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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무기체계와 같이 고가의 장비이면서 생산량이 적은 완성품은 획득이후

장기간의 사용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명주기 동안 무기체계 운

영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 방식을 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국방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후속군수지원 방식은 재고기반군수와 성과기

반군수가 있다. 재고기반군수 방식은 전통적 방법으로서 무기체계 운영 관

련 재고관리를 군에서 책임지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고, 최근 선호

되고 있는 성과기반방식은 재고관리를 후속지원업체에게 맡기고 군은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성과기반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운영성과에 대한 적정 보상비

용 결정이다. 재고관리를 업체가 직접 함으로 인하여 군은 업체의 소요비용

을 알 수 없으며, 업체의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규모도 산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및 군수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고기반군수방

식 적용이 무의미한 시점과 성과기반군수 방식의 적정 가격을 제시하였다.

이런 결과는 무기체계 도입에서 업체와 성과기반군수 계약을 협상할 때 군

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주요어 : 가용성, 재고수량, 재고기반군수, 성과기반군수, 수명주기비용

학 번 : 2012-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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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방 분야의 예산은 정치적 상황과 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

하여 감소되거나 그 증액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는 것은 각 군의 예산 담당자에게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예산 담당자는 제한된 예산으로 무기체계를 획득 및 운영해야 한다. 하지

만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수요가 적고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무

기체계는 국외로부터 도입되고 있다.

무기체계와 같이 국내생산이 적고, 고가의 장비이면서 생산량이 적은 완

성품은 획득이후 장기간 사용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로 공군에서 사용

하는 전투기의 경우 평균적으로 그 수명기간이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1). 이 특징은 전체 수명주기 비용 중 무기

체계의 획득비용보다 운영비용에 대한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무

기체계의 구입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Alfieri, 2008). 따라서 수명주기 동안의 무기체계

운영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 방식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완성품(예를 들어 발전시설, 통신 네트워크 장비

등)의 경우 그 완성품이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으

며 이러한 부작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downtime cost)이 추

가적으로 사용된다(Dhakar, 1994). 무기체계도 마찬가지이며 도입된 무기체

계가 사용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수명주

기 동안의 무기체계가 손실 및 고장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군수지원

(after-sales service)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방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후속군수지원 방식은 재고기반군

수(이하 IBL : inventory based logistics) 방식이다. IBL 방식은 무기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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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단계에서 해당 무기체계의 수리부속(spare part)을 동시조달수리

부속(CSP : concurrent spare part) 형태로 생산 확보하고, 향후 운용 시 발

생하는 무기체계의 고장발생 부속을 수리부속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다(DAPA, 2009). 따라서 군은 무기체계 운영을 위한 수리부속의 적정수

량을 결정해야하며, 수리부속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설, 기술인원 등의 운

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에 후속군수지원 방식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는 성과기반군수(이

하 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방식이다. PBL 방식은 무기체계의

운영성과(performace) 즉, 무기체계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한다(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2005). 기존의 IBL 방식에서는

무기체계 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해결과 관련된 수리부속 확보

비용 및 고장발생 부속 수리비용을 군이 부담해야 했고, 이런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무기체계의 목표 가용성(availability)은 보장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무기체계가 작동 불가능 상태이면 추가적인 비용(downtime

cost)이 지출됨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PBL 방식에서 군은 수리부속, 정비시설 및

인원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특정 후속지원업체와 계약을 하여 업체의 책

임 하에 운영을 한다. 그리고 업체는 운영결과로 나타난 무기체계 목표 가

용성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군 또한 군의 가용인원 및 자원을 전투수행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현재

군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전투요원(무기체계를 사용하여 전투를 수

행하는 인원)을 확대하고 비전투요원(무기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원)

의 규모를 줄이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군 입장에서 무기체계

정비단계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PBL 방식 도입은 현실

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안보경영연구원, 2009).

PBL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적정 PBL 가

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PBL 계약을 협상함에 있어 업체는 무기체계 목표

가용성 달성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군에서

IBL 방식을 유지할 때 발생하는 운영비용과 비가동 손실 보존비용

(downtime cost) 보다 큰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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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PBL은 IBL보다 합리적이지 못한 선

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L 적정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무

기체계 특성과 군수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IBL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통

해 PBL 가격 협상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무기체계의 특성은 도입하는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속(LRU : line

replacement unit)의 신뢰성, 즉 고장률과 무기체계가 고장난 상태일 때 발

생하는 비용의 크기(downtime cost)로 표현하였다. 군수체계의 특성은 IBL

방식에서 고장난 LRU의 수리시간, 수리부속 재고수량, 수리부속 유지비용

(holding cost), 고장난 LRU의 수리비용(repair cost)으로 표현하였다. PBL

방식에서의 군수체계 특성은 군의 자산이 아닌 업체의 자산(asset)이므로

분석대상이 아니며 업체에서 제시하는 PBL의 가격이 PBL 방식의 군수체

계 특성을 반영한다.

