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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물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550억 달러로 지

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Statista, 2020)이다. 2019

년 국내 물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약 46조 2천억원으로 전

년도 대비 약 6.8% 증가하였고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

만 6,540개로 전년도 대비 1,067개가 증가하였다(환경부, 

2020). 물산업 시장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점점 커져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산업 기술력에 대한 투자와 관심

은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부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국내 물산업 산업체 중 86.2%

가 물산업 관련 검·인증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

으며, 83.7%가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활동을 하고 있

지 않다고 답하였다.

환경부는 국내 물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시장을 활

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물산업 우수 기자재 등록제

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6월부터 물산

업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물산업 선순환 구

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높은 기준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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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매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KS·단체표준보다 상향된 규

격을 만들고 해당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우수제품으

로 지정한다. 두 번째는 지정된 우수제품의 판로 개척 및 구

매촉진이다. 제도를 통해 우수함을 검증한 제품을 수요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이나 평가항목에 가점 조

건으로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정제품의 구

매를 촉진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하수도 설계기준’, ‘상수

도설계기준’에 물산업우수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

하였고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중 신인도 자기평가 가

점항목(1점) 대상으로도 물산업 우수제품을 반영하여 사용

자의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그 밖에 주요 수요자(특별시·광

역시, 공공기관 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제품 지정

기업 홍보 및 물산업 우수제품 계약실무 종합 매뉴얼을 배

포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권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2021년 6월 7개 제품이 신규 지정되어 현재 88개 기업의 

275개 제품이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지

정제품과 비지정제품(이하 ‘일반제품’)간의 차이에 대한 객

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펌프와 같이 운영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경우 객관적 자료로서의 

LCC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산업에서 운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펌프를 대상으로 우수제품과 일반제

품에 대한 생애주기비용 산출모델을 수립하고,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경제성 비교·분석하고, 향후 우수제품의 개발방

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정수장, 취수장 및 배수장과 같은 물산업에서 사용되는 펌

프는 그 용량이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펌프에 비하여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펌프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몇 군데의 취수장을 조사하여, 주로 사용하는 펌프의 

용량을 대용량(1,860m3/h)과 소용량(360m3/h)의 2가지를 선

정하였다.

또한, 자료조사와 기존 연구문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LCC분석 절차와 모델을 수립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

인 펌프의 연간 사용시간을 조사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일반

제품과 우수제품의 가격, 설치비, 철거비용 및 운영비용 계

산을 위한 한국전력의 전력요금을 조사하였다. 

LCC (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란 시설물의 기획, 설

계 및 건설공사로 구분되는 초기투자단계, 운용ㆍ관리 단

계 및 폐기·처분 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여, LCC 분석이란 시설물 또는 설비시스

템 등에 대하여 경제적 수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제비용

의 합 즉, 총비용을 비교하기 편리한 일정한 시점으로 등가

환산한 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https://www.kvei.

or.kr/sub02_2)을 말한다.

기계설비의 LCC분석(Quan et al., 2015; Choi et al., 2015; 

Park & Kim, 2016)에는 초기공사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까지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인 안을 선택할 수 있다. LCC 분석에 고려해야 할 비용에는 

초기투자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등), 유지관리

비용(점검 및 진단비, 관리비, 에너지비용, 보수비, 교체비, 

보강비 등), 이용자비용, 사회ㆍ경제적 손실비용, 해체·폐기

비용, 잔존가치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LCC 분석 방법

2.1 펌프 성능곡선

펌프의 성능이나 용량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인자로 

유량과 양정을 들 수 있다. 유량은 펌프의 토출 측에서 분출

해내는 유체의 양이며, 양정은 펌프가 배관을 통하여 유체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수직높이이다. 펌프의 양수과정에서 약

간의 누수나 사용여건에 따른 펌프의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설계유량의 5~15% 정도 여유를 주고 펌프모델을 선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펌프의 토출구 구경을 계산할 수 있고, 이때 

배관 내 평균유속은 1.5~2m/s로 한다. 흡입구 구경은 일반적

으로 토출구 구경보다 한 단계 크게 선정한다. 펌프의 소요

동력은 펌프의 효율과 전달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펌프의 운전 특성이나 성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량과 양

