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

험 장비 및 설비는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정량적 위험성평가는 공정에서의 유해⋅위험요인

을 확인하여 시나리오별 강도와 빈도를 조합하여 표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공정 설비 

및 장치의 고장빈도 데이터가 미비하여 국외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화학사고 예

방을 위한 정량적 위험성평가의 신뢰도 데이터 활용방

안(2015)1)에서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9개 컨설팅 기관의 68%가 해외의 신뢰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현장에서 수집

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고장⋅사고 수의 부족으로 표본

이 불충분하거나, 관찰시간이 짧아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산출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국외 데이터만을 인용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안전보건공단에서 ‘화학사

고 예방을 위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의 신뢰도 데이터 

Fig. 1. Reliability data acquisi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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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1)’을 선행연구로 ‘신뢰도 데이터의 국내 활용

가능 알고리즘 및 데이터 Storage Bed 개발2)’등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산업현장 고장 데이터의 활용방안으로 국외 문헌의 고

장 데이터와 산업 현장 고유 고장 데이터의 베이지안 

합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CCPS(The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의 ‘Guidelines for Improving Plant Reliability 

Throug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1998)3)’의 데이터 

선택⋅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부식성 물질을 사용하

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고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고장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국외 문헌의 데이터에 산업 현장 고장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베이지안 합성 고장률 데이터와 문헌

의 고장률 데이터를 실제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고장률 데이터와 비교하여 베이지안 합성 방법의 효용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

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

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

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연구는 일

반적인 정량적 위험성 평가 수행절차를 따른다. 대상

공정에 HAZOP(Hazard and Operability Study)을 이용하

여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조사하였고 위험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시

나리오에 대한 빈도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Fig. 2와 같다. 

SYSTEM DESCRIPTION 단계에서는 국내 인쇄회로

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제조 공장의 DF공정

을 분석 대상공정으로 설정하였다. 

HAZARD IDENTIFICATION 단계에서는 부식성물질 

용액이 저장탱크에서 펌프를 동력으로 수세설비까지 

이송되는 Node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였다. 

SCENARIO SELECTION 단계에서는 HAZOP을 통

해 도출된 시나리오 중, 위험성이 높은 시나리오 이탈

상태의 원인이 되었던 펌프의 고장 시나리오를 선택하

였다. 

QRA MODEL CONSTRUCTION 단계에서는 발생 

가능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대상을 정의하는 

DEFINE CONTEXT 단계에서는 펌프의 고장을 설정하

였다. 

그리고 REVIEW SOURCE DATA 단계에서는 사업장

의 Failure history와 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1)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신뢰

도 데이터베이스인 OREDA(Offshore Reliability Data)4), 

CCPS5), OGP(Oil & Gas Producers)6),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7)를 검토하였다. 

CHECK DATA APPLICABILITY 단계에서는, 공정 내 

수많은 펌프 중 유량, 사용 압력, 운전 온도 등의 작업 

Fig. 2. Study methods and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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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유사한 펌프들을 조사하여 총 17개 펌프의 고장 

이력을 사용하였다. 해외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에선 연

구대상 설비와 사용 환경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펌프

의 타입⋅유량까지 제시된 IEEE, Rotary pump의 under 

500GPM 고장률데이터를 활용하였다.

CALCULATE LIKELIHOOD 단계에서는 와이블 분

포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신뢰도 함수와 고장률 함수를 

추정하였고, MINITAB 16 S/W를 활용하여 분포 적절

성을 검토하였다. COMBINE RELIABILITY 단계에서

는 안전보건공단의 ‘신뢰도 데이터의 국내 활용가능알

고리즘 및 데이터 Storage Bed 개발2)’ 연구보고서에 산

업현장 특성을 반영하기 제시된 베이지안 방법을 활용

하여 PCB 제조공정의 고장데이터와 IEEE의 고장데이

터를 합성한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3. 신뢰도와 고장률 

3.1 신뢰도와 고장률 함수

신뢰성의 척도는 신뢰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신

뢰도 함수란 신뢰도를 사용시간 t의 함수로 나타낸 것

으로서 그 값은 시간 t에서의 생존확률이 된다. 예를 

들어 초기 부품의 총 수를 N개, 시간 t에서의 생존수를 

라고 하면 시간 t에서의 생존확률는 아래식

과 같다.

