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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배전반 노후도 평가 필요성

산업 발전에 따른 우리나라의 주요 설비들은 70년대

부터 80년대에 일제히 건설되었고, 현재까지 30년 넘

게 사용되면서 전반적인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80년대 전/후반에 

국민 물 복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수도사업장이 

건설되었고, 사업장마다 고압 수배전반이 설치되어 사

용 중에 있다.

사고 없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설

비들의 교체가 필요하다. 다만,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설비의 사용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각각의 설

비마다 현재 상태, 운영 환경, 설비 중요도 등이 모두 

달라 획일적으로 시간이 도래하여 교체하는 방법은 타

당하지 않다.

또한, 설비에 대한 자산관리 기법이 과거 Tbm(Time 

based maintenance)에서 현재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으로 바뀌어 이에 맞는 상태진단

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설비 교

체 최적의 시기를 선정하여 전력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2. 노후도 평가 국내외 동향

1) 국내 동향

국내는 북미 및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

으며, 운영 주체, 부하 종류, 고장 시 파급효과 등에 따

라 유지보수 적용 기술이 상이하다.

전력연구원은 2005년에 변전설비(변압기) 상태평가 

기법을 개발하였고, 2007년에 화력발전소 위험도 기반 

진단 절차 및 정비 시스템을 개발하여(5개 발전사의 화

력발전 설비 위험도를 평가하여) 유지보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K-water는 2009년에 전력설비 관리기술 표준화 및 

신뢰성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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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발전설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력발전 기

계설비의 정량적 상태평가 기준 및 절차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 국내 민간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술 및 

기준을 수립하여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효성의 경우, 전력설비 자동 감시 진단 및 RCm (Re 

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기반 전력설비 유지

보수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력설비 유지보수 및 서비스 

분야 사업화를 위한 기본 기술로 사용하고 있다.

POSCO는 설비의 상태 진단을 통해 기술적 수명을 

결정하며, 사내 투자의사결정 부서에서 부품의 단종, 설

비 증설 및 합리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비 교

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SK는 고장 파급효과에 따라 설비의 중요도를 A, b, 

C, D의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내용 연수에 관계

없이 점검 주기 등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국외 동향

노후도 평가 기술은 1990년대 초 미공병단(USAC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에서 항만, 토

그림 1. Hydro AMP의 수력설비 노후도 평가 흐름도

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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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지수 CI를 계산해라. - 우수, 보통 또는 불량의 등급을 할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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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지열, 발전설비 등 사회기반시설 구조물의 정량적 

상태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 REmR(Repair, Evaluation, 

maintenance & Rehabilitation)을 개발하여 설비 상태

지수(CI, Condition Index)를 적용함으로써 CI 값에 따

라 설비의 상대적 노후화 판단과 신뢰성 있는 상태평가

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REmR은 평가 과정이 비실제적이고 광범위

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하였고, 평가 절차와 결과에 대

한 타당성 검증 및 계량화하지 못하였다. 또한, 데이터

를 획득, 수정 및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일관된 방

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고 있다.

2001년부터는 북미 발전운영자 그룹(CEATI)이 미

공병단과 공동으로 REmR을 개정하여 설비 상태 평가 

지침서인 Hydro AmP를 개발하였다. 이는 그림 1과 같

이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는 상태평가 과정

의 시작을 의미하는 CI 결정 단계이며, 일상적인 운전 

및 정비 활동 기간에 얻어지는 시험 및 검사 결과를 따

르고 있다. 2단계는 설비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태지수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 및 시험설비를 필요로 하며, 시험 

기간 동안 설비 정지를 수반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노후도 평가 인자들로 구성되어 각각의 평가 인자마다 

고유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단계별로 점수화하였으며, 

일정 점수 이하를 획득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전기전자기술자위원회(IEEE), 국제대전력망기

술회의(CIGRE)를 중심으로 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기

술은 1세대(기기 파괴 후 대체), 2세대(기기 및 시스템 

이용률 향상, 기기의 수명 연장, 비용 저감) 및 3세대(

기기 및 시스템 이용률 향상, 신뢰성 향상, 안정성 향

상, 품질 향상, 환경 적합성 향상)로 분류하는 유지보

수 기술로 발전하였다.

