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전력시스템의 손상은 일반 구조물의 손상과 달리 단일-

구조물의피해로끝나는것이아니라전력계통상의단절을

의미하므로 그 파급효과가 구조물의 피해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전력시스템에대한지진취약도함수를개발하.

여발생가능한지진에대비한재해예측시스템을갖추어놓

는것은국가전체의재난방재라는측면에서필요한작업이

라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전력시설물중에서가장종.

류가 많고 과거 지진시 손상이 많이 발생한 변전시설에 대

해서 각 개별기기의 지진취약도를 산정하여 고장수목을 이

용하여 변전소 전체의 지진취약도를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지진취약도함수개발에대한연구가수행된것이그리오

래된일이아니므로전력시설에대한연구도최근에수행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Ang et al.(1996)(3)
은 개별기기의 취약

도 곡선을 이용하여 변전소의 취약도 함수를 제안하였으며

고장수목을 이용한 변전소의 지진취약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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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변전소 시스템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수행하여 변전소에 대한 지진취약도 함수를 제시하였다 변전소는.
여러개의설비와구조물이복합적으로구성되어있는시스템이므로각설비에대한지진취약도분석을수행하여이를바탕으로고장수목

을 작성하여 변전소 전체의 파괴확률을 산정함으로써 변전소에 대한 지진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변전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진피해추정을 위한 변전소의 분류형식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대표변전소 형식에 대한 평가대상 기기를 선정하였다 대표, .
변전소형식으로는 변전소의 형변전소로결정하였다 각변전소의취약도검토대상기기로는변압기와절연765kV, 345kV, 154kV GIS .
애자를선택하였다 각 변전소의변압기와절연애자의 파괴모드와파괴기준을설정하여지진취약도곡선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변전. .
소에 대한 고장수목을 이용하여 각 기기의 지진취약도 곡선으로부터 변전소 전체의 파괴확률을 산정하여 정의된 손상상태별 변전소의

지진취약도 함수를 산정하였다.

주요어 변전소 지진취약도 함수 고장수목 파괴확률 손상상태, , , ,

ABSTRACT >> In this study, a seismic fragility analysis was performed for substation systems in Korea. To evaluate the seismic
fragility function of the substation systems, a fragility analysis of the individual equipment and facilities of the substation systems
was first performed, and then all systems were considered in the fragility analysis of the substation systems using a fault-tree
method. For this research, the status of the substation systems in Korea was investigated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substation
systems. Following the classification of the substation systems, target equipment was selected based on previous damage records
in earthquake hazards. The substation systems were classified as 765kV, 345kV, and 154kV systems. Transformer and bushing were
chosen as target equipment. The failure modes and criteria for transformer and bushing were decided, and fragility analysis
performed. Finally, the fragility functions of substation system were evaluated using the fault tree method according to damage
status.

Key words substation system, Seismic fragility function, fault tree method, failure probability, damag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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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년발생한 지진시의피해사례1989 Loma Prieta

와연계하여피해정도를예측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Camensig

et al.(1997)(4)
은 고압의 변압기에 대한 지진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Hwang and Huo(1997)(7)
는 변전소의 주요

기기에 대하여 파괴모드에 따른 지진취약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는 다시, Hwang and Chou

(1998)(6)
에의해서고장수목과사고수목을이용하여변전소

전체의 지진위험도를 평가하는 연구로 발전하였다. Murota

et al.(2005)(8)
은 변전소의 주요설비중 하나인 변압기를 대

상으로 하여 면진장치를 설치하여 지진력 저감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험과 해석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 전력설비에 대한 지진취약도 함수 개발을 위한

연구는고현무 등(2003)(10)
이 전력송전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신뢰성평가를수행하였으며 조양희와조성국, (2006)(12)

은 변압기 절연애자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연구를154kV

수행하였다 박영준 등. (2006)(11)
은 전력망의 지진재345kV

해 신뢰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전전력연구원에서는.

변전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연구가 년 월부765kV 2005 3

터 개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완료 된 바 있다3 .

본연구에서는국내변전소의현황을분석하여대표변전

소형식을선정하고선정된변전소에서의취약기기를선정

하여 선정된 기기에 대한 취약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개,

별 기기의 취약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변전소 시스템의

취약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변전소의 상세 현황2.

