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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저방폭장치(Subsea BOP) 안전계장시스템(SIS)의 안전무결성등급(SIL) 

평가는 작동이 요구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의 평가 기준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안전무결성등급(SIL) 평가 결과는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의 유효 범위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해석 대상으로 안전계장시스템(SIS)으로서의 해저방폭장치의 

기능을 정의하고,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요소를 반영하여 

해저방폭장치 안전계장기능(SIF)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현재 

안전계장시스템(SIS)을 분류하는 경계에서 기존의 평가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대안으로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제안하고 적용함으로써 

평가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와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하였던 안전계장시스템(SIS)을 

구성하는 각 장비들의 요구빈도가 다른 경우에 대한 해석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일년에 한번 이상 작동이 요구되는 

안전계장시스템(SIS)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A/PR function은 

일년에 한번 이상, BSR function을 수행하는 장비 중, POD는 일년에 한번 

이상 작동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여 해저방폭장치의 두 기능에 대한 

기존의 안전계장시스템(SIS) 평가가 원래 위험보다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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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기존의 평가 방법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과 새로운 평가 

방법인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바탕으로 리스크 제어 옵션을 각각 

도출하여 평가 방법에 따라 리스크 제어 옵션이 다름을 보이고, 각 평가 

방법에서 SIL 2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리스크 제어 옵션을 

분석하였다.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관점에서 SIL 2 만족을 위한 리스크 제어 

옵션은 기존보다 A/PR function은 88%, BSR function은 89%의 감소 

방안이 필요하였고,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인 POD와 BSR 

preventer를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험사건발생빈도(HEF)관점에서 A/PR function과 BSR function 두 기능 

모두 SIL 2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각각 기존보다 97%의 감소 

방안이 필요하며,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인 POD와 HPU를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관점에서 Combined POD system 적용 시 BSR 

function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와 높은 요구 

모드(high demand mode)로 이원화 되어 있는 안전계장시스템(SIS)의 

평가 방법을 일원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안전계장시스템(SIS) 평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제안하여 더욱 현실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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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해저방폭장치, 안전계장시스템, 안전무결성등급,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 위험사건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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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구의 배경과 현황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 

해저방폭장치(subsea BOP, subsea blowout preventer)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당시 11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고는 관련 회사만 아니라 

주변 해역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쳤다. 당시 사고 원인을 분석한 

자료(BP, 2010; National commission, 2011; Transocean, 2011)에 따르면 

각 단계에서 사고 원인이 발견 되었지만, 유정이 제어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 안전 장치였던 해저방폭장치의 BSR(blind shear 

ram) preventer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대참사를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해저방폭장치에 대한 연구(Cai et al., 2012a; 

2012b)가 활발해지고, 관련 규범이 수정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저방폭장치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안전계장시스템(SIS, safety instrumented system)으로서의 해저방폭장치를 

분석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안전계장시스템은 위험을 제어하고 완화하기 위해 수년 간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IEC 61508 (2010)에 의해 정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전계장기능(SIF, safety instrumented function)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장시스템이다. 안전무결성등급(SIL, safety 

integrity level)은 IEC 61508의 기본 개념이며, 안전관련시스템(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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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related system)에 할당된 안전계장기능의 안전무결성 요구사항을 

지정하는데 사용되는 4개의 이산 확률 레벨로 구성되어 있다. IEC 61508 

(2010)은 안전관련시스템을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 of 

operation)와 높은 요구 또는 계속 모드 (high demand or continuous 

mode of operation)로 분류한다.  

해저방폭장치는 well drilling과 well intervention operation에 사용되는 

안전관련 계장시스템(safety-related instrumented system)이다.  

일반적으로 해저방폭장치 안전계장시스템의 안전무결성등급 평가는 

작동이 요구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낮은 요구 빈도(low demand 

mode)의 평가 기준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안전무결성등급 평가 결과는 

작동요구 시 고장확률의 유효범위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다. 

IEC 61508-4 (2010)의 정의에 기초하여, 안전계장기능에 대한 낮은 

요구 모드와 높은 요구 모드를 구분하는 경계는 일년에 한번(one per 

year)의 요구빈도로 결정된다. 그러나 안전계장시스템의 요구빈도 범위가 

경계 근처에 존재하는 경우 안전무결성등급 평가의 결과가 현저하게 

다른 결과로 평가되거나 모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iu and Rausand (2011)는 낮은 요구(low demand) 

시스템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을 통한 안전계장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는 적절하지만, 낮은 요구도 아니고 높은 요구도 아닌 medium 

demand system에 대한 specific treatment의 필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Kim et al. (2014)은 마코프 모델을 사용하여 해저방폭장치의 



 

 3

성능을 평가하면서 요구빈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능에 따른 

안전계장시스템의 평가는 다루지 않았다.  

NOG 070 (the Norwegian Oil and Gas, 2004)에 따르면 해저방폭장치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 최소한 만족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장비가 독립적이지 않고, 여러 기능에 

중복 사용되는 장비는 보다 높은 요구빈도를 고려함으로써 더욱 현실에 

가까운 해석이 필요하다.  

두 모드를 구분하는 경계 근처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Misumi 

and Sato (1999)는 위험사건발생빈도(HEF, hazardous event frequency)를 

제안하였다. Bukowski (2006)는 비교적 간단한 안전계장시스템 모델에 

적용하여 위험사건발생빈도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Innal et al. (2010)은 

위험사건발생빈도와 동일한 도메인에 있는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 

probability of failure per hour)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Jin et al. 

(2011)은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과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 

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single component의 시나리오 기반 식(scenario-

based formula)과 비교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안전계장시스템의 평가 기준으로서 

위험사건발생빈도(HEF)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용사례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계장시스템의 평가 방법을 

일원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안전계장시스템 

평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위험사건발생빈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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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이용하여 안전계장시스템(SIS) 

평가의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는 연구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연구의 구성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2장에서는 안전계장시스템(SIS)에 대해 설명한다. 안전계장시스템이 

무엇인지, 작동 모드(mode of operation)와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voting을 위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과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위험사건발생빈도(HEF)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한다.  

3장에서는 NOG 070에 따른 해저방폭장치(subsea BOP)의 기능을 

정의하고, 해석을 위한 대상 장비를 설명한다. 그리고 drilling operation 

중 해저 유정 킥(subsea well kick)으로 발생하는 event와 유정을 

제어하는 절차에 관하여 살펴본다.  

4장에서는 해저 유정 제어를 위한 기존의 평가 방법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과 각 event의 발생확률 그리고 대상 장비에 대한 

요구빈도(demand rate)를 계산한다.  

5장에서는 해저방폭장치의 기능 평가를 위해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위한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과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 그리고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비교하여 

안전계장시스템(SIS)의 평가 지표로서 위험사건발생빈도(HEF)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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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다. 

6장에서는 안전무결성등급(SIL)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리스크 

제어 방안들을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과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관점에서 각각 도출하여 평가 방법에 따라 리스크 제어 방안이 다름을 

보이고, 각 평가 방법에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리스크 제어 

방안을 분석하였다.  

7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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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 계장시스  

 

IEC 61508 (2010)은 전자/전기/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Electrical/Electronic/Programmable Electronic, E/E/PE) 시스템의 기능적 

안전(functional safety)에 대한 요구조건을 정립하는 국제 표준으로 

안전관련시스템(safety-related system) 고장의 최소화를 요구하며, 높은 

안전 방호 시스템이 요구되는 산업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다.   

안전계장시스템(SIS, safety instrumented system)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전계장기능(SIF, safety instrumented function)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장시스템으로 센서(sensor), 논리 분석기(logic solver), 

최종요소(final element)로 구성된다.  

 

 

Figure 2.1  Structure of safety instrumented system. 

 

미리 결정된 어떤 특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센서를 통해 

인지하고 이것을 논리 분석기에서 자동적으로 최종요소에 신호를 보내 

필요한 안전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안전기능(safety 

function)은 EUC(equipment under control)을 적정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용이 요구된 경우에만 작동한다. 이는 기능 수행이 요구되기 

전에는 EUC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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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동모드 

IEC 61508 (2010)은 안전계장시스템(SIS)의 작동모드(mode of 

operation)를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와 높은 요구 또는 계속 

모드(high demand or continuous mode)로 구분한다. 일년에 한번 

이하로 작동이 요구되고, 안전계장시스템의 시험 주기의 두 배 보다 긴 

작동이 요구되는 모드는 낮은 요구 모드이다. 반면 일년에 한번 이상의 

작동이 요구되거나, 시험 주기의 두 배보다 짧은 기간에 작동이 

요구되면 높은 요구 모드이다. 계속 모드는 정상 작동의 일부로 작동이 

계속되는 모드이다.  

 

 

Figure 2.2  Example of demand mode. 

 

낮은 요구 모드는 자동차의 에어백(airbag) 시스템과 같이 평상시에는 

작동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여 사용이 요구되어야 작동한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정상 작동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즉, 고장이 발생해도 위험한 사고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고장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하며, 단순히 failure rate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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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on demand) 고장이 난 상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낮은 

요구 모드는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을 통해서 정량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해저방폭장치의 주요 기능은 킥(kick) 발생 시 유정 

제어(well control)이며,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로 평가되고 

있다.  

