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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비용과 신뢰도 분석을 통한 분할 개폐기의 
적정 자동화율 도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lgorithm for the Reasonable Switch Automation Rate
with Customer Interruption Cost and Reliabil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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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ddition of disconnect switches to a distribution feeder or the replacement of the manual switches with 

the automatic switches do, in general, increase reliability by decreasing the duration of the outage of many to the 

customers on the feeder and reducing the outage section. However, the improvement of reliability in power distribution 

system causes an increase of the investment cost, for example, replacement costs, labor costs, and so on. For this reason 

- the balance between investment and reliability improvement - many studies about the appropriate level of investment 

have been conducted.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algorithm for determining the reasonable switch automation rate in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 We evaluate the customer interruption cost and reliability for several cases – these cases 

relate with the switch automation rate - in the domestic metropolitan power distribution system,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changing the manual switch to automatic switch quantitatively. These results can help the determining 

on the disconnect switch’s autom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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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국내 배 계통은 력을 단방향으로 공 하는 방사

상 구조로 운 되고 있다. 방사상 구조는 배 선로에 사고

가 발생할 경우, 인 해 있는 연계선로를 통해 력을 공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배 계통은 보호 조, 계

통유지  운 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배 계

통에 직 으로 닿아있지 않은 수용가 입장에서 단방향 구

조에 의한 력공 의 단은 계통신뢰도에 악 향을 미치

게 된다[1].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배 계통의 설비확충과 

기기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계통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유지보수 비용  설치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 인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따라 과

거에는 기존의 배 계통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방

사상 구조에서 루 구조로 변경하여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

으로 력을 공 하는 등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2-4]. 

재 력회사는 공 신뢰도의 하를 막기 해 고품질 

력설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시에 배 계통에 

분할 개폐기를 추가 설치하여 사고  작업으로 인한 정

범 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배 계통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분할 개폐기의 추가로 고장구간을 축소시켜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것도 일정 분할 수가 과하면 그 효

과가 미비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배 선로에서 자동 개폐기는 기능이 고장구간을 분할하여 

정  구간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폐기에 내장된 류계

측 기능을 통하여 고장시 고장 류를 인지하여 고장구간을 

찾아내고, 구간별 부하를 계산하여 최 의 부하 체 방안을 

제시하고, 운 원이 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개폐기를 원격 

조작할 수 있어, 보호 조, 배 설비 신뢰도 극 화 등의 장

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분할 개폐기에 사용한 수동 개

폐기를 자동 개폐기로 교체하여 신뢰도를 개선하는 방향으

로 그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정 비용과 신뢰도를 고려한 분할 개폐기 

자동화율의 정수 을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문가 혹은 실무자의 경험에 의존

인 투자결정 방안을 신하여, 비 문 인 실무자로 하여

 타당한 자동화율을 선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할 수 있

다. 한 도시의 모의 배 계통을 구성하고, 수동 개폐기

로 설치되어있는 분할 개폐기를 자동 개폐기로 교체하여 이

로 인해 발생하는 신뢰도 비용과 신뢰도를 분석하여 본 알

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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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계통 신뢰도

신뢰도는 수용가가 요구하는 력을 얼마나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그 목 에 따라 정량 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뢰도 지수 에서 배 계

통의 신뢰도 지수는 기본 신뢰도 지수와 시스템 신뢰도 지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신뢰도 지수와 시스템 신뢰

도 지수를 사용하여 모의 배 계통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평

가하 다. 

2.1 신뢰도 지수  정 비용(Reliability Index and 

Expected Customer Interruption Cost)

기본 신뢰도 지수는 각 구성 설비들의 고장률(), 고장 

지속시간(), 연간 비가용률()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 부하

에 해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 신뢰도 지수는 시스

템의 요한 특성은 반 하고 있지만, 시스템 동작  응답

의 완 한 표 을 나타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기본 신뢰

도 지수의 결과를 토 로 시스템 신뢰도 지수의 형태를 나

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 신뢰도 지수 에 력회

사에서 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뢰도 지수  하나인 

SAIDI(System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를 계

산하여 분할 개폐기 자동화에 따른 신뢰도 변화를 평가할 

것이다. 식 (1)은 SAIDI를 표 하고 있다.