국내 변전소를 전압별 및 구조형식별로 분류하여 표 에1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변전소는 형식.

별로는크게철구형과 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이외옥GIS

내형과옥외형그리고지하형이결합되서전체 가지형태로6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압별로는. 765kV, 345kV,

의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54kV, 66kV, 22.9kV .

미국의 재해추정 프로그램인 에서는 위험도 평HAZUS

가를위한변전시설의구분을전압에따라 단계로하고있3

으며 앵커고정여부에따라두가지형태로구분하고있다, .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는 대부분의 설비가 앵커 또는 용접

으로고정되어있으므로이러한구분은적절하지않은것으

로 판단된다 국내 변전소를 전압별 및 구조형식별로 분류.

하면 표 과 같다1 .

변전소의 지진취약도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는 단계로 구분된 전압체계와 변전소의 위치에 따라 구분5

된옥내형 옥외형 지하형그리고형식에따라구분된철구, ,

형과 형에대한모든경우에대한검토를수행하는것이GIS

타당하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전압체계는현재의변전소.

구분에서 주된 형태인 를 대상으로765kV, 345kV, 154kV

하였으며 변전소의 설치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형과 철GIS

구형으로만구분하여고려하였다 변전소의경우철. 765kV

구형이존재하지않으므로전체적으로 가지형태의변전소5

에 대하여 지진취약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진취약도 함수 도출방법3.

분류별 대표 지진취약설비3.1

표 에서정리한바와같은국내변전설비의형식별분류1

와 각 전압별 및 형식별 변전소의 현장답사 결과 변전설비

는 전압에 따라 단계로 구분하고 각 전압단계에서는 대표3

형식으로 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형GIS .

식인철구형이있지만 인경우는모든변전소가765kV GIS

형으로이루어져있을뿐아니라 및 변전소, 345kV 154kV

모두 가량이 형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대표변전80% GIS

소형식으로결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형. GIS

태의 변전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변압기를 제외한 단로기,

차단기 피뢰기 변류기 등의 주요 변전소 설비들이 절연가, ,

표< 1> 변전소의 전압별 구조형식별 분류,

구분

전압

변전소 스위치 야드개소( )

합계옥내

철구형

옥내

형GIS
옥외

철구형

옥외

형GIS

지하

복합( )
형GIS

지하

형GIS 계
옥외

철구형

옥외

형GIS 계

765kV 4 4 1 1 5

345kV 8 13 34 55 3 22 25 80

154kV 315 74 91 37 12 529 6 13 19 548

66kV 6 6

22.9kV 1 4 2 2 7

합계 1 323 97 129 37 12 599 11 36 47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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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충진한 관로내에 설치되므로 지진시에 상대적으로 안

전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대상 주요 기기.

로는각변전소의변압기와절연애자를선정하여검토하였다.

변전소 설비의 손상상태 정의3.2

변전소전체에대한취약도함수를정의하기위해서는변

전소에서의 손상상태를 정의하여야 한다 미국의 지진피해.

추정프로그램인 에서는전력시설물에대한손상상태HAZUS

를 None(ds1), Slight/Minor(ds2), Moderate(ds3), Extensive

및 의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ds4) Complete(ds5) 5 .

경미한 손상3.2.1 (Slight Damage) - ds2

변전소 단로기 또는 차단기의 의 파괴로 정의- : 5%

배전회로 모든 배선들의 의 파괴로 정의- : 4%

발전소 터빈의 정지 또는 디젤발전소에 대한 가벼운- :

