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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급전시스템의 22900/1200V 유입변압기 안전성 분석

Safety Analysis and Safety Measures of 22900/1200V Oil Immersed Transformer 
at Power Supply System

이 종 수
*
․이 종 우

†
 

(Jong-Su Lee․Jongwoo Lee)

Abstract  -  Subway is electrified railway system nowadays, in which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ave been widely 

used, though mold type transformers are replacing it. The transformers supplies large electric power and have innate 

hazards causing accidents under operation. A number of researcher have carried out on failures of it and have oriented 

to identify transformer's failure causes and how to maintain it healthy state. The transformer failures can cause serious 

accidents which can provoke economic loss and leads persons to kill. In this paper, we carried out a safety activity to 

reveal hazards and to estimate risk of subway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using FMEA, HAZOP and What-if methods. 

In case of installing safety devices in oil immersed transformer, we tried to evaluate an effect on a subsystem’s failure 

rate. We proposed how to design subsystem failure rate and safety device failur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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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는 량  고속수송에 합한 시스템으로서 수송

도가 높은 노선은 기철도가 합하다. 

기철도는 차량에 력을 공 하는 철시스템이며, 고

압과 압이 공존하고 시스템이 노선 체에 넓게 퍼져있어 

철도원, 승객  공 들이 많은 험에 노출되어 있다.

철설비는 감 재해, 기화재 등으로 발 할 험성을 가

지고 있다. 불가항력 인 것이나 작업자의 과실 등 설비의 보

수 리만으로는 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어려운 이 있다. 

그 때문에 기회로에는 요소마다 과 류차단장치

(breaker), 지락차단장치 등의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만일의 경우, 고장 역만 정 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철도시스템에서 기사고는 감 , 화재, 폭발 등이 있다. 

특히 철도 기 사고는 도통의 류가 크기 때문에 화재사고 

등의 기타 사고로 이어진다. 구지하철의 사고와 온수역의 

화재사고를 분석해 보면 화재가 1차 으로 진압되어도 배터

리 혹은 유틸리티의 류에 의해서 2차 으로 화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1].

철시스템의 사고는 차선의 지락에 의한 과 류의 도

통, 열차 내부의 합선 혹은 기타 원인에 의한 열차의 화재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이 있다. 철사고의 가장 표 인 안

성 확보 방법은 철시스템의 원을 차단하여 력이 더 

이상 도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지하철의 사고는 

단순방화사건에 의해 시작되어 규모의 인명사고로 확 되

었다. 평소에 커다란 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

물도 커다란 사고로 확 될 수 있다. 구지하철의 경우는 

차선 원을 차단하여 열차가 화재 장에서 벗어나지 못하

여 2차 사고로 확 된 결과이다[1].

지하철도용 유입변압기는 용량이 가장 큰 변압기로써 특

고압을 고압으로 변환시키며, 규모의 류가 도통되는 설

비이다.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변 설비는 부분 지하에 설

치되어 있어 지상과는 다른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다. 재

까지의 안 성 확보는 주로 설비의 검에 의존하여 왔다. 

본래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분석을 수행했지만 안 성확보 

체계에 의한 안 성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문에

서는 지하철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입변압기의 안 성에 

해서 검토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지하에서 운용되

는 유입변압기의 잠재 인 험원, 고장형태, 사고 발생 시나

리오 등을 분석하고 그에 한 안 성 책을 제시하 다.

2. 철시스템  유입변압기

2.1 철시스템 구성

기운 용 직류변 소는 일반 으로 3상교류의 특별 

고압 압을 수 하여 변압기로 당한 압으로 강압한 

뒤, 실리콘정류기 등 변성기기에 의해 직류 압으로 변환

하여 차선로에 한다. 직류변 소의 구성을 표 인 

시로써 그림 1에 나타냈다. 직류변 소의 주요설비는 교

류 력계통에서 력을 수 하기 한 수 설비, 교류 력

을 직류로 변환하기 한 주변성설비, 직류 력을 차선

로에 공 하기 한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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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입변압기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oil dielectric transformer

그림 1 DC변 소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the DC substation

수 설비는 수 용 원 3상에서 22900V를 수 하게 된다. 

