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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assessment system of safety level of 22.9kV grade high voltage electrical facilities 

considering environmental factors. The assessment system was developed based on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ly, assessment 

structure was determined by consulting standards regarding inspection and diagnosis of electrical facilities. Secondly, contents 

of items and sub items of assessment system were developed.  Thirdly, in order to quantify the importance of the assessment 

system, the weight was calculated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Lastly, assessment table of safety level was 

developed including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eriod of use and load factor. The developed system can evaluate the 

safety level of high voltage facilities in an objective way. Therefore it can be applicable to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ternet of Things(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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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시 건물의 안전진단 관련 

요소를 추출하여 상태 정량화 등으로 수치 혹은 등급으로 나타내

는 것은 안전상태의 효율적 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측정된 데이

터의 누적에 의한 보다 정확한 안전상태 파악 측면에서도 중요하

다. 또한, 향후 광범위한 적용이 예상되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데

이터 취득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설비

상태의 정도를 정량화 하는 기술은 필수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부

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첫 번째로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평가시스템 구조

를 설계하였다. 두 번째로 설계된 구조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결정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상기 방법을 통해 도출

된 요소를 기반으로 세부 가중치를 산출하여 최종 안전등급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은 주요 특고압 전기설비를 5가지

로 분류하여 대항목으로 정의하였으며, 5가지 대항목 각각에 대

한 평가요소를 소항목으로 정의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수치로 도

출하였다. 또한 각 소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도

출하여 평가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본  론

2.1 안전등급 평가시스템 구조

특고압 전기설비표의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먼저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의 구조가 정의되어야 한다. 그림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항목으로 특고압 전기설비

를 정의하고, 소항목으로 각 설비에 대한 평가요소를 정의하며, 

세부항목으로 소항목에서 정의된 각 요소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을 정의한다. 또한 각 항목간의 중요도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는 별도의 방법으로 도출한다. 이를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S는 대항목에서 산출된 점수이며, E는 대항목인 설비

로서 개수가 n개일 경우이며, W는 각 설비에 대한 가중치이다.

수식에서 산출된 점수에 따른 등급 조건은 표 1과 같다. 마찬

가지 방법으로, 대항목인 설비와 소항목인 평가요소간의 가중치

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정의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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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시스템 구조

Fig. 1 Assessment system of safety level of high voltage 

electrical facilities

표 1 식 (1)에서 산출된 점수에 대응하는 안전등급

Table 1 Safety level according to the score calculated by 

equation(1)

번호 수식에서 산출된 점수(S) 안전등급

1 90≤S≤100 A

2 80≤S≤90 B

3 70≤S≤80 C

4 60≤S≤70 D

5 S≤60 E

여기서, E1은 첫 번째 대항목인 설비1의 점수이며, 평가요소 J

의 개수가 n개일 경우, n개의 평가요소와 가중치의 곱으로 결정

된다.

소항목인 평가요소의 나머지 평가요소2~평가요소(n)도 식 (2)

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또한, 소항목인 평가요소와 세부항목인 세부 평가요소간의 가

중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하였다.

   
  



 ×                                (3)

여기서, 평가요소1은 첫 번째 소항목의 평가점수이며, 세부 평

가요소의 개수가 n개인 경우로서, n개의 평가요소와 가중치의 곱

으로 결정된다.

세부항목인 세부 평가요소의 나머지 세부 평가요소2~세부 평

가요소(n)는 식 (3)과 유사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2.2 평가시스템의 가중치 정량화방법 

그림 1에 나타낸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항목, 소항목, 세부항목의 평가 요소의 수량 

및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항목간 요소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

에 각 항목간 가중치를 결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목간 가

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사결정방법론의 하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였다[1-4]. 원래 AHP는 여러 

가지 대상 항목 중 최적의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

한 중요도를 정량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대상을 선택하

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AHP 기법 적용시 최적의 항목을 선

택하기 위해서는 항목간 중요도를 모두 수치화해서 도출되므로, 

이를 응용하여 위험성(또는 안전도)평가 관련 지수, 지표, 등급 

개발시 항목의 중요도를 정량화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5-7].

AHP 기법을 적용하여 항목간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

의 단계를 거쳐서 산출된다.

(단계 1) 평가 대상 항목의 내용과 수량을 정한다.

(단계 2) 평가 대상 항목간 쌍대 비교를 한다. 이때, 쌍대 비교를 

위한 설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문을 몇 점 척도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만약, 평가 대상 항목수가 n개 이

면 설문의 수는 


개이다.

(단계 3) 쌍대 비교 결과 도출된 수치를 가지고 n×n 행렬을 만

든다. 