정, 전효율, 축동력, 회전수 등을 하나의 도표상에 나타낸 것

을 펌프의 특성곡선 또는 성능곡선이라고 한다. 어떤 펌프를 

운전할 때 유량을 증가시키면 양정은 점차 감소한다. 축동력

은 유량이 증가될수록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소비동력도 늘

어나게 된다. 펌프의 효율은 유량을 증가시키면 효율도 점차 

증가하게 되지만 어느 지점의 유량 이후에는 오히려 효율

이 감소하게 된다. 펌프의 성능곡선은 펌프의 종류나 임펠러

의 형상에 따라 모두 다르게 되며, 같은 종류의 펌프라도 용

량에 따라 성능곡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펌프를 신설

하거나 교체할 경우, 제조사로부터 펌프별 성능곡선을 받아 

확인한 후 필요한 유량과 양정에서 운전효율이 최대가 되는 

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펌프의 회전수가 변하게 되면 펌프의 

운전특성도 변하게 된다. 양정(H)은 회전차 외주속도(회전

수, N)의 제곱에 비례하고 유량(Q)은 회전수(N)에 비례한다. 

이렇게 펌프의 회전수 및 회전차의 직경(D)변화에 따른 각 

요소의 특성변화를 나타내는 식을 ‘펌프의 상사법칙’이라고 

한다. 펌프의 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하고, 회전차 지름

의 5승에 비례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펌프의 동력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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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racteristics Curve of Excellent Pump (1,860m3/h) Fig. 2. Characteristics Curve of General Pump (1,860m3/h)

차 함수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용량(1,860m3/h)의 우수제품과 일

반제품의 펌프 성능곡선을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

고, 소용량(360m3/h)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펌프 성능곡

선을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첫 번

째 그래프는 펌프의 유량에 대한 효율(Efficiency)과 수두

(Head)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그래프는 펌프의 유량에 

대한 펌프 동력(Power)을 나타내고, 마지막은 펌프의 유량

에 대한 유효흡입수두(Net Positive Suction Head; NPSH)

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그래프의 펌프 유량과 

펌프동력을 사용한다. <Fig. 2>에서 보이는 첫 번째 그래프

는 펌프 유량에 대한 효율과 총 수두를 보이면서 상단에 유

효흡입수두를 보이고, 두 번째 그래프에 펌프 유량에 따른 

펌프 동력(Shaft Power)를 보이고 있다. 위의 펌프성능곡선

을 디지타이징(digitizing)하여 5차함수의 계수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Q는 유량, P는 펌프에서의 압력강하

량을 나타내었다. 하첨자 l, s, e 및 g는 각각 대용량, 소용량, 

우수제품 및 일반제품을 표시한다.

2.2 펌프 유지관리

본 연구에서 선택한 펌프와 같은 설비시스템의 경우, 운영

비용은 에너지비용, 관리비용(인건비)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유지보수 비용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매년(혹은 가동시간 8,000시간) 교체하는 축 슬리브, 베

어링 및 그랜드 패킹이 있고, 3년(혹은 가동시간 20,000시

간)마다 교체하는 임펠러 링과 웨어링 링이 있다. 압력계, 압

력전송기 및 베어링 온도감지기는 고장시 마다 교체하지만, 

고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매년 및 

3년마다 교체하는 부품만 고려하여 LCC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Coefficient of pump performance curve

Pl,e Pl,g Ps,e Ps,g

Q5 1.182X10-14 1.496X10-15 -5.896X10-13 1.489X10-13

Q4 -7.750X10-11 1.238X10-11 6.290X10-11 -1.074X10-9

Q3 1.914X10-7 -3.815X10-8 2.995X10-7 8.841X10-7

Q2 -2.150X10-4 7.323X10-5 -1.330X10-4 -2.798X10-4

Q 1.940X10-1 5.964X10-2 4.502X10-2 7.435X10-2

Constant 2.684X102 2.817X101 2.049X101 1.934X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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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의 생애주기 비용(LCC) 비교 분석 - 물산업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비교를 중심으로 -

관리비용(인건비)은 각 펌프만을 관리하는 Manhour를 산정

할 수 없고, 펌프 대수와 비례하여 그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

에 ROI (Return Of Investment)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 차

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다. 