송 선로에서 수 된 력은 조작단로기(89), 교류차단기(52), 

변류기를 통과하여 변압기에 도달한다. 주요 기기에는 력회

사의 계기용 변압변류기  산 력계와 보호계 기로 과

류계 기(51)가 설치되어 있다. 변성설비는 일반 으로 실리

콘정류기를 사용한다. 력은 교류차단기를 지나 정류기용 변

압기에 의해서 1200V로 강압 되고, 실리콘정류기에 의해 

1500V로 변성된다. 정류기의 양극은 단로기를 통과하여 차

선에 연결되고, 음극은 단로기에 속되어 귀선에 연결된다. 

수 설비는 직류모선에서 각 회로마다 용 고속도차

단기(54)  단로기를 통하여 차선로에 속된다[2]. 

2.2 정류기용 유입변압기 분석

정류기용 변압기는 특고압을 1200V로 강압시키는 기능을 

한다. 변압기의 구조는 권선, 철심, 지지물, 연체, 냉각장치 

 부속기기로 구성되어있다. 변압기의 기능은 에 지 변환

기능, 연기능  지지기능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서 시

스템은 부싱, 권선, 철심 연물, 지지물로 나  수 있다.

유입변압기의 기능열화에는 기 으로 연유, 연지, 

스보드 등의 연재료 열화, 기계 으로 권선, 철심, 지지물 

 외함 등의 특성변화에 따른 진동, 소음의 증가  보호시스

템으로 온도계, 유면계, 압력계  방압 안 장치 등의 보호시

스템은 동작불능상태 등이 있다[3,4,6].

유입식 변압기의 기능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물, 철심, 

외함, 연유, 부싱  탭 환기는 변압기의 고유 기능을 수행

하며, 온도계, 유면계, 방압 안 장치, 압력계 등은 변압기상태를 

검지하는 장치들이다. 기능분석은 정상 인 기능과 비정상 인 

기능으로 분류를 하며, 기능이 비정상 으로 동작 할 경우에 사

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4-7].

번호 상품목 기능 속성

1 권선 기회로구성 류

2 연물 연 연 항

3 철심 자기회로통로 진동, 온도

4 외함
연유  

코어지지
기 , 응력

5 연유 연  냉각 온도, 연 항

6 부싱 력입출 류

7 탭 환기 압조정 압

8 온도계 온도측정 온도

9 유면계 유량측정 유량

10 방압안 장치 감압 압력

11 압력계 압력측정 압력

표   1  유입변압기의 품목과 기능, 속성

Table 1 Components, functions and attribute of oil dielectric 

transformer

2.3 유입식 변압기의 안 성

변압기의 폭발  화재사고 등이 일어나면 이런 종류의 사

고는 화재, 유독가스 등을 발생시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유입변압기는 가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

재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변압기의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변압기 운용기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규모 폭

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유입변압기의 서 시스템이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사고

를 방지하기 해 유입변압기의 험원과 사고의 크기를 도

출하여 정한 안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유입변압기의 안 성 분석

기철도에 사용되는 변압기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와 그

것에 한 책을 규명하기 해 안 성체계에 따른 안 성 

확보를 한 변압기의 험원을 도출하 다[4-9]. 기존의 변

압기에 한 연구는 변압기의 고장에 해 이 맞추어져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변압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집 했다. 변압기의 사고는 고장과 달리 화재, 폭발 등을 수

반하여 인명사고와 기기의 손실을 래한다.

변압기에 련된 험원(hazard)의 도출과 분석을 하 고, 

기존에 명된 험원과 아직까지 밝 지지 않은 험원을 

도출하기 해서 FMEA, HAZOP  “what if" 방법을 사용

하 다[9,10]. 3가지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상호보완 으로 

험원 도출에 한 실수를 이기 한 것이다. FMEA는 시

스템의 기능과 부품의 이상이 발생하 을 경우, 결과를 측

할 수 있는 방법이다. HAZOP은 guide words를 선정하여 

시스템의 험원을 도출할 수 있으며, “what if”는 험원의 

도출하고 결과를 측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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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상
품목

