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신뢰도 기반 유지보수(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1]. 설비의 효과적

인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Risk Priority 

Number(RPN)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에 대한 

Severity(S), Occurrence(O), Detection(D)을 1~10 사이의 수 

로 평가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된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설비 

간의 유지보수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2]. 여기

서 Severity는 고장의 심각도를 의미하고, Occurrence는 고

장의 빈도수, Detection은 고장의 탐지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력 설비는 수명이 길고, 체계적으로 고장 데이

터가 누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장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로인해 신뢰성이 떨어

지는 경우에는 이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

다. 이 때 국제 규격서의 고장 데이터를 차입하여 대상 설

비에 적용할 수 있지만, 대상 설비와의 시스템 특성의 불일

치, 기술 수준이나 유지보수 업무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대

로 적용하기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의 RPN의 계산은 각각 평가된 S, O, D 값들

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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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신뢰도 기반 유지보수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설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가 가

능하게 되었다. Risk Priority Number(RPN)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설비에 대한 Severity(S), Occurrence(O), 

Detection(D)을 각각 평가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된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설비간의 유지보수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철도 전력 설비와 같이 통계적인 고장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들의 평가

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비의 Occurrence를 평가하기 위해 퍼지 이론을 이용한 고장

률 가공 방법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Severity와 Detection 평가를 이용하여 Risk Priority Number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철도 변전소 모의 시스템에 적용시켜 보았다.

주 요 어 : 전문가 시스템, 퍼지이론, FMECA, Risk Priority Number, R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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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설비 A와 설비 B의 RPN이 

각각 80과 70으로 계산되고, 설비 A의 유지보수 우선순위

가 설비 B보다 높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Table 1의 결

과는 설비 B의 Detection에 의해 RPN값이 왜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비 S O D RPN

A 5 4 4 80

B 7 10 1 70

Table 1. Results of traditional method for RPN

유지보수 우선순위의 결정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

보수 업무를 위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비의 Occurrence를 평가하기 위해 퍼지 이론

을 이용한 고장률 가공 방법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Severity

와 Detection 평가를 이용하여 Risk Priority Number(RPN)

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2. Risk Priority Number

2.1 Severity & Detection 평가

본 논문에서는 RPN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세 지수 중 

Severity와 Detection에 관한 평가를 먼저 수행하고, 이 평

가 결과를 이용하여 Severity & Detection 평가 퍼지 함수를 

구성한다.

2.1.1 Severity 평가

철도 전력 시스템의 각 설비에 대한 Severity는 고장수목

도(Fault Tree)를 이용하여 설비의 구조적 중요도를 분석하

여 평가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철도 전력 시스템의 각 구

성요소를 고장수목으로 나타내고 최소절단집합(Minimal 

Cut set)을 구하여 각 설비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3]. Severity는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

(1)

여기서, 는 고장 발생에 대한 효과 수치, 는 최소절

단집합의 최대 차수,  는 설비 의 차 절단집합에 포함

된 개수를 나타낸다.

2.1.2 Detection 평가

Detection은 설비 고장의 탐지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

로, 고장이 발생하고 나서 수리가 이루어지기 까지 경과되

는 평균 지연 시간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 때 평균 지연 

시간을 1~10사이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식 (2)와 같이 표

준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2)

여기서,  는 설비 의 평균 지연 시간, 는 평가 대상 

설비의 평균 지연 시간의 산술평균,  는 평가 대상 설비의 

평균 지연 시간의 표준편차이다.  의 최솟값은 1이고, 최

댓값은 10이다.

2.1.3 Severity & Detection 평가 퍼지 함수 구성

Severity와 Detection 평가치를 결합하여 퍼지 함수로 나

타낸다. 이 과정을 식 (3)에 나타내었다.





 

 min   

 max  

(3)

여기서,  는 Severity와 Detection 평가를 결합한 퍼지 

함수의 중심 값을 의미하고, 과 는 Severity와 

Detection 평가를 결합한 퍼지 함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각각 나타낸다.

2.2 Occurrence 평가

설비의 Occurrence는 고장률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

고, 철도 전력 설비의 고장 데이터가 충분치 않거나 데이터

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외부 국제 규격서의 고장 데이터

를 차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때 차용한 시스템과 분석 

대상 설비와의 시스템 특성 차이, 운행 조건 차이, 또는 고

장 데이터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전문가 의견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주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고장률에 반영될 경우에는 특정 전문가의 

극단적인 평가 성향이 고장률 평가 값에 심한 왜곡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전문가 성향을 반영하는 전문가 평가 매트릭스를 이

용한 고장률 가공 방법을 제시하고, 앞서 언급한 불확실

성을 나타내기 위한 고장률의 퍼지 함수 표현 방법을 제

시한다.



