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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여분의 장비로 구성된 안전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이나 안전성 평

가에서 공통원인고장은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그 가

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β 요소 모델이다. 하지만 이 모델은 

다양한 선택논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공통원인고장 확률을 

제시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논리에 서

로 다른 공통원인고장 확률을 제공하는 PDS 방법이 제안되었다. 최

근에는 PDS 방법을 연속 마코프 모델에 적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마코프 모델은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가

장 융통성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마코프 모델의 다양한 해석 기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연속 마코프 모델은 풀이가 번거롭다

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마코프 모델의 상태가 많아지면 해석이 어

려워진다. 반면 이산 마코프 모델은 계산이 직관적이고, 연속 마코

프 모델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효용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마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공통원인고장을 β 

요소를 사용하는 PDS 방법을 수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PDS 방

법을 마코프 모델에 그 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코프 모델에 

적합한 계수를 PDS 방법으로부터 유도하였고, 동일한 장비가 둘 이

상, 다수 설치된 장비에 해서도 이산 마코프 모델이 유효함을 확

인하였다. 마코프 모델을 위해 유도된 계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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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법에 적용시켜 계수의 활용을 확장시켰다.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한 이산 마코프 모델로 해저폭발방지기의 가

용도와 신뢰성 해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해저폭발방지기의 구성 

장비 가운데 가용도에 영향을 크게 주는 장비를 찾기 위해 가용도

에 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입력 값으로 노르웨이 

연구소인 SINTEF(1999)에서 발행한 자료와 WEST E. S.(2009) 

사에서 발행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두 자료 모두 미국 멕시코만에서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를 상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두 자료의 비

교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해역에서 사용되는 해저폭발방

지기를 구성하는 방지기의 숫자가 증가하고 동시에 설치되는 

C/K(choke/kill) 밸브의 숫자도 많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PR(pipe ram) 방지기도 한 가지 지름의 파이프에만 사용할 수 있

는 고정식 PR에서 여러 지름의 파이프에도 사용이 가능한 

VBR(variable bore ram)으로 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해저폭발방지기의 제어 시스템인 POD도 유압식에서 

MUX(multiplexed)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방지기의 숫자와 세부 구성에 따라 등급과 번호로 구분하여 입력 

자료들의 상이 되었던 해저폭발방지기의 가용도와 신뢰성, 가용도

의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SINTEF의 가용도가 가장 좋았던 해

저폭발방지기는 WEST E. S.의 가장 낮았던 가용도와 비슷하여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가용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

뢰성도 WEST E. S.의 결과가 월등히 나았다. 가용도의 민감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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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BSR (blind shear ram) 방지기, connector, AP(annular 

preventer) 순으로 영향을 크게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connector는 여분의 장비가 없고, 해저폭발방지기에서 두 곳

(LMRP connector, wellhead connector)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

도가 높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AP는 두 개가 여분으로 설치되는 경

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민감도가 크게 떨어져 가용도에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가용도 관점에서, 그리

고 신뢰성 관점에서도 BSR을 두 개를 여분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마코프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β 요소를 PDS 방법으

로부터 유도하여 마코프 모델에 적용하였다. 이산 마코프 모델을 사

용함으로써 전이행렬의 크기에 제한 받지 않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어, 셋 또는 넷의 장비가 여분으로 설치된 시스템에 해서도 해

석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유도된 계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분석적 방법에의 적용 방법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멕시코만에서 

수집된 두 자료를 비교, 정리하여 시간에 따른 해저폭발방지기의 변

화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자료를 마코프 모델에 적용하여 

가용도와 신뢰성을 분석을 하여 실제 적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이산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경우, 민감도 해석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산 마코프 모델에 β 요소 모델을 반영하는 방법에 한 구체

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신뢰성이나 안전성 해석에 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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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현황 

 

마코프 모델은 제어 시스템을 평가하는데 가장 융통성 있는 기술

이다. 수많은 신뢰성이나 안전성 평가 기법들이 마코프 모델에서 비

롯되었다. 신뢰성의 협의(狹義)인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공

적인 운영상태에 있을 확률도 마코프 모델을 통해 구해진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확률인 가용성 또한 

마코프 모델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다. 시스템 신뢰성 분야에서는 

Rausand(2004)가 연속 마코프 모델로 신뢰성과 가용도를 구하는 

방법에 해 소개하였다. 하지만 마코프 모델을 풀 때 라플라스 변

환(Laplace transform)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상태가 많아지

면 풀이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공통원인고장은 두 개 이상의 장비가 여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널리 잘 알려진 것이 β 요소 모델이다. 하지만 β 요소 모델은 다

양한 선택논리(M-out-of-N, MooN)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 하나

가 PDS 방법이다. PDS 방법은 기존의 단일 β 요소를 다양한 선택

논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방법에서 다중 β 요소를 선택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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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사용하는 방법(multiple β factor model)을 발전시킨 것으로, 

두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에서의 공통원인고장에 해당하는 β 요소

를 이용하여 다른 다양한 선택논리에 한 수정된 β(MooN) 요소

가 표현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선택논리에 한 공통원

인고장의 비율을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때문에 PDS 방법을 

마코프 모델에 적용시킨 모델(Rausand, 2014)은 여러 개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표현할 수 없었다. 

반면 MESH (multiple error shock) 모델을 마코프 모델에 사용되

어 공통원인고장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었다(Cai et al., 2012a; 

2012b). MESH 모델은 장비들이 여러 개가 여분으로 구성되어 있

을 때 그 중에서 다수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을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존한다. 때문에 

관련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 그리고 산업에서는 공통원인

고장은 관련 규범 (IEC 61508, 1998; 2010)이 있는 β 요소를 이

용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β 요소를 이용하여 마코프 모델에서 

공통원인고장을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최근 마코프 모델

에 PDS 방법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Rausand, 2014), 이

산 마코프 모델이 아닌 연속 마코프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 여러 개

의 장비를 동시에 고려하거나 시스템의 상태가 다양한 경우에 적용

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해저폭발방지기를 β 요소 모델을 사용한 공통원인고

장이 반영된 마코프 모델의 해석 상으로 삼았다. 2010년 4월 미



 

 3

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당시 11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고는 관

련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 해역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쳤다. 당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한 자료(BP, 2010; National commission, 

2011; Transocean, 2011)에 따르면 각 단계에서 사고 원인이 발

견되었지만, 유정이 제어 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 안전 

장치였던 해저폭발방지기의 BSR(blind shear ram)이 작동이 제

로 되지 않으면서 참사를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해저

폭발방지기에 한 연구(Cai et al., 2012a; 2012b)도 활발해지고, 

Macondo 사고를 반영한 관련 규범이 수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학문적 접근은 더욱 필요한 상태이고, 

특히 미국 멕시코만의 자료로 분석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해저폭발방지기의 공통고장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

지만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사와 ABSG(American 

Bureau of Shipping Group) Consulting 사가 함께 작성한 BOP에 

관한 보고서(ABS and ABSG Consulting, 2013a; 2013b)를 보면, 

해저폭발방지기의 공통원인고장에 한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자료

의 부족으로 인해 해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

만 추후 연구에는 공통원인고장을 반영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히

고 있다. 그리고, EQE international 사가 CAMERON에 제출한 보

고서(EQE international, 2000)에도 해저폭발방지기 구성장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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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하나에 설치된 두 개의 CPU 기판도 공통원인고장의 상이지

만 POD 두 에 설치된 네 개의 CPU 기판이 동시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공통원인고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해저폭발방지기

의 평가에 공통원인고장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지만 어떤 값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한 결론은 

전무한 상태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마코프 모델에 공통원인고

장을 반영하는 방법을 해저폭발방지기에 적용하여 방법론적인 접근

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β 값은 IEC 61508-6의 Annex D

를 참고로 예측된 값으로, 현장 자료 수집에 의한 정확한 값이 아니

라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본 논문은 가용도 해석이 주된 내용인데, 가용도 해석은 리스크 

해석이나 SIS 평가와는 다르게 장비의 고장 유무에 따른 가용성 관

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리스크 해석과 같이 

특정 사고에 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

로 해저폭발방지기는 유정 밀폐 기능에 한 안전계기시스템(SIS, 

Safety Instrumented Systems) 평가를 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유정 밀폐 기능에 한 SIL(Safety Integrity Level) 등급을 계산

하거나 등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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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구성 

 

본 논문은 모든 장비의 고장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β 요소의 

사용 방안에 한 연구로, 마코프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적합한 계

수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필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저폭발방지기

의 램 방지기를 구분하여 가용도와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1장은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현재 연구 현황에 해 소개한

다. 그리고 본 논문의 구성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2장에서는 마코프 모델에 해 설명한다. 마코프 모델의 기본과 

다양한 시스템에 한 마코프 모델, 그에 한 전이행렬들에 해 

소개한다. 이산 마코프 모델로 다양한 모델에 해 가용도와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고 기존의 분석적 기법과 비교함으로써 이산 마코프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한다. 

3장에서는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하는 표적인 방법인 β 요소 모

델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β 요소 모델에서 발전된 PDS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코프 모델에 β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소개한다. 그리고 기존의 공통원인고장이 고려된 신뢰

성 예측식에 새롭게 제안된 계수를 사용하는 방안에 해 고찰해 

본다.  

4장에서는 해석 상인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설명을 한다. 해저

폭발방지기를 구성하는 세부 장비들로 나누고 이에 한 역할을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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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은 해석에 사용될 입력 자료에 한 분석이다. 자료는 

SINTEF (Holand,1999) 자료와 WEST E. S. (2009) 자료이다. 두 

자료 모두 미국 멕시코만에서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자료

로 두 자료에서 해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같은 지

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저폭발방지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비

교하였다.  

6장은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가용도와 신뢰성 해석이다. 그리고 

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를 알아보기 위해 가용도에 한 민감

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BSR 방지기의 작동에 한 불가용도와 위험

사건발생도도 비교하였다.  

7장은 논문을 정리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부록에는 본 논문의 해석에 사용된 두 자료에 한 개괄적인 내

용들을 포함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값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통

해 미국 멕시코만에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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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코프 모델 

 

마코프 모델은 다른 신뢰성이나 안전성 평가 기술보다 더 나은 

평가 방법으로 알려지며 신뢰성이나 안전성 모델에 사용되어 왔다. 

마코프 모델은 러시아 수학자 Andrei Andreyevich Markov 

(1856-1992)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는 미래의 변수는 현재

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현재 이전의 과정과는 무관하다라는 마코

프 성질(Markov property)을 정의하였다. 그는 변수가 특정 시간

에 구분된 값을 갖는 것의 연속인 마코프 연쇄(Markov chain)을 

발표하였다. 어떤 시스템이 실패하면 시스템이 구분된 상태, 즉 실

패 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에 마코프 연쇄 방법은 고장과 수리의 과

정에 매우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  

마코프 모델은 Figure 2.1과 같은 두 가지의 간단한 기호를 사용

한다. 원은 장비들이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에 한 

시스템의 상태(state)를 보여준다. 이때 상태들은 시스템의 장치들

의 작동과 고장 상태가 겹치지 않도록 전부 서로 배타적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 각 마코프 모델마다 상태의 고유 번호가 정해진다. 

Figure 2.2의 네 개의 원이 시스템의 상태를 뜻하는데, 각 상태마다 

0에서 3의 번호로 각 상태를 표한다. 상태를 나타내는 원에 표기

된 번호에 따라 각기 다른 상태가 정의된다.  

마코프 모델은 시스템의 작동과 고장에 따라 하나의 상태에서 다

른 상태로 옮겨간다. 장비들의 고장(failure)이나 수리(repair)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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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선 (transition arc)이라 불리는 화살에 의해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때 그에 해당하는 고장 

확률이나 수리될 확률이 함께 표기된다. 일정 시간 간격 동안 시스

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확률을 모델링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시스템이 각 상태에 있을 

확률을 알게 된다. 이후 가용성이나 신뢰성에 해당하는 상태들의 확

률을 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값을 얻게 된다. 

 

 

Figure 2.1  Markov model symbols. 

 

Figure 2.2의 상태 1과 2와 같이 어떤 상태에 들어오는 화살과 

나가는 화살이 동시에 존재하면 이 상태는 일시적 상태(transient 

state)라고 한다. 반면 Figure 2.2의 상태 3과 같이 들어오는 화살

만 있고 다른 상태로 전이되는 화살이 없는 경우에는 흡수상태

(absorbing state)라고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이 흡수상

태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  

시스템에 존재하는 장비들의 작동 상태와 고장 상태의 조합에 따

라 다양한 마코프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작동 상태

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 이상의 실패 상태도 모델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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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마코프 모델이 완벽하다면 시스템의 작동 상태뿐만 아니라 성

능저하 상태나 그로 인한 실패 방식까지 보여줄 수 있다. 때문에 마

코프 모델에서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한 분석과 분류

가 매우 중요하다.  

 

 

Figure 2.2  Markov model. 

 

Figure 2.3은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가 하나 있는 시스템의 마코

프 모델이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태 0과 시스템이 고장이 난 상태 

1의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한다. 그리고 정상(상태 0)에서 고장(상태 

1)로 연결되는 전이곡선이 있다. 이 곡선은 실패확률(failure rate) 

λ의 값을 가진다. 이 모델이 일정 시간의 간격(∆t) 동안에 한 모

델이라면 이 시스템이 일정 시간의 간격 동안 정상에서 고장으로 

갈 확률은 λ·∆t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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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Markov model, single nonrepairable component     

(Goble, 2010). 

 

수리가 가능한 모델은 Figure 2.4에서와 같이 정상과 고장을 뜻

하는 상태는 같지만 고장(상태 1)에서 정상(상태 0)로 가는 전이곡

선이 추가된다. 위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수리확률(restore rate) μ

를 사용하여 고장에서 정상으로 가는 확률을 모델링 할 수 있다.  

 

 

Figure 2.4  Markov model, single repairable component         

(Goble, 2010). 

 

마코프 모델은 수리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나 수리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도 표현 

가능하다. 그리고 시험이나 다양한 실패 현상도 모델링 가능하다.  

마코프 모델은 여러 방법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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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실패확률과 수리확률을 상수로 가정한다. 이 가정은 부

분의 산업 제어 시스템에 유효하지만 안전계기시스템(SIS, Safety 

Instrumented Systems)과 같이 시험이 모델링 되어야 하는 시스

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시스템에는 행렬의 곱을 이용하는 수

치적 접근법이 이용된다. Table 2.1은 다양한 해석법과 활용범위를 

보여준다. 

연속적 시간 의존적 마코프 해석기법(Continuous time-

dependent Markov solution techniques)은 모든 장비가 수리 가능

한 시스템에서 전이곡선의 확률 값들이 상수일 때 주로 사용된다. 

정상상태 확률해석 (Steady state probability solutions)도 위와 같

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해석 기법들은 전이확률

이 상수가 아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다. 

때문에 이들은 안전계기시스템(SIS)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부에서 

정상상태 확률해석을 계장안전관리기술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지

만 해석이 정확하지 않다. 상태 확률에 이산시간 수치기법(discrete 

time numerical solutions)을 적용하면 흡수상태의 유무나 전이확률

의 변동도 모두 해석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산시간 수치기법을 사용한 마코프 접근(Markov 

approach)은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 해석에 산업환경의 현실성을 반

영하고 동시에 예상치 못한 실패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조직 접근

법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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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arkov solution techniques and applicability        

(Goble, 2010). 

Markov model 
characteristics

Continuous 
time 

dependent 
solution via 
differential 
equations 

Steady state 
availability 
solution via 

algebraic 
equations

MTTF 
(state) 

solution via 
matrix 

inversion

Discrete time 
probability 
solution via 

matrix 
multiplication

MTTF (state) 
solution via 

matrix 
multiplication 

Model represents 
a fully reparable 

system with 
constant failure 

and repair 
probabilities 

Yes Yes Yes Yes Yes 

Model represents 
a non-reparable 

system with 
constant failure 

and repair 
probabilities 

No No Yes Yes Yes 

Model represents 
a fully repairable 
system with non-
constant failure 
or non-constant 

repair 
probabilities 

No No No Yes Yes 

Model represents 
a non-repairable 
system with non-
constant failure 

and repair 
probabilities like 

a Safety 
Instrumented 

System (SIS) in 
low demand 

mode 

No No No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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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산 마코프 모델링 

 

마코프 모델은 시간 의존적 상태의 시스템에 유효하다. 시간은 

이산 모델과 연속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이산 모델은 시간의 변화가 

있으면 단위 시간의 증가 횟수만큼 적용된다. 시간 증가의 단위는 

시스템마다 다른데 한 시간, 하루, 일주일 등이 있다. 연속 모델은 

단위 시간이 0에 무한히 가까워지게 함으로써 유도된다. 제어 시스

템을 적용하는 산업에서는 신뢰성이나 안전성 모델링에 주로 이산 

모델을 사용한다. 

