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많은 기업에서 제품의 개발과 마케팅의 일환으로 신

뢰성 예측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신뢰도는 제품판매를.

위해 제품의 세부정보로 사용되고 있다 비록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신뢰성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만 대부,

분의 방법이 제품구성요소를 신뢰성예측 데이터로 사용

하고 있다.[3][4]

신뢰성 예측핸드북은 큰 리스크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와 다른 몇 명에 의해 수행된 연구Brombacher

에서는 전기 사업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앞에서 언

급한 사항을 충족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은. Fig. 1

의 현장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Brombacher .

구성요소의 현장 수행 능력 신뢰성을 현장 결과와 신뢰

성 예측핸드북을 이용한 예측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예측 핸드북은 과MIL-HDBK 217 Brithish Telecom

을 사용하였HRD4 다.

이 연구는 핸드북의 예측결과와 현장수행결과의 연관관

계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6][7]

실제 고장률과 예측고장률과의 차이Fig. 1

제품의 고장에 관한 신뢰성은 크게 구성요소 품질문

제 내부 제품 품질 고객과 그 사용에서의 품질문제로, ,

나눌수 있다.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품의 고장 중 가장 큰Fig. 2

고장원인이 알려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내부제품 구성. (≠

요소 의 품질문제와 고객과 그 사용품질 문제 분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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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reliability and safety is the realisation that

these aspects are not only a function of the product but also of the organisation realising

this product. Comparing with old DIN 0801 and new method IEC61508, quantitative

analysis is required at not only product’s quality but also organization’s level. Product’s

life cycle also should be evaluated by analyzing relevant or maturity of business

processes.

This paper shows the necessity for an analysis on all aspects in a safety certification
process, and presents an overview of the available tools and techniques for the various
quadrants. Especially, tools and techniques for IEC61508 quadrant C are unavailable
currentl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 the method which improves the maturity of an
organization on reliabi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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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구성요소의 고장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 크기

는 고전적 구성요소의 고장과 비교할 수 있을 만(size)

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아직도 신뢰성 예측을.

고전적인 구성요소의 신뢰성 핸드북에 기초하여 수행하

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예측된 정보는.

현장에서의 신뢰성과 매우 연관관계가 낮기 때문이다.

신뢰성 문제에 대한 카테고리Fig. 2

이러한 문제는 실제 기업의 신뢰성 능력에 대하여 빈

약한 피드백에 의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기.

업에서 제품을 통한 실제 신뢰성 수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제품수명.

주기의 말기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는 이미 제품개발과 마켓팅부서는 더 이상 그 제품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 신뢰성 수치를 기업에서.

조사하여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럼 신뢰성 관Fig. 3

리 연계 를 구성하려 하지 않(reliability control loop)

는다 기업은 단지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예측된 신뢰.

성과 제품 신뢰성 요구수준을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세부적인 현장 신뢰성 능력도 고려되지 않는

다 제품은 시간이 지날 수 록 그 능력이 변하는데 따.

른 신뢰성 문제는 어떤 새로운 측면에서의 예측이 다루

어지지 않음에 따라 리스크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

관리 연계 의 부족은 기업이 이러한 사실(control loop)

을 인지하지 못하고서 잘못된 신뢰성예측을 하는 상황

을 만들 것이다.[2][8]

신뢰성 예측과 신뢰성Fig. 3 control loof

신뢰성 관리 연계 와2. (control loop) IEC 61508

안전 및 신뢰성 영역에서 최근 개발 방향은 첫째는

신뢰성 제품을 만드는 제조과정의 개발과 제품자체의

신뢰성 기능을 개발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정성적 분,

석체계에서 정량적 분석체계로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규격 에 비하여 최근의 규격은DIN 0801 IEC 61508

제품 수준에서의 정량적 평가와 조직 수준에서 제품의

전 수명 주기 상에서 연관된 제조과정의 공정의 성숙도

분석을 통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표준은 정성적인 면과 정량적인 면을IEC 61508

고려한 제품의 기술적 평가와 조직적인 면에서 절차의

적용과 개념 정의 등의 정성적인 면과 제조과정의 공정

의 성숙도 측면의 정량적인 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뢰성 인증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신뢰성.

