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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 정지 및 안전모선의 정전 사례를 분석하여 

원자력 발전소 비안전등급 4.16kV 고압차단기반 개선공사 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모선 정전발생의 잠재 리스크를 분석 연구하고 리

스크 모델을 수립하였다.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물질 유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정상 

상황에서 노심을 냉각하고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고유

의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안전설비의 전원은 다양성 및 

다중성과 물리적, 전기적 독립성을 갖춘 안전모선에서 공급하여 

고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가 정지하고 설비교체 

및 정비를 하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는 발전기로부터 공급되는 소

내전원이 중단되므로 비안전모선과 안전모선의 전원이 한 변압기를 

통해 소외전원으로 부터 공급받게 된다. 따라서 비안전모선에서 이

루어지는 차단기반 교체공사 중 고장이나 오신호의 발생은 보호협

조와 절연협조의 실패와 결합될 때 안전모선에 파급되어 안전모선

의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볼 때 비안전설비의 교체공

사에서 안전모선으로 영향을 주는 고장의 리스크는 공사의 참여자

들이 인지 및 예상하지 못하는 블랙스완 리스크로 작용하여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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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의  

2000년부터 2019년 20년간의 안전모선정전과 발전정지 사건 중 

차단기반 설비와 연관된 32건을 추출하고 근본원인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 차단기반 설비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안

전모선 정전 파급의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 모델을 구

축하였다.

  이 연구는 차단기반 개선 및 교체시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전모선 정전의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예상, 측정이 

가능한 관리 대상 영역의 리스크로 환원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벽 분석을 제시한다. 

  현재 1978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원자력 발전소의 차단기반 교

체주기가 도래하여 전 원자력발전소의 차단기반이 개선 및 교체되

고 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차단기반 교체 시 안전모선

의 정전을 방지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도 개선에 기

여하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 안전모선 정전, 보호협조, 절연협조, 블랙스완 리스크, 신뢰도,  

         리스크 평가, 시나리오 모델 

학  번 : 2018-2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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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 건설, 운영된다. 방사능에 

대한 태생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소 비정상 상황에서 방사능 물질

의 외부 유출을 막고 노심을 냉각하여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1)안전설비

를 갖추고 있다. 안전설비는 다양성과 다중성, 물리적 전기적 독립성을 

부여한 A, B 계열개념의 2)안전모선에서 전원을 공급한다. 이러한 고신

뢰성과 안정성을 부여한 안전모선의 무정전, 무중단 공급이 원자력 안전

의 핵심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쓰나미로 인해 원자로 잔열 냉각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황이 되어 노심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1].  사고

의 근본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에 의한 단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진, 쓰나미, 테러 등 제반 상황에 대해서도 전원 공급만은 중단되지 

않도록 다중 비상전원 공급계통을 완비하여야 한다[1].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 전 원

자력발전소의 노후화된 고압차단기반 설비의 교체주기가 도래하였다, 이

러한 차단기반의 설비교체 중 안전모선의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성을 저해하였다[23]. 

1) 안전설비 : 공학적 안전설비로 사고예방설비, 사고완화설비로 분류
2) 안전모선 : Class-1E로 분류되며 안전설비에 전력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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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의 설비들은 안전설비와 비안전설비로 분류되며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되어 공통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가 정지

하고 설비교체 및 정비하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에는 발전기로부터 공급되

는 소내전원의 전원이 중단되므로 비안전모선과 안전모선의 전원이 소외

전원에서 한 변압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게 된다. 따라서 비안전모선에

서 이루어지는 차단기반 교체공사 중 고장이나 오신호의 발생은 보호협

조와 절연협조의 실패와 결합될 때 안전모선에 파급되어 안전모선의 정

전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비안전설비의 교체공사에서 안전모선으로 영

향을 주는 공통고장의 리스크는 공사가 물리적으로 이격된 공간에서 진

행되므로 공사 참여자들이 인지 및 예상하지 못하는 3)블랙스완 리스크

로 작용하여 인적오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비안전등급 4.16kV 차단

기반 설비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모선 정전 파급의 잠재적 리스크

를 분석하여 시나리오 모델을 구축하였다. 한빛 OO호기 웨스팅하우스형 

발전소를 모델로 비안전등급 4.16kV 모선과 4.16kV 안전모선의 연계성

에 대해서 분석하고, 안전모선 정전과 발전정지 사례 중 차단기반 연관 

고장사례를 검토하여 안전모선의 정전유발 리스크의 잠재요인을 분석하

였다. 차단기반 개선 공사 프로젝트의 리스크는 공기지연, 예산초과, 산

업안전, 방사능 유출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방사능 유출방지와 관

3)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전례가 없고 발생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리스크, 나심 니콜라스 탈레   

  브의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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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는 안전모선 정전 리스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16kV 차단기반 

개선공사 관련 설계, 시공 전단계의 안전모선 정전의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통제 예측 가능한 리스크로 환원하고 안전모선의 정전을 예방

함으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및 개요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내 소내 전력계통 고압차단기반 개선 교

체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모선의 각 정전 사례를 분석하여 리스크 

모델을 수립하고 안전모선 정전발생 잠재 리스크를 발굴 및 평가 연구하

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소개하였다.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

으로 안전모선의 무정전 전원공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차단기반 교체 

공사시 안전모선 정전방지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내 전력계통을 분석하고 발전소 운전중 전원구성과 계획예방정비

시 전원 구성을 비교하여 안전모선과 4.16kV 비안전모선의 연계성을 분

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의 발전정지 및 안전모

선 정전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안전 등급 차단기반의 교체를 

위한 설계 및 시공단계 별 안전모선 정전을 유발하는 리스크를 분석 하

였다. 

  제 4장에서는 차단기반 교체시 안전모선 정전유발 리스크를 근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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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법을 통해 종합하여 비안전 차단기반 교체시 안전모선 정전 파급 

모델을 수립하였다. 또 방벽분석을 통해 방지대책을 분석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추후 연구 사항을  제

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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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 발전소 전력계통

제1절  원자력발전소 전력계통[48] 

  원자력발전소 전력계통은 발전소 정상운전중에는 발전된 전력을 내부 

보조기기에 공급 및 한전 송전망으로 송출하고, 발전소 비정상 및 사고 

상태에는 원자로보호계통과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

능을 한다. 이는 외부로 송·수전을 하는 소외전력계통(Off Site 

Supply System)과 소내 보조기기들에 전원을 공급하고 기기를 운전하

는데 필요한 소내전력계통(On Site Power Supply System)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소내전력계통은 다시 전원계통, 소내 배전계통으로 나누어

진다. 소내전력계통을 원자로 안전관련 여부에 따라 비안전 관련 전력계

통(Non Class-1E Power Systems)과 안전관련 전력계통(Class-1E 

Power Systems)으로 구분한다. 특히 최상위 설계기준인 미연방법 10 

CFR 50, Appendix A, GDC 17에 따라 2개 우선전력(Preferred 

Power Supply)으로 송전망으로 부터 안전등급 모선에 독립된 전원을 

공급한다. 이는 LOCA 후 수초 이내 또는 안전해석에 요구되는 시간 이

내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2개 계열(Division)의 안전등급 비상디젤발전

기 및 배전계통설계를 통해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독립성, 

다중성, 시험성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등급의 직류계통(UPS)은 4채널

(Channel)을 구성하여 안전모선의 교류, 직류 전원 공급성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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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외전력계통(Off Site Power System)

  발전소 외부 한전 전력계통망에서 기동용변압기(Start Up Transformer)

를 통해 발전소 내로 공급되는 전력계통을 소외전력계통이라고 한다. 발

전기차단기(GCB)가 있는 발전기 계통의 경우 스위치야드에서 주변압기

를 통해 소내 보조변압기로부터 공급되는 발전소 기동 및 정지시에 비상

전원도 소외전력으로 분류한다. 

그림 2-1 한빛 원전 소외전력계통도

  소외전력은 2개의 동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

는 변전소 및 선로로부터 공급되며 각 선로마다 한 개의 철탑이 있어 2

회선이 한 철탑으로부터 공급되어 총 2선로(Route)에 4회선의 345kV

송전선(Transmission Line)이 스위치야드에 연결된다. 

  스위치야드는 금속외함 내부에 SF6 절연 가스를 채운 GIS(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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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ted Switchgear)설비로서 융통성과 신뢰성이 좋은 1.5차단기 방

식이며, 독립된 두 기동용변압기를 통해 Class-1E 소내배전계통의 상

시전원(Preferred Power Supply)으로 공급되며, Non Class-1E 소내

배전계통에 비상전원(Alternate Power Supply)으로 공급한다.

  스위치야드 모선에 3상 단락 사고가 발생되어 두 송전선로가 탈락되

어도 송전계통망의 안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전력계통 

안정도분석에서 송전계통 한 선로가 상실되거나 가장 큰 부하가 탈락되

어도 안전 관련계통의 상시소외전원의 완전 상실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해 계통 주파수 감소에 의해 원자로냉각재 펌프 유량감소를 초래

하고 불안정상태로까지 냉각재펌프가 저속운전이 되지 않게 되어 있다.

  소내 안전관련 전력계통에는 비상용 디젤발전기와 대체비상발전기 그

리고 이동형 발전차가 있어 소외전원상실(OffSite Power Loss)시에도 

발전소 안전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소내전력계통(On Site Power Systems)

  소내전력계통은 주발전기, 소내보조변압기,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비

안전관련 비상용 디젤발전기, 축전지 등의 전원장치와 13.8kV, 4.16kV

및 480V 등의 소내 배전계통, 직류 및 계측제어 전력계통 등이 있다.

가. 비안전 관련 전력계통(Non Class-1E)

  주발전기 계통에서 발생된 전력은 상 분리 모선, 주변압기 및 34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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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야드를 거쳐 계통으로 보내어 지는데, 그 일부는 상 분리 모선에 

접속된 2대의 소내 보조변압기(Unit Aux. Transformer)를 거쳐 소내 

부하에 공급된다. 발전소는 보수작업 또는 핵연료 교체작업을 위해 발전

소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때도 소내 보조설비에 계속적인 전력공

급이 필요하게 되어 345kV 스위치야드로 부터 별도로 설치된 2대의 기

동용 변압기(Start Up Transformer)를 거쳐 공급된다.

그림 2-2 한빛 원전 소내전력계통도(1,2호기)

  스위치야드에서 기동용 변압기를 통해 소내 보조설비에 공급되는 전력

은 발전소 정상 운전 상태에서 언제나 공급 가능해야 한다. 주발전기 출

력이 소내 보조변압기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순간에도 대기상태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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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주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지 않을 경우 모든 부하는 

기동용변압기를 통해 345kV 스위치야드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기동용 변압기로부터 수전하여 기동이 완료되면 안전 모선들은 기동

용 변압기에서 소내 보조 변압기로 수동 절환 하여 정상운전을 계속한다.

소내 보조변압기에서 기동용 변압기로의 자동 절환은 전기적 사고나 터

빈 트립 시 이루어진다. 보조변압기 결선은 1차측 △형이다. 2개의 2차 

측 권선은 모두 Y형으로 결선되어 있으며 1차 측에 수동 무 부하 텝 절

환기가 설치되어 있다. 변압기의 중성점은 저항접지 방식이다. 기동용변

압기는 스위치 야드로부터 수전한 345kV를 13.8kV와 4.16kV로 변환

시켜 소내 비 안전 부하 및 모든 안전관련 부하들에 전력을 공급한다.

  정상 발전소 운전 중에는 4.16kV 안전 모선에 전력 공급을 계속하며 

소내보조변압기에서 공급받는 13.8kV 및 4.16kV의 비 안전모선에는 대

기상태로 있다가 소내 보조 변압기가 공급 불능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비 안전모선들에도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기동용 변압기도 설계부하의 

50%용량 2대가 있으며 두 변압기 모두 3상 변압기이다. 결선은 1차, 2

차 모두 Y결선이고, △결선인 3차 권선이 추가로 설치되어 Y-Y 결선에 

따른 고조파의 영향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차 측은 13.8kV 및 4.16kV의 2개의 권선이 있어 각각 13.8kV 모

선 및 4.16kV 모선들과 연결되며 기동용 변압기의 출력차단기(345kV 

Start Up XFMR Supply PCB) 중 13.8kV 및 4.16kV 비 안전 모선의 

기동용 변압기 측 인입차단기(Incomming BKR)가 되는 차단기들은 통

상 주발전기가 운전되지 않을 때 닫혀 있어 기동용 변압기로부터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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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다. 기동용 변압기 출력 측 차단기는 해당 기동용 변압기 보호

계전기 동작, 해당 차단기 고장 감지, 해당 모선의 보조변압기 측 차단

기 투입 중 하나 이상이 만족되면 자동 트립된다.

  비안전 관련계통의 상시 전력(Preferred Power)은 주발전기, 소내보

조 변압기를 통해 수전하게 되며 이 전원이 발전소 정지나 기동 시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외전력(Off Site Power)을 받는다. 즉, 비상 전원

(Alternate Power)으로 소외전력을 받는데 이는 두 가지 회로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한 회로는 주변압기를 거쳐 소내보조변압기로 받을 

경우(GCB가 있는 발전계통)와 기동용 변압기로 절체하여 받을 경우

(GCB가 없는 발전계통)가 있다. 또한, 핵 안전에 관련되지 않지만 고가

의 주터빈기기에 손상완화를 위하여 소외 전원상실 시에 비상용전원으로 

비안전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1) 13.8kV 교류계통

  13.8kV 전력 공급계통의 주 기능은 발전소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13.8kV 부하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4개의 분리된 13.8kV 스위

치기어로 구성되며, 각 스위치 기어는 2개의 전원, 즉 소내 보조변압기 

및 기동용 변압기 중 하나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13.8kV 모선의 부하용 차단기(Feeder Breaker)들에 의해 공급되는 

부하들은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3대), 복수펌프(4대) 및 순환수펌프

(6대)이다. 전동기 회로는 전동기 기동 시 기동전류에 의해 전압이 강하

되는데 이경우의 최저 허용 단자 전압은 13.8kV의 80%로 이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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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지는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13.8kV 모선의 가압 및 전원절환 순

서는 다음과 같다.

① 발전소 기동 시 – 기동용 변압기 측 인입차단기 수동부하절체

② 기동 완료 후 – 소내 보조변압기 측 인입차단기 수동부하절체 이 때 

해당13.8kV 모선에는 자동적으로 기동용 변압기 측 인입 차단기는 트립

된다. (2개의 전원이 3초 간 동시 투입 시 배전반에 경보발생)

③ 사고에 의한 트립 – 소내 보조변압기 측 차단기가 자동 트립되면 기

동용 변압기 측으로 자동 부하절체된다. 

④ 계획 정지 시 – 핵연료장전 등을 위해 발전소를 계획적으로 정지시키

고자할 때는 기동용 변압기 측 인입차단기를 수동 투입하면, 소내 보조

변압기는 자동 트립된다. (수동 부하절체)

  13.8kV Non-Class-1E AC 원자로 냉각재펌프용 회로에는 저전압

계전기, 저주파수 계전기등이 내장된 “Class-1E” 후비(Back-up) 차

단기(S-5E-NA-SO5, SO6 및 SO7)가 해당 원자로 냉각재펌프 급전

용 차단기와 직렬로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외부 전원 상실 시 등 사고 

시에 전원회로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분리를 보장하며, 원자로 냉각재

의 Flow Coast down 을 허용하기 위함이다. 

2) 4.16kV 교류계통

  4.16kV 비안전 전력공급계통의 주 기능은 발전소 정상운전에 필요한 

비안전 4.16kV 부하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2개의 분리된 

4.16kV 스위치 기어로 구성되며, 각 스위치 기어는 2개의 전원 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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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조변압기를 통한 발전기 출력과 345kV 전력계통과 연결된 기동용 

변압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3) 480V 교류계통

  Non Class-1E 480V 계통은 Non Class-1E 480V LC(Load 

Center) 및 480V MCC(Motor Control Center)로 구성된다. Non 

Class-1E 480V 모선의 정상공급전압은 460V±10%(414V- 506V)

이며, 전동기 회로의 경우는 전동기 기동 시라도 460V의 80%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① 1E 480V LC

  480V LC는 Non Class-1E 4.16kV 모선에서 480V LC에 내장된 

4.16kV/480V,3⏀ 건식변압기를 거쳐 480V를 수전하여 발전소 정상운

전에 필요한 Non Class-1E 480V 부하 및 Non Class-1E 480V 

MCC들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② Non Class-1E 480V MCC의 주 기능은 Non Class-1E 480V LC 

및 Class-1E 480V LC 또는 MCC 중 하나로부터 480V를 수전하여 

정상발전소 운전에 필요한 60HP(비전동기 부하는 100kW)이하의 

480V부하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나. 안전 관련 전력계통(Class-1E)

  안전관련 교류 전력계통은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가상사고 조건에서

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또 안전정지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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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전력을 공급한다. 안전관련 계통의 전기부품은 

“Class-1E”로 설계되어 있다. 발전소 안전에 중요한 전기 계통 및 

부품들은 지진, 폭풍, 홍수 등 외부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 주어진 환

경조건에서 그 고유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Class-1E 전기 계통에 대한 표준 설계지침은 IEEE Std. 308-1978

이며 Class-1E AC 전력계통은 안전계통에 “동시사고(Common Failure)”

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성(Redundant)과 충분한 물리적 및 전기적 독립

성(Independent)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Class-1E 전력계통은 발전소(Unit) 상호간에 공유되는 부분은 없다. 

또한 부하그룹 상호 간 자동연결(Automatic Connecting) 또는 자동부

하절환(Automatic Transferring Loads)은 없다. 공학적 안전설비모선

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부하들은 사고조건에서나 소외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동작되어야 하므로 이들 공학적 안전설비 모선들은 언제나 전

력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각 Class-1E 4.16kV 모선은 소내 전원인 

비상용 디젤발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소외전원이 상실되어 비상용 디젤발전기에 의해 안전관련 부하에 전력

을 공급할 경우는 기동전류에 의한 디젤발전기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

하여 모선에서 부하들이 모두 제거되며, 중요 부하들은 미리 정해진 순

서에 따라 일정시간 간격으로 순차 기동되는 자동급전(Automatic 

Sequencing)이 이루어진다.

  원자로 안전에 관련되는 계통 및 기기, 원자로 비상정지, 격납용기 격

리, 노심냉각, 격납용기 및 원자로 잔열제거, 또는 방사선 물질이 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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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전기기기 및 계통의 안전등급을 

Class-1E(IEEE Std. 308-1978)라 하며 소외전원상실(Off Site Power 

Loss)과 상관없이 설계기준사고(Design Base Accidents)가 발생되어

도 그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 및 동작계

통에 참여하는 모든 전기계통 및 기기는 Class-1E로 설계, 제작, 설치

되어져야하며 전원상실 또는 성능저하에 의하여 원자로 안전정지, 노심

손상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관련 전력은 상시전원(Preferred Power)으로는 소외전원을 받으

며 기동용변압기를 통해 수전한다. 소외전원이 상실되었을 때는 비상전

원(Alternate Power)으로 비상용 디젤발전기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

다. 비상용 디젤발전기 계통은 2계열로 되어있는데 한 계통으로도 충분

히 원자로를 안전정지 시킬 수 있으며 중복성, 독립성 등이 설계 기준이 

적용되어 동시사고(Common Failure)를 방지하고 단일사고기준(Single 

Failure Criterion)이 만족되도록 하였다.