  

 

Figure 2.5  Average “behavior” of a repairable item and main 

time concepts (Rausand and Høyland, 2004). 

 

시스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1, 고장이 나

면 0이라고 한다면 Figure 2.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고장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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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리를 하여 다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MDT(Mean DownTime) 이라고 한다. MDT에는 시스템을 수리하

는 시간 MTTR(Mean Time To Repair/Restore)도 포함된다. 시스

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간은 MTTF(Mean Time To Failure)

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고장이 걸리기까지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한

다.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는 고장과 고장 사이의 

평균 시간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MTTF와 MDT의 합으로 표현

된다. 위의 개념들 가운데 MDT와 MTTF는 상호 배타적이면서 임

의의 시간에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때문에 마코프 모델에서는 MTTF와 MDT로 표현되는 고장 확률

(failure rate) λ와 수리 확률(repair rate) μ를 이용한다. 

고장 확률 λ와 수리 확률 μ는 MTTF와 MDT와 다음의 관계가 

있다. 

 

MTTF
1

λ                        (2.1) 

 

MDT
1

μ                        (2.2) 

 

단위 시간 간격, ∆t에 따른 상태간의 전이 확률을 전이확률행렬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이라고 부르는 m×m 행렬로 표현 

가능하다. 이때 m은 마코프 모델에서 상태들의 숫자이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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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이행렬 (Transition matrix) P라고 부른다. 만약 고장 확률 λ

와 수리 확률 μ을 가지는 시스템이 작동 상태와 고장 상태만 있다

면 Figure 2.6과 같이 마코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Figure 2.6  Markov model. 

 

그리고 이에 한 전이행렬은 다음과 같다. 

 














tμ‐1tμ

tλtλ‐1
P               (2.3) 

 

시스템의 상태가 더 추가된다면 전이행렬의 행과 열도 추가된 상

태의 수만큼 증가된다. 이때 각각의 행은 전이되기 이전에 시스템의 

상태이고, 열은 전이된 후의 시스템 상태이다. 이것은 Figure 2.6에 

한 전이행렬 P의 각 요소들이 가지는 의미를 다음처럼 표기할 수 

있다. 

 













1101

1000
P                 (2.4) 

 

전이행렬 P는 단위 시간 간격에 한 확률이다. 만약 두 번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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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간 간격이 지난 후의 확률은 다음처럼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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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101

1000

1101

1000
P

t

t           (2.6) 

 

위의 관계를 보면 두 번의 단위 시간 간격이 지난 후의 확률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행은 전이 이전의 상태이고 열은 전이 

후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t/∆t) 번의 단위 시간 간

격이 지난 후의 확률을 계산하려면 전이행렬 P를 원하는 시간만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이때도 각 요소의 의미를 처음과 같다. 

시스템의 초기 상태를 안다면 t 시간 이후의 시스템이 각 상태에 

있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초기 상태 행렬 S는 1×n의 

열 벡터로 표현된다. 각 요소는 시스템이 시작 상태일 때, 각 상태

에 있을 확률이다. 만약 시스템이 어떤 특정 상태에서 항상 시작한

다면 그 상태에 해당하는 요소는 1이고 나머지 요소는 모두 0이 된

다. 시간 간격이 한 번도 지나지 않은 상태의 초기 상태를 S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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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이때 앞의 시스템이 초기 상태가 항상 상태 0에서 시작한다면 

초기 상태 S는 다음처럼 표현된다. 

 

 01S                         (2.7) 

 

초기 상태 행렬 S를 이용하면 t 시간 이후 시스템이 각 상태에 

있을 확률 P(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t/PSP t                      (2.8) 

 

P(t)는 1×n의 열 벡터가 되는데 각 행의 숫자가 시스템이 t 시

간 이후 각 상태에 있을 확률이다. 

 

 

2.2.  여분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의 가용도 

 

Figure 2.7는 하나, 둘, 셋의 장비가 여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한 마코프 모델이고, 각 상태에 한 정의는 Table 2.2와 같다. 

이때 고장확률(failure rate) λij는 i개의 장비 가운데 j개의 장비가 

고장이 날 확률을 뜻한다. 즉 λ11은 장비 하나가 고장이 날 확률, 

λ21은 두 개의 장비 가운데 하나가 고장 날 확률, λ22는 두 장비가 

모두 고장 날 확률이다. 수리확률(repair rate) μi는 i개의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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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Figure 2.7의 모델들은 시스

템에서 고장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를 한다(retrievable system)고 

가정한다. 때문에 정상 상태 0에서 상태가 전이되면 그 상태에서 다

시 정상 상태 0으로 돌아오는 전이곡선이 존재한다.  

 

 
(a) one component system 

 

 
(b) two components system 

 

 
(c) three components system 

Figure 2.7  Markov model of retrievable systems for availability. 

 



 

 19

Table 2.2  System state of Markov model. 

System state Component state 

0 No failure 

1 1 component failure 

2 2 components failure 

3 3 components failure 

 

이와 관련된 n개의 장비로 구성된, 고장 즉시 수리하는 시스템 

(retrievable system)의 전이행렬 Pn-re는 다음과 같다. 

 













Δtμ‐1Δtμ

ΔtλΔtλ‐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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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re‐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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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초기 상태가 S라면 t 시간 이후 n개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

템이 각 상태에 있을 확률 P(t)는 다음과 같다. 

 

tt/PSP t                    (2.12) 

 

t 시간의 상태 확률 P(t)는 1×(n+1)의 행 벡터가 된다. 표기의 

편의를 위해 P(t)를 Pt로 하겠다. 모든 장비가 고장이 난 경우를 제

외하면 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하므로 t 시간에서의 n개의 장비로 구

성된 시스템의 가용도 A(t)는 다음으로 표현 가능하다.  

 





n

1i
t i1,PA t                  (2.13) 

 

또는 고장이 날 확률만 전체에서 빼면 되므로 다음으로도 표현 

가능하다. 

 

1n1,P1A t t                 (2.14) 

 

위 관계를 이용하여 Table 2.3의 값으로 가용도 해석을 수행하

였다(Figure 2.8). 서로 다른 시스템에 사용된 장비는 모두 같다고 

가정하였다. 하나의 장비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둘 또는 셋의 장비를 

여분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가용도가 훨씬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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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장비 두 개와 세 개는 결과는 하나에서 두 개로 설치

했을 때보다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Table 2.3  Input data for comparison of Markov models. 

variable value 

λ11 [1/h] 1.00e-6 

λ21 [1/h] 1.96e-6 

λ22 [1/h] 2.00e-8 

λ31 [1/h] 2.91e-6 

λ32 [1/h] 3.00e-8 

λ33 [1/h] 1.00e-8 

μ1 [1/h] 1/50 

μ2 [1/h] 1/80 

μ3 [1/h]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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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Availability comparison of Markov systems for 

retrievable systems consisting of various numbers of 

components.  

 

고장확률 λ와 수리확률 μ를 가지는 장비 하나로 구성된 시스템 

(Figure 2.7의 (a))의 평균 가용도 Aaverag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λμ
μ

Aaverage 
                   (2.15) 

 

위 경우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해석 결과가 위 식의 결과인 

0.99995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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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3 선택논리에 한 가용도는 불가용도 UnAaverag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averageUnA‐1                    (2.16) 

 

여기서 2oo3 선택논리에 한 불가용도 UnAaverage는 두 장비가 

독립적으로 각각 고장이 나는 경우와 두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나

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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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UnA
       (2.17)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두 장비가 독립적으로 각각 고장이 나는 경

우로 두 개의 장비 가운데 하나가 고장이 나고, 다음으로 하나 남은 

장비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 한 불가용도이고, 두 번째 항은 두 장

비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 경우에 한 불가용도이다. 위 식에 의한 

값과 마코프 모델을 이용한 가용도는 모두 0.99999839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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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wo components system 

 

 
(b) three components system 

Figure 2.9  Markov model of non-retrievable systems for 

availability. 

 

반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가 모두 고장이 나야 수리를 하는 

시스템(non-retrievable system)은 여분의 장비가 작동 가능한 상

태에서는 수리 작업이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 정상 상태 0으로 돌아

오는 전이곡선이 없다(Figure 2.9). 하나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개 이상의 장비로 구성

된 시스템은 마코프 모델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된 n개의 장비로 구성된, 모든 장비가 고장이 나야 수

리하는 시스템(non-retrievable system)의 전이확률행렬 Pn-no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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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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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의 값으로 가용도 해석을 수행하여 고장 즉시 수리하

는 시스템 (retrievable system)과 Figure 2.10에 비교하였다. 즉

시 수리하는 시스템에 비해 모든 장비가 고장이 난 경우 수리를 하

는 시스템의 가용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용도의 값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즉시 수리하는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모든 장비가 고장이 난 경우 수리를 하는 시스템

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용도가 떨어진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의 

수가 많을수록 그 차이가 작다. 구성 장비가 많으면 시스템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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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고장이 난 뒤 수리를 해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비슷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Figure 2.10  Availability comparison between retrievable 

Markov systems and non-retrievable Markov system. 

 

 

2.3.  여분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의 신뢰성 

 

고장확률 λ가 지수함수분포를 가지는 장비 하나로 구성된 시스

템의 t 시간에서의 신뢰성(reliability) R(t)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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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texpR t                     (2.30) 

 

신뢰성은 시스템이 고장 나기 이전에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운영상태에 있을 확률이기 때문에 수리를 고려하지 않는

다. 때문에 실패 상태에서 성공 상태로의 전이곡선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에 한 함수로 표현된다. 이때의 마코프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 one component system 

 

 
(b) two components system 

 

 
(c) three components system 

Figure 2.11  Markov model of retrievable systems for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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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전이확률행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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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Figure 2.12은 하나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에 한 마코프 모

델 해석과 분석적 방법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두 결과가 일치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코프 모델이 신뢰성 해석에 유효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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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Reliability comparison for one component system. 

 

수리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고장확률 λi인 장비 n개가 병렬로 독

립되어(independent) 연결된 경우 신뢰성 RI(t)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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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λexp11tR              (2.34) 

 

이때 n개의 장비가 모두 동일하다면 다음으로 정리된다. 

 

 nλtexp11tRI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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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일한 n개의 장비가 독립적이지 않고 어떠한 원인에 의

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장비가 고장이 난다면, 즉 상호 의존적 

(dependent)인 시스템이라면 신뢰성 R(t)은 각 장비들의 독립적인 

신뢰성 RI(t)과 장비들간의 의존적인 신뢰성 RD(t)으로 표현할 수 

있다. 

 

tRtRR t DI                  (2.36) 

 

이때 의존도가 β라고 하면, 상호 의존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확

률 λD는 β·λ가 되고, 독립적인 n개의 장비들은 (1-β)·λ의 

실패확률 λI를 가진다. 이 관계에 의해 위의 식은 다음으로 정리된

다. 

 

   tλβexptλβ1exp11R t 
n

    (2.37) 

 

두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에 한 신뢰성을 해석하여 Figure 

2.13에 비교하였다. 의존도 β는 2%라고 가정하였다. 즉 두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은 0.02·λ이다. 마코프 모델과 의존도가 

반영된 분석적 방법의 결과는 일치한다. 의존도가 반영되지 않은 경

우 신뢰성이 높게 나타난다. 각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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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Reliability comparison for two components system. 

 

 

2.4.  요구빈도를 고려한 마코프 모델 

 

IEC 61508 (1998)은 안전계기시스템(SIS)의 작동모드를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와 높은 요구 모드(high demand 

mode)로 구분한다. 1년에 한 번 이하로 작동이 요구되고, 안전계기

시스템의 시험 주기의 두 배보다 긴 기간에 작동이 요구되는 모드

가 낮은 요구 모드이다. 반면 1년에 한 번 이상의 작동이 요구되거

나, 시험 주기의 두 배보다 짧은 기간에 작동이 요구되면 높은 요구 

모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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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프 모델은 시스템의 장비들이 높은 요구 모드라고 상정한다. 

하지만 Jin (2011)은 요구빈도(demand rate, λde)와 요구기간률

(demand duration rate, μde)을 사용하여 적용한 마코프 모델을 제

안하였는데 높은 요구 모드뿐만 아니라 낮은 요구 모드에 해서도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였다.  

요구빈도는 얼마나 자주 시스템이 사용이 되는지를 뜻하는데, tde 

기간에 한 번 사용된다면 요구빈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et

1
de                      (2.38) 

 

요구기간률은 시스템이 작동해서 기능을 유지하는 시간을 뜻한다. 

사용이 요구되고 tdu 시간 동안 작동하고 이후 다시 작동 이전의 상

태로 돌아갔다면 요구기간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ut

1
de                     (2.39) 

 

고장확률(failure rate)가 λ이고, 수리확률(repair rate)이 μ인 

하나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을 고려해보자.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하

고 비교하여 더욱 적합한 모델을 해석에 반영하도록 한다. 

먼저 Figure 2.14의 (a) 모델은 현재 시스템이 정상인 상태(상

태 0)에서 시작한다. 작동이 요구된 상태가 상태 1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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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14  Markov transition diagram considering demand rate 

for one component system. 

 

Table 2.4  System state for one component system considering 

demand rate. 

System 
state 

Component state 

Figure 2.14 (a) Figure 2.14 (b) 

0 Functioning Non-demand 

1 
On-demand & 

Functioning 
On-demand & No failure 

2 Non-demand & Failure 
On-demand & Failure 

(Hazardous event) 

3 
On-demand & Failure 

(Hazardous event) 
- 

 

 



 

 34

이때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상태 3으로 전이된다. 또한 상태 0에

서 시스템의 작동이 요구되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날 수 있다(상태 

2). 이 상태에서 작동이 요구되면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고장이 나게 

된다(상태 3).  

다른 모델은 Figure 2.14의 (b)인데, 시스템의 작동이 요구되기 

이전 상태에서 시작한다(상태 0). 그리고 작동이 요구되었을 때, 시

스템이 안전한 상태이면 상태 1에 해당하고, 시스템이 고장이 난 상

태면 상태 2에 해당한다.  

첫 번째 모델은 시스템의 요구(상태 1)와 시스템의 고장(상태 2)

을 분류하여 모델링 한 반면, 두 번째 모델은 일반적인 하나의 장비

로 구성된 마코프 모델에 요구 상태(상태 0)를 반영한 것이다.  

각 마코프 모델에 따라 단위시간에 한 전이확률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Figure 2.14의 (a)에 한 행렬은 Pa로, (b)에 한 

행렬은 Pb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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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임의의 입력 값을 Table 2.5과 같이 설정하였다. 해

석 시간은 시스템이 충분히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로 정하였다. 이 

예제의 경우 300시간 이후 충분히 정상상태로 도달하였으나 해석의 

정확도를 위해 500시간이 지났을 때를 상정하여 계산하였다. 비교

를 위해 요구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일반적인 마코프 모델에 한 

결과도 함께 표시하였다.  

 

Table 2.5  Input data for comparison of Markov models 

considering demand rate for one component system. 

variable value 

λ [1/h] 1e-6 

μ [1/h] 1/50 

λde [1/h] Variable 

μde [1/h]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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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5  Unavailability comparison of Markov models 

considering demand rate for one component system. 

 

Figure 2.14의 (a) 모델의 불가용도(Unavailability)는 500시간 

이후 상태 2와 상태 3에 시스템이 있을 확률의 합으로 구하였다. 

상태 2는 시스템이 고장이 난 상태로 고장 즉시 수리를 하는 것으

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상태 3은 시스템이 고장이 난 상황에 시스템의 작동이 요구되는 상

황이므로 시스템이 작동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상태 0과 상태 1

의 합을 가용도 (availability)로 상태 2와 상태 3의 합을 불가용도

로 정의하였다. 그렇게 정의하면 상태 0과 상태 1의 합이 정상상태, 

상태 2와 상태 3의 합이 비정상상태인 하나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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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하나의 장비로 구성된 요구빈도를 고려

하지 않은 일반적인 시스템에 한 마코프 모델의 결과와 같은 불

가용도를 가진다(Figure 2.15). 반면 마코프 모델 (b)는 불가용도

(unavailability) 값이 마코프 모델 (a)에 비해 작게 계산되고 있다. 

