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순현가NPV : Net Present Value ( )

이익투자 비율B/I : Benefit/Invest Ratio ( / )

jfirst : first year for which costs are to be accumulated

jlast : last year for which costs are to be accumulated

Cj : costs of year j

d : discount rate

k : inflation rate plus real escalation rate

tj : year j in which cost is to occur

tNPV : year for which NPV is to be computed

tc : year for which cost data are entered

서 론1.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기 수 및 가동 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 설비를 더욱 안전하고 경제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명관리(LCM: Life Cycle

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수명관Management) .

리란 원전설비에 대해 경년열화 및 단종과 같은

발전소의 상태관리 조기폐쇄 또는 계속운전을,

고려한 운전수명의 최적화 그리고 안전성확보,

및 발전소 가치 극대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운전, ,

정비 규제 환경 및 경제성을 통틀어 종합적인, ,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EPRI(Electric Power美

에 의해 주도된 개념이다Research Institu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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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고장률 결정 및 적용

신혜영†․윤은섭*
A Determination and application of a future failure rate for

LTAM strategies Development on Nuclear Turbines

Hye-young Shin and Eunsub Yun

Key Words: 원자력터빈 장기설비관리 미래고장률Nuclear Turbine( ), LTAM( ), Future Failure Rate( ),

수명관리 경제성평가LCM( ), Economics Evaluation( )

Abstract

Long Term Asset Management(LTAM) means a plan developed by using LCM(Life Cycle

Management) process for optimum life cycle management of significant plant assets at each plant

across the fleet. As a part of development of LTAM Strategies on nuclear turbines, a method so as to

determine the future failure rates for low pressure turbine facilities at a nuclear plant was studied and

developed by using both plant specific and industry-wide performance data. INPO's EPIX data were

analyzed and some failure rate evaluation values considering preventive maintenance practices were

calculated by using EPRI's PM Basis software. As the result, failure rate functions applicable to a

priori and a posteriori replacement of low pressure turbines at a nuclear plant were developed and

utilized in an assessment of economics of LCM alternatives on the nuclear turbine facilities in the

respects of 40-year and 60-year operation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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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기법을 도입하여 가동원전 설LCM

비의 안전성 및 가동성 등 자산 가치를 향상 및

최적화시키기 위한 장기자산관리(LTAM: Long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Term Asset Management)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설비수준에서Fig. 1 1)LCM

대상기기 선정 대상기기에 대한 기술성 평가, 2) ,

도출된 대안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완료3) LCM

한 후 발전소단위 또는 본부단위 수준에서의

최적화 및 이행 순으로 개발하고 있다LCM .[2]

원자력터빈은 고온 고압의 증기유동 환경에서,

의 속도로 고속회전 운전됨에 따라 침부1800rpm

식 피로 및 응력부식균열 등의 경년열화를, (SCC)

겪게 되며 초기에 건설된 저압터빈의 경우 디스

크 휠 및 블레이드의 응력부식균열 및 피로균열( )

로 발전소의 빈번한 불시정지 및 계획예방정비기

간 중 검사비용과 검사기간의 증가를 초래함에

따라 설비개선을 통한 출력상승효과가 동반된 내

장품 교체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터빈에 대한 전략개LTAM

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특정 원전의 저압,

터빈에 대해 내장품 교체와 관련해 가상으로 도

출된 개의 대안을 가지고 가 개발한3 LCM EPRI

를 활용하여 경제성평가를 수행함에LcmVALUE

있어 중요한 입력데이터인 미래고장률함수를 결

정한 방법과 적용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설계개선

을 통한 출력상승 효과에 따른 이득을 포함하여

수행된 전체 경제성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미래고장률함수 결정방법2.

산업계 분석2.1 DB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LCM

중요한 것은 고장률이다 산업계의 평균 고장률.

은 그 부정확성과 불완전성 및 고장률을 줄이기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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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HP&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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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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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ilure Events from EPIX DB

위한 산업계의 유지보수활동 의 개선을 고(O&M)

려할 때 그대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미래

고장률함수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터빈설비의 산업계 평균적인 고장률 데이터는

가EPRI NERC-GADS(North American Energy

Reliability Council Generating Availability Data

를 분석하여 평가한 터빈관련System) DB LCM

에 다양하게 제시되어있다 그러나Sourcebook .[3]

상기 문헌에서 제시한 고장률관련 데이터는

년까지 발생한 고장사건에 근거하여 산1982~1998

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래고장률

함수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협회.[4] 美

인 의INPO(Institure of Nuclear Operations)

EPIX(Equipment Performance and Information

를 활용하여 미국 내 터빈설Exchange System) DB

비와 관련하여 년 년까지 보고된 고장보1998 ~2007

고서 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계의 평(Failure Reports)

균 고장률을 산출하였다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터빈설비 기계기기에 대해 보고된 고장보고서를

