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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1998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하던 ‘화학물질유통량조사’를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화학물질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제조량이 11.9%, 수

입량은 27.9%, 수출량은 39.5% 각각 증가하여 총 유통

량은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량 증가와 

함께 화학사고 발생현황은 2013년 86건, 2014년 104건, 

2015년 111건 등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

명 및 재산상의 피해도 상승하고 있다1). 특히, 구미에 

소재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화수소(HF) 누출사고는 

사망 5명, 진료의뢰 12,000여명, 농작물 피해 약 212 ha 

등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례로 화학사고에 대한 사회

적, 경제적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

기, 전자, 섬유, 화학, 건설 등 각종 산업의 발달과 함

께 화학물질이 주는 산업적 편익에 의해 사용량은 증

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그에 따

른 리스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

게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화학물질을 응용하고 있기 때

문에 화학물질 취급량이 증가 할수록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와 더불어 환경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는 확률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화학사

고의 영향으로 인해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

행되었고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

장은 장외영향평가서(ORA, Off-site Risk Assessment)를 

작성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

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RMP, Risk Management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ORA, RMP는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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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부터 확보하고 사고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근주민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ORA, RMP 

진행시 정량적 위험성 평가는 KORA(Korea off-site risk 

assessment supporting tool) 등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

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 위험성 평가에 

사용되는 신뢰도데이터는 외국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정량적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하게 지목되는 부분은 화학물질 취급 계통의 장치 및 

기기의 신뢰도 데이터로, 여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경우 각 산업부문 및 공장단위의 신뢰도 데이

터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실정

을 반영하여 최근 들어 국내 여러 전문기관에서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한 정량적 위험성평가의 신뢰도 활용방

안2)’과 ‘신뢰도 데이터의 국내 활용가능 알고리즘 및 

데이터 Storage Bed개발3)’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PCB제조 사업장 1개소에서 

10년 동안의 고장, 정비, 보수 이력 데이터를 집계하고 

축약한 결과를 설비 등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샘플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신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

전설계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PCB 공정 및 취급시설 개요

PCB(Printed Circuit Board) 제조공정은 크게 12개의 

공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Inner Layer Imaging, Cu 

Plating, Au Plating, Out Layer Imaging, SM 등 7개 공정

에서 염산과 같은 부식성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여 

전처리, 현상, 에칭, 도금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공정

에 화학물질이 공급되는 계통은 Fig. 1과 같이 외부 공

Fig. 1. Example of corrosive chemical supplying facility.

Table 1. Outline of chemical handling facility

Category Major item Comment

Handling 
amount of 
chemical

Name of 
chemical

Usage
(Yearly)

Storage
(Max. capacity)

19 types total, 
including these 
5 types

6 areas for
receipt/
shipment

Sulfuric acid 4,525Ton 20Ton

Hydrochloric 
acid 3,916Ton 20Ton

Nitric acid 327Ton 10Ton

Hydrogen 
peroxide 1,990Ton 20Ton

Sodium 
hydroxide 4,628Ton 20Ton

Equipment 
and facility

type amount type amount

Normal 
pressure 

storage tank
364 Drum & vessel 300

Pressure 
vessel

92(filters 
included) Scrubber 22

Dryer 24 Absorption 
tower 5

Pump 686 Dust collector 5

compressor 30 Heat distributor 34

급업체에서 탱크로리로 옥외 화학물질 저장탱크에 화

학물질을 주입하고 옥외 저장탱크의 펌프를 통해 옥상 

보조탱크로 화학물질을 이송하여 Atmospheric Pressure 

(1 atm)상태로 제조공정에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사용

한 화학물질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폐수처리 후 

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한다. 옥외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화학물질은 황산(60%), 염산(35%), 질산(60%), 과산화

수소(32%), 수산화나트륨(25%) 등이 있으며 사용량 및 

저장량과 취급시설 장치 현황은 Table 1과 같다.