마코프 모델 (b)는 시스템의 작동이 요구됐을 때 항상 시스템이 작

동 가능한 상태(상태 1)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불가용도가 작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2.16  Hazardous event comparison of Markov models 

considering demand rate for one component system. 

 

Figure 2.16은 위험사건발생도(hazardous event) 관점에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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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인 요구빈도를 고려하지 않는 마코프 모델

은 시스템의 고장이 시스템의 불가용도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시스템

에 의한 위험사건발생도와 같게 된다. 하지만 요구빈도를 마코프 모

델에 고려하면 Figure 2.14의 (a) 모델에서와 같이 시스템이 고장

이 나더라도 작동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상태 2)을 정의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상태는 위험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스템 작동의 요구

와 시스템이 고장 난 상황(상태 3)이 사고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가 

된다. 이때의 결과를 보면 요구빈도(demand rate)가 커 짐에 따라 

요구빈도가 고려되지 않은 일반 마코프 모델에 잘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Figure 2.15에서 요구빈도가 0.2

보다 작을 때에는 요구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와 차이를 크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시스템이라도 자주 사용하지 않

는 장비에 의해 생기는 위험사건발생도는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것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모델의 비교 결과 Figure 2.14의 (a)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요구빈도를 고려한 결과 계산은 (a) 모델을 사용한

다. 가용도 관점에서의 계산은 요구빈도가 고려되지 않은 마코프 모

델을 사용하고, 위험사건발생도를 계산할 때는 요구빈도가 고려된 

마코프 모델을 사용한다. 

Figure 2.17는 요구기간률 μde의 변화에 따른 위험사건발생도를 

비교한 것이다. 마코프 모델 Figure 2.14의 (a) 모델로 해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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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요구기간률이 작을수록 낮은 요구빈도 구간에서 위험사건

발생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구기간률이 작다는 것은 시스

템이 한번 작동이 요구되어 작동되면 오랜 시간 동안 작동이 유지

된다는 것이다. 요구기간률 0.1은 10시간 작동이 유지된다면, 요구

기간률 0.01은 100시간동안 작동이 유지된다. 요구기간률이 작으면 

Figure 2.14의 (a) 모델에서 시스템이 상태 1에 머무를 확률이 커

지고 이것은 상태 1에서 상태 3으로 전이되는 확률도 증가한다. 때

문에 요구기간률이 작을수록 요구빈도가 낮은 구간에서도 위험사건

발생도가 증가한다. 반면 불가용도는 Figure 2.18과 같이 요구기간

률에 상관없이 상항 일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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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7  Hazardous event comparison depending on demand 

duration rate, μde for one component system. 

 

Figure 2.18  Unavailability comparison depending on demand 

duration rate, μde for one compon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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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의 (a)에 한 신뢰성을 해석하여 분석적 기법과 비교

하였다. 수리가 없다고 가정하므로 수리확률 μ는 모두 0이고, t 시

간 이후 상태 0과 상태 1에 시스템이 있을 확률의 합이 신뢰성이 

된다. 요구빈도에 상관없이 두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용도와 마찬가지로 상태 0과 상태 1는 요구가 발생하면 두 

상태에서 서로 전이될 뿐, 두 상태 모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Figure 2.19  Reliability comparison between Markov model with 

demand rate and analy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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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장비가 여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해 요구빈도를 고려

하여 마코프 모델을 Figure 2.14의 (a)에서 발전시켰다(Figure 

2.20). 기본적으로 장비가 하나 있을 때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

태에 장비가 두 개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태를 추가하여 확장하

였다. 상태 0에서 상태 3까지는 Figure 2.14의 (a)와 유사하다. 차

이점은 장비가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장비 가운데 하나만 

고장이 났다는 것이다. 상태 4는 장비 두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난 상

태이다. 이때 시스템의 작동이 요구되면 상태 5가 된다. 시스템의 

작동이 요구된 상태(상태 1)에서 장비 두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나면 

상태 5가 된다. 장비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작동이 요구된 상황(상

태 3)에서 남은 하나의 장비도 고장이 나면 상태 5가 된다. 이처럼 

장비가 두 개 고장이 나는 경우에 해 상태들이 추가되었다.  

마코프 모델은 Figure 2.20에서와 같이 i개의 장비 가운데 j개의 

장비가 고장이 날 확률이 필요하다. 실패확률 λij는 i개의 장비 가

운데 j개의 장비가 고장이 날 확률을 뜻한다. 즉 λ21은 두 개의 장

비 가운데 하나가 고장 날 확률, λ22는 두 장비가 모두 고장 날 확

률, λ11은 장비 하나가 고장이 날 확률이다. 수리확률 μi는 i개의 

장비를 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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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0  Markov transition diagram considering demand rate 

for two components system. 

 

Table 2.6  System state for two components system considering 

demand rate. 

System state 
Component state 

Figure 2.20 

0 Non-demand & 2 components safe 

1 On-demand & 2 components safe 

2 Non-demand & 1 component failure 

3 On-demand & 1 component failure 

4 Non-demand & 2 components failure 

5 
On-demand & 2 components failure 

(Hazardous event) 
 

Figure 2.20의 마코프 모델을 바탕으로 전이확률행렬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행렬의 각요소는 각 행 요소들의 합이 1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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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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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Input data for comparison of Markov models 

considering demand rate for two components system. 

variable value 

λ11 [1/h] 1.00e-6 

λ21 [1/h] 1.96e-6 

λ22 [1/h] 2.00e-8 

μ1 [1/h] 1/50 

μ2 [1/h] 1/80 

λde [1/h] Variable 

μde [1/h]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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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값을 Table 2.7와 같이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불가용도는 Figure 2.20의 시스템이 상태 4와 상태 5에 있을 확

률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두 개의 장비로 구성이 된 시스템에서 두 

장비 모두 고장이 나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구빈

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마코프 모델의 결과를 같이 비교하였

다. 앞의 하나의 장비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불가용도의 

관점에서는 요구빈도를 고려한 해석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 차이

가 없다. 

 

 

Figure 2.21  Unavailability comparison depending on demand 

duration rate, μde for two componen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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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igure 2.22에서처럼 위험사건발생도의 관점에서 보면 

요구빈도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장비로 구

성된 시스템과 유사하게 요구빈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위험사건발생

도가 작다. 해석 결과로 미루어 두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에 해 요

구빈도를 고려한 마코프 모델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2.22  Hazardous event comparison depending on demand 

duration rate, μde for two componen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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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이 하나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에 비해 위험사건발생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2.23  Hazardous event comparison between one 

component system and two componen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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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원인고장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이란 같은 원인에 의해 둘 

이상의 장치가 고장이 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때문에 공통원인고장

은 여분의 장비를 이용하여 장치의 고장에 비하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된다. 하나의 원인에 의해 두 개의 장비가 고장이 날 수 있

다는 뜻은, 셋 또는 넷의 장비도 하나의 원인에 의해 모두 함께 고

장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스템은 때때로 이론

적으로 예측된 신뢰성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것의 주요 원인으로 공통원인고장이 꼽힌다.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에 공통원인고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제 로 

된 결과를 기 하기 힘들다. 공통원인고장의 영향을 예측하는 방법

이 몇 가지 있다. 이들 가운데 한가지는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에 공

통원인고장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된다. 

 

 

3.1.  β 요소 모델 

 

공통원인고장을 모델링하는 간단한 방법중의 하나가 β 요소 모

델(β factor model)이다. 어떤 원인에 한 고장확률(failure rate)

을 하나의 장비가 고장이 날 확률과 둘 이상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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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확률로 나누고, 고장이 둘 이상이 날 확률을 β라는 요소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다. Figure 3.1과 같이 고장확률 중에서 공통원

인고장이 일어날 확률이 β라면 나머지 하나의 장비만 고장이 날 

확률은 1-β가 된다. 

 

 

Figure 3.1 Venn diagram of failure rate showing beta 

factor(Goble,2010). 

 

그런데 이때 공통원인고장은 전체 고장확률 λ의 β만큼에 해당

하기 때문에 공통원인고장에 의한 고장확률 λCCF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λβλCCF                      (3.1) 

 

마찬가지로 하나의 장비만 고장이 날 확률(independent portion) 

λInde은 다음과 같다. 

 

λβ1λ Ind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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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β 요소 모델은 이해하기 쉽고 적용도 용이하다. 하지만 

공통원인고장에 의해 고장이 난 장비의 숫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즉, 

β라는 요소는 두 개 이상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모든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개가 고장이 날 확률, 세 개가 고장이 날 확률 

등과 같이 세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때문에 두 개의 여분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β 요소 모델이 적합하다. 하지만 세 

개 이상의 여분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β 요소 모델을 사용

하면 공통고장원인에 의한 확률은 구할 수 있지만 몇 개의 장비 가

운데 몇 개가 고장이 난 경우인지는 알 수 없다.  

 

 

3.2.  PDS 방법 

 

이를 보안하기 위해 IEC 61508-6(1998)에서는 다양한 선택논

리(voting logic)에 해 β 요소 모델을 사용하여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IEC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모

든 선택논리에 하나의 β 값을 입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MooN 

(M-out-of-N)의 선택논리를 구분할 수 없다. 이때 MooN(M<N)

이란 M개의 여분의 장비 가운데 적어도 N개 이상은 작동해야 한다

는 뜻이다. 예를 들어, 2oo3은 3개의 장비가 여분으로 구성된 시스

템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은 작동해야 한다. 2개의 장비가 동시에 고

장이 나거나 3개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난 경우가 2oo3 선택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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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공통원인고장에 해당한다.  

MooN의 다양한 선택논리에 해 같은 β 요소를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부정확함을 해결하기 위해 Hauge et al.(2010)은 다음과 같

은 수정 요소 CMooN를 제안하였고, IEC 61508(2010)도 이러한 연

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수정 요소 CMooN로 기존의 공통고

장원인 확률인 β 요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NMCβMooNβ MooN  .            (3.3) 

 

이때 β 값은 1oo2의 선택논리에 한 공통고장원인 확률값이다. 

즉, 두 개의 장비가 여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두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이 기본 β 값에 해당된다. 다양한 선택논리에 한 

수정 요소 CMooN의 값은 Table 3.1에 나타내었다.  

 

Table 3.1  Modification factors for voting configurations, CMooN. 

(Hauge et al., 2010) 

CMooN N = 1 N = 2 N = 3 N = 4 N = 5 N = 6 

M = 1 - 1.0 0.5 0.3 0.21 0.17 

M = 2 - - 2.0 1.1 0.7 0.4 

M = 3 - - - 2.9 1.8 1.1 

M = 4 - - - - 3.7 2.4 

M = 5 - - - - - 4.3 

 

위의 수정 요소 CMooN를 이용하여 MooN인 선택논리에 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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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인고장확률 λMooN을 구할 수 있다. 

 

MooNMooN CβλMooNβλλ  .          (3.4) 

 

이때 실패확률 λ는 장비 하나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의 고장확률

이다. 

 

             
(a) N = 2 

 

 
(b) N = 3 

Figure 3.2 Common-cause failure model. 

 

기존 β 요소 모델과 Hauge et al. (2010)에 의해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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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reliability of computer-based safety systems, Norwegian 

acronym)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Figure 3.2의 (a)는 

두 장비가 여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고장확률이다. 이때 a는 두 장

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 공통고장확률을 뜻한다. β 요소 모델

과 PDS 방법에서 보면 1oo2의 선택논리에 한 공통원인고장확률

은 a로 같다.  

하지만 세 장비 이상이 여분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르다. Figure 

3.2의 (b)는 세 장비가 여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고장확률을 나타

낸다. 이때 b는 세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이고, c는 세 장비 

가운데 두 장비만 고장이 날 확률을 뜻한다. 1oo3의 선택논리는 세 

장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장비는 작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세 장비가 모두 고장이 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때문에 

1oo3 선택논리에서 공통원인고장에 해당하는 확률은 Figure 3.2의 

(b)에서 b만 해당된다. 반면 2oo3의 선택논리를 가지는 시스템의 

경우 세 장비 가운데 두 장비 이상이 작동해야 한다. 때문에 세 장

비가 모두 고장이 날 확률인 b 뿐만 아니라, 세 장비 가운데 두 장

비가 고장이 날 확률인 c 또한 공통원인고장확률에 포함된다.  

기존의 β 요소 모델은 Table 3.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세 장

비 이상이 여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해 다양한 선택논리에 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1oo3 선택논리와 2oo3 선택논리를 가지는 시

스템에 해 공통원인고장을 구분 없이 같은 β 값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PDS 방법은 다양한 선택논리에 해 알맞은 β 값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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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한다. 기존의 β 요소의 사용법이 가지던 다양한 선택논리

에 해 하나의 값만을 제시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Table 3.2  β factor comparisons of IEC method and PDS method 

related to voting logics. 

Voting logic β (IEC method) β (PDS method) 

1oo2 a a 

1oo3 b + c b 

2oo3 b + c b + c 

 

PDS 방법이 다양한 선택논리에 해 다른 β 값을 사용하도록 

제안하면서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할 때 β 요소 모델을 사

용하기 용이해졌다. Hauge et al. (2010)은 위의 수정 요소 CMooN을 

이용하여 간헐적 작동 시스템(Low demand system)의 

PFD(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와 상시적 작동 시스템

(High demand system)의 PFH(Probability of failure per hour)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PDS 방법은 공통원인고장확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

어 2oo3 선택논리를 만족해야 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자. 세 개의 

장비 가운데 적어도 두 개 이상은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이

상의 장비가 고장이 나면 시스템은 정지한다. 장비 두 개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Figure 3.2 (b)의 b)과 장비 세 개가 동시에 고장

이 날 확률(Figure 3.2 (b)의 c)를 더한 값이 PDS 방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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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3 선택논리에 한 공통원인고장확률이다(Table 3.2). 2oo4나 

3oo4과 같은 두 개 이상의 장비가 작동해야 하는 선택논리를 가지

는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각의 선택논리에서 몇 개의 장비

가 동시에 고장이 났는지에 한 세부적인 구분은 하지 않는다. 어

떤 선택논리를 적요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 선택논리를 벗어나는 경

우, 즉 시스템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공통원인고장확률

을 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3.3.  계수 kij 

 

기존의 PDS 방법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Hauge et al. 

(2010)이 제안한 방법은 실용적이다. PDS 방법을 장비들이 고장이 

나는 숫자에 따라 고장확률을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Figure 3.2의 (b)에서 1oo3 선택논리에 한 공통원인고장확률

인 b는 세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이다. 2oo3 선택논리에 

한 공통원인고장확률인 b+c는 세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인 

b와 두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인 c가 더해진 값이다. 그렇다

면 2oo3 선택논리에 한 공통원인고장확률 b+c에서 1oo3 선택논

리에 한 공통원인고장확률 b를 빼면 세 장비 가운데 두 장비가 

고장이 날 확률은 c를 구할 수 있다.  

실패 확률(failure rate) λij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i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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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여분의 장비들의 숫자이고, j는 그 장비 가운

데 동시에 고장이 난 장비들의 숫자이다. 예를 들어, λ22는 두 개의 

장비를 여분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두 개의 장비가 고장이 났다

는 뜻이고, 1oo2 선택논리의 공통원인고장확률과 같다. Figure 3.2

의 (b)의 b는 세 개의 장비 가운데 세 개가 모두 고장이 난 경우로 

λ33과 같고 1oo3의 선택논리를 가지는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확률

이다. 마찬가지로 Figure 3.2의 (b)의 c와 같이 세 개의 장비 가운

데 두 개의 장비가 고장이 날 확률은 λ32이고 2oo3의 선택논리의 

공통원인고장확률에 1oo3의 선택논리의 공통원인고장확률을 뺀 값

으로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패 확률 λij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λkλ ijij  .                    (3.5) 

 

이때 계수 kij는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수정 계수이다. ki1

은 i개의 장비 가운데 하나만 고장이 나는 경우인데, 장비의 관점에

서 생각해보자. Table 3.3의 (b)와 같이 세 개의 장비 A, B, C로 구

성된 시스템에서 장비 A 하나가 고장이 날 때 그 장비만 고장이 날 

경우는 공통원인고장이 발생할 경우를 β’라고 하면 (1-

β’)·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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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wo components system 

 

 
(b) three components system 

Figure 3.3  Fraction of common cause failure using β factor 

model. 

