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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리스크 평가의 주관성

국내 산업안전분야에 위험성평가라고 알려져 있는 

기법은 1969년에 발간된 MIL-STD-882의 리스크평가

(Risk Assessment)에서 비롯되었다. 이 문헌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risk)가 해당 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나 트러블의 발생빈도(frequency, likelihood)와 발

생강도(severity, consequence)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고 설명되었고 그 결과, 리스크평가는 발생빈도와 발

생강도를 각각 추정하여 각각의 지표로 표현한 다음, 

이들의 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

어 왔다1).

그러나, 인간의 판단이 반드시 분석적 방법에 의해서

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판단은 직관적 사

고(intuitive thinking)와 분석적 사고(analytical thinking)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관적 사고란 판단이나 추리 따

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말하는 반면, 분석적 사

고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

석과 평가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석적 사고가 더 신중하고 면밀한 방법이

라고 간주되기는 하지만,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평가

가 각 개인의 주관적 평가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리스

크 평가는 분석적 평가 결과보다는 직관적 사고에 의한 

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주관적 판단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

한 퍼지논리에 의한 추론 과정에는 또 한 가지 주관적

인 평가가 개입된다. 즉, 위험요인의 발생빈도수준과 

발생강도수준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결과가 얼마나 위

험한가, 그 위험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도 결국 평가자

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Fig. 1은 MIL-STD- 

882E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스크평가의 대응수준을 퍼

지추론의 과정을 도식적으로 묘사한 것이다3). 그림에

서는 리스크 수준이 ‘high’, ‘serious’, ‘medium’,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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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ypical risk map3).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입력되는 빈도수준과 강도수

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인식

하느냐는 퍼지추론에서 “IF~, THEN~ ”을 설정하는 것

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에서 강도나 빈도를 나타내는 

언어변수를 간단히 1, 2, 3 등의 숫자로 표기한 것을 

강도지수, 빈도지수라고 부르기도 하며, 리스크지수

(risk index)는 이들의 곱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제시된 상황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판단된 

결과와, 직관적으로 판단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자

들이 어떤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되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집단 및 연구자료

본 연구는 리스크평가에 대하여 이해가 깊다고 판단

되는 안전공학 전공의 20대 대학생 30명(수학기간 평

균 3.5±1.5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피실험자에게는 

각각 무작위순으로 10매의 위험상황이 제시되었으며, 

회수된 총 300개 상황 중 응답 항목이 완성되지 못하

여 불완전한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 분석에

는 총 299개 응답결과가 활용되었다. 

연구에 활용된 언어변수는 빈도, 강도, 리스크 수준 

등을 평가할 때 한국인이 쉽게 이해하여 언어변별이 

쉽다고 판단되는 ‘낮다’, ‘보통이다’, ‘높다’ 등 세 개의 

기본 형용사에 ‘매우’라는 정도부사를 추가하여, 5점 

평가를 활용하였다4). 

위험 상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위험

예지훈련도해집5)에 게재된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중 무작위로 동일한 10매를 선정하여 가공한 다음, 피실

험자에게 무작위 순으로 제시되었다. Fig. 2는 본 연구에

서 활용된 일러스트레이션의 예이다. Fig. 2(a)는 리스크

를 직관적으로 평가시키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전

체 리스크에 대한 평가 부분만이 제시되었으며, 직관적 

평가가 끝나고 나면 Fig. 2(b)와 같이 리스크 요인의 발생

빈도, 발생강도, 리스크를 순서에 따라 분석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든 일러스트레이션은 한글로 제시되었으나, 다만 본 

논문에서는 학회지 편집규정상 영어로 수정한 것을 게재

하였다.

2.2 연구절차

인간의 애매한 판단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퍼

지수(fuzzy number)가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

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의 판단을 가능한 한 정

확히(crisp) 표현하기 위해 삼각퍼지수(triangular fuzzy 

number)를 이용하였다. 즉 삼각퍼지수 는 하한값 , 

중간값 , 상한값 에 의하여 정의되며, 각 값에서의 

소속함수값은 (0, 1, 0)이 된다.

직관적 평가의 경우에는 먼저 피실험자로 하여금 제

시된 위험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를 언어변수에 따라 5점 평가를 하도록 한 뒤, 리스

크를 하나의 퍼지수로 가정하여 Fig. 2(a)에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100 mm 선형 척도 위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값(가장 확신도가 높은 값, 중간값), 

최소값(하한값) 및 최대값(상한값)을 표시하게 하였다. 