 


(1)

t까지 고장 난 부품의 불 신뢰도 F(t)는 아래와 같다.

  


(2)

따라서 t=∞에서 부품의 전부가 고장 난다면, F(t=

∞)=1 이므로 아래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어떤 시점 t와 ∆시간 사이에 발생한 고장률을 

구간고장률(Failure Rate During the Interval) 라고 하며, 

이것을 ∆로 나누어 단위시간당 고장률로 환산한 것

을 단위시간당 고장률(Failure Rate per Unit Time)이라 

한다. 단위시간은 주행거리(km) 또는 사용횟수(Cycle)

가 될 수 있으며 단위시간당 고장률을 식으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단위시간당고장률∆·
∆

(4)

순간고장률(Instantaneous Failure Rate)은 ∆가 0으로 

수렴할 때 고장률의 극한값이다. 그러므로 순간고장률

을 고장률함수(HF, Hazard Function)라고도 부르며, 이

것을 로 놓으면 다음과 같다.

  lim∆→∆·
∆


 ·








 



(5)

3.2 고장확률밀도함수

일반적으로 고장확률밀도함수(Failur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는 확률변수와 그것의 발생확률을 연결하는 

함수 로 정의된다. 를 구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도수분포도의 형태로 그려보는 것이 정확하지만, 대개

의 데이터는 실험을 통하여 유도된 것으로서 그것의 

분포함수는 취급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한 곡선

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이나 계산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분포곡선(표준분포곡선)들

을 사용하여 실험 데이터에 대한 분포함수를 구하는 대신 

관측된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표준분포곡선을 찾아 사용

하게 된다. 부품의 고장률 형태곡선은 세 가지 유형이 

복합된 것으로서 이들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감소(Decreasing Failure Rate) ;  ≺ 

  

 





 



·exp





 





 (6)

 : 척도모수(Scale parameter)

 : 형상모수(Shape parameter)

일정(Constant Failure Rate) ;    

  ·exp (7)

 
증가(Increasing Failure Rate) ;  ≻ 

  

 ·exp



 (8)

이와 같은 세 가지(또는 그 이상)유형의 고장률 형태

곡선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로 와이블 분포가 사용된다. 

와이블 분포는 재료의 약화에 따른 수명분포를 해석하

기 위하여 제안되었고 형상모수에 따라 분포의 형태가 

유동적이어서 공학적인 문제 해결에 응용되고 있다. 

와이블 분포는 고장날 확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

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 일정한 경우 모두를 추정할 

수 있다. 와이블 분포에 사용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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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함수 

  exp




 





 (9)

불 신뢰도 함수 

  exp




 





 (10)

고장확률밀도 함수 

  

 





 



·exp





 





 (11)

고장률 함수 

  

 





 





(12)

4. 고장 데이터 합성 

4.1 균일 표본의 합성

신뢰도 데이터군이 n개이고 이들 데이터군의 신뢰

도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평균수명

(MTTF, Mean Time to Failure)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

법은 매우 간단하게 수명을 계산할 수 있지만 모든 관

찰부품이 동일한 신뢰도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

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제조회사 부품, 동일한 보수정

책 등이 수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총 N개의 군과 

K개의 부품을 관찰할 때 예측되는 평균수명은 다음과 

같다.

