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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상업운 이 개시된 이래 24년이 경과한 원자력발
소의 480V 압분배계통 차단기의 설비특성, 운   정비경
험, 행 정비활동, 경년열화, 성능, 단종 분야를 검토하여 480V 

압분배계통 차단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안사항과 이를 해
결하기 한 일련의 수명 리계획을 도출하는 기술성 평가를 수
행하 다. 기술성 평가를 통해 제시된 일련의 수명 리계획안에 
하여 비용  고장률 데이터를 근거로 EPRI의 LcmVALUE 
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하고 480V 압분배계통 
차단기의 최  수명 리계획과 권고사항을 제시하 다. 

1. 서    론

  상 원 의 480V 압분배계통 차단기는 안 성(Class 1E)
등 기기와 비안 성(Non-Class 1E)등 기기로 구분되며, 압
부하반(LC: Load Center)과 동기제어반(MCC: Motor Control 
Center) 내에 있다. 압부하반은 상단 스 치기어에서 고압
(4.16kV, 6.9kV  13.8kV)을 수 하여 변압기를 통해 압
(480V)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력은 60Hp에서 250Hp에 해당하
는 부하와 동기제어반에 공 한다. 동기제어반은 압부하반
에서 수 하여 60Hp 이하의 부하와 분 반, 인버터, 충 기 등에 
480V 력을 공 한다. 상 원 의 압부하반에는 기 차단기
(ACB: Air Circuit Breaker)를 사용하고 동기제어반에는 배선
용 차단기(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를 사용한다. 그
림 1은 원 의 소내 력계통을 나타내고 있다.

  안 성(Class 1E) 련 480V 압분배계통 차단기는 발 소 
안 에 직  련되어 있고, 차단기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하
여 발 소 안 에 향을 끼칠 수 있어 원자력발 소는 력계
통을 통상 으로 이 (Redundant)으로 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그림 1 원전 소내 전력계통 구성도 

2. 차단기 고장 데이터

   EPRI의 LCM(Life Cycle Management) 소스북[1]을 근거로 
하여 미국 내 원자력산업계에서 1987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차단기 고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80V 압분배계통 차단

기의 연평균 고장률은 0.0167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단기의 연도별 고장횟수는 비교  일정한 값을 보이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계획 방정비가 체계 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수명이 만료된 기기는 교체하여 운 하기 때문
이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480V 압차단기 설비
에서 8건의 고장사례가 발생하여 미미한 수 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림 2 NPRDS/EPIX DB의 고장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차단기의 고장률

3. 정비유효성 평가

  정비유효성 평가는 미연방법 10CFR50.65의 정비규정에 따라 
원  안 기능을 감시하기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Poisson 확
률 도 함수를 용하여 신뢰도 성능기 (RPC; Reliability 
Performance Criteria))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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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λ : 기기 고장률(기동요구 는 시간당 고장률)
T : 작동시간 는 기동요구횟수
n : 기능실패수

  상기 식에서 개별 발생확률은 5% 이상, 발생확률은 95% 
이상을 만족하는 n 값이 허용 가능한 실패 횟수이다. 압분배
계통 차단기의 경우 4개의 기능에 한 3년간 허용고장횟수인 
RPC 값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고리 3,4호기의 성능감시 
황 검토결과, 재까지 차단기에서 RPC를 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기능

번호
표  기능

RPC

(/Train)

NG-02 비안 등  480V LC 원 공  부하차단기 4회

NH-02 비안 등  480V MCC 부하차단기 18회

PG-02 안 등  480V LC 부하차단기 1회

PH-02 안 등  480V  MCC 부하차단기 9회

<표 1> 성능기준 수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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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종 평가

  단종 리는 발 소 운 능력의 극 화, 발 정지의 최소화, 
운 제한조건(LCO) 시간 최소화, 리 목록  비용의 최 화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불시고장으로 인해 필수 기기의 운  불
능 시간을 이기 한 것이 주요 목 이다. 상설비에 해 
EPRI TR-1003058의 단종평가 기 인 9개 평가항목에 한 수
를 합산하여 수 기 별로 해당 설비의 단종 련 상태를 다음
과 같이 악할 수 있다.

