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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철도교통사업은 정책수립, 기본계획수립, 건설설

계/시공, 개통/운영 단계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적

으로 초기 정책수립 단계에서 건설비/운영비 등의 소요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수요 예측 분석에 따른 기대 수입

과 함께 분석하여 사업 수익성을 판단하게 된다. 건설비/

운영비는 노선 형태 및 열차 종류, 운행 조건, 정거장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건설 옵션 등과 같은 핵심 인자를 결정

하여 건설설계비용과 개통/운영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

로 추산되며, 이를 기대 수명 주기 내 총비용(LCC : Life 

Cycle Cost)으로 정의하여 활용된다. 다시 말해,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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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etermining the feasibility of planning and launching railway transportation projects, various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essentially required. LCC(Life Cycle Cost) value including total construction cost and operation cost 

is estimated in approximation Model with rough guideline.  In this study, modeling and simulation-based analysis 

method is proposed to suppor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railroad transportation and derivation of LCC. 

Firstly, cost analysis model was constructed by collecting various existing rail transportation business data to 

enable analyze based on numerical data, and the result were analyzed by DOE(Design Of Experiments) and RSM 

(Response Surface Method) simulation.  Professional commercial software tools were used for effective model 

construction and simulation.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results, the actual railroad transportation projects were 

selected,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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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도교통사업의 계획 및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 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결과로 

총사업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LCC(Life Cycle Cost) 값을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통사업 의사결정 및 LCC 도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반의 분석 방식을 제안한다. 먼저, 수치적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존 다양한 철도교통사업 자료를 취합하여 Cost Analysis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실험계획법 및 반응표면법 기반의 근사 

모델링 기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 결과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모델 구성 및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검증을 위해 실제 추진되고 있는 철도교통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고, 이를 각 분야 전문가 검증 과정을 거쳐 연구 성과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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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방식 및 과정에 따라 비용을 결정

짓는 핵심 인자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LCC가 변경되어 

사업 추진 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까지의 국내 철도교통사업은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환경의 인프라 및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의사결정권자의 노하우 및 경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기존 유사 사업 지침 및 보

고서 등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

로 참고하는 등의 비체계적,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경우, 잘못 설계된 노선 

및 불편한 환승 체계 등의 사업 초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 핵심 인자 조건과 실제 개통/운영과정에서의 요구 사

항 간의 괴리로 인해 후속 조치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드

러냈으며, 결국 지속적인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무리한 

적자 운영으로 운영사가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되

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측

된 수요 기대치보다 많은 이용자로 인해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결정 핵심 인자였던 열차 량수를 4량에서 6량으로 긴급 

증량하고, 급행열차 편성 수를 증가시켰다. 이를 위해 연

결 전동차 추가 구입, 관련 유지비용 추가 등의 사업 계

획 단계에서 추산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

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비용 추산에 오차를 발생시켜 실

제 개통/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으

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업 수익성이 낮아지는 부

작용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초기 의사결

정 단계 체계화 및 모델화 적용에 대한 방법론이 대외적

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현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인 연구 성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부 현황 보고서

(Ministry of Land, 2012)에 따르면 유럽 및 일본 등 해

외 선진국에서 철도교통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건설계

획과 운영 단계 간의 괴리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 단계에 있으며, 철도 차량/시설 개발 및 운용 환경 

모델화(Bouch, 2013) 및 철도 운송 분야의 인프라를 확

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 운송 시스템 모델화

(William R. Scott, 2016)등과 같이 사업 후반 운영 단계

의 프로세스 모델화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

의 경우, 한국형 고속열차 고장정보체계 구축 연구(Tae- 

Hyung Lee, 2005)와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 접근 

방법에 기초한 철도안전시험설비구축사업 요건 관리 체계 

연구(Kim Yun-Mi, 2009) 등의 철도 사업 특정 분야에 대

한 체계화 및 모델화에 관한 연구 성과가 있으며, 나아가 

철도교통사업의 단계별 추진절차와 관련 제도 조사 및 

계획 단계와 운영 단계 간의 괴리로 인한 운영 단계에서의 

문제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SeongBong Jung,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 미리 사업 전반