퍼지이론을 이용한 철도 전력 설비의 Risk Priority Number 산정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2권 제6호 2009년 923

2.2.1 전문가 평가 매트릭스

철도 전력 설비 전문가들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설

비들에 대해 실제로 고장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할 지를 

고장 데이터를 차용한 해당 외부 설비와의 비교 분석을 통

해 분석 대상 설비의 고장률에 대한 평가 수치를 결정한

다. 이 수치를 취합하여 하나로 구성한 것을 전문가 평가 

매트릭스,  라 정의하고, 매트릭스의 행(row)에는 설비의 

종류가, 매트릭스의 열(column)에는 각각의 전문가를 나타

낸다.



  

  

    

 (4)

여기서, 는 설비 종류를, 는 전문가를 나타낸다. 전문가

들은 다른 외부 데이터로부터 획득한 고장 데이터와 비교

하여, 수치 5를 기준으로 1~10 사이의 수치로써 철도 전력 

설비의 고장률을 평가하게 된다. 외부 데이터와 비교하여 

더 높은 고장률이 예상된다면 기준 5보다 높은 수치를, 더 

낮은 고장률이 예상된다면 기준보다 낮은 수치를 책정하게 

된다.

이 때, 특정 전문가가 모든 전력 설비에 대해 편차가 거

의 없도록 평가를 했다면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전반적인 

낮은 평가를 받은 설비가 평가 편차가 거의 없는 전문가에 

의해 고장률이 평가절상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

대로 평가의 편차를 크게 두는 평가 성향을 가지는 전문가

의 의견도 같은 이유로 왜곡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평가를 

받는 설비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낮은 고

장률 평가를 받은 설비가 있을 때, 소수의 전문가들의 편차

가 낮은 평가 성향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될 우려

가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고장률 예측을 위한 전문가 평

가 매트릭스를 보정할 수 있는 새로운 매트릭스, 가 존

재해야 하고, 전문가 성향을 반영한 보정치 매트릭스의 요

소, 를 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5)

여기서, 는 의 구성 요소,  는 의 열 요소들 

간의 표준 편차,  는 의 행 요소들 간의 표준 편차, 

는 의 행, 열 구성 요소, 는 의 행 요소들의 산술 

평균, 은 전문가 수를 의미한다. 식 (5)에서  는 전문가

의 성향을 대변하는 표준편차이고,  는 평가받는 설비에 

대한 평가치의 표준편차이다.  가 큰 전문가, 즉 평가치의 

편차가 큰 전문가의 평가는 상향조정이 된다. 반면 해당 전

문가의 평가가 편차가 큰 평가 성향으로 인해 특정 설비에

서 다른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은 평가가 매

겨졌다면,  로 인해 평가가 다시 하향조정 된다. 다시 말해 

각 평가치가  로 인해 1차 보정된 후, 다른 전문가들의 평

가치와 비교하여 이 보정치가 합당한 지를 판별하여  에 

의해 2차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정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에 비해 크게 벗어나는 평가를 했다면  값이 커질 

것이고, 이 값에 의해 가 다시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표준편차 자체로는 실제적인 평가 수치의 크기를 반영하

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설비에 대한 각각의 평가 수치와 

그 설비에 대한 평가 수치의 산술 평균과의 차이를 곱함으

로써 전체적인 보정치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전

문가의 수가 많아질수록 결과 값의 왜곡 정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보정치에 전문가의 수를 반영하였다. 

전문가 성향을 반영한 보정치 매트릭스, 는 각 전문

가의 성향에 따라 양수 또는 음수의 값으로 이루어진 매트

릭스로써, 처음의 전문가 평가 매트릭스, 에 더하여 보정

된 전문가 평가 매트릭스,  를 구할 수 있다.

    (6)

여기서, 보정된 전문가 평가 매트릭스,  의 요소의 범

위는 0~10 사이이므로, 10 이상의 수치는 10으로 나타낸다.

2.2.2 전문가 가중치 벡터

전력 설비의 고장률을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실무 경험과 평가 대상에 대한 직무 상관성이 다르기 때문

에 이들의 평가치를 차등화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전문가들의 직위, 근로년수, 교육수준, 연령 등의 지표

를 고려할 수 있고[4], 이를 식 (7)과 같은 벡터로 표시한다.





