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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optimize the system life cycle cost apply to the advanced systems 
engineering techniques consideration thought to the system life cycle for the power system which is the one 
of the major component of the light rail transit system.  Generally, the systems engineering techniques apply 
to the LRT's power systems are not optimize the whole life cycle cost of the power systems because systems 
engineering management activities are concentrate in performing the key-technology oriented at the construction 
stage of the dedicated power systems for light rail transit.

Through this study, All the stakeholders can be utilize a this advanced systems engineering techniques which 
is fully considered the life cycle cost through the considering in whole system life cycle (such as concept, 
design, operation, maintenance and dispose stage as well as construction stage) and adopted by KSX ISO/IEC 
15288 system life cycle processes. 

1. 서론

경량전철 시스템은 토목, 건축, 차량, 신호, 전기, 통신, 기계, 궤도, 역사 설비, 운영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형 복합시스템으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초기 단계에서부터 운용, 용도폐기에 이르기까지 

생명주기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경량전철 건설에 있어 전체 

생명주기비용의 약 95%가 생명주기 단계 중 생산 및 배치 이전에 결정되는 전방가치사슬의 중요성과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할 경우 약 25% 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을 

감안하면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활용한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의 적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량전철 시스템에 적용되는 전기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량전철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전기시스템에 대해 KSX ISO/IEC 15288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개념, 설계, 생산, 운용, 유지보수 및 최종 용도폐기 단계까지의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최적화된 전기시스템 선정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절감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34



2. 본론

  생명주기 관점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적용을 통한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에 대한 생명주기비용 절감

을 위해 KSX ISO/IEC 15288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 중 기술프로세스 기반의 시스템엔지니어링 활

동을 전개하고, 최종적으로 생명주기 관점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이 적용된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에 

대한 LCC 분석을 실시, 기존의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LCC와 정량적, 정성적 비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전기시스템 선정 및 LCC 절감효과를 확인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2.1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의 경량전철 전기시스템 적용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들은 아래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경량전철 전기시스템 엔지니

어들이 엔지니어링 전문가, 시스템 이해관계자 및 운용자 그리고 제조자 간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성능, 환경, 외부인터페이스 및 설계 제약사항들을 고려한 모든 요

구사항을 수집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1.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 Ve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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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 Context Diagram 작성 사례

  개념, 설계, 생산, 운용, 유지보수 및 최종 용도폐기 단계까지의 전체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생명주기

에 걸친 체계화된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를 위해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엔지니어링관리계획(SEMP : Systems Engineering Management Plan)을 수립하고 경량전철 전

기시스템의 생명주기 Vee모델에 따른 단계별 입력물, 통제, 지원메카니즘 및 출력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생명주기비용을 절감한다.  상기 그림은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 중 아키텍처 설계 

프로세스의 Context Diagram을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를 나타낸다.

2.2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에 대한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 적용 방안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은 기획, 설계 및 건설공사로 구분되는 초기투자단계를 거쳐 운용, 유지관리 및 

폐기, 처분 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생명주기(Life 

Cycle)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 시설물에 투입되는 비용의 합계를 생명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이라 한다. LCC 분석이란 전기시스템에 대하여 경제적 수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제비용의 합 

즉, 총비용을 비교하기 편리한 일정한 시점으로 등가 환산한 가치로써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지

금까지 건설업체에서는 경량전철 건설공사비의 절감을 목표로 전기 시스템을 기획, 관리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고 초기투자비만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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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에 대한 KSX ISO/IEC 15288 표준 적용 방안

  

  하지만, 생명주기에 걸쳐 제반비용이 상승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는 LCC가 더

욱 더 중요시 되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LCC는 생명주기비용 분석(LCCA : Life Cycle Cost 

Analysis), 생명주기비용 계획(LCCP : Life Cycle Cost Planning) 및 생명주기비용 관리(LCCM : Life 

Cycle Cost Management) 모두를 포함하는 생명주기비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상기 그림은 LCC 

절감을 위한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 기반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경량전철 전기시스템

의 생명주기 단계에 걸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식화 한 것이다.

