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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정안전 기술은 정성적 방법인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study)으로부터 준 정량적 방법인 

LOPA (layer of protection anaysis)로 발전되었고 현재 

보다 정량적인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HAZOP

은 사고 시나리오 추정에 기초하므로 안전성 향상에 

한계가 있고, LOPA는 대략적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

어 위험성 평가에 한계가 있다. 정량적 위험성 평가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QRA)는 확률계산을 기초

로 한다. 이때 자주 FTA (faut tree analysis)가 사용된

다1). FTA는 사고 시나리오를 AND 및 OR 게이트로 

연결된 사건트리(event tree) 형태로 나타낸다. 이 방법

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사

건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처리가 어렵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르코프 프로세스(Markov 

process, MP)가 있다2). MP는 사건 전개를 상태의 변화

로 다루며, 미래 상태는 과거의 사건 순서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에만 의존한다. MP는 연속(continuous) 및 

이산(discrete)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우 마르코프 연쇄

(Markov chain, MC)라 부른다3). 이 방법은 각 사건이 

독립적이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존재 가능한 모

든 상태를 정의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FTA보다 복

잡하다. FTA와 MP는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4). 본 연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중 일부가 서로 부분적으로 

종속된 경우 각 사건의 확률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연속 MP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여기에 리스크 

기반 점검(risk based inspection, RBI)5)부터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FME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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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ocess safety technology has developed from qualitative methods such as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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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risk assessment (QRA) is often based on fault tree analysis (FTA). FTA is efficient, but difficult to apply when failure 
events are not independent of each other. This problem can be avoided using a Markov process (MP). MP requires definition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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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bull distribution model in order to construct a reliability model for multiple dependent failures. As a case study, a pressure safety 
valve (PSV) is considered, for which there are three kinds of failure, i.e. open failure, close failure, and gas tight failure.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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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Weibull 분포 모델을 적용

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진

의 국가산업단지 압력안전밸브(pressure safety valve, 

PSV) 점검결과7)에 적용한 사례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제안된 방법

2.1 마르코프 프로세스 모델

어떤 시스템이 n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면 각 요소의 고장이 TRUE 또는 FALSE인 2n 가지 

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속 마르코프 프

로세스(continuous Markov process)의 상태 다이어그램

은 n = 3일 때 Fig. 1과 같다. 여기서 각 상태의 값은 

시스템 구성요소 A, B, C의 고장여부를 나타내며 

는 상태 에서 상태 로의 전이율(transition rate)이다.

Fig. 1. Markov state diagram for the proposed method.

각 상태의 확률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다음과 같

은 초기값 문제(initial value problem, IVP)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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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이율 는 다음과 같이 고장률(failure rate) 

∈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는 A와 B의 동시 고장률을 나타내며 만약 

A와 B가 서로 독립적이면   이다. 각 고장률 

는 해당 모델로부터 계산되며 각 모델은 위 식에 적

용했을 때 항상  ≥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2 Weibull 분포 모델

어떤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이내에 작동 실패할 확

률을 의미하는 고장함수(failure function)는 주로 다음

과 같은 Weibull 분포 모델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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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형상모수(shape parameter), 는 척도모

수(scale parameter), 는 위치모수(location parameter)

이다. 고장률은 위험함수(hazard function)와 같으며 다

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3)

고장률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초기고장(early life 

failure)은   , 고장률이 일정한 우발고장(random 

failure)은   , 고장률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마

모고장(wear out failure)은   로 모델링할 수 있다. 

고장률은 운전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조

건이 가혹할수록 작은 값의 를 사용함으로써 반영

할 수 있다5). 이때 운전조건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급격한 변화나 진동 또한 가혹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함께 반영하여 를 시간의 함수로 다루는 기법

을 제안한 바 있다8). 매개변수 는 현재시간과 장치

의 사용시간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어떠한 고장도 없는 신뢰성함수(reliability function)

와 일부라도 고장이 있는 고장함수(failure function)는 

각각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함수 는 앞서 정의한 MP 모델로부터 구

한다.

3. 사례연구

3.1 압력안전밸브 점검결과 분석

압력안전밸브는 공정안전을 직접 담당하므로 정확

한 신뢰성 평가와 체계적인 유지보수(maintenance)가 

필수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진7)은 국가산업단

지내 약 6,500개의 압력안전밸브를 2010년부터 2016

년까지 점검하였다. 열림고장(open failure), 닫힘고장

(close failure), 기밀고장(gas tight failure)의 집계결과는 

Table 1과 같다7). 이때 각 고장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두 가지 이상의 중복고장은 해당 고장확률

들을 곱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Table 1에 이 수치

도 함께 표시하였다. 측정치와 추정치를 비교하면 열

림고장과 닫힘고장은 서로 종속적임을 알 수 있다. 나

Table 1. PSV inspection results7)

Failure type Measured (%) Presumed (%)

Open 33.00 -

Close 37.48 -

Gas tight 55.26 -

Open and Close 23.31 12.37

Open and Gas tight 15.50 18.24

Close and Gas tight 19.28 20.71

Triple  7.80  6.83

Fig. 2. Markov state diagram for the case study (A: open 
failure, B: close failure, C: gas tight failure).

