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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철도 운영사 관점에서 철도시스템의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 LCC)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

어지는 철도시스템의 구입, 운영 및 유지보수, 폐기의 일련

의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총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LCC는 철도 운영사가 실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나타낸다. 철도 운영의 효율

성을 향상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철도

시스템의 LCC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LCC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IEC60300-3-3에서는

수명주기비용예측(Life Cycle Costing) 결과를 기반으로 수

립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

다[1].

•설계 및 폐기 기술 대안들의 비교 및 평가

•프로젝트/제품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용 유발인자 및 비용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도출

•제품 사용, 운영, 시험, 검사, 유지보수 등에 대한 대안

전략들의 비교 및 평가

•노후화 장비에 대한 교체, 재생 후 수명연장 또는 폐기

에 대한 각기 다른 접근법들의 비교 및 평가

•제품 개발/개선에 대한 경쟁 우선대안들에 대한 가용 자

금의 분배

•검증 시험 및 상반관계(trade-off)를 통한 제품 보증 기준

의 평가

•장기 재무 계획 수립

위와 같이 다양한 수명주기단계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통

해 시스템의 LCC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철도시스템과 같

이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시스템은 시스템이 배치된 이후에

LCC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림 1

은 SAE ARP4293에서 제시된 각 수명주기단계별 활동에 의

해 발생되는 결정되는 비용과 실제 지출비용에 대한 전형적

인 형태이다[2]. Fig. 1의 경우에 따르면 설계가 완료되어 개

발과 유효성의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LCC의 약 15%

정도가 실제로 지출되지만 LCC의 약 75%가 이미 결정된

다. 즉 이 시점에서 결정된 설계의 75% 정도는 변경하기 힘

들고 이들은 운영/유지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

은 LCC를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연구/개발 단계에 크고, 설

계가 확정된 이 후에는 상대적으로 LCC의 절감 기회가 적

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1에 따르면 운영 및 유지보수 단

계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LCC의 비율은

약 5% 정도이다. 

Abstract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of a rolling stock is generally higher than its acquisition cost. Therefor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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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ir operation and maintenance support systems should be effective and efficient. To accomplish thi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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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This article presents a procedure and a verifiable LCC model available in the general acquisition process wher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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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일반적으로 철도차량의 운영·유지보수 비용은 구입비용보다 높다. 따라서 철도차량의 수명주기비용

(LCC)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차량이 설계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운영·유지보수 지원 시스템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운영사는 획득초기단계에서 LCC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LCC가 낮은 철도차량이 설계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사가 차량의 구매

사양을 공고하고 제작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일반적인 차량의 획득절차에서 운영사와 제작사의 LCC

업무 및 절차를 제시한다. 또한 이 때 사용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LCC 산출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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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일반적인 시스템의 경우에 대해 나타낸 것이지

만 수명주기 단계가 증가됨에 따라 LCC 절감 기회가 줄어

드는 추세는 철도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일반적

으로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Fig. 1의 경우보다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 소비되는 비용이 높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이 획

득비용의 2배 이상 차지한다.[3,4] 따라서 철도차량의 경우

에는 운영/유지보수 단계에서 절감할 수 있는 LCC 비율이

Fig. 1의 경우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영/유지보

수 활동은 차량의 설계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절감 가능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운영사에서는

획득단계에서부터 LCC에 영향을 주는 차량의 성능 및 특

성을 관리하여 LCC가 낮은 차량이 획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g. 1 Influence of decision stage on LCC

국내의 경우는 철도차량의 획득과정에서 LCC가 고려된 사

례는 거의 없으며, 특히 LCC 요구사항이 제시되고 이 요구

사항이 검증된 사례는 더욱 드물다. 해외의 경우에는 철도

차량의 획득과정에서 LCC 요구사항이 제시되고, 이의 검증

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철도차량을 획득하는 절차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운영사가 차량의 구매 사양을 공고하고,

운영사와 제작사와의 계약이 체결되고, 제작사가 차량을 제

작하여 공급하는 절차를 통해 차량의 획득이 이루어지는 절

차를 다룬다. 이러한 절차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

로 이루어지는 철도차량의 획득절차이다.

