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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는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에서 발행한 White paper를 번역 발간한 것입니다.

•  본 한국어번역본의 저작권은 IEC 에 귀속됩니다. IEC 는 한국어 번역에 대한 오역, 오류 등 으로 인한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번역의 책임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있습니다.

•  번역 및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력연구원 R&D사업팀 (042-865-5134) 에 연락 바랍니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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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미국 Forbes紙 선정 “글로벌 2000” 에서 한전은 종합순위 97위, 전력 유틸리

티 분야 1위를 달성했습니다. 프랑스의 EDF, 독일의 E.ON 등 유럽의 메이저 전력회사가 

독차지해 온 전력분야 최고 순위를 한전이 아시아권 전력회사로서 사상 처음으로 1위를 기

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전이 글로벌 리딩(leading) 전력회사로 대외에서 당당히 인

정받은 것입니다. 

한전이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인정받은 것은 매우 영광스러

운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전력기술의 성장과 선진화,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야하는 한전인으로서 책임감 또한 막중함을 느꼈습니다. 본 IEC 백서의 국문본 번역작업

은 이러한 전력산업의 선도자라는 사명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계 

및 산업계의 석학과 경영진이 모여 전력산업의 미래기술 트렌드를 예견하고 급격히 변하

고 있는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편찬한 IEC 백서를 국내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해 보이

지 않는 곳에서 항상 불을 밝히고 계신 많은 전력인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전자 표준위원회)는 전기 및 전자기술 분

야의 표준화에 관한 문제를 국제협력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

고자 1906년에 발족한 비정부간 국제 표준화 기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EC 표준 

발행은 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IEC 백서(White Paper)는 IEC 산하 시장전략 위원

회(Market Strategy Board)가 주요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예상되는 시장 활동 및 요구 기

술을 분석한 것으로 총 8개의 테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부합하기 위한 IEC

의 역할, 전기에너지 저장장치(EES), 신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계 및 대용량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용, 재해복구를 대비한 마이크로그리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인

프라의 조화로운 구성, IoT용 무선센서 네트워크, 미래 공장, 전력계통의 전략적 자산관리 

등이 그것입니다. IEC 백서 국문본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전력산업의 미래 상(像)을 구현하여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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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전력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발굴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머지않아 신재생발전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IoT 기반의 무선센서 네트워

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전기요금에 따라 경제적인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고, 심야에 충

전된 전기자동차로 출퇴근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으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에 자유롭

게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사용 고객은 단순한 전기사용자에서 전기사용 및 발전설

비 운영자, 계통활용자로서 복잡하고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프로슈머로 재탄

생 할 것이며,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구현된 스마트 시티에서 살게 될 것입니

다. 이러한 미래의 청사진이 하나하나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개별 요소기술 간

의 조화로운 균형과 융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는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전력산업은 정책 수립, 기초연구, 현안연구, 실증 및 사

업화에 이르는 단계의 유기적인 가치사슬(Value Chain)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가치사슬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전력산업 가치사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전력산업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본 백

서 번역본을 배포합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어 번역본 발간을 흔쾌히 승낙해 준 IEC 중앙사무국과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을 주신 한국 표준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백서 번역에 동참해 준 전력연구원 각 

분야 연구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원장 김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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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전력계통은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분산전원의 대규모 출현에서부터 전력계통

에 사용되는 제어와 통신장비에 대한 현저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일생일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의 전력계통은 수명이 다해 가는 노후설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도국의 전력계통은 그들의 운전에 적용할 모델의 우수사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전과 더불어 전력계통 사업은 관리활동과 지출비용 결정

에 대한 타당성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조달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계통의 설계,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

력회사의 접근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전력회사는 설비

를 시험하고, 수명을 결정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전력계통 자산관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또는 지침의 부족에 기인한다. 

전력계통 자산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이나 지침의 부족은 전력산업의 신뢰도나 미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ISO 55000 시리즈와 같은 표준은 최적의 자산관리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만, 송배전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운영방법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은 제공

하지 않는다.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전 세계의 전력계통 사업은 계통의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서로 다른 기준

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고장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직구성이나 관할권 설정에 대한 벤치마

킹이 어렵다.

●  설비의 건전도 평가에서부터 다양한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에 이르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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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최적의 방법에 대한 의견일치가 어렵다. 이는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의사

소통을 어렵게 하고, 전력계통사업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상

황은 선진국에서 개발한 우수사례를 단순히 적용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개도국이나 비교적 작은 조직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  전력계통의 자산관리 절차 및 성능에 대한 측정/평가의 세계적 표준이 없으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에 참여하기 어렵다. 전력계통사업자가 전력계통

의 성능에 대해 벤치마킹하거나 우수사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때, 규제기관이나 재정 지원기관과 같은 이해관계자가 미래에 다가올 도전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전력계통사업자의 의사결정을 신뢰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 

본 백서는 국제 표준을 제시함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산관리의 범위를 설정하

고, 전력계통의 자산관리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상기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본 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의 사용연수와 상태를 평가할 때 공통된 표준이 있으면, 전 세계의 전력계

통사업자는 설비 연수와 개선 계획에 따르는 자금요청에 대해 규제기관이나 정

부, 그리고 일반인에게 믿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 자금규모와 내용에 대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  자산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실행방법이 있으면, 자산관리의 우수사례에 기반한 

지침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전력계통 사업에서 자산관리 및 투자결정에 대하

여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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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에 대한 표준이 있으면, 다른 지역 또는 관할권의 전력계통사업자가 서

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

●  자산관리에 대한 표준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자산관리 우수사례를 서로 이해

하고 설명하기 위한 소통과 교육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백서는 전력계통사업자, 제작사, 연구기관 및 표준기관이 참여한 3번의 국제 워

크숍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자문을 통해 작성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전력계통 분야에

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자산관리의 실행방법을 확인하고, 표준이 기여할 수 있는 부

분에 대해 핵심 산업계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번의 설문을 통하여 전력

계통사업자의 현재 자산관리 현황(설비구성, 사용연수 등)과 관리방법을 조사하였다. 

많은 선진국의 전력계통은 노후화된 자산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많

은 국가의 전력계통은 1940년대 - 1980년대에 걸쳐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최근

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중요설비는 예상 한계수명에 근접하거나 초

과하여 운전되고 있다.

특히 많은 선진국 자산의 사용연수와 현재와 같은 느린 교체율로 볼 때, 자산을 교

체하는데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력계통의 신뢰도에 대한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될 수 있다.

설비의 노후화는 단순히 설비의 열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력, 또는 노후화된 설비를 자산관리 측면에서 처

리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인력이 산업계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노후화된 설비는 개도국 또는 최근에 설치된 전력계통에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있으

나, 최적 기술에 대한 이해, 관리방법의 선택,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규제나 

재원조달 환경은 개도국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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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유지보수 절차｜

국제 표준이 기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은 전력계통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무엇을 

시험하고, 어떤 후속 유지보수 업무가 따라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압기의 건전도를 시험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으며, 국제 표준을 통해 

다양한 유지보수 전략(예를 들어, 시간기준 또는 위험기준 유지보수) 중에서 전력계통사업자

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력계통사업자는 그들의 환경에 맞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이 특별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표준은 다양

한 시험 및 유지보수 방법의 선택에 대한 우수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성능지표 및 신뢰도 분류 정의｜

전 세계 전력계통사업자는 평균 계통 정전기간 지수(SAIDI), 고객당 평균 정전기간

과 같은 건전도 평가지수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나라마다 다르게 계산된다. 

특히  고객만족도와 같은 비기술적인 지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표준화된 계산

방법이 없으면 다른 전력계통이나 자산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성능지표, 기술적/비기술적 지표를 정의하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는 것은 표준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전력계통의 성능과 다양한 

자산관리 사례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공통된 언어를 확보할 수 있다.  

표준은 계통의 신뢰도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그러한 신뢰도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 및 시험 방법을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 레벨 1이 고신

뢰도 계통(병원이나 반도체 제조설비 등 예민한 부하에 적용되는)을 의미하고, 이것을 충족시

키기 위한 필요조건을 정의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정전이 용인되는 레벨 3의 저신뢰

도 계통의 필요조건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국제 표준을 통해 특정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정의함으로써, 전력계

통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가 자산의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와 투자계획에 대

해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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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 평가 및 우선순위｜

설비의 적절한 건전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지보수 방법의 선택을 위해, 관련 정

보의 확보는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의 또 다른 중

요한 역할은 재정자원, 설비 및 인력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주어진 조

건에 따라 여러 방법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설비에서 특정한 고장이 발

생할 가능성과 그 고장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위험도 기반의 평가방법은 전 세계적

으로 자산관리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반적인 접근방법은 서로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

어, 위험도 매트릭스의 계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다양한 방

법이 있다. 정교한 방법으로(이력 데이터 기반) 설비의 잔여 예상수명을 평가하고, 미래

의 재정을 반영한 관리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많은 접근방법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도 다양하다. 여기서 표준은 특정 접근방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

한 방법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각 방법에서의 계산법 등을 표준화해서 전략계통사

업자와 이해관계자가 공통된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고장 데이터베이스 및 대응방법 선택 ｜

보다 정교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비목록별 포괄적인 이력 데이터 및 

설비별 고장유형과 빈도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깊이와 

넓이에서 매우 다양하고, 계통사업자가 타 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획득하기는 더

욱이 어려우며, 많은 소규모 사업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를 보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력설비의 고장과 성능이력에 대한 집중화된 국제적 데이터베이스는 이해

관계자에게 큰 이익이다. 

이러한 이력 데이터로 고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면, 설비의 사용방법에 따라 고장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예로 항공산업에서는 특정 부품별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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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스템적으로 확보하여 미래의 재난적 고장을 예방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여기서 

표준은 이력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표준은 또한 특정 설비고장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공한다. 설비 유지보수 기술이 변

하고 혁신적인 방법이 출현함에 따라,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대응방법을 전력

계통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통된 고장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우수 대응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표준은 전력계통사업자가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고, 다양

한 이해관계자에게 이 선택이 효과적임을 설득할 수 있다.   

｜새로운 표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자산관리의 표준은 전력계통 산업에 연관된 많은 기관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계

통사업자 및 관련된 자금조달/규제기관이 중요한 수혜자이며, 주요 제작사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 전력계통 설비의 제작사와 유지보수 업체는 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많

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난 설비를 유지보수하고, 사용자가 설비

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와 사람을 운용하거나, 심지어 관련 

분야의 수요가 줄어들어도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따라 가며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와 고객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제작사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산업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표준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침은 자산관리 패턴, 고장률, 설비 성능 이력에 관한 

공통된 언어와 데이터를 통해 전력계통 설비 제작사에게 이익이 된다.

｜새로운 표준의 범위｜

본 연구의 여러 단계에 걸쳐 전력계통사업자, 제작사 그리고 전력산업 이해관계자

는 자산관리에 대한 표준의 세부내용 뿐만 아니라, 표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열정

적으로 참여하였다. 전 세계의 전력계통은 운영측면이나 성능측면에서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은 지나치게 규범적이지 말아야 하며, 계통사업자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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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적합한 운영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은 전력계통 자산관리에 대해 하나의 특정사례를 따르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

다. 또한 표준이나 지침은 계통사업자에게 잘 정의된 적용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그

들의 환경과 필요에 가장 적합한 적용사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계통 산업에서 자산관리에 대해 새로운 표준과 지침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

런 표준과 지침은 다음을 포함한다.

●  주요 설비의 점검, 진단방법 및 기준

●  결함의 측정 및 고장 데이터

- 분석 방법, 주요 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열화 모델이나 결함

-   교체에서부터 부분적인 교체 또는 개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설비 보수에 대한 우

수사례

●  주요 설비의 수명 추정방법

●  수명주기 비용 계산

●  위험도 평가 방법

●  주요 설비에 대한 건전도 지수의 계산

●  자산관리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방법

●  시스템 성능 지표(CAIDI, SAIDI, SAIFI 등)

전력계통 분야는 중요한 변화를 격고 있으며, 자산관리는 전 세계 대부분의 전력계

통사업자에게는 큰 도전으로 남아 있다. 자산관리에 대한 공통된 언어와 지표를 정의

하거나, 전력계통사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우수사례를 제공하는 국제 표준이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자산관리 방법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표준

을 제정하는 것은 길고도 도전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의 조속한 적용을 IEC는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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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는 IEC 시장전략위원회 산하 전력계통의 전략적 자산관리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팀은 전 세계의 전력계통사업자, 제작사, 연구기관의 대표를 포

함한다. IEC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Tokyo(2014.12.), 

Washington DC(2015.2.) 및 Paris(2015.4.)에서 3번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

숍에는 전력계통사업자, 제작사, 연구기관 및 표준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자산관리에 

대한 현재의 접근방법과 전력계통 자산관리의 표준 또는 지침이 전력계통 사업에 가

져올 수 있는 이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IEC 연구팀은 2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나는 전 세계 전력회사의 자산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이 현

재 자산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Workshop presenters and panelists

Ms. Edmea Adell, President, ASSETSMAN, Representative of ISO, France

Mr. Eric Andreini, Asset Management Senior Advisor, RTE, France

Mr. Jim Dieter, Head of US Delegation to ISO PC/251 for ISO 55000, US

Mr. Derrick Dunkley, New Technology Specialist, National Grid, UK

Dr. Hisatoshi Ikeda, Chairman of IEC ACTAD, Japan

Mr. Bernd Keller, Head of Solution Management, SAP AG, Germany

Mr. Rob Manning, Vice President Transmission, EPRI, US

Mr. Hirofumi Matsumura, Senior Director, SAP, Japan Co., Japan

Mr. John McDonald, Director, GE Digital Energy, IEEE Fellow, US

Mr. Michael Moy, Director, Asset Performance and Investing Strategy, 

Commonwealth Edison, US

Dr. Tatsuki Okamoto, Executive Research Specialist, CRIEP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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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Yasuyuki Tada, Hitachi, Japan

Mr. Kyoichi Uehara, Chief Specialist, T&D Systems Div., Toshiba, Japan

Mr. Mark Waldron, Chairman of Technical Committee, CIGRE, UK

Contributors(설문조사 응답자 및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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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Glenn Platt, Project Partner, N.OGEE Consul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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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과학 용어

ACRM  alignment, capability, resources, motivation 

APC  availability percentage

CAIDI  customer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

CBM  condition-based maintenance 

CIM  common information model

CM  corrective maintenance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FMEA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IROL  interconnection reliability operating limit

NEL  non-entry level

OHL  overhead line

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PCB  polychlorinated biphenyl

RCM  reliability-centred maintenance

SAIDI  system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

SAIFI  system average interruption frequency index

SOL  system operating limit

TB  technical brochure

TBM  time-based maintenance

XLPE  cross-linked polyethylene

약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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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기관, 회사

BCTC  British Columbia Transmission Corporation

CEER  Council of European Energy Regulators

CIGRE  Conseil International des Grands Reseaux Electriques

           (International Council on Large Electric Systems)

ComEd  Commonwealth Edison

EDF  Electricite de France

GFMAM  Global Forum on Maintenance and Asset Management

IAM  Institute of Asset Management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KEMA  Keuring van Elektrotechnische Materialen te Arnhem

MSB  Market Strategy Board (of the IEC)

NGET  National Grid Electricity Transmission, Great Britain

OFGEM  Of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Great Britain

SMRP  Society for Maintenance and Reliability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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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asset ｜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가공선 (overhead line), 변압기나 지중선과 같은 전기 

네트워크 장치의 주요 품목

• 케이블 ｜ 전기 전송이나 배전용으로 지중에 배선되거나 가공선에 이용되는 고용량 전기 도선

•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전기 단락에 의한 원인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전기 네트워크

의 부분을 보호하는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전기 스위치

주의, 회로 차단기의 일반적인 유형은 공기, 기름이나 가스 회로 차단인데, 이들 모두는 궁극

적으로 같은 기능을 가지나, 전기의 흐름을 어떻게 차단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 도선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

• 분산 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특정 부하에 가깝게 위치하는 소규모 발전

• 배전 ｜ 표준 사전적 정의를 적용할 때를 제외하고, 송전 공급 점들(일반적으로 변전소들)과 개

별 고객 사이의 전기의 전송

• 전기 망 ｜전기 소자들의 내부적 연결, 백서에서의 문맥으로는, 전기 네트워크는 발전소에서 

가정, 건물과 공장을 연결하는 가공선, 케이블, 변압기와 회로 차단기와 같은 소자들의 시스

템이다.