인증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의 분석 필요성과 가용한 분

석도구와 기법을 살펴본다.

먼저 의 분역과 대응표준을 살펴Fig. 4 IEC 61508 4

보면 의 네 영역으로 영역은 제품의 기술A, B, C, D A

적 측면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이다. IEC 61508

의 등급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측정도구가SIL

가용하다 영역은 제품의 기술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B

평가하는 영역이다 의 수준으로 측정. TÜV DIN 0801

이 가능하며 측정도구도 가용하다 영역은 제품의 제. C

조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으로 아직까지 측정

기준이나 도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영역은 제품. D

제조과정의 정성적 평가로 로 접근이 가능하ISO9000

나 충분하지는 않다 에서 어느 정도. QS9000, TL9000

평가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장에서는 아.

직 개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영역의 평가를 위한 제C

조과정의 신뢰성 성숙도 지표(MIR: maturity index

를제안한다reli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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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역과 대응표준Fig. 4 IEC 61508 4



분면의 방법과 도구Table. 1 IEC 61508 4

방법과 도구 가능성

A

B

C

D

제품 품질의 안전성측면에 대한 양적분석을 위한 방법

(Parts Count analysis, reliability block diagrams, fault trees and markov analysis)

안전성측면의 제품 품질 질적 분석을 위한 방법 (TUV DIN0801)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완숙도 평가

관련된 공정의 품질유지를 위한 평가방법과 ISO9000

많은 방법과 도구 사용가능 다른 방법의,

사용하게되면 다른 결과를 도출

가능

아직 가능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음

가능

신뢰성관리연계 의수준측정3. (control loop)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 분석2 ,

은 제품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분석 뿐만아니라 제품의

개발과 운영 구조에 대한 신뢰성 관리연계(control

에 대한 분석 역시 요구한다 신뢰성 관리연계loop) .

의 수준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을(reliality control loop)

통해 측정 가능하다.

관리연계 와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 (control loop)

업무처리과정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배치 적용- /

이러한 측면들을 측정하기 위해 Eindhoven University

에서 와of Technology Philips Electonics Brombacher

가 공동으로 신뢰성 성숙도 지표(MIR : maturity index

를 개발하였다 기업이 신뢰성 확보를 위on reliability) .

한 기업활동의 전과정을 사이클로 평가하는 것처PDCA

럼 척도도 단계로 구성되어 기업의 분석능력과MIR 4

예측능력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 향,

상에 도움을 준다 단계 은 다음과 같다. 4 MIR .

양적화 측정 이 업무처리과정은(Quantification) ( ) :①

양적 정보를 생성해낸다 이는 제품 개당에 기초한.

것으로 현장 과 생산과정에서의 실패 개수를 나(field)

타낸다.

증명 분석 이 업무처리과정은 실(Identification) ( ) :②

패가 발생하는 주요 또는 부수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주요 구조 업무처리과정에서 실패가 발생- :

하는 원인이 되는 위치 부서 생산 운영등( , , )

- 부수적 위치 실패가 발생하는 제품의 부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 )

원인 관리 이 업무처리과정은 주요한 모든 고장( ) :③

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근본원인 를 얻을 수 있다 이( ) .

과정은 제품에 대한 보수 및 수정에 이용되고 미래의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개선 지속적인 개선 이 업무처리 과정은 미래의( ) :④

제품에 대한 신뢰성 리스크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앞

으로 개발 될 제품을 위해 제거한다.

이는 과거의 업무처리 과정설정과 업무처리 방법으로

부터 알 수 있다.

단계의 성숙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단계와 그 이n n-1

하 단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업무처리과정 능력과 성숙도를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

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델은, Fig. 5 MIR

소프트웨어기술을 지원하는 조직의 응용프로그램을 개

선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개발된 CMM(capability

모델과 유사하다 이 두 모델의 구조maturity model) .