 


       (1)

여기서,  , 는 부하 을 구성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 

연간 비가용률을 의미한다[6].

배 계통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에서 고객들이 받는 

피해를 경제 인 액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정

비용이다. 정 비용은 부하의 종류, 력공  지장의 지속시

간, 부하량 등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비용이 크게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의 정 비용은 연간 평균 으로 정 이 발생

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한 기 액으로 정의하고, 

가치 평가법에 따라 이를 평가하며,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는 부하 에서 정 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에 의해 발생하는 력사용량 당 정 비용, 는 부하량, 

는 부하 에 정 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의 고장률, 

는 부하 까지 정 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의 수이다[7].

2.2 신뢰도 비용(Reliability Cost)

신뢰도 비용은 력계통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사용되

는 비용을 뜻하며, 크게 공 자비용과 정 비용으로 구성된

다. 한 공 자비용은 투자비용과 운 비용으로 나  수 

있다. 이러한 공 자비용은 설비의 신설, 교체 등에 필요한 

설비 비용, 공사비용 등과 같은 투자비용과 시스템을 운 하

며 유지/보수, 운 자에 한 인건비 등과 같은 운 비용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설비 자동화에 한 인원감축 등

으로 인한 인건비 감 등은 고려하지 않고, 투자비용은 한 

번에 일 으로 발생되는 지출의 형태, 운 비용의 경우 유

지/보수, 통신 등 연간 지속 으로 지출이 일정한 형태의 자

흐름으로 가정한다.

앞서 언 한 정 비용의 경우, 연간 발생하는 기 비용으

로 정의했기 때문에, 공 자비용 한 마찬가지로 연간 발생

하는 비용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연간 동일 자 열로 환

산하는 방법은 식 (3)과 같다.

 




 

  


          (3)

여기서, 는 일 으로 발생하는 모든 투자비용

의 연간 등가 비용, 는 재 발생한 모든 투자 련 

일  비용, 는 이자율, 은 설비의 기  수명이다. 

따라서 연간 발생하는 공 자비용은 식 (4)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4)

여기서, 는 연간 발생하는 총 공 자비용, 

는 연간 발생하는 총 운 비용을 동일자 열 형태로 표 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 한 신뢰도 비용은 다음 식 (5)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5)

2.3 개폐기 자동화율(Switch Automation Rate)

본 논문에서는 배 선로 내에 존재하는 수동 분할 개폐기

를 자동 분할 개폐기로 단계 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의하

여 신뢰도 분석과 신뢰도 비용을 평가한다. 배 선로 내에

서 체 분할 개폐기 수에 한 자동 분할 개폐기의 비율을 

개폐기 자동화율이라 정의하고 아래의 식 (6)로 나타내었다. 

  


×         (6)

여기서, 는 자동 분할 개폐기의 수, 는 수동 분

할 개폐기의 수이다. 그림 2의 모델에서 단계 으로 자동 

개폐기 교체를 모의하여 최종 으로 그림 3의 모델과 같이 

분할 개폐기 부가 자동 개폐기인 상태의 신뢰도 평가  

신뢰도 비용 분석을 수행하 다. 

3. 개폐기 자동화율 결정 알고리즘  사례연구

3.1 개폐기 자동화율 결정 알고리즘

배 자동화사업은 ‘98년 소규모 배 자동화시스템, ’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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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배 자동화시스템을 보 하기 시작하 으며, ‘08년 종합

배 자동화시스템으로 단일화를 완료하여 16개 사업본부 

190개 사업소에 종합배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 다. 한 

’07 ～ ‘10년까지 배 자동화시스템 역화를 추진하여, 배

센터 41개소를 신설, 배 센터 인근사업소의 배 자동화시스

템을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8]. 

한편 행 자동화개폐기 설치목표는 ‘02년 5월 력연구

원에서 시행한 “배 계통 구성  운 기 의 제·개정에 

한 연구”를 근거로 책정된 것이다. 당시 도시 분할 개폐기

의 정 자동화율은 약 20% 수 으로 제시되었다[9]. 그러

나 설치목표 설정 후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고품질 력공  

요구 증가, 스마트그리드 추진 등 최근의 력사업 환경변화

를 미반 하고 있다는  등이 문제 으로 두되고 있으며, 

한 배 자동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정 시간 단축, 경제  

효과 등 정량  성과분석이 미흡하다는 이 지 되었다. 