높은 요구 또는 계속 모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break) 시스템과 가스 

감지기(gas detector)와 같이 평상시에 자주 또는 계속 사용이 되며, 

잦은 사용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쉽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고장이 

발생하면 위험한 사건으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  Failure rate이 중요하며, 

사용하는 기간이 영향을 주게 된다. 높은 요구 또는 계속 모드는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 probability of failure per hour)를 통해서 정량화 할 

수 있으며, 위험고장빈도(dangerous failure rate)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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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ooN voting logic을 위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과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 (PDS 방법) 

현재 안전계장시스템의 평가 방법은 요구빈도에 따라 이원화 되어 

있다. 만약 요구빈도가 일년에 한번보다 작으면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이며,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로 평가한다. 그리고 요구빈도가 일년에 한번보다 크면 높은 

요구 모드(high demand mode)이며,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 

probability of failure per hour)로 평가한다. 

PDS 방법(SINTEF 2010a)에서는 MooN(M-out-of-N) voting logic을 

가지는 시스템에 대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과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 ( ) 1MN

DUDUMooNMooN τλ!1)M!2MNN!τ/2λβCPFD
+-

××-×+-+×××= ()(             

                                 

(2.1) 

 

 

{ } ( ){ }ττλ!1)(M!1)M(NN!λβCPFH
1MN

DUDUMooNMooN

+-
××-×+-+××=  

                                 

(2.2) 

 

이때 λDU는 dangerous undetected failure rate이고, τ는 test interval, 



 

 10

그리고 MooN voting (M<N)은 N개의 여분으로 구성된 모듈 중에 

최소한 M개의 모듈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oo3은 2-out-of-3이란 뜻으로 3개의 장비가 여분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은 작동을 해야 하며, 2개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나거나 3개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난 경우가 2oo3 voting 

logic에서 공통원인고장(CCF, common cause failure)에 해당한다.  

공통원인고장은 같은 원인에 의해 둘 이상의 장치가 고장이 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때문에 공통원인고장은 여분의 장비를 이용하여 

장치의 고장에 대비하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된다. 하나의 원인에 의해 

두 개의 장비가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셋 또는 넷의 장비도 하나의 

원인에 의해 모두 함께 고장이 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스템은 때때로 이론적으로 예측된 신뢰성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의 주요 원인으로 공통원인고장이 꼽힌다.  

다양한 voting에 대한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할 때의 수정계수 CMooN은 

Table 2.1과 같다.  

 

Table 2.1  CMooN factors for different voting logics (Hause et al., 

2010). 

C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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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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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5 - - - - - 4.3 

 

 

2.3.  위험사건발생빈도 

위험사건(hazardous event)은 safety-critical system의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 기능을 제공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 Fig. 2.3을 예를 들어, 

소화기가 τ와 같이 검사 주기를 가지고 리뉴얼 된다고 가정을 한다. 

다음 검사 시점 전에 고장(failure)이 발생하였는데, fire case 1의 경우는 

돌아오는 검사에서 고장을 발견하여 리뉴얼 된다. 이후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가 정상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그러나 fire case 2의 

경우는 다음 검사 시점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고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화기의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 기능을 

제공받지 못해 위험 사건이 발생한다.   

 

 

Figure 2.3  Example of hazardous event. 

 

위험사건발생빈도(HEF, hazardous event frequency)는 단위 시간당 

얼마만의 확률로 사고가 일어날 것인지를 뜻한다. 요구빈도가 높은 high 

demand/continuous mode인 안전계장시스템(SIS)은 고장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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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위험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요구빈도가 낮은 

안전계장시스템(SIS)의 경우 고장이 곧바로 위험사건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작동이 요구된 경우, 얼마나 고장이 

나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라면 위험사건발생빈도(HEF)는 장비의 

고장과 동시에 요구빈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얼마나 고장이 

나는 장비가 어느 정도로 자주 작동이 요구되는 것인지 보는 관점이다.  

위험사건발생빈도(HEF)에 관하여 Rausand(2014)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deMooNMooN λPFDHEF ×=                  

(2.3) 

  

 

이것은 PFDavg의 값을 가지는 safety-critical system이 요구빈도 λde로 

작동이 요구 될 때, 고장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빈도를 

뜻한다.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에 요구빈도를 곱하여 시간 당 

발생할 위험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요구빈도가 커질수록 높은 요구 

빈도(high demand mode)의 평가 기준인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과 

같아진다. 이러한 개념들은 안전무결성등급(SIL) 기준과도 일치한다.  

또한, Rausand(2014)는 평균 요구 기간(MDD, mean demand 

duration)을 고려하여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획득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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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e
*
SFavg λMDDλPFDHEF ×+»                  

(2.4) 

 

여기서 *
SFλ 은 function-demanded situation 동안 안전계장기능(SIF)의 

average dangerous failure rate이고,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로 간주 

될 수 있다. 이 고장확률은 normal condition failure rate, λ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안전계장시스템(SIS)이 보다 severe condition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저방폭장치 구성 요소의 *
SFλ 와 평균 요구 

기간(MDD)은 해당 정보의 부재로 고려하지 않는다. 

 

2.3.1. 위험사건발생빈도를 위한 안전무결성등급 범위 

안전계장시스템(SIS)의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와 높은 

요구 모드(high demand mode)의 구분 기준은 일년에 한번의 요구빈도 

이며, 이 기준에 의해 안전계장시스템 분류와 평가 지표가 이원화 되어 

있다. 일년에 한번의 요구빈도는 1.14e-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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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HEF versus PFD and PFH. 

 

그러므로 약 1e-4의 요구빈도를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의 

안전무결성등급(SIL) 기준에 곱하면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의 

안전무결성등급 기준과 같아진다. 따라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에 

요구빈도를 곱한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의 

안전무결성등급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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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SIL range for PFH, PFD and 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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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방폭장  해   킥 이벤트 

 

3.1. 해저방폭장치 구성 

일반적으로 해저방폭장치(subsea BOP)는 상부의 LMRP(lower marine 

riser package)와 하부의 BOP stack으로 구성되고 두 부분은 LMRP 

connector로 연결된다(Fig. 3.1(a)). 해저방폭장치를 구성하는 장비들은 

운영 컨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통 상부의 LMRP에는 두 

개의 POD가 설치되고, annular preventer가 하나 또는 두 개와 LMRP 

하단에는 connector가 설치된다. 하부의 BOP stack에는 때때로 annular 

preventer가 하나 설치되기도 하지만 상단의 LMRP에 설치되는 annular 

preventer와 합쳐서 두 개보다 더 많은 annular preventer는 설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단의 BOP stack에는 BSR(blind shear ram) preventer가 

일반적으로 하나 설치되고 가끔씩 두 개도 설치가 된다. 하나의 BSR 

preventer와 하나의 casing shear ram preventer가 설치될 때도 있다. 

그리고 pipe ram preventer가 세 개에서 네 개가 설치된다. BOP stack의 

하단에는 유정(well)과 연결되는 connector가 있다. Choke line과 kill 

line에 연결되는 choke/kill valve가 운용 컨셉에 따라 여러 개의 

preventer 사이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Choke/kill valve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설치되어 하나가 고장이 날 경우에 작동할 수 있게 되어있다. Fig. 

3.1(b)는 해저방폭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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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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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1  Subsea BOP configuration. 

 

Fig. 3.2와 Fig. 3.3은 Deepwater horizon에 설치되었던 해저방폭장치로 

높이 16.4m(53.75ft.)에 무게 300톤의 대형 구조물이다. 일반적인 

해저방폭장치의 구성과 내부 단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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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he Deepwater horizon BOP stack (Transocean, 2011). 

 



 

 20

 

Figure 3.3  Cutaway view of Deepwater Horizon BOP stack 

components (Transoce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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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와 Fig. 3.5는 Deepwater horizon 해저방폭장치의 실제 

모습으로 상부 LMRP와 하부 BOP stack이다.  

 

 

Figure 3.4  Deepwater horizon LMRP (GCapt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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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Deepwater Horizon BOP stack (GCapt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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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POD 

 

해저방폭장치 상단의 LMRP에 blue POD와 yellow POD가 설치되어 

있다. 두 개의 POD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하나가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으로 설치되어 있다. 작업자에 의해 명령이 내려지면 

POD로 전달되고 여기에서 해저방폭장치의 구성 요소들을 제어한다. 

모든 명령들은 POD를 거치기 때문에 주요 구성 장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POD는 병렬로 연결된 두 대의 SEM(subsea electronics 

module)에 의해 작동된다. 두 대의 SEM은 27 볼트의 배터리로 

작동되는데, 각각의 SEM은 9 볼트의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Fig. 

3.6). 만약 전기 신호가 끊기거나 유압이 공급되지 않으면 AMF 

(automatic mode function) 기능이 작동하여 BSR을 작동시킨다. 