펌프의 가동시간은 펌프의 운전비용을 계산하는데 필수

적인 항목이면서 LCC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비용을 차지

하는 항목이다. 국내의 전기요금은 계절별 시간별로 가격

이 다르기 때문에 펌프의 가동시간을 연평균으로 하는 것보

다 매시간별 토출량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지만 이

러한 가동률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취수장의 

경우, 연간 용수 공급량은 184,712,837m3로 일 최대 공급량 

548,560m3, 일평균 공급량 504,816m3을 보이고 있다. 설계용

량이 일 402,336m3으로서 설계용량보다 크게 운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설계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펌프의 수를 N이

라 할 때, 펌프의 수는 2N으로 설계하고 설치하였으나, 현재

는 설계용량보다 수요가 많아 N보다 많은 펌프를 운전하고 

있었다. 현재의 운전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펌프의 평균가동

율이 44.68%이고, 피크부하시에는 50%를 넘고 있다. 즉, 2N

대의 펌프를 설치하고서, N대 이하의 펌프를 가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현재는 N+1 이상의 펌프를 운전하고 있다. 이

로서 설계의도대로 설치한다면 추가 펌프의 설치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대수로 감안하여 평균가

동율로 LCC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가동율을 89.36%로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압장의 가동시간은 일 6시간으로 배수지로

의 송수, 배수동안 휴지 다시 송수하는 사이클을 반복하고, 

Fig. 3. Characteristics Curve of Excellent Pump (360m3/h) Fig. 4. Characteristics Curve of General Pump (360m3/h)

Table 2. Maintenance Cost of Large Pump

Name
Maintenance period Maintenance Cost

Year Hour Efficiency General

Impeller Ring
3 20,000

764,400 941,400

Wearing Ring 709,800 1,094,800

Axis Sleeve

1 8,000

770,900 2,568,500

Bearing 53,820 398,70

Grand Packing 98,800 491,400

Pressure Gauge 187,000 187,000

Compound Gauge 187,000 187,000

Pressure Transmitter 432,000 432,000 

Temperature Gauge 133,000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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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의 경우, 일 12시간 정도 가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

지만, 취수장의 경우 100%에 가까운 가동율을 보이기 때문

에 앞 절에서 설명한 대로 계산하였다. 가압장 펌프의 경우

에는 가동시간이 6시간이므로, 전력비용이 가장 싼 야간에 

주로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매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및 운전비용은 일반적인 방

법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위의 예처럼 매년이 아닌 경우에

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즉, 총 n년 동안 사용하는 동안, na

년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면 현재가치법에 의한 계산은 

식(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가격
 기간
 이자율
 보수주기

2.3� 전기요금�체계

정수장, 가압장 및 취수장과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

전력에 따라 갑Ⅰ, 갑Ⅱ과 을로 나뉘고, 각각은 선택에 따라 

저압전력, 고압전력A 선택Ⅰ, 고압전력A 선택Ⅱ, 고압전력B 

선택Ⅰ 그리고 고압전력B 선택Ⅱ가 있다. 전력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나뉘고, 전력량요금은 계절 및 시간

대별로 단가가 다르게 책정(한국전력 홈페이지)되어 있다. 

분석대상 펌프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산업용(을), 고압전력

B 선택Ⅱ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같은 요

금제를 적용하였다.

2.4� 펌프� LCC� 분석�프로그램

2.4.1� LCC� 프로세스

펌프의 LCC를 구하기 위하여, 펌프의 초기투자비(펌프 재

료비, 설치비)와 펌프 폐기비용을 조사하였다. 펌프 재료비는 

견적가를 사용하였고, 설치비와 폐기비용은 대한기계설비건

설협회가 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일위대가를 사용하

였다. 펌프 가격은 우수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하여 고가였으

며, 설치비는 양수량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

격을 사용하였다. 펌프 폐기비용은 철거비용과 재활용 시의 

가격을 고려하였으며, 철거지 재활용 없이 고철로 판매한다

면, 품셈에서 제시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설치비의 40%로 

가정하였고, 재활용 시의 가격은 설치비용의 60%를 가정하

였다. 고철의 가격은 연합자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현재의 가격인 500원을 사용하고, 용량별 무게를 조사하

여 적용하였다. 또한, 펌프의 수명은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

으로는 11년, ASHRAE 수명기준 10~20년이므로 이의 중간

값이며, 기계설비의 평균수명인 15년으로 하였다. 교체시기

가 15년을 넘는 경우에는 0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하여 고려하였다. 이로써 15년 이상

인 경우, 남은 감가상각액이 0이기 때문에 재활용한다 하더

라도 그 금액이 0원이므로, 폐기와 같이 고철값으로 계산하

도록 하였다. 이 가격들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운영비용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비용과 수

리비용을 고려하였다. 운영비용은 매년의 가격에 할인율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에너지비용은 펌프의 동력을 성능곡선

으로부터 산출하였으며, 모터의 효율을 고려하여 사용전력량

을 계산한 후 전력요금을 곱하였다. LCC의 구성요소를 

<Fig. 5>에 나타내었다.