적인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 기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의사

결정에　따른 핵심 인자와 비용 발생 요인 간의 상관관계

를 체계화하고 일관된 결과 예측 및 분석이 가능한 플랫

폼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상용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결과 예측 및 분

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국내 철

도교통사업의 계획 단계와 운영 단계 간의 괴리로 인한 

운영 단계에서의 문제 발생 요인을 줄이는 혁신적인 의

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국내 사업에 적용 및 

활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자료 조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적용 방식 

고찰
본 연구에 앞서 기존 국내 철도교통사업 의사결정 결

과에 대한 다양한 보고 자료를 취합하고 철도 전문가 자

문을 통한 자료 수집 등의 선행 연구를 수행한다.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자 및 요구 사항

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비용 산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핵심 인자를 선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철도 전문

가 자문을 통해 핵심 인자를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

찬가지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요구되는 다양한 요

구 사항 중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과 사업비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요구 사항 항목을 분류하여 

의사결정 지원 과정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

한 핵심 인자와 비용과의 상관관계 항목 예시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의 첫 번째 예시와 같이 총사업비 중 급행 정

거장 건설비는 일반 정거장 표준 공사비와 급행 공사비 

책정 금액 비율 등의 핵심 인자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연

평균 물가상승률 factor인 디플레이터 값에 따라 비용이 

추산되고, 이는 수치적 상관관계에 따라 비용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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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이와 같이 기존 의사결정권자의 경험 및 노하우

에 의존되던 불명확한 상관관계를 자료 조사 및 검증을 

통해 단일 로직으로 객관화한다. 또한, 기존 사업 자료를 

기반으로 핵심 인자의 입력 범위를 결정하거나 요구 사

항에 따라 구속받는 입력 범위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의

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요구 항은 비용 추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정량적 요구 

사항 항목을 정리하였으며, 그 예는 Table 2와 같다.

Requirements Weight

Peak hourly capacity should be more than
12,000 people per hour

0.1

Construction cost should be less than 
15,200 hundred billion won

0.1

Operation interval in peak time should be 
less than 5 minutes

0.3

Operation interval in non-peak time should 
be less than 10 minutes.

0.1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stations 
should be less than 4 km

0.1

Average Congestion rate in Peak time 
should be less than 150%

0.2

Operating Time should be lees than 40 min. 0.1

Table 2. Requirements in Railway Transportation Business

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따라 부여된 핵심 인자 값의 결

과가 항목별 요구 사항을 만족/불만족 하는지 정량적 수

치로 바로 판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요구 사항을 

만족하게 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 조건을 찾기에는 무리

가 있으므로 요구 사항 항목별 중요도를 부여하여 선별

적인 요구 사항 충족 여부 확인을 통한 효과적인 의사결

정이 가능하도록 ‘Weight’ factor를 입력받는다.

핵심 인자, 비용 추산 로직 및 요구 사항은 1차 적으로 

MS-OFFICE EXCEL Sheet 및 Formula를 이용하여 분

류 작업을 하였으며, 분류된 데이터는 상용 시스템 모델

링 도구인 Dassault Systèmes사의 MagicDraw를 이용하

여 SysML 기반의 모델을 구성한다. 상용 시스템 모델링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연구를 수

행할 수 있으며, 특히 EXCEL 포맷 데이터를 별도의 추

가 작업 없이 바로 모델링 도구와 연동하여 Parametric 

Diagram / Requirement Diagram등의 시스템 모델로 전

환이 가능한 이점을 활용한다.

시스템 모델링 이후 사용자 접근성이 뛰어난 시뮬레이

션 및 분석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통합 및 시뮬

레이션 도구인 Phoenix-Integration사의 ModelCenter를 

이용하여 최종 플랫폼을 구성한다. ModelCenter는 Excel 

및 MagicDraw 포맷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 환경에 

통합하는 다분야통합 모델링이 가능하며, 이렇게 구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계획법, 근사모델링 및 신뢰성 분석 

등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바로 후처리를 통한 결과 

분석이 가능하다.