• 고전압 ｜69 kV 와 230 kV 사이의 전압

• 망 ｜전기 망을 보라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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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운전자 ｜전력망의 유지와 작동에 책임이 있는 조직

• 정전 ｜발전, 송전 망이나 관련된 원천이 서비스할 수 없는 기간

• 가공선 ｜큰 타워나 기둥에 매달린 전기 도선으로 구성되어, 전기에너지를 먼 거리로 운반하

는데 이용되는 구조물

• 광발전 (PV)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전기로 직접 전환하는 기술

• 전력시스템 / 전력망 ｜전기 망을 보라.

• (고압용) 개폐기 ｜회로 차단기와 같은 장치용의 일반적인 용어

• 변압기 ｜전기 망에 전기의 전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장치

• 송전 ｜고전압 전기가 발생된 곳으로부터 배전용이나 고객용으로 낮은 전압의 지점까지  전

송하는 것

• Utility (전기, 수도, 가스 등 공익적 시설) ｜망 운전자를 보라.

• 전압 ｜전기 장치의 주요 요소중의 하나. 기준 전극과의 전기 전위차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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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특성, 복합적인 구성 및 분산되어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전력계통 산업

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이다. 불행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자산관리의 

실행에 사용되는 용어나 지표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접근방법도 크게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은 자산관리 실행의 질과 사업에 미치는 이익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현재의 자산관리 접근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감안할 때, 표준화 작업은 전력

계통 자산관리 접근방법 및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ISO나 IEC와 같은 

기관에 의한 국제 표준은 회사 경영진과 엔지니어가 동일한 용어와 지표로 자산관리 실

행을 논의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표준은 특정한 자산관리 접근방법을 최적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고, 조직 사이의 실행방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ISO 55000 (2014)에 따르면 자산관리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적 성과 향상

●   자산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   위험도 관리

●   서비스 및 출력 향상

●   사회적 책임 입증

●   규정 준수 

●   사회적 평판 향상

●   조직의 지속 가능성 개선

●   효율성 및 효과 증대

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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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계통사업자의 자산관리 이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은 자산관리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1. 자산관리 전략 및 계획과 

자산관리 의사결정(그림 1-1 가운데)은 자산관리의 핵심이며, 조직적인 전략적 계획과 자산 

인식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그림 1-1과 같이 표준이나 지침은 자산관리 실행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백서는 표준이나 지침이 전력계통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그들의 사업에 자산관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력계통의 현재 자산 현황과 

계통에서 직면하고 있는 일부 심각한 위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현재의 전력계통 자산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참고 가능한 표준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기존의 표준 중에서 자산관리와 관련된 IEC 국제 표준을 검토하였으며, 제7

장에서는 결론과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백서에서는 출처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EC와 ISO 국제 표준에 존재하

는 자산관리 외에도 CIGRE 문헌을 참고하였다. 전 세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Tokyo(2014.12), Washington DC(2015.02), Paris(2015.04)에서 3번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전력계통사업자, 제작사, 연구기관 및 표준기관이 참석하였

으며, 자산관리에 대한 현재의 접근방법과 전력계통 자산관리의 표준 또는 지침이 사업

운영적 재정적

• 자산에 대한 더 많은 지식

• 장기 투자 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 장기 자원 요구 확인

• 목표 성능 도달

• 자산유지 계획 가능

• 비용 또는 자금 지출 근거

• 계획된 비용 증가 

• 반응적 비용 감소

• 계획에 대한 투명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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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져올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마지막으로 IEC 연구팀은 2번의 국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나는 전 세계 전력회사의 자산에 관한 데이터를 요청하였으

며, 다른 하나는 그들이 현재 자산관리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

였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본 백서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림 1-1⋮ 자산관리의 개념적 모델1

조직적인 전략적 계획

소비자

조직 및 개인
조력자

자산 관리
전략 및 계획

취득

운전

유지
폐기자산 관리

의사 결정

자산 지식 조력자

수명 주기

위험도
및

검토

법률 투자자 상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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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시장 개요 ｜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전력망의 건설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전

력수요 증가와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늘날 다수의 선진

국에서는 수요 증가가 급격히 느려지거나 멈추었다. 또한 기존의 전력계통 사업은 태양

광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분산전원에서부터 최대 부하를 억제하거나 비용을 줄여야 하

는 규제까지 여러 압력을 포함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력계

통의 설비를 건설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2-1은 CIGRE TB 176(2000)
2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전력계통 자산의 사용연수 

분포이다. 1998년(가로축 0)을 기준으로 설비의 절반이 20~35년 전(1963~1978)에 설치되

었다. 21세기 초반에는 새로운 발전설비와 관련된 새로운 송배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

구와 전력수요의 증가보다는 분산전원의 병합으로 일부 전력시장이 재성장하였다.

그림 2-23는 미국의 전력수요 성장이 1950년대 이후 둔화된 것을 보여 준다. 그림 

2-34은 미국의 송전 건설을 보여준다. 1970년도부터 2000년까지 가파른 하락을 보이

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날씨와 관련된 정전빈도가 증가하였다고 백악관 보고서가 보고

2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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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의 전력수요 성장, 1950-2040 (%, 3-year moving aver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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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변전설비의 사용연수 분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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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의 송전 건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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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발도상국 전력계통 자산의 사용연수 분포

[1]: EEI(＞132kV)

[2]: NERC(＞200kV)

[3]: Ventyx(＞200kV)

Projected Transmission Additions from NERC under Form EIA-411(＞200kV)

Projected Transmission Additions from NERC under Form EIA-411(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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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선진국 전력계통 자산의 사용연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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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신규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진국 전력계통 자산의 사용연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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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5. 본 연구의 일환으로 IEC는 전력계통 자산의 사용연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국

제 전력계통사업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 호주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오

래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2-4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전력용 변압기 사용연수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포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2-5와 같이 선진국의 자산은 최근 설치한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아주 오래된 것이며, 업그레이드나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림 2-6과 같이 일부 선진국은 설비 업그레이드 및 개선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그림 2-4, 그림 2-5 및 그림 2-6은 연구팀이 전력계통 운전자의 설문을 통하

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 2.2 수명 고려사항 ｜

2.1의 사용연수 통계를 보면, 대다수 국가의 설비 업그레이드 속도는 수명이 다해 가는 

노후화된 설비의 수보다 현저하게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노후 설비 교

체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노후화된 설비를 전부 

OHL wire Tower Cable Transformer Switchgear

Utility A 47 399 112 110 80

Utility B 68 178 278 93 45

Utility C 758 179 63 124 172

Utility D 276 327 n/a 59 41

Utility E 96 174 42 49 47

⋮표 2-1⋮ 노후화된 자산의 추정 교체연수(5개 전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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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계통전압

(kV)
추정 평균 수명

(년)
표준편차

(년)
자산 수명 변동 원인

차단기
Air

110-199
200-275

 ≥345

41(30-50)
41(30-50)
40(30-50)

6
6
6

정격 요구, 결함 변화, 유지 보수 비용, 예
비품 노후화, 기계적 마모, 안정성, 실링 
문제

Oil
110-199
200-275

 ≥345

42(30-50)
41(30-50)
38(30-45)

6
6
6

정격 요구, 결함 변화, 유지 보수 비용, 예
비품 노후화, 기계적 마모, 안정성, 실링 
문제

Gas
110-199
200-275

 ≥345

43(30-50)
42(30-50)
42(30-50)

6
6
6

정격 요구, 결함 변화, 유지 보수 비용, 예
비품 노후화, 기계적 마모, 안정성, 실링 
문제, SF6 환경 규제

Bay
GS/접촉자
CTs-Oil
CVT`s

≥110
 ≥110
 ≥110

42(30-50)
39(30-50)
39(30-45)

8
7
7

정격 요구, 유지 보수 비용, 부식, 기계적 
마모 설계 취약, 실링 문제 수분 침투, 절연
유의 PCB 오염

변압기 ≥110 42(32-55) 8
설계 취약, 부하, 절연지 또는 절연유 열화, 
시스템 결함, 예비품, 정격요구, 고온, 습도

옥내 GIS ≥110 42(30-55) 8
정격 요구, 유지 보수 비용, 기계적 마모, 
안정성, 실링 문제, SF6 환경 규제, 예비품 
노후화

전기, 
기계적 
방호

- 32(20-45) 9
마모, 접점 침식, 신뢰성, 녹, 극한 기온, 숙
련 기술, 예비품, 기능성, 시스템 설계 변경

ACSR-OHL
일반환경
오염과다

≥110
 ≥110

54(40-80)
46(30-70)

14
15

기수, 환경, 부식, 도전체 그리스 농도, 연
면방전, 기계적 피로, 애자고장, 바람, 설
계, 얼음 적제, 오염 농도, 재료 품질, 케이
블 접속부, 침전, 고온 

각재 철탑  ≥110 63(35-100) 21
기후, 환경, 부식, 유지 보수, 아연 도금 부
족, 접지 조건, 콘크리트 조각, 격자 틀 부
식, 철/콘크리트 접합

목주 44(40-50) 4 보존처리, 썩음, 딱따구리, 곤충, 바람, 침전

OF 
케이블

≥110 51(30-85) 20
환경적 문제(누유), 되메움, 시스(오일 보
강 테이프) 부식, 전기적/열기계적 스트레
스, 부하, 결정 리드 시스

⋮표 2-2⋮ 자산의 수명 추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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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기 위해 수백 년이 걸린다. 표 2-1은 본 연구팀에 의해 수집된 전력 자산의 사용연

수에 기반한 데이터로, 설비 총 합계에 연간 교체된 설비 수를 나누어 추정 교체연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2는 CIGRE TB 1762에서 전력계통 설비의 사용수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력계

통사업자의 교체율을 보면 설비의 대다수가 예상되는 운전수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교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3 재정적 고려사항 ｜

노후화된 설비와 상대적으로 늦은 교체율은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재

정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자산의 연수를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전 예측에 직

접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자산관리는 결국 추가적인 정전에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정전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

Billions of 2012 USD

⋮그림 2-7⋮ 미국의 날씨 관련 정전 예상 비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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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그림 2-7은 백악관 자료5에 언급된 미시적 분석을 참고하여 미국의 날씨

와 관련된 정전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다른 예로는 영국의 규제 기관인 

OFGEM의 미시적 분석으로, 영국의 계통운영자인 NGET의 문서에 의하면 안정도 향상

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부하의 손실가치는 MWh당 16,000 파

운드”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9/2010 가격)
6.

｜ 2.4 주요 자산관리 도전과제 ｜

전 세계의 전력계통 설비를 검토하면 자산관리에는 4가지의 중요한 도전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전은 전력의 품질과 안정적 공급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다. 이러한 이

유로 오늘날 기업은 전력계통 사업의 거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인 설비 개선과 유지보수

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력계통사업자에게만 해당하

1) 대다수 설비는 20세기에 건설되었고, 여전히 운전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설계 수명을 초과

하여 운전될 것이다.

2) 오래된 설비가 잘 운전된다 할지라도 기술지원이나, 수십 년 전에 설계되고 제조된 설비의 

예비품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3) 대부분의 경우, 현재와 같은 교체 속도로는 노화된 설비를 전부 교체하기 위해 수백 년이 걸

릴 것이다.

4)  노후화된 설비가 대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고장이 발생될 수 있으

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계통 설비가 갖춰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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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급망, 생산능력 및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 공급자와 이해

관계자에게도 큰 도전과제이다. 

불행하게도, 접근방법, 용어 및 지표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산관리 절차

는 크게 다르며, 대부분의 전력계통사업자는 광범위한 산업 조건에서 거의 지침도 없이 

자산관리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팀은 전력계통사업자의 현재 자산 현황과 관리방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산관리에 대한 주요 도전과제도 정리하였다.

｜ 2.5 전통적 자산관리와 미래 자산관리 ｜

전 세계 전력계통사업자가 간단하고 통일된 자산관리 절차를 구축하게 된다면, 큰 이

점을 얻을 수 있으며 자산관리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보될 것이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자

산관리 IEC MSB 워크숍에서 시카고의 Commonwealth Edison은 다음과 같이 기존의 

자산관리와 미래 자산관리를 비교하였다.

1)  유지보수에 대한 국제 표준의 미비

2)  산업 전반에 걸쳐 설비 교체 기준의 통일성 부족

3)  노후화된 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력의 확보 어려움

4)  노후화된 설비 관리

5)  어떤 우선순위로 투자할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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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 자산관리

a)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성능 데이터에서 고장 추정

b)  개별적인 자산의 상태나 위험도 및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자산이나 부품의 분포

에 대한 자산관리의 편견

c) 시스템 및 부품의 건전도에 대한 제한된 견해 : 측정에서 일관되고 반복된 절차 없음

2) 미래 자산관리

a) 표준화되고 반복적인 절차에 따른 시스템 및 부품 상태에 대한 폭넓은 견해

b)  각 등급에 대한 개별 자산(예를 들어 변압기, 전주, 지중케이블)의 건전도 점수를 토대로, 입력

된 사실을 기반으로 개별 자산의 사고율 제공

c)  개별 자산의 건전도 지수 평가를 기반으로 유지보수 실행 - 예를 들어, 완화/느린 열화로 

건전한 상태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d)  위험도 평가를 연결함으로써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개별 자산을 대상으로 특

화된 유지보수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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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의 실행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CIGRE TB 4227와 

CIGRE TB 597 8은 핵심 기능을 그림 3-1과 같이 구분하였다.