2.4.2� LCC� 프로그램� 개요� 및� 사용방법

개발된 LCC 프로그램을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성능곡선을 디지타이징한 함수와 

조사한 가격, 펌프의 사양(유량)을 입력하고, 추가적으로 펌

프의 수명과 연이율, 철거방법(폐기, 재활용)을 선택한다. 모

��g�� ��� Compo����� o�� LCC

��g�� ��� Compar��o�� o�� LCC� o�� ���� Larg�� Pump�� ��� LCC� Program

터의 효율은 일반적으로 사용한 값을 사용하고, 필요 시 수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능곡선의 수식을 입력하면 자동적

으로 INPUT화면의 좌하측에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성능곡

선이 나타나고 초기투자비, 연간 전력비용, 15년간의 유지비

용(보수)과 폐기비용이 나타난다. 만일 연수기준을 15년보다 

적게 선택하면 경우에 따라 폐기비용은 재활용 시의 중고가

격이 반영되어 수익이 발생하며, 이는 음수(-비용)로 표현된

다. 마지막으로 초기투자비, 연간 전력비, 유지비용과 폐기비

용의 총 합산인 LCC가 표현되도록 구현하였다. 엑셀 프로그

램으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른 시트의 값을 

수정하면 INPUT화면에 나타난다. 그림에서 회색은 사용자

가 입력해야 할 변수들이고, 파란색은 LCC계산결과를 나타

낸다.

��� ��� �� 토의

3.1� 대용량펌프의� LCC� 비교

개발된 LC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용량 펌프의 우수제품

과 일반제품의 조사된 각 사례를 입력한 결과에서 우수제품

의 펌프가격은 일반제품 대비 7.5백만원 높았으며, 설치비는 

10.5백만원 가량으로 동일하다, 펌프의 양수량은 1,860

이고, 15년간 사용할 것으로 계산하였다. 15년간의 교체비용

과 그 기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체공사비는 펌

프를 분해하고 재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와 동일하게 자동

으로 입력된다. 연이율 3%로 계산하고, 철거 시는 15년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폐기를 선택하였다. LCC분석은 현

재가치법과 미래가치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지만, 현재시점에

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재가치법을 선택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본 사업장은 상업용(갑) Ⅰ, 고압B, 선택

Ⅱ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였으며, 가동율은 

80%, 모터효율은 94.5%를 입력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연간 

전력비용은 우수제품이 매년 18.8백만원 적게 소요되고, 15

년간의 유지보수비용은 총 14백만원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

측되었다. 이로써 LCC는 현재가치법으로 변환하면 우수제품

은 2,540백만원, 일반제품은 2,752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우수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212백만원 가량의 이득이 발생한

다.

3.2� 소용량펌프의� LCC� 비교

두 번째로, 소용량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경우를 비교

하였다.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성능곡선을 디지타이징한 

후 추세식을 구해서 넣었으며 각 견적가 및 펌프유량과 내

용연수를 입력하고 가동율은 80%로 가정하였다. 다만, 교체

비용은 견적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용량비율로 교체비용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투자비는 4백만원이 추가 소요

되었으나, 연간 전력비용은 1.5백만원, 15년간의 유지보수비

용은 2.8백만원이 덜 소요되어, 최종적으로 17백만원가량 적

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량이 적은 만큼 에

너지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득금액이 크지 않지만, 초기

투자비 차액은 2년 정도에 모두 회수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민감도�분석

대용량의 우수제품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각 변수에 대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초기 입력값에 

변화를 주어 이 변화가 최종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떤 부분의 성능향상이나 가격적 이득

이 최종적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하여 펌프의 성능향상의 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Fig. 7>과 <Fig. 8>의 (a)와 (b)의 가로축은 펌프가격과 

펌프효율의 변동폭이며, (c)의 가로축은 보수기간이며, 세로

축은 LCC의 하락폭을 나타내었다.