이와 같은 철도차량의 획득과정에서 LCC를 도입하기 위

해서는 이에 적합한 LCC 적용 절차 및 모형이 필요하다. 일

반적인 LCC 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제시되었으나 기

존의 모형들을 이와 같은 철도차량의 획득과정에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LCC 모형들은 철도

차량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LCC 요소들이 상세히 모형

화 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측정 및 검증이 어려운 요소들이

모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의 획득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LCC 절차 및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철

도차량의 획득에 적용하기 위한 LCC 업무 절차를, 3장에서

는 철도차량 획득에 적용할 수 있는 LCC 모형을 다룬다.

1.2 기존 연구

Borghagen 및 Brinkhagen은 탬핑머신(tamping machine)의

획득 프로그램에 LCC를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5]. 철도

차량에 대해 LCC 요구사항이 포함된 최초의 중요한 계약은

1986년 Adtranz(구 ABB)사와 SJ(Swedish State Railway)간

에 이루어진 스위스 고속철도 X2000에 대한 것으로 이 계

약에서는 프로젝트 기간과 상업운전 개시 후 1년 동안의

LCC 검증을 요구하였으며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에 재설계 및 설치 후 다시 1년간의 LCC 검증을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명시한 바 있다[6,

7]. 이 후 LCC에 관한 사항은 유럽에서는 주요 계약요건 중

하나로 요구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에 대한 요

구사항이 발주사양서에 제시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지만

LCC 요구사항이 계약 요구조건으로 제시된 바는 현재까지

거의 없다.

발주사양서에 LCC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획득단계에서 철

도차량의 LCC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의 LCC를 계

산하는 모형이 제시되어야 하며, 모형에 의해 계산되는 LCC

값은 검증 가능해야 한다. LCC 모형은 다수의 규격 등의 문

헌에서 제시되고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LCC 분

석을 위한 규격인 IEC60300-3-3을 제정하였으며, 유럽철도

산업연합(UNIFE: Union of European Railway Industries)은

LCC 계산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1, 8]. 또한 EC (Euro-

pean Commission)의 REMAIN 프로젝트 일환으로 철도인프

라 장비의 LCC 분석을 위한 REMAIN LCC 모형이 제안되

었다.[9] 미국에서는 SAE ARP 4293, 4294 규격[9] 등을 제

정하고 제품 개발 초기부터 LCC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Stern은 철도차량의 획득단계에서 LCC를 적용하기 위한 기

본 원칙을 제시하였다[4]. Kjellsson은 철도차량 획득단계의

LCC 적용사례를 통해 LCC 관리에 필요한 요건들을 기술

하였다[7].

국내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LCC 연구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박종

목 등은 국외 전동차 LCC 연구동향 및 국제규격에 대응하

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10]. 정종덕 및 배대성은 입환

기관차에 대한 LCC 분석을 통하여 기존 기관차의 대체 또

는 수명연장을 결정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11].

전현규 등은 자기부상열차의 LCC 예측을 위한 모델을 제

시하였고 파일럿 버전의 LCC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

다[3, 12]. 김재훈 등은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비용 계산을 위

한 유지보수정보 템플릿을 제안하고 차량부품에 대한 전주

기 유지보수비용을 계산하였다[13]. 정광우 등은 도시철도차

량의 수명주기비용 분석에 적합한 LCC 모형을 제안하였다

[14]. 이윤성 등은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수명주기비용을 계

산할 때 고려해야 할 비용요소를 제안하고 사례연구의 결과

를 제시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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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차량 획득단계 LCC 업무절차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철도차량 획득단계의 LCC 업무의 목