 (7)

여기서, 은 전문가 수, 는 전문가 별 가중치로써(해당 

전문가의 점수 합/모든 전문가들의 점수 합)으로 구한다.

2.2.3 고장률 평가 지수 벡터

전문가의 평가 수치에 해당 전문가의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식 (7)에서 정의한 전문가 별 가중치 벡터, 를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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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문가 평가 매트릭스,  에 곱함으로써 최종적인 

고장률 평가 지수 벡터,  를 구할 수 있다.

  ×  (8)

이 수치는 전문가의 평가 성향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

라, 평가를 시행한 전문가의 직위, 학력, 연령 등의 분류를 

통해 차등화 한 점수로 계산된 전문가 별 가중치도 함께 고

려되었다. 즉, 고장률 평가 지수 벡터는 설비의 최종적인 

Occurrence 평가를 위한 수치를 의미한다.

2.2.4 고장률의 퍼지 함수 표현

고장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퍼지 연산을 이용

한 RPN 계산을 위해 고장률을 퍼지 함수로 표현해야 하고, 

일반적인 퍼지 함수 중의 하나인 삼각 퍼지 함수를 이용하

여 Fig. 1과 같은 퍼지 소속 함수를 구성하였다.

Fig. 1. Fuzzy membership function for expression of failure rate

설비 별 고장률 평가 지수 벡터,  를 이용하여 고장

률을 퍼지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식 (9)~(11)을 따른다.

 
 

    
    (9)

여기서,  는 고장률 퍼지 함수의 중심값,  는 설비 별 

고장률 평가 지수, 는 퍼지 소속 함수 관계식 가중 지수

(0.5, 0.75, 1.0, 1.25, 1.5) 이다. 는 고장률 평가치가 커질 

수록 불확실성도 커진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퍼지 함수

별로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설정할 수 있는 값

이다.

고장률을 퍼지 함수로 표현함에 있어서, 하한값과 상한

값을 결정하기 위해 하나의 고장률 평가 지수에 대해 두 개

의 퍼지 소속 함수 값이 나오게 된다. 식 (9)에서의 두 항 

 
  와  

  는 각각 고장률 퍼지 함수의 하

한값과 상한값에 대한 불확실성의 크기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값을 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측된 고

장률의 크기로써 중심 값을 나타냈다. 그리고 고장률 퍼지 

함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식 (10)과 식 (11)에 의해 계산

한다.

 


 ×min 




 (10)

 


 ×max 



 (11)

여기서, 은 고장률 퍼지 함수의 하한값, 는 고장률 퍼지 

함수의 상한값,  는 의 행 요소들 간의 표준 편차, 는 

전문가 수에 따른 계수이다.

식 (10)과 식 (11)에서의 과 는 각각 고장률 퍼지 함수

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나타낸다. 이것은 고장률의 불확실

성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되는 값으로 고장률 퍼지 함수의 

중심 값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한다.  는 전문가 평가 매트

릭스, 의 행 요소들 간의 표준편차로써 하나의 설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퍼

지 소속 함수 관계식 가중 지수 값에 곱해짐으로써 그 정도

를 반영하게 된다. 하나의 설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의 

편차가 크다면 해당 설비에 대한 고장률의 불확실성도 크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이 고장률 퍼지 함수의 하한값

과 상한값을 결정하는 데  를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식 (9)~(11)로부터  , , 를 구하면, Fig. 2와 같이 고장률

을 불확실성을 반영한 퍼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외부 

데이터로부터 얻은 설비의 고장률이 라고 할 때, 평가 대

상 설비의 고장률은  라는 것에 대한 소속 함수 값이 

1이고, ± 

 


의 기울기를 가지며 분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5].

Fig. 2. Fuzzy function for failure rate

2.2.5 Occurrence 평가

본 논문에서 설비의 유지보수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RPN 계산에 필요한 Occurrence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 

설비의 고장률,  를 표준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12)

여기서,    는 설비 의 고장률, 는 평가 대상 설비

의 고장률의 산술평균,  는 평가 대상 설비의 고장률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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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이다.  의 최솟값은 1이고, 최댓값은 10이다.

2.3 Risk Priority Number 계산

2.1.3절에서 구한 Severity & Detection 평가 퍼지 함수와 

2.2.4~2.2.5절에서 구한 Occurrence 평가 퍼지 함수를 결합

하기 위해 -cut 연산을 이용하고[6], 통합된 퍼지 함수의 

무게 중심의 가로축 좌표 값을 해당 설비의 RPN으로 결정

하였다.