본 장에서는 합리 인 분할 개폐기의 자동화율을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도시의 모의 배 계통에 제

시된 알고리즘을 용하 다. 이를 통해 배  자동화 투자

사업의 성과분석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 신뢰도를 반 한 

배 자동화 정 개폐기 자동화율을 제시하여 합리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 비용과 신뢰도 지수를 고려한 

알고리즘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개폐기 자동화율의 정수  결정 알고리즘

Fig. 1 Algorithm for the reasonable switch automation rate 

decision

3.2 사례 연구

3.2.1 모의 배 계통 구성

배 계통의 구성에 있어서 분할은 일반 으로 사고 발생 

시 해당 배  선로의 정 범 를 축소시키기 하여 분할 

개폐기로 당한 구간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연

계는 그 분할 구간에 하여 공 여력이 있는 인  배 선

로와 연계선을 통해 역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으로 6분할 3연계 이상의 배 계

통을 구성하고 있다[9,10]. 그림 2은 실제 배 계통을 바탕으

로 구성한 도시 모의 배 선로 모델이며 12분할 3연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배 계통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분할 개

폐기는 수동 개폐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개폐기 자동화가 진행되지 않은 도심 배 계통 모델

Fig. 2 Metropolitan distribution system model without switch 

automation

그림 2에서 나타낸 방사상 형태의 배 계통은 하나의 변

소에서 시작하여 공 여력이 존재하는 타 변 소 혹은 인

선로에 연계되는 형태로 구성하 다. 

그림 3 개폐기 자동화가 진행된 도심 배 계통 단선도

Fig. 3 Metropolitan distribution system model with switch 

automation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 선로와 구분을 한 연계 

개폐기들은 상시 개방(Normally-opened)되어 있으며, 고장 

발생시, 인  선로  변 소는 고장구간을 제외한 건 구간

의 모든 부하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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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모델은 분할 구간 별로 동일 부하가 분할 구간 내에서 

집 부하(lumped load)로 분포되어있고, 동일구간 내의 고장

은 모든 부하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우

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배 선로는 3연계 이상의 연계 을 

가지고 있고, 고장 발생 시 체 확률  연계 확률이 거의 

100%에 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장발생시 재구성

을 한 연계 개폐기의 체 확률  연계율을 100%로 가

정하 다.

3.2.2 신뢰도 데이터

본 장에서는 앞서 언 된 도시 배 선로 모델에서 부하

의 종류, 부하량  선로 길이 등 신뢰도 평가에 필요한 데

이터들을 나타내었다.

배 계통 모델의 총 선로는 10[km]를 기 으로 12분할하

으며, 계약 력 한 10[MVA]를 분할별로 12등분하여 선

로에 분포시켰다. 제안된 배 계통 모델의 부하 종류, 수용

가수  부하량, 분할 구분별 부하량  분할 구간별 수용가 

수를 표 1에 나타내었다[11].

부하종류
계약 력

[kW]

수용가수

[호]

분할 

구간별 

부하량

[kW]

분할 

구간별 

수용가수

[호]

주택용 2,777.016 612.937 231.42 51.08

일반용 3,318.689 128.573 276.56 10.71

교육용 340.476 1.600 28.37 0.13

산업용 1,605.813 13.533 133.82 1.13

농업용 527.823 87.238 43.99 7.27

가로등 56.749 21.368 4.73 1.78

심야 1,373.433 53.002 114.45 4.42

합계 10,000 918.251 833.34 76.52

표   1  제안된 배 계통 모델의 부하특성

Table 1 Load characteristic for suggested model

표 2는 부하의 종류에 따라 력사용량 당 정 비용을 나

타내고 있다. 이 데이터는 2004년 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2011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용하여 수정하 다

[12-14]. 기연구원 정 비용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심야용 

부하와 가로등 부하의 정 비용은 각각 산업용과 일반용 정

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부하종류
고장 지속시간[won/kW]