적은 운영에 요구되는 차량의 성능을 만족하면서 LCC가 낮

은 철도차량을 획득하는 것이다. 철도차량의 LCC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유지보수 비용은 제작사의 1차적 관

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획득단계에서 LCC 요구사항이 적

절히 제시되고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사에게 높은 운

영·유지보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획득초기부터

운영사는 명확한 LCC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작사

는 LCC가 낮은 철도차량이 설계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LCC가 낮은 철도차량을 설계하는 일반적

인 방법들로는 유지보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장치는 접근이

쉽도록 설계하여 유지보수 시간을 낮추는 방법, 유지보수

인력 및 자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품목에 대해 고 신뢰도

의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자가진단 기능 및 정확도를 높

여 고장 발생 품목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

법 등 차량의 설계 과정에 LCC를 고려하여 차량을 제작하

는 것이다. 또한 LCC의 절감은 로지스틱 지원 분석(Logistic

Support Analysis) 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유지보수 정책 및 활동을 운영사에게 제공함으로써도 이루

어질 수 있다. 획득단계의 LCC 업무는 제작사의 이러한

LCC 절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LCC 요구사항을 계

약 요구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각

LCC 활동은 운영사 및 제작사간의 상호 활동을 통해 이루

어지며 수명 주기별 각 주체별 LCC 활동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3. 철도차량 획득단계 LCC 업무절차

3.1 LCC 모형의 개요

Table 1에서 제시한 절차에 의해 LCC가 낮은 철도차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제시된 LCC 모형에 따라

하나 이상의 공급자들이 LCC를 예측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

탕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급자로부터 제시된 LCC 값은 입

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철도차량 획득단계에서의 LCC 모형

은 차량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LCC를 묘사할 수 있

어야 하며, 또한 모형에 따라 산출된 LCC 값은 입증 가능

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LCC

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운영사에서 발생되는 전체 LCC 요

소를 살펴보고 LCC 요소들 중 구입하는 차량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지는 비용 요소를 식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입증 가

능한 LCC 모형을 제시한다.

철도 운영사의 LCC 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

동들에 의해 유발되게 된다. LCC 유발 활동들은 활동의 대

상이 되는 철도시스템을 구성하는 차량, 신호, 전력, 통신, 접

근시설, 궤도 인프라, 로지스틱 시스템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 활동들을 그 활동의 형태에 따라 경영관리, 기

술지원, 운영관리, 운영, 유지보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경영관리에는 기획조정, 회계, 자재관리, 구매, 인사관리 등

의 활동들이 포함되며, 기술지원에는 시스템 제작, 구매, 유

지보수 관련 기술 지원업무 등이, 운영관리에는 운영 계획,

유지보수 계획 및 관리 활동 등이, 운영에는 운전 및 안전

관리 활동 등이, 유지보수에는 시스템 점검 및 정비, 공장

및 기지관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즉 철도 운영사의 각 활동은 Table 3의 범주에 의해 구분

될 수 있으며, 각 활동은 돈, 인력, 재료 등의 자원이 소비

Table 1 LCC procedure and activities

단계
LCC 업무

발주자/운영사 공급자/제작사

예비분석

-과거 LCC 관련 데이터 및 경험 분석

- LCC 요구사항 설정(아래 사항 포함)

·차량 운영 프로파일

· LCC 산출 모형

· LCC 평가/검증 방법

·패널티/인센티브 

입찰공고 - LCC 요구사항 제시 - LCC 예측 및 LCC 요구사항 달성 가능성 분석

협상 및 계약
- LCC 예측 결과 평가

-성능 및 LCC를 고려한 시스템 효과도 분석
- LCC 예측 프로세스 및 예측치 제시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LCC 분석 계획서 작성