2.2 주요 위험성

부식성 물질 공급계통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주

요위험 요인은 저장량, 고온/고압의 운전조건, 독성에 

대한 누출영향 등으로 평가된다. 위험성 평가 도구는 

작업활동에 대한 4M위험성평가, 화학물질 공급 및 취

급계통에 대한 HAZOP, What if Check list, KORA, 

FTA 등을 활용하고 있다. 옥외 화학물질 공급계통에 

대하여 HAZOP을 이용한 정성적 위험성평가 결과 

Table 2와 같이 화학물질 Leak, Over Flow, 역류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옥외화학물질 저장탱크 중 염산에 대

한 KORA 등의 정량적 위험성평가 결과, 최악의 시나

리오와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는 취급시설의 중심으로

부터 각각의 영향범위는 258 m, 71 m로 평가되어 피

해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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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D NO. PI-5G03HA-MT Review area From outdoor main hydrochloric acid tank to rooftop auxiliary tank

Target 
process

Hydrochloric acid supply system of factory
No. 5 Design intent

To supply chemical of outdoor main hydrochloric acid to 
rooftop auxiliary tank

P &ID NO. deviation Main cause result Current safety measure
Risk 
clas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PI-5G03HA
-MT-03

More Pressure
1. Closing of chemical 

 supply pump outlet 
backwardvalve

1. Pump failure, pipe   rupture 
and leakage

2. Poor quality and productivity 
due to chemical supply 
disruption

1. Pump outlet backward valve 
Lockout is installed

2. We provide training for this Lockout
4

1. Check condition of 
 Lockout

2. Parallel design of SIS  
system

Less 
Temperature

1. Damage of insulating  
materials in winter

1.Chemical leakage due to pipe 
crack caused by  cold wave 
in winter

1. Construction and frequent check of 
outdoor chemical pipe insulating 
materials

4 1. Regular check of  
insulating materials

No 
ELECTRICITY

1. Momentary power 
 failure of factory

2. Damage of control 
panel

1. Deactivation of  hydrochloric 
acid control panel and several 
sensors

2. Back flow of chemical  due 
to hydrochloric acid supply 
pumpdeactivation

1. Check control panel power condition 
after closing  main valve of storage 
tank

2. Install check valve to prevent back 
flow

3. daily patrol check of  electric 
facilities 4. check thermovision 
camera(once per month)

4

1. Check thermovision of  
control panel

2. Daily check of supply 
system pipe and flange

As well 
Corrosion

1. Gas &chemical leakage 
caused by poor flange 
connection

2. Corrosion of valve 
(O-ring), flange and 
gasket

1. Leakage of connection flange 
pipe

2. Risk of human skin contact

1. Furnish spare part of valve and flange
2. Replace valve during shutdown 

period(ex. Equipment check-up 
day)

3. Install flange soft cover
4. Management of valve LOTO and 

key

4

1. Check chemical leakage  
of flange(daily)

2. Wear PPE during  chemical 
infusion work

Table 3. Initiating events (Typical Frequency Values) for LOPA

No Initiating event Frequency 
of failure number

Reduction of passive risk Reduction of active risk

TTL
device

Reduction 
rate device

Reduction 
rate

1 Pressure Vessel Failure 1.E-06       

2 Piping Rupture 1.E-05 1 P-2
(Dike)

1.E-02 A-1
(gas detector)