최근에 개발된 3세대 유지보수 기술은 기술적 평가로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Pdm(Predictive 

maintenance), 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Rbm(Risk based maintenance)의 개념을 적용하였으

며, 경제적 평가로 LCA(Life Cycle Assessment), Am 

(Asset management)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Rbm은 신뢰성을 기반한 전력설비의 위험도(Critical 

ity)와 중요도(Importance)에 대응하여 설비 보수의 우

선순위를 검토하는 보수방법으로 신뢰성뿐만 아니라, 

운전환경이나 고장 파급효과, 고장의 심각도에 대한 전

문가의 의견이나 설비 운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험도를 평가하는 기술이다. 이는 1960년대부터 북미 민

간항공 산업에서 신뢰도 기반 설비 유지보수 기술이 개

발  적용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전력 분야에서는 1990년

대부터 미국전력연구소(EPRI) 주도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으로 노후도 평가 기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기 시작

하였다.

3. K-water 수배전반 노후도 평가 기술

K-water는 수배전반 노후도 평가와 관련하여 2009

년 전력설비 신뢰성 평가 및 개  대체 의사결정 기법 개

발 연구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현

재까지 개  대체 선정 시에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개략적인 개념을 소개한다.

1) 노후도 평가 알고리즘

수도사업장 수배전반은 다양한 전력기기의 집합 형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  대체 의사결정 알고리즘은 기

술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이용한 Rbm 지수로 평가하

되, 의사결정 최소단위 계층을 Subsystem으로 하고, 기

술성 평가 시 그 결과를 활용하여 Unit 계층을 평가한다.

수배전반 노후도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알

고리즘 흐름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기술성 평가에서

는 각 Component의 상태 점검 결과, 설치 환경, 노후

도 및 구성품 진단 결과 등으로 구성된 상태 평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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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상태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Component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Unit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모

아서 Subsystem을 평가한다. Subsystem을 기준으로 

평가된 기술성 평가지수와 경제성 평가지수를 종합하

여 Rbm 지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로부터 수배전반의 

개  대체 의사를 결정한다.

2) 기술성 평가

기술성 평가는 수배전반의 노후도, 성능 및 사용 환

경 등을 정량화하여 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며, 세부 

항목은 기기 상태 평가, 환경 요인 평가, 기기 성능 평

가로 분류된다.

① 기기 상태 평가

기기 상태 평가는 경년에 따른 노후 정도, 사용 중 

고장 시간, 부속품 및 주요 기능의 고장 횟수 등과 같

이 장시간 사용에 따른 고장 이력에 기준을 두고 평가

한다. 따라서, 평가항목은 가용도, 설비 노후도, 부품 

상태, 고장 발생 빈도로 정해진다.

② 환경 요인 평가

수배전반 구성 설비의 성능 저하 요인은 장시간 사용

에 따른 자연 열화와 열악한 운전 환경 또는 사용 방법

의 부적정에 따른 강제 열화가 있으며, 고장의 파급 영

향이 큰 설비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설치 환경, 고조파의 영향, 수돗물 공급 대상 수

용가의 특성, 설비 고장 파급 영향, 예비품 확보 등을 

평가한다.

③ 기기 성능 평가

기기 성능 평가는 각 Component의 진단 또는 육안 

점검과 같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점검 또

는 성능 검사 결과로서 기기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2. 수배전반 개  대체 의사결정 흐름도

개  대체 흐름도

기술적 평가

종합상태평가지수 결정
경제적 초과수명지수 

결정

평가 결과 종합

개  대체 의사결정

기기상대평가 
기기환경평가 
기기성능평가

경제적 수명 계산

경제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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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능 평가 항목의 기준치는 제작사에서 제공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며, 제작사에서 제공이 불가할 시 일반적

인 기준치를 사용한다.

④ 기술성 평가 및 평가지수 산정

위 세 가지 상태 평가는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실제 전력설비의 노후도 상

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비의 성능에 관

계되는 기기 성능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평가항목의 중

요도에 따른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

였고 조사 결과 전체를 1로 하였을 때 기기 상태 평가는 

0.31, 환경 요인 평가는 0.24, 기기 성능 평가는 0.45로 

조사되었다.