1) 4.16kV 교류계통

  안전관련 4.16kV 전력 공급계통은 중복성 및 전기적 분리

(Electrically Isolation)와 물리적 격리(Physically Separation)로 설계

된 2개의 부하 그룹(Redundant Load Group)으로 나누어져 모든 

Class-1E 4.16kV 부하 및 Class-1E 480V LC에 전력을 공급한다. 

부하그룹 각각은 가상사고 중이나 사고 후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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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통은 어떤 형태의 단일기기사고(Single Fault or Failure)가 일

어나도 안전 관련 전력공급계통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않도록 설계

되어 있다. 

  Class-1E 4.16kV 모선들(A-5E-PB-S01, B-5E-PB-S1)은 3가

지의 전원 중 하나로부터 수전 가능하다. 즉 정상운전 상태에서는 해당  

그룹의 345kV기동용 변압기로부터 수전하고, 해당 그룹의 기동용 변압

기가 상실된 경우는 해당 그룹의 비상용 디젤발전기로부터 수전하게 된

다. 또한 345kV 기동용 변압기(2대)중 다른 그룹용 기동용 변압기로부

터도 수동 조작을 통해 수전이 가능하다.

  345kV 기동용 변압기들은 Non Class-1E 계통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13.8kV 및 4.16kV 2개의 2차권선 중 4.16kV 측 권선과만 연결이 

되는데, 이 4.16kV측 권선은 Non Class-1E 4.16kV 모선(Normal 

Operation 상태)과도 병렬로 연결된다. Class-1E 4.16kV 모선들은 소

내 보조변압기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2) 480V 교류 공급계통

  안전관련 480V 계통은 Class-1E 480V LC와 Class-1E 480V 

MCC로 구성된다. 480V LC들은 각각 해당 4.16kV 공학적 안전설비 

모선에서 4.16kV/480V의 건식변압기를 통해 수전되며, 480V LC에서 

480V 부하 및 480V MCC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Non Class-1E와 동

일하다.

  Class-1E 480V 전력공급계통은 설계상 Class-1E 4.16kV 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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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사하며, 2개의 부하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중복성 및 물리적, 전

기적 독립성이 유지되어 어떤 형태의 단일기기 사고도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의 안전기능을 방해하지 못한다. 내진설계, 환경고려, 주기적 시험 

등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들 2개의 부하 그룹 상호 간에

는 수동 및 자동절환을 위한 장치는 없다.

  Class-1E 480V 전력공급계통의 주 기능은 모든 안전관련 480V 부

하 및 일부 비 안전 관련 부하들에 신뢰성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다. Class-1E 480V 계통에서 공급받는 비 안전 관련 부하들은 원자로 

안전에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발전소 안전정지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

이나 발전소 이용률 향상 또는 안정된 운전에 직결되는 설비들이다.

가) 480V LC 개요

  8개의 4.16kV/480V 건식변압기가 각각의 480V LC에 전력을 공급

한다. 이들은 △-Y 또는 △-△로 결선된 3상 변압기로 각각 해당 

480V LC 스위치기어에 내장되어 있으며, 해당 그룹 Class-1E 

4.16kV 모선에 각각 4개 씩 연결된다. 외부 전원이 상실된 경우도 해당 

Class- 1E 4.16kV 모선을 통해 소내 전원인 비상발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480V LC에서 공급되는 부하의 크기는 60-250HP

(비전동기 부하는100-400kW)이다. 480V LC의 전원 측 및 부하 측 

차단기들은 중앙제어실에서 조작되며, 시험위치에서는 현장제어반에서도 

가능하다. 480V MCC용 차단기는 해당 480V LC에서 수동으로 조작된

다. 어떤 부하들은 보조 정지반(Aux. Shutdown PNL)에서도 조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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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Class-1E 480V LC와 해당 4.16kV 차단기 사

이에는 4.16kV 모선 회로차단기가 트립되면 해당 480V LC는 트립 또

는 4.16kV 모선 회로차단기가 투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480V LC가 반

드시 트립 되도록 상호 연동 설계가 되어 있다.

  해당 Class-1E 4.16kV 모선의 전원이 상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

전주입 신호가 발생한 경우는 Class-1E 480V 부하들은 시간 지연 없

이 즉각 기동이 가능하며 Class-1E에서 공급받는 Non Class-1E 부

하들은 안전주입 신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계통에서 분리된다. 또한 해

당 Class-1E 4.16kV 모선에서 기동용변압기 측 전원이 상실된 경우는 

480V LC 인입차단기의 트립에 의해 4.16kV모선에서 자동 분리되고, 

디젤발전기가 투입된 후 자동급전 순서에 따라 재투입된다.

나) 480V MCC

  Class-1E 480V MCC가 부하그룹‘A’및‘B’에 각각 9개 씩 그리고 

Channel‘C’및‘D’에 각 1개 씩으로 나누어져 있다. 18개의 MCC는 

각각 해당 Class-1E 480V LC에서 수전하며, Channel‘C’및‘D’에 

해당되는 480V MCC는 각각 해당 125V DC 계통으로부터 25kVA 3

⏀,60Hz, 480V 인버터를 통해 수전한다.

  안전주입신호가 발생되고 480V 전원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는 추가 소

요 부하들만 순차적으로 자동 급전되며, 480V 전원이 상실된 경우는 모

든 480V MCC는 480V LC 인입차단기의 트립에 의해 계통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비상발전기에 의해 전원이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재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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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1E 480V MCC의 주 기능은 60HP 이하(비전동기 부하 

100kW 이하)의 전동기, 전동기 구동밸브, AC 솔레노이드 밸브, 전열

기, DC충전기, 인버터 및 기타 안전 관련 부하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

이다. 이들 Class-1E 480V MCC들은 제어건물, 보조건물, 필수 해수

취수장 및 디젤발전기 건물 등에 2개의 부하그룹이 분리 설치되어 있다.

3) 직류 및 필수 전원 공급계통

가) 직류 공급계통

  직류전원 공급계통은 연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직류전원을 계측용, 제

어용 및 인버터 후비전원용 등의 비상 보조기기에 공급하여 Class-1E 

계통과 Non Class-1E 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안전(Class-1E) 125V DC 공급계통

Class-1E 125V DC 전력 공급계통은 각각 자체의 충전기(Battery 

Charger)에서 수전하는 4개의 분리된 125V DC 컨트롤 센터로 구성되

어 있다. 즉 A-5E-PK-F001, B-5E-PK-F001 및 D-5E-PK-F001

이다.

  충전기들은 각각 별개의 Class-1E 480V MCC에서 수전한다. 또한 

이들 직류 모선들은 60개 셀(Cell)의 납축전기군(Bank)을 각각 포함하

고 있다. 이 계통은 Class-1E 125V DC부하에 직류전력과 Class-1E 

계통의 차단기 개폐 제어용 전력을 공급한다.

  계통이 안전에 관련되므로 Class-1E 부품에 적용되는 중복성과 전기

적, 물리적 독립성이 유지되어 있어 단일기기 사고는 원자로 보호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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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안전설비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 계통의 기기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대형 사고 조건에서

도 그 기능은 유지된다.

  4개의 모선 전체에 예비용 한 대를 포함하여 5대의 축전지 충전기가 

있으며, 4대는 정상 상태에서 각각 해당 Class-1E 125V DC 모선에 

연결되어 있으며 축전지군을 완전충전상태로 유지함과 동시에 각 모선의 

정상부하 요구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충전기의 용량은 사고를 포

함한 어떠한 발전소 운전조건 하에서도 12시간 이내에 축전지군을 최저 

충전 상태에서 완전충전상태(Full Charge)로 할 수 있는 크기이다.

  충전기의 정상 운전 중 출력 전압은 부동 충전(Floating Charge)전압

이며, 균등 충전(Equalizing Charger)시는 140V DC로 유지되며, 충전

기 제어반 앞면에 부착된 절환 스위치의 조작에 의해 두 가지 운전형태

를 변환시킬 수 있다. 충전기의 정격은 125V DC 독립모선 A”및 

“B”는 각각 500A이며, 모선“C”및“D”는 200A이다. 예비용 1대

는 500A이다. 이들 125V 모선들 간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도 상호연

결(Inter Connection)은 불가능하며, 부하의 절환도 할 수 없도록 설계

되어 있다. 4개의 축전지군은 60개의 납축전지(Lead Calcium)셀이 직

렬로 연결되어 있다.

  축전지군은 충전기의 보충역할로서 인버터로 공급되는 AC 전원이 상

실되었을 때나, 과도 부하가 충전기 용량(500A 또는 200A)을 초과할 

때 해당 DC 모선에 전력을 공급한다. 125V DC 모선 각각의 부하에만 

공급되므로 각 모선에 연결된 4개의 축전기군의 용량은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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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1E 125V DC 모선은 모두 각종 안전 관련 계통의 계측 및 제

어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버터들에 DC를 공급하고 있다. Class-1E 

125V DC 모선 중 A-5E-PK-F001 및 B-5E-PK- F001은 디젤발

전기의 여자(Field Flashing), 솔레노이드밸브, 차단기 제어전력, 중앙제

어반 전력, SSILS 전력 등의 부하들에도 DC를 공급한다. 이들 부하는 

다른 2개의 모선(C-5E-PK-F001 및 D-5E-PK-F001)에서는 공급

되지 않는다. 각 축전지들은 AC전원 상실 후 2.2시간 동안 요구되는 비

상부하에 DC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축전용량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교류 상실 또는 충전지 고장 발생 후 2.2시간 이내 고장이 복구

되지 않으면 발전소를 정지시켜야 한다.

② 비안전(Non Class-1E) 125V 직류계통

  Non Class-1E 125V DC 전력공급계통(NK)은 하나의 축전지군과 

1대의 충전기 및 2모선 고용의 예비 충전기 1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통의 기능은 발전소 운전에 요구되는 비 안전 계측제어용 부하에 직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각 모선의 정상 전력 공급은 Non Class-1E 

480V에서 각각의 충전기를 통해 480V교류를 수전한다.

  충전기는 앞서 설명한 Class-1E 125V DC 계통과 유사하며, 충전기

의 정격은 모두 800A이다. 해당 모선의 모든 부하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용량이며 어떠한 발전소 운전 조건에서도 12시간 이내에 해당 축전지군

을 최저충전 상태에서 완전충전 상태로 충전하기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

계되어 있다. 납축전지들도 Class-1E 계통과 마찬가지로 교류전원 상

실상태에서 2.2시간동안 해당모선의 모든 부하에 직류를 공급하기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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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있으며, 정격은 각각 2250 AH이다.

  Non Class-1E 125V DC 계통의 운전도 앞서 설명한 Class-1E 

125V DC와 동일하다. 축전지군은 정상운전 상태에서 132-135V DC

로 부동충전 상태에 있으며 어떤 하나의 개별 셀이라도 전압이 

2.13V/cell이하로 떨어지면 균등충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전기와 해당 

직류모선의 고장 발생은 중앙제어반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③ 비안전(Non Class-1E) 250V 직류계통

  Non Class-1E 250V 직류계통은 비상 직류 오일펌프들(터빈의 비상 

윤활유 펌프, 주발전기 비상 밀봉유 펌프, 주 급수 펌프 비상 오일펌프3

대, 주터빈 비상 살수 냉각펌프)에 직류전력을 공급한다. 정상운전 충전

기가 고장 났을 경우는 예비용 충전기를 수동으로 절환시켜야한다. 각 

충전기의 정격전류는 400A이며, 125V DC 계통과 마찬가지로 해당부

하를 담당하면서 12시간 이내에 축전지군을 최저충전 상태에서 완전충

전 상태로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다. 250V 축전지군은 120개의 

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125V계통과 마찬가지로 lead- calcium

형 납축전지이다. 축전지의 정격용량은 1,950AH(8시간 방전율)로 이것

은 충전기의 공급 없이도 2.2시간 동안 요구되는 모든 250V 부하들에 

직류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용량이다.

나) 필수 및 계측제어 전력 공급계통

① 필수 교류 전원 공급계통

  안전(Class-1E) 120V 필수 교류전원은 발전소의 정상운전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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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에 요구되는 핵 계측계통과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ESFAS) 등

의 필수 계측 및 제어용 부하에 신뢰성 있는 교류전력을 공급한다. 원자

로보호 및 제어와 관련한 120V AC 필수부하들은 모두 4개의 Channel

로 나누어지는데, 하나의 Channel이 운전 불능 되어도 나머지 3개의 

Channel에 의해 원자로 안전정지에 관련된 필수계통 변수(parameter)

들은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계통은 Class-1E 계통의 설계 요구조건인 중복성 및 물리적, 전

기적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하나의 단일기기 사고나 부품 손상

이 발생되어도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들의 고유기능 수행에는 지장이 없

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각 Channel 상호간은 자동은 물론 수동으

로도 부하절환이 불가능하다. 역변환기(Inverter)들은 각각 별개의 

Class-1E 125V DC 모선으로부터 DC를 수전하여 120V AC로 변환하

는 기기인데, DC 입력전압이 105-140V에서 일정 전압인 단상, 60Hz, 

118V(+3.5%, -2.5%)로 변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버터는 교류 전

원 상실 시 축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된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인버터와 자동 저압조정 변압기 또는 2개의 자동전압조정 변압기 상

호간은 절환 스위치에 연동(Interlock)장치가 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한 

순간에 하나의 전원만이 모선과 연결된다. 아울러 이 절환 스위치는 반

드시 수동으로만 조작된다. 계통의 고장으로 120V AC모선에 전원이 상

실되거나 인버터에 고장이 발생되면 중앙제어반에 경보가 발생된다.

② 비 안전(Non Class-1E) 120V 교류 계기 및 컴퓨터 전원 공급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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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Class-1E 120V 교류전원은 Non Class-1E 120V AC 계기용 

전력 계통과 Non Class- 1E 컴퓨터 전력 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Non Class-1E 120V AC계기용 전력 공급 계통의 기능은 비 안전 핵 

증기 공급계통 및 기타 보조 계측계통에 신뢰성 있는 전력을 공급한다. 

  이들 중 2개의 모선은 각각 1대의 인버터와 1대의 자동 전압조절 변

압기에서 수전할 수 있으며, 나머지 4개의 모선은 각각 2대의 자동 전

압조정 변압기로부터 수전된다. 인버터와 자동전압조정 변압기 또는 자

동전압조정 변압기 상호간의 절환에는 Class-1E 120V AC 계통과는 

달리 정지형 자동 절환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 각 모선의 정상 공급원인 

인버터 또는 자동전압조정 변압기에 전원상실 또는 고장이 발생하면 모

선 예비용 자동전압조정 변압기로 자동 절환되므로 신뢰성 있는 전력공

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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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모선과 연계성 검토

1. 운전모드

  원자력발전소 소내 전력계통의 운전모드 분석을 통해 4.16kV 차단기

반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4.16kV 비안전모선(Non Class)과 안전

모선(Class-1E)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소내 전력계통

은 5가지 운전모드로 운전된다. 정상운전(Normal)모드에서는 주발전기

가 발전하여 주변압기를 통해 소외 송전망 계통과 동시에 보조변압기를 

통해 소내 비안전등급 계통의 전력을 공급한다. 그리고 한전전력망의 소

외전원에서 START-UP 변압기를 통하여 4.16kV 안전모선 부하에 전

원을 공급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의 독립성을 보

장하고 공통고장을 방지한다.

그림 2-3 정상상태 운전모드(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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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 운전 (START-UP) 모드는 발전소를 기동하여 주발전기가 계

통에 병입되기 이전까지의 상태로 START-UP 변압기를 통하여 

13.8kV 비안전 모선 및 4)4.16kV 비안전 모선과 5)4.16kV 안전모선에 

기동 운전 시 필요한 부하 전원을 공급한다.

그림 2-4 기동운전 모드(START UP)

  고온대기 운전 (HOT-STANDBY) 모드에서 발전기는 정지 상태이

며, START-UP 변압기를 통하여 13.8kV 비안전 모선, 4.16kV 비안

전 모선 및 4.16kV 안전모선에 전원을 공급한다.

4) 비안전모선 : Non class, N-7E-NB-S01, N-7E-NB-S02
5) 안전모선 : Class-1E, A-7E-PB-S01, B-7E-PB-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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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발전소 고온대기 운전모드(Hot-Stanby)

정지 운전(COLD SHUTDOWN) 모드는 발전기는 정지 상태로, 

START-UP 변압기를 통하여 4.16kV 안전모선에 전원을 공급한다.

그림 2-6 발전소 저온대기 운전모드(Cold-Stan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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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ABNORMAL & ACCIDENT) 모드는 사고나 비정상 상황

으로 인한 발전기 정지상태로 4.16kV 안전모선에 있는 비상전원인 예비

발전기를 통해 안전모선의 필수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먼저 발전기가 트립되고 소외전원 상실이 발생한 LOOP(Loss Of 

Off-site Power)상태가 발생하면 먼저 비상디젤발전기(EDG)(1)가 60

초 이내 동작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비상디젤 발전기의 기동이 실패하여 

소내전원을 상실하는 SBO(Station Black Out)상태에서는 대체 교류발

전기(AACDG)(2)가 10분 이내 동작하도록 구성되어있다. AACDG 동

작 실패 시 후쿠시마 사태이후 지진, 쓰나미와 같은 설계기준 초과 사고

시의 비상전원 대책으로 설치된 이동형 발전차량(3)이 전원을 공급함으

로써 다중의 백업전원으로 갖추어 전원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2-7 사고 운전 모드 (ABNORMAL &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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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과 같이 정상 운전상태에서는 발전기 전원으로 수전 받는 

4.16kV 비안전모선(N-7E-NB-S01, N-7E-NB-S02)과 기동변압기

를 통해 소외전원으로 부터 수전받는 안전모선(A-7E-PB-S01, 

B-7E-PB-S01)은 독립성을 유지한다. 또한 13.8kV 4.16kV 비안전

등급 모선에 소내전력계통의 문제시 소외전원으로 전원절체를 통한 무정

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정비 및 설비교

체, 핵연료 교체를 위한 계획예방정비기간(overhaul)에는 발전기가 정지

하므로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소내 필수 전원인 4.16kV 안전모선과 

4.16kV 비안전등급 모선의 전원을 기동변압기를 통해 소외전원으로부터 

함께 수전 받게 된다. 이때 발전소의 운전모드는 기동상태(START UP)

또는 발전소 고온대기 상태(Hot-Stanby)에 해당하며. 이 경우 4.16kV 

비안전모선(N-7E-NB-S01, N-7E-NB-S02)과 4.16kV 안전모선

(A-7E-PB-S01, B-7E-PB-S01)의 전원이 동일한 기동변압기를 

통해 소외전원을 공급받으므로 비안전모선의 고장 및 과도현상이 안전모

선으로 파급되어 영향을 줄 수 있다. 

2. 안전모선 정전파급요인

  차단기반을 교체하는 계획예방정비기간의 전원은 한국전력공사 전원

공급망의 소외전원에서 발전소로 공급된다. 이 소외전원은 345kV 스위

치야드에서 CV 케이블을 통해 기동변압기에 공급되며 변압기는 3상변

압기로 13.8kV와 4.16kV로 변압하여 비상분리모선(NonSegre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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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차단기 교체시 전원 공급

 Phase Bus)을 통해 안전모선과 비안전모선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 경

우 기동변압기 보호시스템 동작 시 스위치야드 차단기가 개방되므로 안

전모선이 정전될 수 있다. 