1.E-02 1.E-09

3 Piping leak/100m(Diameter equivalent to 10%) 1.E-03 1
P-2

(Dike) 1.E-02
A-1

(gas detector) 1.E-02 1.E-07

4 Atmosphere Tank Failure 1.E-03 1
P-2

(Dike) 1.E-02
A-1

(gas detector) 1.E-02 1.E-07

5 Gasket/Packing Blowout 1.E-02 8 P-2
(Dike) 1.E-02 A-1

(gas detector) 1.E-02 8.E-06

6 Turbine/Diesel Engine over speed with casing breach 1.E-04       

7 Third-party intervention (external impact by Back-hoe, vehicle, etc) 1.E-02       

8 Lightning strike 1.E-03       

9 Safety valve open(Failure) 1.E-02       

10 Cooling Water Failure 1.E-01       

11 Pump Seal Failure 1.E-01 1
P-8

(spare Pump) 1.E-01
A-1

(gas detector) 1.E-02 1.E-04

12 Unloading/Loading Hose Failure 1.E-01 1 
P-2

(Dike)  1.E-02   1.E-03 

13 BPCS Instrument Loop Failure 1.E-01       

14 Regulator Failure 1.E-01       

15 Minor external fire 1.E-01 1   A-4
(firefighting facility) 1.E-01 1.E-02

16 Large external fire 1.E-02       

Overall decrement of risk by reduction measure ∑ [(frequency X number) X (passive risk reduction) X (active risk reduction) 1.11E-02

Table 2. HAZOP (Hazard & Operability) stud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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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장 자체 신뢰도 데이터 필요성

Fig. 1에 대한 LOPA(Layer of Protection Analysis)4)를 

Table 3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반 정량적(Simplified 

quantitative) 위험성평가인 LOPA를 진행할 경우 개시사

건(Initiating event) 고장빈도는(CCPS, “LOPA: Simplified 

process risk assessment”, 2001) 사고에 대한 위험 제어와 

충분한 IPL(Independent Protection Layer)이 있는지를 판

단하고 방호계층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고

장율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복잡한 장비에 대한 고장 모델은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도 데이터를 활용

한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가 더 적합하다.

고장률은 기기/장치의 물리적 경계, 공정난이도, 주

변환경(온도, 습도, 진동, 외부 환경에 의한 부식 등)으

로 인하여 동일 부품이라도 다른 집단에 있는 경우 다

른 신뢰도 특성(운전환경과 운전 및 보수 지침 등이 다

르기 때문에)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CCPS 고장률 

데이터는 Table 45)와 Table 55)과 같이 Lower, Mean, 

Upper로 표시하고 있다.

Table 4. Failures : Piping system rupture

Table 5. Failures : VESSELS Leakage

2.4 국외 신뢰도 데이터 베이스 현황

국외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는 OREDA(Offshore Reliability 

Data),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and 

Electronics Engineers), CCPS(The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OGP(Oil&Gas Producers) 등4-10)이 있으

며 Table 67-11)과 같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외 신

뢰도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Reliability 

Data Storage Bed에 입력되었으나 아직 사용할 수 있도

록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3). 

2.5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

이 연구에서 사용 된 고장 모델은 IEEE 간행물 및 

IPRDS의 고장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Table 73,6)과 

같이 장비 유형, 고장의 심각성 및 고장 유형을 분류하

였다.

2.6 Weibull분포 고장률 함수

Weibull distribution는 지수 분포를 일반화한 분포로서 

형상모수(shape parameter)의 값에 따라 고장률이 시간 증

가에 따라 증가하는 IFR(Increasing Failure Rate), 고장률

이 시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CFR(Constant Failure 

Rate),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고장률이 감소하는 DFR 

(Decreasing Failure Rate)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분포이다. 이러한 Weibull distribution의 누적분포함수

(CDF :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확률밀도함수

(PDF :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고장률함수(HF : 

Hazard Function)는 모수의 변화에 따라 식1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1)

  shape parameter

  scale parameter

 time or other index corresponds to time

  mean time to first failure

  reliability function

2.7 SIS(Safety Instrument System) & SIF (Safety 
Instrument Function)

SIS는 프로세스 컨디션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Sensors, 하나 이상의 Logic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인 

Logic Solvers, 안전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작동을 하는 장치인 Final Elements로 구성된 SIF(Safety 

Instrumented Function)가 결합된 “System”을 말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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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fety instrumented functions versus safety instrumented 
systems.

공정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수행

하는 시스템이다. Instrument Loop로도 알려진 SIF는 

Sensor, Logic Solver, Final Element 3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합쳐진 것을 말한

다. Fig. 2는 SIS와 SIF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SIF의 PFD(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값을 구

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각 Sensor, Logic Solver, Final 

element의 PFD값을 파악하여 더해주면 SIF의 PFD평균 

값을 구할 수 있다14).