손상으로 정의

중간손상3.2.2 (Moderate Damage) - ds3

변전소 단로기 또는 차단기의 의 파괴로 정의- : 40%

배전회로 모든 배선들의 의 파괴로 정의- : 12%

발전소 보일러와 압력용기의 상당한 손상 건물이 중- : ,

간손상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정의

광범위한 손상3.2.3 (Extensive Damage) - ds4

변전소 단로기 또는 차단기의 의 파괴로 정의- : 70%

배전회로 모든 배선들의 의 파괴로 정의- : 50%

발전소 모터구동펌프에대한상당한손상 대형연직- : ,

펌프에대한상당한손상또는광범위한손상상태에있

는 건물에 대해서 정의

완전한 손상3.2.4 (Complete Damage) - ds5

변전소 단로기 또는 차단기의 의 파괴로 정의- : 100%

배전회로 모든 배선들의 의 파괴로 정의- : 80%

발전소 대형수평저장용기에대한심각한손상 대형- : ,

모터구동밸브에 대한 심각한 손상 또는 완전손상 상태

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정의

의 손상상태 정의를 적용하여 국내 변전시설에HAZUS

대한 손상상태를 정의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두 가지 개

념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의 개념과 국내 변전소의. HAZUS

경우와다른점은국내변전소는 상전압이하나의뱅크를3

구성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뱅크에서 단 한 개의 변압기가

손상이되더라도하나의뱅크가기능을상실하는결과가된

다 따라서 하나의 뱅크에서는 몇 대의 변압기가 손상이 되.

더라도 변전소의 기능은 동일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손상구분은 변전소의 기능손실여부에 따른 분류가

될것이다 그러나기능손실만을고려할경우에는 뱅크시. 4

스템의변전소에서전체 개의변압기중에단 대만이손12 4

상을 입어도 전체 기능이 정지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완전손상 로 구분되게 된다 따라서 변(Complete Damage) .

전소의기능을고려하지않고단순히전체변압기와애자의

손상개수만을고려하여손상상태를정의할수도있다 이러.

한경우 에서 사용하고있는 비율을그대로 적용하HAZUS

여 그리고 의 손상을 각 손상상태의5%, 40%, 70% 100%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변전소의 실제 복구경비와

시간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에 따른.

분류와 복구를 고려한 분류 두 가지를 조합하여 표 에 변2

전소의 손상상태를 제시하였다.

파괴모드 및 취약부위3.3

본 연구에서 변압기의 주요 검토대상기기로서 선정한 변

압기와 절연애자의 취약도 평가를 위해서는 각각의 파괴모

드와파괴모드별파괴기준을결정하여야한다 과거의지진.

기록을 살펴보면 지진시 변압기의 주된 파괴모드는 변압기

의 미끄러짐 전도 또는 변압기에 설치되어 있는 절연애자,

와변압기와의연결부손상으로인한절연유유출로보고되

고 있다.

주요 지진피해사례로는 년 발생한 터기 지진1999 Izmit

시 전력시설중 변압기가 전도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최

근 년 월 일 일본에서 발생한 니가타 지진시 일본2007 7 16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의 외부 변압기에서 절연애자의 연

결부에서 손상이 발생하여 절연유가 유출되어 화재가 발생

한 사례가 있다 또한 다른 변압기에서는 앵커볼트가 전단.

파괴되어 미끄러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압기에 대한 파괴모드를 슬라이

표< 2> 지진피해추정을 위한 국내 변전소의 손상상태 정의

손상상태 설명 정의 시스템의 경우4Bank

Slight/Minor Damage 경미한 손상 변전소 기능의 손상25% 내 변압기 또는 애자의 손상1Bank

Moderate Damage 중간 손상 변전소 기능의 손상50% 내 변압기 또는 애자의 손상2Bank

Extensive Damage 광범위한 손상 변전소 기능의 손상100% 내 변압기 또는 애자의 손상4Bank

Complete Damage 완전 손상 변압기의 손상또는절연애자의 손상100% 100% 모든 변압기 손상 또는 모든 절연애자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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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전도 그리고 절연애자의 파괴를 모두 고려하였다 슬라, .

이딩을고려할때는국내대부분의변압기는앵커볼트가설

치되어 있으므로 앵커볼트의 항복응력을 고려하여 앵커의

최대전단력이 변압기와 바닥 기초면 과의 마찰력에 더해져

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도의 경우에는 앵커의 허

용인장력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 전도 가능성만을 평가하였

다 확보된 도면에서 변압기의 무게중심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미끄러짐과 전도확률을 평가할 때 정적 수평하중이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도면에서 무게중심

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전체형상에서중앙점에전체

하중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변압기 절연애자에 의한 파괴를 고려할 때는 수치해석에

의해서 절연애자와 변압기와의 연결부에서의 전단력을 구

하고연결되어있는볼트의단면을고려하여검토하여야한

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변압기에 대한 취약도 분석은 국외의 연.