  이러한 기동변압기 보호계전기가 동작하는 경우는 정동작과 오동작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동작하는 경우는 변압기 또는 NSPB의 

고장이 발생하거나 4.16kV 차단기반에서 고장이 하위 4.16kV 차단기반 

보호시스템이 부동작하여 차단되지 않은 경우로 보호협조를 통해 상위 

보호시스템인 기동변압기 보호시스템이 동작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기동

변압기 보호계전시스템이 오작동한 경우로서 587A CT에 오신호를 입

력하는 경우, 또는 보호계전기기가 시험오류 등으로 인한 오작동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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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차단기반 교체 시 안전모선 정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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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차단기반 개선공사 리스크분석

제1절  리스크 사례분석

1. 리스크 분석 개요

  차단기반의 교체공사는 설계, 제작, 철거 설치 시험의 단계를 거쳐 진

행된다. 이번 장에서는 차단기반 교체의 설계, 시공 전 단계에서의 안전

모선의 정전 유발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3-1 차단기 교체 순서 

설계 철거 설치 및 시험

￭ 고장계산
 ∙ 단락계산
 ∙ 지락계산

￭ 활선구간 보호
 ∙ 물리적 방벽
 ∙ 인식표

￭ 전기접속부 정합
 ∙ 차단기
 ∙ 케이블
 ∙ NSPB
 ∙ 접지

￭ 보호협조
 ∙ 보호정정
 ∙ 보호곡선

￭ 재사용품 보호
 ∙ NSPB
 ∙ 케이블
 ∙ 접지

￭ 절연성능시험

￭ 절연협조
 ∙ 진공차단기
   개폐서지
 ∙ 서지보호기
 ∙ 기기 절연

￭ CT, PT 결선

￭ 안전모선 보호
∙ 587A용 CT
∙ NSPB

￭ 가압시험
 ∙ 전압, 위상각

￭ 기기선정 
 ∙ 차단기
 ∙ CT,PT
 ∙ Fuse  

￭ 보호계전기시험

￭ 전원철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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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소는 노심손상과 방사선 물질외부 유출이라는 고유의 

원자력 리스크를 갖으며 이러한 리스크의 대책으로 심층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심층방어는 다중방호와 다중방벽으로 구성된다. 다중방

호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조기에 탐지 및 신속하

게 대응하여 사고가 설계기준 이내로 국한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비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방사선 물질을 안전하게 

제어하고 사고방지와 사고완화를 위해 독립성, 안전성, 다중성 설계

요건을 만족하는 다음과 같은 안전 설비로 구현되고 있다. 이는 원자

력시설의 안전확보‘STOP(중지),‘COOLING(냉각),‘BLOCKADE(봉쇄) 

라는 3가지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2]. 

표 3-2 심층방어와 안전설비

심층방어 안전설비

사전예방 ￭ 설계여유, Interlock, Fail to Safe

사고확대방지 ￭ 원자로 보호 계통

방사능 누출방지
노심냉각

￭ 격납용기 건물(Containment Vessel)

￭ 공학적 안전 설비 계통

 ∙ 격납용기 설비(Containment System)

 ∙ 비상 노심 냉각 설비

 ∙ 분열생성물 제거 및 제어계통

 ∙ 보조 급수 계통

  



- 33 -

  

노심에서 생성된 핵분열 물질은 다중방벽인 5개의 물리적 방벽으

로 외부 누출을 제한한다. 

표 3-3  다중방어 방벽(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다중방어 안전설비

제1방벽 ￭ 핵연료 필렛(Fuel Matrix)

제2방벽 ￭ 핵연료 피복관(Fuel Cladding)

제3방벽 ￭ 원자로 용기(25cm 철판)

제4방벽 ￭ 격납용기 건물내벽 (6cm 철판)

제5방벽 ￭ 격납용기 건물외벽 (120cm 철근 콘크리트) 

  

 

이 5가지 물리적 방벽의 건전성과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유 

설계 기능을 갖는 계통이 공학적 안전 설비(Engineered Safety 

Features System)이다. 

  안전관련 교류전력 계통, 즉 안전모선은 냉각재 상실사고와 같은 가상

사고 조건에서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러한 안전관련 계

통의 전기부품은 “Class-1E”로 분류되며 지진, 폭풍, 홍수 등 가혹한 

환경조건에서 그 고유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내진, 내환경 요건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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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설계되어 있다.

후쿠시마 사태는 이러한 안전모선의 공급전원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에 의해 침수됨으로서 안전설비의 기능을 상실하고 노심이 손상되어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된 사건이다. 이러한 사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모

선의 무정전, 무중단 전원 공급의 중요성 잘 보여주는 선례이다. 따라서 비

안전모선의 4.16kV 차단기반 교체시 안전모선이 정전될 수 있는 블랙스완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원자력 안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2. 발전정지 안전모선 정전 사례분석

비안전등급 4.16kV 차단기반 교체공사 시 안전모선 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개요, 설계 운영

정보, 사건정보, 사건등급 평가 그리고 안전 성능지표를 관리하는 원전안전

운영정보시스템(OPIS, Operational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에 공개된 2009년 부터 2019년 사이의 20년 

동안의 안전모선의 정전과 발전정지 사건 중 차단기반 설비와 연관된 사건

을 검토하여 설계, 시공단계의 리스크 분석에 반영하였다. 

먼저 2009년부터 2019년 발전정지 및 안전모선 정전 사건은 총 301건

으로 원인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측분야(23.3%) 기계분야(22.9%) 

전기분야(22,3%)의 순으로 분야별 유사한 비율로 원인이 존재하였다. 이어 

인적오류(17.9%)와 외부요인(12.3%), 기타요인(1.3%)가 원인으로 존재하

였으며 특히 인적오류가 17.9% 존재하여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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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발전정지, 안전모선 정전 원인별 현황[출처 OPIS]

  301건의 사례를 다시 전기분야 및 차단기반 개선공사의 연관성을 기

준으로 재분류하여 다음 32건의 사례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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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안전모선 정전 및 발전정지 사례

　 시설 일자 사건제목

1 월성3호기 2019.01.21 월성3호기 써지보호기 손상에 따른 원자로냉각
재펌프 1번 정지 및 이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2 한울6호기 2018.06.03
한울6호기 발전소 제어계통 전자카드 고장에 따
른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로 인한 원자로 자동
정지

3 한빛2호기 2018.03.06 한빛2호기 4.16kV 안전모선 'B' 계열 저전압에
의한 비상디젤발전기 'B' 자동기동

4 한울5호기 2017.07.05
한울5호기 발전소제어계통 전자카드 고장에 따
른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로 인한 원자로 자동
정지

5 월성1호기 2017.05.28
월성1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출력감발 중 전
원 절체실패로 인한 예비디젤발전기 기동 및 원
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따른 원자로 자동정지

6 신고리3호기 2016.10.31 신고리 3호기 주변압기 A상 현장 제어반 아크 
발생에 따른 소손 점검을 위한 터빈수동정지

7 한울2호기 2016.05.12 한울2호기 계획예방정비 중 소내전원절체 실패
에 의한 비상디젤발전기 전원공급

8 고리4호기 2015.09.03 고리4호기 써지보호기 손상에 따른 원자로 냉각
재펌프‘B’정지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9 한빛2호기 2015.08.08
한빛2호기 비안전모선 계기용변압기 고장에 따
른 해당 모선정전 및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의한 원자로자동정지

10 한빛2호기 2014.10.01
계획예방정비 중 교체 고압차단기반의 부적절한 
작업관리에 기인한 한빛1,2호기 안전모선 저전
압 및 비상디젤발전기기동

11 한울5호기 2014.05.18 4.16kV 안전모선B 저전압에 의한 비상디젤발전
기 자동기동

12 고리1호기 2013.11.28 발전기 여자변압기 고압측 케이블단자 접속부 
손상에 의한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 자동정지

13 한빛6호기 2013.08.21 한빛6호기 원자로 냉각재펌프정지에 의한 원자
로자동정지

14 고리4호기 2013.04.04 주변압기 보호계전기동작에 의한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자동정지

15 월성1호기 2012.10.29 안전모선 저전압 및 발전기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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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안전모선 정전을 유발하는 4.16kV 차단기반 보호시스템의 오부

동작과 고장을 유발하는 요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 한빛5호기 2012.10.02 발전소제어계통 통신카드 고장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17 고리1호기 2012.02.09 계획예방정비 중 소외전원상실 및 비상디젤발전
기 기동실패에 의한 교류전원 완전상실

18 고리3호기 2011.12.14 발전기 중성점 과전압계전기 동작으로 터빈 및 
원자로자동정지

19 한울6호기 2011.10.11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20 고리2호기 2011.06.21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21 고리3호기 2011.04.19
고리3호기 계획예방정비 중 인적오류로 인한 지
락으로 고리3,4호기 안전모선 저전압 및 비상디
젤발전기 기동

22 고리1호기 2011.04.12

고리1호기 4.16kV 비안전모선 인입차단기 소손
에 의한 터빈/발전기와 원자로 자동정지 및 A계
열 전원절체실패에 따른 비상디젤발전기-A 에
의한 전원공급

23 한빛5호기 2010.12.29 계획예방정비 중 안전모선 저전압에 의한 비상
디젤발전기 자동기동

24 한빛2호기 2009.06.24
영광2호기 도장작업 준비 중 기동변압기와 스위치
야드 차단기 사이의 가공선 지락발생으로 1,2호기 
안전모선 B계열 저전압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25 한울4호기 2008.04.03 정상운전중 인적오류에 의한 안전모선 저전압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26 한빛4호기 2008.01.22 지락보호계전기 동작에 의한 안전모선 저전압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27 한울6호기 2007.07.29 주변압기 비율차동계전기 작동에 의한 터빈/발전
기 정지 및 원자로 정지

28 한울2호기 2007.07.04 주변압기 보호계전기 오작동에 의한 터빈 및 원
자로정지

29 한울4호기 2007.06.21 발전기 보호계전기 오작동에 의한 터빈 및 원자
로정지

30 고리2호기 2007.05.16
소내보조변압기 저압측 케이블 스파크 발생으로
인한 원자로 수동정지 및 전원수동 절체 중 안
전모선정전

31 고리1호기 2005.03.08 고리1호기 출력감발 중 전원절체 실패에 따른 
원자로 정지 및 비상디젤발전기 동작

32 한울4호기 2000.09.11 울진4호기 13.8kV 비안전모선의 단자소손으로 
인입모선차단기 개방에 의한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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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OPIS 고장사례 32건 분석결과

기기
발전정지 & 안전모선 정전

사례 안전모선 정전요인

CT/ZCT

① CT 단자 소손[42][45]

② 587A CT 오신호 입력[24]

③ CT 잔류자속 의한 부동작[16]

④ CT 오결선[27] 

①갑종보호계전기
587A용 CT

☞ 587A 오동작
② 을종보호계전기
모선 Incoming CT
☞부동작시 파급작용

PT

① PT 아크 폭팔 소손[22] 

② PT 인출 인적오류[28]
을종보호계전기
모선 Incoming PT
☞아크폭팔,전원절체실패

계전기

① 587A CT 오신호 입력[23]
② 보호계전기 오신호입력[36]
③ 트립접점 오류[32]
④ 외부 낙뢰에 87 오동작[33][40] 
⑤ 계전기 수분유입[41]

151/50, 151N

☞ 보호협조 실패시    
   상위 차단기 동작
☞ 계전기 접점오류

차단기

① 윤활부족[16]
② 인터록고장[18]]
③ 트립래치 고장[20]
④ 투입기계동작 고장[35] 
⑤ 튤립콘택 고장[44]
⑥ 상태등 회로 고장 오신호[26]

기동변압기 인입용차단기

☞ 부동작시 상위      
   차단기 동작

NSPB NSPB 오접촉에 의한 지락[34] 안전모선 연계 NSPB

SA ① 캐패시터 열화 의한 지락[21]
② 캐패시터 절연파괴 지락[14]

인입용 SA 지락고장 및 

차단기 부동작

케이블

① 클램프 압축과 시스 비접지 의한  
   아크발생[43]
② 시공불량 의한 지락[25][31]
③ 시공불량 지락/발열[19][39]

지락고장 및 보호계전기 

부동작시 상위 보호계전

기 동작

제어카드 

고장
오신호 발생[15][17][24][29]

차단기 오동작 및 전원절

체 실패 

인적오류 [23][34][37][38][30] 

인적오류 

☞충전부접촉  
☞오신호입력
☞시공품질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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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차단기반 고장개소(OPIS 발전정지, 안전모선 사례)

  비안전모선 차단기반의 안전모선에 정전파급 간접요인으로는 NSPB, 

CT, PT, 보호계전기, 차단기, 서지보호기 등의 기기가 있다. 이러한 기

기를 통해 정전을 유발하는 직접으로는 인적오류, 경년열화, 제작불량 

등으로 인한 절연파괴와 지락 및 단락고장이 보호계전시스템의 오동작과 

부동작과 결합할 때 안전모선의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비안전등급 4.16kV 차단기반의 기동변압기 보호계전기 입력 

CT와 6)NSPB(Non Segregated Phased Bus)는 고장시 기동변압기 보

6) 2011-07호(110419K3,4)계획예방정비 중 인적오류로 인한 지락으로 안전  

   모선 저전압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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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스템의 동작을 유발하여 안전모선의 파급 정전요인으로 직접 작용할 

수 있다. 

표 3-6 차단기반 개선공사시 고장요인

비안전등급
4.16kV 
차단기반

고장요인

발전정지
안전모선

정전

원인

NSPB
 지락의한 안전모선 

정전(인적오류)
인적오류

(작업대상 오판)

 케이블
지락의한 발전정지

(인적오류_시공불량)
시공품질문제

CT/ZCT
보호계전기 오/부동작 의한 

안전모선정전
(인적오류, 잔류자속)

오결선
CT 포화

CT 단자소손

PT
PT 아크 폭팔의한 발전정지

(제작불량)
PT 제작불량

공극 및 이물질

SA
지락의한 발전정지

(기기경년열화)
SA의 열폭주 
C의 경전열화

차단기
차단기 오/부동작 의한 

안전모선정전
(인적오류, 반투입)

차단기 튤립콘택
차단기 반투입

차단기 셔터 단락

제어카드
카드내부 오신호 발생

차단기 개방
카드내부 소자 열화

오신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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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계 단계 리스크 분석 

1. 설계단계 리스크 개요

  4.16kV 차단기반은 소내 중소형 전동기와 로드센터 및 기타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며, 전기고장 시 이를 감지하고 보호계전시스템의 동작으

로 빠른 시간안에 사고구간을 격리하여 사고확대를 막는다. 현재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원자력발전소의 자기소호 차단기와 아나로그 계전기가 

설치된 노후 차단기반이 진공차단기와 디지털보호계전기로 구성된 전자

화 배전반으로 개선되어 교체되고 있다. 

비고 보호계전기 차단기

개선전

아나로그계전기 자기소호차단기

개선후

디지털 보호계전기 진공차단기

그림 3-3 차단기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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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차단기반 개선

변경사항 개선 전 개선 후

 보호계전기

아나로그 보호계전기
∙ 진동 취약
∙ 전자기적 응동 동작
∙ 전원 불필요 

디지털 보호계전기
∙ 고속도 보호
∙ 고장기록 및 분석용이
∙ 별도 전원필요
∙ 3중화 보호구성 가능

 차단기

자기소호 차단기
∙ 자기의 아크 흡입
∙ 절연판의 벽면효과
∙ 기계적 강도 우수

진공차단기
∙ 진공의 아크 확산효과
∙ 아크 소호 능력우수
∙ 재단전류 의한 개폐서지 
  보호용 서지보호기 설치

 튤립콘택
(발전정지)

∙ 차단기반내 설치
  유지보수 어려움

∙ 차단기측 설치 
  유지보수 용이
∙ 스프링 장력 보강

 차단기
 접속방식

∙ 상/하 수직이동 ∙ 전/후 수평이동

 기타 ∙ 노후화 및 제품단종
∙ 중앙통제 보호시스템
  통신연결
∙ 적외선 점검창

특히 디지털형 보호계전기는 한 대의 보호계전기에 여러 가지 보호기

능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기계형 계전기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계전기 다중화를 구현할 수 있다[3]. 차단기반 개선 시 단일기

기로 발전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변압기 인입용 차단기와 RCP 차단기

에는 2-out-of-3 다중화 보호시스템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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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out-of 3다중화 적용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학회 기술기준에 따라 분

석한 결과 보호계전기 3대를 이용하여 2-out-of-3 시스템으로 삼중화 

하면 시스템의 확실성(dependability)과 안정성(Security)이 동시에 크

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 또한 RTDS(Real Time Digital 

Simulator) 시험결과 고장발생 후 보호계전기 동작까지의 시간이 디지

털 삼중호 보호계전기반은 9ms 이하로 기존 전자기계형 보호계전기 동

작시간 20-25ms 보다 우수한 응답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이와 같이 아나로그 보호계전기보다 보호성능이 개선되어 전력계통

의 고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비안전모선 4.16kV 차단기반 개선 시 설계단계에서는 차단기반에서 

부하측에 충분한 용량의 전기 공급을 위한 기기 정격선정과 과전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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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고장계산과 보호계전기 정정 및 보호협조 분석이 이루어진다. 

또 과전압보호를 위한 개폐서지분석과 절연협조를 검토한다.

  이러한 자기소호차단기의 아나로그타입 계전기 차단기반에서 진공차

단기의 디지털보호계전기 전자화 배전반으로 개선 및 교체 시에는 부하

나 전원의 증설이 없으므로 고장전류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신규로 도

입되는 설비인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보호정정계산 및 보호협조와 전자기

적 양립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검증, 진공차단기 개폐

서지 분석 및 서지보호기 설치를 통한 절연협조가 차단기반 개선 및 교

체 시 설계의 주된 계산사항이다.  

표 3-8 차단기반 개선 설계

설계분야 설계내용

1. 고장계산

∙ 단락계산, 지락계산 최신 결과 반영
 : 접지 및 계통의 구성, 부하 증설 반영
∙ AC회로, DC회로 고장전류 계산
 : 충분한 차단기용량 선정

2. 보호협조
∙ 디지털 보호계전기 3중화
∙ 보호정정값 계산
∙ 보호협조 구성

3. 접지설계
∙ 차단기반 접지 검토
 : CT잔류회로 접지, ZCT와 케이블 접지

4. 절연협조
∙ 진공차단기 개폐서지 분석
∙ 서지 보호기 선정
∙ 서지 보호 적절성 검토(시뮬레이션)

5. 전자기적 양립성 ∙ 디지털 보호계전기 EMI, EMS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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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계산 

2.1 고장전류 개요

 전력계통에서 고장계산이란 고장점에서의 전압, 전류 및 위상을 계산하

는 것이다. 고장전류는 전기설비에 열적, 기계적 충격을 주게 되며 각 

설비의 열적한도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경우 경년열화가 가속되고 결

국 절연파괴와 지락고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지락전류는 차단시간

이 지연될 경우 7)삼상 단락사고로 진전되며 최악의 경우 아크 폭발사고

가 발생한다. 