-하위아이템 LCC 할당 

설계 및 구현
- LCC 추정

- LCC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설계 구현 

생산 및 시험 - LCC 관련 품질관리 및 보증 활동

검증 및 수락
- LCC 입증 시험 수행

- LCC 요구사항 검증 및 수락
- LCC 입증 시험 수행

운영/유지보수 -운영/유지보수 데이터를 통한 LCC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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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비용을 유발시킨다. 운영사의 측면에서는 Table 3

의 모든 범주에 속하는 모든 활동들에 의해 비용이 발생되

지만, 철도차량 획득단계의 LCC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철

도차량의 특성에 따라 수행비용이 영향을 받는 활동들을 구

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들의 구별과 LCC 모형을 개

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가 정>

1) 철도차량의 구매 대안별 신호, 전력, 통신, 접근시설, 궤

도인프라의 구입, 설치, 운영, 유지보수, 폐기에 이르는 비

용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

2) 철도차량의 구매 대안에 대한 기술지원 비용의 차이는 무

시할 수 있다.

3) 철도차량의 구매 대안에 대한 로지스틱 지원 설비에 대

한 기술지원, 운영관리, 운영 활동 비용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

4) 이자율 및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정 1, 2, 3은 각 해당 활동들에 의해 유발되는 비용은

차량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이러

한 가정은 구매 대안이 되는 차량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예: 자기부상 차량 vs 모노레일 차량)에는 적합하지 않

지만 기존 영업 노선에 투입할 차량이거나 차량 외 시스템

의 특성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차량 외 시스템의 특성에

맞은 차량이 발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유효하다. 가

정 4는 개발되는 LCC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설정된 가

정으로 실제 사례에 적용될 때에는 이자율 및 물가상승률은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철도차량 획득단계의 LCC 모형에 포

함되는 활동들의 범주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를 살펴보면 신호, 전력, 통신, 접근시설, 궤도인프라에 대

해 수행되는 활동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위에

서 설명하였다. 그 중 궤도의 유지보수 활동비용은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중량의 증감에 따라 유지보

수 비용의 증가를 산출하기가 어렵고 또한 현재 선로 사용

비용 또한 중량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

하였다. 만약 향후에 해외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도 선로 사

용료가 운행거리와 중량에 비례하여 부과된다면 궤도의 유

지보수 활동비용 또한 LCC모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2의 활동형태에 대한 세부 LCC유발 활동들은 도출

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활동들을 보면 경영관리 활

동에는 차량과 로지스틱 지원 설비의 구매 업무만이 포함되

었으며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차량의 고장에 의한 손실 활동

업무만이 포함되었다. 운영 부분에는 차량의 운전 활동만이

포함되었으며 유지보수 부분에는 주요 유지보수 활동이 모

두 포함되었다.

위의 Table 3은 철도차량 획득단계의 LCC 에 포함되는 세

부 활동이지만 각 활동의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LCC

모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 예로 차량의 운전 활동을 위

해서는 승무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지만 승무원의 수는 입찰

공고 이전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무원

의 인건비는 차량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LCC모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LCC 비용분류체계(Cost

Breakdown Structure: CBS)는 Table 3의 활동에 의해 유발

되는 비용 중 차량의 성능 및 특성에 영향을 받는 비용만

이 고려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결과적으로 Table 4의 CBS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

