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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POF  : 고장확률 

COF  : 파손피해 

POFg  : 재료 손상확률 인자 

POFi   : 비파괴 검사결과 인자 

POFe  : 검사 유효성 인자 

 

1. 서 론 

국내에 위험도 평가 기술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2000 년대 초반으로 10 년에 지나지 않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20 년이 

넘게 활발한 기술개발과 현장적용이 이루어졌다. 

특히 API(America Petrochemical Industry)에서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술자료를 발표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초기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은 주로 플랜트의 

많은 운영설비 중 대형사고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설비를 선별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 

Key Words: Risk Based Maintenance(위험도기반정비), Thermal Power Plant(화력발전소), Maintenance Period  

(정비주기), Semi-Quantitative Assessment(준 정량적 평가), Risk Matrix(위험도 행렬) 

초록: 위험도 평가 기술은 주로 플랜트의 많은 운영설비 중 대형사고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설비를 선별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설비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이 순위를 기준으로 정비자원을 투입하는 순서나 정비작업의 시급성을 판단한다. 위험도란 

고장이 발생할 확률과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수반되는 파손피해의 곱으로 정의된다. 위험도 

평가방법으로는 간단한 손상 및 고장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고장확률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성적인 문진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준 정량적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준 정략적 

평가를 이용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일러설비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비 별 

차기 정비주기를 선정하였다. 

Abstract: Risk-based inspection (RBI) is a well-known method that is used to optimize inspection activities based on risk analysis 
in order to identify the high-risk components of major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RBI, when implemented and maintained 

properly, improves plant reliability and safety while reducing unplanned outages and repair costs. Risk is given by the product of the 

probability of failure (POF) and the consequence of failure (COF). A semi-quantitative method is generally used for risk assessment. 

Semi-quantitative risk assessment complements the low accuracy of qualitative risk assessment and the high expense and long 

calculation time of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The first step of RBI is to identify important failure modes and causes in the 

equipment. Once these are defined, the POF and COF can be assessed for each failure. During POF and COF assessment, an 

effective inspection method and range can be easily found. In this paper, the calculation of the POF is improved for accurate risk 

assessment. A modified semi-quantitative risk assessment was carried out for boiler facilities of thermal power plants, and the next 

maintenance schedules for the equipment were decided.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2013 년도 춘계학술대회 

(2013. 3. 27.-29., 제주대) 발표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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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이 순위를 기준으로 정비자원을 

투입하는 순서나 정비작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였다. 

위험도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임의의 시간 

동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사건으로 

인한 결과조합이며,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위험도(Risk)=고장확률 파손피해     (1) 

 

위험도는 식 (1)과 같이 고장확률과 파손피해 

비용의 곱으로 계산이 되지만, 선형 함수로 

나타내기는 어려우며, 수학적으로 계산된 위험도 

에는 수용 불가능한 고장빈도 혹은 피해비용이 

숨겨져 있다. (1) 

1990 년대 들어 고장이력 데이터베이스와 

확률론적 파괴역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 기술이 

단순배관 및 압력용기를 중심으로 일부 구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대한 파괴 실험데이터의 

처리와 복잡한 응력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량적 위험도 평가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준 정량적 

위험도 평가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준 정략적 평가를 이용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핵심설비를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비 별 차기 

정비주기를 선정하였다. 

2. 위험도평가 방법 

2.1 준 정량적 위험도 평가 

위험도란 고장이 발생할 확률(POF, Probability of 

Failure)과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수반되는 

파손피해(COF, Consequence of Failure)의 곱으로 

정의된다. 만약 POF 와 COF 가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평가되면 이를 정량적 

평가기법이라 하며,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자의 경험에 의해 단계적으로 평가되면 

정성적 기법이라 한다. 준 정량적 기법은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것으로 간단하게 얻어진 정량적 

값을 정성적 판단을 이용하여 보완하는 것이다.(2) 

준 정량적 위험도 평가방법은 간단한 손상 및 

고장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고장확률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성적인 문진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량적인 평가방법에 비해 

단시간에 수행이 가능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TWI 의 RiskWsie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준 

정량 적 방법에서 고장확률(POF)은 총 7 개의 

문진으로 구성되며 각 문진에서 얻어진 값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12 3 4 5 6 7( )POF PF PF PF PF PF PF PF= × + + + + +  (2) 

 

파손피해(COF)는 5 개의 문진으로 구성되며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1 2 3 4 5COF CF CF CF CF CF= + + + +       (3) 

 

식 (2)와 (3)에서 PF(Probability Factor)와 CF 

(Consequence Factor)는 각 문진에서 얻어 진 답변 

값을 나타내며 각 문진들은 문진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중치를 갖는다. 