  고장전류를 계산함으로서 차단기 및 CT, 케이블 등 직렬기기의 용량 

선정 및 보호계전기 정정, 지락전류의 유도장해 검토, 계통구성, 접지설

계의 기준값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고장전류는 삼상단락, 선간단락, 지

락고장 순으로 작아지나 발전기 근방에서는 정상, 역상임피던스가 영상

임피던스 보다 크므로 지락전류가 삼상단락전류보다 커지는 특성을 보인

다. 따라서 유효접지를 구성하여 지락전류를 삼상단락 전류의 약 60% 

이하로 억제하게 된다. 또한 지락고장시 전위 상승을 선간전압의 75%

(건전상 대지전압의 1.3배 이하)로 억제하므로 기기의 절연강도를 낮출 

수 있으며 지락고장 검출에 유리하다[4].

  전기고장은 대칭좌표법으로 해석해 볼 때 평형사고와 불평형사고로 나

누어진다. 테브난의 정리를 통해 계통을 단순화하여 불평형 사고는 대칭

7) 2015-04호(150808HB2) 계기용변압기 고장에 따른 원자로자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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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법, 평형사고는 %Z법과 PU법을 적용하여 고장전류를 계산 한다.

표 3-9 전기고장 분류

분류 평형사고 불평형사고

그림

고장 3상 단락 선간 단락  2선지락 1선지락

크기
(직접접지)

100% 86% 약 86% 약 40%

계산방법
%임피던스법
P.U.법
임피던스법

대칭좌표법

전력계통의 한 고장점에서 계통을 바라볼때의 테브난 등가회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 테브난 등가회로[5]



- 47 -

α: 테브난 등가 전압의 위상각

θ : 고장이 적용되는 시점(t=0)에서의 고장 지점의 위상각
상기 테브난 회로에서 단락전류는 다음과 같다[5].

 최대 DC Offset 조건  일 때

    

,  

이때 K는 대칭단락전류를 비대칭단락전류로 환산하는 Multiplying Factor

가 된다[5].

  고장전류는 단락과 지락이 있으며 고장전류에 따라 보호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는 대칭좌표법 해석 시 단락사고는 정상 및 역상분의 임피

던스회로가 구성되지만 지락고장의 경우 중성선이나 대지를 귀로하는 접

지를 통한 영상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지락고장은 대지로 귀환하며 

전위상승을 동반하여 이상전압을 유발하므로 변압기 중성점 절연설계와 

피뢰기의 내전압 특성 선정에 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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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락고장은 접지방식에 따라 검출방법의 변화가 생기는데 비접지계통 

경우 지락전류가 매우 작아서 검출하기 어려워지고 또한 접지계통의 접

지 저항값이 큰 경우 지락전류가 작아져 검출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영

상분 전류와 전압을 검출하기 위해 기존의 CT, PT 이외 별도의 검출장

치(GVT, ZCT, Y잔류회로, 3차 권선부)가 필요하게 된다. 

그림 3-6  단락전류 흐름과 고장전류공급원

  4.16kV 비안전등급 차단기의 개선시 차단기 정격선정과 보호계전기 

정정을 위해 고장전류 크기를 검토한다. 또한 변압기, 케이블 차단기 등 

직렬기기의 고장전류의 값의 통과시 허용 가능한 열적, 기계적 단락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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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래의 증설에 대비한 여유용량을 반영한다. 3상 단락전류는 고장발

생 이후 차과도 및 과도 상태로 진행되면서 크기가 임피던스의 X/R 비

에 따라 DC 고장전류 성분의 감쇠 크기가 변화하며, 발전기의 자계 동

특성에 의해서도 AC 고장전류 성분이 변경된다[5]. 

그림 3-7 단락전류의 시간에 따른 구성 

  단락전류는 대칭단락전류와 여기에 직류성분이 결합된 비대칭단락전

류로 구분된다. 직류성분은 회로의 리액턴스성분의 관성작용에 의해 발

생하며 X/R비의 크기에 따라 시정수가 결정된다. 고장전류의 크기는 

1/2 Cycle에서 최대값을 이룬다.  1/2 Cycle에서 최대값(Momentary)

단락전류는 케이블 및 직렬기기의 단락강도와 한류퓨즈와 보호계전기 순

시보호에 적용한다. 또 차단기의 단락고장시에도 차단기 투입동작을 보

장하는 투입용량산정에 이용한다. 단락전류의 3~8 Cycle은 차단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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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 열리는 시점에 해당하며 차단 동작(Interrupting)에 필요한 차단기 

용량선정에 사용된다. 회전기는 고장발생시 발전기화 되어 고장전류를 

공급하게 되며 이때 회전기의 임피던스 영향은 약 30 Cycle까지에서 발

전기,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의 특성별로 작용하여 이를 초기과도리액

턴스, 과도리액턴스로 분류한다. 30 Cycle 부터는 회전기의 임피던스의 

변화가 없으므로 일정한 크기의 대칭단락전류의 흐름이 차단기 개방 전

까지 유지되며 30 Cycle 이후의 정상단락상태(Steady State)의 고장전

류는 보호계전기는의 한시요소 결정에 적용된다.

    

그림 3-8 F점 고장시 단락전류 흐름



- 51 -

  보호계전기와 차단기, 퓨즈의 동작 과 케이블의 열적 기계적 충격에 

미치는 소요 시간별로 영향에 따라 대칭단락전류와 비대칭단락전류가 적

용된다. 비대칭성분을 만드는 DC성분은 R-L 회로 과도 특성에 의해 발

생하며 이러한 비대칭전류는 계산으로 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대칭고장전류에 비대칭계수(Multiplying Factor)를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지락전류의 경우 불평형 고장으로 영상분의 고장전류가 발생하여 접지

된 대지로의 영상전류 귀환회로 흐르게 된다. 비안전모선 4.16kV 전력

계통에서 지락전류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3-9 F점 고장시 지락전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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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C 회로 고장전류 계산

  비안전모선 4.16kV모선의 고장전류는 IEEE STD C37.010-1971 

에 따라 3상 단락전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6]. 

 ○ 임피던스 합성 테브난 등가회로 작성(100MVA 기준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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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F점 고장시 테브난 등가회로

 ○ 테브난 등가회로 작성 : Z=R+jX =0.015+j0.38 라고 할때

 ○ 등가회로 X/R 계산 : X/R=24.4

    ※ X/R이 17이상일 경우 MF를 적용

              

그림 3-11[6] Multiplying Factor 환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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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칭전류값을 계산하기 위한 M.F.(Multiplying Factor) : 1.1

○ 기준전류 산출

           BASE MVA
   Ibase= ────── [A]   E：상전압 [V]
            √3 × E 

○ First cycle (Momentary) short circuit current

                      *Epu
          Isc asym= ───×MF×Ibase×1.6
                       Xpu

         (*Epu: PreFault Voltage 105% 반영)

또는 
                   *Epu
            Isc = ─── × 2.62
                    Xpu

○ Interrupting Duty(고압차단기 차단용량 선정)

                  *Epu
            Isc = ───×MF×Ibase
                   Xpu         

○ Steady State Short－circuit currents (보호계전기 한시정정 적용)

                   *Epu
            Isc = ───
                    Xpu

   

 1선 지락사고가 전력계통 고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락전류는 접지

방식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지락전류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00 
○ 지락전류  Ig = 3 ×  ─────── ×기준전류
                        Z1+Z2+Z0+3Rg

                     3 × 100           100,000
                =  ─────── × ────── [A]
                   Z1+Z2+Z0+3Rg      √3 ×V  

   Ig：1선 지락전류 [A], V：선간전압 [kV], Rg：지락점저항 [Ω]

   Z1, Z2, Z0：정상, 역상, 영상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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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접지 계통 1선지락전류

                                3E    
   지락전류 Ig = 3IO = ──────── 
                           Z1+Z2+Z0+3Rg

   저항접지의 경우 Z0≫Z1, Z2  Z0=3RN 이므로

             3E         3E          E             
    Ig = ──── = ──── =  ──── [A] 
           Z0+3Rg    3RN+3Rg    RN+Rg         

    
    완전지락 Rg=0 경우

           E 
    Ig =  ──[A] 
           RN

○ 4.16kV 변압기 2차 1선 지락전류

   I g=3I 0=
3×상전압
3×R N

= 3
3×2.4 ×

4.16kV
3

=1000(A)

Impedance at 25℃( Ohms) : RN = 2.4Ω

○ 비접지 계통 1선지락전류 

              3E
   Ig = ──────── 
         Z1+Z2+Z0+3Rg

  일반 배전계통에서는 직접접지가 아닌 경우 Z0 ≫ Z1, Z2 이므로 

           3E             3E
   Ig = ──── =  ────────
         Z0+3Rg        1
                   ───── + 3Rg
                     1
                   ── +jωC
                    3R0
 

            1
          (── +j3ωC)․E
            R0
     = ─────────── [A]
              Rg              
         (1+ ──) +j3ωCRg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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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0：3차 전류 제한저항 r을 1차로 환산한 3상 일괄 등가저항=n2r/9

 완전지락 Rg=0 인 경우

             1             3E
  Ig = 3E(── +jωC) =── +jω3CE
            3R0            3R0

         E
      = ── +jωC0E = I2N+I2C [A]
         R0 

                   IC           ωC0
위상각 θ = tan－1── = tan－1───
                   IN           1/RN

          = tan－1ωC0RN

        C：1상당 대지 정전용량 [F]

        C0：3상 일괄 대지 정전용량 [F]  

        IN：GPT 중성점을 통하여 흐르는 지락전류(=E/RN)

        IC：3상 일괄 대지 충전전류(=jωC0E) 

  전력계통의 실제 고장계산은 전력계통해석 범용 Program인 ETAP 

(Electrical Transient Analyzer Program)의 Short-circuit Analysis 

IEEE Method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E-TAP을 통한 고장전류 계산결

과에 따르면 한빛 00호기의 4.16kV 전력망에서 3상 단락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고장 전류가 37.7kA로서 4,16kV 차단기의 차단 용량인 41kA 

이내로 유지된다. 실제 한빛 OO호기 중앙냉동기 고장으로 지락파급 고

장에 의한 안전모선 정전시 단락전류는 728~753A, 지락전류는 

200~286A가 기록되었다[16]. 

  따라서 한빛 00호기의 고장 전류 값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 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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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 차단기의 기기 정격 이내로 유지되고 향후 부하증설에 대한 여유

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장 전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차단기 정격

전압 전류/전력 차단 용량 고장전류

4.16
kV

3000A
350MVA

① 78kA
(투입용량, asym, rms) 

65.3kA
(asym, rms) 

② 41kA
(차단용량, sym, rms)

37.7kA
(sym, rms)

4.76
kV

1200/2000/3000A

① 78kA
(투입용량, asym, rms) 

65.3kA
(asym, rms) 

② 41kA
(차단용량, sym, rms)

37.7kA
(sym,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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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C 회로 고장전류 계산

  직류 제어전원을 공급하는 계통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정상 상태에

서는 배터리 충전기에서 배터리의 전원을 충전하는 동시에 비안전등급 

4.16kV 모선에 제어전원을 공급한다. 정상 공급전원의 문제 발생시 배

터리의 전원이 차단기반에 제어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차단기반의 보호

계전기와 차단기 제어전원인 125VDC의 고장계산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2 125VDC 모선 단락시 테브난 등가회로

○ 125V 직류계통

   충전기전원 : 140V

   단락시 공급전류원 : 충전기와 배터리만이 존재

   단락시 저항성분 : R=RB+RC+RF

    RB : 배터리 내부저항

    RC : 배터리 셀간 연결부 저항

    RF : 케이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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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류 모선의 Withstand Capability : 30,000 A

   인버터 : 역전류를 차단하며 저전압시 차단(Tripping)

   충전기 최대 공급전류 : 1000A(정격 300A)

○ 정상단락전류

   단락전류의 초기상승률
di
dt 는 전회로의 인덕턴스로 결정된다.

di
dt = E

L [A/ sec ]

          E = 밧데리 기전력 [V]

           L = 전회로의 인덕턴스 [H]

   밧데리 회로의 단락전류는 다음식에서 

RI+L di
dt =E

초기 상승률 di
dt =0 이라 놓으면 정상단락전류는 다음과 같다.

∴ I= E
R = Isc = Isc′(고장시 전류)+ Isc″(충전기 공급전류)  

                    3E
         Isc = ─────── + 1000A = 21,808A
                 RB+RC+RF 

 단락전류값이 직류모선 정격 30,000A를 초과 하지 않으며 여유량을 

갖고 있으므로 한빛OO 호기의 경우 향후 부하 증설 및 고장내력을 충분

이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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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장전류와 안전모선 정전 리스크

  전력 계통이 점차 거대화되면서 고장전류의 증가에 따른 안전도 취약 

개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정확한 고장전류 계산은 보호계전기

의 차단용량 산정의 오차를 초래하여 계통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이 되며, 또한 적절하지 않은 보호 설비 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5].

  비안전등급 차단기반 교체시 고장전류 리스크는 고장전류의 증가에 

있다. 건설 이후 발전소의 부하증설 및 계통구성 및 접지 변경은 고장전

류를 증가시키게 된다. 고장전류 공급원의 증가가 되는 전동기 부하 또

는 8)전원의 증설 그리고 임피던스의 저감의 원인이 되는 부하증설과 모

선의 병렬운전(Bus Tie)은 고장전류를 증가시킨다. 실제 한빛5,6호기가 

증설되자 고장전류공급원의 증가로 한빛 스위치야드의 고장전류가 증가

함으로서 차단기용량을 증설을 위한 차단기 교체가 진행되었다.

 단락전류의 증가시 지락고장전류도 증가하게 되므로 1선지락 시 전위

상승도 증가하여 피뢰기등 기기 절연의 보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최신의 고장전류를 계산하여 차단기와 직렬기기를 선정해

야한다.

  고장전류의 오계산은 보호계전기 정정과 차단기, 퓨즈, 케이블, CT의 

단락강도 선정에 오류를 가져오고 고장발생 시 차단기의 보호실패 및 아

크 폭팔로 이어져 상위 기동변압기 보호시스템을 동작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스위치야드 차단기가 동작하고 안전모선의 정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8) 한빛6호기 건설 및 계통병입 후 스위치야드 고장전류 증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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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고장전류 적용 사항

기기 

정격선정
고장전류 적용 기기 정격

차단기 

￭ 고압차단기 차단용량 (Interrupting)
 :(3~8Cycle) 대칭단락전류 교류분 실효치

 ￭ 고압차단기 투입용량 (Closing&Latching) 
  :(1/2Cycle) 최대 비대칭단락전류 교류분 순시치
 ￭ 저압차단기 차단용량 (Momentary) 
  :(1/2Cycle) 대칭단락전류 교류분 실효치

퓨즈
 ￭ 차단용량 (Momentary) 
  :(1/2Cycle) 대칭단락전류 교류분 실효치

케이블

계기용변성기

 ￭ 열적강도  
  :(1/2Cycle) 단상 최대 비대칭단락전류 순시치
 ￭ 기계적강도  
  :(1/2Cycle) 최대 비대칭단락전류 교류분 순시치

보 호 계 전 기 

정정

 ￭ 순시 탭 정정
  :(1/2Cycle) 단상 최대 비대칭단락전류 순시치
 ￭ 한시 탭 정정  (Steady state, 30 Cycle) 
  :정상 단락전류
 ￭ 비율차동계전기  (Steady state, 30 Cycle) 

피뢰기

절연내량

 ￭ 1선 지락전류 의한 전위 상승
  :피뢰기 절연강도 선정

계통 접지

(변압기 중성점)

 ￭ 지락전류 
  :유효접지 및 비접지 운전선택 
   전력거래소 유효접지 검토 및 운전권고 따름

CT
 ￭ CT 포화 – 비율차동계전기 정정 반영
  :(1/2Cycle) 단상 최대 비대칭단락전류 순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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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류회로의 경우 고장전류가 증가할 경우 퓨즈의 보호가 실패하여 차단

기반의 제어전원이 상실된다. 이로 인해 고장발생시 보호계전기 부동작에 

따라 보호협조가 실패할 경우 상위 차단기가 동작함으로서 안전모선의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  

표 3-12 고장전류증가 리스크

전원 고장전류 계산식 증가요인
안전모선 

정전리스크

AC

①  증가 
(비상전원, 발전기, 회전
기부하 용량 증설) 

②  ,Z 감소
(모선 병렬/TIE 운전)

차 단 기 용 량 초 과 
및 보호실패 따른 
상위 차단기 개방        3E

Ig = ─────── 
     Z1+Z2+Z0+3Rg

DC Ib= Eb
Rb+Rc (A)

①  증가 
(축전지, 충전기 용량 증설) 
② R 감소
(병렬운전)

차 단 기 용 량 초 과 
및 보호협조 실패  
따른 제어전원 상
실과 보호계전기 
부동작

한빛 OO호기의 경우 2000년 발전기 및 변압기 교체시 E-TAP을 통

한 차단기 용량의 적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부하증설 및 병렬운전 등 

계통구성의 변화가 없으므로 최신 고장전류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는 480V모선의 부하증설 시에는 소내전력계통 설계분석 

및 진단 절차서를 통해 E-TAP을 통한 고장계산으로 고장전류와 차단기 

용량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구비되어있다. 실제 최신 고장전류의 

미반영에 의한 안전모선 정전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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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협조 분석

 3.1 보호계전시스템 개요

  전력계통에서 보호란 전기사고를 예방하며, 고장시 이를 차단하여 사

고구간을 제한하여 확대를 막고, 계통의 안정도를 유지하며 정전시간을 

최소화 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통칭한다. 

 표 3-13 전력계통 보호

전기 고장 예방 
고장 확대 차단

안정도 유지/동기탈조 방지
복구 및 비상전원

①절연감시장치
②경보시스템
③유중가스분석장치
④접지시스템(본딩)
⑤피뢰시스템

①동기탈조 방지시스템(S.P.S)
②보호계전시스템
보호계전기, 차단기, CT/PT
③Fuse
④한류리액터
⑤누전차단기 (인체 감전보호)

①차단기 재패로동작
②비상전원공급
 - 디젤발전기
 - 이동형발전차량
 - 축전기, UPS
 - 플라이휠
    (MG-SET 적용)
 - 대체 전원절체 회로

  보호계전시스템은 전기고장을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고장구간을 격

리하여 사고확대를 막는다. 고장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먼저 차단동

작이 이루어지고, 실패할 경우 차상위 차단기가 개방되는 주보호와 후비

보호개념을 통해 보호협조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케이블, 변압기, 발전

기, 전동기 등 피보호설비의 열적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종 차단시간



- 64 -

이 보호협조에 반영된다. 보호계전시스템은 전류, 전압신호의 입력부인 

CT, ZCT, PT와 연산부인 보호계전기 그리고 출력부인 차단기로 구성

된다. 보호 범위는 주로 CT의 위치와 방향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CT의 

검출범위를 중첩 구성하여 보호맹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 원자력 발전소 소내 보호계전시스템 구성

  원자력 발전소 내 보호계전기는 154kV이상 계통 및 발전기 보호계전

기를 갑종보호계전기라 하며 그 외는 을종보호계전기로 분류한다.

표 3-14 원자력 발전소 보호계전기

보호계전기 대상

갑종보호계전기

1) 중앙급전발전기(설비용량 20㎿ 초과) 보호장치

2) 중앙급전발전기에 직접 연결된 주변압기, 

   보조변압기, *기동용변압기(대기보조변압기),

   여자용변압기 보호와 이 변압기 1차, 2차, 3차

   측 종합보호에 적용한 보호계전기. 