IBL 방식에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노력의 종류는 수리부속 재고수량 조절

로 한정하였다. 재고수량 결정과 관련된 연구로는 Newsvendor 모델의 수

요와 재보급 시간에 따른 수익 최대화 적정재고량 산출이 있다. 본 연구에

서도 비슷하게 고장률을 수요로, 수리시간을 재보급 시간으로 해석한 후 목

표 가용성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수리부속 수량을 예측하

는 모델을 작성하였다. 즉, Newsvendor 모델에서 overstock cost와

understock cost 합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비가동 손실 보전비용과

운영비용의 합을 최소로 하는 재고수량을 계산하였다. 단, Newvendor 모델

의 수요는 분포를 알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장률은 그 분산이 없어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대기행렬을 이용한 안정상태

(steady-state) 확률분포를 사용하였고, 이 분포를 기준으로 수명주기비용

(life cycle cost)의 최소 값을 구하였다. 계산된 최소비용을 목표 가용성 달

성을 위한 IBL 방식의 수명주기비용으로 해석하고 이 비용을 PBL 가격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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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기존의 적정 수리부속 연

구 및 PBL 관련 연구를 검토 및 분석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제

3 장에서는 기존의 IBL 방식에서 목표 가용성 달성에 필요한 수명주기비용

을 예측하는 모델을 작성하고 예측된 IBL 비용을 기준으로 PBL 가격을 정

하는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무기체계 및 군수체계 특성에 따

라 IBL의 수명주기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PBL 적정가

격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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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적정 재고수량 관련 연구

수리부속 재고수량과 관련된 분야 대부분은 수리부속 확보를 위한 가용

예산 범위제약, 저장공간 제약, 운영목표 달성 제약 등과 관련하여 적정 재

고수준 산정을 연구하였고, 이러한 연구들은 Harris(1913)의 EOQ 모델,

Newsvendor 모델, 대기행렬이론(queueing theory)등을 통하여 그 최적조

건을 찾고 있다.

EOQ 모델은 초기비용과 유지비용, 그리고 수요의 관계를 통해 최적의 재

고량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Sherbrooke(2004)는 무기체계와 같이 수요가

적고(low demand rate) 고가의 수리 가능한 품목(repairable item)에는

EOQ 모델이 적절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Alfares(2005)는 Newsvendor 모델을 사용하여 재고가 부족한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penalty cost를 고려하며, 최악의 수요분포(worst possible

distribution)를 고려하여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적정 재고수량 결정 문

제를 연구하였다. 또한 Newsvendor 모델의 경우 수요분포의 형태에 관계

없이(distribution free) 재고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Moon, 1995;, Mostard, 2005). 하지만 Newsvendor 모델은 수요의 평균과

분산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무기체

계와 같이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수요 평균만 확인이 가능하고 분산을 알 수 없으므로 Newsvendor 모델

사용에 제약이 있다.

대기행렬을 이용한 무기체계 관련 수리부속 재고수량 예측에는 Palm's

theorem(Feller, 2008)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많다. Palm's theorem은 M/G/

∞, M/M/∞의 경우처럼 서버의 능력을 무한대로 가정하며 서비스 시간의

분포형태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정리이다. 무한모집단(infinite calling

population)을 가정하며, 서비스 시간의 분포에 관계없이 그 평균값만 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리이므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Sherbrooke(200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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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s thoerem을 사용하여 Multi-Echelon 구조의 보급망에서 최적의 재

고수량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Cochran(2002)은 유한모집단을 가정하고 무기체계 내의 구성품이 중복

설계되어 있는 경우 목표 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재고수량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비용분석은 하지 않았다.

Gross(1997)는 유한모집단 및 수요의 변화(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를 가정한 상황에서 적정 재고수량 및 비용을 계산하는 연구를 하

였지만 비가동 시간에 발생하는 비용(downtime cost)은 고려하지 않았다.

2.2 성과기반군수 관련 연구

군 입장에서 비용과 관련하여 IBL 대비 PBL 계약의 합리적인 시점에 대

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지만 PBL 계약시 업체의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

이 있었다.

Sols(2007) 성과기반군수 계약시 업체의 성과에 대한 차등평가방식을 정

성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성과를 초과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업체가 감수해야하는 penalty cost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Kim(2007)은 업체가 후속군수지원과 관련된 계약을 군과 협상할 때 자신

의 성향(위험회피, 위험중립, 위험추구)에 따라 어떤 종류의 계약방식(PBL,

고정비용 기반, 원금보전 기반)이 적합한지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군의 입장

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는 아니었다.

Nowicki(2006) 또한 업체의 입장에서 PBL 방식하에 후속군수지원을 할

경우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재고자산 분배정책을 연구하였으며,

Jin(2011)은 무기체계 개발단계에서 PBL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무기체계

의 신뢰성을 높여서 업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것인지 또는 수리부속 재고를

유지하여 PBL 수행업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것인지 비교분석하였다.

Guajardo(2012)는 PBL 계약을 할 경우 군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

로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실제 자료

(empirical data)를 통해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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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rr(2005)는 PBL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

하였다. 업체입장에서 보면 업체는 군수시설에 대한 모든 투자를 감당한다.

따라서 자신이 투자한 시설을 장기간 사용하기를 원하고 PBL 계약기간은

단기계약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또한 군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성과 결과에

대한 측정방법에서 업체와 군 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업체는 확대 해석된 성과를 제시할 것이고 군은 축소된 성과를 기준으로 보

상비용을 지불하려하기 때문이다.