(단계 4) 행렬의 각 요소를 열의 합으로 나눈다. (n×n 행렬)

(단계 5) 각 행의 평균을 구한다.(n×1 행렬)

(단계 6) 일관성 지수(CI : Consistency Index)를 계산한다. 여기

서, CI=(λ-n)/(n-1)이며, λ는 다음의 순서로 도출된다. 

(단계 6-1) (단계 3)에서 도출된 행렬과 (단계 5)에서 도출된 행

렬을 곱한다. (n by 1행렬)

(단계 6-2) (단계 6-1)에서 도출된 행렬의 각각의 요소를 (단계 

5)에서 구한 행렬의 각각의 요소로 나눈다.

(단계 6-3) (단계 6-2)에서 구한 행렬의 평균값을 구한다.

(단계 7) CI ≤0.1이면 (단계 5)에서 산출된 값을 가중치로 선택

하고, CI>0.1이면 산출된 값을 가중치에서 배제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AHP 기법을 활용한 가중치 정량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평가 대상 항목이 A1, A2, A3, A4의 4가지이고,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을 때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6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표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A1이 A2보다 약간 중요하지 않고, A1이 A3보다 매우 중

요하지 않으며, A1이 A4보다 매우 중요하지 않으며, A2가 A3보다 

매우 중요하지 않으며, A2가 A4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A3가 A4보

다 중요하다면, 표 2에 O로 내용을 체크 할 수 있으며, 표 2의 

설문표를 바탕으로 식 (4)와 같은 행렬이 도출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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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절대 중요

(5점)

매우 중요

(4점)

중요

(3점)

약간중요

(2점)

보통

(1점)

약간중요하지

않음(1/2점)

중요하지

않음(1/3점)

매우 중요하지 

않음(1/4점)

1
A1이 A2보다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A1이 A3보다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
A1이 A4보다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
A2가 A3보다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
A2가 A4보다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
A3가 A4보다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 2 5가지 평가항목의 가중치 정량화를 위한 설문조사표(5점 척도의 경우)

Table 2 Survey table for quantization of the weight of five items(in case of five-point scale)

식 (4)에서 행렬의 요소를 열의 합으로 나눈 후 각 행의 평균

을 계산하면 식 (5)와 같이 4×1 행렬이 구해진다.

 




































                             (5)

식 (5)에서 구한 가중치를 채택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CI를 계산해야 하며, n=4이므로, 우선 λ를 계산하여야 한다. λ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도출된다.

식 (4) 행렬과 식 (5) 행렬을 곱한후 구한 행렬(4×1 행렬)의 

각 요소를 식 (5)의 각 요소로 나눈다. 그 후에 얻은 4 by 1행렬

의 평균값을 구한다. 이 값이 λ값이 된다. 여기서 구한 λ= 4.16

이며, CI = (4.16-4)/3 = 0.053 ≤ 0.1이므로 식 (5)의 행렬을 가중

치로 채택한다.

2.3 도출된 안전등급 평가시스템 

상기한 바와 같이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의 

구조 및 정량화 기법을 기반으로 22.9kV급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대항목, 소항목, 세부 항목의 

평가요소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회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가중치는 특고압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 업

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10인 이상의 전문가 대상으로 AHP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었다. 

2.3.1 22.9kV급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평가시스템 

전체 구성

22.9kV급 특고압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정립을 위한 대상에

는 특고압전기설비 전체가 되어야 하나 연구범위가 너무 넓고 방

대해지므로, 가장 중요한 주요 특고압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기준

을 정립하고 필요시 추후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입케이블, 개폐기, MOF, 차단기, 변압기 

등 주요 특고압전기설비 5가지로 범위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다. 5가지 설비에 대한 세부 평가 요소는 해당 설비와 관련된 

기술진단업무 표준매뉴얼, 검사업무 처리방법, 전기안전지침 등의 

평가 요소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의 대항목 각 요소간 가중치는 변압

기(0.302)>인입선(0.235)>차단기(0.205)>개폐기(0.141)>MOF(0.118)

의 순서로 산출되었다[7-10].

특고압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식 (1)에서 

n=5이고, 각 설비의 가중치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 (6)이 도

출된다.

  인입선평가×개폐기평가×
평가×  차단기평가×
변압기평가× 

여기서, S는 대항목에서 산출된 점수이며, 수식에서 산출된 점

수에 따른 등급 조건은 표 1과 같다.

그림 2 22.9kV급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시스템 구조 및 

가중치

Fig. 2 Structure and weights of assessment system of safety 

level of 22.9kV grade high voltage electric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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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항목별 평가요소 및 이에 대한 가중치

그림 3은 5가지 주요 특고압 전기설비 중 인입선의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인입선은 가공인입선 또는 지중인입

선으로 분류되며, 가공인입선을 선택하였을 경우와 지중인입선을 

선택하였을 경우 평가요소는 동일하나 세부 평가요소에 일부 차

이가 있으며, 평가요소의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 인입선의 최종 

평가점수는 사용기간, 부하율, 지역, 업종으로 구성된 환경요소의 

곱셈으로 결정된다.