적 차이는 모델은 업무처리과정을 측정하기위해CMM

구조적인 특성을 사용하는 반면 모델은 업무처리과MIR

정에서의 신뢰성관련 정보흐름을 분석한다.[5]

모델Fig. 5 MIR

다음으로 의 여러 단계를 신뢰성관련 정보 가용성MIR

의 단계와 업무처리과정의 수준 단계로 자세하게 알아

보겠다 의 접근방법을 적용하는것은 단순화된 수. MIR

명주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수명.

주기 모델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사용한다.

제품 개발 새로운 제품에대한 정의와 설계 과정- : .

이 부분은 종종 제품 전략과 계획으로 나뉘기도

한다 이 과정은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고 그 제품 자체가 결정되는 실질적

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구매 제품의 각 부분에 대한 결정과- (Purchasing) :

수급을 하는 과정 이 제품은 세 번째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될 것이다.



제품 생산 각 구성요소 부품과 서브조립품- :

을 조립하여 최종적인 제품을 만(subassemblies)

드는 과정 이 과정은 제품의 기능의 유효성을 검.

사하는 최종검사를 포함한다.

소비자의 제품 사용과 적용- (application)

제품 서비스 수리 최종적으로 폐기- , ,

비관리 단계3.1 MIR 0 :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전적인 접근법은 구성부

품의 신뢰성에 의한 함수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분석하

는 것이다 보다 최근에 개발된 접근법은 제품의 설계.

와 사용되는 재료 제품의 생산과정을 이용한다 한단계, .

더 나아가 제품과 소비자간의 상호 소통관계도 제품의

신뢰성의 요소로 포함한다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최소.

한의 신뢰성 관리 루프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 영향력 미치는 여러 요소들의 함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예측

- 실제 현장에서의 정보를 이용한 예측의 유효성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들 조차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그 기업은 예측을 벚어난 어떠한 요소도 발,

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제품의. MIR 0

신뢰성 예측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측은 유효하지 않다.

측정이 되는 단계3.2 MIR 1 :

와 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의 두가지MIR 0 MIR 1

요소이다.

기업에서 제품의 신뢰성 예측 뿐만아니라 고객에-

게 있어서의 실제 신뢰성을 유효화하기 위해 기본

관리루프 를 사용(basic control loop) .

타당한 신뢰성 메트릭스를 사용하거나 여러 메트-

릭스를 사용하여 관리 루프에 적용이 이루어짐.

비록 기업은 구조적 단계에 있어서 그 제품의MIR 1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는 없지만 현제품에 대해 이런,

측정능력은 기업에 잘 퍼지게 된다.

에서 으로의 발전이 미미한 듯 하여도MIR 0 MIR 1 ,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기업은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기. , MIR 1

업은 기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의MIR 0 . MIR 0

경우에는 서비스 부문의 주요 기능은 제품의 수리이다.

그러나 의 경우 제품의 수리뿐만 아니라 제품의MIR 1

신뢰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분석이 이루어진 단계3.3 MIR 2 :

기업에서는 현장에서의 고장 분석단계가 추MIR 2

가적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현장에. MIR 2

서의 고장 분석을 함으로써 예측된 것을 확정짓기도 하

고 이를 버리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예측에서 벚어난. ,

것은 다시 제품개발 생산 과정으로 회귀한다 이러한/ .

회귀는 충분한 고장 근본원인분석(full root cause

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analysis) .

의 통계적 기술은 설계 실패와 생산실패 재료의 실패, ,

현장에서 고객의 제품 사용과 관련한 실패까지도 분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리단계3.4 MIR 3 :

기업에서는 제품의 신뢰성을 관리된 단계MIR 3 “ ”

라고 한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원인이 잘 밝혀져 있.

으므로 미래의 제품에 있어서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신뢰성 문제를 업무처리 과정. MIR 3

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할당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원인까지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근.

본 원인은 기술적인 성격의 문제일수도 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개선단계3.5 MIR 4 :　

단계와 단계의 주요 차이는 단순 반응과 예MIR 3 4

방적 구조의 차이이다 단계 구조는 예측과 실제. MIR 4

수행간의 가능한 차이를 모두 잘 관리함으로써 사전의

일을 통해 예방하는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뿐만아니.