관련연구 분석을 통해 유한모집단을 가정한 상태에서 무기체계 고장률의

평균만 알 경우, PBL의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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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BL 적정가격 산정 방법론

공군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후속군수지원 방식은 IBL 방식이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될 후속군수지원 방식인 PBL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수명주기비용 측정에서 이점이 없다면 공군은 PBL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IBL방식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고

그 비용을 기준으로 후속지원업체가 제시하는 PBL 가격을 비교할 것이다.

3.1 재고기반군수 비용 예측 방법론

3.1.1 재고기반군수 모델

3.1.1.1 재고기반군수의 운영 특성

공군은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

해야 한다. 과거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에는 무기체계와 관련된 정비기술

과 무기체계에 사용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품 생산기술을 종합군수

정비 단계 내 용

부대급 정비

(organizational level)

․일선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정검 및 정비 활동

․무기체계에 탑재된 LRU(line replacement unit)

단위의 구성품을 수리부속(spare part)으로 교환 가능

야전급 정비

(intermediate level)

․무기체계에서 장탈된 LRU 단위의 구성품에 대한

점검 및 정비활동

․LRU 단위의 구성품을 구성하는 SRU(shop

replacement unit) 단위의 부품에 대한 고장탐구 가능

․고장난 SRU에 대한 교체 가능

창급 정비

(depot level)

․항공기 기체에 대한 재생(overhaul) 작업

․LRU 또는 SRU 단위의 구성품에 대한 재생 작업

[표 1] 공군 정비개념(Trip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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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ILS : integrated logistics support)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

었다. 따라서 공군은 [표 1]과 같은 정비지원 능력을 보유하였으며, 3단계

정비개념을 기준으로 보급 및 정비와 관련된 군수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

였다.

하지만 최근 국가 대 국가 무기 거래시 무기수출국은 무기체계 생산기술

을 국가의 국방력을 결정하는 자산으로 판단하고 보호하는 결정에 따라 야

전급 정비능력 및 창급 정비능력을 무기수입국에 제공하지 않는 추세이다.

또한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공군은 공군 자원을 무기체계의 작전 운영에만

집중하고 비작전적 요소에 대한 공군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

군 조직을 재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신추세에 따라 공군은

무기체계의 작전 가능상태만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비능력인 부대급

정비능력만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정비단계인 야전급 정비

와 창급 정비 지원은 후속지원업체(무기체계 판매업체 또는 후속지원능력

을 보유한 업체)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군수조직을 변화시키고 있

다. 즉, [그림 1]처럼 공군은 무기체계의 가용성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하기 위해서 고장난 LRU를 교체할 수 있는 수리부속 재고를 유지 및 운영

해야하며 고장난 LRU의 재사용을 위해서 후속지원업체에 수리 및 재생 작

업을 의뢰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공군의 IBL 운영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가정 사항

을 [표 2]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그림 2] IBL 모델(DAP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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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

공군은 무기체계 도입시 수리부속 재고수량을 결정해야 한다.

단, 제한된 예산을 운영해야하는 공군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수명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리부속

재고수량을 결정한다.

가정 2
공군은 부대급 정비활동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공군은 수리부속

구입비용(purchase cost)과 운영비용(holding cost)을 감당해야 한다.

가정 3

공군은 창급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고장난 LRU를

후속지원업체에 입고하여 수리해야 한다. 이때 수리비용(repair cost)이

발생한다.

[표 2] IBL 모델 가정 사항

3.1.1.2 재고기반군수의 수리부속 흐름 특성

공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LRU는 고가의 부품이며 수리가능품

목(repairable item)이다. 또한 특정무기체계에 맞는 고유형상의 부품일 경

우가 많으므로 항시 생산 가능한 상용부품(COTS : commercial off the

shelf)과는 다르게 수시 구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기체계가 생산되고 있

는 단계에서 수리부속도 동시에 생산하여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군은 동시조달수리부속(CSP : concurrent spare part) 형태로 수

리부속 재고를 확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재보급 없이 무기체계에 주어진 임

무를 원활히 수행한다(DAPA, 2009).

[그림 3] 수리부속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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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L 방식하에서 LRU가 고장날 경우, [그림 2]처럼 수리부속이 존재한다

면 고장난 LRU는 수리부속으로 즉시 교체가 되며 무기체계의 가동시간

(uptime)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고장난 LRU는 후속지원업체의 정

비시설에서 수리되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다시 수리부속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고장난 LRU의 수량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리부속 재고 수량

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수량 만큼의 무기체계가 비가동 상태로 유지되며

현재 후속지원업체에서 수리중인 LRU의 수리가 완료되었을 때 다시 가동

상태로 회복된다. Sherbrook(2004)은 이와 같은 수리부속의 흐름을 재고균

형식(stock balance equation)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S : 무기체계 도입시 구입된 수리부속 재고수량