가중치는 설문에 의해 가중치를 정의할 수도 있고 

과거 이력이나 경험을 통해서 결정이 가능하다. 

Table 1 은 식 (2), (3)의 평가 인자를 설명하고 

있다. 

 

Table 1 Risk evaluation factors 

문진구분 문진내용 평가인자 

POF 

PF1 Current Condition Inspection Factor 

PF2 Failure Likelihood Damage Factor 

PF3 
Inspection 

Effectiveness 
Inspection Factor 

PF4 Impact of Cycling Operation Factor 

PF5 Operation Stability Operation Factor 

PF6 
Operation in Relation 

to Design 
Design Factor 

PF7 Recurring Repair Damage Factor 

COF 

CF1 Energy Release Rate Generation Loss Cost 

CF2 Expected Failure Mode Recovery Cost 

CF3 
Consequential Damage 

Potential 
Recovery Cost 

CF4 Effect on Availability Generation Loss Cost 

CF5 
Threat 

Personnel/Environment 
Failur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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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sult of semi-quantitative risk assessment 

 

API 와 ASME 는 POF 와 COF 의 단계를 

5 단계로 정의하여 Risk Matrix 에 위험도를 표시 

한다. Fig. 1 은 준 정량적 방법에 의해 고장확률 

과 파손피해를 계산하고 이를 Risk Matrix 에 나타 

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3) 

 

2.2 고장확률 평가방법의 개선 

TWI 의 RiskWsie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고장확률평가 식 (2)에서 PF2 는 다른 인자와 달리 

POF 전체 값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PF2 값이 

바뀌면 POF 값도 2 배에서 10 배까지 변화되어 

위험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계단식으로 POF 가 

변화한다. 실제 설비의 상태는 어느 시점이 되면 

급작스럽게 바뀌거나 열화가 진행되지 않고 

미세하지만 연속적으로 진행되므로 POF 계산 

값은 실제 현상과 부합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RiskWise 와 같이 간단한 문진 

으로 설비 상태를 표현한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열화상태를 반영함과 

동시에 예측 값의 산포가 커지는 고장확률평가 

식을 개발하였다. 

고장확률은 다음 세 가지 주요 고려사항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a) 손상기구별 손상확률 또는 잔여수명 

(b) 현장 검사결과 

(c) 검사의 효용도 

기기 제작재료의 수명소비율 평가결과에 현재 

기기의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 현장 검사결과를 

이용한다. 그리고 현장 검사 시 적절한 검사방법 

과 검사범위의 선정여부를 검사의 효용도로 평가 

 
Fig. 2 Probability of failure Vs. Operation time 

 

 
Fig. 3 Recommended inspection time Vs. Probability of 

failure 

  

한다. 고장확률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식 

(4)로 기기의 고장확률을 나타내었다. 
 

g i ePOF POF POF POF= + +              (4) 
 

식 (4)에서 POFg는 일반 손상확률, POFi 는 검사 

결과, POFe는 검사의 효용도 이다.  

새로운 고장확률 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RiskWise 분석에 적용했던 동일한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일반 손상확률(Generic Probability of Failure) 

외에 나머지 값들은 문진에 의해 결정되므로 

문진답변을 난수 발생기를 통해 무작위적으로 

샘플을 취했다. 이렇게 취득된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경과에 따른 샘플을 분포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포는 커지 

지만 연속적으로 고장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3 는 고장확률에 따른 권고 검사시기의 

안전인자를 평가한 결과로 낮은 고장률에서는 산포가 

Probability of Failure Vs. 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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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거의 수명의 50% 수준을 검사 시기로 권고한다. 

높은 고장률에서는 산포도 커지면서 안전인자도 매우 

커져 고장률이 40% 이상에서는 수명의 10% 내에서 

검사시기를 권고한다. 고장률이 낮은 경우 산포가 

작은 이유 는 주로 수명 초기에는 고장확률이 낮고 

실험이나 이력분석에 의한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고장률이 높은 경우는 주로 수명 

말기 에 나타나며 실험이나 이력분석에 의존하는 

예측의 불확도가 크기 때문이다. 

Fig. 4 는 새로운 알고리즘과 TWI 의 RiskWise 

알고리즘을  비교한  것이다 . 동일한  운전조건을 

가진  설비에  적용하면  R i skWise  알고리즘은 

안정기 동안 고장률이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 

되고, 새로운 알고리즘은 안정기 동안에 계속 증 

 

  
Fig. 4 Comparison of POF variation of new algorithm 

and RiskWise algorithm 

 

 
Fig. 5 Comparison of POF of NERC GAD and NIMS 

Creep Rupture Data  

가한다. 그리고 수명말기에 RiskWise 와 새로운 알

고리즘 모두 유사한 고장확률의 분포를 갖는다. 