CIGRE TB 5419은 자산관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3장 

자산관리 
지표

1 )  자산소유자 : 회사 전체의 가치를 확대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

2)  서비스 제공자 : 자산의 데이터 수집과 유지보수와 같은 현장 운영을 제공하는 사람

3)  자산관리자 : 위 2개의 그룹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   자산의 상태평가 및 모니터링

●   한계수명 문제

●   자산관리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   전력망 개발

●   유지보수 절차와 의사결정

●   자산의 데이터와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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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를 위한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산관리자를 위하여 1)∼7)을 수행한다. 8)은 자산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수행한다.

⋮그림 3-1⋮  자산관리 기능과 정보 교환

전략적 단계

전술적 단계

운영 단계

목표

작업 명령

성과

자산 데이터
집행 보고서

서비스 제공자 
“일을 올바르게 하다”

자산관리자 
“올바른 일을 하다”

자산
소유자

·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

· 목표설정(사업가치)

· 금융 : 관세설정 및 청구

· 규제기관과 고객과의 접점

· 투자 전략 및 프로그램

· 유지보수 전략

· 표준화

· 데이터 관리

· 프로젝트 관리

· 기술 상담

· 실현(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역할(예)

1) 설비 구성 및 운전 

2) 설비 데이터베이스 준비

3) 설비 점검 및 진단 

4) 설비 이상/사고 발생

5) 열화 모드 조사, 이상/사고 원인 규명

6) 비정상 데이터베이스 준비

7) 설비의 사용수명을 고려하여 조치 계획 작성

8) 재정 상태를 제한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제한된 해결방법의 비교로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

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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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력계통 설비와 관련된 IEC 국제 표준은 다음과 같다.

IEC 국제 표준은 일반적으로 제작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거나 시스템의 설계시에 사

용된다. IEC 국제 표준에서 전력계통의 자산관리를 다루는 것은 거의 없다. 이 중에서 자

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일한 IEC 국제 표준은 변압기 가

스분석을 다루고 있는 IEC 60599이다. 이 시험방법 외에는 자산관리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전력계통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이 거의 없다. 어떤 시험이 얼마나 자주, 어떤 기준

을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규제기관, 일반 대

중과 같은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그저 전력계통사업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고전압 시험에서 전압과 지속시간 - 예를 들어, 220~230 kV 케이블에 대한 전압 시험은 

“30분 동안 318 kV” (IEC 62067)

●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 화학적,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에 대한 재질 시험 - 예를 들

어, XLPE 재질의 파단신율은 200% (IEC 62067)

●  물리적 파라미터 값 - 예를 들어, 단면적 1,000 mm2인 구리도체의 저항은 0.0178 W/km 

이하 (IEC 60228)

●  송전용량 계산방법 - 예를 들어, 케이블 도체의 온도는 다음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IEC 

60287 - 세부사항은 생략, IEC가 얼마나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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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자산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자산의 상태를 감시하고, 유지보수를 

실행하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계통사업자는 자산의 점검, 시험, 개선과 교체에 수억 달러

를 지출할 수도 있다. 그러한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어떤 시험절차가 뒤따르고, 어

떻게 시험 결과를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지보수 방법이 사용 가능한지는 전 세계 전

력계통사업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CIGRE TB 4227의 5.2.1, 5.2.2에서는 그림 3-2와 같이 규칙적이고 신중하게 계획된 점

검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잘 계획된 유지보수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실행된다. 이는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수동적인 유지보수와는 상반되는 것

이다. 정기적인 점검이 커다란 가치가 있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점검이 행해지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은 전 세계 10개 전력계통사업자가 제

공한 케이블의 유지보수 항목을 보여 준다. (CIGRE TB 27910) 또 다른 예는 부록 A에 요약

되어 있다. 

표 3-1과 같이 동일한 항목도 접근방식이나 빈도에 따라 장비와 점검방법이 많이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계통사업자는 3개월마다 점검을 수행하는 반면, 다른 사업자

는 6년마다 점검을 수행한다. 다른 예로, 일부 계통사업자는 2개월마다 선로를 순시하지

만, 다른 계통사업자는 1년에 한번 순시한다. 마찬가지로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

⋮그림 3-2⋮ 유지보수 흐름7

유지보수 
동안 발견

조치 / 대책
열화진전에 대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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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지를 해석하는 것도 전력계통사업자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결국 상태 감시를 위한 

국제 표준의 부족은 전 세계 전력계통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의미이

며,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와는 거리가 멀다. 제작사가 자산관리자에게 유지보수 절차를 

제공할 수 있어도, 이러한 제안은 제작사마다 매우 다를 수 있다. 제2장 - 제4장에서 언

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력계통사업자는 이러한 것이 주요 도전과제로, “유지보수에 

대한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한 이유이다. IEC가 케이블 제작과 관련하

여 상세히 다루고 있는 재료에 대한 사양, 시험방법, 시험 주파수, 품질 측정 등의 표준과 

비교할 때 이는 아주 놀라운 일이다.

자산의 모니터링 절차는 잘 확립되어 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

하여 전력계통의 자산을 유지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산유지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 CIGRE TB 30911에 설명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방법들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방법들의 장단점은 여전히 논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과제를 던져줄 수 있다. 왜

냐하면 자산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자산관리 방식을 사용하여 조직전체의 

●  고장정비(CM, Corrective Method) - 가장 간단한 유지보수 전략이다. 부품은 고장이 날 때까

지 사용된다. 고장 발생 후에 부품의 상태를 평가하여 수리할지 폐기할지를 결정한다.

●  시간기준 유지보수(TBM, Time Based Maintenance) -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이다. 정해진 일정마다 점검과 유지보수 작업을 시행한다.

●  상태기준 유지보수(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 예상되는 상태가 한계점에 근

접하면 정비활동을 시행한다. 이러한 유지보수 방법은 적당한 보수비용으로 높은 가용성을 

나타낸다. 

●  신뢰도 중심 유지보수(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 설비의 상태와 계통에서 

설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유지관리 일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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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유지보수 방법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케이블 사고는 제3자에 의

한 도로공사 중에 발생한다. (CIGRE TB 35812)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표준은 특정 상황에서“점검을 수행하라” 등의 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지

만, 대신에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허용하여 해당 기업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 실시간 알람 기능을 보유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어

느 방법을 결정해도 비슷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은 필요치 않을 수

도 있다. 

궁극적으로 표준은 모든 기업이 점검항목 및 빈도, 방법, 허용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

지 않도록 함으로써, 모든 기업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점검항목 및 

빈도, 방법, 허용기준은 각 기업의 상황에 최적화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표

준은 신뢰도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신뢰도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점검 주

기나 방법이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신뢰도 수준이 규정되면,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신뢰도를 선택할 수 있고, 동일한 신뢰도 수준에 사용되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1) 가장 좋은 예로 공사 예정인 도로를 따라 순시하고, 케이블 손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도로 굴착업체와 함께 합의한다. 

2) 나쁜 예로는 동일한 상황에서 관련 업체는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

치도 하지 않는다. (CIGRE TB 2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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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No.2 No.3 No.4 No.5 No.6 No.7 No.8 No.9 No.10

케이블 

선로 순시

2개월

마다

전문가에 

의해

케이블

제작사

육안점검

매년 매년
6개월

마다

환경활동

에 의해

매달

경고표시 

점검
매년 매년 매년

경고표시 

생략

행정절차,

하청업자에게 케이블 경로

에 대한 정보 제공

○ ○ ○

압력감시, 

알람
○ ○ ○ ○ ○ ○

압력 확인
2개월

마다
매달 ○ 2년마다 매달

3개월

or 6개월 

마다

매년
50kV: 6개월

132kV: 3개월

SCFF + GC

알람 게이지 확인

3년

마다

3개월

마다
매년 매년

1,3년 or 

6년 마다
매년

50kV: 6개월

132kV: 3개월

부식 점검
3년

마다
매년 매년

매년

가스압력 

케이블만

매년,

FF케이블

로 보호된 

탱크 제어 

가스 압력

케이블만

6개월

말단만 

3개월 

또는 

6개월

Sheath 시험
3년

마다
매년 매년 ○

매년,

혹은 2년

마다

매년
상태에

따라

열전대 검사 ○ ○

종단부 육안점검
3년

마다

외부손상, 

절연체, 오

일게이지, 

가공선 연

결체크

매년

3개월 or 

6개월 

마다

매년
50kV: 6개월

132kV: 3개월

옥외 종단부분 청소 

및 보수
○

오일탱크 

육안점검

3년

마다

3개월 or 

6개월 

마다

매년

케이블 

오일 분석

3년

마다

접지저항

시험

6개월 

마다

⋮표 3-1⋮ 10개 전력계통사업자가 제공한 케이블 유지보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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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고장 및 열화 모드 ｜

전력계통 사업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설비의 고장과 중대한 사고를 관리하는 것이

다. 현대의 고장 및 사고 분석방법에는 비정상 모드의 식별과 설비의 수명에 따른 고장을 

이해하고, 사고의 근본원인을 조사하는 주요 단계가 포함된다. 만약 이러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중대한 고장이나 사고에 대해 근본원인을 찾지 않고 즉각 대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수많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블

의 예를 살펴보자. 상황에 대처하는 2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예를 들어, 표준은 특정한 케이블 공사와 시공 동안 발생하는 공통된 고장 조사방법이

나 공통된 고장률을 명시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고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도록 도

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표준은 다양한 설비 운전회사 및 제작사를 위해 일반화될 필요

가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다.

1)   가장 좋은 예로, 그 상황을 관리함에 있어서 책임져야 할 전력계통사업자가 사고 원인을 조

사하는 것이다. 제작사는 시공 상의 문제로 인해 케이블이 손상된 사실이 확실하고, 다른 

동일한 공사에서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조사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시공 동안에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 케이블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원인분석

으로 계통사업자는 선로의 모든 케이블을 교체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방

지하였다. 

2)   나쁜 예로는 전력계통사업자가 케이블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문제가 발

생하면 굴착하여 즉각 대응을 한다. 많은 선로 구간을 케이블과 접속부 등의 고장으로 보수

를 하였고, 모든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처음 시공된 케이블로 구성된 선로는 얼마 

남지 않게 된다. 만약 처음부터 철저하게 케이블을 점검하고 결함을 확인했었다면, 정전과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발생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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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준은 일반적인 설비의 열화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종 설

비는 주요 부분의 열화 정도를 추정하고 예측하여 유지보수와 교체 계획을 세우고자 시

도한다. 이런 경우 표준은 큰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설비의 열화(성능저하)율

과 열화속도를 사양에 명시함으로써, 전력계통사업자가 자산의 잔여수명을 추정할 수 

있고, 다양한 유지보수 전략이 열화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전력계통의 자산에 대한 다양한 열화모드의 상세한 예시를 부록 B에 나타내

었다.

3.2.1 운전 수명 정의

열화는 설비의 수명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

니다. 열화 외에도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 CIGRE TB 4227의 제

7장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예를 들어, 여전히 운전되고 있는 어떤 설비는 운전수명이 다해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운전을 유지하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 설비에 익숙한 적절히 훈련을 

받은 직원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어떤 특정 설비의 운전수명을 측정 및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산소유자, 

●   안전

●   신뢰도

●   유지보수 비용

●   용량 부족

●   부품의 소모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인적자원

●   제작사의 지원

●   노후화

●   구식화



328328    | IEC White Paper |

자산 
카테고리

NGET KEMA

중앙값
EOSU (2.5%)/
LOSU (97.5%)

평균 표준편차

변압기 400/275 kV
500 MVA - 750 MVA

45 30/70 50 (1.25) 7.5 (1.00)

변압기 400/275 kV
1,000 MVA

55 40/80 50 (1.25) 7.5 (1.00)

변압기 400/132 kV
GSP/GSP EE 240

55 40/80 50 (1.25) 7.5 (1.00)

변압기 400/132 kV
GSP FER 240

50 35/75 50 (1.25) 7.5 (1.00)

변압기 275 kV 55 40/80 52.5 (1.25) 10 (1.00)

변압기 132 kV 55 40/80 55 (1.25) 10 (1.00)

분로 리액터 45 25/60 45 (1.25) 7.5 (1.00)

직렬 리액터 55 40/80 55 (1.25) 7.5 (1.00)

캐패시터 뱅크 30 20/40 35 (1.25) 7.5 (1.00)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기 30 15/40 25 (1.25) 5 (1.00)

개폐장치 400 kV GIS outd 40 25/60 35 (1.25) 5 (1.00)

개폐장치 400 kV GIS ind 50 40/60 45 (1.25) 7.5 (1.00)

개폐장치 400 kV SF6 50 40/60 47.5 (1.25) 7.5 (1.00)

개폐장치 400 kV PAB R 50 45/60 47.5 (1.25) 7.5 (1.00)

개폐장치 400 kV PAB N 40 35/45 47.5 (1.25) 7.5 (1.00)

개폐장치 275 kV bulk oil 45 40/50 47.5 (1.25) 7.5 (1.00)

⋮표 3-2⋮ 운전수명 추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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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자 및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일반적인 이해를 갖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

러나 불행히도 자산의 운전수명을 결정하는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다르다. 표 3-2

와 같이 CIGRE TB 4227의 5.1.4는 National Grid Electricity Transmission, Great 

Britain(NGET)과 KEMA로부터 운전수명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CIGRE TB 1762 

결과와 같이 일반적으로 설비는 수십 년의 운전수명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설비에 대한 잔여수명을 계산하기 위한 공통적인 접근방법은 없다.

설비의 특정 부품의 잔여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신의 접근방법 중 하나는 

과거 운전 데이터를 검토한 후 향후 잔여수명을 추정하는데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CIGRE TB 4227의 5.1.3에서는 앞서 언급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

운 일인가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과 같이 과거 데이터로부터 고장 확

률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CIGRE TB 4227는 과거 데이터로부터 향후 수명 또는 고장 

확률을 예측하고자 할 때에 다양한 접근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잔여수명 모델을 만

전체 자산 클래스 데이터

⋮그림 3-3⋮ 수명의 Hazard 분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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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고 할 때에 다른 접근방법이나 부적합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전력계통사업자는 

상당한 위험도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IGRE TB 5978은 세계 전력계통사

업자가 예측하는 변압기의 고장률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보여주고 있다. 각 기업마다 

고유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CIGRE TB 5978에서는 다양한 통계 방법이 수

명예측에 사용되었다. 그림 3-4와 같이 설비의 종류, 유지보수 접근방법, 심지어 사업 환

경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산관리의 다양성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 표준은 자산의 수명 평가에서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 및 

부하 조건을 고려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정한 기능을 결정하는 방

법과 과거 데이터에 적합한 표준화된 기능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표준화는 전력산업 전

반에 걸쳐 운전수명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다양한 접근방법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3-4⋮ 변압기 사용연수에 대한 Hazard 비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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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책 수립

결함 또는 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가 규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상황을 관리하

기 위해 적용할 대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능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 전력계통사업자가 다양한 대책 중에서 어떤 대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국제 표준은 특정한 자산관리나 유지보수 문제

에 대한 공통된 대응방법을 알아낼 수 있으며, 더불어 근본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

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력계통 사업이 직면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특정한 관리대책

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고장의 경우, 관련된 표준에서 문제를 확인

할 수 있게 되면 사업자는 고장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

로 케이블에서 많은 고장은 접속부에서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유럽의 연구를 살펴

보면, 이러한 고장에는 2가지 공통된 원인이 발견된다. 어떤 유형의 고장으로 영향을 받

은 케이블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결정되는 반면에, 다른 유형의 고장으로 영향을 받은 케

이블은 낮은 온도에서라도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체는 피할 수 있다고 결

정된다. 