1분 20분 1시간 4시간

주택용 165 3,290 10,241 38,763

일반용 4,916 9,841 27,240 117,095

교육용 50,612 145,503 230,569 401,467

산업용 49,363 97,207 159,139 301,703

농업용 918 101,126 495,302 1,265,177

가로등 4,916 9,841 27,240 117,095

심야 49,363 97,207 159,139 301,703

표   2  부하종별 력사용량 당 정 비용 

Table 2 Sector interruption cost 

표 3은 제안된 배 계통 모델에서 자동 분할 개폐기로 교

체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용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개폐기는 수동 개폐기이며, 단계 으로 자동 개폐기로 교체

를 진행한다. 교체된 개폐기는 다음과 같은 기  수명을 가

지며, 일 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경우, 기  수명기간에 

2011년도 한국 력공사 정 투자 보수율 6.11%을 용해서 

연간 등가 비용으로 환산하 다. 한 표 3에서 언 되고 

있는 내용  자동 개폐기의 수명은 일반 으로 수동 개폐

기의 수명을 30년으로 산정하나 자동 개폐기의 경우 수동 

개폐기보다 구조가 복잡하여 10년 정도 단축한 20년으로 가

정하 다. 여기서 는 재가치로 환산한 자동 

개폐기의 기기  교체 공사비용을 합산한 액을 뜻하며, 

는 수동 개폐기의 단가를 뜻한다. 한, 매년 

자동 개폐기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이 100만원씩 동

일하게 사용되는 액을 뜻하고, 이는 한국 력공사의 정 

투자 보수율을 용하여 가 환산 후 동일 자 열의 형태

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won]



[won]



[won]



[year]



[%]

No. of 

SW

18,000,000 3,200,000 1,000,000 20 6.11 11

표   3  제안된 배 계통 모델의 투자비용 요소

Table 3 Elements of investment for suggested model

배 계통의 선로 고장률  수동/자동 개폐기에 따른 고

장 복구시간은 표 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은 수동 

개폐기의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 는 자동 개폐기 동작

에 소요되는 시간을 뜻하며, 종래의 우리나라 일시고장 기

은 5분을 보다 심화하여 1분으로 용하 다. 모든 보호기

기의 동작에 한 신뢰도는 100%로 반 하 다[15,16].



[f/yr*km]



[hour]

  

[hour]



[hour]

Cable 0.01102 16 0.5 0.0833

표   4  제안된 배 계통 모델의 고장률  고장복구 시간

Table 4 Failure rate and repair time for suggested model

4. 신뢰도 평가 결과  분석

국내 배 계통에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해 분할 개폐

기를 설치하여 고장 구간을 축소시키거나, 사고 발생시 연계

선로를 통해 력을 공 받는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분할 

개폐기를 자동 분할 개폐기로 교체했을 경우 교체 비율에 

따라 신뢰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분석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에 따라 선정된 개폐기 교체 우선순   

이에 따른 신뢰도 지수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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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 

번호

SAIDI

[min/호]

ECOST

[won]

민감도 



교체우선순

 

G0 11.850 123,563,583 - -

G1 11.429 118,095,750 0.421 11

G2 11.085 113,622,068 0.766 9

G3 10.817 110,142,538 1.033 7

G4 10.626 107,657,160 1.225 5

G5 10.511 106,165,933 1.340 3

G6 10.472 105,668,857 1.378 1

G7 10.511 106,165,933 1.340 2

G8 10.626 107,657,160 1.225 4

G9 10.817 110,142,538 1.033 6

G10 11.085 113,622,068 0.766 8

G11 11.429 118,095,750 0.421 10

표   5  제안된 알고리즘에 따른 개폐기 교체 우선순

Table 5 Priority order to replacement the automation 

switches with suggested algorithm

한 아래의 표 6은 개폐기를 표 5에서 부여된 우선순 에 

따라 진행하 을 때 산출된 신뢰도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동화율

[%]

SAIDI

[min/호]

ECOST

[won]

ICOST

[won]

B/C 

Ratio

0.00 11.85 123,563,583 2,200,000 -

9.09 10.47 105,668,857 4,583,365 7.51

18.18 10.13 101,195,175 5,383,365 5.59

27.27 9.78 96,721,494 6,183,365 5.59

36.36 9.71 95,727,342 6,983,365 1.24

45.45 9.63 94,733,191 7,783,365 1.24

54.55 9.55 93,739,040 8,583,365 1.24

63.64 9.48 92,744,888 9,383,365 1.24

72.73 9.44 92,247,812 10,183,365 0.62

81.82 9.40 91,750,737 10,983,365 0.62

90.91 9.36 91,253,661 11,783,365 0.62

100.00 9.32 90,756,585 12,583,365 0.62

표   6  우선순 에 따른 개폐기 교체시 계통 신뢰도 지수

Table 6 Reliability index with replacement the automation 

switches followed the priority order

그림 4는 개폐기 교체순 에 따라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

른 신뢰도 지수, SAIDI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개폐기 자동화에 따른 SAIDI의 분석 결과