Fig. 5 는 NERC GAD 의 주증기 Pipe 의 고장률과 

NIMS 의 주증기 Pipe 재질인 2.25Cr-1Mo 강의 Creep 

실험 데이터의 고장확률을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교한 것이다. NERC GAD 주증기관 

고장률은 2.25Cr-1Mo 강 또는 유사재질이 사용되는 

온도 및 압력조건에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운전조건에서 의 NERC GAD 는 고장률을 이용하여 

지수분포를 이용한 고장확률이고 NIMS 의 데이터는 

파괴실험 데이터를 대수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고장확률을 이용한 것이다.(4) 

두 데이터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NERC GAD 데이터가 더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운전시간에서 NERC GAD 데이터가 고장

확률이 높은 것은 실 운전상황에서는 크리프 뿐 

아니라 다양한 손상기구 및 형상에 따른 응력집중

으로 더 심한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 화력발전소 평가결과 

위험도  평가를  화력발전소에  가장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계획예방정비공사 분야 이다. 

계획예방정비공사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도  평가  대상설비와  일치하는  보일러  및 

증기터빈  부품이다 .  따라서  차기  정비  및 

검사주기를 위험도 평가에 의해 결정하면 이를 

계획예방정비공사 시기에 적용할 경우 정비비용의 

최적화와 설비 신뢰도 향상 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ig. 6 은 화력발전소에 위험도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대상설비에 

대한 해석적 손상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비파괴 

검사 후 검사 유효성과 판정결과를 포함하여 고장 

 

 
 

Fig. 6 Risk assessment procedure 



  

 

 

Fig. 7 Calculation procedure for probability of

 

확률과 피해영향을

매트릭스에 

따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Fig. 7 은

를 통계적으로

계산 하는

손상기구에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다음에는 재료의

선정한 후 적합성이

파손확률 계산한다

운전되는 온도와

계산한다. 식

보일러 튜브

및 평가방법의

위험도 평가를

석탄화력

A335-T22

손상확률을 

발표한 A335

응력대 별로

대수 정규분포를

  

Calculation procedure for probability of

피해영향을 

 나타낸다. 

위험도를 분류하여

위한 정비계획을

은 설비에 사용되는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하는 절차이다. 

 따른 재료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료의 파손확률에

적합성이 확인되면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온도와 응력을

식 (4)에 Fig. 7

브의 손상확률

평가방법의 유효성을

평가를 수행하였다

석탄화력 보일러 많이

2 를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A335-T22 재질의

별로 산포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화력발전설비

Calculation procedure for probability of

 계산하고, 

. 위험도 매트릭스의

분류하여 고 위험설비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5) 

사용되는 재료의

분석하여 기기의 일반

. 먼저 설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균수명을

파손확률에 적합한

확인되면 이를

마지막으로 

응력을 대입하여

Fig. 7 의 절차에

확률, 튜브의 비파괴

유효성을 대입하여

수행하였다.(6) 

많이 사용되는

대상으로 ,  Fig 7 의

계산하였다. Fig. 8 은 일본

재질의 Creep 시

가지고 있다. 

이용하여 추정하며

설비 위험도 평가를

Calculation procedure for probability of damage

, 이를 위험도

매트릭스의 영역에

위험설비는 위험도를

 

재료의 실험 데이터

일반 손상확률을

설비에 발생하는

수집하고, 분산된

평균수명을 구한다

적합한 분포모델을

이를 이용하여 누적

 실제 설비에서

대입하여 손상확률을

절차에 따라 계산된

비파괴 검사결과

대입하여 준 정량적

사용되는 튜브 재질

의  절차에  따라

일본 NIMS 에서

시험 데이터로

 이 산포특성을

하며 Fig. 9 와

평가를 통한
 

 

damage 

위험도 

영역에 

위험도를 

데이터 

손상확률을 

발생하는 

분산된 

구한다. 

분포모델을 

누적 

설비에서 

손상확률을 

계산된 

결과 

정량적 

재질인 

따라 

에서 

로 각 

산포특성을 

와 같  

 

Fig. 

 

은 

있다

Table 2

계산된

정리한

재료의

평가한

정비주기는

설정된다

2이하이면

연장하고

하였다

이면

을 

단축되도록

통한 기기별 정비주기

Fig. 8 

 

Fig. 9 Cumulative probability failure of T22 steels

 Creep 손상에

있다. 