POD는 제어 방법에 따라 MUX(multiplexed control system)식과 

유압식(hydraulic control system)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면의 시추 

리그에서 POD 내부의 pilot 밸브에 신호를 주는 방법이 유압이면 

유압식, 전기면 MUX식으로 구분한다. POD의 pilot 밸브가 작동하면 

해저방폭장치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pilot 밸브에 맞게 작동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모두 유압으로 작동한다. 때문에 유압식 제어 

방법은 신호를 주는 방법과 preventer를 작동하는 방법이 모두 유압에 

의존하게 되고, MUX식은 신호는 전기에, preventer 작동은 유압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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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POD electrical schematic (National Commission, 2011). 

 

 

Figure 3.7  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 (Bai and Ba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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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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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장비제어모듈 내부의 pilot 

밸브를 작동하여 해저 구조물의 밸브에 유압이 전달되도록 한다. 이렇게 

전달된 유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저 구조물의 밸브가 작동한다. 

 

 

Figure 3.8  Multiplexed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 (Bai and 

Bai,2012). 

 

반면 MUX식 제어 시스템은 MCS(master control station)에서 컴퓨터로 

명령을 내리면 해저장비제어모듈에 있는 SEM(subsea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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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로 전기신호가 전달된다(Fig. 3.8). 그러면 해저장비제어모듈 

내부에 있는 solenoid pilot 밸브를 작동시켜 해저 장비의 밸브를 

작동시키는 유압이 지나갈 수 있게 한다.  

유압식은 수심이 깊어지고 시추 리그에서 유정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신호가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MUX식은 전기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신호가 전달된다. 때문에 최근에는 

점점 MUX식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3.1.2. Annular preventer 

 

유정 내부 압력이 불안정해지면서 킥(kick)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preventer이다. Annular preventer는 시추 파이프의 

지름에 상관없이 파이프 주변을 막는다. 시추 파이프뿐만 아니라 kelly, 

tool joint나 casing이나 wire line과 같이 내부에 사용되는 string의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작동 이후 시추 파이프 주변의 

annulus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string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snubbing 이나 stripping 과정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ram prevent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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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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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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며 

압력이 가해져 파이프 주변에 원형으로 배치된 고무가 위로 올라가 

파이프 주변을 둘러싸게 되어 해저방폭장치 내부를 막는다(Fig. 3.9). 

파이프가 없는 경우에도 작동 가능하며 고무를 이용하여 내부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Fig. 3.10). 

 

Figure 3.9  Annular preventer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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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The closing of annular preventer (Januarilham, 2012). 

 

3.1.3. Ram preventer 

 

Ram preventer는 서로 마주보는 철로 된 ram 구조물을 피스톤으로 

작동시키는 구조물이다. 작동하면 해저방폭장치 내부의 시추 파이프가 

지나가는 공간으로 ram 구조물이 가운데로 밀려나와서 회수되는 시추 

머드와 같은 유체의 유동을 멈추고, 반대로 ram 구조물을 당기면 내부 

공간이 열리면서 유동이 자유롭게 된다.  

Ram preventer는 역할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시추 파이프가 없는 

경우 해저방폭장치 내부의 공간을 막는 Blind ram preventer(Fig. 3.11 (a)), 

해저장폭장치 내부에 시추 파이프가 있는 경우 공간을 막는 Pipe ram 

preventer(Fig. 3.11 (b)), 해저방폭장치 내부에 시추 파이프가 있는 경우 

시추 파이프를 절단하는 Shear ram preventer(Fig. 3.11 (c))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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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Ram preventer (Wikipedia.org). 

 

3.1.3.1.  BSR preventer 

 

BSR(blind shear ram) preventer는 blind 기능과 shear 기능이 복합된 

preventer로 유정(wellbore)을 막는데 사용된다. 때문에 ram 구조물은 

절단과 밀폐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Fig. 3.12). 작동하면 Fig. 3.13과 같이 

내부의 시추 파이프를 절단하면서 해저방폭장치 내부를 막는다. 다른 

preventer와는 다르게 시추 파이프가 해저방폭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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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방폭장치에 최소 하나 

이상의 blind shear ram preventer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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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Blind shear ram preventer (Transocean, 2011). 

 

 

Figure 3.13  Blind shear ram preventer operating (National 

Commission, 2011). 

 

 

3.1.3.2.  Casing shear ram prev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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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shear ram preventer보다 큰 casing shear ram preventer는 

casing을 내리는 과정이나 시추 작업 중 아래에 위치한 casing이 

해저방폭장치까지 올라온 상황일 때 사용된다. 또 절단날(steel shear 

blade)로 자를 수 없을 만큼 단단하면서 지름이 크거나 두께가 두꺼운 

파이프를 자를 때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양쪽 ram block이 V자 모양을 

하고 있는 dual V ram preventer가 사용된다(Fig. 3.14).  

Blind shear ram preventer처럼 ram block의 날카로운 절단날이 

casing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눌러 인장력(tensile stress)으로 

casing을 끊는 방식이다. 이 preventer는 절단 기능에 초점을 맞춘 

preventer로 유정을 막는 기능은 없다.   

 

 

Figure 3.14  Casing shear ram preventer (Transoce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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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Pipe ram preventer 

 

Pipe ram preventer는 시추 중에 해저방폭장치 내부에 시추 파이프가 

있는 경우에 시추 파이프 주변의 annulus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Pipe 

ram preventer가 작동하여 ram 구조물이 가운데로 밀려나오면 시추 

파이프의 외경만큼의 공간이 생기게 설계되었다. 시추 파이프 이외의 

공간을 막게 되어 시추 파이프와 함께 유정을 막게 된다.  

한가지 지름의 시추 파이프에 사용 가능한 Fixed bore ram 

preventer(Fig. 3.15)와 시추 파이프의 지름이 하나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Variable bore ram preventer(Fig. 3.16)로 나뉜다.  

 

 

Fixed bore ram preventer는 해당 크기와 지름이 다른 시추 파이프가 

사용되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추 파이프보다 외경이 큰 

시추 파이프의 이음 부분인 drill joint가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Variable bore ram preventer는 비교적 다양한 지름의 

시추 파이프에 사용할 수 있으나 annular preventer보다는 제약이 크다. 

Pipe ram preventer 중 해저방폭장치의 하단에 설치되는 pipe ram 

preventer는 일반적으로 test ram preventer라고도 한다. 이 preventer는 

다른 ram preventer와는 다르게 위에서부터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뒤집어서 설치된다. 해저방폭장치를 설치하고 시추에 사용하기 이전 

위에서부터 압력을 가해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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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Fixed bore ram preventer (aliba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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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Variable bore ram preventer (Transocean, 2011). 

 

 

3.1.4. Connector 

 

해저방폭장치에 사용되는 connector는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정상단(wellhead)과 해저방폭장치의 하부 stack을 

연결하는 wellhead connector이고, 하나는 해저방폭장치 하부 stack과 

상부 LMRP를 연결하는 LMRP connect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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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Choke/kill valve 

 

해저방폭장치 내부에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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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방폭장치 내부 유체를 빼내서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kill 

line은 유압을 가하여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line들은 

해저방폭장치에 valve로 연결되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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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저방폭장치 사용 

해저방폭장치는 시추 과정 중 킥(kick)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annular preventer를 작동하여 시추 파이프 주변 annulus를 막는다. 그 

후 비중이 높은 시추 머드(mud)를 주입하여 압력을 제어한다. 하지만 

킥(kick) 방지에 실패하여 킥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유정 내의 압력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pipe ram preventer를 작동하여 시추 파이프 

주변의 annulus를 막는다. 킥이 발생하면 인화성 가스가 annulus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hoke valve를 열어 choke line으로 가스를 

우회시킨다. 이후 kill line으로 고 비중의 시추 머드(mud)를 주입하여 

압력을 제어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유정 제어가 실패하면 

해저방폭장치는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 유정을 닫는(Shut in) 역할을 한다. 

제어 불능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blowout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BSR(Blind Shear Ram) preventer를 작동하여 시추 파이프를 절단하고 

유정을 닫는다. 이후 choke/kill valve들을 유정 내의 압력을 제어하여 

시추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킥의 제어에 실패하여 blowout이 발생하거나 해상 환경 악화로 인해 

시추 작업이 힘들어지거나 선박이 시추 작업 구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등 시추 현장에서 시추 리그가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 해저방폭장치가 

사용된다. 하부 BOP stack의 BSR(Blind Shear Ram) preventer를 작동하여 

유정을 막고, LMRP connector에서 분리하여 LMRP와 상부 시추 리그가 

현장을 벗어난다. 이후 작업 환경이 개선되면 LMRP connecto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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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고 유정 내부 압력을 제어하면서 작업을 재개한다. 