 

여기서 β’는 세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 경우와 세 장비 가

운데 두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데 그 중 장비 A가 포함이 된 

경우이다. 따라서 Figure 3.2의 (b)에서 β’=b+(c1+c2)로 표현 

가능하다. 세 장비가 동일하고 장비들 가운데 두 장비가 동시에 고

장이 날 확률이 동일하다면, 즉 c1=c2=c3라고 하면 c=c1+c2+c3의 

관계에 의해 β’=b+2/3c가 된다. b=k33, c=k32의 관계가 있으므

로, β’=b+2/3c=k33+2/3k32이다. 그런데 동일한 장비가 세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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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하나의 장비만 고장이 날 확률은 3·(1-

β’)·λ=3·(1-k33+2/3k32)·λ이다.  

일반화하면, i개의 장비 가운데 하나만 고장이 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 

 

λkλ i1i1  .                    (3.6) 

 

여기서 하나의 장비에 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의 장비가 단

독으로 고장이 날 경우가 장비 개수 i만큼 존재하므로 계수 ki1은 

다음으로 표현 가능하다. 

β'1ik i1  .                 (3.7) 

 

이때 β’는 특정 장비 하나를 포함한 공통원인고장에 해당한다. 

i개의 장비 가운데 n개가 고장이 나는데 그 중 특정 장비가 포함이 

될 경우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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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3.8) 

 

여기서 kin은 i개의 장비 가운데 n개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이

다. 이 확률 가운데 특정 장비 하나가 포함된 부분은, 전체 i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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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n개가 고장 날 경우의 수인 







n

i
와 특정 장비 하나를 제외한 나

머지  (i-1)개 가운데 (n-1)개가 고장이 날 경우의 수인 







1‐n

1‐i

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공통원인고장은 장비 두 개(n=2) 이상부

터 모든 장비(n=i)가 고장이 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해

진 값을 더한다. 그러면 ki1은 다시 다음으로 표현된다. 

 





















i

2n
in

i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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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

k
i
n

1iβ'1ik
.         (3.9) 

 

이것을 i개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i개의 

장비가 고장이 날 확률 1·i은 n개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

률 kin이 n번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만 고장이 날 확률

은 이러한 경우를 전체 1·i에서 n개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모든 경우의 확률 



i

2n
inkn 을 뺀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따라서 수정계수 kij는 모든 i, j에 해 다음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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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 의한 값은 Table 3.3에 정리되었다. 

 

Table 3.3  Coefficient for failure rate, kij. 

Coefficient
Number of component, i 

1 2 3 4 5 6 

N
u
m

b
e
r o

f faile
d
 

co
m

p
o
n
e
n
t, j 

1 1 2-2β 
3-

4.5β 
4-

7.2β 
5-

10.11β
6-

12.67β 

2 - β 1.5β 1.8β 1.9β 1.9β 

3 - - 0.5β 0.8β 1.1β 1.3β 

4 - - - 0.3β 0.49β 0.7β 

5 - - - - 0.21β 0.23β 

6 - - - - - 0.17β 

 

 

 

3.4.  계수 kij를 사용한 신뢰성  

 

신뢰성 R(t)은 독립적인 신뢰성 RI(t)과 장비들간의 의존적인 신

뢰성 RD(t)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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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λβexptλβ1exp11

tRtRR t DI




n

    (3.11) 

 

기존의 방법으로는 β값이 선택논리와 상관없이 일정했기 때문에 

3개 이상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에 해서는 선택논리에 따른 신

뢰성을 위의 식으로 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정계수 kij를 이용하면 

다양한 선택논리에 한 신뢰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세 개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을 생각해 보자. 1oo3의 선택논리 

시스템은 세 개의 장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은 정상적으로 작

동해야 하므로 세 개의 장비가 고장이 난 경우만 공통원인고장에 

해당한다. 때문에 1oo3의 선택논리를 가지는 시스템의 β1oo3은 다

음과 같다. 

 

1oo333 C0.5βkβ 1oo3             (3.12) 

 

마찬가지로 2oo3의 선택논리 시스템은 세 개의 장비 가운데 적

어도 두 개 이상의 장비가 작동하여야 하므로 세 개 모두 고장 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개의 장비가 고장이 난 경우도 공통원인고장에 

해당된다. 

 

2oo33233 C2β1.5β0.5βkkβ 2oo3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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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oo3 선택논리를 살펴보자. 이때의 전체 신뢰성 R1oo3은 다

음과 같다. 

 

tRtRtR D1oo3I1oo31oo3  .           (3.14) 

 

RI1oo3은 세 개의 장비가 독립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에 한 신

뢰성이다. 1oo3 선택논리에서는 세 개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나

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장비가 독립적으로 고

장이 날 확률을 구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β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Figure 3.3의 (a)

에서는 하나의 장비가 독립적으로 고장이 날 확률은 (1-β)·λ이

지만, Figure 3.3의 (b)에서는 그렇지 않다. βij의 i는 시스템 구성 

장비의 숫자이고, j는 동시에 고장 난 장비의 숫자라고 하면, 1oo3

의 β는 β33 + 3×β32이다. 이때 세 장비는 모두 같고, 두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 β32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세 개의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하나의 장비가 독립적으로 고장

이 날 확률인 1-β’은 1-(β33+2×β32)가 되고 수정계수 kij를 

이용하면 1-(k33+2/3×k32)=1-1.5β가 된다. 따라서 독립 신뢰성 

RI1oo3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3

I1oo3 tλ1.5β.1exp1
3

3
1tR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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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신뢰성 RD1oo3은 다음과 같다. 

 

tλβCexptR 1oo3D1oo3  .           (3.16) 

 

2oo3의 선택논리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Figure 3.4는 2oo3 선택논리 시스템의 FTA(Fault Tree Analysi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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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Fault tree analysis of 2oo3 vo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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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신뢰성 RI2oo3은 Figure 3.4에서와 같이 각 장비가 세 개 동

시에 고장이 날 경우와 두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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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oo3 tλ1.5β.1ex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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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λ1.5β.1ex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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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tR

 

       (3.17) 

 

그리고 2oo3 선택논리 시스템의 의존 신뢰성 RD2oo3은 Figure 

3.4에서와 같이 다음으로 표현된다. 

 

 
  tλkkexp

tλβCexptR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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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이를 바탕으로 식 (3.11)의 R(t)은 다음과 같이 계수 kij를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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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의 값을 이용하여 수정계수 kij를 이용한 마코프 모델과 

위에서 수정된 신뢰성 결과를 Figure 3.5에서 비교하였다. 각 선택

논리에 한 두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3.4  Input data for comparison of Markov models. 

variable value 

λ [1/h] 1.00e-6 

β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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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oo3 voting system 

 

 
(b) 2oo3 voting system 

Figure 3.5  Reliability comparison for three componen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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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저폭발방지기 

 

해저폭발방지기(subsea blowout preventer)는 해저에서 유정

(well)을 개발할 때 유정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러 개의 

방지기(preventer)가 쌓여있는 구조로 시추 과정 중에 유정의 상단

(wellhead)에 설치된다(Figure 4.1). 수면의 시추리그에서 내려온 

시추 파이프가 시추리그와 해저폭발방지기를 연결하는 라이저(riser)

를 지나 해저폭발방지기를 통해 석유/가스층(reservoir)에 닿을 때

까지 시추를 하게 된다. 시추 중 발생하는 유정의 kick과 같은 시추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어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방지기들을 

작동시키고, 우회로(bypass line)을 통해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

지하는 역할을 한다.   

시추가 끝나면 해저폭발방지기는 유정 상단(wellhead)에서 분리

되어 회수된다. 하나의 유정을 개발하는데 석유/가스층(reservoir)

의 깊이나 해상 환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유정마다 똑같지는 않지

만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린다. 해저폭발방지기는 시추

가 마무리(completion) 되기 전의 이 기간 동안 시추 과정의 안전

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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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Drilling rig and subsea BOP(HYD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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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해저폭발방지기 구성 

 

일반적으로 해저폭발방지기(subsea BOP)는 상부의 LMRP 

(Lower Marine Riser Package)와 하부의 BOP stack으로 구성되

고 두 부분은 LMRP connector로 연결된다(Figure 4.2 (a)). 해저

폭발방지기를 구성하는 장비들은 운영 컨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통 상부의 LMRP에는 두 개의 제어 POD가 설치되고, 

annular 방지기(annular preventer)가 하나 또는 두 개와 LMRP 

하단에는 connector가 설치된다. 하부의 BOP stack에는 때때로 

annular 방지기가 하나 설치되기도 하지만 상단의 LMRP에 설치되

는 annular 방지기와 합쳐서 두 개보다 더 많은 annular 방지기는 

설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단의 BOP stack에는 BSR(blind 

shear ram) 방지기가 일반적으로 하나 설치되고 가끔씩 두 개도 설

치가 된다. 하나의 BSR 방지기와 하나의 casing shear ram 방지기

가 설치될 때도 있다. 그리고 pipe rams 방지기가 세 개에서 네 개

가 설치된다. BOP stack의 하단에는 유정(well)과 연결되는 

connector가 있다. Choke line과 kill line에 연결되는 choke/kill 

valve가 운용 컨셉에 따라 여러 개가 방지기의 사이사이에 연결되

어 있다. Choke/kill valve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설치되어 하나가 고

장이 날 경우에 작동할 수 있게 되어있다. Figure 4.2의 (b)는 해저

폭발방지기 구성 장비들을 앞의 설명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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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sea BOP stack arrangement (Januarilham, 2012) 

 

 
(b) simplified BOP structure and components number 

Figure 4.2  Subsea BOP configu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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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와 Figure 4.4는 Deepwater horizon 해저폭발방지기

로 높이 16.4m(53.75ft.)에 무게 300톤의 형 구조물이다. 일반

적인 해저폭발방지기의 구성과 내부 단면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Figure 4.3  The Deepwater horizon BOP stack (Transoce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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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Cutaway view of Deepwater Horizon BOP stack 

components (Transocean, 2011). 



 

 74

Figure 4.5와 Figure 4.6은 Deepwater horizon 해저폭발방지기 

실제 모습으로 상부 LMRP와 하부 BOP stack이다.  

 

 

Figure 4.5  Deepwater horizon LMRP (GCapt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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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Deepwater Horizon BOP stack (GCapt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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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제어 POD 

 

해저폭발방지기 상단의 LMRP에 Yellow POD와 Blue POD가 설

치되어 있다. 두 개의 POD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하나가 고장이 

났을 경우를 비하여 여분으로 설치되어 있다. 작업자에 의해 명령

이 내려지면 제어 POD로 전달되고 여기에서 해저폭발방지기의 구

성 요소들을 제어한다. 모든 명령들은 제어 POD를 거치기 때문에 

주요 구성 장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Figure 4.7  POD electrical schematic (National Commission, 

2011). 

 

하나의 POD는 병렬로 연결된 두 의 SEM(subsea electronics 

module)에 의해 작동된다. 두 의 SEM은 27 볼트의 배터리로 작



 

 77

동되는데, 각각의 SEM은 9 볼트의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Figure 4.7). 만약 전기 신호가 끊기거나 유압이 공급되지 않으면 

AMF (automatic mode function) 기능이 작동하여 BSR을 작동시

킨다. 

POD는 제어 방법에 따라 MUX(multiplexed control system)식

과 유압식(hydraulic control system)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면

의 시추 리그에서 POD 내부의 pilot 밸브에 신호를 주는 방법이 유

압이면 유압식, 전기면 MUX식으로 구분한다. POD의 pilot 밸브가 

작동하면 해저폭발방지기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pilot 밸브

에 맞게 작동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모두 유압으로 작동한

다. 때문에 유압식 제어 방법은 신호를 주는 방법과 방지기를 작동

하는 방법이 모두 유압에 의존하게 되고, MUX식은 신호는 전기에, 

방지기 작동은 유압에 의존한다.  

Figure 4.8은 해서 장비의 유압식 제어 시스템이다. 해저에 있는 

구조물의 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제어패널(wellhead control 

panel)에서 신호를 보내면 유압이 공급되어 해저장비제어모듈(SCM, 

subsea control module)로 전달된다. 공급된 유압은 해저장비제어

모듈 내부의 pilot 밸브를 작동하여 해저 구조물의 밸브에 유압이 

전달되도록 한다. 이렇게 전달된 유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저 구조

물의 밸브가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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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 (Bai and Bai, 2012) 

 

반면 MUX식 제어 시스템은 MCS(master control station)에서 

컴퓨터로 명령을 내리면 해저장비제어모듈에 있는 SEM(subsea 

electronics module)로 전기신호가 전달된다(Figure 4.9). 그러면 

해저장비제어모듈 내부에 있는 solenoid pilot 밸브를 작동시켜 해

저 장비의 밸브를 작동시키는 유압이 지나갈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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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Multiplexed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 (Bai 

and Bai,2012) 

 

유압식은 수심이 깊어지고 시추 리그에서 유정까지의 거리가 멀

수록 신호가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MUX식은 

전기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신호가 전달된다. 때문

에 최근에는 점점 MUX식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4.1.2. Annular 방지기 

 

유정 내부 압력이 불안정해지면서 킥(kick)이 발생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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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지기이다. Annular 방지기는 시추 파

이프의 지름에 상관없이 파이프 주변을 막는다. 시추 파이프뿐만 아

니라 kelly, tool joint나 casing이나 wire line과 같이 내부에 사용

되는 string의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작동 이후 

시추 파이프 주변의 annulus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string을 움

직일 수 있기 때문에 snubbing 이나 stripping 과정에 사용된다. 일

반적으로 ram 방지기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Goins, 

1983). 

 

 Closure can be made on drill collars or casing.  

 Closure can be made on tool joints or on the kelly.  

 Closure can be made on any segment of a tapered drill 

string.  

 Closure can be made on swab, logging and perforating lines 

and tools.  

 Drill pipe can be reciprocated.  

 Faster well closure is possible because the pipe does not 

need to be positioned.  

 The string can be stripped in or out of the hole.  

 A back up for both blind RAMs and pipe RAMs is 

provided. 

 

유압으로 작동되며, 작동되면 closing chamber에 유체가 채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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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압력이 가해져 파이프 주변에 원형으로 배치된 고무가 위로 올

라가 파이프 주변을 둘러싸게 되어 해저폭발방지기 내부를 막는다

(Figure 4.10). 파이프가 없는 경우에도 작동가능하며 고무를 이용

하여 내부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 (Figure 4.11). 

 

 

Figure 4.10  Annular preventer (Wikipedia.org). 

 

 

Figure 4.11  The closing of annular preventer (Januarilha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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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Ram 방지기 

 

Ram 방지기(Ram preventer)는 서로 마주보는 철로 된 ram 구

조물을 피스톤으로 작동시키는 구조물이다. 작동하면 BOP 내부의 

시추 파이프가 지나가는 공간으로 ram 구조물이 가운데로 밀려나와

서 회수되는 시추 머드와 같은 유체의 유동을 멈추고, 반 로 ram 

구조물을 당기면 내부 공간이 열리면서 유동이 자유롭게 된다.  

 

 

Figure 4.12  Ram preventer (Wikipedia.org). 

 

Ram 방지기는 역할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시추 파이프가 없

는 경우 BOP 내부의 공간을 막는 Blind ram 방지기(Figure 4.12 

(a)), BOP 내부에 시추 파이프가 있는 경우 공간을 막는 Pipe ram 

방지기(Figure 4.12 (b)), BOP 내부에 시추 파이프가 있는 경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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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파이프를 절단하는 Shear ram 방지기(Figure 4.12 (c)) 등이 

있다.  

 

4.1.3.1.  BSR 방지기 
 

BSR(blind shear ram) 방지기는 blind 기능과 shear 기능이 복

합된 방지기로 유정(wellbore)을 막는데 사용된다. 때문에 ram 구

조물은 절단과 밀폐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Figure 4.13). 작동하

면 Figure 4.14과 같이 내부의 시추 파이프를 절단하면서 BOP 내

부를 막는다. 다른 방지기와는 다르게 시추 파이프가 BOP 내부에 

위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유정을 완전히 막기 

때문에 유정 제어에서 마지막 제어방법에 속한다. BSEE(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 2012)에서는 해저폭발방

지기에 최소 하나 이상의 blind shear ram 방지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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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Blind shear ram preventer (Transocean, 2011). 

 

 

Figure 4.14  Blind shear ram preventer operating (National 

Commiss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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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Casing shear ram 방지기 
 

일반적인 shear ram 방지기보다 큰 casing shear ram 방지기는 

casing을 내리는 과정이나 시추 작업 중 아래에 위치한 casing이 

해저폭발방지기까지 올라온 상황일 때 사용된다. 또 절단날(steel 

shear blade)로 자를 수 없을 만큼 단단하면서 지름이 크거나 두께

가 두꺼운 파이프를 자를 때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양쪽 ram 

block이 V자 모양을 하고 있는 dual V ram 방지기가 사용된다

(Figure 4.15). Blind shear ram 방지기처럼 ram block의 날카로운 

절단날이 casing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눌러 인장력

(tensile stress)으로 casing을 끊는 방식이다. 이 방지기는 절단 

기능에 초점을 맞춘 방지기로 유정을 막는 기능은 없다.   