OH :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리부속 재고수량(on-hand inventory)

n : 후속지원업체가 수리하고 있는 LRU 수량

B : 수리부속 재고가 없을 때 고장난 LRU 수량(backoerders),

현재 비가동 무기체계의 수

또한 식 (1)의 의하여 현재 운용가능한 무기체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

Ncurrent : 현재 운용가능한 무기체계의 수

N : 도입된 무기체계의 수

3.1.2 재고기반군수에 따른 무기체계 가용성 예측

3.1.2.1 무기체계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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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가용성(availability)은 상황에 따라 [표 3]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의 미 출 처

무기체계 한 대의 입장에서 고려할 경우, 가용성은

운영기간 대비 무기체계의 가동시간 비율

가동시간불가동시간
가동시간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09)

N대의 무기체계를 운영할 경우, 가용성은 전체 무기체계

수 대비 평균적으로 가동된 무기체계의 수의 비율
Sherbrooke(2004)

[표 3] 무기체계 가용성 의미

즉, 다수의 무기체계를 운영할 경우 운영기간 중 평균적으로1) 몇 대의 무

기체계가 비가동 상태에 있었는지를 추적하여 그 가용성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 n에 따른 OH 및 B 변화

1) 본 논문에세 실측값에 대한 평균은 'average', 예측을 위한 기대값은 'expected'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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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처럼 운영기간 t 동안 N대의 무기체계를 운영할 때 B가 발생한

면적을 운영기간 t로 나누어주면 B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이때 tn은 후

속지원업체에서 n대의 LRU를 수리한 시간의 합을 의미한다. B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3)

Baverage : B의 평균값

tn : 후속지원업체에서 n대의 LRU를 수리한 시간의 합

따라서 무기체계를 N대 도입하는 시점에서 향후 t 동안 무기체계를 운영

할 때 나타나는 tn/ t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 B의 기대값(E[BO] :

expected backorders)을 구할 수 있고 무기체계 가용성을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4)

E[BO(S)] : 수리부속 재고수량이 S일 때 B의 기대값

×


 (5)

A : 가용성(availability)

식 (5)과 같이 가용성 계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E[BO(S)]이다.

즉, 가용성을 계산한다는 것은 E[BO(S)]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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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E[BO(S)] 계산을 위해 필요한 tn/ t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모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1.2.2 후속지원업체의 LRU 수리수량 예측

IBL 모델은 대기행렬 모델(Queueing Model)을 기반으로 고장난 LRU 및

수리부속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때 고장난 LRU는 서비스를 받으러

서비스 시스템을 방문하는 고객(customer)으로 가정할 수 있고, 후속지원업

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server)로 가정할 수 있다.

무기체계에 탑재되어 있는 A라는 LRU의 경우 무기체계 W1에 탑재된

LRU의 고장이 W2에 탑재된 A라는 LRU의 고장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다. 즉 LRU간의 고장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W1

에 탑재된 A라는 LRU가 고장 없이 지난 1년 동안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향

후 몇 개월 안에 고장이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다. 이처럼 독립적

(independent)이며 무기억 특성(memoryless)을 가지는 고객방문(arrival)의

경우 고객간 시간이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르며 포아송 프

로세스(Poisson process)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Ross, 2006).

또한 무기체계와 같이 모집단의 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무한모

집단을 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체국처럼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도시

전체의 인구일 경우는 무한모집단(infinite calling population)에 의한 도착률

(arrival rate)을 가정할 수 있지만 수십대에서 수백대를 운영하는 무기체계

의 경우 유한모집단(finite calling population)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서버의 경우, LRU의 수리시간은 LRU를 구성하는 수많은 SRU중 어떤

SRU에 고장이 있는지에 따라 수리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리시간

또한 수리율(μ : service rate)에 의한 지수분포를 따르는 것을 가정한다. 또

한 후속지원업체는 도입된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지원능력을 수명주기(life

cycle) 동안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고장난 LRU는 입고되

는 순간 특별한 지체 없이 수리가 즉각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

속지원업체의 서버 수는 공군이 보유한 LRU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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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U의 고장률을 λ라고 할 경우, [그림 4]와 같이 유한모집단을 가정한

IBL 방식에서 입고율(arrival rate)은 현재 운용가능한 무기체계수에 비례하

며 출고율(departure rate)은 후속지원업체에서 수리중인 LRU의 수에 비례

한다.

위의 가정사항과 입고율 및 출고율 관계를 연속마코프체인(CTMC :

continuous Markov chain)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의 경우를 Kendall의 대기행렬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IBL 서비스 시스템 모델

[그림 6] IBL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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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1

무기체계가 운영된 이후 충분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임의 시점에서

후속지원업체를 관측시 n개의 LRU가 수리되고 있음을 볼 확률

(outside observer's distribution)

의미 2

무기체계가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었을 때, 후속지원업체가 n개의

부품을 수리했던 시간의 운영시간에 대한 비율

(time average probability)

[표 4] 안정상태확률 의미(이호우, 1996)

이호우(1996)의 안정상태확률의 의미를 IBL 서비스 시스템 모델에 적용

할 경우 [표 4]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Gross(2013)는 수리부속을 가지고 있는 M/M/C/N 대기행렬에 대한 안

정상태확률(Pn : steady state probabiliry)을 정의하였다. Gross의 M/M/C/N

대기행렬 모델에 서버수(C)를 N+S로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이 IBL 방식의

안정상태확률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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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태확률의 2번 의미에 의하여 P n이 E[BO(S)] 계산을 위해 필요한

tn/ t의 기대값과 동일한 값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E[BO(S)]는 식 (5)에

P n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3.1.3 재고기반군수에 따른 수명주기비용 예측

[그림 7] IBL시 소요비용

[그림 6]과 같이 IBL 방식에서 공군은 무기체계 수명기간동안 수리부속

획득비용(purchase cost), 수리부속 유지비용(holding cost), 전력공백 대체

비용(air power shortage cost), 고장난 LRU 수리비용(repair cost) 등을 지

불해야 한다.