그림 3 환경요소를 고려한 인입선의 평가요소 및 가중치

Fig. 3 Assessment items and weights of entrance wire 

considering environmental factors

그림 4는 5가지 주요 특고압 전기설비중 개폐기의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개폐기는 인입구 개폐기 또는 고장

구간 자동개폐기로 분류되며, 인입구 개폐기를 선택하였을 경우

와 고장구간 자동개폐기를 선택하였을 경우 평가요소 및 세부 평

가요소에 차이가 있으며, 평가요소의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 개폐

기의 최종 평가점수는 인입선과 마찬가지로 사용기간, 부하율, 지

역, 업종으로 구성된 환경요소의 곱셈으로 결정되는 것은 동일하

나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

그림 4 환경요소를 고려한 개폐기의 평가요소 및 가중치

Fig. 4 Assessment items and weights of switchgear 

considering environmental factors

그림 5는 5가지 주요 특고압 전기설비중 MOF의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MOF는 5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평가점수는 인입선 및 개폐기와 마찬가지로 사용기

간, 부하율, 지역, 업종으로 구성된 환경요소의 곱셈으로 결정되

는 것은 동일하나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

그림 5 환경요소를 고려한 MOF의 평가요소 및 가중치

Fig. 5 Assessment items and weights of MOF considering 

environmental factors

그림 6은 5가지 주요 특고압 전기설비중 차단기의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차단기는 5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최종 평가점수는 인입선, 개폐기, MOF와 마찬가지

로 사용기간, 부하율, 지역, 업종으로 구성된 환경요소의 곱셈으

로 결정되는 것은 동일하나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

그림 6 환경요소를 고려한 차단기의 평가요소 및 가중치

Fig. 6 Assessment items and weights of circuit breaker 

considering environmental factors

그림 7은 5가지 주요 특고압 전기설비중 변압기의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다. 변압기는 몰드변압기 또는 유입변압

기로 분류되며, 몰드변압기를 선택하였을 경우와 유입변압기를 

선택하였을 경우 평가요소 및 세부 평가요소에 차이가 있으며, 

평가요소의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 최종 평가점수는 인입선, 개폐

기, MOF, 차단기와 마찬가지로 사용기간, 부하율, 지역, 업종으로 

구성된 환경요소의 곱셈으로 결정되는 것은 동일하나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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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환경요소를 고려한 변압기의 평가요소 및 가중치

Fig. 7 Assessment items and weights of transformer 

considering environmental factors

2.4 기후 등 영향 요소의 실시간 반영을 통한 안전등급의 

보정 시스템 

개발된 특고압전기설비의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은 항목별로 평

가점수가 도출되기 때문에 전체 안전등급 뿐 아니라 항목별로도 

평가 등급분류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한, 평가 항목중 절연상

태 및 접지상태와 같은 일부 요소들은 유무선 센서를 통해 데이

터를 취득하고 이를 사물인터넷화하는 기술을 통해 실시간 상태

감시가 가능하며,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에서 취득한 

기상청 통계 데이터 및 전기설비 사고 통계 데이터와 연계되었을 

때 보다 정확한 안전등급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8 기후 등 영향 요소의 실시간 반영을 통한 안전등급의 보

정 시스템

Fig. 8 Correction system of safety level reflecting influential 

factors such as climate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 요소를 고려한 22.9kV급 특고압 전기

설비의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개발된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은 대항목, 소항목, 세부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항목, 소항목, 세부 항목의 평가요소는 전

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회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가

중치는 10인 이상의 전문가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통해 산

출되었다. 

(2) 개발된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의 대항목은 인입선, 

개폐기, MOF, 차단기, 변압기의 5가지 주요 특고압 전기설비로 

도출되었으며, 대항목의 각 요소간 가중치는 변압기>인입선>차단

기>개폐기>MOF의 순서로 산출되었다.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산출된 점수를 

기반으로 5단계의 안전등급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3) 5가지 주요 특고압 전기설비인 인입선, 개폐기, MOF, 차

단기, 변압기 각각에 대한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평가요소별 점수는 사용기간, 부하율, 지역, 업종으로 구성된 환

경요소의 곱셈으로 결정된다.

(4) 개발된 특고압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은 향후 기

상청 통계 데이터 및 전기설비 사고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등

급을 보다 정확하게 보정할 예정이며, 사물인터넷 기반 데이터 

취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설비의 상태를 정량화 하여 예

측하는 기술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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