검색한 결과 개 원전에서 건의 고장사례가24 38

검색되었다 에 보였듯이 전체 사례 중 절. Fig. 2

반 이상이 저압터빈과 관련한 고장이었으며 고,

압터빈과의 공통고장사례까지 같이 고려할 때 상

당부분이 저압터빈의 고장에 따른 사례였음을 확

Fig. 1 LTAM Strategies Development Procedure

구 분 LCM SB EPIX DB

분석기간 ’82~’98 ’98~’98

고장건수 198 38

원전 수 69 24

분석기간 17 10

고장률 횟수 년( / ) 0.169 0.158

전력손실량 53.6 6.1

평균전력손실비용 271k$ 161k$

Table 1 Failure Frequency of PWR TB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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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ailure Events from EPIX DB

인할 수 있다 은 부속기기별로 고장건수를. Fig. 3

분석한 결과로 저압터빈의 경우 블레이드의 손상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팩킹 부위의 손

상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 분석결과 산출된 터빈설비Table 1 EPIX DB

의 평균고장률 값 등을 에EPRI LCM Sourcebook

따른 값과 비교 제시하였다 고장률 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력손실량 및 평균전력손실

비용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은.

에 따른 데이터는 미국내 전체 가압경수LCM SB

로형 원전에 대해 산출된 반면 는 고장EPIX DB

사례가 발생한 가압경수로형 원전(affected units)

에 대해 산출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평균고장률은 더 작아지게 된다.

미래고장률함수 결정2.2

저압터빈 교체에 적용할 고장률은 교체 전후/

에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며 운전년 수 증가에 따

른 고장빈도의 증가경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한 고장횟수는 극.

히 작을 수 있고 일정 기간 높았다 하더라도 손

상에 따른 고장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정비(PM:

가 보강된 현행 활동Preventive Maintenance) O&M

을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본 연

구에서는 가 활동의 역무와 그 주기를EPRI PM

바탕으로 개발한 를 이용하여EPRI PM Basis SW

미래고장률함수 예측에 활용하였다.

교체 전 고장률함수는 초기값은 현행 활O&M

동 정도를 근거로 한 분석값으로 하고PM Basis

현재설비의 설계수명 종료 년 적용 시점에서는(30 )

분석에 따른 산업계의 평균값을 갖으며EPIX DB

운전 년수 증가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공학적으로 가정하여 고장률 함수를 구한

결과 식 과 같은 함수를 구하였다(1) .

FRi=0.047(1+0.117)
i

(1)

교체 후 고장률함수는 신규 설비임을 고려하여

초기값은 의 데이터를 취EPRI PM Basis Baseline

하고 신규설비의 설계종료시점 년 적용 에는 역(40 )

시 산업계의 평균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여 고장률

함수를 구한 결과 식 와 같이 표현 되었다(2) .

FRi = 0.077(1+0.018)
i

(2)

이렇게 구한 미래고장률함수를 가지고 특정 원

전의 저압터빈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년LCM 40

운전 기반 및 년 운전 기반에 대해 경제성평가60

를 수행하였다.

경제성평가3.

대안3.1 LCM

특정 원전의 저압터빈 내장품 교체와 관련하여

가상적으로 도출한 대안은 년 및 년 운LCM 40 60

전기반 각각에 대해 현행 유지 즉 기존의(a) ,

활동만으로 필요시 고장난 부속기기를 교O&M

체해가면서 운전종료시점까지 가는 것을 기본안

으로 하여 내장품을 즉시 교체하는 안과 설(b) (c)

계수명 년 종료시점에 교체하는 안으로 도출하(30 )

였으며 요약 제시하였다Table 2. .

를 이용한 투자적합성평가3.2 LcmVALUE

가 개발한 는 비용측면에서의EPRI LcmVALUE

투자타당성을 평가하는 툴로 예방정비 고장정비,

및 전력손실의 비용 측면에서 기본안에 대LCM

한 나머지 대안의 투자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 비용측면의 즉 와 투자대 이익NPV NPVcost

대안LCM 내용

년40

운전

1A 현행 유지

1B 즉시 교체

1C 설계수명 종료시점에서 교체

년60

운전

2A 현행 유지

2B 즉시 교체

2C 설계수명 종료시점에서 교체

Table 2 LCM Plan Alternatives



비율 즉 비율을 가지고 결정하게 된다, B/I . B/I

비율이 보다 클 때 투자가 적합하며 음의 경우1

에는 가 작을 때 투자적합성 우위에 있게NPVcost

된다 식 및 식 에 계산식과. (3) (4) NPV B/I ratio

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3)

 







(4)

국내 특정 원전의 저압터빈에 대해 장에서 구2

한 미래고장률함수를 적용하여 를 사LcmVALUE

용한 투자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은 각각 와 를 적용하였고 고장7% 5% ,

정비비용 경상정비비용은 과거 년간 실적데이, 5

터를 이용하였으며 예방정비비용은 최근 수행된

계획예방정비실적에 따른 비용을 사용하였고 이

외에 저압터빈 교체비용은 예방정비비용에 포함

하여 평가하였다 및 는 각각 년. Fig. 4 Fig. 5 40

운전 관점 및 년 운전 관점에 대한60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다LcmVALUE .