발되었다. 첫째는 철도차량의 성능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지

는 비용요소만을 고려하였다. 그 예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

이 승무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LCC 수락단계

까지 검증 가능한 비용요소만을 고려하였다. 철도차량의 안

전사고에 대한 손실비용은 운영사의 대표적 손실비용이지만

Table 2 Activities included in LCC

활동

시스템

경영

관리

기술

지원

운영

관리
운영

유지

보수

차량 △ × △ △ ○

신호 × × × × ×

전력 × × × × ×

통신 × × × × ×

접근시설 × × × × ×

궤도인프라 × × × × ×

로지스틱 지원 설비 △ × × × ○

< ○ 대부분의 활동 포함, △ 일부 활동 포함 >

Table 3 LCC generating activities

활동형태 LCC 유발 활동

경영관리
-차량의 구입

-운영/유지보수 장비 및 재료 구입

운영관리 -차량의 고장에 의한 손실 처리 활동

운영 -차량의 운전

유지보수

-차량의 보수정비

-차량의 예방정비

-유지보수 장비의 유지보수

Table 4 Cost Breakdown Structure

구 분 세부 LCC 요소

초기투자비용

-차량 구입 비용

-초기 예비품 구입 비용

-운영·유지보수 장비 구입 비용

운영비용
-에너지 소비 비용

-서비스 지연에 따른 비용

유지보수비용

-예방정비 비용

•인건비

•예비품/수리부품 소요비용

-보수정비 비용

•인건비

•예비품/수리부품 소요비용

-장비 유지보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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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제시한 안전사고 손실비용의 적합성 여부를 시스

템 수락이전에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안전사

고에 대한 손실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손

실은 안전성 요구사항으로 별도로 규제하는 것이 더욱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비용 또한 운영사에게 발생하는

LCC 요인이지만 수락단계에서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

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원칙은 공급자가 책임져야 하고

검증 가능한 LCC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LCC가 철도차량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2 LCC 상세 모형

철도차량 획득단계의 LCC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CC =초기투자비용(IC) +운영비용(OC)

+유지보수 비용(MC)

위 식에서 정의되는 LCC는 획득되는 전체 차량에 대한 비

용이다. 각 비용 항목에 대한 산출 모형은 본 절에서 기술

되며, 이때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기호정의>

• NoTr : 구입하는 철도차량 편성의 수

• PTr : 구입하는 철도차량 편성의 구입단가

• NoCSp : 철도차량의 도입시점에 함께 구입하는 예비품 종

류의 개수

• NoCSp(i) : 철도차량의 도입시점에 함께 구입하는 i번째 예

비품의 초기 구입개수

• PCSp(i) : 철도차량의 도입시점에 함께 구입하는 i번째 예

비품의 구입단가

• NoCEq : 철도차량의 도입시점에 함께 구입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 장비 종류의 개수

• NoCEq(i) : 철도차량의 도입시점에 함께 구입하는 i번째 운

영 및 유지보수 장비의 구입개수

• PCEq(i) : 철도차량의 도입시점에 함께 구입하는 i번째 운

영 및 유지보수 장비의 구입단가

• LT : 철도차량의 사용년한

• TRD : 철도차량 수명주기동안 편성당 총 운행거리

• UEC : 단위 운행거리당 소비되는 에너지비용

• TOT : 편성 당 연간 총 운영시간

• MTBSF : 편성 당 평균 서비스 고장간격(시간)

• PCSe : 1회 서비스지연에 대한 패녈티 비용

• MTBLF : 편성 당 평균 로지스틱 고장간격(시간)

• MMHCM : 편성 당 1회 보수정비 수행에 필요한 평균인시

• ULCCM : 보수정비 인력의 단위시간당 임금

• MCCM : 편성 당 1회 보수정비에 소모되는 예비품의 평

균 비용

• NoPM : 예방정비 종류의 개수

• MTBM(i) : i번째 예방정비의 평균간격(시간)

• MMHPM(i) : 편성 당 대한 i번째 예방정비 수행에 필요한

평균인시

• ULCPM(i) : i번째 예방정비인력의 단위시간당 임금

• MCPM(i) : 편성 당 대한 i번째 예방정비에 소모되는 예비

품의 평균 비용

• NoEq : 운영 및 유지보수 장비 종류의 개수

• NoEq(i) : i번째 운영 및 유지보수 장비의 개수

• YMCEq(i) : i번째 운영 및 유지보수 장비의 연간 유지보

수 비용

위의 기호 중 MTBSF, MTBLF 정의에 사용되는 서비스

고장 및 로지스틱 고장은 Table 5의 고장범주 및 정의를 사

용할 수 있다[16].