 





  







 (13)

 : 번째 군의 총 부품 생존시간

 : 번째 군의 총 부품 관찰시간

4.2 베이지안 추정에 의한 합성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문헌을 통한 일반적 고장 데

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 설비에 대한 실제 고장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고려한 추

정치를 얻고자 할 때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하며, 추정

에 필요한 정보와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ior probability 

추가적인 정보가 있기 전의 어떤 사건에 대한 사전

적 확률, 즉 문헌 등에 나타난 확률

Evidence 

추가적인 정보, 즉 최근 얻은 확률

Posterior probability 

사후적 확률, 추가적인 정보와 사전적 확률을 고려

한 확률

를 현장의 실제 사고 등을 통하여 얻은 확률이

라 하고 가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의 사전적 확률

이라 하면 사후적 확률는 다음 식과 같다11).


 ·

·
 ·

(14)

5. 고장 데이터 수집 

5.1 국외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조사

위험성 분석에 필요한 고장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유사한 장치 및 비슷한 환경하에 있는 다른 시설에서 수

집된 고장률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를 

Generic Failure Data라 부른다. 주로 이용되는 Generic 

Failure Data는 OREDA, CCPS, IEEE, OGP의 데이터가 

있으며 이들을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이 연구에선 고

장률 분석 대상설비와 사용 환경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펌프의 타입⋅유량까지 제시된 IEEE, Rotary pump의 

under 500GPM 고장률데이터를 활용하였다.

5.2 대상 공정의 고장 이력 조사

사례연구의 대상은 국내소재의 PCB 제조 사업장이

다. PCB 제조공정은 Inner Layer Imaging, Cu Plating, 

Out Layer Imaging, S/M 등 크게 12가지 공정이 있고 

Division OREDA (2015) CCPS (2010) IEEE (1984) OGP (2010)

Target 
equipment 

Offshore and offshore equipment 
and partial onshore equipment

Electrical, instrumentation and 
process equipment Mechanical and electrical equipment On and Offshore equipment exploring, 

producing oil and gas

feature

More indicators are presented than 
other databases, such as Standard 
compiling, n/Γ, and Active repair 
time

A simple drawing of the facility and 
device provides information to help 
you understand the boundaries of 
the equipment

Another database presents failure 
rates by type of pump, but IEEE 
presents failure rates considering 
pump type and flow rate.

Data is organized based on the number 
of leaks by the size of the leak hole, 
not the number of failures of the 
equipment or facilities

Table 1. Comparison of overseas reliabilit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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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이력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12). 이 연구는 

2008~2017년도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고

장 이력은 작성 일시, 작성자, 팀명, 장치 설치 일자, 

수리 시작 일자, 기계 이름, 고장 명, 고장 사유, 고장 

원인으로 작성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정에서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등의 부식성물질을 취급하기 때문

에 마모⋅부식 고장의 형태가 많다.

6. 사례 연구 

6.1 대상 공정개요와 유해위험요인 확인

옥외저장탱크에 저장된 부식성물질 용액은 옥내저장

탱크에서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농도로 조정된다. 옥내

저장탱크에서 농도가 조정된 부식성물질 용액은 펌프

를 동력으로 설비까지 이송되며, 이 과정을 Node로 설

정하여 HAZOP을 실시하였다. 해당 Node의 P&ID는 

Fig. 3과 같다. 농도가 조정된 염산, 과산화수소 등의 

부식성 물질 용액은 각각의 저장탱크에서 펌프를 통해 

박리 및 수세설비로 이송된다.

HAZOP의 가이드워드와 변수를 조합하여 발생 가능

한 이탈상태를 확인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설정 Node

의 HAZOP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탈상태의 원인으

로 펌프고장, 유니온 볼 밸브 고장, 밸브 조작 실수 등

이 있었다. 2008~2017년도 해당 사업장의 고장데이터

를 조사한 결과 여러 원인들 중 펌프의 고장이 43건으

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장률 분석 대상은 옥내저장탱크

에서 부식성 물질을 이송하는 펌프로 하였다.