에서 보듯이 년 운전 고려 시Fig. 4 40 B/I ratio

가 모두 음 의 값으로 나와 비용측면에서는 저(-)

압터빈 내장품을 교체하는 대안 및 이 그(1B 1C)

교체시점에 관계없이 현행유지하는 기본안 에(1A)

비해 투자적합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압.

터빈 내장품 교체비용이 다른 비용에 비해 상당

히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는 년 운전 고려 시 가Fig. 5 60 B/I ratio

모두 보다 훨씬 커 저압터빈 내장품을 교체하1.0

는 대안 및 이 기본안 에 비해 투자적(2B 2C) (2A)

합성이 좋으며 즉시 교체보다는 설계수명 종료,

시점에 교체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현행유지안

에 비해 더 투자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는 비용LcmVALUE

측면에서만 및 값을 평가함에 따라 저NPV B/I

압터빈 내장품교체시 설계개선을 통한 출력 상승

에 따른 이득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출력 상승을 통한 전기판매이익평가3.3

일반적으로 저압터빈의 내장품 교체 시 기존설

계의 과도한 마진을 활용하여 정도의 원자로5%

출력상승 및 이를 수용하기 위한 스팀패스의 개

선 또는 최종익 길이를 늘이는 설비개선을 통해

전기출력 상승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따른 이득.

은 한 호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출력상승량 판매단가 원(kWe)* ( /kWh)*

일 일 이용률24hr/ *365 *

본 연구에서는 의 출력상승 효과가 있15MWe

는 것으로 가정하여 실제 적용값보다 작은 값 판( )

매단가는 원40 /kWh 그리고 의 이용률을 적용92%

하여 전기판매이득을 계산한 결과 호기당 연간

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가지고48.3 .

각 대안별 교체시기를 반영하여 순현가 이(NPV)

득으로 계산한 결과를 에 제시하였다Table 3 .
Fig. 4 LcmVALUE Result - 40yrs operation

Fig. 5 LcmVALUE Result - 60yrs operation



경제성평가 종합결과3.4

총 순현가는 출력상승에 따른 이득 순현가에서

결과 분석된 비용 순현가를 빼서 계LcmVALUE

산할 수 있는데 즉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6)

위 식을 통해 평가된 실질적인 총 순현가 계산

결과를 에 제시하였다 출력상승에 따른Table 4 .

전기판매이득을 함께 고려할 때 년 운전기간60

전략으로 즉시 교체하는 안 의 경우 이득이(2B)

발생하여 선택가능한 대안인 것으로 평가되었으

나 나머지 대안은 이득보다는 비용발생이 더 커

좋은 대안이 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교체시점에 따른 이득

및 비용 의 변화를 평가해보았고 결과를NPV NPV

에 제시하였다 의 그래프에서 알 수Fig. 6 . Fig. 6

있듯이 년도별 이득 감소률이 비용 감소NPV NPV

률보다 크기 때문에 교체시점을 미룰수록 총NPV

는 감소하여 약 년 이후부터는 저압터빈 내2019

장품을 교체하는 것이 이득보다는 손실이 큼을

보여주며 비용대비 이득은 즉시 교체하는 경우

최대 약 배로 평가된다 따라서 설비투자 저압1.3 . (

터빈 내장품 교체관련 를 결정했을 때 투자시점)

은 가급적 빠를수록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대안
NPVgain

억원( )
NPVcost

억원( )
NPVtotal

억원( )

년40

1A 현행유지 0 391 -391

1B 즉시교체 788 828 -40

1C
설계수명
종료시교체

357 762 -405

년60

2A 현행유지 0 2,725 -2,725

2B 즉시교체 1,328 1,008 320

2C
설계수명
종료시교체

896 955 -59

Table 4 Results on Total NPV Evaluation for

Each LCM Alternative

결 론4.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래고장률함수를 가지고

국내 모 원전의 저압터빈에 대한 대안의 경LCM

제성을 평가한 결과 년 운전전략에서60 15MWe

출력상승을 수반하는 저압터빈 내장품 교체 방안

이 비용측면에서 투자적합성이 좋으며 총 NPV

측면에서도 이득이 발생하여 좋은 대안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투자시기는 년 이전으로. 2019

빠르면 빠를수록 이득 발생이 크며 비용대비 이

득은 최대 배인 것으로 평가되었다1.3 .

후 기

본 논문 작성에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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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운전40 년운전60

A 현행유지 - -

B 즉시교체 억원788 억원1,328

C
설계수명
종료시교체

억원357 억원896

Table 3 Gains of Power Uprate

Fig. 6 Yearly Variation of NPVgain and NPV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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