시추 과정 중에도 사용되는데, stripping이나 snubbing 과정에 

사용된다. Stripping과 snubbing은 시추 구멍 끝에 시추 머드를 넣기 

위해 시추 파이프를 유정에 넣거나 빼는 과정이다. 이때 stripping은 

시추 파이프 자중을 이용하고, snubbing은 시추 파이프를 넣을 때 

추가적인 압력을 가한다. 이 작업을 할 때 시추 기둥 내의 압력 변화에 

의해 시추 머드가 분출될 수도 있는데, 이때 annular preventer가 작동 

중이면 이것을 막을 수 있다. Annular preventer는 고무로 파이프 외부를 

감싸기 때문에 파이프를 감싸는 압력의 세기에 따라 annular 

preventer가 작동 중에 시추 파이프를 밀어 넣는 것이 가능하다.  

해저방폭장치는 preventer 자체 검사에도 사용된다. 해저방폭장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장비의 점검도 중요하다. 작동 중 결함이 발견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저방폭장치가 유정에 설치되면 

검사를 하게 된다. 이때는 유정으로부터 큰 압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추리그에서 그에 상응하는 압력을 위에서부터 가해 장비들을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해저방폭장치의 제일 하부에 설치되는 pipe ram 

preventer는 test preventer라고도 불리며 자체 검사 과정에 사용된다. 즉, 

시추 파이프를 넣은 상태에서 제일 하단의 pipe ram preventer를 

작동하여 그 위에 압력을 가하고 해당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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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저방폭장치 기능과 해저 유정 킥 이벤트 

 

3.3.1. 해저방폭장치 기능 

 

해저방폭장치(subsea BOP)는 해저에서 유정(well)을 탐사(explore) 또는 

개발(develop)할 때 안전 장벽(safety barrier)의 역할로 유정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중요한 장비이다. NOG 070 (the Norwegian Oil and Gas, 

2004)에 따르면 해저방폭장치의 안전무결성등급(SIL) 평가는 Table3.1과 

같이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해 최소한 만족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능이 SIL 3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drilling BOP의 기준이 

확연하게 높아져야 할 것이고, documentation of the system reliability가 

 

Table 3.1  Minimum SIL requirements – drilling related safety 

functions (NOG 070, 2004). 

Safety function SIL Functional boundaries for 

given SIL requirement/ 

comments 

Drilling BOP function 

 

- Closing of relevant 

BOP valve(s) in order 

to prevent blowout 

and/or well leak 

2 Annular/pipe ram function  

(A/PR function) 

- Seal around drill pipe 

2 Blind shear ram function  

(BSR function) 

- Seal an open hole 

- Shear drill pipe and seal off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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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실적으로 drilling BOP의 두 

기능에 대한 minimum SIL requirements를 2로 표기하고 있다.  

각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장비들은 Table 3.1과 같이 구분되는데, 

사용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ow demand mode의 평가 

기준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을 계산한다. 그러나 POD와 같이 

여러 기능에 사용되는 장비는 final element인 preventer보다 더욱 자주 

사용되고, 안전무결성등급(SIL) 평가에 중복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독립된 안전계장시스템(SIS)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나 요구 빈도가 다른 

장비들로 안전계장시스템이 구성된 경우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두 개의 annular preventer, 한 개의 BSR 

preventer와 세 개의 pipe ram preventer로 구성된 Class VI BOP 

stack(Fig. 3.17 (a))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10~15,000 psi의 

pressure containing capabilities와 tapered work strings이 요구되는 well 

operation을 위해 설계된다(WEST E.S., 2009).  

Sea level 위에는 annular preventer인 diverter system과 유압을 

배출하는 diverter valve가 있고, drill string 상단에는 drill string을 막는 

safety valve가 있다. 그리고 topside에는 모든 장비에 명령을 입력하는 

push button이 있는데, 이것은 driller’s console이나 tool pusher’s 

console을 가리킨다(Cai et al., 2012a). 입력된 명령은 logic 장치인 

control system을 통해 각 장비로 전달된다. push button과 control 

system은 redundant하게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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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subsea BOP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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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simplified subsea BOP structure 

Figure 3.17  Subsea BOP components classification. 

 

Fig. 3.17 (b)는 간략화된 해저방폭장치 구조로 A/PR(annular/pipe 

ram)과 BSR(blind shear ram) 기능과 관련된 장비를 보여준다. 실선은 

A/PR function이고, 점선은 BSR function이다. 그리고, push button과 

control system 및 두 개의 POD는 두 기능에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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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해저 유정 킥 이벤트 

 

일반적인 drilling operation 중 킥(kick)이 발생하였을 때, 제어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 Hauge et al. (2012)는 Fig. 3.18과 같은 event 

tree를 작성하였다. Table 3.2에는 각 event들이 정의되어 있다.  

NOG 070 (2004)에서 언급하는 drilling BOP의 두 기능 가운데 하나는 

A/PR(annular/pipe ram) function으로 drill pipe 주변의 annulus를 막는 

것으로, event no. 2(Table 3.2)에 해당된다. 또 하나의 기능인 BSR(blind 

shear ram) function은 구멍을 막고, drill pipe를 절단하면서 유정을 막는 

것인데, 이것은 event no. 5(Table 3.2)에 해당된다.  

Event no. 2와 event no. 5는 hydrocarbons의 위치와, BOP 내부의 flow 

유무에 따라 세분화되지만 NOG 070 (2004)에서 언급하는 drilling BOP의 

기능은 hydrocarbons의 위치와, BOP 내부의 flow 유무에 상관없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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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Event tree for subsea well kick control (Haug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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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Event description of Fig. 3.18 (Hauge et al., 2012). 

No. Event 

1 
Hydrocarbon inflow is detected before it reaches BOP  

(early kick detection) 

2A 
BOP seals annulus with all hydrocarbons below BOP  

(i.e. given successful kick detection) 

2B 
BOP seals annulus with flowing hydrocarbons in riser  

(i.e. early kick detection has failed) 

3 
Mud with appropriate weight is pumped into well and the 

choke lines vent gas and light mud from well 

4 Drill string safety valve closes drill string 

5A Shear ram cuts and seals well – no flow through BOP 

5B Shear ram cuts and seals well – flow through BOP 

6 
The diverter valve opens to vent gas and mud away from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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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동 요구 시 고장 률과 요구 도 평가 

 

4.1. 해저 유정 제어를 위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 

앞에서 언급한 (Table 3.2) 일반적인 drilling operation 중 킥(kick)으로 

인한 각 event들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Table 4.1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Table 4.1  PFD for events (1). 

Event No. PFD 

1 통계 자료 

2A & 2B 장비의 고장 + Operator failure 

3 통계 자료 

4 장비의 고장 

5A & 5B 장비의 고장 + Operator failure 

6 장비의 고장 

 

Event no. 1 과 event no. 3은 통계 자료(Hauge et al., 2012)를 

활용하였고, event no. 2, 4, 5, 6의 장비의 고장은 입력 자료(Table 

4.2)로부터 유도하여 계산하였다. 이 중 event no. 2 와 event no. 5는 

장비의 고장 만 아니라 operational failure도 같이 고려하였다. 또한, 

event no. 2, 4, 5, 6의 reliability block diagrams(RBD)을 작성하여, 각 

event에 대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를 평가한다.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계산을 위한 입력자료는 Table 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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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Input data for PFD calculation. 

component 

failure 

rate, λ 

[per 10
6
 

hour] 

CCF 

beta 

factor, β 

[%] 

test 

interval, 

τ
1)
 

Topside push button 0.4
2)
 3

2)
 

Each 6 

months 

(perfect 

test) 

Topside control system 4.9
2)
 7

2)
 

Drill string safety valve (ex. pilot) 2.1
2)
 - 

Diverter system 11.2
6)
 - 

Diverter valve (ex. pilot) 2.1
2)
 - 

Pilot valve 0.8
2)
 - 

Hydraulic power unit 0.9
3)
 - 

Choke and kill valve 0.4
4)
 5

5)
 

POD (MUX) 104.7
4)
 5

5)
 

Annular preventer 11.2
4)
 

5
5)
 

Pipe ram preventer 6.5
4)
 

Blind shear ram preventer 5.4
4)
 - 

1) NORSOK D-010 Annex A & SINTEF A22763 

2) SINTEF (2010) 

3) OREDA (2009) 

4) WEST E. S. (2009) 

5) IEC 61508-6 Annex D (2010) 

6) assumption from annular preventer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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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E.S. (2009)는 failure rate와 water depth 사이의 상관 관계는 

없다고 언급한다. Topside에 설치된 safety valve와 diverter valve의 

failure rate에 대한 값은 pilot valve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SINTEF, 

2010b)이기 때문에 두 valve의 계산에는 pilot valve의 계산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diverter system은 기본적으로 annular preventer와 유사하기 

때문에 failure rate를 annular preventer와 같다고 가정한다.  