공군의 부대급 정비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수리부속 획득비용 및 유지비

용과 비가동 상태의 무기체계를 대체하기위해 투입되는 전력공백 대체비용

은 공군 자산 운영비용에 포함되며 창급 정비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수리비

용은 업체자산을 사용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총수명주기 비용



- 18 -

(TLC : total life cycle cost)은 공군 자산 운영비용과 업체 자산 사용비용

의 합으로 정의된다.

    (9)

Ctotal life : 총수명주기비용

Cairfoece asset : 공군 자산 운영비용

Cvendor asset : 업체 자산 사용비용

3.1.3.1 공군 자산 운영비용 예측 모델

공군은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주변국가 또는 적국과의 전력균형을 맞

추거나 전력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무기체계의 도입 수량을 결정

한다. 따라서 도입된 무기체계 수량 내에는 상대국가와의 전력균형을 맞추

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목표 가용성 수준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

서 공군은 무기체계 수명주기 기간 동안 해당 무기체계로부터 창출되어야

하는 전투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군 자산 운영비용을 사용한다.

목표 가용성은 식 (5)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Bobjective와 동일한 의미를 가

진다.

 ×


 (10)

Aobjective : 목표 가용성

Bobjective : 목표 B

IBL 방식에서 수명기간중 공군 자산 운영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

미터는 λ, μ, N, S, Bobjective이다. 다음은 파라미터 중에서 공군 자산 운영비

용의 구성비용과 해당 구성비용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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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Cpurchase : 수리부속 획득비용 Cunit : LRU unit 단가

   × (12)

Cholding : 수리부속 유지비용

Cunit holding : 수명기간중 LRU 1개 유지비용

IBL 방식에서 OH는 n값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된다. 따라서 식 (12)에서

Cholding은 전체 수명주기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OH값 즉, OH의 기대값(E[OH(S)] : expected OH)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수리부속 E[OH(S)]는 P n에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S, N, λ, μ 값

의 크기에 따라 Cholding의 값이 계산된다.

    
× (13)

Cairpower shortage : 전력공백 대체비용

Csubstitute : 수명주기동안 Bobjective 대비 LRU 1개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체전력 도입비용

또한 식 (13)에서 B는 재고균형식 (1)의 의하여 OH와 동일하게 n값에 의

하여 수시로 변경된다. 따라서 전력공백의 크기인 E[(B-Bobjective)]는 P n 및

Bobjective값에 의하여 결정되며 S, N, λ, μ, Bobjective값의 크기에 따라 Cairpower

shortage의 값이 계산된다.

식 (13)의 Csubstitute 개념은 [표 5]와 같은 공군 무기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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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
공군 무기체계는 다목적(multi-role) 무기체계로 다양한 종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정 2

해당 무기체계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따른 무기체계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U.S Air Force, 2012).

- 완전임무 가능상태(FMC : full mission capable)

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LRU가 정상적인 작동상태

이며, 부여된 모든 종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분임무 가능상태(PMC : partial mission capable)

특정 LRU의 고장으로 인하여 모든 종류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부분적인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임무 불가능상태(NMC : not mission capable)

핵심 LRU의 고장으로 인하여 어떤 종류의 임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정 3

PMC상태는 임무의 종류에 따라 무기체계가 비가동 상태(down time) 해

당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비가동 상태로 간주한다. 하지만 PMC상태의 무

기체계를 대신할 Csubstitute는 불가능한 임무의 전투력 기여도에 비례한다.

가정 4
NMC상태는 임무에 전혀 투입될 수 없는 상태임으로 해당 무기체계의

공군 전투력 기여도와 동일한 능력을 갖춘 Csubstitute가 소요된다.

[표 5] Csubstitute 가정 사항

예로써 다목적 전투기의 경우 엔진이 고장나서 NMC상태이면 전투기와

동일한 능력의 Csubstitute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전투기의 지상표적 정밀

조준장치가 고장나서 PMC상태이면 지상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

사일을 대체전력으로 도입하게 됨으로 Csubstitute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

게 된다.