국제 표준이 자산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다른 예에서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설비의 주요한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비록 설비의 작은 

부품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이라 해도 제작사는 전체 설비의 교체를 요구한다. 만일 상대

●   설비의 추가

●   설비의 개선/확장

●   설비의 업데이트(교체)

●   설비의 부분 교체, 개선 또는 수리

●   운전방법의 변경/추가

●   유지보수 절차의 변경/추가

●   예비품 제공

●   아무것도 하지 않음(위험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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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거나 경험이 없는 전력계통사업자가 설비 소유자인 경우, 그들은 대체할만한 

유지보수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제작사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표준이 고장 조건 및 가능한 대응방법을 기술한다면, 전력계통사업

자가 선택 가능한 방법을 냉철히 조사하고, 선택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3.3 수명주기 비용과 경제성 분석 ｜

가능한 유지보수 전략과 특정 자산의 예상수명이 결정되면, 다음 단계는 다양한 유지

보수 전략의 장기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CIGRE TB 4227의 6.3에는 수명주기 비용이 

요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일례로 대체 자산의 구매)과 적은 금액을 

오랜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일례로 오래된 자산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시행)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을 비교하는데 있어 오랜 기간 분산된 비용은 인플레이션과 할인율을 사용

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다. 앞에서 언급한 분석은 설비의 비용 외에도 고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인허가와 같은 외적 영향에서 초래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수명주기 

분석 및 비용과 관련된 국제 표준은 다음과 같다. 

즉, 전력계통에서 수명주기 비용 계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

사를 보면, 일부 전력계통사업자는 수명주기 비용 계산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하

●  환경 수명주기 평가에 관한 내용의 ISO 14040 시리즈, 예를 들면 ISO 14040, 환경 경영 - 

수명주기 평가 - 원리와 체계

●   IEC 60300-3-3, 신뢰도 경영 - part 3-3 : 응용 지침 - 수명주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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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경우에도 계산 방법이 매우 다양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전력계통사업자는 비용

에 인플레이션 또는 할인율을 고려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모

든 사업자는 수명주기 비용 계산에서 매각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IEC나 ISO 국제 표준에서 전기산업에 관한 표준규격은 수명주기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전력계통 산업에서 정전비용과 지역사회 및 정치적 압력과 같은 외적 요인에 

대한 수명주기 분석의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 3.4 설비 및 고장 데이터 기록 ｜ 

전 세계의 선진 전력계통사업자는 자산에 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

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설비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제작사의 설비에 대한 고장의 종류와 빈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설비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있는지, 설비에서 발생해 온 고장의 종류와 빈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

다. 일반적인 전력계통 자산에 대한 고장률 예를 부록 C에 나타내었다.

사고 데이터와 기록 장치는 여러 제작사가 납품한 다양한 모델의 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장의 종류와 발생 빈도와 과거 이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유지보

수 계획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불행히도, 많은 전력계통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를 보

유하고 있지 않거나, 수집한 데이터에는 제작사나 고장의 세부내용과 같은 중요한 정보

가 부족하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흔히 재무 보고와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든 것이

다. 따라서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기술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중앙 집중식 고장기록 데이터베이스는 설비의 특정 항목에서 주요 결함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용자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설비의 고장 징

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으로부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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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함이며, 충분한 자산관리 기반을 갖추지 못한 소규

모 전력계통사업자에게 커다란 이익이 될 수 있다. 사고 데이터에 관한 문헌은 CIGRE TB 

4227의 5.1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는 CIGRE TB 5978의 제3장에 나타나 있다. 

현대적인 자산관리 방법의 하나로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EMA)와 같

은 기술이 있다. 이러한 자산관리 방법은 자산의 성능이 나빠지는 다양한 모드와 이중에

서 어떤 것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어떤 종류의 점검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전력계통의 다양한 설비와 고장 특성으로 볼 때, 이런 분석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국제 표준은 전력계통 자산의 고장모드에 대한 기준과 고장의 

판별방법 및 유지보수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전력계통사업자가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유

지보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 표준은 설비에 대한 공통된 고장률과 고장모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목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과거 운전이력과 고장 정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는 특정 자산에 대해 예상되는 고장과 그 고장의 영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것

임을 증명하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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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자산관리 방

법으로 위험도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부분에 대해 전력

계통사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전력계통

사업자가 위험도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 들면 

4장 

위험도 분석 및
우선순위

●  거의 모든 전력계통사업자는 위험도 분석에서 설비의 고장을 고려하는 반면에, 응답자의 

약 15%만이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를 고려한다.

●  전력계통사업자의 약 15%만이 위험도 분석에서 인적 요소를 고려한다. (유지보수 중의 인적 

실수에서부터 테러 공격까지) 

●  전력계통사업자의 약 80%가 개별 자산에 초점을 맞춰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는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고, 그 시스템의 특정 부분이나 부품과 연관된 위험도를 분석한다.

●  응답자의 약 60%는 위험도 분석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위험도 매트릭스를 이용하며, 나머

지는 양적인 방법에서부터 질적인 평가까지의 기술을 혼합하여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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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위험도 분석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위험도 관리의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특정 위험도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위험도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위험도 매트릭스는 일반적으

로 “영향도”를 표현하는 축과 “발생 빈도(가능성)”를 표현하는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험도 매트릭스의 예는 그림 4-1 ~ 그림 4-3과 같다. (“영향도”는 “중요도”, “위험도”, “심각도”

로 나타내기도 한다)

CIGRE TB 422 6.2.37에는 네덜란드 계통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기록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위험도를 기록함으로써, 

자산관리자와 계통사업자는 공통된 언어로 위험도의 영향을 이해하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CIGRE TB 541 4.2 부록 B9를 참고한다.

⋮그림 4-1⋮ 위험도 매트릭스의 예 (IEC MSB 워크숍, ComEd 2015)

전형적인 송전망 유형

광역적인 영향(>25,000 고객)

낮은 발생빈도(>10년)

전형적인 배전망 유형

지역적인 영향(<5,000 고객)

높은 발생빈도(1~5년)

위험도 매트릭스 구성

영향도(중요도)

발생빈도(가능성)

High

High
Low

Low

4343

34

27

18

12

7

4

32

29

22

15

10

6

2

25

20

14

9

5

2

1

40

35

28

21

13

8

47

44

39

33

26

19

11

48

45

41

36

30

23

16

49

46

42

37

31

24

17

Funding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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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위험도 매트릭스(영향 평가)

일반적으로 위험도 매트릭스에서 영향도 축은 한가지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 같이 여러 항목을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항목은 그림 4-4 및 그림 4-5와 같이 영향의 심각성에 따라 평가되기도 하는

데, 네덜란드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사람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회사의 평판

●   법규 준수



338338    | IEC White Paper |

⋮그림 4-2⋮ 위험도 매트릭스의 예 (캐나다, BCTC, 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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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위험도 매트릭스의 예 (네덜란드, CIGRE TB 541 4.2장,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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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영향의 예 (CIGRE TB 422 4.37)

사고수준 안전 재정 신뢰도 환경

영향도

5등급
사망 총 영향도≥10만달러

고객시간손실

≥7백만

검찰고발 and/or 완화가 필요한 

환경적 사고

영향도

4등급
영구적 장애

5백만달러≤총 영향도

<10백만달러

3≤고객시간손실

<7백만

규제벌금 부과나 완화가 필요한 

환경적 사고

영향도

3등급

장기치료 부상/ 

일시적 장애

1백만달러≤총 영향도

<5백만달러

1≤고객시간손실

<3백만

장기간에 걸쳐 완화될 수 있는 환

경적 사고(>1년)

영향도

2등급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병

0.5백만달러≤총 영향도

<1백만달러

0.25≤고객시간손

실<1백만

단기간에 완화될 수 있는 환경적 

사고(<1년)

영향도

1등급

응급 치료가 필요

한 부상/병
총 영향도 <0.5백만달러

고객시간손실

<0.25백만
신고의무가 없는 환경사고

심
각
도

⋮그림 4-5⋮ 영향도 축의 예 (CIGRE TB 541 4.29)

최악 심각 위험 이상 요주의 주의 관심

안전
많은 

사상자

한명의 

사상자

심각한 

부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

입원이 필요없

는 부상

응급치료가 필요

한 사소한 부상

응급치료가 필요

없는 사소한 부상

품질 표 참고 표 참고 표 참고 표 참고 표 참고 표 참고 표 참고

재정
> 유로 

100,000K

유로

10,000K

-100,000K

유로

1,000K-

10,000K

유로100K

-1,000K

유로10K

-100K

유로1K

-10K
< 유로 1K

평판 관심 국가/정치
국가/지방/

지역
국가/정치

국가/지방/

지역
국가 지방/지역/소지역 소지역

원인 고의/사기 고의/사기 과실 과실 불가항력 불가항력 과실

환경 형법제재 소송 벌금
500m 이상의 

혼란

500m 이내의 

혼란

50m 이내의 

혼란

회사경계내 

방해

준법 형법제재 소송 벌금 배상금 부적합/경고 단체 불평 개별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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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RE TB 5419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의 예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

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 4-1과 같으며, CIGRE TB 38314를 참고한다.

●   에너지 사용

●   가공 송전

●   폐기물

●   SF6 가스 누기

●   CO2 가스 방출

●   기름 유출

⋮표 4-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14

에너지

EN3 1차 에너지원에 의한 직접적인 에너지 소비 3.1.1

EN5 1차 에너지원에 의한 직접적인 에너지 소비 3.1.1

(균형잡힌 환경을 위한) 생물의 다양성

EN11
보호구역 밖의 높은 생물의 다양성을 가진 지역과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소유, 임차, 관리하는 토지의 위치와 크기
3.1.3

EN12
보호구역 안팎의 높은 생물의 다양성을 가진 지역에서

활동,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중대한 영향도의 기술
3.1.3

EN14 바뀐 환경에서의 생물의 다양성과 이전 지역의 생물의 다양성과 비교 3.1.3

배기, 배출과 폐기물

EN16 중량별 총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 3.1.2

EN22 유형별/처리방법별 폐기물의 총 중량 3.1.4

EN23 중대한 유출의 총 수량 3.1.5

법규 준수

EN28 환경 법률/규정 불이행에 의한 벌금의 금융가치 및 비금융 제재의 총 수 

EN30 유형별 환경보호를 위한 총 지출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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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분석에서 고려하는 대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과거에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도 현대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위험도 매트릭스가 폭넓게 사용되면서, 그에 대한 응용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용 가능한 영향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도의 잠재적

인 모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험도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도를 

매트릭스에 의해 평가하기 보다는 직관에 따르게 되며, 결국 다른 평가방법을 통해 같은 

위험을 다르게 평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위험도 매트릭스와 그에 대한 응용을 감안할 때,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방식으

로 위험도 매트릭스를 표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표준은 모든 위험도 평가

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영향을 정의하는 것 등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표준

은 위험도 관리를 3개 카테고리(그리고 각 카테고리의 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

가의 최소 집단, 선택 집단 및 우수사례 집단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령, 기름 유출은 일부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고려되지만, 유도 간섭은 지중케이블 위험도 평가를 위한 필수 항

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수한 영향에 대해 만들어진 지표는 표준에서 만들어진 지표의 불확실한 문제점을 검

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

는 것에 비해 중요 영향으로 10,000 달러의 재정 손실을 반영할 수 있다. 표준은 여러 지

●   전도로 하부에 설치된 기름으로 채워진 케이블에서 기름의 누출

●   단락/지락 고장전류에 의한 통신선 유도 전압

●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거리

●   가공송전선로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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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규정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지표 자체를 확실히 규정할 수는 있

다. 예를 들어, 특정 통화의 관점에서 측정되는 경제적 영향 또는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사망과 같은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는 사람의 안전을 표준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별한 위험도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표준화함으로써, 전력계통사업

자는 위험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력계통사업자와 자산관리자는 상호간 

의사전달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4.1.2 위험도 매트릭스(빈도 분석)

영향 분석과 같이 사건의 가능한 빈도를 고려할 때 다양한 요소가 사용된다. 일반적으

로 빈도는 “지정된 년 수당 한 번” 또는 “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이러

한 지표 중 일부는 매우 드문 경우를 고려하기도 하는데, 그림 4-6의 우측에 보이는 것처

럼 10,000년에 1회 미만을 고려하기도 한다.

영향 분석과 같이 급격하게 변하는 특정 고장에 대한 빈도의 허용 가능한 수준을 표준

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표준은 최소(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로부터 

최고(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로 발생하는 고장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90%

1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50%

1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10%

1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1%

1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1%

⋮그림 4-6⋮ 위험도 매트릭스의 발생빈도 축의 예 (캐나다(좌측)13, 네덜란드(우축)7)

매우 자주 1년에 10회 이상

흔히 1년에 1회 이상

잦은 1-10년에 1회

개연성 있는 10-100년에 1회

가능한 100-1,000년에 1회

드문 1,000-10,000년에 1회

거의 불가능 10,000년에 1회 미만

발
생
가
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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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건전도 지수 ｜

설비가 운전에 투입될 수 있는지의 건전도를 평가할 때, 자산관리자의 핵심 과제는 설

비의 건전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위험도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좋은 접근방법은 건전도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4-7은 전력

용 변압기의 건전도 지수를 산출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건전도 지수에서는 설비의 상

태, 사용량, 수명, 열화 속도와 같은 파라미터에 가중치를 두고, 각 설비에 대한 건전도 점

수를 계산한다. CIGRE의 TB 422 5.47에서는 건전도 지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건전도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제 표준으로 하나의 접

근방법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표준은 샘플로 사용될 수 있는 최상의 건전도 지수 

계산방법의 예를 제공할 수 있다. 부록 D에 건전도 지수 계산에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의 

예를 나타내었다.