구사례를 들어봐도 대부분의 경우 전도나 미끄러짐에 의한

파괴모드를 주된 모드로 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변압.

기 절연애자에 의한 파괴모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일본 원자력 학회가 발간한 원자력발전소의. “

지진에 기인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실시기준일본원자력(

학회표준, 2006)”(1)
에서는 변압기의 지진시 주된 파괴모드

를변압기절연애자의손상에의한절연유유출로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파괴기준으로 절연애자 연결부에서의 최대응.

답가속도가 인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값은 과0.6g .

거의 지진경험과 여러 실험결과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

는 값이므로 국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변압기절연애자에서의파괴기준.

을 절연애자연결부에서의 최대가속도 응답이 가 될 경0.6g

우로 정의하였다.

절연애자의경우는동특성실험에대한몇몇연구가발표

되고 있지만 취약도 분석을 수행한 사례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며 동특성 시험 결과는 이상의 고유진동수를 가10Hz

지는 고진동수 설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괴모드는.

절연애자의 파괴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절연애자의 파괴

가발생하기전에절연애자와그것을고정하고있는구조물

과의연결부에서물성의차이로인한손상이발생할가능성

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압기와 동일한 파괴기준.

을 적용해서 절연애자와 지지구조물과의 연결부에서의 최

대가속도가 가 될 때를 파괴기준으로 설정하였다0.6g .

지진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으로는 년 발간된 송2001

변전설비 내진설계기준연구한전전력연구원( , 2001)(13)
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스펙트럼을 이용하였으며 에서0.2g 2g

까지 간격으로 지진응답을 수행하여 파괴확률을 산정0.2g

하였다 해석에사용한가속도시간이력및설계응답스펙트.

럼과의 비교는 그림 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최대지반가1 .

속도는 이며이것은송변전설비내진설계기준에서의0.154g

지역 등급붕괴방지수준에해당하는최대지반가속도이다1 1 .

변압기의 지진취약도 분석 방법4.

전술한 바와 같이 변압기의 지진취약도 함수를 도출하기

위하여가능한파괴모드를전도 미끄러짐그리고절연애자,

의 손상으로 결정하였다 각 파괴모드에 따른 지진취약도.

함수를 도출하여 변압기에서의 지배 파괴모드를 결정하고

그에따른지진취약도함수를결정하여야한다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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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전설비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위한 입력지진

그림< 2> 변압기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위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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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와 미끄러짐에 대한 지진취약도 분석을 위하여 그림 2

와 같은 모식도를 변압기의 개략적인 모델로 채택하였다.

실제 무게중심을 파악 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제의 무게중심

점을 고려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하학적 중심점을

무게중심으로 가정하였다.

변압기가 전도에 대하여 파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식

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여야 한다(1) .







 


 (1)

여기서,

 변압기의 높이=

 변압기의 무게=

 변압기에 작용하는 수평가속도=

 변압기의 폭=

이 관계를 이용하여 변압기에 전도를 일으킬 수 있는 한

계지반가속도(Critical Acceleration,  을 결정할 수 있다) .

  
  (2)

이경우는앵커볼트와용접등으로인하여변압기가고정

되어있는경우를고려하지않았으므로앵커볼트또는용접

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 과 같이 저항모멘(3)

트 항에 추가적인 모멘트가 더해져야 한다.







 


 (3)

여기서, 는앵커또는용접으로인하여추가적으로발

생하는 저항모멘트이다.

변압기에서수평지진력에의해미끄러짐이발생할수있

는조건은변압기의질량에작용하는수평가속도에의한힘

이변압기자중과마찰면에서의마찰저항력보다크게되는

것이다 따라서미끄러짐에대한저항을식 와같은관계. (4)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4)

여기서 는마찰에의한저항력이고 은마찰계수이0.03

다 전도와미끄러짐에대한파괴확률은다음식 를이용. (5)

하여 산정할 수 있다.

 ∣  



 


 


 (5)

여기서,

 응답의 평균값:
 내력의 평균값:

 응답의 불확실성:

 내력의 불확실성:

이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계수는 식 과 같이 하나의 계수(6)

로도 표현할 수 있다.