 

 

Figure 4.15  Casing shear ram preventer (Transoce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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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Pipe ram 방지기 
 

Pipe ram 방지기는 시추 중에 BOP 내부에 시추 파이프가 있는 

경우에 시추 파이프 주변의 annulus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Pipe 

ram 방지기가 작동하여 ram 구조물이 가운데로 밀려나오면 시추 

파이프의 외경만큼의 공간이 생기게 설계되었다. 시추 파이프 이외

의 공간을 막게 되어 시추 파이프와 함께 유정을 막게 된다.  

한가지 지름의 시추 파이프에 사용 가능한 Fixed bore ram 방지

기(Figure 4.16)와 시추 파이프의 지름이 하나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Variable bore ram 방지기(Figure 4.17)로 나뉜다. Fixed 

bore ram 방지기는 해당 크기와 지름이 다른 시추 파이프가 사용되

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추 파이프보다 외경이 큰 시추 

파이프의 이음 부분인 drill joint가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반면 Variable bore ram 방지기는 비교적 다양한 지름의 시

추 파이프에 사용할 수 있으나 annular 방지기보다는 제약이 크다. 

Pipe ram 방지기 중 해저폭발방지기의 하단에 설치되는 pipe 

ram 방지기는 일반적으로 test ram 방지기라고도 한다. 이 방지기

는 다른 ram 방지기와는 다르게 위에서부터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뒤집어서 설치된다. 해저폭발방지기를 설치하고 시추에 사용하기 이

전 위에서부터 압력을 가해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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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Fixed bore ram preventer (alibaba.com). 

 

 

Figure 4.17  Variable bore ram preventer (Transoce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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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Connector 

 

해저폭발방지기에 사용되는 connector는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정상단(wellhead)과 해저폭발방지

기의 하부 stack을 연결하는 wellhead connector이고, 하나는 해저

폭발방지기 하부 stack과 상부 LMRP를 연결하는 LMRP 

connector이다.  

 

4.1.5. Choke/kill valve 

 

해저폭발방지기 내부에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우

회로(bypass)로 choke line과 kill line이 있다. 주로 choke line은 

해저폭발방지기 내부 유체를 빼내서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

되고, kill line은 유압을 가하여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line들은 해저폭발방지기에 valve로 연결되어 제어된다.  

 

 

4.2.  해저폭발방지기 사용 

 

해저폭발방지기는 시추 과정 중 킥(kick)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

우 annular 방지기를 작동하여 시추 파이프 주변 annulus를 막는다. 

그 후 비중이 높은 시추 머드(mud)를 주입하여 압력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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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킥(kick) 방지에 실패하여 킥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유정 

내의 압력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pipe ram 방지기를 작동하여 

시추 파이프 주변의 annulus를 막는다. 킥이 발생하면 인화성 가스

가 annulus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hoke 밸브를 열어 choke 

line으로 가스를 우회시킨다. 이후 kill line으로 고비중의 시추 머드

(mud)를 주입하여 압력을 제어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유정 제

어가 실패하면 해저폭발방지기는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 유정을 닫

는(Shut in) 역할을 한다. 제어 불능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blowout

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blind shear ram 방지기를 작동하여 

시추 파이프를 절단하고 유정을 닫는다. 이후 choke/kill 밸브들을 

유정 내의 압력을 제어하여 시추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킥의 제어에 실패하여 blowout이 발생하거나 해상 환경 악화로 

인해 시추 작업이 힘들어지거나 상선이 시추 작업 구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등 시추 현장에서 시추 리그가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 해

저폭발방지기가 사용된다. 하부 BOP stack의 blind shear ram 방지

기를 작동하여 유정을 막고, LMRP connector에서 분리하여 LMRP

와 상부 시추 리그가 현장을 벗어난다. 이후 작업 환경이 개선되면 

LMRP connector로 연결하고 유정 내부 압력을 제어하면서 작업을 

재개한다. 

시추 과정 중에도 사용되는데, stripping이나 snubbing 과정에 

사용된다. Stripping과 snubbing은 시추 구멍 끝에 시추 머드를 넣

기 위해 시추 파이프를 유정에 넣거나 빼는 과정이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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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ping은 시추 파이프 자중을 이용하고, snubbing은 시추 파이프

를 넣을 때 추가적인 압력을 가한다. 이 작업을 할 때 시추 기둥 내

의 압력 변화에 의해 시추 머드가 분출될 수도 있는데, 이때 

annular 방지기가 작동 중이면 이것을 막을 수 있다. Annular 방지

기는 고무로 파이프 외부를 감싸기 때문에 파이프를 감싸는 압력의 

세기에 따라 annular 방지기가 작동 중에 시추 파이프를 밀어 넣는 

것이 가능하다.  

해저폭발방지기는 방지기 자체 테스트에도 사용된다. 해저폭발방

지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장비의 점검도 중요하다. 작동 중 결함

이 발견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저폭발방지기

가 유정에 설치되면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때는 유정으로부터 큰 

압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추리그에서 그에 상응하는 압력을 

위에서부터 가해 장비들을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해저폭발방지기의 

제일 하부에 설치되는 pipe ram 방지기는 테스트 방지기라고도 불

리며 자체 테스트 과정에 사용된다. 즉, 시추 파이프를 넣은 상태에

서 제일 하단의 pipe ram 방지기를 작동하여 그 위에 압력을 가하

고 해당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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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력 자료 

 

미국 멕시코만(Gulf of Mexico outer continental shelf)에서 사

용된 해저폭발방지기에 해 조사된 한 두 개의 자료가 해석에 사

용되었다. 하나는 Holand (1999)에 의해 작성된 SINTEF 보고서

로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5월 1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26개의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자료이다. 다른 하나는 WEST 

Engineering Services 사가 작성한 보고서(2009)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약 36개월동안 37개의 해저폭발

방지기를 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SINTEF 보고서는 실패 시나리오가 자세히 작성되어있는 반면 

WEST Engineering Services 사의 보고서는 JIP(Joint Industry 

Project) 보고서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담고 있지만 회사들과의 협

약 때문에 자세한 실패 시나리오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두 

자료는 같은 지역에서 사용된 같은 장비에 한 자료라는 점에서 

통계적 자료의 비교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Table 5.1은 두 자료에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의 구성 요소 가

운데 방지기의 종류에 따라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방지기는 크게 

annular 방지기와 ram 방지기로 나눌 수 있는데, ram 방지기는 다

시 pipe 방지기와 shear 방지기로 나눌 수 있다. Pipe ram 방지기

는 한 가지 지름의 시추 파이프에만 사용 가능한 fixed 방지기와 

다양한 지름의 시추 파이프에 사용 가능한 VBR(variable bore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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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기로 나뉜다. Shear ram 방지기는 casing이나 지름이 크거나 

두꺼운 파이프를 자르는 casing shear ram 방지기와 시추 파이프를 

절단하면서 동시에 유정을 막는 blind shear ram 방지기로 나뉜다.  

 

Table 5.1  Average number of preventers (WEST E. S., 2009). 

Preventer SINTEF WEST E. S. 

Annular 1.77 1.92 

Ram 

Sum 4.08 4.49 

Pipe 
Fixed 1.60 0.70 

VBR 1.40 2.30 

Shear 
Casing 0 0.35 

Blind 1.08 1.14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저폭발방지기에 사용

되는 annular 방지기와 ram 방지기의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Pipe ram 방지기는 해저폭발방지기에 사용된 pipe ram 방지기

의 전체적인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사용 가능한 시추 파이프

의 지름이 한 가지로 고정된 fixed pipe ram 방지기보다 다양한 지

름의 시추 파이프에 사용이 가능한 VBR 방지기로 많이 체되었다. 

Casing shear ram 방지기가 최근에 사용이 되기 시작하였고, blind 

shear ram 방지기의 숫자도 약간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blind 

shear ram 방지기는 해저폭발방지기에 하나가 설치되는데,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두 개의 blind shear ram 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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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의 class는 해저폭발방지기를 구성하는 방지기의 숫자

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해저폭발방지기가 class VI 이라고 

하면 annular 방지기와 ram 방지기가 모두 여섯 개가 설치되어 있

다는 뜻이다. 두 개의 annular 방지기와 네 개의 ram 방지기로 구

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annular 방지기와 다섯 개의 ram 방지

기로 구성될 수도 있다. 여러 class의 해저폭발방지기를 Figure 5.1

에서 Figure 5.4까지 소개하였다. 방지기의 구성은 시추 시 해저폭

발방지기를 운영하는 방침과 사용 유정에 따라 다양하다. 

 

Table 5.2  The number of subsea BOP corresponding on BOP 

class. 

BOP class V VI VII VIII Sum 

SINTEF 5 21 0 0 26 

WEST E. S. 0 23 13 1 37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시간이 갈수록 방지기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Class V의 해저폭발방지기가 SINTEF 자료 수집

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WEST Engineering Services 자료 수집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class VII와 class VIII의 해저폭발방

지기가 WEST Engineering Services 자료에만 사용이 되었다. 하

지만 여전히 여섯 개의 방지기로 구성된 class VI 해저폭발방지기가 

SINTEF 자료와 WEST Engineering Services 자료 모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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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Class VI BOP (WEST Engineering Servic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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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Class VII BOP – One annular (WEST Engineering 

Servic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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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Class VII BOP – Two annulars (WEST Engineering 

Services, 2009). 



 

 97

 

Figure 5.4  Class VIII BOP (WEST Engineering Servic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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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ke/Kill 밸브는 일반적으로 두 개가 한 쌍으로 설치되기 때문

에 Table 5.3에서와 같이 해저폭발방지기에 설치되는 Choke/Kill 

밸브의 숫자가 2씩 증가한다. 설계와 운영 방침에 따라 Choke/Kill 

밸브의 숫자와 설치 위치가 정해지는데 Table 5.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지기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Choke/Kill line도 많아져 

Choke/Kill 밸브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Choke/Kill line이 많으면 해저폭발방지기를 이용하여 유정을 제어

하는 방법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line을 설치하기도 한다.  

 

Table 5.3  The number of subsea BOP corresponding on the 

number of Choke/Kill valves. 

C/K valves 4 6 8 10 12 Sum 

SINTEF 2 6 13 5 0 26 

WEST E. S. 2 0 5 7 2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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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위한 입력 값이 Table 5.4와  

Table 5.5에 걸쳐 정리되었다.  

 

Table 5.4  Input data; MDT, β, test interval. 

Component 
MDT
(h)

β
(%)

Test interval  
(days) 

POD 
(Control 
System)

Multiplexed 22 

2 

 Every 2 weeks: 
function/pressure test 

 Between wells 
 Every 24 months: 

overhaul/replacement 

Hydraulic 16 

Annular Preventer 28 2 

 Every 2 weeks: 
function/pressure test 

 Between wells 
 Every 12 months: NDT 
 Every 36 months: 

overhaul/replacement 

LMRP Connector 12 

- 

 Every 2 weeks: 
function/pressure test 

 Between wells 
 Every 12 months: NDT 
 Every 36 months: 

overhaul/replacement 

Wellhead Connector 12 

Ram 
preventer

Pipe Ram 74 2  Every 2 weeks: 
function/pressure test 

 Between wells 
 Every 12 months: NDT 
 Every 36 months: 

overhaul/replacement 

Blind Shear 
Ram 

189 2 

Choke and kill valve 20* 2 
 Every 2 weeks: 

function/pressure test 
 Between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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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Input data; MTTF. 

Component 

SINTEF (1999)
 MTTF (days)
Jul. 1, 1997 ~ 
May 1, 1998 

WEST E. S. 
(2009) 

MTTF (days) 
Jan. 1, 2004 ~ 
Dec. 31, 2006 

POD 
(Control 
System)

Multiplexed 230 398 

Hydraulic 154 834 

Annular Preventer 745 3723 

LMRP Connector 2005 19447 

Wellhead Connector 2005 19447 

Ram 
preventer

Pipe Ram 6073 6450 

Blind Shear Ram 1012 7770 

Choke and kill valve 10470 106526 

 

POD 자료는 MUX식(multiplexed)과 유압식(hydraulic)으로 나

누어 정리하였다. SINTEF 자료에서는 스물 여섯 의 해저폭발방

지기 가운데 단 세 만이 MUX식의 POD를 사용한 반면, WEST 

Engineering Services 자료에는 서른 일곱 의 해저폭발방지기 가

운데 스물 세 가 MUX식의 POD를 사용하였다. Table 5.4의 

MDT와 test interval 열은 SINTEF 자료를 참고하였고, 공통원인

고장 요소를 나타내는 β 요소는 IEC 61508-6의 Annex D를 참

고로 하여 추정하였다. SINTEF의 해저폭발방지기 해석과 WEST E. 

S.의 해저폭발방지기 해석에 공통으로 Table 5.4의 값이 사용되었

다.  

Table 5.5의 MTTF 값은 SINTEF 자료와 WES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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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자료에서 얻었다. SINTEF의 MTTF 값을 safety critical 

failure 에 해당하는 자료만 참고하였다. Safety critical failure는 

casing이나 liner를 설치한 이후, 시추나 시험 중 발생하는 실패이

기 때문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한 실패이다(Table 

A.5). 모든 고장 가운데 SINTEF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 경우

를 분석하여 safety critical failure에 해당하는 고장만 찾아서 

MTTF를 계산하였다. WEST Engineering Services 자료는 

SINTEF 자료의 Safety critical failure에 응되기 때문에 

SINTEF의 자료 가운데 Safety critical failure만을 고려하는 것이 

자료 비교에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두 자료는 부록에서 간략히 소개하여 해석에 사용된 값뿐만 아니

라 미국 멕시코만에서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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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저폭발방지기 가용도 해석 

 

해저폭발방지기의 가용도는 해저폭발방지기를 구성하는 모든 구

성 요소(component)들의 가용도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COM COMBOP tyAvailabilityAvailabili .           (6.1) 

 

가용도는 3600 시간 동안 해저폭발방지기가 사용되었을 때를 상

정해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하나의 유정을 개발하는데 

약 4~5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3600 시간의 가용도 해석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평균 가용도(average 

availability)는 3600시간에 한 가용도의 평균값이다.  

Table 6.1은 해저폭발방지기 가용도 해석을 위한 구성 요소들의 

해석 조건들을 정리한 표이다. POD는 항상 두 개가 여분으로 설치

되기 때문에 모든 해저폭발방지기의 가용도 해석에 두 개로 설정하

였다. 방지기의 숫자는 해석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annular 방지

기, pipe ram 방지기, BSR 방지기는 해저폭발방지기의 등급(class)

에 따라 구성되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등급은 해저폭발방지

기를 구성하는 방지기의 총 합을 뜻하는데, 등급 VI(class VI)라고 

하면 annular 방지기와 ram 방지기가 모두 여섯 개가 해저폭발방

지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석은 방지기의 등급을 방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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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구성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Connector는 

LMRP connector와 유정상단 (wellhead) connector 두 개가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C/K valve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설치된다고 

설정하였고, SINTEF 자료에 4 쌍이, WEST E. S. 자료에는 6 쌍이 

설치된 해저폭발방지기가 가장 많았으므로 각각의 자료로 해석할 

때에는 다르게 설정하였다. BSR 방지기는 요구빈도 (demand rate)

를 고려한 해석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을 같이 수행하였다. 

 

Table 6.1  Condition for the availability analysis of the subsea 

BOP. 

Component Redundancy Note 

POD 2 multiplexed or hydraulic system 

Annular 1 ~ 2  

Connector 1 LMRP and wellhead 

Pipe ram 3 ~ 4 non-retrievable 

Blind shear ram 1 ~ 2 demand rate and demand duration 

C/K valve 2 
four pairs for SINTEF and  

six pairs for WEST E. S. 