2.2 SysML 기반 요구사항 관리 모델 및 비용 산출 

모델 구성
철도교통사업 단계별 요구 사항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

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에도, 기존에는 요구 사항 데이

터가 문서 기반으로 이원화 관리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업 추진 및 의사결

정 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 및 신뢰성이 결여되고 사업 

후기 운영에서의 재무적인 문제로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ysML 기반 모델링을 통한 요구 사항 관리 

환경을 구성하여, 기존 문서 기반의 요구 사항을 모델화

된 데이터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

Input Logic Output (Cost)

Express Station
Construction Option

Station Construction normal Cost * Express Station Cost rate * 
Deflator

Express Station
Construction unit Cost

Ground Track  
Construction Option

Double Track length * Ground Track Construction normal cost + 
Single Track length * Ground Track Construction normal cost

Ground Track  
Construction Cost

Ground Structure
Construction Option

(Ground Structure Construction normal cost * 7 + Ground Structure 
Construction weak point cost * 3) / 10 * Deflator

Ground Structure
Construction unit Cost

Bridge Express Station 
Construction Option

Bridge Station Construction normal Cost * Express Station Cost rate
* Deflator

Bridge Express Station
Construction unit Cost

In & Out line
Construction Option

In & Out line length * Ground Track Construction normal Cost 
In & Out line
Construction Cost

Table 1. Input/Output Value & Calculation Logic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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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 의사결정에 따른 요구 사항 충족 여부를 즉각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일부분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조사를 통해 1차 적으로 수집이 완료된 정량적 

요구 사항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전환한다. 상용 시스템 모

델링 도구 기능인 ‘Data Hub’를 이용하여 기존 EXCEL 

문서 포맷에서 SysML 기반의 Requirements Block 다이

어그램으로 자동 변환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업데이

트를 통해 누락된 데이터 추가 및 보완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 문서 기반의 요구 사항 데이터는 Block 

형태의 1차 적인 모델로 구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 지원 플랫폼에 통합되어 비용 변화 추이에 따른 요

구 사항 충족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용도로 활용

된다.

요구사항 관리 모델의 예시는 Figure 1과 같다.

Fig. 1. SysML based Requirement Block

철도교통사업 추진에 있어 비용 추정 방식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초기 정책수립 및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기본계획 지침’ 등 정부 방

침의 계략 적인 형태로의 비용 산출 방식과 사업 후반 건

설시공사 및 담당 운영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 근거 지

침’ 및 기타 독자적인 세부 근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비용 산출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처

럼 각기 다른 산출 근거로 비용을 예측하기 때문에 향후 

운영 단계에서의 비용 집행에 있어 큰 오차를 발생시키

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사업 단계별의 계략적/

세부적 비용 산출 근거를 모두 수집한 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산출 근거를 도출하여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비용 

산출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Table 1의 예시와 같이, 사전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 추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인자를 핵심 인자로 정의하여 

값을 입력받는 Input Value 형태로 구성하고 그 이외의 

인자는 보편적인 값을 기본 상수로 정의한다.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는 로직으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Output Value 

형태의 비용이 추산된다. 인자들 및 로직은 Constraint Black 

다이어그램 형태로 구성한 후 SysML 기반의 Parametric 

Diagram Model로 구성하여 완성하며, 그 형태는 예시는 

Figure 2와 같다.

Fig. 2. Cost Analysis Model using Parametric Diagram

즉, 기존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을 추산하는 데 있어 

일관적이지 않은 상관관계를 비용 추정 로직 모델로 단

일화/표준화함으로써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비용 추산

이 가능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핵심 인자 변경에 따

라 즉각적인 비용 산출이 가능하고 데이터 추적,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함은 물론, 재사용이 가능한 점과 같이 기존 

체계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Cost Analysis Model과 Requirement 

Block을 통합하여 의사결정 핵심 인자에 따른 비용 추산

과 함께 관련된 요구 사항들의 만족 여부를 즉각 판단할 

수 있는 비용 추산 및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구성한다. 