기능 고장모드 추정원인 향 고장검지법

1 권선

유도작용에 

의해 압, 

류를 

변성하여 

에 지를 

달하는 

기회로구성

선간단락 연 괴
-발열

-진동

-국부온도 

감시

-압력감시

-진동감시

변형

-과부하

- 자석

-진동 등 

외부의 

기계 인 

힘

-아크

-진동

-단락

단선 -아크

2 연물 연
연열화

열

-선간단락
-통 부

-온도감시
-압력감시
-유면감시
-진동감시

흡습

산화

계

압력

기계력

연 괴 기계력

3 철심
자기회로 
통로

지불량 이완 단
-감
험

-국부온도 
감시

-진동감시

국부과열 순환 류
-온도상
승

소음진동
조임부이
완

-기계력
생성
- 연
괴
-소음

4 외함
연유  
코어지지

크랙
-열응력
-진동

- 유
-과 소음
-진동

5
연
유

연  
냉각

연내역
하

수분흡습  
산화작용에 
수분형성 
(슬러지)

유동성 
감소에 
따른 
발열

-내 압
-수분분석
-가스분석
-산가측정

자 작용, 
산화반응
에 의한 
유기물, 
알 히드
류생성(슬
러지)

과열, 
부분방
에 의한 
유리탄소 
생성

류도
통에 
의한 
발열

황동유황분 
동선들과 
화학반응에 
의한 
속생성

류 
도통에 
의한 
발열

산도증가
과열, 
부분방

연 괴

도증가
침 물

과열, 
부분방

유동성 
감소

표   2  유입변압기의 FMEA

Table 2 FMEA for oil dielectric transformer

6 부싱 력입출

균열
-진동
-열

-아크발생
- 유

- 유
-변색
-균열
-오손

유
-패킹균열
-애 균열
- 속불량

코로나
발생

오손
-진애
-염분

코로나
발생

7
탭 
환기

압조정 속불량 이완
-발열
-가스발생

8 온도계 온도측정
부정확한
온도값

온도상승

9 유면계 유량측정
부정확한
유량값

온도상승

10
방압
안
장치

감압 감압불능 온도상승

11 압력계 압력측정
부정확한
압력값

온도상승

3.1 험원 도출

3.1.1 FMEA 방법에 의한 험원 도출

FMEA를 이용하여 유입변압기에 한 고장모드와 추정원인, 

향  고장검지법을 도출하 다. 표 2에서는 기능, 고장모드, 추

정원인, 향, 고장검지법의 항목을 용하 으며, 각 구성품의 기

능을 분석하고 기능이 하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을 규명하

다. 를 들어, 권선에서 발생하는 고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

될 수 있으며, 고장발생으로 나타나는 험원에는 온도상승, 진동

증가, 유  가스발생 등이 있다[4-9].

FMEA에서 밝 진 상들은 구성품의 고장에 의해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를 들어 연 괴에 의한 

코로나  아크발생은 온도상승  가스를 발생시키며, 연유의 

유동성 감소는 온도상승을 래하며, 기계력에 의한 변형, 과  

진동  유 등을 발생시킨다. 각 발생된 상들은 한 가지 원인

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다른 

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각각의 원인과 결과를 밝 내는 것은 가

능하나, 원인의 결과가  다른 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명

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다. FMEA 결과 에는 서 시스템의 고

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발생시켜  다른 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와 그것이 최종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최종결과에서는 발 상을 험원 후보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후보들은 온도상승, 압력증가, 기계  변형, 유,  등

이 있다.

3.1.2 HAZOP 방법

HAZOP을 이용하여 험원을 도출하기 해서는 정한 

guide words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HAZOP 활동은 

FMEA의 서 시스템을 기 으로 하지 않고, 변압기의 운용에

서 발생하는 물리  특성을 이용하 다. HAZOP을 한 유입

변압기의 물리  속성은 2.3 에서 도출한 결과를 사용하 으

며, guide words는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HAZOP 활동 결과를 

표 3과 같이 작성하 다[11,12]. HAZOP에서 용한 물리량으

로 류, 연 항, 진동, 온도, 압력 등 7가지를 선정하 다.

HAZOP 활동은 제시된 물리량이 정상 인 범 를 어떻게 

벗어나는가와 그 결과는 무엇이 될 것 인가를 규명하 다. 