   (다만, 기계적 보호장치는 제외)

3) 345kV 이상 전력설비 보호에 적용한 계전기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계전기

을종보호계전기

1) 발전정지 및 과도상태 유발 보호계전기

 가) *4.16kV 이상 소내전력계통 보호계전기

 나) RCP(PHT), FWBP 전동기 보호계전기

 다) 비상디젤발전기 보호계전기

2) 갑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보호계전기

   (기계적인 보호장치 포함)

* 비안전등급 4.16kV 차단기반 개선 공사 시 검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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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의 정상 운전중에는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력이 소내에 

공급되는 한편 소외 스위치야드를 통해 한전계통에 전력을 송출한다. 따

라서 정상운전 시에는 스위치야드, 발전기, 주변압기, 보조변압기의 각 

보호요소와 비율차동계전기가 주보호를 이루며 Unit Protection 비율차

동계전기587U가 후비보호를 구성한다. 동기탈조의 파급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야드에는 고장파급방지시스템이 한전 전력망과의 파급영향에 

대한 보호를 갖추게 된다.

 

그림 3-13 소내 보호계전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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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예방정비기간에는 발전기가 정지되고 기동변압기를 통해 소외전원

을 수전하므로 기동변압기 보호시스템을 중심으로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림 3-14 소내 보호계전시스템 구성 (OVERHAUL)

  수전된 전력은 내부 배전계통으로 전달되며, 배전계통은 4.16kV 및 

13.8kV 차단기반의 보호시스템 및 하위 480V 로드센터와 480V MCC 

보호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하위 보호시스템은 상위 보호시스템은 보호협

조관계를 통해 고장보호의 신뢰성, 신속성, 선택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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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락/지락 고장 보호

  전기고장은 과전류가 발생하는 단락고장과 지락고장으로 분류되며, 

OO 원전 PT 소손 발전정지시 지락고장이 3상 단락으로 확대되어 아크

폭팔한 사례와 같이 지락고장은 적절한 시간 내 차단되지 않을 경우 단

락고장으로 진전되는 경향이 있다[22]. 또한 저압 480V 계통의 경우 

고장차단이 지연될 경우 전기에너지의 열축적에 의해 아크플래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통상 지락고장이 단락고장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지락고장전류의 흐름은 변압기, 발전기의 접지계통의 구성에 의해 결정

된다. 

그림 3-15 소내 접지계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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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락전류의 크기와 흐름을 결정하는 원자력 소내전력계통의 접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345kV 전압 수전계통인 주변압기와 기동변압기

는 유효접지인 직접접지로 구성하며 전력거래소에서는 변압기 BIL 절

연, 지락고장검출, 고장전류 증가여부 포함하여 매년 유효접지의 적절성

을 검토하여 발전사에 통보한다. 특히 고장전류가 증가할 경우 유효접지

를 비접지계통으로 운용을, 또는 지락전류 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접지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발전기에서 변압기로 연결되는 구간은 비접지로 

구성하여 지락전류를 제한하므로 발전기의 권선 절연보호에 용이하다. 

그러나 지락전류가 작아 고장검출이 어려워 지락시 발생하는 영상전압을 

검출하여 보호를 구성한다. 보조변압기는 저항접지를 통해 지락전류를 

제한하여 소내 고압전동기의 권선 절연을 보호하고 있다. 한빛 OO 호기

의 경우, 변압기 2차측 최대 1선 지락전류는 접지저항을 통해 약 

1000A로 제한하고 있다.

○ 13.8kV 변압기 2차 1선 지락전류

   I g=3I 0=
3×상전압
3×R N

= 3
3×8 ×

13.8kV
3

=995.93≅1000(A)

    Impedance at 25℃ Ohms : RN = 8Ω

○ 4.16kV 변압기 2차 1선 지락전류

   I g=3I 0=
3×상전압
3×R N

= 3
3×2.4

× 4.16kV
3

=1000(A)

Impedance at 25℃( Ohms) : RN = 2.4Ω

 소내 보조변압기 및 대기보조변압기에 대한 지락보호는 변압기 2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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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점에 지락 과전류계전기를 설치하여 보호하였다. 13.8kV & 4.16kV 

고압차단기반의 경우 인입측 선로는 잔류회로에 의한 한시형 과전류계전

기를 적용하였으며, 부하측 피더의 경우 영상변류기를 통한 순시 과전류

계전기를 적용하였다. 480V 저압차단기반의 경우 변압기 2차측 직접접

지 회로에 한시 과전류계전기를 적용하였다.

그림 3-16 차단기 교체시 소내 지락고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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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락고장의 보호협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소내보조변압기 및 대

기보조변압기에 설치된 지락 과전류계전기와 고압차단기반 인입측에 설

치된 지락 과전류계전기와의 보호협조, 고압차단기반 인입측에 설치된 

지락 과전류계전기와 피더측에 설치된 지락 과전류계전기와의 보호협조, 

마지막으로 480V 저압차단기반 인입측에 설치된 지락 과전류계전기와 

피더측에 설치된 지락 과전류계전기와의 보호협조를 이루어 상위와 하위 

보호계전기간 약 0.3~0,4sec 차이로 동작하게 된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침과 IEEE 요건을 따른 정정계산 은 다음과 같다[7][9].  

 

가. 기동변압기 고압측  지락 한시 과전류 보호 계전기 (551NA)

 정정기준 : 변압기 최대 정격 전류의 30%에 정정한다. 

1) I FLC=
49.65MVA
3 ×345kV

= 49.65×10 6

3×345×10 3 =83.09 (A)

I Pick-up (A)=0.3 ×I FLC=0.3 ×83.09 = 24.93 (A) 

2) SWYD 지락 고장시 유출되는 영상전류의  5%이하 고려,

=186.20 ×0.05=9.31(A)                                     

3) 2)항의 값을 적용하면, Ground TOC1 Pick-up Value ;

Pick-up =
9.31
600 = 0.016pu

4) 동작시간 : 2sec 

지락 최종 후비보호로 최대 지락전류에서 2sec에 동작하도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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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동변압기 저압측 중성점 지락 과전류 보호 계전기(151NA)

 정정기준 : 변압기 2차측 최대 1선 지락전류의 20%에 정정.

1)  Start-up XFMR Rated Voltage = 4160
3

 (V)

- Impedance at 25℃( Ohms) : RN = 2.4Ω

- The 10 Second Thermal Current; 

I g=3I 0=
3×상전압
3×R N

= 3
3×2.4 ×

4.16kV
3

=1000(A)

I Pick-up (Pu) =
1000
400

× 0.2 = 0.500pu

2)  4.16kV SWGR 인입 지락 계전기(151N)와 보호 협조

    4.16kV SWGR 인입계전기와 협조 위해 1.0 sec에 정정

다. 비안전모선 4.16kV  한시상지락과전류 보호 계전기(151N)

 정정기준 : 변압기 2차측 최대 1선 지락전류의 10%에 정정

                             1000 x 0.1  
           1)  Pick-up = ────────────  = 0.033[PU]
                             3000  [CT 1차 전류]  

2) Heaterdrain Pump 와 협조를 위한 시간간격 0.04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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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7 지락고장 보호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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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고장 발생시 정격전류의 10~20배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며 적절

한 시간 내 차단되지 않을 경우 유입되는 에너지는 주변부를 용융시키고 

금속증기의 확산에 따라 아크 폭팔로 이어질 수 있다. 소내배전계통의 

과전류보호는 및 보호협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3-18 차단기 교체시 소내 단락고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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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내보조변압기 및 대기보조변압기는 변압기 1차측에 설치된 한시 과

전류계전기에 의한 변압기 보호 및 하단 과전류계전기와의 보호협조를 

이룬다. 13.8kV & 4.16kV 고압차단기반은 인입측 과전류계전기와 부

하측 과전류계전기간의 보호협조가 구성된다. 일반전동기에 적용된 보호

계전기와 대용량 전동기 및 고관성 전동기에 적용된 보호계전기 정정치

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480V 저압차단기반 피더에 대한 보

호계전기 정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Tie 모선 피더에 대한 보

호계전기 정정치 적정성 및 주 모선 인입측에 적용된 보호계전기와의 보

호협조를 구성한다. 한국전력지침과 거래소의 IEEE 요건을 따른 정정계

산은 다음과 같다[7][9]. 

가. 기동변압기 고압측 상 한시 과전류 보호 계전기(551A)

 정정기준 : 변압기 최대 정격전류(Max. IFLc)의 150%에 정정.

1) I FLC = 49.65MVA
3×345kV

＝ 49.65×10 6

3 ×345×10 3 = 83.09(A)

Pick-up Current = 1.5× I FLC = 1.5 ×83.09(A)＝124.63(A)

CT 2차 Current = 124.63× 1
600

＝0.208 pu

 ∴ Pick-up = 0.208pu에 정정

IPRI = 0.208 x 150 = 124.8(A) @ 345kV  

2) Phase TOC1 TD Multiplier :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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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압기 2차측 13.8kV SWGR 인입 계전기와 협조

 T=TDM× 





A

( I
I pick-up

) P
-1

+B





 TDM = 0.90

  [ A = 0.0515, B = 0.1140,  P = 0.02,

 I Pick-up = 124.8(A), I = 634.93 (A), T = 1.5 ] 

나. 기동변압기 고압측 상 순시 과전류 보호 계전기(550, GE) 

  정정기준 : 변압기의 2차측 3상 단락전류의 200%에 정정.

1) 345kV SWYD에서 유입되는 고장 전류

- 영광 #1,2 345kV 모선 등가 Impedance     

 (2008 한국전력거래소 고장계산 결과 참조)

Z = 0.016+j0.498 = 0.498∠88.16= 0.498% @100MVA

IF = 100
0.498 ×

100×10 6

3×345×10 3 =33,603.9 9(A) 

IFmin = 33,603.99×0.866×0.5× 1
600

= 24.25pu  

           ※선간단락전류로 삼상단락전류의 86.6% 적용

2) 기동변압기 2차측 사고시 합성 단락용량 계산:

○ 13.8kV 모선 사고시

Start-up XFMR %Z = 9.63% @37.24M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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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859%@100MVA 

Z =0.498+25 .859= 26.357%

I F = 100
26.357

× 100×10 6

3×345×10 3 =634.93 (A)

I Pick-up (Pu ) = 2.0×634.93× 1
600 = 2.116pu  

○ 4.16kV 모선 사고시

Start-up XFMR %Z = 23.72% @37.24MVA 

⇒ 63.695%@100MVA 

Z =0.498+63 .695= 64.193%

I F = 100
64.193 ×

100×10 6

3×345×10 3 =260.69 (A)

I Pick-up (Pu ) = 2.0×260.69× 1
600 = 0.869pu  

3) 기동변압기 In-rush Current : 정격전류의 5~8 배

83.09×8= 664.72(A)

Pick-up = 664.72× 1
600 = 1.108pu           

Inrush Factor 150% 고려,

Pick-up = 1.108×1.5 = 1.66pu 

4) 순시치 정정은 변압기 여자돌입전류에 오동작하지 않고, 기동용변압기의

     2차측 3상 단락시 동작하지 않기 위해 계전기 설치점 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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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를 고려하여 2.116 pu보다 크게 정정한다.

다. 비안전모선 4.16kV  한시 상과전류 보호 계전기(151, GE)

 정정기준 : 모선용량의 100% 또는 변압기 정격전류의 150%에 정정

                        3000  [NSPB 용량]  
     1) Pick-up = ────────────  = 1.0 [PU]
                        3000  [CT 1차 전류] 

     2) 하위 전동기(Heaterdrain Pump)와 보호협조 최소 시간 간격

         : 0.04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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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단락고장 보호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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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차단기반 교체시 안전모선 정전영향

  안전모선 4.16kV 차단기반 교체 시 비안전모선 차단기반의 보호계전

기에서 안전모선의 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갑종보호계전기의 기

동변압기 보호요소 587A과 550/551, 551NA, 151NA 와 을종보호계

전기반 비안전모선 4.16kV 차단기반의 보호요소 150/151, 151N이 있

다. 

 표 3-15 안전모선 정전 요인 및 사례

소내 보호요소 보호요인

안전모선
정전

안전모선 정전요인

[갑종보호계전기]
기동변압기 

보호반
 
 
 

 587A
변압기 내부보호 587A 용 입력 CT

☞ 비안전모선 4.16kV 
   차단기반에 위치

☞ 587A CT에 
   ①오신호 입력
   ②오결선
   ③CT제작사 상이 
         포화특성 차이
   ④정격 오선정시
      차전류 오동작

 

587GA
변압기 중성점 지락보호

**551NA
고압측 지락보호

*551A
상과전류 보호(한시)

*550
상과전류 보호(순시)

 251NA
13.8kV 모선 지락보호

**151NA
4.16kV 모선 지락보호

[을종보호계전기]
4.16kV 차단기반 

보호반(인입)
 

*150/151 150/151, 151N

☞기동변압기보호반
  (550/551, 551NA)
  보호협조 실패시 
  안전모선 정전

 

**151N

127L

127M/B/R

147

� 보호협조�관게� �
� � *� � 단락�보호� :� 550/551� � ↔� 150/151
� � **� 지락�보호� :� 551NA� � � ↔� 151NA� � ↔� 15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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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내용 대책

보호계전시스템 
부동작

제어전원 상실

퓨즈 보호협조실패

- 제어전원 이중화

- 퓨즈 보호협조 준수
  용량 (인입:분기 = 2:1)
  동작시한 0.4sec

CT  정격오선정
     보호맹점
     결선오류
     2차 개방 

정격선정 절차 준수
보호계전기 준공시험
결선 전압인가 확인시험
CTT 정상동작 확인

차단기 
      차단기 정격선정오류
      차단기 고장

윤활부족, 인터록스위치
인출입 인터록 정상 확인
차단기 암 절연강화 

보호계전기 정정오류
150/151, 151N

원자력 표준정정지침 준수
3자 검토등 전문가 검토

보호계전시스템  
오동작

CT  정격오선정
     결선오류
     2차 개방 
     87 CT 제작사 상이

정격선정 절차 준수
보호계전기 준공시험
결선 전압인가 확인시험
CTT 정상 동작확인
CT 2개의 동제작사 선정

차단기 제어카드 오신호 발생 고장기록계 설치

보호계전기 정정오류
SUT 보호협조 실패

550/551, 151NA
150/151, 151N

3자 검토등 전문가 검토
원자력 표준정정지침 준수

비율차동계전기 CT
오신호 입력
결선오류(Y-△)
보호계전기 결선 오 입력

결선 전압인가 확인시험 

비안전등급 4.16kV 차단기반 교체시 보호협조의 안전모선 정전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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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기동변압기 보호시스템의 비율차동계전기 오동작으로 인한 

상위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에 의한 안전 모선전원상실이다.

         

그림 3-20 587A의 입력신호용 CT

보호계전기 오동작으로 587A의 입력신호를 제공하는 CT의 오신호 

입력시 기동변압기 보호시스템 동작에 따라 직접적인 안전모선을 

정전시킬 수 있다. 특히 587A의 입력신호를 제공하는 CT는 345kV 

모선과 안전등급 및 비안전등급 4.16kV 차단기반에 각각 위치하므로 

차단기반 교체공사 중 CT에 오신호를 입력하는 9)경우 587A의 

오동작에 의한 안전모선의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  

9) 2014-14호(141001Y12), 교체 고압차단기반의 부적절한 작업관리에 기인한  

   안전모선 저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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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전
587A 부동작

 고장 발생
587A 정동작

 
  

표 3-16 587A 동작 

정상 운전중에는 CT의 감극성에 따른 방향으로 2차측에 전류가 

흐르며 양단 CT 사이의 차전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호계전기는 

정부동작한다. 양단 CT의 내부구간에서 고장발생시에는 고장점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러한 전류의 흐름에 의해 CT간 차전류가 발생하여 

동작코일을 여자시키면서 스위치야드 차단기가 동작하여 안전모선이 

정전된다. 따라서 정상 운전중 비율차동계전기의 CT 사이에 비정상적인 

차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계전기가 오동작하여 안전모선의 정전을 

직접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CT 사이의 차전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CT의 오결선 경우가 있다. 특히 CT 결선의 극성이 오결선 

경우 정상 운전중 외부 고장에 오동작하여 안전모선이 정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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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오결선
( Y-Δ 위상차 발생) 

 CT 오결선
 (꼬임 결선)

 
  

 

표 3-17 오결선 의한 587A  동작 

또한 CT의 제작사가 상이할 경우 CT 포화특성 차이에 의한 차전류가 

발생하여 비율차동계전기가 오동작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계급인 여자 전압 800V이상 CT에서는 모두 동일한 C800

으로 분류되므로 동일한 제작사의 동일한 여자특성곡선을 가진 CT로 상

호간 매치해야 사고전류의 offset에 의한 비율차동계전기의 오차전류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CT는 동일 제작사 제품으로 선정하

여 knee point voltages 를 근접하게 매치하여 offset 중 동일한 정도

의 포화가 발생하도록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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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8 CT 오부동작 경우

비고 원인 오부동작

CT의 자기포화

고장전류 유입으로 
잔류자속 발생

2차 전류 감소

정격선정오류
 포화개시전압 초과

2차 전류 감소

CT 2차 정격부담초과 2차 전류 감소 

CT 오결선

Y-△ 오결선
변압기 결선과 반대 
결선하여 오차상쇄

방향성 계전기용
CT 극성 오결선

외부/내부 고장보호에 
오부동작

잔류회로의 접지구성 지락전류 검출 감도저하

CT 2차개방 CT 과여자에 의한 소손 CT 부동작

CT 시험 인적실수

CT 2차 시험용 
단락바 미제거

보호계전기 부동작
비율차동계전기 오동작

가압구간의
CT 오신호 입력

비율차동계전기 오동작

CT 턴간 단락
2차 전류 감소에 의한 

오부동작
보호계전기 오부동작

 CT 정격 선정 

비율차동계전기 2개 
CT의 제작사 상이한 

경우 

차전류에 의한 오동작
C800이상의 경우 동일 

제작사 적용

 CT의 보호용, 계측용 
용도 구분 적용 

계측용 CT는 고장시 
포화되어 오부동작

CT비, Class, 
포화개시전압, 부담

정격오선정시 
오차발생으로 오부동작

CT 보호구간 중첩 감시 보호맹점 발생
비보호 구간발생으로
상위 보호시스템 동작

두번째로 기동변압기 보호시스템과 비안전등급 4.16kV 차단기반의 

보호협조 실패에 따른 상위 보호시스템의 정동작으로 인한 안전모선의 

정전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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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계전시스템은 입력부인 CT, ZCT, PT와 연산부인 보호계전기, 

그리고 출력부인 차단기의 동작이 일련된 동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입력, 연산, 출력부 중 한 요인의 부동작으로도 전체 보호계전시스템은 

부동작하게 된다. 먼저 입력부 CT의 경우 CT의 오결선, 그리고 CT의 

출력 오차를 야기하는 잔류자속에 의한 자기포화로 인한 오동작, 가압중 

2차측 개방, 정격 오선정 및 부담증가에 따른 감도 저하, 시험용 CT 

단락바 미제거, 절연파괴로 인한 턴간 단락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경우 제어전원이 정전되면 동작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차단기반의 제어전원의 경우 125V DC 가 차단기 투입 

스프링 압축동작과 보호계전기 및 제어카드에 전원을 공급한다.따라서 

신뢰성 높은 UPS 공급 계통의 전원이 추천된다. 