Table 2. Possible exit statuses

Variable
Design
Intent

Guide word

No More Less Some Part of As well Other

Level 80% O O O O O O O

Pressure
1 ~ 3
kgf/㎠ X O X X X X X

Temperature AMB X O O X X X X

Fig. 3. P&ID used for HAZOP(Extraction of out layer imaging P&ID).

Table 3. HAZOP results

Deviation Cause Consequences Safety guards Risk Action required

NO/Less
Level

1. Pump failure
2. Union ball valve failure
3. Operation mistake

1. Liquid level low
2. Stop chemical supply

1. PLCP.G monitoring and 
alarm

2. Installation level sensor
5

1. Training emergency shut 
off valve operation

More
Level

1. Pump failure
2. Union ball valve failure
3. Operation mistake

1. Liquid over flow
2. Workplace pollution

1. Installation of dike and 
leak sensor 4

1. Training emergency shut 
off valve operation

More
Pressure

1. Clogged pipes due to sludge
2. Pump failure 
3. Operation mistake

1. Chemical over Flow
2. Workplace pollution

1. Installation of dike
2. Installation of air vent 4

1. Check whether piping 
valve is open or closed

More
Temperature

1. Heat due to overdose of chemical
2. Heater failure
3. Set point error 

1. Fire hazard 
2. Poor quality due to imbalance 

in chemical balance

1. Over temperature 
controller

2. Installation Level sensor 
4 

1. Check for abnormality of 
tank and supply pipeline

More
Temperature

1. H2O influx
2. Heater failure
3. Set point error 

1. Poor quality due to chemical 
imbalance 

1. Check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5 

1. Check for abnormality of 
supply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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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고장률 분석

해당 사업장의 고장 이력을 조사하여 2008~2017년

까지 고장이력이 존재하는 43개의 펌프 중 유량, 사용 

압력, 운전 온도 등의 작업 조건이 유사한 17개 펌프의 

고장 이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분석의 시작과 

종료는 고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장은 한 번 

발생하며, 설치 이후 분석 시간동안 대상의 유지 보수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부적절한 설치, 

사용자의 과오가 고장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초기고장

기간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신뢰도 분석과 

분포 적합성 검증에는 Minitab 16 S/W를 활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선 표본이 어떠한 분

포를 따르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표본에 이용한 분

포가 적합하지 않으면 신뢰도 추정치 또한 부정확해

진다. 따라서 Minitab의 Distribution Identification plot 

기능을 활용하여 표본의 Anderson-Darling 통계량을 

분석하였다.

Fig. 4. Distribution Identification plot.

Anderson-Darling 통계량은 표본이 특정 분포에 적합

한 정도를 측정한다. 표본이 분포에 대해 더 적합할수

록, 이 통계량의 값은 작아지게 되며 17개 펌프의 고장

이력에 대한 Anderson-Darling 통계량은 아래 Table 4와 

같다.

사례연구의 표본 분포는 Anderson-Darling 통계량이 

가장 작은 와이블 분포를 따른다고 설정하였다. 고장 

Table 4. Anderson - Darling statistics by distribution

Division Anderson-Darling

Weibull 0.942

Lognomal 0.980

Exponential 4.640

Logistic 0.996

Smallest extreme value 1.076

Normal 0.972

Fig. 5. Weibull distribution non-reliability function. 

빈도 데이터 분석 결과 95% 신뢰도 구간에서 추정한 

관찰시간별 불 신뢰도와 형상모수, 척도모수는 Fig. 5 

와 같다.

6.3 고장률 합성

균일표본의 합성은 표본의 특성이 동일해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와 사례연구의 데이터는 특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

기 때문에 신뢰로 데이터를 단순통계로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함수를 고려한 신뢰도 추정이 필

요하며 사례연구에선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 고장 데

이터를 합성하였다. 