식 (11), (12), (13)에 의하여 무기체계 수명주기 동안 공군 자산 운영비용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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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3.1.3.2 업체 자산 사용비용 예측 모델

최근 무기수출국의 자국기술 보호정책과 공군 내의 정비단계 효율화 정

책의 영향으로 공군은 창급 정비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업체의 기술력과 정

비자산을 활용하여 고장난 LRU의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군은 고

장난 LRU가 발생할 때마다 후속지원업체의 창정비 시설에 입고하여 수리

를 해야하며 수리비용을 후속지원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즉, 수리비용은 수

명주기 기간 동안 수리를 의뢰한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기행렬 모형에서 특정기간 동안 서버를 방문한 고객의 수

는 도착률(arrival rate)과 시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IBL 모델에

서 도착률(arrival rate)은 유한모집단의 특성에 의해 Ncurrent에 비례하여 수

시로 변한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기간동안 일정하게 적용할 수 있

는 고장난 LRU의 평균 도착률을 구해야 한다. Gross(2013)는 수리부속이

있을 경우의 M/M/C/N 대기행렬 모델의 평균 도착율(λeff : effective

mean arrival rate)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IBL 모델의 평균 도착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15)

λeff : IBL 모델의 평균 도착률

식 (15)에서 λeff는 수명기간 중 평균 가동무기체계 수에 LRU의 고장률을

곱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즉 S의 값이 증가할수록 λeff는 증가를 한

다. 그 이유는 S가 증가할수록 E[BO(S)]는 감소할 것이고, E[BO(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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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는 평균 가동무기체계 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기체계 수명주기 기간 동안의 수리비용은 평균 도착률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계산한다.

  ×× (16)

Crepair : 무기체계 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수리비용

Cavg repair : LRU 1회 입고시 평균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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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고기반군수 비용 분석 방법론

3.2.1 최적 수리부속 재고수량(S*) 결정

앞에서의 IBL 수명주기비용 예측 모델을 통하여 공군은 무기도입시 향후

무기체계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수명주기비용 계산

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는 λ, μ, N, S, Bobjective이며 이중 λ와 μ는 무기체

계 생산업체와 후속지원업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값으로 공군의 노력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값들이다. 즉, IBL 방식에서 무기체계 운영을 위해 소요되

는 예산의 크기를 변경시키고자 할 때 공군의 입장에서 변경이 가능한 값은

N, S, Bobjective이다. 하지만 N과 Bobjective의 경우도 국제정세와 주변국의 국

방력 수준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값이므로 예산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해 변경할 수 있는 값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IBL 방식에서 공

군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노력을 위해 S값만을 변경할 수 있다. IBL 수명주

기비용 예측 모델에서 각각의 비용들은 S값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

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식 (8)에 의한 E[BO(S)]는 [그림 7]과 같이 S값이 증가할수

록 그 값은 감소한다. 또한 식 (14)에 반영된 E[OH(S)]는 [그림 8]과 같이

S값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그림 8] E[BO(S)]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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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OH(S)] 변화

따라서 S값이 증가함에 따라 Cpurchase ,Cholding ,Crepair는 증가하는 형태를,

Cairpower shortage는 감소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는 Ctotal life 값을 최소화하

는 최적의 S값 (S* : optimal S)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S가 결정변수

임을 의미한다. 식 (17)은 IBL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공군의 입장에서 최적

의 비용을 산출하는 식이다.

  ∙  
    










  ∙  ∙ 





(17)

하지만 식 (17)은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임으로 Ctotallife 값을 최소화하는

S*는 메이플(maple)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제 4 장은 그 결과를 정리하였

다.

3.3.2 PBL 가격 비교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방식 결정

최근 공군은 무기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Bobjective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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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후속군수지원제도로 PBL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PBL 방식은 후속

지원과 관련된 모든 자산의 운영을 전문후속지원업체에 맡기고 공군은 창

출된 Bobjective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2005) 즉, PBL을 도입할 경우 공군은 기존에 있었던 IBL 방식

에서 S에 따라 변동성 있게 발생하는 Cairpower shortage, Cholding, Crepair를 고려

하지 않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PBL 방식에서 Bobjective 달성에 따른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아직

까지 설립되어 있지 않고, 가격 기준은 무기체계의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공군과 후속지원업체간 협상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군

입장에서는 후속지원업체가 제시하는 Bobjective 달성 가격(이하 PBL 가격)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PBL 가격의 적절성은 기존의 군수지원 방식인 IBL 방식의 Ctotal life와 비

교를 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 후속지원업체에서 제시하는 PBL 가격이 제

고기반군수를 통해 Bobjective 달성하는 Ctotal life보다 터무니없이 고가일 경우

PBL 방식보다는 IBL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후속지원업체제시가격 ≤  
 (18)

PBL 협상에서 Bobjective 달성하는 PBL 가격으로만 업체의 성과를 보상한

다면 후속지원업체는 Bobjective 이상의 목표 가용성을 달성하는 노력을 포기

할 수 있다. 따라서 PBL 방식에서는 업체의 초과 성과를 보상할 수 있는 초

과 성과급(incentive) 정책도 결정되어야 한다(Nowicki, 2006). 즉 PBL 가격

과 함께 초과 성과급의 규모를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본 논

문에서 제시하는 Ctotal life(S
*)는 기대값을 기준으로 한 PBL 가격이다. 따라

서 PBL 초과 성과급 기준은 이 논문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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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특성변화에 따른 수명주기비용 분석

본 장에서는 고장률(λ), 서비스율(μ), 운용대수(N), 목표가용성(Bobjective)이 다

양한 값을 가질 때 S* 및 Ctotal life의 값이 어떤 변화를 하는지 분석하였다.