공통원인고장(CCF)을 모델링하는 간단한 방법중의 하나가 β factor 

model이다. 어떤 원인에 대한 failure rate을 하나의 장비가 고장이 날 

확률과 둘 이상의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로 나누고, 고장이 둘 

이상이 날 확률을 β factor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β factor를 사용하는 것이다.  Hauge et al. (2015) 는 

여러 안전계장시스템(SIS) 구성 요소에 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β 

factor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저방폭장치 구성 요소의 β factor에 대한 

연구는 잘 발달되지 않았다. topside push button과 topside control 

system의 β factor는 SINTEF (2010)에 의해 언급되었다. POD와 

annular/pipe ram preventer 그리고 choke와 kill valve는 IEC 61508-6 

(2010) Annex D에 의해 추정하였다.  

Test interval은 NORSOK D-010 Annex A (2004)를 참고하였는데, 이 

분석에 사용된 모든 구성 요소는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 

검사에서 모든 고장을 발견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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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event no. 2의 Reliability Block Diagram은 다음과 같다.  

 

 

Figure 4.1  Reliability block diagram for event 2 (A/P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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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ide push button을 통해 명령이 입력되면, 이 명령은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고, 마지막 요소들이 활성화된다. POD는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annular preventer 또는 pipe ram 

preventer를 작동시킨다. 두 개의 annular preventer는 경우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저방폭장치에 세 개의 pipe ram 

preventer가 설치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개의 pipe ram preventer는 

A/PR function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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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 장비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다음과 같다.  

 

( ) 5-2.730e/3τλτ/2λβPFD
2

TPBTPBTPBTPB-1oo2 =×+××=
           (4.1) 

 

( ) 4-9.047e/3τλτ/2λβPFD
2

TCSTCSTCSTCS-1oo2 =×+××=
           (4.2) 

 

3-1.971eτ/2λPFD HPUHPU-1oo1 =×=
                            (4.3) 

 

( ) 2-8.157e/3τλτ/2λβPFD
2

PodPodPodPod-1oo2 =×+××=
           (4.4) 

 

( ) 4-5.286e/4τλτ/2λβCPFD
3

A/PRA/PRA/PR1oo3A/PR-1oo3 =×+×××=
 (4.5) 

 

( ) ( )( )( )1/3

PRP

2

APA/PR λλλ ×=
                                      (4.6) 

                                  

( ) 5-4.381e/3τλτ/2λβPFDPFD
2

CVCVCVKV-1oo2CV-1oo2 =×+××==
  (4.7) 

 

여기서, PFD1oo2-TPB와 βTPB 및 λTPB는 redundant topside push button 

system(TPB)의 PFD와 β factor 및 failure rate이다. 그리고, PFD1oo2-TCS와 

βTCS 및 λTCS는 redundant topside control system(TCS)의 PFD와 β factor 

및 failure rat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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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D1oo1-HPU와 λHPU는 hydraulic power unit (HPU)의 PFD와 failure 

rate이고, PFD1oo2-Pod와 βPod 및 λPod는 blue POD와 yellow POD의 PFD와 

β factor 및 failure rate이다.  

PFD1oo3-A/PR와 C1oo3 및 βA/PR 와 λA/PR는 두 개의 annular preventer와 한 

개의 pipe ram preventer의 PFD와 수정계수 및 β factor와 failure 

rate이다.  

λAP 와 λPRP는 각각 annular preventer와 pipe ram preventer의 failure 

rate인데, 시스템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장비들로 구성되는 

것을 고려하여, Hauge et al. (2012)에 의해 보고된 연구로부터 Eq. (4.6)의 

대표 failure rate를 얻을 수 있다.  

PFD1oo2-CV/KV와 βCV 및 λCV는 redundant choke 와 kill valve(CV, KV)의 

PFD와 β factor 및 failure rate이다.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값을 더하여 event no. 

2의 A/PR function에 대한 PFDE2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HPU-1oo1TCS-1oo2TPB-1oo2E2 PFDPFDPFDPFD ++=          

KV-1oo2CV-1oo2A/PR-1oo3Pod-1oo2 PFDPFDPFDPFD ++++                       

2-8.508e=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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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no. 4의 Reliability Block Diagram은 다음과 같다.  

 

 

Figure 4.2  Reliability block diagram for ev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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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no. 4는 safety valve를 통해 drill string annulus를 막는 것이다. 

Annulus는 A/PR function에 의해 밀봉 된 후에 safety valve가 drill 

pipe의 내부를 밀봉하도록 작동된다. Topside push button을 통해 명령이 

입력되면, 이 명령은 topside control system을 통해 전달되고, safety 

valve가 작동하게 된다.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다음과 같다.  

 

( ) 3-1.752e/2τλPFD PVPV-1oo1 =×=                              (4.9) 

 

( ) 3-4.599e/2τλPFD SVSV-1oo1 =×=                             (4.10) 

 

여기서, PFD1oo1-PV와 λPV는 pilot valve(PV)의 PFD와 failure rate이고, 

PFD1oo1-SV와 λSV는 drill string safety valve(SV)의 PFD와 failure rate이다.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값을 더하여 event no. 

4의 PFDE4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7.283ePFDPFDPFDPFDPFD SV-1oo1PV-1oo1TCS-1oo2TPB-1oo2E4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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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no. 5의 Reliability Block Diagram은 다음과 같다. 

 

 

Figure 4.3  Reliability block diagram for event 5 (BS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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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R preventer는 기본 안전 대책이 모두 실패 후, 마지막 안전 

장벽(safety barrier) 역할을 한다. BSR preventer는 drill string을 절단하고, 

유정(wellbore)를 막는다. Topside push button을 통해 명령이 입력되면, 

이 명령은 topside control system을 통해 전달되고, POD는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BSR preventer를 작동시킨다.  

BSR preventer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다음과 같다. 

 

( ) 2-1.183e/2τλPFD BSRBSR-1oo1 =×=                           (4.12) 

 

여기서, PFD1oo1-BSR와 λBSR는 BSR preventer의 PFD와 failure rate이다.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값을 더하여 event no. 

5의 BSR function에 대한 PFDE5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9.432ePFDPFDPFDPFDPFD BSR-1oo1Pod-1oo2TCS-1oo2TPB-1oo2E5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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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no. 6의 Reliability Block Diagram은 다음과 같다. 

 

 

Figure 4.4  Reliability block diagram for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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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no. 6은 킥이 발생한 이후 annulus preventer를 통해 제어를 

하지 못해 생산물이 annulus를 통해 topside로 올라오는 경우, 생산물이 

topside로 누출되지 않도록, topside 하단에서 바다로 우회 시키는 

역할을 한다. Annuls preventer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diverter system이 

annulus를 막으면 그 하단의 생산물은 pilot valve로 작동되는 diverter 

valve의 개방에 의해 외부로 배출되어 압력을 조절한다. 다른 

preventer와 유사하게 topside push button에서 명령이 내려지고, topside 

control system을 통해 diverter system을 작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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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 장비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다음과 같다.  

 

( ) 2-2.453e/2τλPFD DSDS-1oo1 =×=                             (4.14) 

 

( ) 3-4.599e/2τλPFD DVDV-1oo1 =×=                             (4.15) 

 

  여기서, PFD1oo1-DS와 λDS는 diverter system (DS)의 PFD와 failure 

rate이고, PFD1oo1-DV와 λDV는 diverter valve (DV)의 PFD와 failure rate이다.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값을 더하여 event no. 

6의 PFDE6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V-1oo1PV-1oo1DS-1oo1TCS-1oo2TPB-1oo2E6 PFDPFDPFDPFDPFDPFD ++++=  

2-3.181e=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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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계산식을 통해 얻어진 각 event에 대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을 Table 4.3에 정리하였다. Event no. 1과 event no. 3은 

통계 자료(Hauge et al., 2012)를 이용하였다.  

 

Table 4.3  PFD for events (2). 

Event no. PFD Note (Hauge et al., 2012) 

1 (0.05) Statistically 

2A 0.0851+(0.01) = 0.0951 operator failure 

2B 0.0851+(0.05) = 0.1351 operator failure  

(more stressful) 

3 (0.2) Statistically 

4 0.0073   

5A 0.0943+(0.05) = 0.1443 failure of hitting a tool joint 

5B 0.0943+(0.1) = 0.1943 failure of hitting a tool joint 

(more stressful) 

6 0.0310   

 

Hauge et al.에 따르면 event no 2의 경우 operator failure를 

고려하였는데, hydrocarbon이 해저방폭장치를 지나 riser를 지나고 있는 

경우(2B)가 operator의 stress가 더 심해 실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event no. 5의 경우에는 drill string의 tool 

joint를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였는데, 해저방폭장치에 

flow가 있는 경우(5B)가 drill string의 tool joint를 적절한 위치에 

위치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값을 위에서 구한 각 eve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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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과 더하여 각 event의 최종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을 구한다. 

이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요구빈도(demand rate) 계산 및 

위험사건발생빈도(HEF)와 비교에 사용된다.  

 

 

 

 

 

 

 

 

 

 

 

 

 

 

 

 

 



 

 62

4.2. 장비와 이벤트의 요구빈도 

해저 유정의 개발 중 킥(kick)이 발생할 빈도는 MTBK(mean time 

between kicks)로 표현되는데, Holand(2001)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만(US 

GoM OCS)에서 발생한 kick은 111 BOP-day의 MTBK를 가진다고 한다.  