Fig. 3. Individual failure data.

머지 고장은 모두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마르코

프 상태 다이어그램은 Fig. 2와 같다.

압력안전밸브(PSV)의 시간에 따른 점검결과를 그

래프로 나타내면 개별고장은 Fig. 3, 다중고장은 Fig. 

4와 같다.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는 해당논문7)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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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ultiple failure data.

건수 대비 고장건수 그래프와 연도별 점검률 도표로

부터 점검시간 대비 고장확률로 재구성한 것이다. 여

기서 각 점은 약 500개의 PSV에 해당하며 추정 점검

완료시점과 누적 고장확률을 나타낸다. 고장률은 그

래프에서 세로축 함수  ln  의 기울기와 같

다. 개별 PSV에 대해서는 가 증가함수이므로 이 

함수도 증가함수가 되어야 하나, 많은 PSV가 유지보

수 및 교체되는 상황이므로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래프의 가로축 시간 를 점검시점이 아

니라 점검대상 PSV의 사용시간으로 정의하면 보다 

정확한 증가함수를 얻을 수 있겠으나 해당 정보는 보

고되지 않았다.

3.2 압력안전밸브 집단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PSV의 고장형태를 개별적으로는 마

모고장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발고장에 따른다고 가

정한다. 즉, 개별 PSV의 유지보수 및 교체에 의해 전

체 PSV의 고장률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때 Fig. 3

의 데이터에 맞춘 세 가지 고장함수의 매개변수는 다

음과 같다.

  ,   y,  y
  ,   y,  y
  ,   y,  y

여기서 A는 열림, B는 닫힘, C는 기밀을 나타내며,  

값은 점검시작 시점에서의 PSV의 평균 사용시간이 

약 7년으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이 고장함수들의 그

래프는 Fig. 3에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위에서 결정된 고장함수로부터 얻어지는 개별 고장

률은 다음과 같다.

 

 y,  
 y,  

 y

만약 A, B, C가 서로 독립적이라면 동시 고장률은 모

두 0이다. 이때 다중 고장확률은 해당 고장함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Fig. 4에서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들 중 열림 및 닫힘 이중고장, 즉 

에 대한 그래프만 해당 데이터에 비해 매우 낮

은 위치에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와 B

가 종속적이기 때문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시 고

장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y,     

이를 MP 모델에 적용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여기서 

 ,  , 는 각각  ,  , 

이며 ⋯ 는 A, B, C가 서로 독립

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된 확률을 나타낸다.

열림 및 닫힘 이중고장 확률과 세 가지 모두가 고

장일 확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

∧ 

∧∧ 

이 결과를 Fig. 4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두 모델 모

두 위로 이동하였으며 열림 및 닫힘 이중고장 모델은 

데이터에 근접하였으나 삼중고장 모델은 다소 높게 위

Fig. 5. Probabilities of Markov process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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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rrors of models in -ln[1 -F (t )]

Time (y)
Open and close failure Triple failure

Presumed Proposed Presumed Proposed

1.642 －0.0407 0.0074 －0.0600 －0.0388

2.473 0.0124 0.0634 －0.0157 0.0083

3.938 0.0304 0.0857 0.0118 0.0404

4.366 －0.0069 0.0496 0.0172 0.0471

4.743 －0.0425 0.0150 －0.0181 0.0128

5.054 －0.0969 －0.0386 －0.0194 0.0125

5.226 －0.1942 －0.1356 －0.0214 0.0109

5.398 －0.1981 －0.1390 －0.0460 －0.0131

5.570 －0.1815 －0.1220 －0.0478 －0.0144

5.742 －0.1567 －0.0969 －0.0406 －0.0067

5.913 －0.1348 －0.0745 －0.0307 0.0036

6.332 －0.1437 －0.0825 －0.0205 0.0150

7.000 －0.1466 －0.0840 －0.0077 0.0296

Average －0.1000 －0.0425 －0.0230 0.0082

RMSE 0.1267 0.0864 0.0315 0.0239

치되었다. 구축된 모델은 Fig. 5에서      및 

  로 검증(verification)하고 Fig. 4에서 오차

분석을 통해 유효성 검사(validation)를 할 수 있다. Table 

2는 열림․닫힘 이중고장과 열림․닫힘․기밀 삼중고

장 모델의 오차분석 결과이다. 독립고장 모델 추정치와 

제안된 모델 예측치의 측정치로부터의 편차를 비교하

였다. 제안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균오차와 평균 제

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가 모두 0에 가

까워진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는 PSV의 사용시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4. 결 론

부분적으로 종속된 다중고장을 반영하는 연속 마르

코프 프로세스 및 Weibull 분포 기반 신뢰성 모델 구

축기법을 제안하였다. 사례연구로서 압력안전밸브 집

단의 시간에 따른 세 가지 개별고장과 이들이 중복된 

다중고장 확률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델검

증 결과 서로 종속된 이중고장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보다 많은 경우

의 수의 고장상태도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공정시스템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에 적용가능

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개별고장 모델이 필

요하며, 엄밀한 신뢰성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운

전, 점검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얻어지는 대규모 데이

터의 체계적인 축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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