무기체계의 특정 LRU의 가격이 Cunit=100일 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Csubstitute=200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t는 30년을 운영하는 경우로 가정하였

으며, 30년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Cholding은 0.7×Cunit의 값을 사용하였

다. 만약 t의 값이 30년보다 증가한다면 Cunit에 대한 Cholding의 비율은 증가

할 것이다. Cavg repair는 수리를 위해 1회 업체자산을 이용할 때마다

0.08×Cunit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였다.

4.1 고장률(λ) 변화에 따른 S* 및 C total life 변화

[그림 10] λ 증가에 따른 S* 및 Ctotal life

[그림 9]는 서비스율(μ)이 연간 1.5일 때를 기준으로 고장률(λ)을 증가시

킨 결과이다. 고장률(λ)이 증가할수록 목표가용성(Bobjective=2)을 달성하기

위한 S*도 증가하며 Ctotal life도 동시에 증가한다. 즉,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LRU일수록 더 많은 수리부속을 필요로 하며 수리부속 증가에 따른 비용발

생으로 인하여 수명주기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수명주기비용의 증가는 PBL

적정가격 증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고장률(λ)은 PBL 가격 상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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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된다.

4.2 서비스율(μ) 변화에 따른 S* 및 C total life 변화

[그림 11] μ 증가에 따른 S* 및 Ctotal life

[그림 10]은 고장률(λ)이 연간 0.5일 때를 기준으로 서비스율(μ)을 증가시

킨 결과이다. 서비스율(μ)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리시간의 감소를 의미하며,

고장이 발생한 LRU는 수리시간 감소로 좀 더 신속히 수리부속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율(μ)이 증가하면 목표가용성(Bobjective)을 달

성하기 위한 S*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구입 및 운영해야할 수리부속 감소

로 인하여 수명주기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즉, 서비스율(μ) 증가는 PBL 적

정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후속지원업체는 서비스율이 증가

될 때 1회 수리비용인 Cavg repair를 인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율(μ)의

증가가 반드시 PBL 가격 하락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는 서비스율(μ)과 수명주기비용, 즉 PBL 적정가격의 산술적 관계만 정량적

으로 표현하는데 서비스율(μ)을 사용하였으며 서비스율(μ) 변화에 따른 의

미부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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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운용대수(N) 변화에 따른 S* 및 C total life 변화

[그림 12] N 증가에 따른 S* 및 Ctotal life

[그림 11]은 고장률(λ)이 연간 0.5, 서비스율(μ)이 연간 1.5일 때를 기준으

로 무기체계 운용대수(N)를 증가시킨 결과이다. 운용대수의 증가는 도착률

(arrival rate)의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목표가용성(Bobjective)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수량의 수리부속을 필요로 하며 수명주기비용도 증가시킨

다. 따라서 N 증가에 따라 S*도 증가하며, Ctotal life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운용대수의 증가는 PBL 적정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4.4 목표 가동율(Bobjective) 변화에 따른 S
* 및 Ctotal life 변화

[그림 13] Bobjective 증가에 따른 S* 및 Ctot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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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고장률(λ)이 연간 0.5, 서비스율(μ)이 연간 1.5일 때를 기준으

로 Bobjective를 증가시킨 결과이다. Bobjective의 증가는 비가동 상태로 있는 무

기체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수리부속

의 수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Bobjective의 증가에 따라 S
*도 감소하며, Ctotal

life도 감소하게 된다. 즉, Bobjective의 증가는 PBL 적정가격의 하락 요인이 된

다.

4.5 수명주기비용(Ctotal life)의 단순증가 구간

일반적으로 IBL 방식에서 공군이 최적 수리부속 재고수량(S*)을 결정함

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LRU의 고장률(λ)과 업체의 서비스율(μ)이다.

도입된 무기체계의 수(N)와 목표가용성(Bobjective)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지

는 값으로써 S*를 결정함에 있어 고정된 상수 값(constant)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고장률이 높고, 업체의 서비스율이 낮은 LRU일수록 더 많은

수리부속과 수명주기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할 때, LRU가 해당 무기체계의 전투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LRU는 고장시 무기체계의 임무 불가능상

태(NMC) 또는 부분임무 가능상태(PMC)를 야기할 수 있다. NMC의 경우,

Cunit 대비 상당히 큰 Csubstitute가 발생한다. 하지만 PMC의 경우, Cunit 대비

비교적 적은 Csubstitute의 값이 발생한다.

본 절에서는 NMC와 PMC를 야기하는 LRU가 최적 수리부속 재고수량

(S*)과 수명주기비용(Ctotal life) 변화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

다. NMC는 Cunit이 100일 때 Csubstitute가 500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PMC

는 Cunit이 100일 때 Csubstitute가 150인 경우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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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NMC 기준 (N=100, Bobjective=2, μ=1.5)

[그림 13]처럼 IBL 수명주기비용 예측 모델에 의하면 IBL 방식에서

NMC와 관련있는 LRU의 Ctotal life 곡선은 볼록(convex)의 형태를 취한다.