   (6)

변압기 절연애자의 파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절연애자

와변압기본체와의연결부에서응답가속도가 가될때0.6g

를 파괴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지진취약도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지진파를 이용하여 지진파의 랜덤성을 고려하는 방법

이일반적이지만어떠한지진파를선택하는가에따라서그

결과에영향을받기도하며많은지진파를이용하여최대가

속도수준에따른수많은수치해석을수행하여야하므로많

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내 송변전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스펙트럼을

이용한 단일 인공지진가속도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수치해

석을 수행하여 지진파의 랜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EPRI

에서제시하고있는(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을 사용하였다(Reed and Kennedy, 1994)(9)
의 보고. EPRI

서에서는 구조물의 동특성에 따라서 주파수 수준별로 표준

편차의값을제시하고있으며본연구에서는 에해당되5Hz

는 다음 식 과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7) .

  

  

(7)

절연애자의 경우는 애자의 파괴를 파괴모드로 결정하였

으며 파괴기준으로는변압기절연애자의파괴와동일한기,

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수치해석에 의해서 지진취약도 분석

을 수행하였다 변압기에 사용한 강재와 절연애자 및 앵커.

볼트의재료특성은표 과같이정의하여수치해석에적용3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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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와 절연애자의 취약도분석5.

변전소5.1 765kV

변전소의변압기는변압기절연애자가본체내부765kV

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서 제원은 표 에 제시하였다4 .

용 변압기는 크기와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의765kV 3

전류를 위하여 총 대의 변압기가 사용된다 즉 와6 . 345kV

변전소의 경우는 하나의 뱅크가 대의 변압기로 구154kV 3

성되는데 반해서 하나의 뱅크가 대의 변압기로 구성되는6

것이다 변압기의외부에절연애자가노출되어있지않으므.

로 절연애자에 의한 파괴모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끄러

짐과전도에의한파괴만을고려하여취약도평가를수행하

였다 변압기는 앵커볼트로 기초와 고정되어 있는. 765kV

것이 아니고 기초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형강에 용접H

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용접에 의한 허용응력을 고려하여

전도와미끄러짐에대한취약도평가를수행하였다 평가결.

과는그림 에도시하였다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적3 .

인파괴를지배하는파괴모드는미끄러짐에의한파괴인것

으로 나타났다.

변전소의절연애자는자기형애자와복합형애자765kV

의두종류를사용하고있다 이중에서지진에더취약할것.

으로판단되는자기형애자를대상으로하여지진취약도평

가를수행하였다 자기형절연애자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

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변전소를 방문하여 수집한 개략적인

도면과 제작사에서 검토한 동특성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모

델을작성하였으며전술한바와같이애자와하부철구와의

연결부에서 최대응답가속도가 인 경우를 파괴기준으로0.6g

설정하여검토하였다 그림 에자기형애자의형상과도면. 4

그리고수치모델을제시하였다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자.

표< 3> 변압기와 절연애자의 수치해석에 사용한 재료물성

절연애자

탄성계수 × 

포아송비 = 0.25ν
단위중량    



강재

탄성계수 × 

포아송비 = 0.3ν
단위중량    



앵커볼트
항복강도  

인장강도  

표< 4> 변압기의 제원765kV

전체치수(mm)
가로 2,550
세로 5,200
높이 6,740

중량(tf)
수송중량 165
총중량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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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변압기의 지진취약도 함수765kV

형상(a) 도면(b) 해석모델(c)

그림< 4> 변전소의 절연애자76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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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절연애자는상부로갈수록단면이감소하는형상을하

고 있으므로 전체 구간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절연애자의4

직경을감소시켜서해석모델을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절.

연애자에대하여산정한취약도곡선은그림 에제시하였다5 .

변전소5.2 345kV

변전소의변압기는그림 에형상과대표적인단345kV 6

면을 제시하였으며 개략적인 제원을 표 에 정리하였다5 .

변압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연애자가345kV

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미끄러짐과 전도에 의한

파괴모드와 절연애자의 연결부에서의 손상을 고려한 취약

도분석을수해하였다 특히미끄러짐의경우는앵커볼트의.