 

해석은 ram 방지기를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Cai 

et al.,2012a; 2012b)는 ram 방지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pipe 

ram으로 가정하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ram 방지기

를 pipe ram 방지기와 BSR 방지기로 나누어 해석한다. Ram 방지

기에 한 가용도 해석을 Table 5.4와  



 

 104

Table 5.5의 입력 값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igure 6.1을 보면 

ram 방지기가 모두 pipe ram 방지기로 해석한 결과와 pipe ram 방

지기와 BSR 방지기의 조합으로 해석한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아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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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ram preventers 

 

 
(b) 5 ram preventers 

Figure 6.1  Availability comparison of ram preventers.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9988

0.999

0.9992

0.9994

0.9996

0.9998

1

hour

A
va

ila
bi

lit
y

 

 

4 Pipe ram preventers

3 Pipe & 1 BS ram preventers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9988

0.999

0.9992

0.9994

0.9996

0.9998

1

hour

A
va

ila
bi

lit
y

 

 

5 Pipe ram preventers

4 Pipe & 1 BS ram preventers

3 Pipe & 2 BS ram preventers



 

 106

6.1.  SINTEF 

 

SINTEF 자료는 해저폭발방지기가 유정상단(wellhead)에 설치

되기 이전부터의 고장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

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SINTEF에서 정의한 safety critical 

failure에 해당하는 고장으로  

Table 5.5에 정리되어 있다. 해석은  

Table 5.5의 값을 입력값으로 이용하였다. 

 

 

6.1.1. 가용도 해석 

 

SINTEF 자료 상인 해저폭발방지기는 class V와 class VI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class VI는 세부 구성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Table 6.2와 같이 해석 상을 방지

기의 숫자와 구성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외 해석 조건은 Table 6.1

에서 언급한 내용을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Pipe ram 방지기 셋, BSR 하나, annular 방지기 둘로 구성되는 

class VI 1 타입의 해저폭발방지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SINTEF 자료에는 특이하게 pipe ram 방지기가 둘만 사용된 VI 3 

타입도 있다. 자료수집의 상인 26 기의 해저폭발방지기 가운데 

부분인 20 기가 VI 1 타입이나 VI 3 타입과 같이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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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lar 방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가용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Figure 6.2과 같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용도 측면에서는 BSR 방지기 둘 

을 사용한 VI 3 타입의 해저폭발방지기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annular 방지기를 두 개 설치한 VI 1 타

입의 해저폭발방지기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Pipe ram 방지기는 가

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유는 기본적으

로 셋 이상 사용이 되고, 고장확률이 다른 장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Table 6.2  Average availability using SINTEF data. 

BOP type ID Ram preventer Annular 
preventer

No. Average 
Availability Pipe BS 

Class V V 1 3 1 1 5 0.99051 
Class VI VI 1 3 1 2 19 0.99202 

VI 2 4 1 1 1 0.99052 
VI 3 2 2 2 1 0.9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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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Availability using SINTEF data. 

 

 

6.1.2. 신뢰성 해석 

 

가용도 해석과 마찬가지로 해저폭발방지기의 타입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6.3은 3600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의 신뢰성 값

이고, Figure 6.3는 시간에 따른 신뢰성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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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Reliability using SINTEF data; t=3600h. 

BOP type ID Ram preventer Annular 
preventer

No. Reliability 
(t=3600h) Pipe BS 

Class V V 1 3 1 1 5 0.36653 
Class VI VI 1 3 1 2 19 0.43217 

VI 2 4 1 1 1 0.36657 
VI 3 2 2 2 1 0.49021 

 

 

Figure 6.3  Reliability using SINTEF data. 

 

하지만 신뢰성은 Figure 6.4과 같이 테스트나 수리에 의해 향상

된다. Table 5.4에서 제일 짧은 주기가 압력/기능 테스트인 2주였기 

때문에 2주마다 신뢰성이 1로 회복된다고 가정하고, 2주가 지났을 

때가 신뢰성이 제일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때의 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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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Reliability concept depending on test interval τ. 

 

Table 6.4  Reliability of subsea BOP components at t=336h. 

Component 
Redundancy

No. 
Reliability 
(t=336h) 

POD 
(Control 
System)

Multiplexed 2 0.99536 

Hydraulic 2 0.99079 

Annular Preventer 
1 0.98138 

2 0.99929 

LMRP Connector 1 0.99304 

Wellhead Connector 1 0.99304 

Ram 
preventer

Pipe Ram 

2 0.99995 

3 0.99998 

4 0.99999 

Blind Shear Ram
1 0.98626 

2 0.99954 

Choke and kill valve 2 × 4 0.99989 

 

Table 6.4는 해저폭발방지기를 구성하는 각 장비들의 신뢰성이

다. 하나의 annular 방지기, 하나의 BSR 방지기, 유압 POD의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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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은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용도와 다르게 

신뢰성 관점에서는 annular 방지기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BSR 방지기의 MDT가 annular 방지기의 MDT보

다 훨씬 긴데, 가용도는 이 값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Table 6.5는 class 타입에 따른 신뢰성 해석이다. MUX식이 유

압식 POD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VI 3 타입, VI 

1 타입, VI 2 타입, V 1 타입 순으로 신뢰성이 좋다. 하지만 VI 2 

타입과 V 1 타입은 결과가 매우 유사해서 신뢰성의 결과에도 pipe 

ram 방지기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5  Reliability of subsea BOP at t=336h. 

BOP 
type 

ID 
Ram 

preventer Annular 
preventer

POD No.
Reliability 
(t=336h) 

Pipe BS 
Class 

V 
V 1 3 1 1 

MUX 0 0.94992 
Hydraulic 5 0.94556 

Class 
VI 

VI 1 3 1 2 
MUX 2 0.96726 

Hydraulic 17 0.96281 

VI 2 4 1 1 
MUX 0 0.94993 

Hydraulic 1 0.94557 

VI 3 2 2 2 
MUX 1 0.98026 

Hydraulic 0 0.97575 
 

 

6.1.3. 가용도 민감도 해석 

 

해저폭발방지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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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 민감도 해석이 수행되었다. 해석 방법은 유한 차분 근

사법(Finite difference approximation)을 적용하였다. 유한 차분 

근사법은 국소민감도(local sensitivity)를 계산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한 번에 하나의 변수를 변화시켜 결과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간접 방법(indirect method)라고도 한다. 어떤 

함수 y(k1, …, km)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함수의 민감도행렬의 각 

요소는 다음으로 표현 가능하다(Saltelli et al., 2000).  

 

j

jjj

j Δk

y kΔky k

k
y 





              (6.2) 

 

위의 식을 이용하여 가용도 해석의 고장확률 입력값을 기준으로 

전후 1% 고장확률의 차이가 있을 때, 가용도의 변화를 민감도행렬

의 요소값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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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행렬 Se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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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렬의 각 요소의 제곱 평균이 1이 되도록 하여 최종 민감도 

값으로 하였다. 

 

Sen.

Sen
Sen.norm                    (6.5) 

 

이때, ||Sen.||은 민감도행렬 Sen.의 Euclidean norm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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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Table 6.6에서 Table 6.9까지 SINTEF 자료 수집에 사용된 해

저폭발방지기의 가용도 민감도인 식 (6.4)를 class 타입에 따라 해

석하였다. 이때 POD는 유압식과 MUX식 두 가지에 해 모두 분석

하였는데, POD 종류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크게 없었다. Figure 

6.5에서 Figure 6.8은 식 (6.5)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민감도 해석법인 유한 차분 근사법은 위험(risk)의 요소

의 영향도를 평가하는 방법인 중요도 측도(importance measure) 

방법 가운데 Partial derivative(PD)의 방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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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이때 xi는 구성요소 i의 현재 불가용도를 뜻한다. 하지만 이 식은 

위험도 평가에 적합한 식이고, 가용도의 해석에 그 로 적용하기에

는 식의 각 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유한 차분 근사법을 구성 장비들이 가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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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6  Sensitivity of class V 1(P3, BS1, A1) subsea BOP 

components using SINTEF data. 

 Hydraulic POD MUX POD 

POD 0.57 0.76 

Annular 27.48 27.48 

Connector 23.69 23.69 

Pipe Ram 0.93 0.93 

Blind Shear Ram 176.14 176.14 

Choke/Kill valve 1.60 1.60 

 

 

Figure 6.5  Normalized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 1(P3, 

BS1, A1) subsea BOP components using SINTEF data. 

 

V 1 타입은 BSR > AP ≒ Connector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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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Sensitivity of class VI 1(P3, BS1,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SINTEF data. 

 Hydraulic POD MUX POD 

POD 0.57 0.76 

Annular 0.71 0.71 

Connector 23.73 23.73 

Pipe Ram 0.93 0.93 

Blind Shear Ram 176.41 176.41 

Choke/Kill valve 1.60 1.60 

 

 

Figure 6.6 Normalized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I 1(P3, 

BS1,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SINTEF data. 

 

VI 1 타입은 BSR > Connector 순이다. 

0 0.2 0.4 0.6 0.8 1

POD

Annular

Connector

Pipe ram

Blind shear ram

C/K valve

Sensitivity

 

 

Hydraulic POD

MUX POD



 

 117

Table 6.8 Sensitivity of class VI 2(P4, BS1, A1) subsea BOP 

components using SINTEF data. 

 Hydraulic POD MUX POD 

POD 0.58 0.77 

Annular 27.48 27.48 

Connector 23.69 23.69 

Pipe Ram 0.49 0.49 

Blind Shear Ram 176.14 176.14 

Choke/Kill valve 1.60 1.60 

 

 

Figure 6.7  Normalized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I 2(P4, 

BS1, A1) subsea BOP components using SINTEF data. 

 

VI 2 타입은 BSR > AP ≒ Connector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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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9 Sensitivity of class VI 3(P2, BS2,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SINTEF data. 

 Hydraulic POD MUX POD 

POD 0.59 0.77 

Annular 0.72 0.72 

Connector 23.90 23.90 

Pipe Ram 4.70 4.70 

Blind Shear Ram 8.47 8.47 

Choke/Kill valve 1.61 1.61 

 

 

Figure 6.8  Normalized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I 3(P2, 

BS2,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SINTEF data. 

 

VI 3 타입은 Connector > BSR > PR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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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WEST E. S. 

 

WEST E. S. 자료에는 class VI, class VII, class VIII 타입의 해

저폭발방지기가 사용되었다. SINTEF 자료와 마찬가지로 pipe ram 

셋, BSR 방지기 하나, annular 방지기 둘로 구성된 VI 1 타입이 가

장 많이 사용되었다. 총 37 기의 해저폭발방지기 중에 VII 3 타입

을 제외한 34 기가 두 개의 annular 방지기를 사용하고 있다. 여덟 

개의 방지기를 사용하는 VIII 타입도 한 기 있다. 

 

 

6.2.1. 가용도 해석 

 

평균 가용도 해석 결과를 Table 6.10에 나타내었다. Figure 6.9

은 시간에 따른 가용도 변화이다.  

 

Table 6.10  Average availability using WEST E. S. data. 

BOP type ID Ram preventer Annular 
preventer

No. Average 
Availability Pipe BS 

Class VI VI 1 3 1 2 23 0.99892 
Class VII VII 1 3 2 2 1 0.99986 

VII 2 4 1 2 9 0.99892 
VII 3 4 2 1 3 0.99956 

Class VIII VIII 1 4 2 2 1 0.9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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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Availability using WEST E. S. data.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III 1 타입 

≒ VII 1 타입 > VII 3 타입 > VII 2 타입 ≒ VI 1 타입의 순으로 

가용도가 높다. BSR 방지기, annular 방지기가 가용도에 영향을 많

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ipe ram 방지기는 SINTEF 해석과 

마찬가지로 가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2.2. 신뢰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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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나 수리가 없을 경우의 신뢰성 해석 결과를 Table 6.11과 

Figure 6.10에 나타내었다.  

 

Table 6.11  Reliability using WEST E. S. data; t=3600h. 

BOP type ID Ram preventer Annular 
preventer

No. Reliability 
(t=3600h) Pipe BS 

Class VI VI 1 3 1 2 23 0.86482 
Class VII VII 1 3 2 2 1 0.88103 

VII 2 4 1 2 9 0.86492 
VII 3 4 2 1 3 0.84829 

Class VIII VIII 1 4 2 2 1 0.88113 
 

 

Figure 6.10  Reliability using WEST E. S. data 

 

VIII 1 타입 ≒ VII 1 타입 > VII 2 타입 ≒ VI 1 타입 > VII 3 

타입의 순으로 가용도가 높다. 가용도 해석과는 다르게 annular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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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가 BSR 방지기보다 신뢰성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력/기능 테스트 주가기 2주라고 가정하고, 테스트 할 때마다 

신뢰성이 1로 회복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2주가 지난 시점에서의 해

저폭발방지기 구성 장비에 따른 신뢰성 결과가 Table 6.12이다.  

 

Table 6.12  Reliability of subsea BOP components at t=336h. 

Component 
Redundancy 

No. 
Reliability 
(t=336h) 

POD 
(Control 
System)

Multiplexed 2 0.998153 

Hydraulic 2 0.99940 

Annular Preventer 
1 0.99625 

2 0.99991 

LMRP Connector 1 0.99928 

Wellhead Connector 1 0.99928 

Ram 
preventer

Pipe Ram 
3 0.99998 

4 0.99999 

Blind Shear Ram
1 0.99820 

2 0.99996 

Choke and kill valve 2 × 6 0.99998 

 

하나의 annular 방지기, MIUX POD, 하나의 BSR 방지기 순으로 

낮은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용도와 다르게 신

뢰성 관점에서는 annular 방지기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BSR 방지기의 MDT가 annular 방지기의 MDT보

다 훨씬 긴데, 가용도는 이 값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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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3은 class 타입에 따른 결과이다. 

 

Table 6.13  Reliability of subsea BOP at t=336h. 

BOP 
type 

ID 
Ram 

preventer 
Annular 

preventer
POD No.

Reliability 
(t=336h) 

Pipe BS 
Class 

VI 
VI 1 3 1 2 

MUX 10 0.99480 
Hydraulic 13 0.99604 

Class 
VII 

VII 1 3 2 2 
MUX 1 0.99655 

Hydraulic 0 0.99780 

VII 2 4 1 2 
MUX 8 0.99481 

Hydraulic 1 0.99605 

VII 3 4 2 1 
MUX 3 0.99291 

Hydraulic 0 0.99415 
Class 
VIII 

VIII 
1 

4 2 2 
MUX 1 0.99656 

Hydraulic 0 0.99780 
 

 

6.2.3. 가용도 민감도 해석 

 

Table 6.14에서 Table 6.18까지 SINTEF 자료 수집에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의 가용도 민감도인 식 (6.4)를 class 타입에 따라 

해석하였다. 이때 POD는 유압식과 MUX식 두 가지에 해 모두 분

석하였는데, MUX 식이 조금 더 영향이 크긴 하지만 POD 종류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크게 없었다. Figure 6.11에서 Figure 6.15은 

식 (6.5)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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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4  Sensitivity of class VI 1(P3, BS1,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WEST E. S. data. 

 Hydraulic POD MUX POD 

POD 0.37 0.63 

Annular 0.59 0.59 

Connector 23.90 23.90 

Pipe Ram 0.92 0.92 

Blind Shear Ram 178.77 178.77 

Choke/Kill valve 2.39 2.39 

 

 

Figure 6.11  Normalized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I 1(P3, 

BS1,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WEST E. S. data. 

 

VI 1 타입은 BSR > Connector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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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5 Sensitivity of class VII 1(P3, BS2,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WEST E. S. data. 

 Hydraulic POD MUX POD 

POD 0.37 0.63 

Annular 0.59 0.59 

Connector 23.92 23.92 

Pipe Ram 0.92 0.92 

Blind Shear Ram 4.24 4.24 

Choke/Kill valve 2.39 2.39 

 

 

Figure 6.12  Normalized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II 

1(P3, BS2,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WEST E. S. data. 

 

VII 1 타입은 Connector > BSR > C/K valve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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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6 Sensitivity of class VII 2(P4, BS1,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WEST E. S. data. 

 Hydraulic POD MUX POD 

POD 0.37 0.63 

Annular 0.59 0.59 

Connector 23.90 23.90 

Pipe Ram 0.49 0.49 

Blind Shear Ram 178.77 178.77 

Choke/Kill valve 2.39 2.39 

 

 

Figure 6.13  Normalized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II 

2(P4, BS1,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WEST E. 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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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7 Sensitivity of class VII 3(P4, BS2, A1) subsea BOP 

components using WEST E. S. data. 

 Hydraulic POD MUX POD 

POD 0.37 0.63 

Annular 27.77 27.77 

Connector 23.92 23.92 

Pipe Ram 0.49 0.49 

Blind Shear Ram 4.24 4.24 

Choke/Kill valve 2.39 2.39 

 

 

Figure 6.14  Normalized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II 

3(P4, BS2, A1) subsea BOP components using WEST E. 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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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8 Sensitivity of class VIII 1(P4, BS2,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WEST E. S. data. 