    (2)

  Average PFD of SIF

  PFD of Sensor

  PFD of Logic Solver

  PFD of Final Element

2.8 SIL 등급의 산정 절차

SIL 등급은 Fig. 315)의 위험 그래프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되 이에 대한 위험변수는 인적안전, 환경피해, 

재산피해에 대한 각각의 변수를 적용하여 가장 높은 

SIL등급을 적용한다. 각각의 위험변수는 결과(C), 빈도

와 노출시간(F), 유해위험 회피 가능성(P), 원하지 않는 

사고 발생 가능성(W)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Fig. 3. Risk graph.

RDB Developer Characteristic Remark

OREDA Norway petroleum 
association

•To collect reliability data for safety devices
•Maintenance, operation data analysis, reliability change, high quality RDB, operation
•Failure data of equipment in offshore refinery and petroleum chemical plant
•Offshore, Onshore design and safety integrity level
•Widely used for system interpretation in respect of functional safety

Suggests
repair time

During standard 
period and

per failure mode

IEEE IEEE •Reliability Data for Pumps and Drivers, Valve Actuators and Valves
•RDB of OREDA and IEEE is similar despite of different industrial field

CCPS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Failure rate for operating hour of 1 million with more than 1,000 equipments 
•Refer to various RDB such as OREDA and IEEE and provide detailed reference such as industry,  

base time and data
•Failure mode and failure rate (average minimum and maximum) per equipment type (excluding MTTR)

Failure rate in 
maximum/minimum average

OGP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of 
oil&gas production

•Optimized for Oil&Gas Production Industry as it puts together OREDA, MIL-HDBK-217F, FPRD, NPRD, 
FARADIP, IEEE, EIREDA and so on

•Exposure frequency of 16 types of equipment such as metal pipe, pressure vessel, flange and valve
•Frequency of leakage according to size of equipment/device and leakage hole

Table 7. Equipment failure model 

Division Classification Contents Remakes

Type of
equipment

Active Physical motion or activity in the performance of an equipment's function (e.g., rotating equipment)

Guideline For process 
Reliability Data with Table 

Figure2.1
Figure2.2

Passive Equipment not physically actuated in order to perform its function (e.g., piping, storage tanks)

Severity

Catastrophic A failure that is both sudden and causes termination of one or more fundamental functions

Degraded A failure that is gradual or partial

Incipient An imperfection in the state or condition of equipment such that a degraded or catastrophic 
failure can be expected to result if corrective action is not taken

Type of
Failures

Revealed 
failures

Operator detects failure right after it happens
(Sudden termination of raw material pump)

Demands
Unrevealed

failures
Operator cannot detect failure in normal condition(activated in certain situation only -emergency alarm, 
termination system and so on)

Table 6. Reliability database of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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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설계

Fig. 45)와 같이 10년 동안의 고장, 정비이력을 데이

터를 Oracle서버에서 집계하여 원본 데이터를 분류하

고 검토하였다. 분류된 데이터는 CCPS TAXONOMY3,5)

에 따라 개체수, 구성요소, 고장건수, 운전시간, 운전요

구 건수 등을 분석, 분류하여 데이터로 정렬하였다. 이

렇게 분류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장률을 계산했다. 

고장률도 중요하지만 고장발생시 수리에 걸리는 시간

은 생산성 및 안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CCPS 신뢰도 데이터 Table에 수리시간을 추가로 

넣어 데이터 Table을 마련하였다.

Fig. 4. Process equipment reliability data : data sources, data 
flow, and data use.

4. Weibull분포 고장률 계산

먼저 Weibull분포 고장률 함수를 구하기 위해 Minitab

을 이용하여 운전시간에 대한 통계량을 Fig. 5와 같이 분

석하였다. 운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PDF와 생존확률이 

감소하고 위험함수가 증가하는 Weibull 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된 통계량 중 형상모수, 척도모수, MTTF를 식1

에 대입하여 고장률을 Table 8과 같이 산출 하였다.

