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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의 자가진단 기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f-Diagnosis Criteria of Electrical Insta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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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s to enable electrical safety manager to have more objective evaluation on the safety by indicating 

quantitative values such as life-time and status quotient of daily visual inspection on private electrical equipments. Self- 

diagnosis table is recommended to apply such a evaluation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lectrical 

equipments, and the managers's determination of the precise inspection, replacement etc. will be also possible through the 

standard selected by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data with expert's advise for numerical evaluation. This circumstance will 

be abl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to secure the soundness of electrical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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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가용설비는 일반용과 전기사업용 외에 전기를 생산하여 판

매할 목적이 아닌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전기설비 운영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전기설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이 될 경우 정전 및 화재와 같은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는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가 전파 될 수 있

다.[1-3] 특히 사회구조가 고도정보화, 산업화 될수록 순간정전

에 의해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 

및 진단에 대한 결과를 전기설비의 관리에 필히 반영하여야 한

다. 보편적으로 전기설비는 수명에 대한 노후도 판단을 통해 관

리하였으며, 최근에는 전력설비의 점검과 진단을 통한 상태 결과

를 반영하여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4]. 

이러한 전력설비의 점검과 진단을 통한 유지보수 기술은 사후

보전(Breakdown Maintenance : BM), 예방보전(Preventive 

Maintenance : PM), 시간기준정비(Time Based Maintenance : 

TBM), 상태기준정비(Condition Based Maintenance : CBM), 신

뢰성기준정비(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 RCM), 위험도

기준정비(Risk Based Maintenance : RBM)과 같은 다양한 기법

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5-7].

수명에 대한 노후도의 경우 모든 설비에는 제조사에 의해 성

능을 보장하는 기대수명이 있으며, 대형 수송기계들의 경우 평상

시의 유지 보수와는 별도로 일정기간의 수명으로 정해 놓고 이에 

준해 교체되고 있다[8]. 이에 따라 전기설비의 경우도 기대수명

에 따라 교체될 경우 설비 노후화에 의한 고장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나, 관련 권장 사용기간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

실적인 적용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전기설비 점검을 강화하고자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령을 개정

하고 시행 중이다. 

최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서 보면 일상점검과 정기점

검, 그리고 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의무 기간을 4년으로 지정하

였다[9].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서 월간점검의 경우 육안점검을 

기e로 안전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결과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부적 점검에 대한 평가 항목과 수치적 평가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점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외관점검을 기e로 

전기설비의 수명과 상태를 모두 고려한 자가진단 평가 방법을 제

시한다. 이를 통해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위험과 손실을 

예방하고 진단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

를 제공하고자 한다. 추후 자가진단 평가를 통해 전기설비의 건

전성을 확보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전기안전사고 감소와 전기설비 

진단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용확대 그리고 전기안전과 진단 관련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설비 상태를 기준으로 설비의 유지보수·교

체를 판단하는 CBM기법과 시간경과를 기준으로 설비 의 유지보

수·교체를 판단하는 TBM기법을 적용한 자가진단 평가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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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자가진단 평가표에 두 기술이 갖는 장

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설비의 정밀점검 및 교체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즉 TBM에 따라 설비수명이 남아있음에

도 불구하고 설비 상태에 따라 유효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어, 

CBM에 의해 유 지 보수하는 설비에도 유효수명은 존재하므로 

두 가지 기법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내적으로는 수명연장을 도

모하고 외적으로는 타 수용가에 미칠 수 있는 사고파급을 예방하

고자 한다. 개발된 자가진단 평가표를 실제 수용가에 적용하고 

도출된 데이터들을 분석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사례와 다양한 분석 자료 연구

를 통해 자가진단을 통한 설비 건전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자가용설비 분류

자가용설비를 통해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모든 자가

용설비들의 건전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 다. 따라서 

설비의 능력, 역할, 중요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설비

들을 분류했다. 본 논문에서는 총 9가지 설비에 대한 평가항목을 

분류했으며, 세분화된 설비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케이블 : CNCV-W, TR-CNCV-W, FR-CNCO-W, FCV, 

CV

② 개폐기 : ASS, LBS, IS

③ 피뢰기 : LA, SA 

④ PF, COS : 한류형, 비한류형

⑤ 변성기 : MOF, CT, PT

⑥ 차단기 : VCB, GCB

⑦ 계전기 : 디지털, 유도형

⑧ 변압기 : 유입, 몰드

⑨ 발전기 : 고압, 저압 

 