그림 3-21 직류회로의 보호협조 구성 



- 86 -

이러한 직류계통은 퓨즈를 통해 보호협조가 구성된다. 이때 퓨즈는 

IEEE 242에 따라 간선과 부하회로 간 2:1의 구성을 이루며 고장전류의 

크기와 차단시간(0.4sec)에 대한 보호협조를 구성한다. 

표 3-19 IEEE 242 직류회로의 보호협조[9]

이러한 보호협조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비안전모선 4.16kV 

차단기반의 부하측 직류 회로의 고장이 상위퓨즈 동작으로 확대되어 

전체 직류전원 상실에 따른 보호계전기의 부동작으로 상위 차단기 

개방으로 인한 안전모선의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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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계전기의 정정이 잘못될 경우 오부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정정값이 기준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전기적 과도 현상시 차단기가 

오동작하며, 기준보다 높게 설정될 경우 전기 고장시 차단기가 부동작하게 

된다. 또한 보호시스템간의 시간적인 상위 하위 보호시스템간 보호협조 

관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비안전 4.16kV모선 고장 발생시 상위 

차단기가 먼저 동작함으로서 보호계전기 오동작에 의한 안전모선의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22 보호협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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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차단기의 오부동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빛 00 호기에 도입되는 H사의 차단기는 인터록 고장으로 차단기 

투입 부동작이 있다[18]. 또한 차단기 인출입시 인터록으로 작동하는 

UnLock Push버튼을 누른 상태로 방치할 경우 차단기 투입의 부동작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차단기 튤립콘택의 스프링 장력부족으로 인한 

접촉부 과열 및 소손사례가 있다[35]. 차단기 인출입시 동작하는 셔터의 

차단기 단락고장이 발생하여 대책이 반영되었다.

 표 3-20 차단기 고장사례 및 대책

사례  내용 대책

차단기 반투입 의한
 안전모선 정전

 소내전원에서 소외전원 으
로 절체를 위한 차단기 투
입실패의한 안전모선 정전

1.간극조절 통한 반투입
방지, 인적오류 발생시
※차단기 투입 스프링 
힘이 과도할 경우 투입
되자마자 트립되는 반투
입 현상 발생  

차단기 셔터 단락사고
차단기 셔터가 Arm에 접
촉되어 3상단락 발생  

1.셔터의 구조 설계변경 
2.접촉시에도 단락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절연처
리 

차단기 윤활부족에 의한 
트립실패 안전모선 정전
 

 차단기 윤활부족으로 트립
래치가 풀리지 않아 차단기 
부동작하고 트립코일이 소
손됨

1.최소전압 동작시험
2.윤활 보완 및 경화방지를 
   위해 지정된 윤활제 사용 

차단기인출임 UnLock 
Push 버튼 투입상태로 
방치시 차단기 부동작

인출입시 차단기동작을 방
지하는 기계적 인터록이 동
작한 상태로 차단기 투입되
지 않음

차단기 조작 담당
운전원 교육

차단기룸 누수
빗물이 차단기 내부로 유입
될 경우 절연파괴 및 지락
고장 발생가능

차단기반 방수보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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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연협조 분석

  4.1 절연협조 개요

  절연협조란 예상되는 이상전압 및 surge보호기기의 특성과 전기적 설

비에 대한 절연강도와의 적당한 관계를 검토 결정하는 과정(ANSI) 또

는 전기설비에 나타나는 전압 Stress가 절연파괴를 일으키거나 공급지

장을 가져올 확률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적절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기 위

해 전력계통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보호장치 특성과의 관계로부터 설비의 

전기적 강도를 결정(IEC)으로 정의된다.

  절연협조를 통해 이상전압 크기, 보호레벨, 기기절연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단

계별 구성하여 경제성 확보와 점진적인 이상전압의 침투를 경감하여 설비를 보

호한다. 이상전압은 크게 외부 이상전압과 내부 이상전압으로 나눈다. 외부이상

전압은 낙뢰로서 직격뢰, 유도뢰, 역섬락등이 있으며 가공지선과 피뢰기로 보호

한다. 내부이상전압은 상용주파 지속성이상전압과 과도이상전압으로 나누어지며 

개폐서지와 같은 과도 이상전압은 서지보호기(SA)로 보호하고 지락시 발생하

는 전위상승 등의 지속성 이상전압은 기기의 충분한 절연으로서 보호한다. 

  보호레벨은 보호설비(LA, SA, SPD)의 이상전압 저감능력에 따르며 피뢰기는 

외부 이상전압을 설비 BIL의 83% 까지, 서지보호기(SA)는 내부 이상전압을 

설비 BIL의 70% 이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기기절연 손상의 영향이 없다. 기타 

전자정보통신의 설비보호를 위한 SPD는 LPZ 구역별 보호협조를 따라 이상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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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한다. 기기 절연은 절연의 단계에 따라 기본절연과  이중절연, 강화절연

으로 나누며, 공간 개념에 따라 연면절연, 거리(공기)절연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등급의 과전압은 절연범위를 보장하는 최소 이격거리를 제

공하기 위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전압범위 I과 II로 설정한다.

그림 3-23 전압 범위 I과 II[10]

  ○ 범위 I: 직격뢰 임펄스 내전압에 대한 상-대지간 및 상-상간 절연의 공기  

             절연거리를 결정한다.

  ○ 범위 II: 표준뢰 임펄스 내전압 (LIWL)와 표준 개폐 임펄스 내전압(SIWL)  

              에 대한 상대지간 이격거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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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러한 충전부의 이격거리 미준수에 따른 접촉에 의한 안전모선 정전

은 OPIS 사례 2건이 10)확인되었다. 4.16kV의 경우 섬락을 피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공기절연거리는 39 ㎜이다[11]. 따라서 다음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이

격을 준수하고 인적오류 예방기법 물리적 방벽과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 3-21 충전부의 접근한계[11]

10) 4.16kV NSPB 지락에 의한 안전모선 정전 [사례 2011-07호(110419K3,4)],  

    도장작업 중 기동변압기 가공선 지락발생 [2009-7호(090624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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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고압이 통전되는 변압기의 절연은 저감, 단, 균등절연으로 구분되며 이는 

변압기 접지방식에 따른 전위상승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절연은 온도와 반비례

특성이 있으므로 변압기와 케이블 등은 주위환경과 냉각조건 등 종합적인 검토

를 통해 절연강도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절연협조는 선로애자, 결합콘덴서, 기

기 애자, 변압기, 피뢰기, 순으로 구성된다. 

 그림 3-24 345kV 절연협조 예시[13]

  절연강도는 고압측에서 저압 및 최종 부하순으로 저감하도록 보호레벨과 보

호기기를 구성한다. 외부이상전압은 피뢰기가 전담함으로써 내부 절연을 내부이

상전압수준에서 절연을 확보하는 단계적 절연협조를 완성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절연협조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공선 스위치야드의 가공지선, 변압기의 피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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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효접지, 배전계통의 SA, 최종 부하 기기의 SPD, 차폐, 접지로 단계적 이

상전압의 저감과 절연을 구성하고 있다. OO 발전소의 PT 절연파괴 발전정지 

사례와 같이 고전압이 상시 인가되는 기기는 내부 공극이나 이물질의 유입이 절

연파괴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22].

 표 3-22 발전소 전압보호

대상 절연내량
접지

방식
  LA/SA정격 

주변압기 중성점 BIL 450 kV 직접접지 LA 108kV

기동변압기 중성점 BIL 450 kV 직접접지 LA 108kV

4.16kV

전력계통

① 차단기

저주파수내전압 19 kV

임펄스내전압 60 kV

② SA차단기 

MCOV 5.1kV

저항접지 SA 6kV

4.2 진공차단기 개폐서지 보호

  4.16kV 차단기반 개선시 적용되는 진공차단기는 우수한 아크소호능

력으로 인해 0점 도달전에 전류가 차단되는 전류재단 현상이 발생하여 전

원투입과 차단시에 발생하는 개폐서지가 부하측 케이블을 통해 전동기에 

전달된다. 따라서 전동기의 소손을 방지하고 안전한 절연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지 보호기를 선정하고 모의시험을 통해 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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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 진공차단기 전류재단과 개폐서지 

전동기 권선의 절연보호를 위한 IEEE STD 522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VL : 선간전압(RMS),  Tr : 전압상승시간  V1 : 상전압(Peak, PU) 

개폐서지 충격파의 파두장에 따른 충격전압의 크기 V1, V2, V3를 전동기

가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동기 단자에서의 

서지는 전동기 임펄스 내량보다 낮아야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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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전동기 임펄스 내량[10] 

한빚 OO호기에 차단기반의 경우 제작사에서 제출한 VCB의 개폐서지 

모의해석 실험결과를 통해 VCB 개폐서지에 대한 서지보호기의 적절성

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 3-23 서지보호기 적용결과

최대 스위칭서지 
발생 전동기

서지보호기 미적용
Peak Voltage

서지보호기 적용
Peak Voltage

kV pu kV pu

Heater Drain Pump  34.5 10.2     10.9 3.2

 

  그 결과, 서지 어레스터를 설치한 VCB 개폐서지 해석결과 IEEE기준

(그림 3-26)의 그래프 5pu 이내에서 개폐서지가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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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발전소에의 Capacitor가 적용되는 Gap형태의 서지보호기는 열화

에 의해 지락고장으로 발전정지를 유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비안전모

선 4.16kV 차단기반 개선공사시 적용되는 서지보호기는 ZnO가 특성요

소로 적용된 Gapless 형태의 서지보호기로 이상전압을 대지에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Capacitor의 열화에 의한 고장발생 

위험이 적다. 그러나 산화아연 소자는 사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누설전

류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13]. 이는 전류가 계속 흐름에 따라 바리스터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쇼트키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적으로 활성화된 전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13]. 이렇게 누설전류

가 증가하면 바리스터의 온도는 더욱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누설전류가 

더 증가하여 결국 산화아연 소자를 열적 불안정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13]. 특히, 용량성 전류는 바리스터의 온도상

승과는 관계가 없고 바리스터의 전압분포에만 기여하지만, 저항성 전류

는 주울열을 발생시켜 바리스터 내의 분자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바

리스터의 온도 상승을 가져와 바리스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된
다[13]. 
  ZnO 소자가 열화 될 경우 ZnO 소자 입계층의 변화에 의해 저항분 누설

전류(IR)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누설전류(IT)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전류

에 의해 ZnO 소자의 온도가 상승되고 온도상승은 누설전류를 증가시켜 최

종적으로 피뢰기 소자의 열폭주, 지락사고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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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7  ZnO 등가회로와 누설전류 파형(예)

따라서 이러한 신설 피뢰기의 특성에 맞는 누설전류의 증가를 검출하는 

정비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이를 통해 열화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한

빚 OO호기에 차단기반의 경우 열화상 점검, 누설전류측정 등의 정비프

로그램이 교체 이후 적용되어 ZnO 서지보호기 열폭주에 대한 추적관리 

및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서지보호기의 정격은 개폐서지를 대지로 방전시켜 회로를 보호하는 정

격전압과 지락고장시 발생하는 전위상승을 견디는 MCOV(MCOV : 
Maximum Continuous Operating Voltage(연속 운전가능 최대 전
압)로 분류할 수 있다. 정격전압을 기준보다 낮게 적용하게 되면 써지보

호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에 노출되므로 쉽게 열화될 수 있고, 적정

한 정격전압 보다 높게 적용시 보호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격 선정이 필요하다. 특히 4.16kV 계통에 3kV(MCOV 2.55 kV)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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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호기를 적용하게 되면 과전압으로 운전하게 되어 열화가 급격히 진

행되며 열폭주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3.24 IEEE C62.22-1997 Table7[12]

  서지보호기의 선정은 IEEE C62.22-1997 Table7에 따라 저임피던

스 접지인 13.8kV 및 4.16kV 전력계통에서는 15kV(MCOV 12.7kV) 

및 6kV(MCOV 5.1kV) 정격전압을 적용한다. 전력계통의 최대 운전전

압보다 높은 MCOV 써지보호기를 적용하며, 지락고장시 전위상승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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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시적인 과전압 (TOV : Temporary Over Voltage)은 대지로 방

전하지 않고 전압상승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지락고장시 전위상승은 

접지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소내 고압의 경우 변압기 Y 중성점 저항접

지를 하며 지락고장시 상전압의 약 1.76배의 전위가 상승하게 된다

그림 3-28 OHIO BRASS사 써지보호기 TOV 내량곡선

  1선 지락고장 지속시간은 IEEE C62.22-1997에 따라 보수적으로 1

초 적용할 시 4.16kV계통의 6kV(MCOV 5.1kV) 써지보호기 경우 1선 

지락고장시 건전상의 전압이 써지보호기 MCOV의 0.83배 상승하여 

MCOV 전압보다 낮으므로 충분한 내량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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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전모선 정전 영향

  절연협조관련 안전모선에 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서지보호기의 정격이 오선정될 경우와 시공

품질의 문제가 있는 경우 과전압에 노출되는 ZnO 소자가 열화되어 열폭

주에 의한 지락고장이 발생한다. 이때 을종보호계전기 151N이 동작하며 

보호협조에 실패할 경우 상위의 기동변압기 보호계전기가 동작하여 안전

모선이 정전될 수 있다. 

  

 그림 3-29 NSPB 통한 낙뢰유입

  다음으로 외부이상전압에 대해 회전구체법을 적용한 건물의 피뢰침, 인

하도선, 접지로 구성되는 피뢰보호시스템이 낙뢰의 직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예방정비기간 차단기반 교체공사를 위해 비상분리모선의 

외함을 개방할 때 낙뢰가 침입하게 되면 비상분리모선를 통해 안전모선으

로 과전압이 유입되고 절연파괴와 안전모선의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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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기적 적합성 검증

 5.1 전자기적 적합성 개요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은 빠른 프로세싱과 낮은 문턱치 전압을 가진 

프로세스 기반으로 인해 아날로그 계측제어시스템에 대비하여 전자기파 

장해에 취약하다[46].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경험보고서에 따르면, 

Carolina 원전에서는 라디오 전자기파장해에 의해, First energy 원전

에서는 무전기 전자기파장해에 의해, Rochester 원전에서는 용접기 전

자기파장해에 의해, Greenville 원전에서는 자속에 의한 전자기파장해에 

의해 발전소의 기기가 불시에 정지했다[46]. 따라서 차단기반에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보호계전기의 전자기적 적합성의 검증이 필요하다. 

 5.2 전자기적 적합성 검증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기양립성, 전자기적합성)

는 장비 또는 시스템이 주변 기기에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전자기파

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를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전

자기환경에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기파 내성(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을 갖는 능력이다[46]. 개선된 차단기

반에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보호계전기는 다음 전자기적 적합성을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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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디지털보호계전기 전자기적 적합성(EMC) 검증결과

[출처: 3-E-006A, EMI·RFI Test Report]

검증

항목
적용기준

결

과

EMI
RG

1.180 

 

MIL-STD-4

61E

방출

시험

CE-101 적합

CE-102 적합

RE-101 적합

RE-102 적합

EMS

RG

1.180 

 

MIL-STD-4

61E

전도성 내성

시험 

CS-101(전원선) 적합

CS-114(전원/신호선) 적합

CS-115(신호선) 적합

CS-116(신호선) 적합

방사성 내성

시험

RS-101 적합

RS-103 적합

IEEE C62.41

IEEE C62.45

전력서지

내성시험

Fast

Transients 

/Burst

IEC 61000 4-4 적합

IEC 61000 4-12

IEC 61000 4-5
적합

정전기 내성시험
ESD

IEC 61000 4-2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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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규제기관은 원자력안전

기술원(KINS: Korea Institute for Nuclear Safety)이다. KINS 규제

기준은 KINS 규제지침(3.9, RG 1.180, 개정1)과 미국 전력연구원

(EPRI) TR-102323의 시험방법과 수준을 규제지침으로 사용하고 있

다[46].

  RG 1.180(개정1)은 전자기파 및 무선주파수 장해 시험과 관련해서는 

MIL-STD-461E와 IEC 61000-3, 4 및 6의 방법과 기준을 승인하였

다[46]. 또한 전력서지내력(SWC) 시험과 관련해서는 IEEE Std. 

C62.41-1991과 IEEE Std. C62.45-1992, IEC 61000-4의 기술표

준을 승인하였다[46]. 

표 3.27 전자기파 방출 종류

전자기파 간섭(EMI) 전자기파 내성(EMS) 내용

전도성 전자기파 방출
(CE: Conducted emission)

 전도성 전자기파 내성
(CS: Conductive Susceptibility)

케이블을 통해 유
입되는 전기잡음 및 
의도하지 않은 신호
의 간섭과 내성 

복사성 전자기파 방출
(RE: Radiated emission)

 복사성 전자기파 내성
(RS: Radiation Susceptibility)

 전자기파가 공기 중
으로 방사되는 전기 
잡음의 간섭과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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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전자기적 적합성 검증과 안전모선 정전영향

  차단기반 개선에 적용되는 디지털보호계전기는 전기고장 발생시 발생

하는 전기적 요인(전류, 전압, 위상, 파형)의 변화를 계산하고 판정하여 

차단기 개방신호를 발생하여 고장구간을 신속히 격리하여 사고의 확대를 

막는다. 따라서 전자기파의 영향 및 서지의 유입으로 보호계전기 내부소

자의 열화가 진행될 경우 보호계전기의 오동작 및 부동작 발생으로 안전

모선의 정전이 발생 할 수 있다.

  차단기반에 새로 적용되는 디지털보호계전기는 EMC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사전에 통과한 제품이 적용되었다.[표 3.26 디지털보호계전기 전자

기적 적합성 검증결과] 또한 이러한 디지털보호계전기가 설치되는 차단기

룸에 대한 전자기적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변압기 지역의 코로나에 의한 발

전소 건물내부의 전자기파를 측정한 결과, 변압기 지역 및 건물내부에서 저

주파 전도성전자기파(CE101), 고주파 전도성전자기파(CE102), 자기장 방

사성전자기파(RE101)는 개별기기 방출한계치 및 플랜트 방출한계치 이하

로써 계측제어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46]. 변압기 지역 및 건물내부

에 방출되는 전기장 방사성전자기파(RE102)는 개별기기 방출한계치를 초

과하였으나 전자기파의 최고합성 플랜트방출수준을 플랜트 방출한계치로 평

가한 결과 충분한 여유도가 확인되었다[46]. 따라서 비안전모선 차단기반에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보호계전기의 전자기적으로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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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공단계 리스크 

1. 시공리스크 개요

차단기반 교체 공사 시공은 철거, 설치, 시험, 가압 순으로 진행된다.