이 데이터에 기초하여, 해저 유정 킥에 대한 발생빈도 λkick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our][per   4-3.75e24)*1/(1111/MTBKλkick ===               (4.17) 

 

해저 유정 킥에 대한 발생빈도와 Table 4.3의 각 event에 대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값을 이용하면 Fig. 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Fig. 4.5에 제시된 확률 값으로 각 event의 요구빈도(demand 

rate)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vent 2A의 발생 빈도(occurrence 

frequency)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year] [per  3.12hour] [per  4-3.56e0.95λ1(Y)λλ kickkick2Ade ==×=×=

                                                              (4.18) 

 

여기서, (λde)2A 는 event 2A에 대한 요구빈도(demand rate)이다. Event 

2A의 발생빈도는 event 2A의 요구빈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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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Frequency of subsea well kick and probabilities of events for subsea well kick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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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해저방폭장치의 두 가지 기능(NOG 070, 2004)에 대한 

요구빈도는 Fig. 4.5와 Table 4.4 및 Table 4.5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Table 4.4  Scenario for subsea BOP functions. 

No. Scenario 

1 kick→1(Y)→2A(Y)→3(N)→4(N)→5A 

2 kick→1(Y)→2A(N)→5B 

3 kick→1(N)→2B(Y)→6(Y)→3(N)→4(N)→5A 

4 kick→1(N)→2B(Y)→6(N)→4(N)→5A 

5 kick→1(N)→2B(N)→5B 

 

 

Table 4.5  Demand rate for subsea BOP functions. 

No. A/PR function  

(Event 2) 

(2A or 2B) 

BSR function  

(Event 5) 

(5A or 5B) 

Percentage 

[%] 

  Demand 

rate, λ
de  

[per hour] 

Demand 

rate, λ
de  

[per year] 

Demand 

rate, λ
de  

[per hour] 

Demand 

rate, λ
de  

[per year] 

  

1 3.56E-04 3.12 4.71E-07 4.1E-03 1.3 

2 3.56E-04 3.12 

(high) 

3.39E-05 3.0E-01 

(low) 

91.8 

3 1.88E-05 0.16 2.29E-08 2.0E-04 0.1 

4 1.88E-05 0.16 3.76E-09 3.3E-05 0.0 

5 1.88E-05 0.16 2.53E-06 2.2E-0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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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방폭장치의 두 가지 기능인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을 모두 

필요로 하는 사고 시나리오는 총 5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Table 4.4). 각 

기능에 대한 요구빈도는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다. 

Scenario no. 2의 경우가 91.8%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scenario no. 1과 scenario no. 2는 A/PR function의 요구빈도가 일년에 

3회 이상 사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는 IEC 61508 (2010)의 

안전계장시스템(SIS) 두 작동모드(mode of operation)의 경계인 일년에 

한번(one per year)보다 큰 높은 요구 모드에 해당하는 것이다. 

 

Table 4.6 Demand rate for components. 

Component 
Demand rate, λ

de 

[per hour] 

Topside push button, (λ
de

)
TSB

 
3.56e-4 (=(λ

de
)
E2
)  

(high demand) 

Topside control system, (λ
de

)
TCS

 
3.56e-4 (=(λ

de
)
E2
)  

(high demand) 

Hydraulic power unit, (λ
de

)
DS

 
3.56e-4 (=(λ

de
)
E2
)  

(high demand) 

POD (MUX), (λ
de

)
POD

 
3.56e-4 (=(λ

de
)
E2
)  

(high demand) 

Annular/Pipe ram preventer, (λ
de

)
Preventer

 
3.56e-4 (=(λ

de
)
E2
)  

(high demand) 

Choke and kill valve, (λ
de

)
CV

 and (λ
de

)
CV

 
3.56e-4 (=(λ

de
)
E2
)  

(high demand) 

Blind shear ram preventer, (λ
de

)
BSR

 
3.39e-5 (=(λ

de
)
E5
)  

(low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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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scenario no. 2의 경우 어떤 장비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장비들의 사용 요구빈도를 살펴보면 

Table 4.6과 같다.  

BSR preventer를 제외하고, topside push button, topside control 

system, hydraulic power unit, POD, annular/pipe ram preventer, choke/kill 

valve의 요구빈도가 높은 요구 모드(high demand mode)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SR function을 수행하는 장비들은 BSR 

preventer을 제외하고, 모두 A/PR function을 수행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NOG 070 (2004)에서 정의하는 해저방폭장치의 두 기능이 모두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는 아니며, 기존의 낮은 요구 모드의 

평가 방법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로 접근하는 방법의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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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 방폭장  능 평가를 한 

험사건발생 도 

 

5.1.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과 위험사건발생빈도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저방폭장치 두 기능에 대한 기존의 

평가 방법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제안한다. 먼저, 

위험사건발생빈도를 이용한 안전무결성등급(SIL) 평가 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Table 5.1  Relation of PFD and PFH. 

Low demand mode  

of operation 

(Average probability of 

failure to perform its design 

function on demand, PFD) 

Safety 

Integrity 

Level 

High demand or 

continuous mode  

of operation 

(Probability of a dangerous 

failure per hour, PFH) 

≥ 10
-5
 to < 10

-4
 4 ≥ 10

-9
 to < 10

-8
 

≥ 10
-4
 to < 10

-3
 3 ≥ 10

-8
 to < 10

-7
 

≥ 10
-3
 to < 10

-2
 2 ≥ 10

-7
 to < 10

-6
 

≥ 10
-2
 to < 10

-1
 1 ≥ 10

-6
 to <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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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은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와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의 관계를 비교한 것이다.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의 평가 방법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작동 요구 시 설계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평균 확률로 

무차원이다. 반면, 높은 요구 모드(high demand mode)의 평가 방법인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은 단위 시간당 설계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확률이다. 두 가지 작동모드의 경계 기준은 1e-4 per hour (≒ one per 

year 1.14e-4)이며,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에 1e-4 per hour를 

곱하면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와 오더가 같아진다. 

이 관계는 Eq. (2.3)과 유사하며, 높은 요구 빈도(high demand rate)인 

경우 위험사건발생빈도(HEF)가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과 같아지므로 

위험사건발생빈도(HEF)와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은 같은 범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사건발생빈도(HEF)의 

안전무결성등급(SIL)평가 기준으로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의 

안전무결성등급(SIL) 평가 기준을 사용한다.  

해저방폭장치의 두 가지 기능인 A/PR function(i.e., event 2)와 BSR 

function(i.e., event 5)에 대한 위험사건발생빈도(HEF)는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와 요구빈도(demand rate)를 기반으로 한 Eq. (2.3)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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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5-3.031e

8-1.561e8-1.561e

7-1.883e5-2.906e7-7.022e7-3.223e9-9.727e

λPFD

λPFDλPFDλPFD

λPFDλPFDλPFDHEF

KVdeKV-1oo2

CVdeCV-1oo2A/PRdeA/PR-1oo3PoddePod-1oo2

HPUdeHPU-1oo1TCSdeTCS-1oo2TPBdeTPB-1oo2E2

=

++

++++=

×+

×+×+×+

×+×+×=

                                                              (5.1) 

 

 

( ) ( ) ( )

( )

5-2.979e

7-4.007e5-2.906e7-3.223e9-9.727e

λPFD

λPFDλPFDλPFDHEF

BSRdeBSR-1oo1

PoddePod-1oo2TCSdeTCS-1oo2TPBdeTPB-1oo2E5

=

+++=

×+

×+×+×=

                                                          

(5.2) 

 

 

 Eq. (5.1)과 Eq. (5.2)를 통해서 얻어진 event no. 2와 event no. 5의 

위험사건발생빈도(HEF)와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의 결과를 다음의 

Table 5.2와 같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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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Comparison between the PFD and the HEF. 

 
PFD SIL HEF SIL 

Annular/pipe ram function 

(Event 2) 
8.508E-02 1 3.031E-05 0 

Blind shear ram function 

(Event 5) 
9.432E-02 1 2.979E-05 0 

 

해저방폭장치 안전계장시스템을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로 

평가했을 때, NOG 070 (2004)에서 요구하는 해저방폭장치의 두 가지 

기능이 모두 SIL 1으로 안전무결성등급(SIL)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험사건발생빈도(HEF)로 평가했을 때는 SIL 

0으로 역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로 평가했을 때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장비로 인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PR function(i.e., event 2)와 BSR function(i.e., event 5)에 대한 각 

장비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와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값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Fig. 5.1과 같다.  