<Fig. 7>에 보인 대용량 펌프의 민감도 분석결과에 의하

면, 펌프가격이 5% 하락하는 경우, 15년간의 총소요비용에

서 대략 0.02%의 비용하락을 보인다. 그에 반해 펌프의 효

율이 5% 향상하는 경우, 15년간의 비용은 4.71% 하락하고, 

만일 각종 부품의 교체년수가 4년으로 길어지는 경우, 1.6%

의 총 비용하강 효과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개발 

���� ���t���� ��st� Effects ���� ����� Eff�c�e�c�� Effects ��������te���ce� �e����� Effects

��g�� ��� ������������ o�� �����a�� Co���� Pump� ����������� a����a�����a���� P�r�o�� ��� Larg�� Capa����� Pump

               (1)

                

 




 
               (1)

                 가격
 기간
 이자율
 보수주기

2.3� 전기요금�체계

정수장, 가압장 및 취수장과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

전력에 따라 갑Ⅰ, 갑Ⅱ과 을로 나뉘고, 각각은 선택에 따라 

저압전력, 고압전력A 선택Ⅰ, 고압전력A 선택Ⅱ, 고압전력B 

선택Ⅰ 그리고 고압전력B 선택Ⅱ가 있다. 전력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나뉘고, 전력량요금은 계절 및 시간

대별로 단가가 다르게 책정(한국전력 홈페이지)되어 있다. 

분석대상 펌프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산업용(을), 고압전력

B 선택Ⅱ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같은 요

금제를 적용하였다.

2.4� 펌프� LCC� 분석�프로그램

2.4.1� LCC� 프로세스

펌프의 LCC를 구하기 위하여, 펌프의 초기투자비(펌프 재

료비, 설치비)와 펌프 폐기비용을 조사하였다. 펌프 재료비는 

견적가를 사용하였고, 설치비와 폐기비용은 대한기계설비건

설협회가 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일위대가를 사용하

였다. 펌프 가격은 우수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하여 고가였으

며, 설치비는 양수량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

격을 사용하였다. 펌프 폐기비용은 철거비용과 재활용 시의 

가격을 고려하였으며, 철거지 재활용 없이 고철로 판매한다

면, 품셈에서 제시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설치비의 40%로 

가정하였고, 재활용 시의 가격은 설치비용의 60%를 가정하

였다. 고철의 가격은 연합자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현재의 가격인 500원을 사용하고, 용량별 무게를 조사하

여 적용하였다. 또한, 펌프의 수명은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

으로는 11년, ASHRAE 수명기준 10~20년이므로 이의 중간

값이며, 기계설비의 평균수명인 15년으로 하였다. 교체시기

가 15년을 넘는 경우에는 0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하여 고려하였다. 이로써 15년 이상

인 경우, 남은 감가상각액이 0이기 때문에 재활용한다 하더

라도 그 금액이 0원이므로, 폐기와 같이 고철값으로 계산하

도록 하였다. 이 가격들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운영비용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비용과 수

리비용을 고려하였다. 운영비용은 매년의 가격에 할인율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에너지비용은 펌프의 동력을 성능곡선

으로부터 산출하였으며, 모터의 효율을 고려하여 사용전력량

을 계산한 후 전력요금을 곱하였다. LCC의 구성요소를 

<Fig. 5>에 나타내었다.

2.4.2� LCC� 프로그램� 개요� 및� 사용방법

개발된 LCC 프로그램을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성능곡선을 디지타이징한 함수와 

조사한 가격, 펌프의 사양(유량)을 입력하고, 추가적으로 펌

프의 수명과 연이율, 철거방법(폐기, 재활용)을 선택한다. 모

��g�� ��� Compo����� o�� LCC

��g�� ��� Compar��o�� o�� LCC� o�� ���� Larg�� Pump�� ��� LCC� Program

터의 효율은 일반적으로 사용한 값을 사용하고, 필요 시 수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능곡선의 수식을 입력하면 자동적

으로 INPUT화면의 좌하측에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성능곡

선이 나타나고 초기투자비, 연간 전력비용, 15년간의 유지비

용(보수)과 폐기비용이 나타난다. 만일 연수기준을 15년보다 

적게 선택하면 경우에 따라 폐기비용은 재활용 시의 중고가

격이 반영되어 수익이 발생하며, 이는 음수(-비용)로 표현된

다. 마지막으로 초기투자비, 연간 전력비, 유지비용과 폐기비

용의 총 합산인 LCC가 표현되도록 구현하였다. 엑셀 프로그

램으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른 시트의 값을 

수정하면 INPUT화면에 나타난다. 그림에서 회색은 사용자

가 입력해야 할 변수들이고, 파란색은 LCC계산결과를 나타

낸다.