비상분리모선, 제어케이블, 전력케이블 및 바닥 베이스와 접지망, 전동기 

원격절연감시기 등은 분리 후 설치 시 재사용해야하며, 해당 전원을 공

급하는 기동변압기가 휴전중인 기간에 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

표 3-27 차단기 교체 순서

철거 설치 시험

활선구간
보호

 
 

전기접속부 
정합

차단기
케이블
NSPB

차단기
NSPB

케이블배선
시퀀스 회로

접지 접지

재사용품 보호
  

CT, PT 결선 CT, PT 결선

전압, 위상각 전압, 위상각

보호계전기시험 보호계전기시험

  

 

계획예방정비기간 소내 전원은 오직 기동변압기를 통해서만 소외에서 

공급되며 한 계열의 기동변압기 휴전시 타계열의 기동변압기에서 한 대

에서 A, B 계열 안전모선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 경우 11)낙뢰 등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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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고장사고시 안전모선 A, B 계열 모두가 정전될 수 있으므로 기동

변압기 휴전기간은 단기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4.16kV 비안전등급 차단

기반에서는 계획예방정비시 필요한 전원을 소내에 공급하므로 기동변압

기 휴전시 타 계열 기동변압기의 가압중인 4.16kV 비안전등급 차단기반

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BUS TIE 운전을 한다. 차단기 교체 시에는 

BUS TIE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가압상태의 4.16kV 차단기반에서 교체

대상 차단기반의 필수부하에 임시전원을 공급한다. 이러한 휴전기간 및 

운용상의 이유로 한 번의 계획예방정비시 한 개의 4.16kV 비안전등급 

차단기반을 교체할 수 있다. 

  그림 3-30 차단기교체시 전원가압상태   

11) 2007-15호(070729U6) 비율차동계전기 동작에 의한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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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거 단계 리스크 

차단기 철거 작업은 기존 차단기 판넬에 연결된 모선, 케이블, 접지선을 

분리하고 하부 용접부를 절단하여 외부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러한 차단기 철거시 안전모선의 정전을 유발하는 리스크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587A 용 CT의 철거시 인적오류에 의한 지락 및 오신호 

발생으로 안전모선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동변압기 보호계전기를 직접 

동작시키는 12)경우이다. 두 번째로 전기적 가압 구간의 인적오류에 의한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및 지락고장이다. 특히 차단기 교체공사 중 인접 

4.16kV 비안전등급 차단기반 패널은 타계열 기동변압기를 통해 전원이 

가압된다. 작업자가 작업대상을 혼동하여 가압구간을 접촉하여 안전모선의 

직접적인 정전을 유발하는 13)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사용품(케이블, 

NSPB, 접지선)을 손상될 경우 14)고장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장요소는 결국 절연약화로 이어지고 지락고장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러한 전기적 고장발생이 보호협조 실패와 결합하여 안전모선이 

정전되게 된다.  

12) 2014-14호(141001Y12), 부적절한 작업관리에 기인한 안전모선 저전압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13) 2011-07호(110419K3,4), 인적오류로 인한 지락으로 안전모선 저전압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14) 2013-09호(131128K1), 케이블 단자 접속부 손상에 의한 터빈- 발전기  

    및 원자로 자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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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철거 리스크

철거작업 안전모선 정전 리스크 실재 사례

NSPB
인적오류로

가압중인 NSPB 
접촉으로 인한 지락

안전모선 정전

2011-07호(110419K3,4)

2009-7호(090624Y12)
케이블 

철거 중 케이블 
단말부 손상으로 지락

발전정지
제2013-09호(131128K1)

기동변압기 
587A용 

CT

인적오류로
가압중인 구간의 CT
철거시 오신호발생 

안전모선 정전

2014-14호(141001Y12)
중량물 이동중 

가압중인 
패널 충격

보호계전기 오동작

안전모선 정전

Oconee 3호기 비율차동계전

기 충격으로  동작 2016. 5.15

작업진행시 사전에 반드시 전원을 공급하는 기동변압기의 휴전과 

접지조치를 확인한다. 다음 단계로 차단기반의 교류전원, 직류전원의 

검전을 통해 정전상태를 확인한고 접지를 통해 충전된 전하를 대지로 

방전하여 감전 및 인적오류에 의한 타계열 안전모선의 정전을 방지한다.

철거시 인적오류발생의 방지를 위해 작업공간 내 가압중인 구간을 

분리하는 물리적방벽(구획띠 등)을 설치하고 가압상태임을 표시하는 

인식표 부착한다. 이러한 안전모선정전 가능사례와 활선구간 및 

재사용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작업자 전원이 숙지해야 한다. 

특히 기동변압기 휴전이 계열간 교대로 진행될 때 전력계통의 상태와 

인적오류방지 조치인 물리적 방벽과 인식표 부착의 시간차가 발생하면 

오히려 작업자의 인적오류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휴건 및 복전되는 

시간과 인적오류 조치의 시점을 일치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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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가압구간 보호 (물리적 방벽 및 인식표설치 예시)

물리적 방벽
587A용 CT
인식표부착

NSPB 차단기반
가압구간

입구봉쇄
부착 전 부착 후

재사용이 필요한 기기 및 안전모선 정전을 직접 유발하는 NSPB, 

587A용 CT는 보호조치를 통해 향후 고장 및 오동작을 방지한다.

표 3-30 재사용품의 보호조치

보호대상 보호조치

NSPB
금속성 먼지 및 용접 연기 등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
한 외함 개구부 밀봉조치

케이블
케이블 번호, 상순 사전조사 및 정보입력 후 난연성 
절연재로 보호

기동변압기 
587A용 CT

인식표 부착(안전모선 정전유발)후 절연 태이프 및 
난연성 절연재로 보호 

가압중인 
패널

중량물 이동시 신호수 배치 및 사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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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이 필요한 기기 및 안전모선 정전을 직접 유발하는 NSPB, 

587A용 CT는 보호조치를 통해 향후 고장 및 오동작을 방지한다.

또한 NSPB는 물리적으로 비안전모선 차단기반에서 안전모선과 직접 

연결되므로 휴전 시 연결부의 모선구간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가압전에 

연결하여 비안전모선 차단기반의 시공 영향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그림 3-31 차단기반 외부 연결부와 NSPB 분리   

3. 설치 단계 리스크 

차단기반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바닥베이스의 평탄 

작업 후 신규 차단기반 패널을 차단기룸 내로 이동하여 수평 수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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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작업 후 용접을 통해 바닥베이스에 고정한다. 다음으로 차단기반 

내부 모선 및 기기류를 설치한다. 이후 재사용을 위해 분리하였던 케이블, 

NSPB, 접지선을 연결한다. 최종적으로 차단기반 외함의 외부 씰링 

작업을 통해 외부의 수분유입을 막는다. 

표 3-31 설치시 안전모선 정전 요인

차단기반 고장유형 시공 원인

NSPB  지락 의한 안전모선 정전
•모선 볼트조임 부족
•이물질 유입

 케이블
지락의한 발전정지

(인적오류_시공불량)

•단말부 볼팅조임 부족
•접속부 손상
•이물질 및 수분유입

CT
보호계전기 오/부동작 의한 

안전모선정전
(인적오류, 잔류자속)

•오결선
•잔류회로 추가 접지

ZCT
•ZCT 내 케이블 및 실
드 접지 통과
•잔류자속 방지 

PT
PT 아크 폭팔의한 발전정지

(제작불량)
•PT 접속부 정합
•공극 및 이물질

SA
지락의한 발전정지

(기기경년열화)
•접지 볼팅조임 부족 
•연면거리내 이물질부착 

차단기
차단기 오/부동작 의한 

안전모선정전
(인적오류, 반투입)

•차단기 튤립콘택 정합
•차단기 반투입 
•차단기 셔터 단락
•이물질 및 수분유입

이러한 차단기반 설치시 안전모선 전정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량물 이동 중 가압중인 차단기반 패널에 충격 및 

전도될 때 절연파괴 또는 보호계전기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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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설치 시 시공불량이 발생할 15)경우 경년열화와 절연파괴를 

거쳐 지락고장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고장이 보호협조 실패 및 파급 

고장과 결합시 안전모선의 정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차단기반의 고장을 유발하는 시공불량 요인으로 먼저 전기적 통전부의 

정합이 있다. 전류의 흐름이 직접 발생하는 모선과 모선의 접속부, 

차단기와 모선의 접촉부인 16)튤립콘택부, 모선과 케이블이 접속되는 

단말부와 러그부분은 규정된 볼팅 토크와 삼상의 상순 확인, 케이블 

단말작업 등 통전부 정합에 대한 품질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통전부 

정합에 대한 품질불량이 발생할 경우 접촉저항을 증가시키고 발열과 

절연파괴 및 지락고장으로 진전되는 요인이 된다. 

그림 3-32 차단기반 전기통전부

15) 2007-07호(070516K2), 저압측 케이블 스파크 발생으로 안전모선 정전
16) 2011-06호(110412K1) 인입차단기 소손에 의한 발전기와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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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BOLT 체결 작업표준 TORQUE 표(H사 기준)

Bolt
Torque

(kgf.cm)
Application Remarks

M8 205

Main Bus Bar

1kgf = 9.8N

1kgf = 

9.8N.cm

허용공차 ± 

10%

M10 405

M12 707

M14 1756

또한 접지여부 또한 고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7)케이블의 

시스층의 접지와 서지보호기의 접지, CT 잔류회로의 접지, 차단기 및 

각종 계측 기기류의 접지를 통한 과전압 보호가 설치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호 및 제어케이블의 정결선이다. 차단기반 내부 단자에는 

보호계전기 시스템 구동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와  보호계전기 및 발전소 

계통시스템과의 결선이 이루져 보호와 감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보호계전기 입력신호를 제공하는 계기용변성기의 18)오결선은 보호계전기 

오, 부동작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안전모선의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  

 차단기 설치 중 작업자가 작업 대상으로 혼동하여 인접차단기반 의 

NSPB등 가압구간을 접촉하여 안전모선의 직접적인 정전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안전모선 정전을 유발하는 NSPB, 변압기 

587A용 CT 차단기 철거시 활선구간 격리 및 물리적 방벽설치를 통한 

인적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17) 2007-07호(070516K2) 저압측 케이블 스파크 발생으로 안전모선 정전
18) 2013-02호(130404K4) 보호계전기 동작으로 발전기 및 원자로 자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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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단계 리스크 

차단기반의 시험은 구조물 건전성 시험, 통전부의 절연 및 기능성의 

전기시험, 통신 및 제어회로의 동작시험, 차단기, CT등 개별기기의 

성능시험, 최종적으로 발전소 제어 및 경보계통과 실제 동작을 확인하는 

전원절체 및 종합연계 시험, 그리고 가압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표 3-31 차단기반 시험

차단기반 시험 개별 기기 시험 종합 시험

모선 
볼팅토크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CT,PT
보호계전기

릴레이

시퀀스 회로동작
 현장-MCR

DC제어회로 
절연시험

바닥베이스
수평

차단기
-반투입
-인터록
-셔터단락

보호계전기 
동작시험

용접 시험
차단기 전원절체시험

 가압시험
 내부 제어회로

결선

  

먼저 차단기반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액체침투 시험을 통해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모선의 절연 건전을 확인하기 위해 

절연/접촉저항, 상용주파 내전압시험이 이루어진다. 이때 인체 및 

보호계전기 등의 계기류에 전기적 충격이 없도록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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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계전기, CT, PT, 릴레이, 차단기, 각종 계기류의 개별 동작시험 

후 이를 제어회로를 통해 동작시켜 결선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시험과정에서 안전모선 정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적오류에 의해 587A용 CT에 오신호를 입력하는 19)경우가 있다.

 

그림 3-33 587A용 CT에 오신호 입력  

또한 시험종료 후 가압 중 CT 2차 개방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CT 

단락바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기동변압기 비율차동계전기(587A) 

계전기에 차전류를 발생시키므로 안전모선 정전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오류 예방기법을 적용하여 시험 후에는 반드시 단락바를 

19) 2014-14호(141001Y12), 교체 고압차단기반의 부적절한 작업관리에 기  

     인한 안전모선 저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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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해야 한다. 

그림 3-34 587A용 CT 단락바 삽입시 차전류 발생

다음으로 시험과정에서 안전모선과 연결되는 NSPB를 통한 과전압인가에 

의한 안전모선 정전 리스크이다. 차단기반 설치 후 모선의 절연성능 

검증을 위한 상용주파내전압시험으로 각상과 상간 및 대지간 약 

공장시험전압의 약70%인 27kV의 고전압을 인가하게 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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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가 투입된 상태에서 안전모선과 연결되는 NSPB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NSPB를 통해 비안전모선측에서 인가한 27kV의 고전압이 

안전모선으로 전달되어 전기기기 및 계기용변압기, 회로의 절연파괴 

발생하여 안전모선이 정전될 수 있다. 

그림 3-35 NSPB를 통한 안전모선 과전압 인가 

PT는 전압비, 극성 절연저항 포화특성 유전정접 부분방전에 관련된 

시험을 하게 된다. 특히 부분방전시험의 경우 한빛 OO호기 PT소손 

발전정지 사례의 후속조치로서 제작검사시 필수사항으로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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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2]. PT에 시험전압 인가시 기동변압기와 안전모선측으로 

역가압이 되어 감전 및 과도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2차측 분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압측 역가압을 방지하여야한다.

그림 3-36 변압기,안전모선의 PT 역가압  

또한 철거 시 분리하는 안전등급 연결부 NSPB를 인적오류로 인해 

연결하지 않고 가압을 한 뒤 소내 전력계통 고장이 발생할 경우 동기조건 

미형성에 따른 전원절체 실패로 안전모선의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철거 시 분리하는 안전등급 연결부 NSPB는 최종시험이 완결된 



- 119 -

후 연결하며 이물질의 유입, 볼팅 토크준수, 청소 및 누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적오류로 보호계전기 시험대상을 혼동하여 오시험을 하는 

20)경우이다. 계획예방기간의 정해진 공사기간의 시간적 제한과 소음, 

진동의 혹서와 혹한의 기온 등의 환경조건은 인적오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 시험은 인적오류예방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H사 진공차단기 경우 차단기반 내 차단기는 수동툴의 

조작에 의해 Rack-Out, Test, Rack-In Position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차단기 이동동작 시 UnLock Push 버튼 누른상태에서 인출입 이동이 

가능하며 이동이 완료되면 버튼이 다시 복귀한다. 그러나 차단기 동작시험 

후 이 UnLock Push 버튼을 눌러둔 상태로 방치할 경우 기계적으로 

차단기 동작을 막으므로 소내전력계통의 문제발생시 소외전원으로 

절체동작 신호가 발생해도 해당 차단기가 투입되지 않으므로 안전모선의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 사례 및 검토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시험과정에서 안전모선 

정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은 587A용 CT, PT, 보호계전기, 

NSPB, 인입용 차단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의 

시험시에는 인적오류 기법의 적용과 발전소 전력계통의 운용상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안전모선 정전 발생에 간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설비의 

시험이다. 시험과정에서 기동변압기측과 연결되는 4.16kV 비안전모선의  

20) 2010-14호(101229Y5) 계획예방정비 중 안전모선 저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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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차단기, SA의 케이블 등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표 3-33 시험사항

기기
시험사항

확인사항 안전모선 정전요인

CT/ZCT

오결선(Y-Δ)여부

극성 체크 

단락바 제거 여부

ZCT 관통, 케이블 쉴드선 등

CT 차전류 의한

587A 오동작

PT 극성, 결선, Fuse안착  

시험중 역가압,

전원절체 동기조건

(전압신호) 실패  

계전기
결선오류, 정정값 출력 시험

접지여부

보호협조 실패

151/50

151N

차단기

차단기인 출입, 인터록, UnLock 

Push버튼해제, 셔터 단락, 

반투입영향인자 점검

기동변압기 인입용

차단기 부동작

NSPB
볼팅 체결 토크 만족, 이물질유입

수분 침투 대비 밀봉

안전모선 NSPB 연

결부 지락발생

SA
접지 볼팅여부, 접지선 체결상태

애자표면 상태

인입용차단기

SA 지락고장

케이블

접속부 이물질, 손상여부

상순 및 접속 볼팅

시스선 접지, ZCT 통과 여부

케이블 지락고장 및 

보호협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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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적오류 리스크 

인적오류(human error)란 인간공학적 설계오류, 제작오류, 검사오류, 

설치 및 보전오류, 운전 및 조작오류, 취급오류 등 의도했던 결과를 

얻는데 실패한 포괄적인 인적행위(human performance)에 대한 실패를 

의미한다[47]. 

원자력 기술정보시스템(KHNP Nuclear Information System, 

KONIS)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 등록된 

전기분야 300건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고장 현황, 경험의 직접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기여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전기설비의 고장기기는 차단기, 비상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접촉 불 및 

회로 개방이 대부분이었다. 전기설비의 노후화, 제작사의 제작결함, 

시공의 부적절, 하부기기의 성능저하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47]. 

전기설비 고장과 관련된 인적오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수행오류, 잠재오류, 절차기반 오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인적취약성으로는 착오, 과소·과대 평가, 고정관념의 빈도가 높았다. 

직무형태로는 운전 및 점검보다는 정비 직무의 인적오류 빈도가 높았다. 

정렬오류 유형은 누락오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47]. 

차단기반 개선 공사시 인적오류는 정해진 공기 내에서 작업을 

완료해야하는 시간의 압박과 혹서‧혹한의 기온, 분진과 소음의 작업환경, 

장기작업에 따른 피로누적과 작업대상의 혼동 등이 주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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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업 대상의 혼동이 인적오류의 큰 문제 요인이 될 수 

있다[23][36]. 해당 전원 공급원인 기동변압기의 휴전중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동변압기는 2대가 있으며 작업대상을 혼동하는 경우 가압중인 

구간을 접촉하거나, 기기 조작 및 패널에 충격을 줄 경우 안전모선이 

정전될 수 있다[34][37]. 

작업수행 시 인적오류를 예방, 예측,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인적행위 요건으로 기본적인 예방기법과 조건부 예방기법이 있다. 

기본적 예방기법에는 상황인식, 자기진단, 효과적인 의사소통, 절차서 

사용 및 준수가 있다. 조건부 예방기법으로는 확인기법, 작업 전 회의, 

동료점검, 수행단계표시, 인식표 및 운전방벽 설치, 작업 후 평가, 

인수인계가 있다[47]. 

안전모선의 정전의 직접요인이 될 수 있는 587A의 CT와 NSPB, 

보호계전기 작업과 시공품질 오류로 인해 고장발생 및 보호시스템 

오부동작 요인이 될 수 있는 차단기, 케이블, SA 작업에 대해서는 

인적오류 예방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차단기 개선공사의 모든 작업은 

사전에 충분이 검토된 절차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므로 중요작업에는 

인적오류 예방기법을 적용해야한다.