⋮그림 4-7⋮ 건전도 지수의 예 (IEC MSB 워크숍, ComE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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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계통 분석 ｜

송변전 설비는 흔히 병렬 및 이중 선로로 구성되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

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은 전체 전력계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이 보수 또는 교체를 필요로 할 때, 계통사업자는 아직 유지보

수가 필요 없는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하는 설비에 대해 보수 또는 교체를 고려할 

수 있다. 동일한 계통에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정전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교

체 작업 동안의 계통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일반적으로 자산관리자

가 계획정전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시설을 교체할 우선순위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인데, 그림 

4-8과 같이 설비상태나 위험도에 따라 각 계층별로 맵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획정전의 감소를 위해 인접 자산을 고려하는 것이 전력계통사업자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구역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자에게는 불필요한 계획정전과 비효

율적인 유지보수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은 전체 전력계통을 고려한 자

산관리 기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키고 계획정전을 줄일 

수 있다.

⋮그림 4-8⋮ 다양한 설비와 위험도 영향/요구조건을 나타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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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우선순위 ｜

자산관리자는 운전(또는 정지)과 관련된 위험도를 분석하고 계통에 설치된 설비의 상대

적인 건전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절한 대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다양한 대책

을 우선순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연구팀은 전력계통사업자

에 대해 우선순위 접근방법을 조사하였다.

4.4.1 건전도 지수를 이용한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한 가지 접근법은 건전도 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것이다. CIGRE TB 541 제4장, 부록 C9에는 캐나다 전력계통사업자가 건전도 지수

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례를 설명한다. 여기서 건전도 지수는 설비에서 고

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 계통사업자의 약 2/3는 정해진 순서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때 자본 대책, 운전 및 

유지보수 대책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나머지 전력계통사업자는 위험도 평가 및 대책의 

적시성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 모든 계통 사업자가 규제사항에 의해 발생되는 대책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약 33%

는 수요 증가에 의해 발생되는 대책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 대부분의 계통사업자가 자본 대책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으로 수요 증가, 노후 설비 및 용량 

증대를 검토하는 반면, 약 25%만이 안전문제를 고려한다.

● 상당수의 계통사업자는 자본과 운전 및 유지보수 대책 사이의 우선순위 선정에 위험도 분

석을 이용한다. 일부 사업자는 운전 및 유지보수에 따른 필수 자본 대책을  고려하는 반면, 

일부 사업자는 우선순위에 대한 예상 재정 수익을 계산한다.

● 특정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분석할 때, 거의 모든 전력계통사업자는 연결된 부하(병원

과 같은 중요 부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50%의 계통사업자는 자산이 연결된 전체적인 

계통의 특성(주거 또는 산업 지역 등 여부)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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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연수, 과거 고장이력 및 고장 데이터의 영향을 해석한다.

4.4.2 위험도 매트릭스를 이용한 우선순위

위험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CIGRE TB 541 5.29는 네덜

란드 전력계통사업자가 위험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각 항목의 결과 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여(우선적으로 경제적 분석으

로, 그렇지 않다면 양적 분석과 후속되는 수치적인 점수로) 최종 순위 점수를 결정하여 위험도 영

향과 발생확률을 평가한다. 

4.4.3 위험도 점수를 이용한 우선순위

시카고의 Commonwealth Edison은 위험도 점수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 Washington DC에 있는 IEC MSB 워크숍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Commonwealth 

Edison은 다음과 같이 점수를 평가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획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위험도를 평가한다.

●   안전

●   환경적인 영향

●   신뢰도

1) 시험도 평가를 수행한 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되는 항목의 범위가 지정된다. 예를 들

어, 가용 자금의 10%는 그림 4-9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교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 Commonwealth Edison은 송배전계통에서 전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한 것이 아니

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설비에 자금을 투자하여 효과를 최대화한다.

3) 또한 모델은 향후 몇 년 동안 교체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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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우선순위 및 표준

위의 3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력계통사업자는 자산관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

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많은 대안적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즉 이러한 우

선순위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의 확립 부족을 감안할 때, 국제 표준으로 우선순위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책의 우선순위는 전력계통

사업자의 중요한 업무이며, 만약 가장 좋은 방법이 도입되고 표준화된 접근방식을 참조

할 수 있는 경우에 전력계통사업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촉진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의 역할은 전력계통사업자가 그들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접근방법과 상세한 사례 연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9⋮ 장기계획과 우선순위 (IEC MSB 워크숍, ComE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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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중장기 전략 및 기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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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평준화되지 않은 교체 계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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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평준화된 교체 계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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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의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안정적인 투자/지출 환경을 유지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CIGRE의 TB 541 4.1.3.39에서는 자산관리를 몇 년 동안 검토한 캐

나다 전력계통사업자의 사례를 보여 준다. 전력계통사업자가 앞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세부 항목에서 단순히 건전도 지수를 이용하여 자산관리 계획을 준비하게 된다면, 수행

해야 할 작업의 양은 그림 4-10과 같이 매우 편중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회계 연도

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4-11과 같이 수년에 걸쳐 교체계획을 평준화함으로써, 교체계획의 편중에 따른 

경제적, 안전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인 위험도의 증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모든 당사자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CIGRE TB 422의 6.47는 수년에 걸친 목표의 평준화와 중장기 자산관리 전략을 요약

한 것이다. 참고문헌에서 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전략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수립된다.

또한 광범위한 고려 사항으로 전력계통사업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계획에는 설비 공급업체와 가용 자료나 인력을 포함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자산관리 계획은 가용 소요인력에서부터 예산, 고객 성향의 장기적인 관점

을 포함해야 한다. 국제 표준은 이러한 계획을 전력계통사업자나 이해관계자를 위해 최

상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CIGRE TB 4227는 잠재적 표준의 예를 

통해 사례 연구와 예시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1) 각 설비의 현재 상태 평가

2) 각 설비의 열화 모델 작성

3) 인력이나 예산의 가용성과 같은 제약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산관리 대책의 시뮬레이션

4) 직원, 고객 및 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그림 4-12 참조)

5) 시뮬레이션 결과 및 차후 의사 결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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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종합적 자산관리 전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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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자산관리는 계통 전반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대한 관리와 같이 단기적인 것인 

반면, 자산소유자는 단기적인 자산관리의 실행과 제약에 대해 균형을 맞추고, 사업의 장

기적인 성공을 위한 투자 결정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CIGRE TB 4227 제4장에는 자산소유자의 전형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개요가 나타나 

있다. 이 참고문헌에는 일반적인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투자 결정, 규제사항

에 대한 사업 수익률의 균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의 장기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자산소유자가 사용하는 측정 및 평가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 5.1 신뢰도 지표 ｜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전력계통의 신뢰도에 미치

는 영향이다. 신뢰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5장 

자산소유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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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RE의 TB 367 1.3 및 2.415에 세계 각국의 신뢰도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 지표는 

송전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그들의 시스템 성능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규제 절차로 자주 사용되며, 조직간 벤치마킹을 제공한다. 성능은 사업자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5-1은 유럽 국가에 대한 SAIDI 데이터를 보여 주며, 여기서 

정전시간은 20 분보다 작거나 500 분을 넘는 범위일 수 있다16. 

SAIDI, SAIFI 및 정전과 같은 지표가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성능

을 점검하고 다른 기업의 성능과 비교하는데 이용될 경우, 이 접근방법에는 심각한 문제

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지표에 대한 정의는 조직 및 규제 관할 구역에 따라 서

로 다르다.

예를 들어, 송전계통의 SAIDI인 “T-SAIDI”는

T-SAIDI = ∑ 고객 정전 기간 / 공급개소 총 수

한편, 배전계통에서 SAIDI는

SAIDI = ∑ 고객 정전 기간 / 고객의 총수

● 시스템/고객 손실시간, 시스템당 평균 정전시간지수(SAIDI), 시스템당 평균 정전빈도지수

(SAIFI), 주요 이벤트 수, 공급 중단 이벤트 수, 공급 상실 이벤트 수, 공급개소의 총 수에 대한 

비공급 전력 등과 같은 정전 실적 측정

● 가용/비가용측정(예를 들어, 연간 평균 가용성, 송전 연속성)

● 전력품질 성능 측정(예를 들어, 전압 크기/변동률, 전압 불균형, 정전압 비율, 전체 고조파 왜형)

● 교란측정(예를 들어, 선로고장/사고/정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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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AIDI와 SAIFI에 대한 정의는 유럽의 국가별로 미묘하게 다르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정의는 각 국가 CEER 보고서17에 설명되어 있다.

● 지속시간이 짧은 정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예고된 전력공급 중단(정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대규모 재해가 가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5-1⋮ 유럽 SAIDI 데이터15

고객이 연결되어 있는 배전망의 년 평균 정전시간

※LATVIA: 2011년에는 944분, 2008년 이후 평균 853분

최근 년도(2012년이 아닌 경우 별도 표시)

•Hormorized total SAIDI: 저압고객에 대한 년간 평균 정전시간, 모든 정전 고려

•Non-harmonized 평균 연간 정전시간, 모든 정전 고려

저압 전력계통에서 사고로 발생된 정전은 고려되지 않거나, 연간 평균 정전시간은 중전압 고객과 평균 소비에 의해 가중됨

→ “Harmonized total SAIDI”에 비해 10~20% 과소평가 가능성 있음

2008년 이후 평균(데이터 유효 년도에 한함)

최근 년도(2012년이 아닌 경우 별도 표시)

2008년 이후 평균(데이터 유효 년도에 한함)

LUXEMBURG

DENMARK

GERMANY

THE NETHERLANDS

SWITZERLAND

AUSTRIA

UK

FRANCE

SPAIN-2011

SWEDEN

FINLAND

NORWAY

ITALY

IRELAND-2010

PORTUGAL

SLOVENIA

HUNGARY

CZECH REPUBLIC

MALTA

GREECE-2011

LITHUANIA

ESTONIA

POLAND

LATVIA-2011

50 150 250 350 4500 100 200 300 400 50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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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산업 성능 지표를 정의함에 있어 다양성을 일치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송

전계통 및 배전계통의 성능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힘들다. 국제 표준은 이러한 다양성

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IEEE 136618에 SAIDI와 SAIFI 등의 지표가 정의되어 있다. 이 표준은 아시아의 일

부 지역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국제 표준의 제정이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지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미 다양한 산업에 제안되어 있으며, 다음 

지표는 송전과 관련된 대형 전력계통에 관한 것으로, 연구팀은 세계 각국의 전력계통사

업자가 어떤 신뢰도 지표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IEC에 의한 표준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계는 신뢰도 

목표를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송전사업자는 종종 N-1 신뢰도를 목표로 하며, 이는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계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벤트 발생에 따른 부하손실

- 부하손실 50 MW 이상

- MW 손실

- 영향 받은 고객 수

● 접속 주파수 응답

● 주파수 저하에 따른 부하

● 시스템 전압 성능

● 접속 신뢰도 운영 제한/시스템 운영 제한(IROL/SOL) 초과

● 보호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송전 정지

● 구성요소의 가용 비율(APC)

● 송전계통 비가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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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송전사업자는 전력공급 중단 없이 2개소 고장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을 의

미하는 N-2 신뢰도를 목표로 하며, 반면 배전사업자는 어떠한 고장도 정전을 유발하는 

N-0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중에서 전력계통사업자는 가능성이 가장 큰 목표

를 선택해야 하지만,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표준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

로 국제 표준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신뢰도 지표 및 산출 방법을 조화시키기 위해 IEC와 

같은 조직의 실행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공통된 언어와 이해

를 바탕으로, 전력계통사업자와 이해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계통의 성능을 비교하

고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5.2 재무 지표 ｜

재무 지표는 자산관리에 있어 전력계통사업자가 사용하는 하나의 중요한 장기성과 지

표이다. CIGRE의 TB 367 부록 B15에는 19개 송전 및 배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재무 지표

의 예가 나타나 있다. 연구팀이 세계 각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재무 지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세금 전/후 당기 순이익 

● 신용 등급

●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분할상환금

(EBITDA)

● 영업 현금

●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

● 자기자본 이익률

● 현금 흐름(예측 정확성)

● 관리 가능한 단위 원가법

● 경제적 부가가치

● 영업 이익

● 이자 보상

● 부채 / 자본 비율

● 자본 조달 비율

● 순이익 비율

● 최소 지급 여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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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세 전/후 순이익이다. 이러한 지표는 일

반 회계규칙, 회계규정 및 재무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 5.3 안전 ｜

직원과 고객의 안전성은 전 세계 전력계통사업자 대부분이 고려하는 가장 높은 우선순

위이므로, 자산관리 실행이나 자산관리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안

전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 안전지표의 범위는 CIGRE TB 367 부록 B15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표의 대부분은 비슷한 영향을 나타내므로 쉽게 전 세계 전력사업자의 지표로 

일치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동일한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의는 국가 및 조직에 

따라 변한다. 표준은 배전 및 송전사업자가 건전도 및 안전도 측정을 구분하고, 이러한 

계산 방법의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재해 강도율

● 부상 손실시간 빈도율(또는 사고 손실

시간율)

● 재해빈도율

● 재해율

● 예방가능 차량 사고

● 보안관리 시스템 활동

● 총 재해율

● 장애 재해사고 발생률

● 장애 및 의료 조치 재해

● 빈도 심각도 지수

● 의료 설문조사

● 질병 직원의 평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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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고객에 미치는 영향 ｜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전력계통사업자가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장기 지

표 중 하나이다.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을 측정하지만, 어떻게 계산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CIGRE의 TB 367 부록 B15에 고객 만족을 해석하는 방법

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에너지 고객을 지정하거나, 또는 전력

계통사업자의 공개 혹은 비공개적인 이해관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만족은 고객/

이해관계자의 회의, 상세한 설문조사 등의 몇 가지 측정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분명히 고객 만족에 대한 이해는 전력계통사업자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 고객 만족은 어쩌면 전력계통 사업에서는 가장 완성되지 않은 지표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평가 방법의 다양성과 고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서 차이가 있

기 때문에,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하게 규정된 정의와 더불어 주요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 5.5 직원에 미치는 영향 ｜

직원은 전력계통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전력계통 사업에서 직원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장기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구팀이 지표와 관

련하여 전력계통사업자를 조사할 때, 4개 회사는 직원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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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사업 전반에 걸쳐 직원 만족도의 이해와 복지 향상 추진에 있어,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일련의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5.6 자산 공급 사슬을 위한 자산관리 표준 ｜

전력계통 사업에서 자산관리를 고려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설비 제작사 및 계

약업체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산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백서에서는 전력

계통사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자산관리의 어려움을  설명하지만, 설비 제작사는 자신들만

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제작사는 최고의 구매 패턴을 갖는 장기적인 사업전략을 운

영하려고 한다. 그들은 변화하는 기술을 추종하면서, 이전부터 이어져 온 설비에 대한 서

비스 능력을 유지하고, 자본집약적인 제작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제작사는 종종 

고령 인력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같은 인적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제작

사는 사용자 또는 구매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장률이나 현재의 기술적 요구

● 고용 계약 지표 - 긴밀한 제휴, 자

원, 동기 부여(ACRM)

● 직원 설문 지수

● 인당 연간 교육 일수

● 인당 평균 연간 병으로 인한 휴가 

일수 - 병가

● 인적 자원 개발 전략 및 활동

● 승계 관리

● 직원 유지 전략 및 계획

● 인적 자원의 지속 가능성 지수

● 인종 평등

● 남녀 평등

●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 회사 의료 설문조사

● 외부 지원자에 의해 채워진 비초

보 수준(NEL) 직책의 백분율

● 전력계통 사업장에 계획된 그룹

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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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파악하고, 설비의 특정 항목(긴 제작기간이 소요되는 등)에 대해 가능성 있는 미래의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제작사는 그들의 내부제약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전력계통 사업과 건전한 전력계통 자산관리 사슬의 핵심 요소인 설비 제작사 간의 정

보 공유를 위해, 표준은 의사소통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백서의 앞 장에서 

다루어진 거의 모든 표준은 설비 제작사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설비 제작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주목해야 한

다. 성능 지표와 용어의 공통적인 정의를 통해 의사 교환을 용이하게 하거나, 고장 및 고

장 특성의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자산관리 표준은 송전 및 배

전 생태계 전체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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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력계통 자산관리의 어려움은 국제 표준 또는 사양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이다.