HAZOP에서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는 온도상승, 과 응력

발생, 압력상승, , 유, 연 항감소 등이 있다. 정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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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압변압기의 HAZOP

Table 3 HAZOP for oil immersed transformer

   험원

방법
온도상승 압력상승 진동 방 유

FMEA ○ ○ ○ ○ ○

HAZOP ○ ○ ○ ○

What if ○ ○ ○ ○ ○

표   5  유압변압기 험원 선정

Table 5 Hazard Candidate for Oil Immersed Transformer

태에서 벗어난 물리량의 분석에 의해 원인을 추정할 수 있지

만,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 후보  하나이므로 정확하

게 추정 할 수는 없다. HAZOP에 의한 험원 후보는 온도상

승, 압력상승, 유,  등이다.

3.1.3 What if  방법

“What if" 방법을 용하기 해서는 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What if” 고려항목은 [4][5]를 참조하 으며 표 4에 

나타내었다. “What if”에서는 유입변압기의 자세한 분석보다

는 기존에 도출된 내용을 축약하여 이상발생 상과 그 결

과를 유추하 다. 문가에 의한 “What if” 방법은 험원 

도출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유입변압기의 고장모드에 

한 많은 연구[3-9]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쉽게 “What if”방법에 의한 험원 도출을 할 수 있었다. 

“What if”의 험원 후보는 온도 상승, 압력증가, 유 등이 

될 수 있다.

번호
what if 
항목

원인 결과 책

1 온도

과부하, 온도상승에 
의한 화재
압력상승에 
의해 폭발

온도계설치  
일정온도이상
이면 력차단

선간층간 단락

냉각불량

높은 주  온도

2 진동

설치 불안정
연 괴에 
의한 

선간·층간단
락

진동계 설치

과 압

체결부의 이완

공진

코로나 방

3 방

연내력 하 온도상승에 
의한 화재
압력상승에 
의해 폭발

압력계설치  
일정압력이상
이면 밸 동작

연유열화

선간·층간 단락

4 압력

단선
압력상승에 
의해 폭발

선간·층간 단락

과 류 도통

5 유 공진, 부식
함체균열에 
의한 
연유 출

고강도 함체 
사용

표   4  What if 방법을 이용한 험원 도출

Table 4 Hazard identification and analysis using "what if"

3.2 험원 도출

변압기의 험원을 FMEA, HAZOP  What if 등의 방

법으로 도출한 험원 후보를 표 5에 나타내었다.

변압기의 험원 후보들 에서는 온도상승, 압력상승, 함

체균열 등이 도출되었다[5,9,10]. 변압기의 험원 규명에서   

과 류도통, 권선  연유의 연강도 하, 선간·층간 단락 

등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험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가깝다. 

-온도상승의 원인으로는 연 괴, 과부하, 순환 류, 연

내력 하, 부분방  등이 다양한 원인의 결과로 나타난다. 

-압력상승은 연유 분해에 의한 가스발생에 의해 생성되

고, 가스 발생의 원인으로는 아크, 발열, 국부과열 등이 있다.

-진동은 선간단락 등에 기인된 기계력에 의해 변형, 체결

부 이완 등으로 발생되고, 균열의 원인과 유  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방 은 연 괴  열화 등에 의해서 발생되며, 온도상

승과 가스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유는 함체의 과 진동으로 균열, 부식, 넘침 혹은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에 의해 발생된다. 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로, 이미 사고의 상태로 진입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유의 격한 발생은 폭발의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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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인-결과 도표

Fig. 9 Cause-Consequence

그림 5 다단계 보호식 유압변압기의 ETA  원인-결과 분석

Fig. 5 ETA and cause-consequence analysis for Oil 

immersed transformer with multistage protector

- 은 체결부의 이완 단에 의해서 발생된다.

따라서 사고를 직 으로 일으킬 수 있는 험원에는 온

도상승, 압력상승, 유  , 이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 FMEA, HAZOP  What-if를 통한 험 식별

Fig. 3 Hazards Identification using FMEA, HAZOP and 

What-if

3.3 Cause-Consequence 분석

3.3.1 사고사례분석

각 구성품의 기능 하가 발생하 을 때 나타나는 빈도와 심

각도를 분석하기 해 cause-consequence에서 분석하 다[10].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발생한 사고를 이용하여 사고결과를 추

론하 다. 한국 력의 주상변압기와 같이 많은 변압기를 운용

하여도 고장에 따른 사고결과를 분석할 수 있지만, 실질 으로 

 다른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일부 시만을 사용하 다.