설치로 인하여 변압기와 기초콘크리트와의 마찰력에 의한

저항력과앵커볼트의항복전단응력을고려하여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변압기의 지진취약도 곡선은 그림 에 도시하였7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끄러짐에 의한 파괴와 최대.

가속도에의한파괴가전체파괴모드를지배하고있는것을

알 수 있으나 미끄러짐의 경우는 앵커볼트의 전단항복응력

을고려하지않은경우이고앵커볼트의전단력을고려한경

우는미끄러짐에의한지진안전성이크게증가하는것을그

림을통해서알수있으므로전체파괴모드는최대가속도에

의한것이지배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변압기의파괴.

모드는 최대가속도 응답에 의한 변압기 절연애자의 손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변전소 변압기의 형상 및 도면345kV

전체치수(mm)

가로 6,980

세로 5,075

높이 8,055

중량(tf)

수송중량 145

유량 28

총중량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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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변전소 주변압기의 지진취약도 곡선34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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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변전소 절연애자의 지진취약도 함수765kV

그림< 6> 변전소 변압기의 형상 및 도면34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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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의 절연애자는 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345kV GIS

를가지고있으며철구에서부터들어오는외부전류를절연

시키는기능을하고있다 절연애자의형상은그림 과같으. 8

며관련도면은그림 에도시하였다 와의연결을고려9 . GIS

하여 그림 와 같이 수치모형화 하였으며 의 경우와9 765kV

동일하게 절연애자와 철구와의 연결부에서 최대가속도가

가 되는 경우를 파괴기준으로 하여 지진취약도 분석을0.6g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연애자 부분과 연.

결강관으로모형화하였다 최종분석결과는그림 에도. 10

시하였다.

변전소5.3 154kV

변전소는 구성 형식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154kV

하고있는옥내 형을대표형식으로선정하였으며설치GIS

되어 있는 기기중 주변압기와 절연애자에 대한 지진취약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전소 주 변압기의 도면은 그. 154kV

림 에도시하였으며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대의변압11 3

기가 상전류를 이루어 하나의 뱅크를 구성하고 있다3 .

및 변압기와비교하여크기나무게가상대적765kV 345kV

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전소 변압기의. 154kV

개략적인제원은표 에정리하였다 지진취약도분석을위6 .

하여동일하게미끄러짐과전도및최대가속도에의한변압

기 절연애자의 손상을 고려하였다.

변전소의 주변압기에 대한 지진취약도 분석결과154kV

는그림 에도시하였다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12 . 345kV

변전소의 주변압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그림< 8> 변전소 절연애자의 도면345kV

그림< 9> 변전소 절연애자의 해석 모델34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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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변전소 절연애자의 지진취약도 함수345kV

그림< 11> 변전소 주변압기의 도면154kV

표< 6> 변전소 주변압기의 제원154kV

전체치수

(mm)

가로 2,000

세로 4,100

높이 3,420

중량(tf)
수송중량 24.3

총중량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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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변전소 주변압기의 지진취약도 분석154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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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앵커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미끄러짐에 대한 파괴가.

파괴모드를 지배하고 있으나 앵커를 고려한 경우 안전도가

크게증가하므로결국최대가속도에의한파괴가전체파괴

모드를지배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 변전. 154kV

소 주변압기의 파괴는 앵커손상에 의한 파괴보다는 변압기

절연애자의 손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변전소의 가장 많은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옥내154kV

형의경우는절연애자가그림 과같이벽면에부착되GIS 13

어 있는 형태이다 이는 벽을 사이에 두고 와 연결되어. GIS

있기 때문에 절연애자가 벽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벽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하,

여해석을수행하였다 파괴모드는동일하게절연애자와철.

구의 연결부에서의 손상을 고려하였으며 파괴기준은 연결

부에서의 최대응답가속도가 인 경우로 설정하였다 그0.6g .

림 에 변전소 절연애자의 수치해석 모형을 도시14 154kV

하였다 단면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절연애자와 철 구조.

물은 각각 단일 종류의 요소로 모형화 하였으며 각 요소의

제원은표 에정리하였다 최종지진취약도분석결과는그9 .

림 에 도시하였다15 .

고장수목을 이용한 변전소의 지진취약도 해석6.