또한 S*는 고장률(λ)과 수리시간(1/μ)이 증가할 때 단순 증가(monotonically

increasing)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5] PMC 기준 (N=100, Bobjective=2, 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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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0인 경우

하지만 [그림 14]를 분석해 보면 PMC의 경우, 고장률(λ)이 증가할수록

Ctotal life의 최소값이 S=0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존재한다(λ=0.8부터는 S
*=0)

즉, 수리부속 유지를 통해 Ctotal life를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이며, 최소 수명

주기비용으로 B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체전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

한 경우이다. [그림 15]와 같이 대체전력 없이 수리부속(S)을 활용하여

Bobjective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대체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수명

주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대체전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

한 경우는 수리부속의 가격(Cunit)과 대체전력 비용(Csubstitute)의 차이가 비교

적 작으면서 고장률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림 16], [그림 17]에서는 고장률(λ) 값이 커질 때 수리부속 수량(S)에

관계없이 수명주기비용이(Ctotal life)이 단순증가하는 시점을 관찰하였다. 만

약 Csubstitute/Cunit의 값이 같다면 동일한 고장률(λ)에서 ([그림 16]의 경우 λ

=0.9, [그림 17]의 경우 λ=1.3) 수명주기비용(Ctotal life)이 수리부속 수량에 관

계없이 단순증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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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substitute/Cunit=1.5 일 때 수명주기비용

[그림 18] Csubstitute/Cunit=1.8 일 때 수명주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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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수리부속이 비용감소에 무관한 고장률

위의 결과에 따르면 [그림 18]과 같이 Csubstitute와 Cunit의 비율에 따라 수

리부속 유지를 통하여 수명주기비용을 감소할 수 없는 고장률(λ)이 존재한

다. 하지만 Csubstitute/Cunit 값이 증가하면서 고장률(λ) 값에 관계없이 수리부

속 유지를 통하여 수명주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Csubstitute/Cunit 값이 증가할 때 S
*=0이 시작되는 고장률(λ)은 감소하지 않고

(nondecreasing)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특정 LRU가 공군 전투력(air

power)에 주는 영향이 Cunit에 비해 상당히 큰 경우에는 고장률(λ) 값이 비

교적 큰 경우까지 IBL 방식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군 전투력에 주는 영

향이 Cunit에 비해 비교적 적을 경우에는 IBL 방식은 Ctotal life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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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BL 수명주기비용 예측 모델을 구현하고, 무기체계 및 군

수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군에서 무기체계를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

을 예측하였다. 분석을 통해 발견된 특성으로는,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LRU

의 공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LRU 단가에 비해 적고 고장률이 높은 경

우에는 IBL 방식을 통해 수명주기 비용을 낮추기 힘들 수 있으며, 반대로

LRU의 공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LRU 단가에 비해 상당히 큰 경우에

는 IBL 방식을 통해 수명주기 비용을 절감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발

견하였다. 즉 IBL 방식이 유효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

하였다.

또한 최근에 후속군수지원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PBL 방식의

적정 가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도입되는 무기체계를 현재 IBL 방식

으로 운영할 경우 소요될 수명주기비용을 예측하였고, 이 예측 값을 통하여

도입되는 무기체계의 후속지원방식으로 PBL 방식을 결정할 경우 적절한

PBL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를 제시하였다. 업체가 제시하는

PBL 가격이 IBL 방식보다 수명주기비용 측면에서 더 낮은 비용이라면 공

군은 업체가 제시하는 PBL 협상 조건을 수용할 것이다. 하지만 IBL 방식의

수명주기비용보다 그 제시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가격의 인하 또는 PBL 계

약 조건에서 목표가용성 상향 변경 등의 합리적인 협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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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BL Price Estimation Based on 

Weapon System and Logistics System

Lee, Chang Ha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 acquisition cost of weapon system has been increasing 

due to its high technologies and small production quantity. Therefore, the 

lifetime of a weapon system usually tends to increase consistently. As a 

consequence of this, the strategy to buy a new weapon system is less 

important than the strategy to sustain the weapon system. Under this situation 

it is very important issue to determine the after-sales service system to 

maximize the efficient use of the defense budget during the weapon system 

lifetime. 

  There are two major types of after-sales service systems to sustain a 
weapon system. The first one is the traditional way which is inventory based 
logistics (IBL). The other one is performance based logistics (PBL), which 
has been emerging in recent years. Under PBL the service vendor is paid for 
their after-sales service based on the outcome of performance.
 The manager of military should consider the reasonable size of compensation 
fee to apply PBL. In case of PBL, the service vendor is in charge of 



- 40 -

managing the spare parts and labor. Therefore, the military manager is not 
able to figure out the cost invested by the service vendor to achieve the 
performance and as a consequence of this he can not estimate the appropriate 
PBL price.
  This paper makes an attempt to find the conditions where IBL has no 

effect on the cost saving and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PBL price based on 

weapon system and logistics system. With the results the military manager is 

able to negotiate to make better PBL contract. 

keywords : Availability, Spare Part Level, Inventory Based Logistics, 

Performance Based Logistics, Life Cycl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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