Fig. 5. Weibull distribution statistical analysis of failure data.

5.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한 

리스크 감소형 안전설계 기준적용

5.1 옥외 염산공급 시스템에 대한 FTA
염산 35%는 증기압(Vapor pressure)이 105.3 mmHg 

@ 25℃로 누출시 대기확산 범위가 넓어 위험성이 높

기 때문에 옥외 염산 공급시스템에 대하여 FTA를 진

행하였다. 사업장 자체 HCl Level Sensor 고장률 데이

터와 CCPS 데이터 중 Valve 고장률 데이터를 활용하

여 옥외 염산공급 시스템(Fig. 1)에 대한 FTA를 진행한 

결과 1.08E-3으로 평가 되었다. OGP & CCPS 고장률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는 5.00E-4로 평가되어 사업장 

자체신뢰도 데이터에 의한 FTA 결과가 Fig. 6과 같이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5.2 안전설계 기준적용

SIL Analysis worksheets를 사용하여 인적안전 SIL등

급, 환경피해 SIL등급, 재산피해 SIL등급 중 가장 높은 

SIL등급을 산정하여 요구수준 SIL등급을 Table 9와 같

이 선정하였다.(환경피해 SIL등급이 가장 높음) 염산공

급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SIF(Fig. 7)의 

Sensor에 1oo2, Logic solver에 1oo1, Final element에 

1oo1 SIL을 적용하였다. 

Equipment Failure type Failure mode Shape parameter Scale parameter
Failure rate(per hr) Active rep. hrs

Lower Mean Upper Mean Max

Pump

Catastrophic Fails while running 1.62 43633.4 9.3.E-06 3.2.E-05 5.8.E-05 1.2 2

Degraded Fails to run at rated speed 1.87 34442.5 1.2.E-05 4.9.E-05 9.8.E-05 2.1 10

Degraded External leak 3.9 31535 4.2.E-05 9.3.E-05 3.0.E-04 1.2 2

Sensor

Catastrophic No output 6.74 65369.1 3.2.E-06 6.8.E-05 2.3.E-04 0.9 1.5

Catastrophic Spurious respons 6.54 59258.8 3.9.E-06 7.3.E-05 2.0.E-04 0.8 2.2

Degraded Erratic output 2.27 75723.7 9.7.E-06 2.6.E-05 5.6.E-05 0.7 1.0

Table 8. Reliabilit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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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pplies SIL3 to a hydrochloric acid supply system.

PFDavg 계산에는 RBD(Reliability Block Diagram), FTA 

(Fault Tree Analysis), Markov Chain의 3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응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RBD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SIL3를 충족하는지 FTA로 확인하

였다. Table 10과 같이 각 PFDavg는 ICE61508의 1oo1 및 

1oo2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보다 정교한 SIL 계산을 위해 PFDavg 공식에 CCF 

(Common Cause Failure) 및 PTC(Proof Test Coverage)를 

포함하였다12-14). 

SIF에 SIL3 적용 후 안전성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

FTA using business site & CCPS failure rate data FTA using OGP and CCPS failure rate DATA 

Fig. 6. Comparing reliability data FTA.

Table 9. SIL Analysis worksheets 

Control unit number MT-U158-100019

P &ID No PI-5G03HA

Personal Safety Consequences Environment Consequences Asset Loss Abbreviation

C C2 C C3 C C2
C = Consequence risk parameter
F = Frequency and exposure time Risk parameter
P = Possibility of avoiding hazard risk Parameter
W = Possibility of the unwanted Occurrence
NMRR = necessary minimum risk reduction

F F1 F - F -

P P2 P P2 P P2

W W2 W W2 W W2

NMRR 1 NMRR 3 NMRR 1

SIL Level SIL 1  SIL 3  SIL 1 Demand SIL Level SIL 3

Device λSd λSu λDd λDu SFF Voting PFDavg Proof Test Interval HFT

Level Transmitter 5.77E-07 9.40E-08 1.32E-06 9.20E-08 95.6% 1oo2 3.35E-04 1 year SIL3