해석 방법은 유한 차분 근사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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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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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onent sensitivity of event 2 

 

 

(b) Component sensitivity of event 5 

Figure 5.1  Sensitivity of components (blue block for the PFD and 

red comb pattern for the 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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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을 보면, POD는 사용빈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failure rate도 

다른 장비에 비해 현저히 높아 A/PR function(i.e., event 2)의 작동 시 

고장확률(PFD)와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HEF) 결과에 모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POD는 BSR function(i.e., event 5)의 

작동 시 고장확률(PFD)와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BSR preventer는 낮은 failure rate을 가지고 

있더라도 redundancy의 부족으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에서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HEF)에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BSR preventer가 사고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요한 

장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장이 잘 나지 않고, 요구빈도가 극히 

작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험사건발생빈도(HEF)의 결과가 더욱 합당하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결과가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결과보다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고 잘못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즉,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의 경계 근처에서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결과는 실제 고장확률보다 더 낮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평가 방법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로 

해저방폭장치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 평가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이는 공통원인고장(CCF, β factor)과 고장확률(failure rate,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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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사 주기(test period, τ)이다.  

 

  Figure 5.2  Modification by β factor and failure rate.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는 시간이 지나면 고장확률은 증가를 하게 

되다가 검사 주기를 기점으로 리뉴얼 된다고 가정을 하고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공통원인고장(CCF, β factor)과 고장확률(failure 

rate, λ)을 변화 시키면 기울기가 바뀌게 되고, 이 기울기를 잘 조정하여 

낮출 수 있다는 개념이다(Fig. 5.2). 반면, 검사 주기(test period) 요소는 

검사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방법이다. 그러면 최대로 올라가는 

고장확률도 낮아진다. 즉, 자주 검사를 해서 자주 리뉴얼 된다고 가정을 

하고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이다(Fig.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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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Modification by test period. 

 

그런데 공통원인고장(CCF, β factor)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장확률(failure rate, λ)은 통계 값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기울기를 조정하는 방법보다 검사 주기를 조정해서 안전무결성등급(SIL)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NORSOK D-10 (2004)에는 검사 주기와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매주 function test와 14일마다 maximum section design pressure test 

그리고 6개월마다 working pressure test를 하게 되어 있다.  

 

Table 5.3  PFD calculation for CCF and test period. 

 
A/PR function BSR function 

 PFD SIL PFD SIL 

CCF & each 6 

months tests 
8.51E-2 SIL 1 9.43E-2 SIL 1 

Non CCF & each 

6 months 
7.23E-2 SIL 1 8.21E-2 SIL 1 

Non CCF & each 

14 days 
5.65E-4 SIL 3 1.32E-3 SIL 2 

Non CCF & 

weekly 
1.79E-4 SIL 3 5.57E-4 SIL 3 

 

Table 5.3은 해저방폭장치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 공통원인고장(CCF, β 

factor)과 검사 주기(test period, τ) 요소를 고려하여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을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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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고장(CCF)을 반영하고 6개월마다 검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저방폭장치의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은 모두 SIL 1으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비교를 위해, 공통원인고장(CCF)은 고려하지 

않고 6개월마다 검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저방폭장치의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은 역시 SIL 1으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통원인고장(CCF)는 고려하지 않고 각 14일마다 그리고 매주 

검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저방폭장치의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은 SIL 2에서 SIL 3까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국 어떤 검사 주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매주 function test와 14일마다 maximum section design 

pressure test만으로 SIL 기준이 만족되지만 실제로 이 검사들로 모든 

고장이 발견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고장을 다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 검사마다 고장 발견 비율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가정도 어떤 근거로 비율을 정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매주 검사에서 70%의 고장이 발견되며, 14일마다 검사에서 

90%의 고장을 발견하고, 6개월마다 검사에서 100% 고장을 발견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 주기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다른데, 14일마다 검사에서 

90%의 고장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주 검사에서 발견되는 것도 커버되어 

발견한다는 전제하에 가정이 되고 있으며, 모든 검사에서 가정되는 

비율만큼 고장이 발견된다고 하여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결과를 

부분적으로 취합하여 안전무결성등급(SIL)을 평가하는 논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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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다.    

Table 5.4와 Table 5.5는 해저방폭장치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 

고장확률(failure rate, λ)과 검사 주기(test period, τ)의 통계 값을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성 문제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범위를 값들을 반영하여,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와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계산한 결과이다.  

 

Table 5.4  PFD & HEF calculation for failure rate. 

Failure rate 
A/PR function 

(event 2) 

BSR function 

(event 5) 

 PFD HEF PFD HEF 

80% 
5.68E-02 

(SIL 1) 

2.02E-05 

(SIL 0) 

6.42E-02 

(SIL 1) 

1.98E-05 

(SIL 0) 

90% 
7.02E-02 

(SIL 1) 

2.50E-05 

(SIL 0) 

7.86E-02 

(SIL 1) 

2.46E-05 

(SIL 0) 

100% 
8.51E-02 

(SIL 1) 

3.03E-05 

(SIL 0) 

9.43E-02 

(SIL 1) 

2.98E-05 

(SIL 0) 

110% 
1.01E-01 

(SIL 0) 

3.61E-05 

(SIL 0) 

1.11E-01 

(SIL 0) 

3.55E-05 

(SIL 0) 

120% 
1.19E-01 

(SIL 0) 

4.24E-05 

(SIL 0) 

1.30E-01 

(SIL 0) 

4.18E-05 

(SIL 0) 

 

 고장확률(Failure rate)이 현재의 80%까지는 안전무결성등급(SIL) 

결과의 변화가 없는 반면, 현재보다 고장확률(Failure rate)가 클 경우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에 의한 안전무결성등급(SIL)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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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PFD & HEF calculation for test period. 

Test 

interval 

A/PR function 

(event 2) 

BSR function 

(event 5) 

 
PFD HEF PFD HEF 

1 week 
6.71E-04 

(SIL 3) 

2.39E-07 

(SIL 2) 

1.03E-03 

(SIL 2) 

2.19E-07 

(SIL 2) 

2 weeks 
1.55E-03 

(SIL 2) 

5.52E-07 

(SIL 2) 

2.26E-03 

(SIL 2) 

5.13E-07 

(SIL 2) 

1 month 

(4 weeks) 

3.93E-03 

(SIL 2) 

1.40E-06 

(SIL 1) 

5.35E-03 

(SIL 2) 

1.32E-06 

(SIL 1) 

3 months 

(12 weeks) 

2.17E-02 

(SIL 1) 

7.73E-06 

(SIL 1) 

2.60E-02 

(SIL 1) 

7.49E-06 

(SIL 1) 

6 months 

(half year) 

8.51E-02 

(SIL 1) 

3.03E-05 

(SIL 0) 

9.43E-02 

(SIL 1) 

2.98E-05 

(SIL 0) 

 

 NORSOK D-10 (2004)에 따르면 해저방폭장치는 장비에 따라 매주, 

14일 주기, 6개월 주기로 서로 다른 검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매주 

검사에서 장비의 고장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Table 5.5와 

같이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결과에 의하면 A/PR function은 SIL 3, 

BSR function은 SIL 2를 만족한다. 반면, 14일 주기의 테스트에서 모든 

고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결과와 

같이 두 기능 모두 SIL 2를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매주 또는 14일 

주기의 테스트에서 모든 고장이 발견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검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SIL 2를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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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과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 

그리고 위험사건발생빈도 비교  

IEC 61508 (2010)의 정의에 따라 일년에 한번 이상의 빈도로 사용이 

되므로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로 해저방폭장치의 두 가지 기능을 

평가하여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와 위험사건발생빈도(HEF)결과를 

함께 비교한다(Fig. 5.4). 

 

 

Figure 5.4  Comparison of PFD, PFH and HEF for the A/PR function        

and the BSR function of the subsea BOP. 

 

해저방폭장치의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의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은 Eq. (2.2)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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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U1oo1-TCS-1oo2TPB-1oo2E2 PFHPFHPFHPFH ++=     

KV-1oo2CV-1oo2A/PR-1oo3Pod-1oo2 PFHPFHPFHPFH ++++    

( ){ } ( ){ }/ττλλβ/ττλλβ
2

TCSTCSTCS

2

TPBTPBTPB ×+×+×+×=   

( ){ }/ττλλβλ
2

PodPodPodHPU ×+×++      

( ){ }/ττλλβC
3

A/PRA/PRA/PR1oo3 ×+××+     

( ){ } ( ){ }/ττλλβ/ττλλβ
2

CVCVCV

2

CVCVCV ×+×+×+×+     

55.488e-=                                             (5.3) 

 

 

BSR-1oo1Pod-1oo2TCS-1oo2TPB-1oo2E5 PFHPFHPFHPFHPFH +++=  

( ){ } ( ){ }/ττλλβ/ττλλβ
2

TCSTCSTCS

2

TPBTPBTPB ×+×+×+×=  

( ){ } BSR

2

PodPodPod λ/ττλλβ +×+×+  

55.911e-=                                             (5.4) 

 

 

일반적으로 해저방폭장치는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의 

평가 방법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로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A/PR function은 일년에 3회 이상(scenario no.1 and 2 of Table 

4.5)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의 

범위에 해당한다. 해저방폭장치 두 가지 기능의 작동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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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확률(PFD)은 SIL 2의 안전무결성등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충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기능에 대한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의 

안전무결성등급(SIL)은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보다 낮았다.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 접근 방식은 안전계장시스템(SIS)의 

요구모드(demand mode) 경계 근처의 고장확률(probability of failure)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접근 

방식은 고장확률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BSR function은 일년에 한번 미만(all scenario of Table 4.5)으로 

작동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topside push button, 

topside control, POD system은 일년에 3회 이상 A/PR 기능에 요구되며, 

이 중 POD는 BSR function failure에 관한 영향이 지배적인 장비이다. 