2.2 국내 · 외 권장 사용기간 적용사례

2.2.1 국내 사례

국내 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자산단위 물

품표’ 자료에서 고압기기별 내용연한 경과에 따른 교 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례로 10년 이상 된 CT를 운용중인 수용가를 

조사하고 경년변화 시험 등을 통해 저압 계기용 변류기의 효과적

인 교체주기를 설정하고 일제 정비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2005년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택적 검사체

계를 논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권장사용기간을 의무화하고 도입

한 바 있다. 권장 사용기간제 대상 품목은 염화비닐호스(7년), 고

압고무호스(5년)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

을 10년으로 선정 및 도입했다.

국내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LS산전의 경우 국내 다른 기업보

다 전력설비의 예방보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운전 중인 전력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점검, 잔존수명 예측 및 합리화까지 One-Stop 

Total Engineering 및 Consulting을 통하여 고객이 보다 안정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제작사

의 수명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10]. 효성중공업

의 경우 변압기의 주요부품별 기대수명, 점검주기 및 교체기준을 

설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설비에서 자산관리 

측면의 접근을 위하여 Asset Management System TFT를 만들

어 전력설비 예방보전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기울이고 있다.

2.2.2 국외 사례

국외사례로 일본의 경우에는 전기전설공업협회에서 1999년 24

개 배전용 특고압 기기류에 대해 주요기기별로 정기점검 주기와 

교체시기 또는 권장 동작횟수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일반적으로 권장 사용연한을 준용 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그리

고 장기사용 제품에 대한 노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간 사

용제품 안전 표시제도가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省

令)’에 추가되어 2009년 4월 1일부로 시행 및 의무화 되었다. 대

상 품목은 선풍기, 환풍기, 세탁기 등 총 5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공조장

비 56개에 대하여 평균수명을 지정하여 하고 있으며, 전기관련 

제품 및 설비에 안전성을 확보 하고 있다. 그 외 EPRI, CIGRE, 

IEEE, ABB, DNV-GL 등의 기관 및 기업들이 전기 생산, 수송, 

사용 및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단기 및 장기적 Solution을 구

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2.3 자가용설비 권장교체시기 비교

국내·외 권장사용기간 적용사례를 분석해보면 현재 권장교체

시기 선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국 전력공사

와 같이 전수조사 및 시험을 통해 권장교체시기를 판단하는 방법

이다. 이러한 방법은 신뢰성이 높지만 시간 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국내·외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통

계치를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통 해 권장교체시기를 선정하는 방

법이 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실적

인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참고하는 문헌에 따라 신뢰도가 

결정되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설비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성 시험,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자사 설비에 대한 권장교체

시기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사 설비에 대한 권

장교체시기만 존재하므로 다양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자가용설비의 권장교체시기를 선정하기 위해서 CBM, 

TBM기법과 국내·외 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CBM기

법을 활용해 설비의 외관점검을 실시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각 상

태별로 점수화한다. 마찬가지로 TBM기법을 활용해 설비의 사용

연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 외관점검 항목 및 점수와 수명기

간 및 점수들은 국 내·외 자료들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

해 선정하였다. 외관점검에서 수명지수 평가부분은 산업안전보건

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상태지수 평가부

분은 일본 배전제어시스템공업회, 한국전력공사, CSA Group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Group)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자가진단 평가표를 개발하였고, 자가진단 평가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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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시된 자가진단표

Fig. 2 Presented self-diagnosis table

따라 정밀점검, 긴급보수, 정밀종합점검 등으로 평가 결과를 권고

하고 있다.

 

2.4 자가진단 내용 분석 및 평가표 개발

앞서 분류된 자가용설비들이 정확한 자가진단 평가를 위해 평

가내용을 수명지수, 상태지수, 긴급보수사항으로 구분했다. 수명지

수와 상태지수의 평가내용은 TBM과 CBM기법에 착안하여 적용

했다. 점검사항 및 내용 중 수명지수의 수명연도 범위와 배점의 

기본 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석유화학공장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했다. 그 외에 ‘한국전력공사의 자산단위 

물품표’ 등을 참고했으며, 상태지수의 점검사항과 배점은 일본 배

전 제어시스 템 공업회의 ‘배전반의 업데이트 권장시기 판정수첩’