유입변압기의 기화재 원인으로는 과 류, 단락, 지락, 정

기, 낙뢰, 스 크, 속불량, 열 축 , 연손상, 탄화,  

등이 될 수 있다. 유입변압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화재

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1차 원인에 인한 2차 원인들이 폭

발과 화재와 같은 가장 큰 사고를 발생시킨다.

- 사고사례1

2006년 08월 02일 경기도 일산시 정발산동에서 변압기 폭발

사고가 발생함. 과부하로 인한 내부 연유 열화, 분해가 원인

으로 화재진압  변압기가 폭발하여 4명이 부상함.

- 사고사례2

2005년 7월 15일 20시경 서울시 구 다동에서 신주 변압

기가 과부하로 인한 연유 분해가 원인으로 폭발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사례3

2005년 8월 15일 14시경 서울 종로구 익동 옥상변 실에

서 과부하로 인한 아크방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함.

3.3.2 결과분석

유입변압기 서 시스템들의 기능이 하되었을 때 험상태

가 되며, 그 결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출된 험상태, 즉 

험들은 온도상승, 압력상승  함체 균열로 정의되어있다. 그

림 4는 유입변압기의 Cause-Consequence를 나타내었다 [3].

변압기의 폭발  화재는 부분 연유 분해에 의해서 발

생된다. 이론 으로는 각 상황이 진 될 때 마다 검지장치를 

설치하여 사고가 확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변압기의 고

장을 검지하기 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5]. 본문

에서는 각 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여 상태가 진 되는 것

으로 간주하 고, 표 으로 각 서 시스템의 상태를 고장률 

로 나타냈다. 따라서 각 시스템이 정상 으로 동작할 확률 

   
 이 되고, 각각 사건이 발생될 확률은 

    이 된다. 

각 단계의 상태는 상호의존 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된다. 이 값을 도출하기 해

서는 유입변압기 모집단의 사고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각 서

시스템의 상 계를 규명하는 것은 다른 연구주제이므로 여

기서는 취 하지 않는다. 본문에서는 각 서 시스템의 고장률

이 일정하며, 고장발생도 독립 인 사상으로 간주하 다.

3.4 발생빈도

모든 서 시스템에 한 고장률을 도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한 가지 만을 나타냈다. 과

류가 도통하거나 혹은 연이 괴되어 과열이 발생되는 

고장률을 라 나타냈으며, 보호 장치인 감압밸 와 B-H 

relay가 설치되어 정상동작(W: working)과 고장(F: Failure)

의 경우를 나타냈다. 각각의 안 장치는 독립 으로 동작하

기 때문에, 각각 안 장치의 동작과 고장의 사건은 독립사상

이다. 그림 5는 안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고장률이 어떻게 

변경되는가를 나타냈다. 

어떤 서 시스템의 고장률이 일 때, “1”은 2개의 안

장치가 동작, “2”와 “3”은 2개  하나의 안 장치가 동작하



기학회논문지 62권 9호 2013년 9월

1340

그림 7 장애에 한 보호 시나리오  이벤트 분석

Fig. 7 Protection Scenario and Event Analysis against 

Failures

여 사고가 발생할 고장률이며, “4”는 2개의 안 장치가 모두 

동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장률이다. 각각의 

상태는 식(1), (2), (3), (4)와 같다.


       (1)


       (2)


       (3)


       (4)


       (5)

원인-결과가 명확한 경우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 일반 유압변압기의 ETA  원인-결과 분석

Fig. 6 ETA and cause-consequence analysis for Oil 

immersed transformer with one stage protector

지하에 설치되어있는 유입변압기의 경우, 유독가스 등으

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는 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

다[17]. 따라서 안 장치를 설치하여 폭발  화재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안 장치 분석

4.1 안 장치 설치방법

유입변압기의 사고는 화재, 폭발, 감  등과 같다. 감 사

고의 경우는 사고의 크기가 critical하다. 반면에 지하철도에 

설치된 유입변압기의 화재·폭발은 치명 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는 폭발·화재의 크기는 조정할 수 없는 신, 

안 장치를 설치해서 사고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출된 험원이 사고로 확 되지 않기 해 안 장치를 설

치하여 사고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유입변압기의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온도계측

과 압력계측 장치를 설치하여 임계수 에 도달하면, 변압기의 

류를 차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온도계측  

압력계측 차단장치에 의존하여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다.