SIL3  Logic Solver AI Module 2.93E-06 6.54E-09 6.14E-06 1.30E-10 100.0% 1oo1 5.30E-06

10 year SIL3SIL3  Logic Solver CPU Module 1.24E-06 3.45E-09 2.76E-06 2.00E-11 100.0% 1oo1 8.15E-07

SIL3  Logic Solver DO Module 6.23E-06 3.40E-10 1.33E-06 2.30E-12 100.0% 1oo1 9.37E-08

MCC Contact 0 1.00E-06 0 6.20E-07 61.7% 1oo1

1oo2

2.58E-03

1 year SIL3

Safety Relay 1.98E-07 6.27E-08 3.66E-09 2.00E-11 100.0% 1oo1 8.32E-08

Solenoid Valve 0 2.95E-07 0.00E+00 6.80E-08 81.3% 1oo1 2.47E-04

Actuator 0 1.89E-08 0 1.42E-09 93.0% 1oo1 5.16E-06

Ball Valve 0 3.22E-08 0 1.71E-08 65.3% 1oo1 6.22E-05
* HFT : Hardware Fault Tolerance
* Provide Reliability (Failure) Data : YOKOGAYA Electric

Table 10. The Reliability (Failure) data of SIF (About hydrochloric acid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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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IL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Definitions IEC 
61508-1, 2000)

SIL
PFD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per year)

1/PFD
(Risk Reduction Factor)

SIL 4 ≥10-5 to＜ 10-4 100,000 to 10,000

SIL 3 ≥10-4 to＜ 10-3 10,000 to 1,000

SIL 2 ≥10-3 to＜ 10-2 1,000 to 100

SIL 1 ≥10-2 to＜ 10-1 100 to 10

Table 12. Comparison of FTA results

No Reliability FTA Risk Reduction

C1 Own RDB 1.08E-3 Pump outlet flange valve 
LockoutC2 OGP 5.00E-4

C3 SIL 3 1.50E-4
Applying SIS & SIL, 

Proof Test

C1-C3 Own RDB - SIL 3 -9.30E-4 Risk reduction
 

하여 SIS에 대하여 Total SIS’s PFDavg를 식2을 적용하

여 FTA로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Total SIS’s PFDavg는 

1.50E-04로 평가되며 Table 11의 SIL3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및 고찰 

이 연구를 통해 사업장 자체 RDB를 분석, 구축하였

고 부식성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하여 자체 RDB와 

OGP RDB를 이용하여 FTA진행하였다. 자체 RDB에 

의한 FTA 평가 결과 신뢰도가 낮게 평가됨에 따라 염

산공급시스템의 SIS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설계 기준을 연구하였다. 부식성 화학물질 취급공

정 및 PCB공정 전반에 대하여 신규설계 및 변경관리 

시점에서 신뢰도 향상을 위해 SIS에 신뢰도 데이터베

이스에 기반한 SIL을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그 결과와 

운영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Table 12와 같이 FTA결과가 C1 ＜ C2 ＜ C3 순

으로 분석되었으며, C1대비 SIL3를 적용한 C3의 고장

확률값이 9.30E-4 만큼 낮게 나타났다.

2) 자체 RDB Table 8의 Sensor와 Table 10의 Level 

Transmitter의 PFD를 비교하면 SIL3 적용 Sensor의 PFD

가 낮은 나타났다.

3) 1), 2)항에 의하여 SIS의 SIF계통을 설계할 때에는 

Sensors, Logic Solvers, Final Elements에 대한 SIL Level

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 대상 사업장과 같이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 

공급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먼저 Failure 

severity에 따른 Taxonomy Table을 마련하고, SIS 중 

Severity가 높은 부분부터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SIF 셋트 별로 SIL Level 적용 할 경우 점진적으로 안

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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