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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ilure of LCC analysis is recognized as a serious risk for companies 

in fast-paced business environment. LCC analysis has been mentioned and 

analyzed only in accounting perspectives, but recently engineering perspectives 

of LCC analysis based on the execution of appropriate procedures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accounting perspectives. Especially, the practical use of 

reliability engineering related methodologies is recognized as a key factor for 

the LCC analysis. 

   For the practical use of reliability methods, LCC analysis for unexposed 

problems is a key issue, and utilizing FMEA and FTA techniques is needed to 

solve the unexposed problems. Reliability, maintainability, availability, and 

safety should be evaluated by the LCC analysis with the reliability methods, 

so we study methodologies for the LCC analysis. Present Worth can be 

calculated by multiplication of Annual Equivalent Cost and PWAF. Reliability 

engineering related methods are needed for the process of dividing Present 

Worth into PWAF, and the practical use of reliability methods can improve 

accuracy of LC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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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고유가시 의 기업경 에 있어서 특징 인 것은 고비용 구조에 한 응  

리스크 리의 일환으로서 기투자비용(공사비, 설계비, 제품제조비 등), 유지 리

비용( 검  진단비, 리비, 에 지비용, 보수비, 교체비, 보강비 등), 사회․경제

 손실비용, 해체․폐기비용, 잔존가치 등 생산 시설물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리하면서 기업본연의 연구개발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서비스까

지의 제반업무를 실행해야하는 부담이 격하게 증 한다는 것이다.

   LCC분석기법은 건설, 토목, 사회간 자본과 같은 인 라스트럭처 분야에서 많

이 논의되고 용되는 것이 실이나 최근에는 일반제조업이나 장치산업 개념의 

기업과 서비업등에서도 활발하게 용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CC분석 실행단계에서 Life Cycle Cost의 유효성을 

높이기 한 안으로써 신뢰성기법을 용함으로써 일반 인 제조업부문에서 재

무 인 리스크 리와 동시에 제품의 신뢰성  안 성 측면의 공학 인 근을 

통한 합리 인 LCC분석에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한다.   

    

   

   

2. LCC분석에 있어서 신뢰성기법 활용단 계

   LCC분석은 기업 활동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실행하여야 하나, IEC표 이나 

LCC분석을 한 기본 인 근자체의 시스템 인 신뢰성기법 활용단계는 개념설

계단계, 비설계단계, 최종설계단계, 시공  운 단계에서 공통 으로 운 되는 

특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5개 단계로 구분된다. 

    

  (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2) 시스템 신뢰성 할당

  (3) 시스템 신뢰성 할당에 따른 안의 제시 

  (4) 시스템의 LCC 분석

  (5) 시스템의 LCC 결론

-  320  -



3. 신뢰성기법 활용 연구  분석

    제품수명주기비용(LCC)은 제품수명주기에 한 제품의 비용과 Cost 

Profile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제품의 수명주기 조사결과와 제품수명

주기 원가계산  제품비용 조종 등의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뢰성과 신뢰성

을 유지하기 한 방법론의 한 안을 강구하기 한 목 으로 진행되지 못하

면 LCC분석의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LCC분석단계에 있어서 효과 인 실행 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용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3.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각종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비용으로 연결되므로 시스템에 요구되는 각종 요구

사항을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단계에서 명확한 목표와 리한계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LCC업무 개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각 

요구항목에 한 기술 인 달성목표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기술경 상의 각

종 문제는 비용발생을 수반하게 되고 결국은 기업경 의 리스크로 발생되는 특징

을 가지므로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단계에서 철 하게 분석하여 험을 감소시키

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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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신뢰성 할당

   시스템의 신뢰성을 할당하는 단계는 요구사항정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설

계완료  양산검증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지속되어야 하므로 각 단계를 정의하

면 1)요구사항정의, 2)개발Prototype & EVR(기술검증), 3) 형수정  Mockup 검토 

DVR(설계검증), 4)자재공   시공실시, 5)설계완료 MVR(양산검증)등의 5개 단계

로 구분된다. 따라서 각 단계별 신뢰성할당에 따른 신뢰성기법의 용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실행 할 수 있다.

3.3 시스템 신뢰성 할당에 따른 안의 제시 

   

   LCC분석을 한 각종 시스템의 신뢰성 할당을 실행하고 나면 신뢰성 할당에 

따라서 발생된 문제 을 제거하기 한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용되는 

신뢰성기법의 형태와 실행목 과 이론 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3.3.1 FTA실행

시스템요구사항분석  시스템 신뢰성 할당단계에서 발생된 LCC분석의 

장애요인들을 FTA(Fault Tree Analysis)분석을 통하여 정량 으로 얼마나 

리스크의 크기가 인가를 분석할 수 있게 되므로 FTA의 유효성은 

LCC분석에서 요한 치를 유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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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PHA 실행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의 실행은 LCC분석에 있어서 신뢰성 

리  재무 인 의 리스크를 비 으로 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시스

템 체에 미치는 치명 인 문제에 의한 손실을 분석하고 리하기 하

여 실행되어야 한다.