라 잠재적인 문제 역시 예측함으로써 업무처리과정에,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문제의 근본 원.

인에 대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과정의 유기적

관계 와 가능한 것 과 불가능한(mechanism) (enabler)

것 동기부여요소와 동기저해요소를 관리함으(disabler),

로써 가능한 것이다.

와 관련한 분석4. IEC61508 MIR

장에서는 개념을 인증과정의3 MIR IEC61508

일한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평가를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 두가지 경우로 나MIR

눌 수 있다.

주요 업무처리과정을 평가하고 개선의 여지를 찾-

기 위해 평가 사용MIR

인증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평가를- IEC61508 MIR

사용

는 의 영역의 요구사항과Table. 2 IEC 61508 C MIL

평가 결과의 연계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문서화 및 절차는 수준 하드웨어 분석은 수준MIR 1 ,

과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은 수준 과 시험은1, 2, 3 1, 3 ,

과 연계되어 있다3 .



요구사항 및 수준Table. 2 IEC 61508 SIL 4 MIR

IEC 61508 SIL 4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보

사용여부

경영프로세스 내의 채화

여부 현 단계( MIR )
Expl.

요구되는

단계MIR

문서화 와 절차1.

하드웨어 분석2.

소프트웨어 품질3.

보증(assurance)

시험4.

업무처리과정에 관련된 신뢰성과 안전성

신뢰성 프로그램 계획 또는 메뉴얼

하드웨어 디자인 메뉴얼

에 대한 측정방법 설정CCF (measure)

시스템적인 실패에 대한(systematic)

측정방법 설정

결과들 검토FMEA

결함 검사 검토(fault injection)

고장 데이터 검토

소프트웨어 품질 메뉴얼 검토

소프트웨어 구조

소프트웨어 시험 프로그램 검토

기능시험 검토

Y

Y

Y

Y

Y

Y

Y

Y

Y

Y

Y

Y

N(0)

N(0)

N(0)

N(0)

N(0)

N(0)

N(0)

Y,prob(3) / N, field(0)

N(0)

N(0)

N(0)

N(0)

I

I

B

B

I/B

I/B

I

I

B

B

B

B

1,(2,3,4)

1,(2,3,4)

3

3

3

2

3

1

3

1

3

3

에서 칸은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업Table. 2 ‘Expl.'

무처리과정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는 관계가 제(B)

한된 활동의 관점에서 조사한 것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

되기 때문이다 테이블안에 많은 들이 존재하는데.(I) B

이는 기본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

품수명주기의 종료단계에 공급자 역시 알 수 없는 고장

이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들이 있다는 것은 주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석I

없는 인증은 자기충족적 예견IEC 61508

이 되는 상황을 초래 할 것이(self-fulfilling prophecy)

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제품의 수명주기와 관련하여.

업무처리과정을 분석 통제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를, ,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증을 위해IEC 61508

정보를 생성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방법은. MIR

인증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정보의 고유 품IEC61508

질을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결론5.

오늘날 신뢰성에 대한 요구는 제품의 분석뿐만이 아니

라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과정 즉 경영프로세스에서도,

시뇌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구성요소에 기초한 분.

석 기법은 제품수명주기에 나타나는 실제의 신뢰성과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구성요소에 기초한 예측은 그 우선순서에서 잘못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체의 고장요소들 중에.

서 구성요소에 의한 고장은 작다. 새로운 표준IEC61508

은 기존 표준보다 발전된 것이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

그것은 고전적인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명

주기에 관련된 업무처리과정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대 이 새로운 표준은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질적기술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들간의 관계를 비추어 볼때 얼마나 잘 이런 요구사

항이 충족하는 양적기술을 포함한다.

업무처리과정 성숙도을 분석방법으로 개념을 소MIR

개하였다 이 기술은 제품수명주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신뢰성관련 정보의 전개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을 배경으로한 평가로써 기IEC61508 MIR

법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된 정보가 정말로.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무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것

인지를 확신하기위해 과 같은 기법을 이용한 정보MIR

의 전개가 필수적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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