｜ 6.1 ISO 55000 시리즈 및 PAS 55 ｜

ISO 55000 시리즈(ISO 55000, ISO 55001 및 ISO 55002)는 잘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자산

관리 표준으로 2014년에서 제정되었고, 이는 영국표준협회에 의해 제정된 PAS 55 표준

을 참고하였다. 

사실상 이 표준의 관리대상은 대형 물적 자산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 부분의 가스, 전

기, 물 이외에도 교통 및 항공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ISO 55001의 최소 2개 절은 본 백서의 제안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장 

기존 표준과 
지침

● 6.1절 : 자산의 고장과 고장 이후의 영향에 대해 조직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

할 것이다. 본 백서의 제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와 어떻게 표준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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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사업자는 ISO 55001과 관련된 규격의 적용에 있어 보다 많은 의견을 다음에

서 참고할 수 있다.

｜ 6.2 기타 표준 ｜

ISO 55000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표준과 상호 조합한 적용을 제안했다.

● 2.1절 CIGRE TB 5978, ISO 55000 시리즈의 전기부분 응용기술

● 4.1절 CIGRE TB 5978, TenneT와 ISO 55000

● 5.2.2절 CIGRE TB 5978, ISO 55000의 추천 ETCs 적용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사용을 위한 지침

● ISO 50001 에너지 관리시스템 - 사용에 대한 지침과 요구사항

● ISO 31000 위험도 관리 - 원리 및 지침

● ISO/IEC 17021 적합성 평가 -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의 인증기관을 위한 요구사항

● ISO/IEC 19770 정보 기술 - IT 자산관리

● ASTM E53 자산관리 표준

● 유지 관리 및 자산관리 간행물에 대한 글로벌 포럼

● 유지보수 및 신뢰도 전문가 간행물을 위한 협회

● 연구소 자산관리의 지식단체

을 지원할 수 있는지, 자산관리에 대한 우선순위 등의 권장사항을 다루고 있다.

● 9.1절 : 감시와 측정이 수행될 때나 감시와 측정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때, 조직은 감시

를 위한 방법과 무엇이 감시되고 측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권장사항은 본 백

서의 제3장 및 제4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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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의 여러 표준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

｜ 6.3 표준화 - 배제하는 것 ｜

연구팀은 표준 또는 지침이 자산관리 절차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팀은 전력계통사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표준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IEC 60300 신뢰도 관리

● IEC 60812 시스템 신뢰도를 위한 분석 기법 -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 절차

● ISO/IEC 31010 위험도 관리 - 위험 평가 기법

● IEC 61025 고장 트리 분석

● IEC 61078 신뢰도를 위한 분석 기법 - 신뢰도블록도 및 연산법

● IEC 61649 와이블(Weibull) 분석

● IEC 60706 유지 관리 설비

● IEC 61850 전력회사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

● IEC 61968-11 전력회사에서 응용 프로그램 통합 - 배포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 11절 : 배포를 위한 공통 정보 모델 확장

● IEC 61970-452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 

                             - 452절 : CIM 모델 교환 사양

● IEEE 1366 전력계통 신뢰도 지수를 위한 IEEE 가이드

● 전력계통사업자는 그들의 사업과 특수한 여건에 대해 무료로 관리해 주길 원한다. 표준은 

특수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그러

나 표준은 특정한 자산관리 실행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전력공급 신뢰도와 성능 지표는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하나의 특정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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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정하면 안 된다. 전력계통사업자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도 지표의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반면 어떤 사업 업무를 설명함에 있어 표준이 과도하게 규범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특정 신뢰도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력계통사

업자나 이해관계자는 그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신뢰도 등급 결정을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계획에 따라야 한다.

● IEC에 의한 국제 표준은 송전 및 배전계통 자산관리의 도전에 대해 기술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산관리를 위한 최적의 관리 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고려사항은 ISO 55000 

시리즈와 같은 일반적인 표준이 정하도록 두어야 한다.

● 전력계통 및 배전사업은 현재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분산발전의 대량 흡수와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까지 놀라운 변화의 시기에 있으며, 표준화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산업, 기술 및 사

업의 실행과 병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365| 08. 전력계통의 전략적 자산관리 |    365

전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은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중에서 전력

계통 사업 CEO가 제시한 첫 번째가 자산관리에 대한 것이다. 전력계통사업자와 이해관

계자는 예상수명이 가까워진 자산의 보유여부, 규제사항 또는 유지보수에 대한 자금조

달, 인력의 고령화 등의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전원공급 품

질과 신뢰도, 금융비용 및 미래의 사업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산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이 있지만, 전력계통의 자산관리를 위해 광범위

하게 수용 가능한 표준이나 실행방법은 아주 미흡하다. 자신들의 시스템 성능에 대해 평

가할 지표를 어떻게 계산할지, 노후자산의 고장 가능성과 다양한 자산관리 방법 중에 어

떤 것을 우선시할지, 전 세계적으로 전력계통사업자는 자산관리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다른 접근방식과 실행방법을 채택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일부는 전력계

통사업자가 주어진 환경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반면에, 통일되지 않은 현재의 방법은 자

산관리 절차에 대한 우수사례의 전반적인 부족과, 심지어 현재의 전력계통 사업 실행이

나 성능에 걸쳐 벤치마킹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IEC와 같은 조직에 의한 국제 표준이나 지침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전력계통 자산

관리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 표준이나 

7장 

결론 및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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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전력계통사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을 준다.

본 백서는 전력계통사업자가 자산관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행에 기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제 표준을 제안했다. 새로운 IEC 국제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자산의 상태와 연령에 대한 평가를 위한 공통된 표준이 제정되면, 전 세계 전력계통사

업자는 규제기관, 정부 및 대중의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자산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을 갖는 것은 자산관리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한 지침을 참

조할 수 있게 되어, 전력계통사업자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자산관리 및 투자결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증가시킨다.

● 자산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을 갖는 것은 전력계통사업자가 다른 지역이나 관할권의 회

사에 대해 벤치마킹할 수 있다.

● 자산관리에 대한 표준을 갖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자산관리의 우수사례와 방법

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의사소통 및 교육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 주요 설비의 점검, 진단방법 및 기준

● 사고 및 설비 고장 데이터의 측정 

- 분석방법 및 일반적인 열화 모델 또는 주요 설비의 고장

- 교체에서부터 부분적인 교체 또는 개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설비 보수에 대한 우수사례

● 주요 설비의 수명 추정방법

● 수명주기 비용 계산

● 위험 평가 방법

● 주요 설비에 대한 건전도 지수의 계산

● 자산관리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방법

● 시스템 성능 지표(CAIDI, SAIDI, SAIF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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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주요 권고사항 ｜

본 백서에서는 전력계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자산현황과 자산관리 실행방법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IEC와 이해관계자는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부록 A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자산의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항목과 

주기에 대한 사례를 제공한다.

1) 전력계통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재 시스템의 성능에 관해 공통의 언어를 제시하기 위해 상세

한 국제 표준 또는 지침의 제정을 고려한다. SAIDI 및 SAIFI와 같은 지표는 전력계통 성능의 

벤치마킹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2) 중앙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련된 시스템의 도입으로 주요 전력계통 설비의 유지보수 문서, 

고장 정보 및 과거 성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양한 설비 고장(다른 제작사 등의 자

료)이나 보수의 사례, 예비품의 자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데이터베

이스를 갖는 것은 전체 전력계통 사업에(특히 수명이 다해 가는 설비) 도움이 된다.

3) 전력계통에 대한 성능 또는 신뢰도 목표를 등급화하기 위한 국제 표준의 도입을 고려한다. 

이러한 표준은 전력계통사업자가 그들의 목표 성능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떤 성능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산관리의 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다. 

4) 전력계통사업자를 위한 자산관리의 절차의 표준이나 지침에 대한 폭 넓은 범위의 도입을 

조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능에 대한 국제 표준 또는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a) 주요 설비의 점검, 진단방법 및 기준

b) 사고 및 설비 고장 데이터의 측정 

c) 교체에서부터 부분적인 교체 또는 개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설비 보수에 대한 우수사례

d) 주요 설비의 수명 추정방법

e) 수명주기 비용 계산

f) 위험 평가 방법

g) 주요 설비에 대한 건전도 지수의 계산

h) 자산관리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방법

5) 많은 경우, 위에 제시한 표준은 처음부터 또는 단독으로 개발할 필요는 없다. 자산관리를 

위한 많은 지침이 이미 CIGRE와 같은 기관에 의해 관련된 기술적 문헌이나 자산관리 절차

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 표준이나 지침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헌을 참고하는 것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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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다. 반면 CIGRE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술적 문헌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문헌과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IEC와 CIGRE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6) 전 세계적으로 전력계통의 자산관리 실행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의 도입에 대

한 중대한 기회가 있는 반면, 이러한 조화가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들의 사업이나 운전

환경에 적합한 실행을 위해 충분한 자유를 보장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실행의 범위(예를 들어, 서로 다른 신뢰도 목표)를 제공하는 표준이나, 광범위한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제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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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자산의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항목과 

주기에 대한 사례를 제공한다.

｜ A.1 변압기 ｜

CIGRE TB 44519는 표 A-1과 같이 전력용 변압기의 전형적인 유지보수 항목과 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표 A-2는 변압기의 전기적 시험이나 가스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적인 고장 목록이다. 표 A-2와 더불어 절연지 중합도 저하, 권선 체결력 저하, 절연유 유

동대전 등은 전력용 변압기의 열화 모드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장에 대한 진단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록A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절차,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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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점검주기

비고
보통 주의 요주의

순시 6개월 1개월 1일 활선

상세 육안점검 1년 3개월 2주 활선

가스분석 2년 1년 2개월 모니터링에 따라 주기 다름

절연유 시험 6년 2년 1년

냉각장치 청소 상태에 따라 상태에 따라 언제든 정전 필요

부속품 확인 12년 또는 상태 6~8년 1~2년 휴전작업

기본 전기적 시험 상태에 따라 상태에 따라 언제든 휴전작업

절연 시험(DF/PF) 상태에 따라 6~8년 2~4년 휴전작업

OLTC 내부점검 12년 6~8년 4년 동작횟수와 제작사 권고 고려

⋮표 A-1⋮ 전력용 변압기 유지보수 주기19

⋮표 A-2⋮ 전기적 시험과 가스분석 진단 매트릭스19

문제 유형

권선 형상

권선비

정전용량과 유전정접(DF)/절연역률(PF)

철심 접지 시험

주파수 분광기

자기회로 무결성

권선/부싱/OLTC 연속성

권선 저항

누설 리액턴스

표유손 주파수 응답

회복전압 시험

부분방전 측정(음향적)

자기회로 절연

권선 선간 절연

여자(자화) 전류

절연 저항

분극/분극소거 시험

주파수 응답 시험(FRA)

부분방전 측정(전기적)

부분방전 측정(UHF)

가스분석

진단 기술

기본

전기적

시험

향상된

전기적

시험

권선/부싱/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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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지 중합도 저하

절연지의 대략적인 강도는 절연지에 함유된 Furfural, CO, CO2, 아세톤 등의 총량을 측

정하는 중합도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진단방법은 메탄올의 양에 기초한 강

도 추정이 제시되어 왔다.

권선 체결력 저하

CO와 CO2에 기초한 권선의 잔존 체결력을 추정하는 방법이 일본에서 연구되고 있다. 

체결내력은 초기 체결력과 저하 진단의 결과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열화된 변압기 절연유에서의 유동대전

유동대전에 의한 변압기 위험도를 평가하는 진단방법이 일본에서 제안되었고, 표 A-3

과 같이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등급 분류 개념
평가항목

축적 가능 전하밀도 열화 조건

Ⅰ
열화에 의한 위험이 증가되어 현재 또
는 가까운 미래에 정전기적 방전 가능
성이 잠재되어 있는 변압기

•60 nC/㎠ 미만
• 60 nC/㎠ 이상 80 nC/㎠ 미만, 

20년 이상 사용

•약간량의 C2H2 검출
• 통전도가 제어 가능한 값을 

상회

Ⅱ
현재는 정전기적 방전 가능성이 낮지
만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 60 nC/㎠ 이상 80 nC/㎠ 미만, 
20년 미만 사용

Ⅲ
현재에는 정전기적 방전 가능성이 없
으며 미래에도 낮은 변압기

•80 nC/㎠ 이상

⋮표 A-3⋮ 유동대전에 대한 변압기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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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가스차단기 ｜

CIGRE TB 16519와 같이 차단기에 대한 대부분의 유지보수는 시간 기준에 따른다. 

CIGRE TB 38123에 보고된 전형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그림 A-1과 표 A-4에 나타내었다.

점검 및 유지보수 방법

(시간경과 또는 마모에 따른) 비 고

기간 마모

육안점검(8년 경과)
• 차단기 운전상태 유지; 공급 Bay는 다른 

설비와 격리되어야 함
• 구획 개방 불필요

육안점검(16년 경과) • 차단기: 기계적 동작 3,000회 이상
• 차단기 운전상태 유지; 공급 Bay는 다른 

설비와 격리되어야 함
• 구획 개방 불필요

주요 점검(24년 경과)

• 차단기: 기계적 동작 6,000회 이상
• 고속 접지개폐기 및 접지개폐기: 기계

적 동작 2,000회 이상 
• 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모듈: 기계적 동

작 2,000회 이상

• 차단기 운전상태에서 제거; 작업에 포함
된 양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체적  휴전

• 가스 구획 개방 필요

접점 점검

• 차단기: 4.1에 따른 고장전류의 허용 차
단회수에 도달한 경우

• 고장전류 차단 6,000회 이상
• 고속 접지개폐기: 활선부 접속 2회 이상

• 모듈 격리 필요
• 가스 구획 개방

육안점검(32년 경과) 점검 유지보수 일정 반복

⋮표 A-4⋮ 전형적인 차단기 유지보수 및 점검

Time based
55%

Condition based
8%

Run to failure
0%

Combination
37%

Other
0%

⋮그림 A-1⋮ 차단기 유지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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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절연케이블 ｜

CIGRE TB 35812은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결함의 종류를 A-5와 같이 분류하

였으며, 이와 관련된 유지보수 방법은 CIGRE TB 27910를 참조하여 표 A-6에서 표 A-9

에 나타내었다.