��� ��� �� 토의

3.1� 대용량펌프의� LCC� 비교

개발된 LC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용량 펌프의 우수제품

과 일반제품의 조사된 각 사례를 입력한 결과에서 우수제품

의 펌프가격은 일반제품 대비 7.5백만원 높았으며, 설치비는 

10.5백만원 가량으로 동일하다, 펌프의 양수량은 1,860

이고, 15년간 사용할 것으로 계산하였다. 15년간의 교체비용

과 그 기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체공사비는 펌

프를 분해하고 재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와 동일하게 자동

으로 입력된다. 연이율 3%로 계산하고, 철거 시는 15년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폐기를 선택하였다. LCC분석은 현

재가치법과 미래가치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지만, 현재시점에

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재가치법을 선택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본 사업장은 상업용(갑) Ⅰ, 고압B, 선택

Ⅱ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였으며, 가동율은 

80%, 모터효율은 94.5%를 입력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연간 

전력비용은 우수제품이 매년 18.8백만원 적게 소요되고, 15

년간의 유지보수비용은 총 14백만원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

측되었다. 이로써 LCC는 현재가치법으로 변환하면 우수제품

은 2,540백만원, 일반제품은 2,752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우수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212백만원 가량의 이득이 발생한

다.

3.2� 소용량펌프의� LCC� 비교

두 번째로, 소용량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경우를 비교

하였다.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성능곡선을 디지타이징한 

후 추세식을 구해서 넣었으며 각 견적가 및 펌프유량과 내

용연수를 입력하고 가동율은 80%로 가정하였다. 다만, 교체

비용은 견적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용량비율로 교체비용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투자비는 4백만원이 추가 소요

되었으나, 연간 전력비용은 1.5백만원, 15년간의 유지보수비

용은 2.8백만원이 덜 소요되어, 최종적으로 17백만원가량 적

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량이 적은 만큼 에

너지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득금액이 크지 않지만, 초기

투자비 차액은 2년 정도에 모두 회수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민감도�분석

대용량의 우수제품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각 변수에 대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초기 입력값에 

변화를 주어 이 변화가 최종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떤 부분의 성능향상이나 가격적 이득

이 최종적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하여 펌프의 성능향상의 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Fig. 7>과 <Fig. 8>의 (a)와 (b)의 가로축은 펌프가격과 

펌프효율의 변동폭이며, (c)의 가로축은 보수기간이며, 세로

축은 LCC의 하락폭을 나타내었다.

<Fig. 7>에 보인 대용량 펌프의 민감도 분석결과에 의하

면, 펌프가격이 5% 하락하는 경우, 15년간의 총소요비용에

서 대략 0.02%의 비용하락을 보인다. 그에 반해 펌프의 효

율이 5% 향상하는 경우, 15년간의 비용은 4.71% 하락하고, 

만일 각종 부품의 교체년수가 4년으로 길어지는 경우, 1.6%

의 총 비용하강 효과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개발 

���� ���t���� ��st� Effects ���� ����� Eff�c�e�c�� Effects ��������te���ce� �e����� Effects

��g�� ��� ������������ o�� �����a�� Co���� Pump� ����������� a����a�����a���� P�r�o�� ��� Larg�� Capa����� Pump

2.3 전기요금 체계

정수장, 가압장 및 취수장과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

전력에 따라 갑Ⅰ, 갑Ⅱ과 을로 나뉘고, 각각은 선택에 따라 

저압전력, 고압전력A 선택Ⅰ, 고압전력A 선택Ⅱ, 고압전력B 

선택Ⅰ 그리고 고압전력B 선택Ⅱ가 있다. 전력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나뉘고, 전력량요금은 계절 및 시간

대별로 단가가 다르게 책정(한국전력 홈페이지)되어 있다. 

분석대상 펌프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산업용(을), 고압전

력B 선택Ⅱ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같은 요

금제를 적용하였다.