고장 데이터의 합성을 위해 사례연구의 펌프와 가장 

유사한 환경의 데이터로 판단되는 IEEE, Rotary pump의 

under 500GPM 고장률 값을 사용하였다. IEEE는 고장률

에 대한 표준편차 값과 분포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고장률을 상수값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위

험성평가 시 해당 설비의 사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국외 

데이터베이스의 고장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따라

서 부품의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고장률이 일정하다는 

특성을 가진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IEEE의 고장 데이터와 

PCB 제조공정의 고장 데이터 합성 시, 고장 데이터 확

보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정으로 관찰시간을 전체관

찰시간의 20%(t=17000), 40%(t=24000), 60%(t=31000), 

80%(t=38000)로 나누어 합성하였고 결과를 참값(PCB 

제조공정의 데이터)과 비교하였다. 

IEEE의 고장빈도 데이터와 전체 관찰시간에 20%에 

해당하는 PCB 제조공정 고장 빈도 데이터 합성 시 참

값과 평균 51.77%의 일치도로 분석되었다.

전체 관찰시간에 40%에 해당하는 PCB 제조공정 고

장 빈도 데이터 합성 시 참값과 평균 53.47% 일치도를 

보였으며, 60%에 해당하는 PCB 제조공정 고장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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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verage data correspondence with true value 

Use of data

Average data correspondence with true value 

12000
≦t≦
17000

17000
<t≦

24000

24000
<t≦

31000

31000
<t≦

38000

20%, (t=17000, n=2) 59.42% 60.67% 48.09% 38.90% 

40%, (t=24000, n=7) 60.06% 61.96% 50.20% 41.64% 

60%, (t=31000,n=12) 61.85% 69.79% 63.39% 57.70% 

80%, (t=38000, n=16) 62.13% 75.58% 76.27% 76.37% 

IEEE 45.91% 55.31% 46.32% 38.44%

Fig. 6. Failure rate curve by data. 

데이터 합성 시 참값과 평균 63.18% 일치도를 보였다. 

전체 관찰시간에 80%에 해당하는 PCB 제조공정 고장 

빈도 데이터 합성 시 참값과 평균 72.59%의 데이터 일

치도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IEEE의 평균데이터 일치도는 46.50%로 전 구간에서 

참값과 합성 고장 빈도 데이터의 일치도가 보다 낮았

다. 이러한 추세는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B 

제조공정의 고장 빈도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할수록 

사후확률은 보정되며 참값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7. 결 론 

오랜 시간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된 고장 데이터는 추

정량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나 다수의 사

업장에서 정량적 위험성 평가 시 국외의 신뢰도 데이터

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고장⋅사고수의 부족으로 표본이 불

충분하거나 관찰시간이 짧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국외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것은 

사업장 환경과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외 

신뢰도 데이터와 표본이 작은 사업장 고장 데이터를 모

두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지안 방법을 사례연구 하였다. 

충분한 고장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정으

로 전체관찰시간의 20%(t=17000), 40% (t=24000), 60% 

(t=31000), 80% (t=38000)에 해당하는 사업장 고장 데이

터를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 IEEE의 데이터와 합성하

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신뢰도 데이터와 표본이 미비하다고 설

정한 사업장 고장 데이터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한 추정

량과 참값(PCB 제조공정 데이터)을 비교하였다.

둘째, 베이지안 방법을 통한 통계 추정량의 평균은 

IEEE 데이터의 통계 추정량의 평균보다 수치적으로 참

값에 근접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참값의 고장률은 IEEE의 고장률과는 다르게, 

공정 특성을 반영하여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부식성 물질사용 시 장치가 마모고장을 일으킨다는 해

당 공정의 특성을 나타낸다. IEEE 데이터의 고장률은 

상수값을 제시하고 있으나,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 

합성한 고장률은 참값의 고장률 추세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며 대상 공정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관찰시간 중 어떤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반영해야 더욱 유의미한 추정량을 갖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사전분포의 종

류, 데이터의 오염도, 표본의 크기 등 여러 변수에 따른 

추정량의 정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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