이 세 가지 값으로 제시된 상황에 대한 전체 리스크에 

대응하는 삼각퍼지수가 정의된다. 한편, 분석적 평가에

서는 개별적인 마찬가지 방법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인

한 사고 발생 빈도 및 발생 강도를 각각 하나의 퍼지수

로 간주하여 Fig. 2(b)에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중간값, 

하한값, 상한값을 100 mm 선형 척도에 표시하게 하여 

두 개의 퍼지함수를 얻었고, 그 두 퍼지함수의 연산으

로부터 최종 리스크를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직관적인 방법에 의한 리스크 평가는 처

음부터 하나의 리스크 퍼지수를 통해 파악되지만, 분

석적 방법에서는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퍼지수와, 발생

강도를 나타내는 퍼지수를 각각 구한 후, 이들의 연산

으로부터 리스크 퍼지수를 구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각기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두 개의 퍼지리스크

소속함수(fuzzy risk membership function)의 비교문제로 

귀착된다.

3. 결과 분석

3.1 직관적 평가결과와 분석적 평가결과의 일관성

직관적 평가결과 얻은 리스크지수와 분석적 평가결

과 얻은 리스크지수는 동일한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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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PASW(Statistics Base) Ver.17.0의 -검정 대응비

교(paired -test)를 이용하였다. 피실험자의 응답이 누

락된 1개 상황을 제외하고 299개 상황에 대항 평가결

과를 분석한 결과, 분석적 결과의 리스크지수가 직관

적 평가시의 리스크지수보다 큰 경우가 44회 (14.7%), 

반대로 작은 경우가 59회(19.7%)이었으나, 대부분의 경

우 두 리스크지수는 동일하였다(196회, 65.6%). 최종판

단을 5등급으로 구분하는 경우조차도, 2개 등급 차이

가 나는 경우는 단 6회에 불과하였으며, 3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었다.

그 결과, 두 지수의 상관계수   (p=0.000)으로

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두 지수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        . 따라

서, 피실험자에게 있어 분석적 방법에 의한 평가든, 직관

적 방법에 의한 평가든 평가결과는 같은 결과를 얻는다

는 셈이다. 다만, 분석적 방법에 의한 평가는 고려대상으

로 하는 위험요인의 개선을 통하여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자 하는 경우에는 개선방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되었다. 

3.2 퍼지함수의 유사성

두 개의 삼각퍼지수  가 각각 ∈    
와 ∈     에서 정의되고,    , 

    라고 한다면, 퍼지수의 연산을 수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6).

 ⊙ ≈   (1)

두 개의 퍼지수, 다시 말해 두 개의 퍼지함수값이 같

은가 다른가를 표현할 때에는 통상 유사성 척도

(Similarity Measure)를 이용한다. 특히 Deng은 두 퍼지

함수 사이의 유사도(degree of similarity)를 비교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사다리꼴 함수를 이용하는 예제를 제

시하였다7). 두 퍼지수  의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 For intuitive assessment (b) For analytical assessment

Fig. 2. Illustrations shown to subjects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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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에서  는 등급별 평균적분값(graded 

mean integration)을 말한다8). 삼각퍼지수의 경우 

는 다음의 식으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3)

한편, 식(2) 중의 는 해당함수의 최고 확신도

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삼각퍼지수를 채택하

고, 각 피실험자의 응답을 대등하게 취급하기로 하면, 

    로 취급될 수 있다. 

퍼지 소속함수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방법은 정립된 

바 없다. 즉 모호함을 인정하는 퍼지이론이 적용된 이

상, 어느 한도 내에서 두 함수가 같은가 다른가, 다시 

말해 두 함수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한 

것이다. 그러나, 두 함수가 같다 다르다 하는 판단은 

정량적인 기준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

한 방법으로, 비모수 통계학의 Kolmogorov-Smirnov 검

정을 이용하였다. Kolmogorov-Smirnov 검정은 관측값

의 분포와 비교하고자 하는 특정 분포간의 누적분포 

값의 차이를 통해, 연속된 두 자료의 일치정도를 검정

하는 방법이다9).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가 해당 상황에서 반응한 직

관적 평가 결과와 분석적 평가 결과 사이에서 각각 유

사도를 구하고, 총 299개 응답에 대한 상황을 유사도에 

따라 크기순으로 정렬한 다음, 그 값을 1.00부터 0.05

씩 줄여가며 그룹을 만들어,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상

황의 리스크평가 결과의 유사성을 PASW, Statistics 

Base, Ver.17.0의 Kol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 

유사도가 0.90 이상인 상황에서 Kol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해서도 통계적 동일성이 확증된 경우는 40개 

상황 중 35개 상황 (87.5%), 유사도가 0.90 미만 0.80 

이상인 경우에는 36개 상황 중 33개 상황 (91.7%), 유

사도가 0.80 미만 0.70 이상인 경우에는 43개 상황 중 

37개 상황 (86.1%), 유사도가 0.70 미만 0.60 이상인 경

우에는 36개 상황 중 31개 상황 (86.1%) 등, 대체로 유

사도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사도가 그 

이하로 저하하면 0.60~0.50 범위의 경우 38개 상황 중 

29개 상황 (76.3%), 0.50~0.40 범위의 경우에는 46개 상

Fig. 3. Results of Kolmogorov-Smirnov test over similarity 
measure.