2.4 펌프 LCC 분석 프로그램

2.4.1 LCC 프로세스

펌프의 LCC를 구하기 위하여, 펌프의 초기투자비(펌프 재

료비, 설치비)와 펌프 폐기비용을 조사하였다. 펌프 재료비

는 견적가를 사용하였고, 설치비와 폐기비용은 대한기계설

비건설협회가 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일위대가를 

사용하였다. 펌프 가격은 우수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하여 고

가였으며, 설치비는 양수량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동

일한 가격을 사용하였다. 펌프 폐기비용은 철거비용과 재활

용 시의 가격을 고려하였으며, 철거시 재활용 없이 고철로 

판매한다면, 품셈에서 제시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설치비

의 40%로 가정하였고, 재활용 시의 가격은 설치비용의 60%

로 가정하였다. 고철의 가격은 연합자원 홈페이지에서 공지

하고 있는 현재의 가격인 500원/kg을 사용하고, 용량별 무게

를 조사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펌프의 수명은 조달청 내용

연수 기준으로는 11년, ASHRAE 수명기준 10~20년이므로 

이의 중간값이며, 기계설비의 평균수명인 15년으로 하였다. 

재활용시 가격은 교체시기가 15년을 넘는 경우에는 0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하여 고려

하였다. 이로써 15년 이상인 경우, 남은 감가상각액이 0이기 

때문에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0원이므로, 폐기와 

같이 고철값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 가격들은 상황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운영비용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비용과 수

리비용을 고려하였다. 운영비용은 매년의 가격에 할인율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에너지비용은 펌프의 동력을 성능곡

선으로부터 산출하였으며, 모터의 효율을 고려하여 사용전

력량을 계산한 후 전력요금을 곱하였다. LCC의 구성요소를 

<Fig. 5>에 나타내었다.

2.4.2 LCC 프로그램 개요 및 사용방법

개발된 LCC 프로그램을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성능곡선을 디지타이징한 함수와 

조사한 가격, 펌프의 사양(유량)을 입력하고, 추가적으로 펌

프의 수명과 연이율, 철거방법(폐기, 재활용)을 선택한다. 모

터의 효율은 일반적으로 사용한 값을 사용하고, 필요 시 수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능곡선의 수식을 입력하면 자동

적으로 INPUT화면의 좌하측에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성

능곡선이 나타나고 초기투자비, 연간 전력비용, 15년간의 유

지비용(보수)과 폐기비용이 나타난다. 만일 연수기준을 15

년보다 적게 선택하면 경우에 따라 폐기비용은 재활용 시의 

중고가격이 반영되어 수익이 발생하며, 이는 음수(-비용)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초기투자비, 연간 전력비, 유지비용과 

폐기비용의 총 합산인 LCC가 표현되도록 구현하였다. 엑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른 시트의 

값을 수정하면 INPUT화면에 나타난다. 그림에서 회색은 사

Fig. 5. Component of 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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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의 생애주기 비용(LCC) 비교 분석 - 물산업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비교를 중심으로 -

용자가 입력해야 할 변수들이고, 파란색은 LCC계산결과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토의

3.1 대용량펌프의 LCC 비교

개발된 LC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용량 펌프의 우수제

품과 일반제품의 조사된 각 사례를 입력한 결과에서 우수

제품의 펌프가격은 일반제품 대비 7.5백만원 높았으며, 설

치비는 10.5백만원 가량으로 동일하다, 펌프의 양수량은 

1,860m3/hr이고, 15년간 사용할 것으로 계산하였다. 15년간

의 교체비용과 그 기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체

공사비는 펌프를 분해하고 재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와 동

일하게 자동으로 입력된다. 연이율 3%로 계산하고, 철거 시

는 15년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폐기를 선택하였다. LCC

분석은 현재가치법과 미래가치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지만, 

현재시점에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재가치법을 

선택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사업장은 상업용(갑) 

Ⅰ, 고압B, 선택Ⅱ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였

으며, 가동율은 80%, 모터효율은 94.5%를 입력하였다. 결과

에 의하면, 연간 전력비용은 우수제품이 매년 18.8백만원 적

게 소요되고, 15년간의 유지보수비용은 총 14백만원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로써 LCC는 현재가치법으로 

변환하면 우수제품은 2,540백만원, 일반제품은 2,752백만원

의 비용이 소요되며, 우수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212백만원 

가량의 이득이 발생한다.