  ○ 6  미만(red) : 단종문제가 심각하여 해결방안 도출 필요
  ○ 6 ～10 (yellow) : 장기 인 문제로 계획수립 필요
  ○ 10  과(green) : 단종문제 없음

  차단기의 단종 상태를 평가한 결과 수가 6 (yellow)으로 차
단기는 장기 인 문제로 계획수립이 필요한 수 으로 평가되었
다. EPRI보고서에서 기 차단기의 상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
고, 배선용 차단기의 상수명을 12년에서 15년으로 권고하고 있
지만 MCCB 제작사는 양호한 환경에서 사용 시 2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재 상수명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성
능감시 황 검토결과, 차단기에서 RPC를 과한 사례는 없으므
로 성능 상태가 양호하며, 재까지 심각한 고장징후는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기사용으로 발 소 수명 내(2023년)
에 차단기 고장을 유발할 것으로 상되므로 경년열화 리 로
그램을 만들어 제품을 리하고, 차단기가 구형 모델이므로 향후 
5년 내에 부품 단종이 상되어 한 시기에 신품으로 교체하
거나 기존의 동일한 비품을 다량 확보하는 략이 필요하다. 

4. 수명관리대안 예비선정

  단종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 여부에 따른 경제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우선 교체 없이 운 허가 기간동안(40
년) 유지하는 방안과 계속운  종료시 (60년)까지 유지하는 방
안을 안으로 하 다. 

  한, 480V 압분배계통 차단기의 수명 리계획 수립을 
하여  차단기 상수명을 근거로 교체시기를 결정한다면 MCCB
는 상수명 범 를 과했으므로 제품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방정비를 강화하면서 2011년까지 교체하고 ACB는 상수명 
범  내인 2014년에 량 교체하는 것으로 하여 운 허가 기간
동안  계속운  종료시 까지를  다른 안으로 하여 총 4
개의 안에 하여 아래와 같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 다.

5. 경제성 평가

5.1 평가방법

  수명 리를 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하여 필요한 입력변수
는 방정비 비용, 고장정비 비용, 수명 리계획이행 비용, 력
생산손실 비용  고장률 등이 있으며, 한 일반 입력변수로서
는 할인율, 물가상승률, 발 기 출력, 발  단가, 운 개시일  
수명종료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력변수를 이용하여 차단기 교체안에 해서는 교체
비용과 고장률 감소에 따른 정비비용 감소  력생산 손실비
용 감소효과를 계산하 다. 차단기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고장률
은 연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2]. 이와 같이 상기 
4개의 한 비용을 산출하고 이들을 순 가비용(NPV: Net 
Present Value)으로 환산하여 비교하 다. 계산 도구로는 EPRI
의 LCM 평가 로그램인 LcmVALUE를 사용하 다.

5.2 평가 결과 

  480V 압분 반 차단기 수명 리계획안에 한 경제성을  
추정치로 개략 평가한 결과는 표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80V 
압분 반 차단기를 교체하고 상업운  후 40년까지 운 하

는 경우가 NPV 비용이 가장 낮게 계산되어 가장 경제성이 있는 
안으로 분석되었다. 

  40년 운 기간을 고려할 때 차단기를 교체하는 것이  약 7.9억
원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60년 운 기간을 고
려할 경우 차단기를 교체하는 것이 그 지 않은 경우 보다 약 
60억원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현행정비활동 유지 차단기 전체 교체

40년 운전전략

NPV 비용
  11,558,995,000   10,767,896,000

60년 운전전략

NPV 비용
 19,573,451,000   13,564,320,000

<표 2> 480V 저압차단기 수명관리계획 경제성 평가결과

[단  ; 원]

6. 결    론

  480V 압분 반 차단기 설비특성, 운   정비경험, 행 
정비활동, 경년열화, 성능  단종 분야의 기술성 검토를 근거로 
수명 리계획을 제시하 으며 수명 리계획의 경제성 분석을 수
행하 다. 압계통차단기는 기 수명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도 고장률 증가 없이 잘 운 되고 있으나, 단종 문제로 인하여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계속운 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검토결과는 차후 실제 수명
리 의사결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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