그 형태는 예시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odel은 Input/output 

Block 및 Constraint(Parametric/Requirement) Block으로 

구성되며, 예외적으로 SysML 기반의 Activity/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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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등의 이벤트/시뮬레이션 트리거 모델은 구성하

지 않는다. 이는 주어진 순서 및 이벤트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 모델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모

든 입력/선택 영역에서 의사결정 조건이 입력되고 비용 

추산 결과 및 요구 사항 만족 여부가 실시간 확인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및 

분석 기능은 확장된 범위에서 상용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Fig. 3. Decision Supporting & Cost Estimation Model

2.3 시뮬레이션 기반의 철도교통사업 의사결정 지원

SysML 기반의 비용 추신 및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이

용한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을 위하여 상용 도구인 

ModelCenter를 활용한다. ModelCenter는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프로세스 모델을 구성하고 이

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어 기존 의사결정

권자의 도구 사용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주된 목표이

므로 ModelCenter를 이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된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기존의 EXCEL 포맷 입력 환경을 구성하고 SysML 

기반 의사결정 지원 모델은 통합되어 Batch 형태로 실행

되어 외부로 형태가 보이지 않게 구성한다. 즉, 사용자는 

기존의 EXCEL 포맷 형태로 Input를 입력하여 작업 환경 

변화 없이 바로 현업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전환 작업 없이 시뮬레이션 수

행이 및 결과 분석이 가능하다.

선행 작업으로 열차 형태(중량전철, 경전철, 대심도 및 

트램)에 따라 의사결정 핵심 변수를 기존 EXCEL 포맷으

로 정리하여 입력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으며, 이 4개의 

EXCEL 파일을 비용 추산 및 의사결정 지원 모델과 통합

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한다. Figure 4는 통합된 플

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Fig. 4. Integration Platform using ModelCenter

기존 의사결정권자는 4가지 열차 형태 중 하나를 선택

한 후 의사결정에 따라　EXCEL 핵심 인자 값을 입력하

고 SysML 모델을 기반으로 비용이 산출된다. 산출된 결

과를 바탕으로 요구 사항 중요도에 부합되는 개선된 의

사결정 옵션이 존재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실험계획법

(DOE)/근사모델(RSM) 기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활용

하며,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 지원 환경이 가능토록 구성

한다. DOE는 라틴 하이퍼 큐브 방식을 이용 하였으며, 1

차로 총 10,000가지의 핵심 인자 입력 변수 조합에 따른 

산출 비용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

되어 3차에 걸쳐 총 30,000회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근사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Decision Option (Input) Cost (Output)

Route option, Business Type, 
Route Type, Vehicle Velocity,
Service Type, Capacity, 
Operation, Garage Option, 
Driving Option, 
Control Option 

Construction Cost, 
Operation Cost, 
Operation Cost per year,
LCC

Table 3. Decision Option & Cost Analyses List

DOE에 고려된 입/출력 변수 예시는 Table 3과 같다. 

비용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선

정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 산출 비용 항목을 출력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DOE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

로 RSM 기반의 근사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Stepwise 

Regression과 Kriging 기법으로 근사모델링을 수행, 신

뢰도가 더 높은 모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근사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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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RSM Method(Stepwise & Kriging)

Figure 5는 운영비 및 건설비에 대한 Stepwise Regression

과 Kriging 기법 근사모델링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써 

결과적으로 Kriging 기반의 근사모델링이 좀 더 근사치

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문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신뢰도 

높은 근사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며, 향후 데이터가 변경/

추가되어 근사모델이 개선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신속하

게 기존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3. 결과 검증

구성된 플랫폼을 이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하남선 철

도교통사업의 의사결정 항목을 기준으로 다양한 시나리

오 결과를 분석하고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 조건을 탐

색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요구조건

에 부합하는지, 더욱 개선된 의사결정 항목이 존재하는지 

등의 분석 작업을 통해 최종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이미 결정된 하남선 사업의 의사결정 조건(Base)을 기

준으로 하여 비용을 산출하고, 타당성으로 검토하기 위

해 의사결정 사항이 변경된 시나리오 결과를 도출한다. 