변전소 전체의 지진취약도 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

별 기기의 취약도 분석을 통해서 개발된 각 기기의 지진취

약도를 이용하고 전술한 바와 같은 고장수목 과(Fault Tree)

사건수목 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손상확률(Event Tree)

을 산정하여야 한다 변전소의 경우는 여러 기기가 복합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므로 기기간의 상호작용에 의

해서 하나의 기기의 손상이 타 기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

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전소에서 주변압기와 절연애자에 대

한 검토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두 가지 기기에 의한 전체 시

스템의 파괴확률을 계산하였다 전체 시스템의 파괴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HAZUS

응용하여 표 에서 제안한 손상상태를 적용하였다2 .

변전소는 상의 전류를 다루기 위해서 개의 주변압기3 3

또는 개의 절연애자가 하나의 뱅크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3

나의 뱅크에서 단 한 대의 변압기만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하나의 뱅크의 기능이 상실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하기위하여하나의뱅크시스템에대한고장수목을구성하

고 각 뱅크간의 고장확률을 고려한 고장수목을 구성하였다.

각 고장수목은 그림 과 에 도시하였다16 17 .

그림< 13> 변전소의 절연애자 형상154kV

그림< 14> 변전소의 절연애자 해석모델154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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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변전소 절연애자의 지진취약도 곡선154kV

SUBSTATION

BANK-A BANK-B BANK-C BANK-D

그림< 16> 변전소의 위험도 분석을 위한 고장수목

BANK-A

TR-A BU-A

TR-A1 TR-A2 TR-A3 BU-A1 BU-A2 BU-A3

그림< 17> 변전소 하나의 뱅크에 대한 고장수목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13 2 ( 66 ) 2009. 456

그림 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변전소에서 에서17 Bank-A

의변압기한대의지진에의한손상확률을 라고정

의하고 절연애자 하나의 손상확률을 라고 정의한

다면 각 뱅크에서의 변압기의 파괴확률과 절연애자의 파괴

확률을구할수있고변압기의파괴확률과변압기의파괴확

률을이용하여각 의파괴확률을구할수있다 이렇게Bank .

구해진 각 의 파괴확률을 이용하면 변전소 전체의 파Bank

괴확률을 구할 수 있다 각 변압기의 파괴확률을 이용하여.

한 에서의 변압기의 파괴확률은 식 을 이용하여 구Bank (8)

할 수 있다.

    

   









    

  









   

(8)

동일한 방법으로 절연애자의 파괴확률 를 산정

할 수 있으며 하나의 뱅크 내에서의 변압기와 절연애자의

파괴확률을이용하여뱅크의파괴확률을식 를이용하여(9)

구할 수 있다.

   

   ×  (9)

변전소의 파괴확률은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의된2

손상상태에 따라서 각각 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바와 같이 경미한 손상의 경우는 개의 뱅크중에 개의4 1

뱅크가 손상될 확률을 계산함으로서 산정할 수 있다 뱅크.

의파괴확률이구해졌으므로경미한손상의경우식 을(10)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네 개의 뱅크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10)

중간손상인경우는네개의뱅크중에서임의의두개의뱅

크에서 손상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면 된다 광범위한 손상.

인경우는모든뱅크가손상일입는것으로규정하였으므로

각뱅크의손상확률이교집합으로구성되어야한다 식. (11)

로 표시할 수 있다.

 

 ∩ ∩ ∩ (11)

완전손상인경우는각뱅크의손상확률이아니고각변압

기와절연애자의손상확률을이용하여모든변압기또는모

든 절연애자가 손상이 발생할 확률을 산정할 수 있다.

변전소별로 주변압기와 절연애자에 대한 지진취약도 함

수를도출하여시스템분석을통하여피해수준에따른지진

취약도곡선을도출하였다 전술한바와같이피해정도를경.

미한 손상 중간정도의 손상 극심한 손상 완전 손상의 네, , ,

단계로구분하여각단계별지진재해도곡선을구분된전압

별변전소에따라서도출하였다 그림 그림 에. 18~ 20 765kV,

3 그리고 변전소의 지진취약도 함수를 정리하45kV 154kV

여 도시하였다 또한 각 변전소별로 손상상태에 따른 취약.

도 함수를 구하여 표 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7 .