2.3 경량전철 전기시스템 LCC 분석방법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에 대한 LCC 분석은 설계단계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적용하는데 있어 

인식부족과 많은 시간소요, 데이터 부족, 국내 전기 시설물의 대체주기, 유지관리비용에 관한 정확한 데

이터 부족으로 실질적인 LCC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CC 분석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 LCC 분석의 기초자료인 가치변동률을 장기간에 걸쳐서 예측할 수 있는 금융관련 자료 DB 구축

□ 물가상승률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DB 구축

□ 물가상승률과 분석의 대상이 되는 특정 물가의 가격변동률을 예측할 수 있는 DB 구축

□ LCC 분석 대상 각종 시설물 또는 설비의 정확한 내용연수, 고장률, 에너지 효율 등에 관한 DB 구축

□ 에너지의 가격변동률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한 DB 구축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을 선정함에 있어 투자의사결정의 방안으로 여러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들은 대부분 초기 발생비용에 지배되긴 하지만, 다른 많은 변수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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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대안이 결정되면 설계, 건설 후 운영자가 부담할 비용인 유지관리비용과 해체 및 

폐기비용이 결정되므로 초기 개념단계에서부터 초기투자비용, 유지관리비용, 해체 및 폐기비용을 

고려하되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하여 LCC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LCC이론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량전철 전기시스템 LCC 평가 시 미래비용에 대한 

심리적 거부, 예측의 불확실성, 수집 데이터의 불안전성과 기존 데이터의 부족, 구체적인 기법 부족 

등의 이유로 LCC 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 기반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하고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증·감 사항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 경량전철 전기시스템 LCC 분석 기대효과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생명주기를 고려한 KSX ISO/IEC 15288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 중 

기술프로세스 기반의 시스템엔지니어링 활동을 전개할 경우 예상되는 LCC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아래에 기술된 각종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LCC 분석 시 결과 값에 중요한 변수를 가져오는 다수의 

정량적인 가용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생명주기 기반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적용한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LCC분석을 통해 정략적 

평가와 일관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는 대안선정에 있어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 개념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수준을 감안한 시스템엔지니어링을 통해 대안을 선정하고 전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보수를 감안한 최적의 전기시스템 선정이 가능하다.

□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경량전철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LCC 측면에서 보수, 보강 등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전기시스템의 기능수준 및 예상수명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제적인 안전한 유지관리 수준의 판단이 

가능하다.

□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기능 저하 징후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3. 결론

경량전철 선진국인 유럽 철도의 생명주기비용은 기존의 획득, 유지보수, 폐기비용에 추가로 환경 및 

사고, 열차운행 지장, 기술발전에 따른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지 보수비용에 대한 감시와 유지보수 계획 수립에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량전철 선진국의 기술 추세와 기술발전에 따른 시스템 내구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국내의 

경량전철 산업에서도 기존의 계획, 설계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보수 단계에서도 활발한 

생명주기비용 분석 및 적용을 통한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의 경우와 같은 전력 차단지연에 대한 손실비용이나 사고, 환경요소 등을 비용에 포함하는 

것 등은 국내 경량전철 산업의 환경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향후 강화되는 국제 환경조약이나 

경량전철 운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에 적합한 생명주기 비용 모델의 개발 

및 적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념, 설계, 생산, 운용, 유지보수 및 최종 용도폐기 단계 

효율화를 포함한 생명주기비용 절감에 대한 분석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건설 및 

운영 주체의 조직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기업의 문화까지도 부합되는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하므로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하여 폭넓은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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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 기반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 적용

따라서,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개념, 설계, 생산, 운용, 유지보수 및 최종 용도폐기 단계까지의 전체 

생명주기 단계에 걸쳐 시스템엔지니어링을 통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KSX ISO/IEC 15288 기술프로세스 기반의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 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해외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련 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실질적인 경량전철 전기시스템의 선정 및 

생명주기비용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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