3.2 소용량펌프의 LCC 비교

두 번째로, 소용량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경우를 비교

하였다.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성능곡선을 디지타이징한 

Fig. 6. Comparison on LCC of the Large Pumps in LCC Program

Fig. 7. Sensibility of Initial Cost, Pump Efficiency and Maintenance Period in Large Capacity Pump

(a) Initial Cost Effects (b) Pump Efficiency Effects (C) Maintenance Perio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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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추세식을 구해서 넣었으며 각 견적가 및 펌프유량과 내

용연수를 입력하고 가동율은 80%로 가정하였다. 다만, 교체

비용은 견적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용량비율로 교체비용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투자비는 4백만원이 추가 소요

되었으나, 연간 전력비용은 1.5백만원, 15년간의 유지보수비

용은 28백만원이 덜 소요되어, 최종적으로 17백만원가량 적

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량이 적은 만큼 에

너지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득금액이 크지 않지만, 초기

투자비 차액은 2년 정도에 모두 회수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민감도 분석

대용량의 우수제품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각 변수에 대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초기 입력값

에 변화를 주어 이 변화가 최종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

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떤 부분의 성능향상이나 가격적 이

득이 최종적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펌프의 성능향상의 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Fig. 7>과 <Fig. 8>에서 (a)와 (b)의 가로축은 펌프가격과 

펌프효율의 변동폭이며, (c)의 가로축은 보수기간이며, 세로

축은 LCC의 하락폭을 나타내었다.

<Fig. 7>에 보인 대용량 펌프의 민감도 분석결과에 의하

면, 펌프가격이 5% 하락하는 경우, 15년간의 총소요비용에

서 대략 0.02%의 비용하락을 보인다. 그에 반해 펌프의 효율

이 5% 향상하는 경우, 15년간의 비용은 4.71% 하락하고, 만

일 각종 부품의 교체년수가 4년으로 길어지는 경우, 1.6%의 

총 비용하강 효과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개발 방향

은 펌프의 가격보다는 효율 향상과 부품의 수명을 증가시켜 

교체년수를 길게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용량 펌프의 민감도 분석결과를 <Fig. 8>에 보였

다. 그림에서 펌프의 가격이 5% 하락할 경우, 15년간의 총 

소요비용은 1.6% 하락하며, 펌프의 효율이 5% 향상될 경우, 

3.0% 하락하며, 펌프의 교체주기가 4년으로 증가할 경우, 

4.2%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펌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은 펌프의 효율향상과 부품교체시기의 증가를 위한 내부 구

조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물산업 우수제품 중 펌프가 동일 사양의 일반제품에 비하

여,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LCC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초기비용을 펌프

의 가격 및 설치비를 나누어 조사하고, 운영비용은 성능곡선

과 가동율을 이용하여 전력비용을 계산하고, 보수비용 및 기

간을 조사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폐기비용은 철거비용과 고

철 판매 및 감가상각액을 조사하여 적용하였다.

대용량(1,860m3/h)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펌프를 LCC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15년의 운영기간 동안 대략 212백

만원의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소용량

(360m3/h)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펌프를 기준으로는 17

백만원의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대용량의 우수제품의 민감도 분석결과 펌프의 효율

향상과 소모품의 교체주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LCC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펌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Manhour 자료와 

펌프의 매시간별 운영데이터와 같은 상세 운영데이터 부족

으로 정확한 LCC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만일 펌프 유지관리

에 소요되는 Manhour와 각 사업장에서 펌프의 시간별 운전

데이터(펌프별 시간당 양수량)를 알 수 있다면, 정확한 LCC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펌프의 시간별 운전데이

터 자료가 확보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LCC와 제품 개

발 방향뿐만 아니라, 제품의 운영시간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8. Sensibility of Initial Cost, Pump Efficiency and Maintenance Period in Small Capacity Pump

(a) Initial Cost Effects (b) Pump Efficiency Effects (C) Maintenance Perio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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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우수제품의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물산업 우수제품을 사용자가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여 국내 물기
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 선순환 구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용량의 펌프를 대상으로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과 일반제품의 비용측면의 장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용측면
의 장점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생애주기비용 분석(Life Cycle Cost; LCC)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LCC에 필요한 각종 자료
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항목으로는 초기투자비용(펌프 구매비용, 설치비용), 운영비용(에너지비용, 유지관리비용) 및 철거비용(폐기
비용, 잔존가치)이다. 2가지 용량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을 비교한 결과, 1,860m3/h 용량(이하 대용량)에서 15년의 운영기간동안 우
수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이 대략 212백만원 정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360m3/h 용량에서는 우수제품의 생애주기 비용
이 17백만원 정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대용량 펌프의 우수제품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펌프 생
산 시 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펌프의 효율 향상과 소모품의 교체주기를 증
가시키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LCC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키워드 : 생애주기비용분석, 펌프, 물산업우수제품지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