결함종류
유입

케이블
고압

유입케이블
가스

압력케이블

압출
케이블
(XLPE)

1 제3자에 의한 케이블 손상 X X X X

2
제3자에 의한 방식층 손상으로 비틀림, 외부 절연
유, 솔벤트, 역청의 오손

X X

3 제3자에 의한 금속시스 손상으로 부식 또는 약화 X X

4 절연체 내부 수분 침투 X X

5
교통 밀집/하층토 불량/불안정한 대지에 의한 케이
블 거동에 따른 외부 손상

X X

6
대지변화, 열 수축/팽창, 부적절 클램핑에 의한 외부 
기계적 스트레스

X X

7
중간 및 종단 접속함에 국부적 전계 증가를 초래하
는 조립 불량

X X X X

8 종단 접속함 절연유 누유 X X X X

9 열주기 또는 부적절한 클램핑에 의한 케이블 거동 X X

10 링크박스 내 수분 침투 X X

11 강제 냉각 시스템 고장 X X X X

12 부식에 의한 누유 또는 스틸 파이프 손상 X X

13
급유관, 오일 저장탱크, 오일펌프 시스템, 압력 게이
지 고장으로 인한 가스 주입 및 압력장치 고장

X X

⋮표 A-5⋮ 절연케이블 형태에 따른 가장 공통적인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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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안 방법 결함 원인 성능
온라인/
오프라인

1) 케이블 루트 조사
   (제3자의 작업 관측)

케이블 루트 주변 제3자 
작업 관측을 위한 케이
블 루트 육안 조사

제3자에 의한 케이블 손
상 예방

확립 온라인

2)  절연유 압력저하 
     측정

오일압력 연속 측정 
또는 압력 저하 알람

금속시스 손상
종단 접속함 누유

확립 온라인

3) 방식층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에 의한 방
식층 절연저항 측정 결
함 위치 추정 및 복구

외부 방식층 손상 확립 오프라인

4) 온도 측정
광섬유에 의한 케이
블 구간 분포온도측정
(DTS)

온도상승에 의한 열적 
열화 
냉각 시스템 고장

확립
단, 시스템 설계에 광섬
유 설치 필요

온라인

5) 부분방전 측정 케이블 시스템 방전 측정
절연체 손상 및 절연체 
성능저하

개발 중
시스템 설계에 따라 유
효성 차이 있음

온라인/오프
라인

6)  절연유의 화학 및 
     물리적 분석

케이블 시스템으로부터 
절연유 샘플 채취 시험
항목
- 유중 가스분석
- 유전정접
- 수분함유량
- 이물 등

절연체 열적 열화
(다양한 원인있음)

확립
(정기적인 시험 시행)

오프라인

7) 접속함의 X-ray 
     점검

접속함 X-ray 점검
케이블 거동에 의한 접
속 플러그 오류
접속부 불안정 조립

확립
단, 인체 유해성,  안전
성 문제, 제한적 적용

오프라인

8) 케이블 시스템 점검
손상, 누유, 부식 등에 
대한 케이블 시스템의 
모든 요소의 육안 점검

손상, 누유, 부식 등 확립 온라인

9)  급유관 수축에 대한
      종단 접속함 점검

내부 점검 및 관 변동 
측정

관 분리에 의한 케이블 
거동

확립 오프라인

10)  정기적인 게이지 
       유지보수 및 교정
        게이지 경보 기능
       정기 시험

수압 게이지/센서경보 
접점
제어실 장치를 위한 압
력 경보시험

경보 시스템 고장 예방
경보 알람 오동작 예방

확립 오프라인

11) 시스 전압 제한기  
      시험

시스 전압 측정 SVL 고장 건전성 시험 오프라인

12) 본딩 시스템 시험
절연저항, 순환전류 측
정에 의한 본딩 시스템 
건전성 확인

크로스 본딩 기능 상실 확립 오프라인

⋮표 A-6⋮ 저압 유입 케이블 진단방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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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안 방법 결함 원인 성능
온라인/
오프라인

1) 케이블 루트 조사
   (제3자의 작업 관측)

케이블 루트 주변 제 3자 
작업 관측을 위한 케이
블 루트 육안 조사

제3자에 의한 케이블 손
상 예방

확립 온라인

2)  절연유 압력저하 
     측정

오일압력 연속 측정 
또는 압력 저하 알람

단말 스틸 파이프 손상, 
누유

확립 온라인

3) 파이프 코팅에 대한 
     전기시험

케이블 자켓 절연저항 스틸 파이프 손상 개발 중 오프라인

4) 음극 방지 시스템
     점검

파이프 대지전위 측정 스틸 파이프 손상

음극 방지 설치 및 적절
한 운영
경향 분석시 더욱 효과
적임

온라인

5) 온도 측정
광섬유에 의한 케이블 구
간 분포온도측정(DTS)

온도상승에 의한 열적 
열화
냉각 시스템 고장

확립
단, 시스템 설계에 광섬
유 설치 필요

온라인

6)  되메움재 열특성 조사
케이블 부근 되메움재
의 열저항율 측정

과부하, 단락, 핫스팟에 
의한 절연물의 열적 열화

의심 개소에서 효율적임 온라인

7) 함침지의 화학 및 
     물리적 분석

측정 항목
- 내절 강도
- 인열 강도
- 파열 강도
- 중합도
- 파괴 범위
- 인장 강도

절연체 열적 열화
(다양한 원인있음)

확립
단, 케이블 수명이 확실
치 않을 경우 시험결과 
해석은 명확치 않음

오프라인

8) 접속함의 X-ray 점검 접속함 X-ray 점검
케이블 거동에 의한 접
속 플러그 오류
접속부 불안정 조립

확립

단, 인체 유해성, 안전성 

문제, 제한적 적용

오프라인

9)  케이블 시스템 점검
손상, 누유, 부식 등에 
대한 케이블 시스템의 
모든 요소의 육안 점검

손상, 누유, 부식 등 확립 온라인

10)  급유관 수축에 대
한 종단접속함 점검

내부 점검 및 관 변동 측정
관 분리에 의한 케이블
의 변동

확립 오프라인

11) 펌핑 시스템 점검
유압 경보시 펌프, 급유
관의 기계적, 육안점검

오일 펌프 시스템 고장 매우 효과적 오프라인

12)  정기적인 게이지 

유지보수 및 교정 
게이지 경보 기능 
정기 시험

수압 게이지/센서 경보 
접점
제어실 장치를 위한 압
력 경보시험

경보 시스템 고장 예방

경보 알람 오동작 예방
확립 오프라인

⋮표 A-7⋮ 고압 유입 케이블 진단방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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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안 방법 결함 원인 성능
온라인/
오프라인

1) 케이블 루트 조사
   (제3자의 작업 관측)

케이블 루트 주변 제3자 
작업 관측을 위한 케이
블 루트 육안 조사

제3자에 의한 케이블 손
상 예방

확립 온라인

2)  가스 압력저하 측정
가스 압력의 연속 측정 
또는 저압경보 

단말 스틸 파이프 손상
에 의한 누기

확립 온라인

3)  파이프 코팅에 대한 
전기시험

케이블 자켓 절연저항 스틸 파이프 손상 개발 중 오프라인

4)  음극 보호 시스템 
점검

파이프 대지전위 측정 스틸 파이프 손상

음극 보호장치 설치 및 
적절한 운영
경향 분석시 더욱 효과
적임

온라인

5) 온도 측정
광섬유에 의한 케이블 구
간 분포온도측정(DTS)

온도상승에 의한 열적 
열화
냉각 시스템 고장

확립
단, 시스템 설계에 광섬
유 설치 필요

온라인

6)  되메움재 열특성 
조사

케이블 부근 되메움재
의 열저항율 측정

과부하, 단락, 핫스팟에 
의한 절연물의 열적 열화

의심 개소에서 효율적임 온라인

7) 함침지의 화학 및 
     물리적 분석

측정 항목
- 내절 강도
- 인열 강도
- 파열 강도
- 중합도
- 파괴 범위
- 인장 강도

절연체 열적 열화
(다양한 원인 있음)

확립
단, 케이블 수명이 확실
치 않을 경우 시험결과 
해석은 명확치 않음

오프라인

8) 접속함의 X-ray 점검 접속함 X-ray 점검
케이블 거동에 의한 접
속 플러그 오류
접속부 불안정 조립

확립
단, 인체 유해성,  안전
성 문제, 제한적 적용

오프라인

9)  케이블 시스템 점검
손상, 누기, 부식 등에 
대한 케이블 시스템의 
모든 요소의 육안 점검

손상, 누기, 부식 등 확립 온라인

10)  가스관 수축에 대
한 종단접속함 점검

내부 점검 및 관 변동 측정
관 분리에 의한 케이블
의 변동

확립 오프라인

11)  정기적인 게이지 
유지보수 및 교정 
게이지 경보 기능 
정기 시험

수압 게이지/센서 경보 
접점
제어실 장치를 위한 압
력 경보시험

경보 시스템 고장 예방
경보 알람 오동작 예방

확립 오프라인

⋮표 A-8⋮ 가스 압력 케이블 진단방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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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안 방법 결함 원인 성능
온라인/
오프라인

1) 케이블 루트 조사
   (제3자의 작업 관측)

케이블 루트 주변 제3자 
작업 관측을 위한 케이
블 루트 육안 조사

제3자에 의한 케이블 손
상 예방

확립 온라인

2)  방식층 내전압시험
내전압 시험에 의한 방
식층 절연저항 측정
결함 위치 추정 및 복구

외부 방식층 손상 확립 오프라인

3)  유전정접 측정 역률증가 측정 절연체 내부 수분침투

개발 중
유전정접 측정은 배전
케이블 대상으로 개발 
초고압 케이블에 적용 
불가

오프라인

4)  온도 측정
광섬유에 의한 케이
블 구간 분포온도측정
(DTS)

온도상승에 의한 열적 
열화
냉각 시스템 고장

확립
단, 시스템 설계에 광섬
유 설치 필요

온라인

5) 부분방전 측정 케이블 시스템 방전 측정
절연체 손상 및 절연체 
성능저하
부속품 오조립

개발 중
시스템 설계에 따라 유
효성 차이 있음

온라인/오프
라인

6)  종단접속함 절연유
의 화학 및 물리적 
분석

케이블 시스템으로부
터 절연유 샘플 채취 시
험항목
- 유중 가스분석
- 유전정접
- 수분함유량
- 이물 등

절연체 열적 열화

(다양한 원인있음)

확립
개별적인 가스분석결과 
해석이 명확치 않으므로 
정기적인 시험 필요

오프라인

7) 접속함의 X-ray 점검 접속함 X-ray 점검
케이블 거동에 의한 접
속 플러그 오류
접속부 불안정 조립

확립
단, 인체 유해성,  안전
성 문제, 제한적 적용

오프라인

8) 케이블 시스템 점검
손상, 누설, 부식 등에 
대한 케이블 시스템의 
모든 요소의 육안 점검

손상, 누유, 부식 등 확립 온라인

9)  배관 단부 수축에 대
한 종단접속함 점검

내부 점검 및 관 변동 
측정

배관 분리에 의한 케이
블의 변동

확립 오프라인

10)  시스 전압 제한기 
시험

시스 전압 측정 SVL 고장 건전성 시험 오프라인

11)  본딩 시스템 시험
절연저항, 순환전류 측
정에 의한 본딩 시스템 
건전성 확인

크로스 본딩 기능 상실 확립 오프라인

⋮표 A-9⋮ 압출케이블 진단방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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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가공전선 ｜

CIGRE TB 23024은 표 A-10과 같이 철탑의 유지보수 방법과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 가공전선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또한 이 문헌에서는 점검에 

대한 특별한 공구 리스트를 나열하였다.

CIGRE TB 230의 송전선로 철탑 유지보수에 대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공선로 철탑 점검을 위한 특별한 공구는 다음과 같다.

● 지지물 부근의 식물

● 미세한 부식

● 도장 열화

● 지지물 부재의 변형

● 볼트 풀림

● 아연도금 두께 측정기

● 도장 두께 측정기

● 지지물의 편향/비틀림(예, 기울기)

● 지지 장력 측정

● 철탑각 부식 측정기

● 철강 부식 계측기

● 버팀줄/지선 부식 측정기

● 형상(사진 측량)

● 내시경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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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0⋮ 가공전선 유지보수 위한 주기 및 샘플 수24

점검장소

일반선로(가공전선) 중요선로(가공전선)

기간(년) 시료량(%) 기간(년) 시료량(%)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차량 1.0 1.4 49 57 0.8 0.8 65 66

대지 1.0 1.4 100 87 1.0 1.3 100 90

승탑 2.8 4.2 33 53 1.0 3.0 68 60

헬기 1.0 1.5 100 94 1.0 1.5 10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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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에는 다양한 전력계통 설비의 열화모드에 대한 예를 나타낸다.

｜ B.1 변압기 ｜

절연지 중합도 저하

누적된 가열에 의한 절연지의 중합도 저하는 절연지 강도의 저하에 이르게 된다. 그림 

B-1은 절연지의 중합도 저하와 CO2+CO의 양, 열화에 의해 생성되는 푸르푸랄(Furfural)

의 관계를 나타낸다.   

권선 체결력 저하

프레스보드(그림 B-2 참조)와 같은 절연지는 열적 열화에 의해 크기가 축소되어 권선 

체결력의 저하로 연결된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서야 설비의 노후화로 인식되기 시작하

였다. 

부록 B 

전력계통 설비의 
열화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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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된 변압기 절연유에서의 유동대전

프레스보드의 열화와 더불어 절연유에 포함된 황(S)의 변화는 정전하의 대전경향을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변압기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 중 하나이다.
절

연
지

의
 중

합
잔

량
(%

)

프
루

프
랄

 생
산

량
(m

g/
g)

100 1

80

10-1

60

10-2

40

10-3

20

0
0.1 00.5 1 205 4010 6050 80100 100

절연지 중합잔량(%)CO+CO2 발생량(ml/g)

⋮그림 B-1⋮ 절연지 중합도잔량과 CO2+CO 발생량과의 관계(왼쪽), 

              푸르푸랄 양과 중합도 잔량의 관계(오른쪽)25

⋮그림 B-2⋮ 프레스보드의 수축과정

시간

compacting(압축)

plastic flow(소성유동)

aging(노화)

프
레

스
보

드
의

 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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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가스차단기 ｜

가스차단기에 대한 일반적인 열화 모드는 다음과 같다. 