       

   3.3.3 FMECA실행

FMECA(Failure Mode and Effects Criticality Analysis)의 실행은 LCC분석단

계에서 가장 요한 분석이며, 사실상 FMECA분석의 결과를 토 로 시스

템  기업운 상의 LCC분석의 잠재 인 제반문제 을 도출하고 문제

을 제거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 FMECA실행형태는 MIL-STD-1629A, IEC 60812, ISO/TS 16949의 FMEA

양식 혹은 FMECA양식을 용하되 LCC업무에 합한 형태로 환하여 

FMECA양식을 용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업종에 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3.4 유지보수(보 ) 추정

각종 시스템, 서 시스템, ASS'Y, UNIT, COMPONENTS의 유지보수를 

한 신뢰성 Parameter의 추정은 이미 RBD, FTA, FMECA단계에서 도출되었

지만 각종 신뢰성 라미터 추정을 한 분포함수를 용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유지보수단계에서 필요한 Parameter는  Ai, Aa, Ao, MTBF, MTTF, MTTR, 

MLDT(Mean Logistics Down Time), MTBM(Mean Time Between 

Maintenance), MMT(Mean Maintenance Time), LDT(Logistics delay Time), 

ADT(Administrative delay Time) 등이 있으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추정 메커

니즘은 분포이론을 참조하여 근하되 다음의 계표를 참조하는 것이 바

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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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수분포 조건일 때 신뢰성 평가척도의 상  계 

   

(2) 와이블분포 조건일 때 신뢰성 평가척도의 상  계 

   3.3.5 LCC산출 실행

각 시스템별로 LCC산출을 해서는 연등가액과 연등가액 재가치환산계

수(PWAF)를 곱하여 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재가치를 연등가

액 재가치환산계수(PWAF)로 나 면 즉, 재가치에 PWA의 역수를 곱

하면 연등가액으로 환산할 수 있음

     -. PWA의 역수가 재가치연등가액환산계수(Periodic Payment Factor; 

PPF)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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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PPF= 재가치연등가액환산계수

             PWAF=연등가액 재가치환산계수

             =할인율,  n=년수

ㅇ 실질할인율 산출 근거

     

연도 리(년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물가상승율 실질할인율

1993 8.5% 62.9 4.70% 3.63%

1994 9.3% 66.9 6.40% 2.73%

1995 8.8% 69.9 4.50% 4.11%

1996 10.8% 73.3 4.90% 5.62%

1997 11.3% 76.6 4.50% 6.51%

1998 13.3% 82.3 7.40% 5.49%

1999 4.7% 83 0.90% 3.77%

2000 5.1% 84.9 2.30% 2.74%

2001 4.5% 88.3 4.00% 0.48%

2002 4.2% 90.8 2.80% 1.36%

2003 3.8% 93.9 3.51% 0.28%

2004 3.4% 97.3 3.59% 0.18%

2005 3.6% 100 2.75% 0.83%

2006 4.2% 102.2 2.20% 1.96%

2007 4.9% 104.8 2.54% 2.30%

2008 4.4% 109.7 4.68% 0.27%

2009 2.3% 112.8 2.83% 0.52%

평균(‘93～’09) 6.30% 한국은행자료 3.79% 2.52%

※ 출처  근거 : 한국은행 기 리  물가상승율, 실질활인율,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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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용수명

(MTBF)

서  

시스템수명 

(MTBF)

부품 수명(MTBF)

품  명 규  격 B10수명(년)
MTBF

(시간)

   <표 1> 시스템의 LCC 구성항목 형태

  

Level 1
(비용부담주체별)

Level 2
(생애주기 단계별)

Level 3
(비용항목별)

  리주체비용

 기투자비용 계획비용, 설계비용,
시공비용

 유지 리비용

일반 리비용 인건비, 일반경비, 시설비

보수․보강비용 시스템의 부품별로 세분

교체비용 시스템의 부품별로 세분

검 ․ 진 단 비 용 ( 시 공
업체,감리)

정기 검비용, 정 검비
용, 정 안 진단비용, 긴
진단비용

 해체․폐기비용

  운 자비용
 유지 리비용

보수․보강비용 시스템의 부품별로 세분

교체비용 시스템의 부품별로 세분

검․진단비용
정기 검비용, 정 검비
용, 정 안 진단비용, 긴
진단비용

 해체․폐기비용

  지역경제손실비용  기업내부 의견조정에 의한 결정

     <표 1-2> 시스템의 LCC분석기간 리용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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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안의 선택

 

각종 시스템의 LCC 분석결과 규모보수(확정  분석방법에 의한 LCC분

석내역등에 근거할 경우(A안, B안, C안 비교))방안과 소규모보수 방안의 

각종 유지보수 방법론에 근거하는 Life Cycle Cost의 증감을 분석하여 기

업 입장에서 가장 경제 이면서 고객요구를 충복시켜  수 있는 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4 . 결    론

    규모보수와 소규모 보수의 선택에 따라서 Life Cycle Cost의 소요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기업의 실 인 비용문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신뢰성 

기법의 용을 통한 LCC분석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이 처한 비용문제를 보다 효과

으로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특히 1)순수자재비용 원가계산서,2)자재

+인건비 원가계산서, 3)자재보수 원가계산서, 4)수명계산(고장율 데이터베이스  

가속수명모델식 용), 5)PHA, 6)HL, 7)FTA, 8)FMECA, 9)확정 분석방법 오버

홀비용 A안, 10)확정 분석방법 자재+인건비 B안, 11)확정 분석방법 자재 C안, 

12)연등가액환산 오버홀비용 A안, 13)연등가액환산 자재+인건비 B안, 14)연등가액

환산 자재 C안, 15)인건비산출근거 등을 포함하는 LCC분석은 기업의 재무리스크 

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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