 Hydraulic POD MUX POD 

POD 0.37 0.63 

Annular 0.59 0.59 

Connector 23.92 23.92 

Pipe Ram 0.49 0.49 

Blind Shear Ram 4.24 4.24 

Choke/Kill valve 2.39 2.39 

 

 

Figure 6.15  Normalized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III 

1(P4, BS2, A2) subsea BOP components using WEST E. S. data. 

 

VIIII 1 타입은 Connector > BSR > C/K valve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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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비교 

 

6.3.1. 가용도 

 

두 자료를 이용한 가용도 결과가 Figure 6.16에 비교되었다. 같

은 축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SINTEF의 가장 높은 가용도를 보였던 

VI 3 타입이 WEST E. S.의 가장 낮은 가용도인 VI 1 타입과 VII 2

와 결과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 멕시코만에 사

용되는 해저폭발방지기의 가용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의미한

다. 하지만 여전히 방지기 가운데 BSR이 가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annular 방지기가 영향

을 주고 있고, pipe ram 방지기는 가용도에 여전히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annular 방지기는 두 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가용도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annular 방지기를 두 개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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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vailability using SINTEF data. 

 

 
(b) Availability using WEST E. S. data. 

Figure 6.16  Availability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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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신뢰성 

 

Figure 6.17은 시간에 따른 신뢰성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신뢰성 차이가 현저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성은 시험 주기와 장비 교체 주기에 따라 다시 새롭게 되므로, 

주기를 고려하였을 때의 신뢰성을 Table 6.19에 비교하였다.  

신뢰성 관점에서는 WEST E. S.의 모든 해저폭발방지기가 

SINTEF의 해저폭발방지기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SINTEF

의 해저폭발방지기는 가용도와 마찬가지로 방지기 가운데 BSR 방

지기의 영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annular 방지기의 영향이 컸다. 

Pipe ram 방지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WEST E. S. 해저폭발방지기는 가용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Annular 방지기의 영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BSR 방지기의 영향

이 컸다. SINTEF와 마찬가지로 pipe ram 방지기의 숫자는 신뢰성

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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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9  Reliability comparison at t=336h. 

BOP 
type 

ID POD 

SINTEF WEST E. S. 

No.
Reliability
(t=336h) 

No. 
Reliability 
(t=336h) 

Class 
VI 

VI 1
MUX 0 0.94992 - - 

Hydraulic 5 0.94556 - - 

Class 
VI 

VI 1
MUX 2 0.96726 10 0.99480 

Hydraulic 17 0.96281 13 0.99604 

VI 2
MUX 0 0.94993 - - 

Hydraulic 1 0.94557 - - 

VI 3
MUX 1 0.98026 - - 

Hydraulic 0 0.97575 - - 

Class 
VII 

VII 1
MUX - - 1 0.99655 

Hydraulic - - 0 0.99780 

VII 2
MUX - - 8 0.99481 

Hydraulic - - 1 0.99605 

VII 3
MUX - - 3 0.99291 

Hydraulic - - 0 0.99415 
Class 
VIII 

VIII 
1 

MUX - - 1 0.99656 
Hydraulic - - 0 0.9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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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iability using SINTEF data. 

 
(b) Reliability using WEST E. S. data. 

Figure 6.17  Reliability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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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가용도 민감도 

 

Table 6.20와 Figure 6.18에서 SINTEF와 WEST E. S. 자료에 

공통으로 사용된 pipe ram 셋, BSR 하나, annular 두 기의 방지기

로 구성된 VI 1 타입의 해저폭발방지기에 해 가용도의 민감도 결

과를 비교하였다. 장비에 따른 민감도는 장비의 구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BSR과 annular 방지기의 숫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민감도는 어떤 장비의 단위 실패확률에 한 

전체 가용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분의 장비로 구성되느냐 아니냐

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POD는 해저폭발방지기 가운데 고장이 

가장 잦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민감도가 낮은 이유는 두 개가 설

치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connector들은 여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장비 자체의 고장 확률은 매우 낮더라도 다른 여분의 장비

로 구성된 장비들보다 가용도 관점에서 영향이 크다. VI 1 타입은 

BSR 방지기가 하나, annular 방지기가 두 개 사용되었다. BSR 방

지기의 여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장비보다 고장 확률이 비교적 높

고, 수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BSR 방지기가 다른 장비들에 비

해 가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절 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비들의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되어

도 비슷한 것을 두 결과의 비교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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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0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I 1(P3, BS1, A2) 

subsea BOP components. 

Subsea BOP 
components 

SINTEF WEST E. S. 
Hydraulic 

POD 
MUX 
POD 

Hydraulic 
POD 

MUX 
POD 

POD 0.57 0.76 0.37 0.63 

Annular 0.71 0.71 0.59 0.59 

Connector 23.73 23.73 23.90 23.90 

Pipe Ram 0.93 0.93 0.92 0.92 

Blind Shear Ram 176.41 176.41 178.77 178.77 

Choke/Kill valve 1.60 1.60 2.39 2.39 

 

Figure 6.18  Normalized sensitivity comparison of class VI 1(P3, 

BS1, A2) subsea BOP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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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위험사건발생빈도 

 

해상의 기후가 나빠지거나 시추 해역으로 선박이 지나는 경우에

는 유정을 닫고 시추선이 시추 현장을 벗어난다. 이때에는 시추 파

이프를 빼 낼 시간이 있기 때문에 BSR 방지기의 밀폐(blind) 기능

만 사용한다. 반면 절단(shear) 기능은 파이프를 미쳐 빼 낼 시간

이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유 유정을 막기 위해 내부 파이프를 자를 

때 사용된다. 때문에 밀폐 기능에 비해 절단 기능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BSR 방지기는 다른 장비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 절단 기능까지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유정 제어에 실패한 

경우이고, 이때 최후의 보루로 작동시키는 것이 BSR 방지기이기 때

문에 이 상황에서의 BSR 방지기의 작동 실패는 큰 사고로 이어진

다.  

여기서는 BSR 방지기를 요구 빈도(demand rate)를 고려하여 해

저폭발방지기의 불가용도(unavailability)와 위험사건발생도 

(hazardous event)를 구해본다. BSR 방지기가 하나만 설치된 경우 

불가용도는 Figure 2.14 (a)의 상태 2과 상태 3(Table 2.4)로 정

의하고, 위험사건발생도는 상태 3만 해당된다. 두 개의 BSR 방지기

가 설치된 경우 Figure 2.20의 상태 4와 상태 5(Table 2.6)는 불

가용도로 정의하고, 상태 5만 위험사건발생도에 해당된다. 불가용도

는 1에 가용도를 뺀 값으로 얻을 수 있다. 위험사건발생도는 불가용

도와 비슷하게 1에서 Figure 2.14 (a)의 상태 3과 Figure 2.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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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4를 가용도로 고려하고 얻어진 전체 가용도를 1에서 빼서 구

하였다(Table 6.21). 

일반적으로 BSR 방지기의 밀폐 기능은 더욱 자주 작동이 요구되

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절단 기능까지 요구되는 

상황은 4 ~5 개월의 시추 중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위험한 사고를 막는 BSR 방지기의 사고는 1440 시간마

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즉 약 2개월에 한 번 정도의 빈도

로 BSR 방지기의 기능 작동이 요구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한 번 

작동하면 48 시간(2일) 동안 BSR 방지기의 기능이 유지된다고 가

정한다.  

Table 6.21에서 불가용도보다 위험사건발생도가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장비가 기능을 못하더라도 사고로 전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구빈도를 마코프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불가용도를 장비가 고장이 나더라도 작동이 요구되는 상태와 요구

되지 않는 상태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위험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를 세분할 수 있다.  

Table 6.22과 Table 6.23에서 위험사건발생빈도(Hazardous 

Event Frequency, HEF)를 계산하였다. 위험사건발생빈도는 단위 

시간당 얼마만의 확률로 사고가 일어날 것인지를 뜻한다. 구하는 방

법은 특정 시간 이후 시스템이 각 상태에 있을 확률을 얻은 다음, 

각 상태에서 위험사건이 발생하는 상태로의 전이 확률을 곱하여 얻

을 수 있다(Table 6.22, Table 6.23). Table 6.22에서 요구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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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BSR이 POD보다 위험사건발생빈도가 크지만, 

요구빈도를 고려하면 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에 따라 위

험사건발생빈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장비가 달라졌다. 실제 사용

하는 횟수를 고려한 요구빈도를 고려한 해석이 현실에 더 가까울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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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1  Unavailability and hazardous event of POD and BSR system. 

Comp-
onents 

Unavailability (at t=3600h) Hazardous Event (at t=3600h) 

2 PODs 
& 

1 BSR 
  

1.07e-3 2.03e-4 

2 PODs 
& 

2 BSRs 

7.67e-5 5.94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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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2  Hazardous event frequency of 2 PODs and 1 BSR system 

(considering BSR demand rate) 
Hazardous Event Frequency (at t=3600h) 

[per hour] 

(without BSR demand rate) 
Hazardous Event Frequency (at t=3600h) 

[per hour] 

 

(P0×λ22+P1×λ11) + (P1×λ11+P2×λde) 
= 2.55e-6 + 7.74e-7 

= 3.33e-6 

(P0×λ22+P1×λ11) + (P0×λ11) 
= 2.55e-6 + 5.36e-6 

= 8.91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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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3  Hazardous event frequency of 2 PODs and 2 BSRs system 

(considering BSR demand rate) 
Hazardous Event Frequency (at t=3600h) 

[per hour] 

(without BSR demand rate) 
Hazardous Event Frequency (at t=3600h) 

[per hour] 

(P0×λ22+P1×λ11) + (P1×λ22+P3×λ11+P4×λde) 
= 2.55e-6 + 1.7e-8 

= 2.57e-6 

(P0×λ22+P1×λ11) + (P0×λ22+P1×λ11)  
= 2.55e-6 + 1.18e-7 

= 2.67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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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본 논문은 마코프 모델에 β 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공통원인고장

을 반영하는 방법에 해 연구하였다. 

마코프 모델은 널리 알려진 신뢰성 및 안전성 모델 기법으로 연

속 마코프 모델과 이산 마코프 모델 등 여러 방법들이 있다. 그 중

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고장확률과 수리확률이 상수가 아닌 경우에

도 사용이 가능한, 또한 수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한 

이산 마코프 모델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산 마코프 모델은 연속 

마코프 모델에 비해 전이행렬의 크기가 커져도 해석에 큰 지장이 

없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여러 장비가 여분으로 설치된 시스템이 

고장 즉시 수리를 하는 경우와 모든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는 경우에 해 마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가용도 해석을 수행하였

고, 분석적 기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기존의 신뢰성 예측식

을 계수 kij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마코프 모델의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요구빈도를 고려한 마코프 모델을 장비 하

나가 설치된 경우에서 장비 두 개가 설치된 경우로 확장하였다.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β 요소 모델을 이용하였는데, 

기존의 β 요소 모델이 가지는 선택논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PDS 방법을 이용하여 i개의 장비 가운데 j개

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을 구하였다. 이 확률을 이용하여 

마코프 모델에 β 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공통원인고장을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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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해서 상으로는 해저폭발방지기를 고려하였다. 해저폭발방지기

의 구성요소를 POD, annular 방지기, BSR 방지기 pipe ram 방지기, 

LMRP connector, wellhead connector, C/K valve로 분류하였다. 

각 구성요소에 한 입력자료는 SINTEF(Holand, 1999) 자료와 

WEST E. S.(2009)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 자료는 모두 미국 멕시

코만에서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자료로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같은 해역에서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의 성능을 비교하는데도 

이용하였다. SINTEF 자료는 해저폭발방지기가 시추 리그 위에 있

을 때부터 해저 유정 상단에 설치되기까지가 자료 수집의 범위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위험과 직접 연관되는 safety critical 

failure만 해석에 반영하였다. WEST E. S. 자료는 모두 safety 

critical failure에 해당한다. 두 자료의 비교 결과 방지기의 수와 

C/K valve의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POD도 유압식에서 MUX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

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각 자료를 이용하여 가용도와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를 알아보기 위해 가용도에 한 민감

도 해석도 수행하였다. 해저폭발방지기를 방지기의 숫자에 따라 등

급을 나누었는데 같은 방지기의 숫자라도 세부 구성은 다를 수 있

으므로 아라비아 숫자로 이를 구분하였다. 해석 결과 방지기의 숫자

가 많다고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Pipe ram 방지기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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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두 개 이상이 사용되고 고장확률이 다른 장비에 비해 낮기 때

문에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annular 방지기와 

BSR 방지기는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일반적으로 annular 방

지기를 두 개 설치하는 해저폭발방지기가 많기 때문에 가용도와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BSR을 두 개 설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다양한 선택논리를 고려할 수 있는 PDS 방법을 이용하여 마코프 

모델에 공통원인고장을 반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미국 멕시코만에

서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저폭발방지기의 가용도와 신

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요구빈도를 고려한 BSR의 작동에 해 위

험사건발생빈도의 해석도 수행하였다. 

추후에는 PDS 방법을 이요한 마코프 모델을 다양한 상에 적용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PDS 방법에서 유도된 상수 kij

의 활용법을 더욱 다양하게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PDS 방법 이외

에 상수 kij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여 공통

원인고장을 이해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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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SINTEF 자료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5월 1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미국 멕시코만(US GoM OCS)의 유정을 시추하는데 사용된 해저폭

발방지기에 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들 해저폭발방지기는 수심 

407m에서 2050m의 심해에 해당하는 깊이에서 사용되었다.  

Table A.1은 다양한 깊이의 수심에 따른 유정의 수와 운영 날짜 

및 시추리그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 모두 83 곳의 유정에 한 

정보이다. ‘BOP-days’는 해저폭발방지기가 유정에 처음으로 설

치된 날부터 회수되기까지의 날까지를 의미하는데, 수리를 위해 해

저폭발방지기가 회수되는 경우는 날짜 계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시

추리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유정을 일시적으로 떠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Days in service’는 어떤 해저폭발방지

기에 사용된 구성 요소가 다수일 때, BOP-days와 구성 요소의 숫

자의 곱으로 표현된다. 

상 적으로 낮은 수심에는 고정식 반부유선(anchored semisubs)

이 주로 사용된 반면, 깊은 수심에는 동위치 제어시스템(dynamic 

positioning system)을 주로 사용하는데 SINTEF 자료에 사용된 

시추리그는 시추선(drill ship)이 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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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  Overview of wells, operational days and drilling 

vessels for the various water depths (Holand, 1999) 

Water depth 
[m] 

No. of 
wells 

No. of 
BOP-days

Dynamic positioning Anchored 
semisubs Drill ships Semisubs

400-600 30 1350   30 
600-800 10 573   10 

800-1000 10 521   10 
1000-1200 18 644   18 
1200-1400 6 475   6 
1400-1600 2 140 2   
1600-1800 4 169 3  1 
1800-2100 3 137 3   

Total 83 4009 8  75 
 

자료 수집에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의 정보가 Table A.2에 정리

되었다. SINTEF에서 진행된 앞선 연구들과 구분하기 위해 해저폭

발방지기의 번호는 50부터 시작한다. 모두 26기의 해저폭발방지기

에 한 자료가 정리되었다. 부분의 해저폭발방지기는 2개의 

annular 방지기와 4개의 ram 방지기의 구성을 가지는데, ram 방지

기는 하나의 BS ram 방지기에 VBR ram 방지기와 fixed pipe ram 

방지기를 함께 쓰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26기의 해저폭발방지기 가

운데 오직 2기만이 최하단의 pipe ram 방지기 상단에 choke/kill 

line이 설치되어 있다.  

사고가 났을 때 해저폭발방지기와 연결이 끊긴 경우 사용되는 해

저폭발방지기 음향 제어시스템(acoustic backup BOP control 

system)을 사용하는 시추리그는 자료 수집 상의 시추리그 가운

데에는 없었다. 때문에 이에 한 자료도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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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은 노르웨이 해역에서는 규정으로 요구되고, 브라질 

해역의 심해를 시추할 때는 추천되는 사항이다. 

Table A.3은 해저폭발방지기의 구성 요소에 따른 고장 횟수와 

MTTF (Mean Time To Failure), 총 정지시간(total downtime) 

등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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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  Stack configuration for the various BOPs included in the study (Holand, 1999) 

BOP 
no. 