Fig. 4 Result of the changes of SAIDI with switch 

automation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개폐기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

체함에 따라 배 계통의 신뢰도가 향상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수용가에서 1년 동안 경험하는 정 시간

이 개폐기 자동화에 따라 차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폐기 자동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뢰도 지수의 개

선효과는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개폐기 교체 시 가

장 효과가 큰 순서에 따라 교체 순서를 부여하 고, 따라서 

자동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효과가 미비한 개폐기들이 교

체되어 결과 으로 자동화에 따른 신뢰도 개선효과는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표 5에서 나타내고 있는 

우선순 가 배 선로 말단으로 갈수록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배 선로 말단에 치한 개폐기의 경

우, 개폐기가 분할하는 구간 부하의 크기, 고객 수 등이 

앙에 치한 것보다 작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할 개폐기 자동화에 따른 

경제  가치를 B/C (Benefit/Cost) ratio로 정리하여 아래의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이익(Benefit)은 분할 개폐기 

자동화에 따른 정 비용 감소량으로 정의하 고, 비용은 이

에 따른 투자비용의 증가분으로 정의하 다. 

그림 5 개폐기 자동화에 따른 B/C ratio의 변화 추이

Fig. 5 Result of the changes of B/C ratio with switch 

automation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분할 개폐기의 자동화는 자동

화율 0%부터 63.64%, 즉 11개의 분할 개폐기 에서 7개의 

개폐기를 자동 개폐기로 교체했을 때, 경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63.64% 이상의 자동화율은 개폐기 

교체에 따른 신뢰도 향상에서 발생하는 경제  이익이 발생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에서 제시하

는 정 수 의 분할 개폐기 자동화율은 63.64%로 결정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분할 개폐기의 정 수  

자동화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분할 개폐기의 자동화

에 따른 정 비용, 공 자비용  신뢰도 비용의 변화 추이

를 분석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에서는 SAID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폐기의 자

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 비용은 감소하고, 개폐기 자동화

율이 일정 이상이 될 경우, 그 감소폭이 격히 어드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조 으로 투자비용은 자동 개폐기로 교체됨에 따

라 선형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다. 이는 모든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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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폐기 자동화에 따른 B/C ratio의 변화 추이

Fig. 6 Result of the changes of reliability cost with switch 

automation

개폐기를 자동으로 교체되면 교체되는 수에 따라 투자비용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두 비용의 합인 신뢰도 비용은 자동화율이 차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63.64%를 기 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그림 4의 결과는 신뢰도 지수가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여

 뿐 자동화율 결정에는 구체 인 안을 제시하기에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그림 6와 같이 분할 개폐기의 자동화율

을 신뢰도와 비용측면에서 비교하 을 때 경제  이익의 

향에 의해 의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동화율 선정이 가능

해지며, 제안된 도시 모델 안에서는 63.64%가 정 자동

화율로 분석되었다.

5. 결  론

재 력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동 분할 개폐기의 교

체는 으로 사업소에 임하는 형태이며, 별도의 분석이

나 차 없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문가의 경험에 의존하

여 교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한 수

의 자동화율을 찾지 못하고 과투자 혹은 부족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어 한정된 재화를 효율 으로 운 하지 못하는 문제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수동 분할 개폐기를 단계 으로 자

동 개폐기로 교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뢰도 지수의 변화, 

신뢰도 비용의 변화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배 계통의 

신뢰도 수 을 정량 으로 표 하 고, 결과 으로 도시 

배 계통 모델에 한 정수 의 분할 개폐기 자동화율을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이는 한정된 재화

에 한 투자 리/운  계획을 합리 으로 수립하고 용

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기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계통 체 인 정 자동화율을 도출

하고 자동 개폐기로 교체를 진행하여 계통 반 인 최  

신뢰도 달성과 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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