기술성 평가지수 산정을 위한 평가등급은 기술성 평

가 점수를 근거로 전력설비 한계수명을 초기치의 40%

로 가정하고, 표 1과 같이 4등급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3)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는 운영 중인 설비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

하기 위해 실시하며, 운영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 방법인 연간등가분석법(EUAC, Equivalent Uniform 

Annual Cost method)을 적용하였다.

연간등가분석법은 사용 기간 동안 투자 비용과 운영 비

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경제적 수명을 산정하고, 실제 

사용 기간과 비교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수명을 산

정하기 위한 수명초과지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교체 주

기에 따른 연간등가비용을 비교하여 그 값이 최소가 되는 

교체 주기를 설비별 경제적 수명 주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경제수명 접근성 정도에 따라 표 3과 같이 경

제성 평가지수 등급을 결정한다.

4) 수배전반 RBM 지수 적용

수배전반 노후도 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상태 평가는 

비용

시간

그림 3. 연간등가비용 개념도

표 3. 경제성 평가 판정 기준

                           ▶ 판정 기준

 - 경제수명의 90% 이상 사용한 경우 (a단계)

 - 경제수명의 80~90%를 사용한 경우 (b단계)

 - 경수명의 70~80%를 사용한 경우 (c단계)

 - 경제수명의 70% 미만을 사용한 경우 (d단계)

표 1. 기술성 평가 판정 기준

                           ▶ 판정 기준

- 기술성 평가의 점수가 81~100점인 경우 (Ⅰ단계)

- 기술성 평가의 점수가 61~80점인 경우 (Ⅱ단계)

- 기술성 평가의 점수가 41~60점인 경우 (Ⅲ단계)

- 기술성 평가의 점수가 0~40점인 경우 (Ⅳ단계)

비용 분류 세부 항목

min[CR(i)+OC(i)]
⇒ 경제수명 산출

투자비용CR(i)
(Capital Recovery Cost)

1. 초기구입비용(I)

운영비용OC(i)
(Operating Cost)

2. 점검정비비(M)

3.  개  대체, 
수선유지비(O)

기타 조건 4. 이자율(i)

표 2. 경제성 평가 지수

EUAC
(연간등가비용)

O&M
(유지보수비용)

CR
(자본회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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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m 매트릭스 평가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술적 평

가 등급과 경제적 평가등급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기술

성 평가는 , , , 의 4등급, 경제성 평가는 a, b, c, 

d의 4등급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기술성 평가등급은 

숫자가 클수록 치명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경제성 평가

등급은 d단계로 갈수록 경제성이 좋음을 나타낸다. 이

에 대한 종합 결론은 표 4 및 표 5와 같다.

4. 결 언

이상과 같이 수배전반 노후도 평가 기법에 대한 국내

외 동향 및 K-water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수배전반은 다양한 전력설비

가 모아진 집합 형태로서 노후도 평가를 위해 각 설비 

구성계층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였고, 기술성 평가는 기

기 상태, 환경 요인, 기기 성능에 대하여, 경제성 평가는 

연간등가분석법을 적용하여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에 

대하여 평가한 후 Rbm 지수를 사용하여 종합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재까지 K-water의 여러 현장에 이 방법을 적용하

였다. 기존의 방법에서 개선할 사항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력 등을 종합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에

는 RCm 기법의 진보된 수배전반 노후도 평가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K-water 수배전반 노후도 평가 기법을 국내외

에 홍보하여 국제적인 표준화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다.

등 급 조 치 등 급 의  의 미

A
즉각적 

교체 계획
계속 사용 시 시스템의 근본적인 기능의 고장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장 모드이며, 경제적으로도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B
교체 대상 

선정 및 계획

시스템이 충분히 열화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교체 시점에 근접해 있으므로 
성능 변화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교체를 위한 대상으로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C 요주의 관찰 경년에 따른 열화 경향이 보이므로 계속적으로 열화 경향을 감시한다. 

D
정상적인 
유지 보수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한다.

표 5. 평가등급별 조치사항

표 4. RBM 평가를 위한 매트릭스

Ⅳ B A A A

Ⅲ C B B A

Ⅱ C C C B

Ⅰ D D D C

d c b a

경제성 평가

기
술
성 

평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