동작 횟수와 차단전류의 축적된 에너지는 아크소호 챔버의 수리와 교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반면 가스 차단부의 가동부를 외부에서 진단하는 것은 제작사와 제작유형에 

따라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또한 차단기에 가스 기밀 성능은 O링의 재료와 

밀폐구조에 따라 크게 의존한다. 실링의 수명은 압축 설정 비율이 80%가 될 때를 기준

으로 하며, 재료에 따라 21년에서 91년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 B.3 절연케이블 ｜ 

그림 B-3과 같이 CIGRE TB 358에서는 압출 케이블의 열화요인을 요약하였다. 수

막이 없는 XLPE 케이블에서 가장 일반적인 고장모드는 수 트리(water tree)이며, 상태는 

Bath-tube 곡선의 우발고장 기간에서 마모고장 구간으로 전이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설명된다. CIGRE TB 358에서는 예상되는 고장의 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지수함

수의 선형화로 보고되고 있다. 

●   아크 소호 챔버의 열화

●   가스차단기 가동 부품의 마모

●   열 열화에 의한 가스실링 성능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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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송전선로 철탑 ｜

강철의 부식이 송전선로용 철탑의 주요한 이상의 원인으로 CIGRE TB 230에 보고되어 

있다24. 이 브로셔에 부식의 유형과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송전선로용 철탑의 일반적인 부식의 유형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그림 B-3⋮ 압출 케이블의 열화요인12

전기적

- 용량 필드의 분포

- 결함의 분포 위치

- 액세서리의 접속점

- 고유 절연파괴 전압이 매우 높음

- 특정 온도에서의 낮은 유전 손실

- 수트리(중전압 케이블)

- 결함에서의 기하학적 전계 강화

- 공간전하의 필드 강화

-  맥스웰 변형력 텐서(~E2)는 항복응력 초과가능

- 표면상태 또는 부속품 접속부 부분방전 발생

- 강한 온도 의존도

- 다양한 요인 : 케이블 구조, 재료(합금), 환경

- 특히 기름의 충진 단자

- 지역결함에서 맥스웰 변형력에 기여

-  덕트에서의 게이블 변위로 인한 엑서사리에서의 

순환 휘어짐과 과도한 스트레스

-  부하순환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가 액세서리의   

계면압력 또는 수축생성을 감소할 수 있다. 
기계적

- 응력 

-  온도 팽창에 따른 열역학적 

스트레스

- 피로 및 환경 스트레스

재료 구조의 변화

- 결정 및 산화

- 부식

- 일치성

화학적

물리적

압출 케이블과 부속품의 열화 요인

● 일반적인 풍화작용

● 산업공해

● 소금에 의한 부식(해변지역)

● 갭 부식(부분 부식 발생)

● 온대 지역의 거대한 식물의 성장

● 온대 지역의 높은 습도

● 재료 결정간 부식

● 열대 지역의 높은 습도

● 열대 지역의 거대한 식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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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지 철탑의 부품은 일반적으로 부식에 영향을 받는다. 

● 지반 부분

● 볼트 및 너트

● 강철 격자 보조 부재

● 보조 지지선

● 강철 격자 주 부재

● 볼트의 샤프트

● 볼트의 와셔

● 바 사이의 연결

● 보강판(노드)

● 보강판의 크기

● 인장케이블(케이블)

● 인장케이블 접속점(접지, 보조)

● 용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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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에서는 전력계통의 주요 자산에 대한 고장과 고장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C.1 변압기 ｜

표 C-1은 CIGRE A2.37에서 보고한 전력용 변압기의 고장률을 나타낸다26. 이러한 고

장의 원인을 조사하여 그림 C-1에 나타내었다. 

부록 C 

일반 전력계통 자산의 
고장 및 고장률

⋮표 C-1⋮ 전력용 변압기 고장률26

고장과
점유율

설비 최고 전압(kV)

69≤kV<100 100≤kV<200 200≤kV<300 300≤kV<500 kV≥700 all

고장수 145 206 136 95 7 589

변압기-년 15077 46152 42635 29437 219 135491

고장률 0.96% 0.45% 0.32% 0.32% 3.20%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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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가스차단기 ｜

또한 CIGRE에서는 가스차단기의 제작년도와 주요 고장 주기를 설문조사하여 그림 

C-2와 같이 나타내었다27. 그림 C-3과 같이 고장주기는 활선과 사선 차단기에 따라 

다르다.

권선 45%

기타 1%

인출 7%

절연 1%

부싱 17%
철심/자화 회로 

3%

탭체인저
26%

⋮그림 C-1⋮ 전력용 변압기 고장 부위26

⋮그림 C-2⋮ 차단기 제작 주기에 따른 고장주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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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절연케이블 ｜

CIGRE TB 379에 절연케이블의 고장률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C-4는 지상케

이블의 내부고장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28. 표 C-2에 전압별, 케이블 종류별, 부속품의 

유형별 고장 비율을 분류하였다. 

⋮그림 C-3⋮ 외함 유형에 대한 주요 고장 빈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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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내부 고장 경향 – 그 외  케이블

AC 내부 고장 경향 – SCOF 케이블

AC 내부 고장 경향 – PILC 케이블

⋮그림 C-4⋮ 지상케이블의 부품 연한에 따른 내부고장의 경향28

AC 내부 고장 경향 – XLPE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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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레벨

[kV]
케이블 종류 부속품 종류

부속품 수량

 [2005년]

내부고장총 

수
고장률

60

~

219

압출형

(XLPE,PE, 

EPR)

몰드형 직선 조인트 16995 13 0.028

현장제작 진선 조인트 127711 13 0.002

연가 조인트 1336 2 0.035

옥외형 단자-오일형-자기 46226 7 0.003

옥외형 단자-오일형-복합 화합물 2619 2 0.019

옥외형 단자-드라이형-자기 1954 2 0.024

옥외형 단자-드라이형-복합 화합물 1353 0 0

옥외형 단자-기타 0 6

옥외형 단자-합계 52152 17 0.007

GIS/M.Tr 단자-오일형 4222 0 0

GIS/M.Tr 단자-드라이형 20771 15 0.015

SCOF

직선형 조인트 48843 1 0

단선 조인트 2949 4 0.028

연가 조인트 202 0 0

옥외형 단자 자기 13262 2 0.003

옥외형 단자 복합 화합물 22 0 0

GIS/M.Tr 단자- 오일형 3306 2 0.012

HPOF

직선형 조인트 1359 4 0.06

단선 조인트 56 0 0

3단자 직선형 조인트 45 0 0

3단자 단선 조인트 0 0 0

옥외형 단자 자기 796 0 0

GIS/M.Tr 단자- 오일형 38 0 0

GC

직선형 조인트 1194 1 0.017

옥외형 단자 자기 380 2 0.105

GIS/M.Tr 단자 99 1 0.202

연가 조인트 41 0 0

⋮표 C-2⋮ AC 지상케이블 부속품 고장률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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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500

압출형

(XLPE,PE, 

EPR)

몰드형 직선 조인트 2212 4 0.044

현장제작 진선 조인트 2780 2 0.015

연가 조인트 7 0 0

옥외형 단자-오일형-자기 1493 2 0.03

옥외형 단자-오일형-복합 화합물 61 0 0

옥외형 단자-드라이형-자기 0 0 0

옥외형 단자-드라이형-복합 화합물 53 0 0

옥외형 단자-기타 0 13

옥외형 단자-합계 1607 15 0.215

GIS/M.Tr 단자-오일형 2447 2 0.016

GIS/M.Tr 단자-드라이형 637 2 0.071

SCOF

직선형 조인트 13425 1 0.002

단선 조인트 1272 6 0.097

연가 조인트 13 0 0

옥외형 단자 자기 4142 5 0.024

옥외형 단자 복합 화합물 0 0 0

GIS/M.Tr 단자- 오일형 2682 1 0.005

HPOF

직선형 조인트 923 1 0.022

단선 조인트 16 0 0

3단자 직선형 조인트 38 0 0

3단자 단선 조인트 8 0 0

옥외형 단자 자기 244 3 0.246

GIS/M.Tr 단자- 오일형 109 0 0

GC

직선형 조인트 0 0 0

옥외형 단자 자기 0 0 0

GIS/M.Tr 단자 0 0 0

연가 조인트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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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는 전력계통 자산에 대한 건전도 지수를 계산할 때 고려되는 몇 가지 파라미

터를 나타낸다. 

부록 D 

전력계통 자산의 
건전도 지수

요소 설명

경과연수 변압기 사용연수

DGA결과
변압기 내부 상태판정을 위한 지표

총량과 용존 가스의 종류에 따라  평가

중합도
메탄올, CO+CO2, Furfural 측정값의 합으로 평가되는 

절연지의 열화 판정 지표

절연유 분석 결과 산도, tan∂, 유전정접 값으로 평가되는 값

수분률 절연유의 수분함량으로 평가되는 값

동종 설비의 고장 경험
같은 종류의 변압기 고장 경험을 근간으로 분류

같은 사양, 같은 제작사, 생산번호, 제작년도로 분류

절연유 누설 존재 절연유 누유 유무

PCB 포함 PCBs의 유무

부싱의 열화 진단 부싱의 상태와 종류로 분류

OLTC의 동작횟수 OLTC의 상태와 종류로 분류

사고 고장율 고장율의 통계분석으로 평가

⋮표 D-1⋮ 변압기 건전도 지수를 위한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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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변압기 ｜

D-2 가스차단기

가스차단기는 흔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검출하고 진단하는 것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검토나 진전이 예상되지만, 표 D-2에 나열된 항목 중 일부는 가스차단기의 

건전도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계산될 수 있다. 

D-3 절연케이블 

절연케이블의 건전도를 평가하기 위한 예로서, CIGRE TB 35812에서는 “잔존수명”

이라는 개념과 사례연구가 제안되었다. 

요소 설명

경과연수 차단기의 사용연수

차단기 동작특성 진단결과 차단기 동작시간과 스트로크 측정결과로 평가

마모상태
그리스의 수명과 동작 메커니즘의 책무를 기본으로 평가

(다빈도 스위칭 동작의 유무)

기밀성 O링과 접속부 구조에 따른 실링 성능(가스 누설 위험)을 기본으로 평가

동종 설비의 고장 경험
같은 종류의 변압기의 고장 경험을 근간으로 분류 

같은 사양, 같은 제작사, 생산번호, 제작년도로 분류

그리스의 변질 그리스의 변질(그리스의 경화와 슬라이딩 성능)

⋮표 D-2⋮가스차단기의 건전도 지수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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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명 가능한 답변 답변

기술적인 질문

T1 케이블의 고장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N=0,Y=6

T2 위의 케이블의 고장률만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가? N=0,Y=2

T3 부속품의 고장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N=0,Y=3

T4 위의 부속품의 고장률만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가? N=0,Y=6

T5 시스템의 경과연이 40에서 60년 사이인가? N=0,Y=1

T6 시스템의 경과연이 60년 이상인가? N=0,Y=1

T7 접속부에서 기름/가스의 누설이 있는가? N=0,Y=2

T8 시스(sheath)의 보존이 의심되는가? N=0,Y=2

T9 케이블이 부하시 혹은 과부하시 열이 높은가? N=0,Y=2

T10 이 접속부에 부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가? N=0,Y=1

T11 고체절연케이블 : 케이블에 수막이 없고 물기가 없는 환경인가? N=0,Y=1

T12 케이블이 진동이나 큰 기계적인 힘이 주어지는가? N=0,Y=1

총 기술점수:

T=(T1+T2+…+T12)/N, N: 케이블 종류에 따른 사용가능한 최고 점수
0<T<1

경제적인 질문

E1
신규 케이블과 유지보수 비용을 비교

케이블 교체가 경제적으로 최고의 선택인가?
N=0,Y=1

선택 가능한 경제적 질문

E2 케이블 운영과 유지비용이 용납될 수 있는가? N=0,Y=2

E3 전력을 전송하지 않는 비용이 용납될 수 있는가? N=0,Y=6

E4 선로를 강화하는 기회의 경제적 창구가 있는가? N=0,Y=1

E5 보수비용이 용납될 수 있는가? N=0,Y=1

총 경제적 점수:

E=E1 또는 (E2+E3+E4+E5)/7
0<E<1

전략적인 질문

S1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한 위험이 있는가? N=0,Y=1

⋮표 D-3⋮절연케이블의 잔존수명 추정을 위한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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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케이블 시스템의 사용 불가능한 환경적인 위험이 있는가? N=0,Y=2

S3 전력계통에서 이 회로가 치명적인가? N=0,Y=1

S4 케이블 종류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거나 적절히 교체될 수 없는가? N=0,Y=1

S5 선로를 수리하고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가? N=0,Y=1

S6 이 선로에 대하여 비용을 쓰는 정치적인 기회 창구가 있는가? N=0,Y=1

총 전략적 점수:
S=(S1+S2+…+S7)/11

0<S<1

가중치

기술적, a 0<a<5

경제적, b 0<b<5

전략적, c 0<c<5

총 합계점수:
X=(a.T+b.E+c.S)/(a+b+c)

점수 권장조치

X>0,4

검정색 : 시스템이 한계수명에 근접

- 간단한 방법으로 검정을 회색이나 파란색으로 변경하는 직접

적인 조치(예: 부속품만 교체, 안전문제의 완화, 기술적 문제 해

결 - 7장 참조)

0,1<X<0,4

회색 : 시스템의 부분적인 수리 필요

- 회색에서 녹색으로 변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찾는다.

- 케이블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합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 교정 유지보수 작업 후 1~3년 후 케이블의 동작/성능/설치의 주

요 변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반복한다.

X≤0,1

파란색 : 시스템이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케이블 데이터를 계속 수집

- 3-5년 후 케이블 동작/성능/설치에 큰 변화의 경우, 단순화된 

접근 방식을 반복한다.

⋮그림 D-1⋮ 설문지의 점수와 점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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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품  목 설   명

철 탑

경과연수 철탑의 사용연수

열화도(육안점검) 육안 점검로 평가된 각 성분의 부식도를 포함한 전체 철탑의 열화 정도

아연 도금 두께 두께 측정기로 측정된 잔여 아연도금 두께

신뢰도
최신 지식을 바탕으로 내력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력위험도를 설
계한다. 
부식으로 인한 철탑의 강도 저하 위험

전 선

경과연수 전선의 사용연수

잔여 교차 단면적 철심과 알루미늄선의 잔여 교차 단면적

잔여 인장강도 교차 단면적의 직접 측정이나 추정으로 평가된 가닥 선의 인장강도

발열 압축 조인트 튜브의 발열의 유무

⋮표 D-4⋮가공선로의 건전도 지수 산출을 위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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