과 CSA Group의 ‘Guideline on maintenance of electrical 

systems’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참고한 내용은 전문위원회 회

의를 통해 재검토 후 평가표에 반영하였다. 긴급보수사항의 점검

내용은 진단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그림 1 일본의 자가진단표

Fig. 1 Japan’s self-diagnosis table

<그림 2>에서와 같이 수명지수와 상태지수의 비율은 4:6으로 

설계하였으며, 이는 설치 이후 사용 부하 및 환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가중치 부여에 대한 기준은 다양

한 설비종류와 환경적 요인으로 쉽게 설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자가용 전기설비들의 운영 상황을 보면 수용가에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설비를 교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비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명지수보다 상태지수에 더 e점을 두고자 

비율을 위와 같 이 선정하였다. 가중치에 대한 비율은 추후 진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긴급보수사

항 역시 전기설비 및 장비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발

된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전기설비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설비의 진단이력을 점검해야한다. 과거 설비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대상 설비의 경년변화 추이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상 설비를 자가진단표로 진단한다. 

진단을 통해 계산되는 점수를 가지고 기준점수 비교·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경년변화에 따른 설비상태를 판단하고 권장 수명연

수 또는 제조사 권장 수명연수를 기준으로 잔여 수명연수를 예측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알고리즘 형태로 표

현한 것이 아래 <그림 3>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전기설비 상태 판단 알고리즘

Fig. 3 Electric equipment condition judgmen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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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워퓨즈/COS 자가진단표

Fig. 4 Power fuse/COS self-diagnosis table

그림 5 계기용변성기 자가진단표

Fig. 5 MOF self-diagnosis table

2.4.1 파워퓨즈/COS 평가항목

파워퓨즈/COS에 대한 자가진단표는 <그림 4>와 같다. 파워퓨

즈 및 COS 평가표의 수명지수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가이드’

를 기본으로 하여 (사)일본전기공업회 자료의 ‘기기별 점검주기 및 

갱신 권장시기’에서 한류퓨즈를 참고하여 최대 수명지수를 10년으

로 선정했다. 수명지수 범위는 10년부터 3~4년 단위로 평가점수

는 최대 40점부터 10점 단위로 분류했다. 상태지수는 에너지관리

공단 자료 중 ‘순시점검 체크 리스트’를 참고하였으며, 기본적인 

점검 방식은 피뢰기와 동일하다. 배점 역시 피뢰기와 동일하게 열

화에 대한 점검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했으며, 기계적 요인들은 

낮은 배점을 부여했다. 긴급보수사항은 금속의 용착흔적, 변형 및 

손상 여부와 절연부위 점검, 퓨즈 정격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긴급

보수 조건에 해당 할 경우 긴급보수를 권장하고 있다.

2.4.2 계기용변성기 평가항목

계기용변성기에 대한 자가진단표는 <그림 5>와 같다. 계기용변

성기 평가표의 수명지수는 기본 참고자료와 한국전 력공사 자료

의 ‘고압기기별 내용연한 경과 교체기준’에서 계기용변성기(부속

설비 포함)를 참고하여 최대 수명지수를 10년으로 선정했다. 수

명지수 범위는 10년부터 3~4년 단위로 평가점수는 최대 40점부

터 10점 단위로 분류했다. 상태지수는 한국전력공사 자료 중 ‘설

비별 점검내용 및 예방진단’을 참고하였으며, 열화에 대한 냄새, 

변색과 환경적 요인, 계기의 표시가 정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평

가하도록 되어있다. 위의 참고 자료 중 설비별 고장유형 및 예방

진단을 보면 계기용변성기의 경우 절연파괴 및 열화흔적이 중요

한 고장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어 열화에 대한 점검항목에 높은 배

점을 부여했으며, 기계적 요인들은 낮은 배점을 부여했다. 긴급보

수사항은 금속의 용착흔적, 변형 및 손상 여부와 절연부위 점검, 

퓨즈 정격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긴급보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긴급보수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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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종합평가표

종합평가표는 <그림 6>과 같이 각 설비에 대한 점검결과를 종

합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설비의 상태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해당 

설비의 기준 점수에 따른 권장사항을 표시한다. 평가 기준은 위

에서 언급한대로 계산되며 종합평가표는 이를 간략하게 나타낸

다. 각 항목에 대한 자가진단표가 가지는 기본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에 의해 각 항목에 해 당되는 전기 설비에 대한 개별 평가