B-H relay는 변압기내에 가스가 증가하면 B-H relay의 

유면이 낮아져 가스발생을 감지할 수 있고, 유속이 빨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과 류가 도통되는 것을 검지할 수 있다.

4.2 안 장치 구성안

안 장치의 구성을 통해 사고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안

장치가 완벽하게 동작한다면 유입변압기에서 화재  폭

발이 발생되지 않는다. 여기서 안 장치의 고장률과 직·병렬

구성에 따라 사고빈도가 달라진다.

안 장치의 고장률을 통상    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직·병렬장치를 구성할 필요 없이 장치 그 로 사용해도 된

다. 그러나 안 장치의 고장률을    이상 확보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혹은 기술 으로 구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장률이 높은 여러 의 안 장치를 이용

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림 8 이벤트에 한 다  보호 시스템

Fig. 8 Redundant Protection Systems against Events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림 8과 같이 안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각각의 병렬

장치는 독립 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도 하나의 안

장치가 동작하면 화재와 폭발은 발생하지 않는다.

안 장치 고장률 에서 “SD”는 Safety Device, “i”는 

안 장치의 형태, “j”는 “i”형태의 “j”번째 안 장치를 나타

낸다. “j”번째 안 장치 고장률을 이므로, 임의시간 “t”

에서 고장확률  는 
 가 된다. 따라서 “i”형태의 모

든 안 장치가 고장이 날 확률  는 식 (6)과 같다.

  
 




   (6)

그리고 “N”의 병렬장치를 갖는 안 장치의 동작확률은 

식 (7)과 같다.

               (7)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서 시스템의 고장률은 이고, 정상 인 

상태로 동작할 확률    
  , 고장확률     

 

이 된다. 서 시스템의 이상이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식 

(8)과 같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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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ig. 9   
    

    

그림 10   
    

    

Fig. 10   
    

    

그림 11   
    

    

Fig. 11   
    

    

그림 12   ×
    

    

Fig. 12   ×
    

    

그림 13   ×
    

    

Fig. 13   ×
    

    

그림 14   ×
    

    

Fig. 14   ×
    

    

고장확률을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할 고장률    는 식 

(9)와 같다.

   




  
     

       
  

    
      (9)

압력  온도 련 안 장치는 화재와 폭발이 종속사건 이

지만, 각각의 동작은 독립사건이다. 서 시스템의 고장률과 

안 장치의 설치 수에 따른 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4.3 안 장치 구성안

유입변압기의 서 시스템 “i”에 한 안 장치를 설치하

을 경우, 그 서 시스템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장

률  를 도출하 다.

 서 시스템의 고장률   
  × , 안 장치

의 고장률  
        안 시스템의 설치

개수 N = 1, 2, 3에 해서  를 도출하 다. 

그림 9-14는   
  × ,   

 

       N = 1, 2, 3 에 한 각각의 시뮬 이션 

결과이며, 100,000 시간을 기 으로 하 다.

시뮬 이션 결과는 안 장치의 개수 (N) 보다는 안 장치

의 고장률 이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명백하지만 유입변압기의 사고를 방지하기 해서는 고장

률이 낮은 안 장치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보다 유입변압기

의 고장률과 안 장치의 고장률을 낮추는 것이 효과 이다.

5. 결  론

유입변압기의 고장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를 

방지하기 해서는 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해서 유입변압기의 신뢰성을 무한히 높이거

나, 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입변압기

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보다 안 장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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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 으로 효과 일 수 있다. 

유입변압기의 고장률이 안 장치보다 낮은 경우는 안 장

치의 효과가 거의 없다. 안 장치의 고장률이 유입변압기의 

변압기 보다 낮은 경우에 다 화가 효과있다. 안 장치의 

신뢰성이 낮은 장치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것 1

개를 쓰는 것이 효과 이며, 안 장치를 3 화하는 경우는 

신뢰성을 10배 정도 높일 수 있다. 기술  경제 으로 불

가능할 경우,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 다 계를 사용해 안

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FMEA :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HAZOP : Hazard and Operability

SD : Safety Device

E,i : Event i

i : Safety Device type i

j : Safety Devic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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