3.2.1 초기투자비용(IC)

초기투자비용은 철도차량 구입비용(ICTr) 및 초기 예비품

구입비용(ICSp), 운영·유지보수 장비 구입 비용(ICEq) 으

로 구성된다.

(1)

• 차량 구입비용

구입하는 철도차량의 전체 편성에 대한 구입비용은 식(2)

와 같이 계산된다.

(2)

• 초기 예비품 구입비용

초기 예비품은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품목을 철

도차량의 획득과 함께 구입하는 아이템이다. 초기 예비품의

구입비용은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식 (3)에서 예비품의 초

기 구입개수는 LCC 뿐 아니라 차량의 운영 가용도에도 영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예비품 수량은 LCC와 운영가용도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비

품 수량 산정 방법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3)

• 초기 운영·유지보수 장비 구입비용 

철도차량의 도입과 함께 구입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 장비

의 구입비용을 말하며 식 (4)에 의해 계산된다. 운영 및 유

지보수 장비의 구입 수량 또한 LCC와 운영 가용도에 영향

을 주게 되므로 이 둘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인 장비 수량 산정 방법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

루지 않는다.

Table 5 Failure Category

고장의 범주 정 의

서비스고장

아래의 상황을 야기하는 고장

-정의된 일정 시간 이상의 서비스 지연

-서비스 도중의 열차의 회수

-서비스 도중 특정한 기능이 상실되거나 해당 기능

의 성능이 정의된 최소 수락 수준이하로 떨어짐

로지스틱고장 유지보수 업무가 요구되는 고장

IC ICTr ICSp ICEq+ +=

ICTr NoTr PTr×=

ICSp NoCSp i( )
i 1=

NoCSp

∑ PCSp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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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2 운영비용(OC)

운영비용은 철도차량의 운영시점부터 폐기시점까지 소요

되는 에너지 소비 비용(EC)과 서비스 지연에 따른 비용

(SDC)으로 구성된다.

(5)

• 에너지 소비 비용 

에너지 소비 비용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총 에너지

비용으로 식 (6)과 같이 계산된다. 식 (6) 중 UEC는 에너지

연료 구입 및 CO2 배출에 대한 비용 등 에너지 소비에 관

련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6)

• 서비스 지연에 따른 비용 

서비스 지연비용은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7)

3.2.3 유지보수비용(MC)

유지보수 비용은 보수정비 비용(CMC), 예방정비 비용

(PMC), 장비 유지보수 비용(MCEq)으로 구성된다.

(8)

• 보수정비 비용 

보수정비 비용은 차량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수행되는 보

수정비의해 발생되는 비용으로 식 (9)와 같이 계산된다.

(9)

• 예방정비 비용

공급자는 차량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정비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예방정비 비용은 이러한 예방정비를 수행하

는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 예방정비

수행 시 발견되는 고장의 수리비용은 예방정비비용에 포함

되지 않고 보수정비 비용에 포함된다.

(10)

• 장비 유지보수 비용

장비 유지보수 비용은 차량의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장

비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식 (11)과 같이 계산된다.

(1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운영사에서 수명주기비용이 낮은 철도차량

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및 LCC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LCC 모형에는 철도차량의 성능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검증 가능한 비용요소만이 고려되었다. 이와 같이 공급자가

책임져야 하고 검증 가능한 LCC 모형의 적용을 통해 철도

차량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LCC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추

후 연구 문제로는 LCC 요구조건 또는 계약사항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 또한 LCC를 철도차

량 획득에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LCC 모형은 많은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 성능 파라미터로 구성되

어 있다. 즉 제시된 LCC모형에 따라 LCC 비용을 낮추기 위

해서는 효과적인 RAMS 활동의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LCC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RAMS 활동 또한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두 활동을 통해 안

전성 및 신뢰성이 높으면서도 수명주기비용이 저렴한 철도

차량의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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