No. of BOP items of each type Lower 
outlet 
below 
lower 

piperam 

Main  
control  
system  

principle 

Approximately 
depth for drilled 

wells [m] 

 Annulars Rams BS 
rams

Pipe 
rams

VBR 
rams

Fixed 
pipe 
rams

C/K 
valves

  Min Max 

50 2 4 1 3 0 3 8 No Pilot hydraulic 590 700 
51 1 5 1 4 2 2 8 Yes Pilot hydraulic 450 450 
52 1 4 1 3 1 2 8 Yes Pilot hydraulic 450 530 
53 2 4 1 3 1 2 10 Yes MUX 1410 1790 
54 2 4 2 2 1 1 10 Yes MUX 1960 2020 
55 2 4 1 3 1 2 10 Yes Pilot, unknown 990 990 
56 2 4 1 3 2 1 8 Yes Pilot hydraulic 540 650 
57 2 4 1 3 1 2 8 Yes Pilot, unknown 630 1090 
58 2 4 1 3 1 2 6 Yes Pilot hydraulic 520 520 
59 2 4 1 3 2 1 8 Yes Pilot pre-charge h. 1310 1310 
60 1 4 1 3 1 2 6 Yes Pilot hydraulic 570 570 
61 2 4 1 3 1 2 8 Yes Pilot hydraulic 600 1110 
62 2 4 1 3 1 2 8 Yes Pilot pre-charge h. 1160 1160 
63 2 4 1 3 2 1 8 Yes Pilot hydraulic 410 630 
64 2 4 1 3 2 1 8 Yes Pilot hydraulic 440 630 
65 2 4 1 3 1 2 6 Yes Pilot hydraulic 78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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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 4 1 3 2 1 10 Yes Pilot pre-charge h. 1110 1110 
67 2 4 1 3 1 2 6 No Pilot hydraulic 440 520 
68 2 4 1 3 1 2 6 Yes Pilot hydraulic 1100 1120 
69 1 4 1 3 1 2 4 Yes Pilot, unknown 540 540 
70 1 4 1 3 1 2 4 Yes Pilot, unknown 600 600 
71 2 4 1 3 3 0 8 Yes Pilot hydraulic 1230 1300 
72 1 4 1 3 3 0 8 Yes Pilot, unknown 1620 1620 
73 2 4 1 3 1 2 6 Yes Pilot hydraulic 720 720 
74 2 4 1 3 2 1 8 Yes Pilot pre-charge h. 910 910 
75 2 4 1 3 ? ? 10 Yes MUX 890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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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3  Overview of the no. of BOP failures (Holand, 1999) 

BOP subsystem BOP-days 
in service

Days in 
service 

Total Lost 
Time [h]

No. of 
failures

MTTF 
(days in 
service) 

MTTF 
(BOP-day)

Avg. 
downtime per 

failure [h] 

Avg. 
downtime per 
BOP-day [h]

Annular preventer 4009 7449 336.5 12 621 334 28.0 0.08 
Connector* 4009 8018 117.75 10 802 401 11.8 0.03 

Flexible joint** 4009 4009 248.5 1 4009 4009 248.5 0.06 
Ram preventer 4009 16193 1505.25 11 1472 364 136.8 0.38 

Choke/kill valve 4009 31410 255.5 13 2416 308 19.7 0.06 
Choke/kill lines, all 4009 4009 36.5 8 501 501 4.6 0.01 
Main control system 4009 4009 1021.5 60 67 67 17.0 0.25 

Dummy item*** 4009  116 2  2005 58.0 0.03 
Total 4009  3637.5 117  34 31.1 0.91 

* For one LMRP connector failure the lost time was not available because the daily drilling reports were missing. Two to 

three days were lost. 

** For the flexible joint failure 250 hours more time was used to work on stuck pipe/fishing problems after the flex joint 

failure was repaired. This work was most likely a result of the flexible joint failure. 

*** The Dummy item in Table A.3 is used to include two BOP failures that were impossible to link to a specific BOP item. 

Both these failures occurred when preparing to run the BOP and were poorly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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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1  Failure rate for the different BOP equipment 

(Holand, 1999). 

 

 

Figure A.2  Overview of the contributors to rig downtime per 

BOP-day (Holand, 1999). 

 

Table A.3의 MTTF(BOP-day)를 이용한 고장확률(failure rate)

을 Figure A.1에 나타내었다. 해저폭발방지기의 주요 구성 요소 가

운데 제어 시스템의 고장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A.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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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day 당 평균 고장시간은 Figure A.2에 나타내었다. Ram 방

지기의 수리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ram 방지기의 고장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제어시스템의 고장 횟수가 많았던 만큼(Table A.3) 

제어시스템에 의한 고장시간도 길었다. 

SINTEF 자료는 Table A.4와 같이 수심에 따른 실패확률과 고

장시간도 제공하고 있다. Figure A.3과 Figure A.4는 Table A.4의 

깊이에 따른 해저폭발방지기 주요 구성 요소의 BOP-day 당 실패

확률과 고장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A.4  Overview of the BOP failures and downtimes for the 

various depth intervals (Holand, 1999). 

Water depth 
[m] 

No. of 
BOP-
days 

Total 
Lost 
Time 
[h] 

No. of 
failures

MTTF 
(BOP-
day) 

Avg. 
downtime 
per failure 

[h] 

Avg. 
downtime 
per BOP-
day [h] 

400-600 1350 1097 28 48.2 39.2 0.81 
600-800 573 689 21 27.3 32.8 1.20 

800-1000 521 603.5 12 43.4 50.3 1.16 
1000-1200 644 424.75 27 23.9 15.7 0.66 
1200-1400 475 290.5 11 43.2 26.4 0.61 
1400-2100 446 532.75 18 24.8 29.6 1.19 

Total all 
depths 

4009 3637.5 117 34.3 31.1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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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3  Failure rate per BOP-day in service for different 

water depth and BOP equipment (Holand, 1999). 

 

 

Figure A.4  Average lost hours per BOP-day in service for 

different water depth and BOP equipment (Holand, 1999). 

 

Table A.3은 해저폭발방지기가 시추리그에 있을 때부터의 자료

에 해당한다. Table A.5는 해저폭발방지기의 위치에 따라 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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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것이다. 해저폭발방지기가 시추리그에 있거나 유정 상단

(wellhead)에 설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고장이 생기더라도 큰 위험

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 유정 상단(wellhead)에 설치되고, 시험

(installation test)을 끝내고 나면 정상운용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발생되는 고장은 시추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

을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단계의 고장을 구분해서 safety 

critical failure라고 정의하고 주된 관심사로 삼는다. Table A.5의 

‘Not relevant’는 정상운용(normal operation) 중에 생긴 고장을 

뜻한다. 

이러한 safety critical failure만을 고려하여 해저폭발방지기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 고장확률과 고장시간을 정리한 것이 Table 

A.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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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5  Observation of BOP failures (Holand, 1999). 

BOP subsystem BOP on the rig Running BOP BOP on the wellhead Total
Test prior 

to 
running 

BOP 

Not 
relevant

Unknown Test 
prior to 
running 

BOP 

Not 
relevant

Installation 
test 

Test after 
running 

casing or 
liner 

Test 
scheduled 
by time

Not 
relevant

Safety non-critical failures Safety critical failures 
Flexible joint         1 1 

Annular preventer 1     1 4 3 3 12 
Ram preventer 3    1 1 5 1  11 

Connector 2 2    2   4 10 
Choke and kill valve 9     1 1 2  13 

BOP attached line 1   1      2 
Riser attached line 1   2     1 4 
Jumper hose line    1   1   2 
Control system 16  3 5  10 6 7 13 60 
Dummy Item 2         2 

Total 35 2 3 9 1 15 17 13 22 117 
 34%   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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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6  Safety critical failures (Holand, 1999). 

Days in 
Service 

BOP 
subsystem 

Total Lost 
Time [h] 

No. of 
failures

MTTF 
[day] 

Avg. 
downtime 
per BOP-
day [h] 

Avg. 
downtime 
per failure 

[h] 
7449 Annular 

preventer 
191.00 10 745 0.05 19.10 

16193 Ram 
preventer 

1393.75 6 2699 0.35 232.29 

8018 Connector 11.50 4 2005 0.00 2.88 
31410 Choke/Kill 

valve 
0.00 3 10470 0.00 0.00 

4009 Control 
systems 

454.00 25 160 0.1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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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EST Engineering Services 자료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약 36개월에 걸쳐 

미국 멕시코만(US GoM OCS)의 238 곳의 유정을 시추하기 위해 

사용된 37 척의 시추리그에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SINTEF 자료(Holand, 1999)와 비교했을 때, 사고에 한 정보

가 있기는 하나 사고 횟수나 수리에 의한 정지시간과 같은 자세한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JIP(Joint Industry Project)에 의한 결과

물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보안 문제와 연관되어 모

든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

고, 비교적 최근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에 한 자료를 다루기 때문

에 의미가 있다.  

Figure B.1을 살펴보면 미국 멕시코만에 사용된 해저폭발방지기

의 주된 고장이 제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으로는 annular 방지기로 ram 방지기가 고장이 많이 났다. 

Choke/kill 밸브나 connector는 다른 주요 구성 요소에 비해 고장

이 미미하다. 

수집된 해저폭발방지기의 운용 시간과 고장 횟수를 바탕으로 

MTTF가 계산되었다(Table B.1). 자료 수집의 상인 해저폭발방

지기의 구성 요소 가운데 fixed ram 방지기와 casing shear ram 

방지기는 자료 수집 기간 중에 고장이 없었다. 제어시스템은 M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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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유압식으로 구분되어 MTTF가 정리되었다.  

 

 

Figure B.1  Distribution of failures from subsea BOP reliability 

study (WEST Engineering Services, 2009). 

 

Table B.1  Equipment failure frequency (WEST Engineering 

Services, 2009). 

Component/System MTTF 
Operating days/failure 

Annulars 3723 
Rams  
Fixed ∞ 
VBR 6450 
BSR 7770 

Casing shear ∞ 
Choke and kill valves 106526 

Connectors 19447 
Control systems  

Hydraulic 834 
MUX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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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의 상인 37 척의 시추리그가 사용한 해저폭발방지기

의 구성이 Table B.2에 정리되었다. 해저폭발방지기를 구성하는 방

지기의 숫자에 따라 class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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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2  Configuration of BOP stacks (WEST Engineering Services, 2009). 

BOP 
in 

study 

BOP 
class 

Control 
systems 

type 

No. of 
Annulars

No. of 
Rams

No. of 
BSR 

No. of 
Pipe Rams

No. of 
VBR 

No. of 
Fixed Pipe 

Rams 

No. of 
Inverted 

Test Rams

No. of 
Casing 
Rams

No. of 
Valves

1 VII MUX 2 5 1 4 3 0 0 1 12 
2 VII MUX 1 6 2 4 3 0 0 1 12 
3 VI Piloted 2 4 1 3 2 0 0 1 12 
4 VI MUX 2 4 1 3 2 1 0 0 12 
5 VI Piloted 2 4 1 3 2 1 0 0 8 
6 VIII MUX 2 6 2 4 3 0 0 1 12 
7 VI MUX 2 4 1 3 1 2 0 0 12 
8 VI Piloted 2 4 1 3 2 1 0 0 12 
9 VI Piloted 2 4 1 3 2 1 0 0 10 
10 VI Piloted 2 4 1 3 2 1 0 0 10 
11 VI MUX 2 4 1 3 1 2 0 0 12 
12 VI Piloted 2 4 1 3 2 1 0 0 8 
13 VI Piloted 2 4 1 3 2 1 0 0 10 
14 VI Piloted 2 4 1 3 3 0 0 0 10 
15 VI Piloted 2 4 1 3 2 1 0 0 10 
16 VI Piloted 2 4 1 3 3 0 0 0 8 
17 VII MUX 2 5 1 4 2 1 0 1 12 
18 VI MUX 2 4 1 3 2 1 0 0 8 
19 VI MUX 2 4 1 3 2 1 0 0 12 
20 VII MUX 2 5 1 4 3 0 1 1 12 
21 VI MUX 2 4 1 3 2 0 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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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I MUX 2 4 1 3 3 0 0 0 12 
23 VI MUX 2 4 1 3 1 2 0 0 4 
24 VI MUX 2 4 1 3 2 1 1 0 10 
25 VII MUX 2 4 1 3 2 1 0 0 10 
26 VI Piloted 2 4 1 3 1 2 0 0 4 
27 VI Piloted 2 4 1 3 2 1 0 0 12 
28 VII MUX 2 5 1 4 3 0 1 1 12 
29 VII MUX 2 5 1 4 3 0 0 1 12 
30 VII MUX 2 5 2 3 3 0 0 0 12 
31 VII MUX 2 5 1 4 3 1 0 0 12 
32 VII MUX 2 5 1 4 3 0 0 1 12 
33 VII MUX 1 6 2 4 2 1 0 1 12 
34 VII MUX 1 6 2 4 3 0 0 1 12 
35 VI Piloted 2 4 1 3 2 1 0 0 12 
36 VII Piloted 2 5 1 4 3 0 0 1 8 
37 VII MUX 2 5 1 4 3 1 1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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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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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on cause failure (CCF) threats normal operation of a 

redundant system, so CCF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ly at 

reliability or safety assessment of control systems. A β factor 

model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models to consider CCF. 

However, this model cannot distinguish various voting logic. 

The β factor model gives same probability for all different 

voting logics. To overcome this problem, many researches have 

been performed and a PDS (reliability of computer-based 

safety systems, Norwegian acronym) method which gives 

different probabilities for each voting logics is one of them. 

Recently, a research of continuous-time Markov model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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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DS method was implemented. Markov model is used 

widely for reliability of safety assessment of control systems. 

Markov approach can be classified into continuous-time 

Markov approach and discrete-time Markov model. The 

continuous-time Markov approach is difficult to solve a 

transition rate matrix because the Laplace transform which is 

more complicate the matrix size bigger should be performed. 

The other hand, the discrete-time Markov approach is intuitive, 

easy to get answers and is more useful because it can be 

applied various areas than the continuous-time Markov 

approach. 

The PDS method represented by β factor was adopted for 

the discrete-time Markov model. Because the PDS method 

cannot be used directly for the Markov model, proper 

coefficients were derived from the PDS method. The Markov 

model using the coefficients was shown good agreements for 

redundant systems having two or more components. Also, 

applications of the coefficients for existing analytic solutions 

were introduced.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analyses were implemented using 

discrete-time Markov model considering CCF using the PDS 

method for subsea blowout preventers (subsea BOPs)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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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ulf of Mexico Outer continental shelf(US GoM OCS). In 

addition, sensitivity analysis of availability was performed to 

find a component which gives a big impact on availability. Two 

data sets of SINTEF(1999) and WEST E. S.(2009) were used 

for the analyses. Both of them collected the data of the subsea 

BOPs used at US GoM OCS. By comparing two data sets, the 

numbers of preventers and choke/kill valves at the subsea BOP 

have tendency of increasing as times goes by. In addition, pipe 

ram preventers have been replaced from fixed bore ram 

preventers to variable bore ram (VBR) preventers which is 

more flexible to use. PODs which are control systems of the 

subsea BOP have chosen multiplexed (MUX) type more than 

hydraulic type to actuate a pilot valve at the PODs. 

The subsea BOP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number of 

preventers installed at the subsea BOP and their combinations 

of preventers. Availability, reliability and sensitivity were 

evaluated for identified models. The best availability of SINTEF 

was similar with the worst availability of WEST E. S. subsea 

BOP.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subsea BOP had been 

improved. Reliability of WEST E. S. subsea BOP also was 

shown much better result than reliability of SINTEF. From 

sensitivity analyses of availability, blind shear ram(BSR) 



 

 170

preventer was the most sensitive component of the subsea BOP. 

Connectors and annular preventer were major components in a 

view of availability. Commonly, the subsea BOP is consisting of 

two annular preventers. In this case, the sensitivity of annular 

deceased and availability of the subsea BOP improved. Because 

one BSR preventer has been installed in the subsea BOP, two 

BSR preventers will give better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In this paper, the coefficients was derived from the PDS 

method using β factor and applied to the discrete-time Markov 

model. The discrete-time Markov model allowed building a big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of a system having many states. 

Moreover, this paper suggested application of the derived 

coefficients to the existing analytical methods. Changes of the 

subsea BOP components were compared between two data sets 

of US GoM OCS. Using those data sets to the discrete-time 

Markov model considering CCF, application was introduced by 

analyzing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subsea BOP.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discrete-time Markov model was 

suggested. This paper is expected to use widely by detail 

explanation and specific application of the discrete-time 

Markov model considering CCF using β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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