와 전체 설비에 대한 수용가의 장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서 

해당 수용가의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

도록 진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점수에 따른 대응은 일

본의 배전반 갱신 권장시기 판정 수첩을 기반으로 케나다의 전기

시스템의 유지보수 가이드라인과 국내 자가용설비 운영 수용가의 

상황을 분석하여 반영했다[11,12]. 점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종합

평가표 데이터가 쌓인 후 연구를 통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림 6 자가진단 종합평가표

Fig. 6 Self-diagnosis comprehensive evaluation table

2.5 수명지수의 의한 상태지수 비교 분석

전력설비의 기대수명은 기기를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에 의해 

좌우되지만, 그 중에서도 절연재의 수명이 기기의 기대수명에 결

정적인 작용을 한다. 절연재가 열화 되면 절연재를 전부 교체거

나 새로운 기기로 대체해야 한다. <그림 7>과 같이 열화가 발생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절연기능이 저하되어 설비의 고장레벨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10]

그림 7 절연열화와 잔여수명 관계도

Fig. 7 Diagram of insulation deterioration and residual life

열화 중 전압열화는 <그림 7>과 같이 절연체의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식(1)에서 부터 (3)의 유도과정을 통 해 전압열화 

시 e기 수명과 잔여수명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0]

 

  
                          (1)

   ∆                   (2)




 
 



                      (3)

 : 전압열화의 경험적인 열화속도

 : 수명

 : e기 수명

∆  전압열화에 의한 수명의 감소량

 : 열화 후 잔여 수명

 : e기 절연파괴전압

 : 잔여 절연파괴전압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자가진단표를 이용하여 자가용 전기설

비를 진단했다. 진단과정은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이 전 기설비 외

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관상태에 대한 점수에 대해 충분히 설

명하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점수를 부여했다. 본 진단은 100개의 

수용가에 있는 약 7,000여 개의 전기설비를 진단한 결과 중 파워

퓨즈/COS 설비와 계기용변성기의 데이터가 제시한 공식의 관계

도 그래프와 비슷하다. 아래 <표 1>을 보면 TBM 점수가 10점에

서 40점으로 증가할 때 CBM 점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시한 이론 공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가용 설비들은 명확하게 비

례관계의 형태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데이터 부정확성과 데이터 양으로 나눌 수 있다. 부정확성은 외

부환경 변화와 유지보수 기간 동안의 변경사항을 점검해야하고, 

데이터양의 부족은 시스템 정착 및 활용이 활성화 되어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되어야 증명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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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일부 설비들에 대해서는 TBM과 

CBM의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할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 파워퓨즈/COS 계기용변성기

수명지수 

10점

수량 9 4

상태지수

평균점수
2.2 0

수명지수 

20점

수량 14 8

상태지수

평균점수
2.9 1.3

수명지수 

30점

수량 6 7

상태지수

평균점수
5 6.4

수명지수 

40점

수량 45 68

상태지수

평균점수
10.1 8.8

표   1 자가진단 중 파워퓨즈/COS 및 계기용변성기 설비에 대

한 통계

Table 1 Statistics on power fuse/COS and MOF equipment 

during self-diagnosis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가용설비 중 9가지 종류에 대하여 안전관리

자가 설비 외관점검을 통해 설비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와 이를 통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자

가진단표를 통해 안전관리자는 설비 상태 에 대한 점수, 경년변

화 추세, 정밀진단여부, 긴급보수여부 등을 분석하고 판단 및 예

측할 수 있다. 자가진단 점검내역은 TBM과 CBM 점검방식을 모

두 반영하였으며 일본의 자가진단 점검내용, 케나다의 점검내용, 

국내의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 점검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가장 보편적인 점검내용을 선정했다. 이 외에 국내 현장상황에 

맞는 특이사항을 추가 선정했다. 점검내역은 경년변화에 따라 설

비별로 나타나는 형태들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수치

들이 의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현재 가장 의미

가 있는 데이터는 경년변화 분기점으로 설비상태가 급격히 저하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100개 수용가를 시범적으로 진단하여 반영한 결과 경년변화에 

따른 상태 추세가 재각각 나타난다. 그 중 COS와 MOF는 우리가 

예상한대로 경년변화에 따른 상태 추세가 표현되었으며, 분기점 

역시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가진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설비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제시된 9가지 전기설비 외에 다양한 전기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자가진단이 타 전기설비

에도 적용된다면 자가진단 점검내역과 점수에 대한 학술적 의미

를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빅 

데이터화되면 최근 개발되고 있는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새

로운 연구대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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