황 중 28개 상황 (60.9%)으로 급격히 저하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대체로 그 값이 0.6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의

미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유사성 척도 값이 

0.90 이상인 경우에도 두 소속함수가 같다고 할 수 없

는 상황도 확인되어, 유사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두 

평가결과가 일치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3.3 퍼지추론함수의 도출

퍼지추론은 제시된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근

거로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론원칙(IF~ 

THEN~ rules)을 만들고 이들을 종합, 적용하여 판단하

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것을 정리한 그림이 Fig. 

4이다10). 그림에서 입력요인 1, 2, 3 등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 여러 개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종합하여 일관

성있는 판단을 하느냐 하는 단계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재된다.

Fig. 4. General fuzzy inference syste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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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analytical risk assessment corresponding to 
‘very large’ risk

Risk : very large
consequence

5 4 3 2 1 sum %

5 17 2 0 0 0 19 35.9

4 17 4 0 1 0 22 41.5

3 6 4 0 0 0 10 18.9

2 1 1 0 0 0 2 3.8

likelihood 1 0 0 0 0 0 0 0

sum 41 11 0 1 0 53

% 77.4 20.8 0 1.9 0 100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추론규칙을 연구자 임의로 

정하여 논의하고 있어서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피실험자들의 의

견을 통하여 분석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결과를 근

거로, 그들의 판단규칙을 추론할 수 있는 퍼지추론함

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Table 1은 리스크 크기가 ‘매우 크다(very large)’고 

판단한 피실험자들의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299개 상황에 대한 응답 중 총 53회가 

‘매우 크다’고 응답되었지만, 언어변수는 같더라도 개

별적인 응답기준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스크지수가 빈도수준이 5, 강도수준이 5

인 경우 응답횟수는 17회이었지만, 빈도수준이 4, 강도

수준이 2인 경우의 응답횟수는 1회뿐이었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이 판단한 응답에 대하여 빈도수준과 강도수

준, 그리고 각 응답횟수를 곱하여 총합을 구한 다음 ‘매

우 크다’라고 응답한 총응답횟수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가장 확신도가 높은 리스크값, 즉 퍼지함수의 최대확신

도에 대응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빈도수준과 강

도수준의 곱으로 표현되는 리스크지수가 어느 한계값 

이상이나 이하에서는 해당언어변수로 응답한 응답자가 

없었다면 그것이 상한값, 또는 하한값이 된다. 

Fig. 5. Elicited fuzzy inference function in the present study.

각 언어변수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Fig. 5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실험자들의 리스크

평가 관련 소속함수는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다소 좌편향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실험에 활용된 일러스트레이션이 안전보건공

단에서 제작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쉽게 위험을 인지

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점을 이해한다면 제시된 상황의 

리스크가 크게 인식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리스크가 ‘작다(small)’라고 평가된 소속함수의 

경우에는 심하게 좌측으로 편향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피실험자 1인의 1회 응답이 다른 상황

이나 피실험자들은 물론, 해당 피실험자의 평가결과로

부터 자연스럽다고 하지 못할 만큼 상이하였다. 이 피

실험자는 해당 상황에 대하여 빈도는 ‘높다 (4등급)’, 

강도는 ‘매우 크다 (5등급)’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종합

적인 리스크는 분석적 평가나 직관적 평가 양쪽 모두 

동일하게 ‘작다 (2등급)’으로 표현하여, 평가의 일관성

에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해당 평가의 단 1회를 제외하

면 Fig. 4의 수정된 점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인 

형태는 다른 평가함수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정

리하자면 퍼지평가의 경우에도 통계적 실험자료의 이

상치(outlier)와 같이 동질성(coherehcy)을 보장할 수 없

는 자료가 개재될 수 있다는 점으로, 기계적인 자료정

리와 분석에 주의를 요한다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리스크 평가의 

방법론적 절차가 리스크 평가결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평가자는 방법에 관계없이 논리적 일

관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자는 분석적 평가방법이나 직관

적 평가방법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평가결과 획득되는 리스크 평가수준도 다르다는 증거

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퍼지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성 평가척

도는 통계적인 검정으로는 장담할 수 없으며, 유사도

가 높은 경우에도 통계적 검정을 통해서는 서로 상이

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체로 유사도가 

0.60 정도를 상회하는 경우에만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

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평가자들의 평가결과를 퍼지함수로 재구성해 

본 결과, 평가함수의 모양은 균형을 잡고 있었으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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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에 따라서는 의외로 일관성은 있지만, 평범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인간의 리스크평가

결과를 기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주의가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평가는 분석적 

평가든 직관적 평가든 결과는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리스크평가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다만, 분석 방법을 택하여 빈도와 강도, 한 가

지 측면에서 하나씩 검토해 나가는 것이 리스크평가 

이후 리스크 저감(risk reduction)을 통한 개선을 추진하

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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