‘노선 형태’, ‘사업유형’, ‘노선 규모’, ‘서비스 수준’ 등

의 건설비/운영비 산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

를 선택하고 이를 조합하여 시나리오 1~3을 구성하였으

며, 추산된 LCC 및 요구 사항 만족 여부 및 가중치 점수

(Requirement factor)를 도출한다. 하남선 기준 의사결정 

항목과 시나리오별 변경된 의사결정 사항은 Table 4이며, 

그에 따른 결과 및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요구 사항 항목 중 사업비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우선적 고려 대상인 요구 사항 2와 서비스 제공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요구 사항 3은 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

시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한다(Table2). 하남선 사업과 

유사한 중량전철 옵션 조건인 시나리오1, 2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요구 사항 3을 충족하지 않으며(파란색 강

Base (HANAM Line)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imulation

Route option Extension Newly open Extension Newly open Newly open

Business Type City Railway City Railway City Railway Light Railway Light Railway

Route Type
8.025km

Stataion : 6  
Trasfer Station : 0 

8.025km
Stataion : 6  

Trasfer Station : 1 

8.025km
Stataion : 6  

Trasfer Station : 0 

8.025km
Stataion : 6  

Trasfer Station : 1 

8.025km
Stataion : 6  

Trasfer Station : 1 

Vehicle
Velocity 

43.1 km/h 43.1 km/h 43.1 km/h 32 km/h 32 km/h

Service
Type

Peak time 4 hour
Non Peak time 14 hour
Congestion rate 150% 

Peak time 4 hour
Non Peak time14 hour
Congestion rate 150% 

Peak time 4 hour
Non Peak time14 hour
Congestion rate 150% 

Peak time 4 hour
Non Peak time14 hour
Congestion rate 150% 

Peak time 4 hour
Non Peak time14 hour
Congestion rate 150% 

Capacity 10/24 min 8 Car 6/10 min 6 Car 8/15 min 8 Car 2.5/5 min 3 Car 2.9/5 min 3 Car

Operation Direct connection Transfer Direct connection Transfer Transfer 

Garage Option None Basement None Basement Basement

Driving Option Manual Manual Manual Automatic Automatic

Control Option Affiliated None Affiliated Separated Separated

Table 4. Baseline & Scenario options for Resul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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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나리오 3은 경전철 형태로 운용 조건을 변경하여 

요구 사항 3을 충족할 수 있으나 건설비와 관련된 요구 

사항 2를 위배한다(빨강색 강조).

따라서 시나리오 중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 조합인 

시나리오 3을 기반으로 근사모델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여 요구 사항 2,3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의사

결정 조건이 존재하는지 탐색한다.

Fig. 5. Simulation Result

시나리오 3에서 고려된 핵심 의사결정 항목과 요구 사

항 2와 관련된 건설비 항목에 대하여 실험계획법 및 근사

모델링 작업을 수행한 후 후처리를 통해 상관관계 및 민

감도를 확인한다. Figure 5의 상단 차트는 시나리오 3의 

근사모델링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행속도, 첨두 시 

시격 및 비첨두 시 시격과 건설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

낸다. 상위 붉은색 빗금은 요구 사항 2 조건이며, 현재의 

데이터가 빗금 안쪽에 있으므로 충족되지 않음을 나타내

고 있다. 각 차트별 그래프 기울기에 따라 핵심 인자별 

건설비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급한 기울기를 갖는 ‘운행속도’ 및 ‘첨두 시 시격’이 건설

비에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최적 조건 탐색을 위한 핵심 

의사결정 조건임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권자는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이상적인 핵심 인자 

조합을 탐색하고 변경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Figure 5의 

하단 차트이다. 결과적으로 핵심 인자인 ‘첨두 시 시격’

을 기존 2.5분에서 2.9분으로 변경할 때 차량 혼잡도가 

증가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다소 감소하게 되지만 요구 

사항 2,3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선된 의사결정 조합

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시나리오 및 시

뮬레이션 결과를 수치 적으로 비교하여 결과를 최종 검

증한다. 요구 사항 만족 여부 및 가중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요구 사항 가중치 점수(Requirement factor, Rf), 