1. 작업 전 
 회의

2. 작업 전
 조치

3. 작업 시 
절차서 준수

4. 작업 후 
회의

안전모선

 정전요인 교육

시공품질확보

설계검증

인식표 부착, 

물리적방벽 구축

(작업대상 특정, 

가압구간 보호)

철거, 설치, 시험 

절차서

(인적오류예방기법

, 방벽기법 적용)

개선사항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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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리스크 이론 모델 수립과 대책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은 사건의 현상과 결과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재발방지를 수립하는데 이용된다. 본 

절에서는 비안전등급 차단기반 교체공사 시 안전모선의 정정을 유발하는 

원인을 5 WHY기법과 Event & Causal Factor Chart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방벽기법을 통해 방지대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표 4-1 근본원인분석 방법

기법 내용

사건 및 원인요소 차트 

(Event & Causal Factor 

Chart)

복합적인 사건 분석에 적합하며 전체적인 

문제점과 기여인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방벽분석 

(Barrier Analysis)

사건방지를 위한 방벽의 취약부분과 실효성

을 검토하는데 적합

변화분석

(Change Analysis)

정상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의 변화점

을 분석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 

왜 수목분석

(Why Tree Analysis
왜 질문을 통해 근본원인에 접근하는 기법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설비고장시 가능한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원인에 접근

고장수목분석 

(Fault Tree Analysis)

설비 문제점과 인적행위 문제점에 모두 적

용하며 사건이나 상태의 가능원인을 이해가 

용이한 논리 수목도로 표현

직무분석

 (Task Analysis)

인적행위에 관한 사건의 문제점 원인 파악

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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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5 WHY 기법 분석

표 4-2 WHY 기법 적용



- 125 -

◾WHY?                           ê

◾WHY?                          ê

◾WHY?                          ê

◾WHY?                          ê

◾WHY?                           ê

  

☞인적오류 : 예방기법 미반영-블랙스완 리스크로 작용 인지하지 못함 

☞블랙스완 리스크 : 안전모선으로 파급 고장을 예상하지 못함

☞예측 미흡 : 변압기, 차단기, 보호계전기별 담당자 따로 존재 설비교체시  

              공사 담당자의 전력계통 전체 종합 이해 및 대책 수립필요

☞기기고장 : 절연파괴로 지락발생 이후 삼상단락으로 발전

 설계시 정격오선정 : 보호계전기 정정, 고장계산, 절연협조, 기기선정 

 시공시 품질불량 : 케이블, SA, CT, 모선, 차단기, PT
 

왜 비안전등급 차단기 교체 공사시 안전모선이 정전되는가? 

계획예방정비시에는 안전모선과 비안전모선의 공급전원을 기동변압기가 

동시에 공급하며, 이때 비안전등급 차단기반 고장시 기동변압기 보호계전

기가 동작하여 안전모선의 공급차단기인 SWYD, 안전모선 인입차단기가 

개방됨

기동변압기 보호계전SYS.이 오동작 또는 정동작함

☞기동변압기 또는 안전모선 보호계전기 오동작

☞하위 4.16kV 또는 480V 보호계전기 부동작 & 상위보호계전기 정동작

☞기동변압기 또는 안전모선 보호계전기 정동작

☞오동작 및 부동작 발생: 인적오류(보호계전기 시험오류, CT 오결선 및 

오신호 입력, 차단기조작실수, 정격오선정)와 기기고장(CT, 계전기, 차단

기 고장) 발생 

☞보호계전기 정동작 : 기기의 고장발생

☞인적오류: 오류 예방기법, 설계검증, 절차서 개정, 교육 미적용 

☞기기고장: 절연파괴로 지락발생 이후 삼상단락으로 발전 

 CT : 설계시 정격오선정, 시공시 오결선, 시험오류, 잔류자속, 단락바 

 CB : 설계시 스프링 여유 부족, 시공시 반투입인자, 인터록, 접촉부 미정합 

 케이블 : 시공시 단말부 처리 부족, 시스접지 미흡, 케이블 손상  

 보호계전기 : 충격에 의한 오동작, 정정오류, 제어전원 상실, 인적오류

 NSPB : 시공시 이물질 유입, 인적오류 지락고장, 수분 및 낙뢰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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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안전모선 정전 모델 수립

표 4-3 설계 및 시공시 안전모선 정전요인 

기기 고장원인

CT/ZCT

[설계] 정격 오선정으로 CT 포화 및 소손

[시공] 오결선(Y-Δ), 단락바 미제거, ZCT 관통

[운영] 고장전류 발생시 잔류자속 제거 

PT [제작] 이물질 유입 및 제작불량  

계전기

[오동작] 오신호 입력, 시험대상 혼돈, 단자 손상, 

물리적 충격

[설계] 정정값 계산오류의한 보호협조 실패 

[시공] 결선오류, 단락바 잔류, 

차단기

[설계] 스프링 장력 여유부족에 따른 과열발생

[시공] 인터록 고장

[운영] UnLock Push 버튼 누름상태 시 투입불가

NSPB [시공] 용접기체 유입, 볼팅체결 부족, 활선접촉 

SA

[설계] 정격 오선정으로 절연 용량부족

[시공] 접지 단자조임 부족

[운영] 누설전류 증가와 열폭주

케이블
[설계] 정격 오선정으로 굵기 및 용량부족

[시공] 접속부 단말처리, 시스 접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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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및 원인요소(Event & Causal Factor Chart) 분석은 시간선상

에서 사건을 보여주므로 복잡하고 복합된 상황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시작부터 끝난 점까지의 순서를 보여주고, 방벽들의 추가, 2차 사건들, 

추측들 그리고 사건에 영향을 미친 원인요소들을 표시할 수 있게 해준

다. 하나로 통합된 형식으로 전체상황을 제시하며 많은 원인요소들이 분

명하게 된다. 

사건 및 원인요소 분석은 4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번째 상황을 분석한

다. 두번째 사건들의 순서를 정렬한다. 세번째 그 사건에 관련된 상태를 

확인한다. 네번째 확인된 상태의 원인 또는 기여요소를 확인한다. 

다음 차단기반 개선공사 안전모선 정전모델은 비안전모선 차단기반 개

선공사 중 안전모선의 정전을 유발하는 과정과 원인요소를 설명하고 있

다. 직접원인으로 작용하는 기동변압기 보호계전기의 정동작, 오동작과 

차단기반 고장이 보호계전기 부동작, 즉 보호협조 실패와 결합될 때의 

파급 고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 상세 원인요인들을 설계, 시

공, 복합적인 분야별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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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리스크 대책과 방벽분석

표 4-4 방벽분석표 

안전모선 정전
방벽

제공안됨

사용안됨
실패

효과없음
왜?어떻게? 방벽을 복원하기위한 개선 조치사항

디지털보호계전기 

전자기적적합성

(EMC) 검증

 

•″디지털설비개선 지침″ 적용

•″계측제어기 전자기적합성(EMC)    

 검증 편람″적용

• 불필요

    

디지털보호계전

기 정정값 검증
√  

•″보호계전기 관리지침″ 적용
•″보호계전기 표준화 설계지침서″ 
적용

• 불필요

기기 및 케이블 

접지
√

•접지 시공 불량 및 접지 기존적용 
부재 

 •″표준원전 전기설비접지시스템 정밀진단 

보고서″ 적용

 PT 제작결함 

방지
√ •공장시험시 부분방전시험 절차 부재

•″계기용변성기 표준시험 지침″
 - 부분방전 시험

고장전류 계산

•소내전력계통 설계분석 및 진단

 480V MCC 이상 부하증가시    

E-TAP 고장전류계산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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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선 정전
방벽

제공안됨

사용안됨
실패

효과없음
왜?어떻게? 방벽을 복원하기위한 개선 조치사항

보호계전기
시험대상 인식
표 부착 

√ •시험대상 혼동
•인적오류방지기법 적용 물리적방벽 설치
•″인적오류 예방기법 및 활용″ 적용

587A CT 
오신호입력방지
인식표 부착

 √
•CT 오신호 입력시 안전모선 정전  
 가능성 예측 안됨

•인적오류방지기법 적용 물리적방벽 설치
•″인적오류 예방기법 및 활용″ 적용
•안전모선 정전유발 기기로 분류

587A CT 단락
바 제거

 
√

•CT 단락바 제거 절차화

• ″인적오류 예방기법 및 활용″ 적용
•″보호계전기 관리지침″ 적용
•″계기용변성기 표준시험 지침″ 적용
 - CT단락바 사용제한

CT 정결선확인
 -Y-△
 -극성/방향성

√
•보호계전기 관리지침 반영
 - 전류주입 CT회로 검증

•″보호계전기 관리지침″ 적용

CT 단자대 
정비

√ •단자대 상세 정비절차부족 
•″계기용변성기 표준시험 지침″
 - CT단락바 사용제한

CT 잔류자속
제거

√ •잔류자속제거 장비 및 절차 부재
•″계기용변성기 표준시험 지침″
 - 잔류자속 제거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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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선 정전
방벽

제공안됨

사용안됨
실패

효과없음
왜?어떻게? 방벽을 복원하기위한 개선 조치사항

케이블 단말부 

시공품질 확보
√ •케이블 단말부 시공 상세절차부족 

•″전력케이블 종단접속 시공 지침″ 적용

   상세 시공절차에 따라 작업 및 감독

서지보호기 정

격선정 및 정비 

기준제공

√  

•GAP 형 피뢰기의 C 성분열화 고

장발생, Gapless 형 산화아연

(MOV) 서지보호기로 형식변경

•제작사 최신정보 미반영

•″가동원전 MOV타입 써지보호기 점검기준″     

적용

차단기 고장의

제작, 설치, 운

전단계 방지 절

차 제공

√

•신규 제작 차단기 설계결함

•차단기 윤활 부족

•차단기 기계적 인터록 소손

•차단기 셔터 고장

•제작사 최신정보 미반영

•″차단기 제작검사 및 인수검사시 기계적 메

커니즘 점검 강화방안″ 적용

• ″진공차단기 진공 건전성 시험 방법″ 적용

• ″차단기 최소제어전압 동작시험″ 적용

• 차단기 제작사 표준정비안 적용 

고압 전기활선

부 이격 및 접

근봉쇄 

√

•전자유도 작용 의한 인력 및    절

연한계거리이내 접근 발생

•인적오류

•″인적오류 예방기법 및 활용″ 적용

  - 물리적 방벽 및 인식표 부착

NSPB 물리적

방벽 설치
 √

•계열작업 종료로 물리적 방벽   철

거상태에서 활선구간 접촉함

•″인적오류 예방기법 및 활용″ 적용

  - 가압구간 상시 물리적방벽 부착

NSPB 수분유

입방지

•작업종료시 실리콘 밀봉처리

 작업절차서 반영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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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발전정비 & 안전모선 정전요인

사례 안전모선 정전요인 설계
철거
설치

CT/ZCT

① CT 단자 소손

 [2007-13호(20070621U4)]

② 587A CT 오신호 입력

 [2014-14호(141001Y12)]

③ CT 잔류자속 의한 부동작

 [2018-03호(180306HB2)]

①감종보호계전기
587A용 CT

☞ 직접작용

② 을종보호계전기
모선 Incoming CT
☞부동작시 파급작용

①정격 오선정

-CT 포화, 오차발생

②2개 CT 제작사 상이

-CT간 차전류 발생 가능

③결선 회로 설계

 - Y-Δ

④ 잔류회로의 접지오류

 다접지시 검출전류 감소

①오결선

(Y-Δ, 극성) 

②단락바 미제거

③케이블 쉴드 ZCT 관통

③CT 단자 소손

PT

① PT 아크 폭팔 소손

 [2015-04호(150808HB2)]

② PT 인출 인적오류

 [2012-15호(121029W1)]

을종보호계전기
모선 Incoming PT
-BUS PT
-SUT PT
☞아크폭팔

제작시 공극 및 이물질 유입
시험중 역가압발생

  

계전기

① 587A CT 오신호 입력
 [2014-14호(141001Y12)]

②하위 4.16kV 차단기반  보호계전기 
오신호 입력
 [2010-14호(101229Y5)]

151/50

151N

①결선오류, 정정값 출력 시험

②접지여부

③접접오류(a접점, b접점 혼동)

결선오류,접지 블량

차단기

① 윤활부족 
[2018-03호(180306HB2)]
② 인터록고장  
[2016-09호(160512HU2)]
③ 트립래치고장
[2005-09호(050308K1]
④ 투입기계동작 고장
[2017-03호(170528W1)] 
⑤ 튤립콘택 고장
[2011-06호(110412K1)] 

기동변압기 인입용

차단기

차단기인출입 인터록, 

셔터 단락 (절연보강)

반투입 영향인자  

튤립콘택 스프링 장력부족

차단기 튤립콘택 정합

인출입 인터록기계고장

셔터 오동작

차단기 반투입

UnLock Push 버튼해제, 

NSPB NSPB 의 오접촉에 의한 지락 
[2011-07호(110419K3,4)]

안전모선 NSPB 연결부 

가압전 연결

볼팅 체결 토크 만족, 이물질유입

수분 침투 대비 밀봉

SA

① 캐패시터 열화 의한 지락 
[2015-05호(150903K4))]
② 캐패시터 절연파괴 의한지락 
[2019-02호(190121W3)

기동변압기 인입용

차단기
MCOV 및 정격 선정

접지 볼팅여부, 접지선 

체결상태 애자표면 상태

케이블

① 클램프 압축과 시스 비접지 의한 
아크발생[2007-07호(070516K2)
② 단자 흡집의 시공불량 의한 지락 
[제2013-09호(131128K1)]
③ 시공불량 의한 지락 
[2008-1호(080122Y1))]

접속부 이물질, 손상여부

상순 및 접속 볼팅

시스선 접지, ZCT 통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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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발전정지 및 안전모선정전 사건의 경우 규제기관인 원

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전소가 재가동되며 이러한 재발방지대책은 운전경험사례전파 시스템과 

운영개선프로그램을 통해 전 원자려발전소로 적용된다. 따라서 원자력발

전소내 다음 절차서에는 지금까지의 안전모선 정전과 발전정지 사례의 

대책이 반영되어있다. 

먼저 디지털보호계전기의 전자기적 적합성과 정정기준, 관리사항은 다음

‘디지털설비개선 지침’,‘계측제어기 전자기적합성(EMC) 검증 편람’, ‘보

호계전기 관리지침’,‘보호계전기 표준화 설계지침서’에 반영되어있다. 

PT의 절연을 확보하는 방안과 CT의 오결선, 잔류자속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시험방안은‘계기용변성기 표준시험 지침 절차서’,‘보호계전기 

관리지침’에 적용되어있다. 케이블은 단말부 시공품질이 주요한 문제가 

되어 지락고장이 발생하였으며‘전력케이블 종단접속 시공 지침’에 이

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지보호기는 지락고장을 다수 발생하였

으며 새로 도입되는 산화아연(MOV) 서지보호기의 정격선정 및 시험사

항은‘가동원전 MOV타입 써지보호기 점검기준’에 명시되었다. 진공 차단기의 

기계적인 구동부 고장 및 진공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차단기 제작검

사 및 인수검사시 기계적 메커니즘 점검 강화방안’,‘진공차단기 진공 건

전성 시험 방법’,‘차단기 최소제어전압 동작시험’,‘차단기 제작사 표준

정비안’등에 반영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차단기반의 설계, 시공시 

인적오류가 작용할 수 있다.‘인적오류 예방기법 및 활용’의 절차서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서들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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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으로 활용하여 차단기 개선에 필요한 철거, 설치, 시험에 관한 임시 절

차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진행한다면 향후 안전모선의 정전을 막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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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4.16kV 비안전모선 차단기반 개선 공사

시 안전모선의 정전을 유발하는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 모델을 

수립하였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의 2009부터 2019년, 20년

간의 원자력발전소 정지 및 안전모선 정지 301개 사례에서 차단기반과 

연관성 있는 32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차단기반 개선공사의 설계, 철

거, 설치, 시험단계에서의 안전모선 정전 리스크를 분석하고 근본원인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4.16kV 비안전모선 개선공사시 안전모선 정전유발 리스

크 모델을 구축하였다.

먼저 발전소 운전모드 분석을 통해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안전모선과 비

안전모선의 전력계통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획예방정비기간에

는 발전기가 정지되어 안전모선과 비안전모선이 동일한 소외전원으로부터 

수전하게 되므로 공통고장에 노출되고 독립성의 취약성이 발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안전모선 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 비안전모선 차단기반의 

요인은 NSPB, 보호계전기, CT, PT, ZCT, 차단기, 케이블, 제어전원이 

있다. 이중 직접적인 안전모선 정전요인으로 NSPB, 보호계전기 

150/151, 151N 요소와 기동변압기 비율차동보호 587A용 CT가 있다. 

또 고장발생시 보호협조와 절연협조 실패와 결합하여 안전모선 정전을 유

발할 수 있는 공통고장 요인으로는 PT, ZCT, 차단기, 케이블, 제어전원

의 고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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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단계에서의 고장계산, 보호협조, 절연

협조와 시공단계에서의 안전모선정전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설계 및 시공

시의 오류는 차단기반의 차단기, 서지보호기, 케이블, CT, NSPB 등 설비 

고장을 유발하고 을종 보호계전기의 부동작, 갑종보호계전기 오동작과 결

합될 때 기동변압기 보호계전시스템을 동작시켜 스위치야드 차단기가 개

방되며 이루어지는 안전모선 정전파급을 설명하였다.

근본원인분석기법 WHY Tree기법을 통해 안전모선 정전의 잠재리스크

의 근본적 요인을 분석하고, Event & Causal Factor Chart기법을 활용

하여 분석된 리스크를 종합하여 파급 모델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방

벽기법 분석을 통해 차단기반 교체시 안전모선의 정전리스크에 대한 대

책을 검토하였다.

현재 설계수명이 도래하여 전 원전에서 진행되는 차단기반 개선 공사

시 상기 안전모선 정전요인을 확인하고 방벽요인을 적용함으로서 안전모

선의 정전을 방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 개선에 기여하리

라 판단한다. 또한 향후 비안전 13,8kV 차단기반과 4.16kV 안전모선 

차단기반 개선공사 시에도 이러한 잠재적인 정전 리스크를 분석하고 방

지하는 방안의 추가 연구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증진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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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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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otential risks of safety 

bus power outages that could occur in the construction of 

non-safety grade 4.16kV circuit breaker(Switchgear) in 

nuclear power plants by analyzing cases of power plant 

shutdown and safety power outages, and established a risk 

model.

  To prepare for the risk of radioactive spills, nuclear 

power plants are equipped with unique safety equipment to 



- 147 -

cool down the core in abnormal situations and to prevent 

the outflow of radioactive materials to safely shut down the 

plant. The power supply of these safety facilities is 

supplied by the safety bus, and the safety bus has secured 

reliability by forming two series with diversity, multiplicity, 

and physical and electrical independence. However, during 

the planned overhaul period when the power plant is 

stopped and the facility is replaced and maintained, the 

on-site power supply from the generator is interrupted, so 

the power of the non-safety bus and safety bus is 

supplied from the off-site power through one transformer. 

Therefore, the occurrence of a failure or false signal during 

the circuit breaker replacement work performed on the 

non-safety bus may spread to the safety bus when 

combined with the failure of protection coordination and 

insulation coordination, which may cause a power failure of 

the safety bus.

  In particular, from the project risk management point of 

view, the risk of failure affecting the safety bus in the 

replacement of non-safety equipment acts as a black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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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that is not recognized and anticipated by the 

participa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32 cases related to the 

Switchgear were extracted during the 2000 ~ 2020 safety 

bus interruption and power generation outages of the 

nuclear power plant safety operation information system 

(OPIS). The root cause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the potential risks of safety bus power outages 

that could occur when replacing nuclear power plant 

Switchgear and established a risk model.

  This study analyzes the potential risks of safety bus 

power outages from design to construction when circuit 

breaker improvement and replacement, and suggests a 

barrier analysis that can reduce and prevent risks in the 

area under management that can be predicted and 

measured.

  Currently, the Switchgear replacement cycle for nuclear 

power plants, which started commercial operation in 1978, 

has arrived. and the Switchgear of all nuclear power plants 

are being improved and replac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safety bus 

outage will be prevented during replacing the Switchgear,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safety and 

reli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keywords : Protection Coodination, Insulation Coodination, Safety Bus   

             Blackout, Black Swa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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