Table 2 는 Fig. 6

계산된 발전소의

정리한 것이다

재료의 손상확률

평가한 후 식 (4)

정비주기는 설비의

설정된다. 예정된

이하이면 24개월

연장하고, 4 이상이면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면 조정된 정비주기를

 초과하면 조정된

단축되도록 설정하였다

정비주기 예측 

 Creep life of A332

umulative probability failure of T22 steels

손상에 의한 해석적

Fig. 6 의 위험도

발전소의 기기 별 위험도를

것이다. 고장확률(POF)

손상확률, 비파괴 검사결과

(4)에 따라 기기

설비의 고장확률과

예정된 차기 정비주기까지

개월, 3이하이며

이상이면 12 개월을

최종적으로 위험도가

정비주기를 유지하고

조정된 정비주기에서

설정하였다.(7) 

 

A332-T22 steels

umulative probability failure of T22 steels

해석적 손상확률

위험도 평가절차에

위험도를 표로

(POF)은 설비에

검사결과, 검사유효성을

기기 별로 계산하였다

고장확률과 위험도에

정비주기까지 

이하이며 12개월 

개월을 단축하도록

위험도가 중간(Medium) 

유지하고 중간

정비주기에서 다시

 

1295 

T22 steels 

umulative probability failure of T22 steels 

확률을 구할 수

평가절차에 따라

표로 간략하게

설비에 사용된

검사유효성을

계산하였다. 

위험도에 따라

 고장확률이

 정비주기를

단축하도록 조정

(Medium) 이하

중간 (Medium) 

다시 12 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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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따라 

간략하게 

사용된 

검사유효성을 

따라 

고장확률이 

정비주기를 

조정 

이하 

(Medium) 

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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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g. 10

 

Fig. 10 은

도를 나타낸

녹색영역은 

화력발전소의

(Primary superheater  tuube), 

pipe), 최종재열기

 

2 Risk assessment results

10 The risk of equipment

은 위험도 매트릭스를

나타낸 것으로 

 저 위험설비

화력발전소의 위험도

(Primary superheater  tuube), 

최종재열기(Finishing reheater tube)

Risk assessment results of power plant

equipment on r

매트릭스를 통해

 적색영역은

위험설비를 표시하고

위험도 평가 결과

(Primary superheater  tuube), 주증기관

(Finishing reheater tube)

송기욱 · 김범신

of power plant 

on risk matrix 

통해 설비의 위험

은 고 위험설비

표시하고 있다. 

결과 1 차 과열기

주증기관(Main steram 

(Finishing reheater tube)가 위험한

김범신 · 최우성

 

 

 

 

위험 

위험설비, 

과열기

(Main steram 

위험한 

설비로

화력발전설비의

하여

었다

(1

하기

하는

있었다

(2

주증기관

고, 

에 

(3

때문에

적으로

그룹별로

정비기간과

(1) 

Development 

Volume 1

(2) 

Document

(3) 

Based 

(4) 

System

(5) 

A. and Kihara,

Cost Reduction by RBM Techniques in Fossil

Power Boilers

Plant 

(6) Fujiyama

Furuya

T

S

Pressure Vessels and Piping

(7) 

Maintainability

GER

최우성 
· 박명수 

설비로 평가되었다

화력발전설비의

하여 정비주기를

었다. 

1) 재료의 수명소비율

하기 위한 현장

는 고장확률 

있었다. 

2) 발전설비의

주증기관, 최종

, 특히 1 차 

 정비가 필요한

3) 설비 별 

때문에 모든 설비를

적으로 정비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정비기간과 비용을

) ASME CTRD

Development 

Volume 1," ASME

(2) API, 2000, "

Document," 1st ed, 

(3) ASME, 200

Based Methods

) NERC, 2012, 

System," pc-GAR

(5) Torigoe, M., Saito, N.

A. and Kihara,

Cost Reduction by RBM Techniques in Fossil

Power Boilers

Plant Equipment

) Fujiyama, K.,

Furuya, K., Matsumoto

T., 2004, "Risk

Systems for Steam 

Pressure Vessels and Piping

(7) Bievenue, R. T.

Maintainability

GER-3621, pp.

 

평가되었다.  

4. 결 

화력발전설비의 준 정량적

정비주기를 예측하고 

수명소비율 및

현장 검사결과와

 평가방법이 

발전설비의 위험도 평가

최종 재열기가 위험한

 과열기는 감육으로

필요한 설비로 평가되었다

 위험도에 따라

설비를 계획된

정비를 수행하기 

분류하고 별도의 

비용을 절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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