요구 사항 충족 여부 및 비용 최소화 목적을 토대로 한 

의사결정 만족도(Performance rate, Pr)와 기존 의사결정 

Con 
Cost

Oper 
Cost

Oper 
Cost 

per year
LCC Req 1 Req 2 Req 3 Req 4 Req 5 Req 6 Req 7

Base 9813 7468 249 17281

x O X X X O O

Results 11304 9813 10 24 1.3375 55 13.8

R factor 0 10 0 0 0 20 10

Scenario 1 10094 6690 223 16784

O O X O X O O

Results 14130 10094 6 10 1.3375 44 13.8

R factor 10 10 0 10 0 20 10

Scenario 2 9941 7646 255 17587

O O X X X O O

Results 14130 9941 8 15 1.3375 41 13.8

R factor 10 10 0 0 0 20 10

Scenario 3 10257 5283 176 15540

X X O O X O X

Results 5300 10257 2.7 5 1.3375 118 242.3

R factor 0 0 30 10 0 20 0

Simulation 9970 5075 169 15045

X O O O X O X

Results 3339 9970 2.9 5 1.3375 124 242.3

R factor 0 10 30 10 0 20 0

Table 5. Baseline & Scenario Cost Analysis Result [Cost unit : hundred million / Con : Construction, Oper :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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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개선율(Improvement rate, Ir)을 도출한다. 요구 사

항 가중치 점수는 요구 사항이 만족할 경우 부여된 가중

치만큼의 값을 합산하며, 가중치의 총합이 1이 되도록 비

율을 할당하여 값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요구 사항에 

30%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만족 시 0.3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의사결정 만족도는 식 (1)과 같이 요구 사항 인

자 값과 추산된 비용의 요율을 나타내며 요구 사항이 많

이 충족될수록, 총사업비용이 감소할수록 값이 증가하며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다.

개선율은 기준이 되는 의사결정 항목대비 비용 감소 

및 요구 사항 만족에 대한 개선 비율을 수치 적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식 (2)와 같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LCC 
(hundred billion)

Rf Pr (%) Ir (%)

Base 17281 60 0.231 -

Scenario 1 16784 60 0.357 54

Scenario 2 17587 50 0.284 23

Scenario 3 15540 60 0.386 67

Simulation 15045 70 0.465 101

Table 6. Comparison LCC by Requirements

하남선 기준으로 시나리오1, 3은 동일한 수준으로 요

구조건을 만족하면서 LCC를 감소시켰고, 시나리오 2는 

요구 사항이 더 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CC가 더 증

가하였으므로 기준보다 더 잘못된 의사결정 조합이다. 시

나리오 1, 3 중 상대적으로 67 퍼센트의 개선율을 가진 

시나리오 3번이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 대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시나리오 3 결과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결

과를 도출하여 탐색한 결과, 기준 의사결정 조합 대비 약 

100퍼센트 이상 개선된 대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

럼 정해진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단편적으로 결과를 예측

하는 접근 방식에서 확장하여 핵심 인자별 고려되는 모

든 범위의 비용 추산 근사치를 그래프로 도식화되고, 의

사결정권자는 능동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핵심 

인자의 조합을 탐색하여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

으며, 이는 본 연구 목적인 모델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선된 작업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SysML 기반의 모델을 이용하여 기존 

철도교통사업의 비용 추산 방식보다 더욱 신뢰성 높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은 물론, 통합 및 시뮬레이션 도구

를 활용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논리적이고 효

율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기존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모델 기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및 결과 분석이 가능함을 입증하였으며, 사용자 친

화적인 작업 환경이 구성되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시

뮬레이션 기반의 결과 분석을 통해 수동적인 의사결정 

및 결과 도출 방식에 벗어나 좀 더 능동적이고 세부적인 

결과 탐색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국내

에서 추진 중인 철도교통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 조합을 도출함은 물론, 시뮬레이션 기반 세부적

인 분석을 통해 가중치 조건에 따른 근사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사결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음을 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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