3. 사례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철도 전력 설비의 고장률 평가와 

유지보수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해 Fig. 3(a)와 같은 철도 변

전소 모의 계통을 구성하였다. Fig. 3(a)의 철도 변전소 모

의 계통에 대한 고장 수목도는 Fig. 3(b)와 같다.

Fig. 3의 고장 수목도를 바탕으로 최소 절단 집합을 구하

고, 식 (1)을 이용하여 설비 별 Severity를 계산하였으며, 결

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a) Substation system (b) Fault tree of substation

Fig. 3. Power substation system and fault tree

Table 2. Severity evaluation for facilities

설비 설비코드 Severity

가스차단기
A1, A6, A8, B1, B6, B8,

D2, E2, F2, G2
4.09

스코트변압기 A7, B7 4.95

단로기

A2, A3, A4, A5, B2, B3,

B4, B5, D1, D3, E1, E3,

F1, F3, G1, G3

2.73

Bus C1, C2, C3 10.0

 

설비의 Occurrence 평가를 위한 전문가 평가는 Table 3

과 같이 가정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문가 평가 성

향을 반영한 결과 값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3. Expert's opinions 

설비
전문가 평가

No.1 No.2 No.3 No.4 No.5

가스차단기 8 7 6 6 7

스코트변압기 9 6 7 4 5

단로기 2 2 5 3 4

Bus 1 2 5 4 4

Table 4에서 산술평균은 전문가 평가를 산술평균한 값이

고, 보정값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전문가 성향을 반영한 평

가치이다.

Table 4. Evaluation index for failure rate

설비 산술평균 보정값 고장률

가스차단기 6.80 7.05 × 
 

스코트변압기 6.20 6.18 × 
 

단로기 3.20 2.60 × 
 

Bus 3.20 2.65 × 
 

 

Fig. 4는 가스차단기에 대한 고장률의 퍼지 표현이며, 

Table 5는 설비 별 Occurrence 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표 

5의 occurrence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며 설비들 간의 고장

률을 바탕으로 평가된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한다.

Fig. 4. Fuzzy Function for failure rate of Gas circuit breaker

Table 5. Occurrence evaluation for facilities 

설비
Occurrence

하한값 중심값 상한값

가스차단기 4.46 6.47 8.98 

스코트변압기 1.24 5.36 10.00 

단로기 1.68 3.96 7.00 

Bus 1.18 4.21 8.25 

설비의 Detection 평가는 평균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계

산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Table 6과 같이 가정하였다. Table 

2, 5, 6의 S, O, D 평가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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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연산을 이용한 RPN 계산 결과를 Table 7에 정리하였

다. 세 평가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는 -cut 연산 방

법을 이용하였다.

Table 7에서 제안된 RPN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한 결과이고, 기존의 RPN은 산술적인 곱연산에 의한 결

과이다. Fig. 3에서 보듯이 bus의 구조적 중요도가 아주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us의 Severity도 10.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었는데, 기존의 RPN은 다른 설비에 비해 훨씬 높

은 bus의 Severity를 반영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3위에 그

치는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RPN 계산 방법에 의해서는 

이 값을 잘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Detection evaluation for facilities 

설비 Detection 

가스차단기 5

스코트변압기 5.5

단로기 4

Bus 3

Table 7. Results for evaluation of RPN 

설비 S O D
기존의 
RPN

우선

순위
제안된 
RPN

우선 

순위

가스차단기 4.09 6.47 5.00 132 2 5.19 3

스코트변압기 4.95 5.36 5.50 146 1 5.28 2

단로기 2.73 3.96 4.00 43 4 3.61 4

Bus 10.0 4.21 3.00 126 3 5.79 1

 4. 결 론

철도 전력 설비의 유지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

로 퍼지 이론을 이용한 Risk Priority Number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장 데이터의 가공을 통

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고장률의 퍼지 표현 방법을 제시하

였고, 이를 RPN의 Occurrence 평가에 이용하였다. 국제 규

격서의 고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시스템을 통

해 철도 전력 설비의 고장률을 평가한 뒤, 전문가의 평가 

성향을 고려함으로써 전문가 의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치의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Severity, 

Occurrence, Detection 등 세 수치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

산하는 기존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퍼지 연산을 

통한 RPN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철도 변전소 시스

템에 적용시켜 합리적인 유지보수 우선순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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