지진취약도 함수는 응답의 평균값은 본 연구의 해석결과를

적용하였으며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값은 미국 에HAZUS

서 사용하는 값을 준용하였다(FEMA, 1999)(5)
불확실성.

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진피해 자료와 실험결과

등이 있어야 하지만 국내의 여건은 그러한 자료를 얻을 수

가없는상황이므로응답의평균값은시스템분석을통한결

과를사용하고불확실성계수는 의값을사용하였다HAZUS .

미국의 전력시설에 대한 지진취약도평가 결과에서는 고

전압일수록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변전소가 변전소와유사한범위의취765kV 154kV

약도 함수를 갖고 변전소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345kV

타나고있다 이론적으로는고전압으로갈수록지진에취약.

한 것이 맞지만 국내의 경우는 송변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이 제정된 것이 년이며 대부분의 변전시설이 그 이전2001

에 건설되었음에도 변전소는 국내 내진설계기준이765kV

없을때일본의변전시설에대한내진설계기준을준용하여

건설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또다른이유는. 765kV

변전소의 변압기는 절연애자가 변압기 본체에 내장되어 있

는 형태로서 변전소나 변전소에서 사용하고154kV 345kV

있는 변압기와는 다른 구조형식을 가지고 있다 와. 154kV

변전소의변압기는파괴모드가전도 미끄러짐그리345kV ,

고 절연애자의 파괴 중에서 모두 절연애자의 파괴가 전체

파괴모드를지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에반해

서 는 절연애자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파괴확률이765kV

및 변전소에 비하여 작게 평가되는 것으로154kV 345kV

판단된다.

결 론7.

본연구에서는국내변전소의현황을분석하여대표변전

소형식을선정하고선정된변전소에서의취약기기를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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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정된 기기에 대한 취약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개,

별기기의취약도분석결과를고장수목을이용하여변전소

시스템 전체의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

여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변전시설의설비를집중적으로파악하고각설비별파괴

모드 분석 등을 통하여 전체 시스템의 지진취약도 함수

를 제안하였다 변전시설은 국내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압형태인 및 로 구분하였765kV, 345kV 154kV

으며국내변전소의현황파악을통하여 형변전소를GIS

대표 변전시설로 선정하였다 형 변전소는 변압기와. GIS

절연애자를제외한변전소의주요설비가절연가스로충

진된 강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지진에 상대적으로 안

전한구조형식이라판단하여검토대상기기로서변압기

와 절연애자를 선정하였다.

2. 각변전소별로변압기와절연애자에대한지진취약도분

석과시스템분석을수행하여최종적으로변전소에대한

지진취약도함수를도출하였다 변압기의경우미끄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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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변전소의 지진취약도 곡선765kV 그림< 19> 변전소의 지진취약도 곡선34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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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변전소의 지진취약도 곡선154kV

표< 7> 전압별 변전소의 지진취약도 함수

구분 손상상태 Median Beta

765kV

slight 0.37 0.50

moderate 0.45 0.45

extensive 0.57 0.35

complete 0.88 0.40

345kV

slight 0.20 0.60

moderate 0.28 0.50

extensive 0.39 0.40

complete 0.71 0.40

154kV

slight 0.31 0.70

moderate 0.37 0.55

extensive 0.46 0.45

complete 0.92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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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그리고절연애자에 대한파괴모드를 고려하였으며,

절연애자의 경우는 절연애자의 파괴만을 고려하여 지진

취약도해석을수행하였다 기기별로구해진지진취약도.

함수는시스템분석을위하여고장수목을작성하여전체

변전소의 지진취약도 함수를 제시하였다.

3. 미국의 전력시설에 대한 지진취약도평가 결과에서는 고

전압일수록지진에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국내

의 경우는 변전소가 변전소와 유사한 범765kV 154kV

위의 취약도 함수를 갖고 변전소가 가장 취약한345kV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변전소는 국내 내진설. 765kV

계기준이 없을 때 일본의 변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

준을 준용하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와 변전소의 변압기는 절. 154kV 345kV

연애자의파괴가전체파괴모드를지배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에 반해서 는 절연애자가 내장765kV

되어있으므로절연애자의파괴모드가나타나고있지않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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