또한, BSR function은 A/PR function을 순차적으로 따라 작동한다. 

그러므로 POD는 A/PR function의 요구빈도로 BSR function을 평가하기 

위해 처음에 사용되어야 한다.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의 접근 방식은 다른 safety-critical 

systems에 사용되는 장비를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안전계장시스템(SIS) 장비가 일년에 한번 미만을 요구하고 독립적으로 

동작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안전계장기능(SIF)의 실패 확률(probability of failure)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BSR preventer는 낮은 요구 모드의 장비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로 BSR function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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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험사건발생빈도(HEF) 분석은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에 

합리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사건발생빈도(HEF)는 요구빈도가 고려되고 안전계장시스템(SIS)의 

모든 요구빈도 범위에 걸쳐 적용 할 수 있다. 그러나 Eq. (2.3)은 zero-

demand duration과 요구모드의 경계 근처 경우에서만 오직 유효하다.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분석 솔루션에 의한 시나리오 기반 방정식을 만들 

때 위험사건발생빈도(HEF)는 매우 복잡해진다. 마코프 모델이 좋은 수치 

해법으로 등장했지만, 추후에는 다양한 voting logic과 복잡한 시스템에 

유효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의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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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 결 등  만족  한 리스크 어  

 

 

해저방폭장치의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이 최소한 만족해야 

하는 안전무결성등급(SIL) 요구사항인 SIL 2를 만족하기 위해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관점과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관점에서 다양한 

리스크 옵션들을 평가한다.  

 

6.1.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 관점의 리스크 제어 옵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결과에서 POD가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의 두 기능 모두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임을 

확인하였다(Fig. 5.1). 그러므로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의 SIL 2를 

만족하기 위해, POD를 더욱 제어 할 필요가 있다(green block of Fig. 6.2 

and Fig. 6.3).  

한 가지 가능한 리스크 제어 옵션은 3 POD system이다. 산업 

분야에서 POD system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2기의 POD 대신 

3기의 POD를 사용하는 시도가 있다(Fig. 6.1).  

Table 6.1의 control option no. 1은 1oo3 voting logic을 갖는 3 POD 

system의 결과이다. 3 POD system은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에 

대한 SIL 평가 결과가 SIL 1으로 요구사항을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 여전히 POD가 두 기능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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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이다(blue comb pattern of Fig. 6.2 and Fig. 

6.3). 그래서 POD에 대한 다른 가능한 리스크 제어 옵션으로는 POD의 

고장확률(failure rate)를 감소시켜, 성능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control 

option no. 2 and no. 3 in Table 6.1).  

 

 

Figure 6.1  3 POD system (Mark IV subsea MUX BOP control 

system, Camer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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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Control option for PFD. 

No. Control option A/PR function 

(event 2) 

BSR function 

(event 5) 

    PFD SIL Reduction PFD SIL Reduction 

0 Origin 8.51E-02 1 0 % 9.43E-02 1 0 % 

1 3 Pod system 3.34E-02 1 61 % 4.26E-02 1 55 % 

2 2 Pod &  

23% Pod failure rate 

9.86E-03 2 88 % 1.91E-02 1 80 % 

3 3 Pod &  

52% Pod failure rate 

9.89E-03 2 88 % 1.91E-02 1 80 % 

4 (option no. 2) or 

(option no. 3) &  

22% BSR failure rate 

9.89E-03 2 88 % 9.91E-03 2 89 % 

 

기존 2기의 POD system을 사용할 경우, POD의 고장확률(failure 

rate)이 기존의 23%(-77%)로 낮아지면 A/PR function이 SIL 2를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POD가 3기인 경우, 기존의 52%(-48%)로 고장확률을 

낮추면 control option no. 2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옵션들은 POD의 성능이 BSR function의 SIL 요구사항을 

만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BSR function은 SIL 1으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control option no.2 and no. 3 in table 6.1). 이에 따라 

민감도 분석 결과, BSR function에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는 

BSR preventer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d check pattern of Fig.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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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Component sensitivity of event 2 (A/PR function) 

 

 

 

Figure 6.3  Component sensitivity of event 5 (BS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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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R function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결과는 전체 PFD 값에서 

BSR preventer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부 해저방폭장치는 두 개의 BSR 

preventer 장비를 갖추고 있다(West E.S., 2009; five of thirty five subsea 

BOP operating in the Gulf of Mexico).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개의 BSR 

preventer가 사용된다. 따라서, redundant BSR preventer를 추가하여 

제어하는 옵션은 제외하고 고려하지 않았다.   

BSR function이 SIL 2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control option 

no. 2 또는 no. 3 옵션에서 추가적으로 BSR preventer의 고장확률을 

기존의 22%(-78%)로 낮춰야 한다(control option no.4 in table 6.1). 

정리하자면,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관점에서 SIL 2 만족을 위한 

리스크 제어 옵션은 기존보다 A/PR function은 88%, BSR function은 

89%의 감소 방안이 필요하며,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인 

POD와 BSR preventer를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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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위험사건발생빈도 관점의 리스크 제어 옵션 

 위험사건발생빈도(HEF)는 Eq. (2.3)를 기초하여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를 통한 감소 방안과 요구빈도를 고려한 방안으로 리스크 

제어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6.2.1.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 고려 방안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결과에서도 POD는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의 두 기능 모두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임을 

확인하였다(Fig. 5.1). 그러므로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의 SIL 2를 

만족하기 위해, POD를 더욱 제어 할 필요가 있다(green block of Fig. 6.4 

and Fig. 6.5).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은 고장확률(failure rate)과 검사 주기(test 

interval)에 기초하여 계산(Eq. (2.1))되기 때문에 선택된 PFD 제어 

옵션들의 고장확률을 줄여 성능을 개선한다. 그러나 검사 주기(test 

interval) 단축은 본질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항상 이어지지 

않으며, 자주 검사하는 것은 시스템 기능을 요구하는데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관점의 리스크 

제어 옵션을 검사 주기를 통한 제어 옵션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고장확률(failure rate)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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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Control options for HEF: aspect of PFD. 

No. Control option A/PR function 

(event 2) 

BSR function 

(event 5) 

    HEF SIL Reduction HEF SIL Reduction 

0 Origin 3.03E-05 0 0 % 2.98E-05 0 0 % 

1 3 Pod system 1.19E-05 0 61 % 1.14E-05 0 62 % 

2 2 Pod & 5% Pod 

failure rate 

1.52E-06 1 95 % 9.99E-07 2 97 % 

3 3 Pod & 12% Pod 

failure rate 

1.51E-06 1 95 % 9.93E-07 2 97 % 

4 (option no. 2) or 

(option no. 3) &  

26% HPU failure 

rate 

9.94E-07 2 97 % 9.93E-07 2 97 % 

 

앞서 제안된 3 POD system은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에 대한 

위험사건발생빈도(HEF)의 SIL 평가 결과가 SIL 1으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ontrol option no.1 in Table 6.2).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 여전히 POD가 두 기능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이다(blue comb pattern of Fig. 6.4 and Fig. 6.5). 그래서 POD에 대한 

다른 가능한 리스크 제어 옵션으로는 POD의 고장확률(failure rate)를 

감소시켜, 성능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control option no. 2 & 3 in Tabl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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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Component sensitivity of event 2 (A/PR function). 

 

 

 

Figure 6.5  Component sensitivity of event 5 (BS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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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기의 POD system을 사용할 경우, POD의 고장확률(failure 

rate)이 기존의 5%(-95%)로 낮아지면 BSR function이 SIL 2를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POD가 3기인 경우, 기존의 12%(-88%)로 고장확률을 

낮추면 control option no. 2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옵션들은 POD의 성능이 A/PR function의 SIL 요구사항을 

만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A/PR function은 SIL 1으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control option no.2 and no. 3 in table 6.2). 이에 따라 

민감도 분석 결과, A/PR function에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는 

HPU(hydraulic power unit)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d check pattern of 

Fig. 6.4). 이에 따라 A/PR function이 SIL 2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control option no. 2 또는 no. 3 옵션에서 추가적으로 HPU의 

고장확률을 기존의 26%(-74%)로 낮춰야 한다(control option no.4 in 

table 6.2). 

정리하자면, 해저방폭장치의 A/PR function과 BSR function 두 기능 

모두 SIL 2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각각 기존보다 97%의 감소 

방안이 필요하며,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인 POD와 HPU를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사건발생빈도(HEF) 제어 옵션은 안전계장시스템(SIS)의 

일년에 한번 미만(1.14e-4 per hour)의 요구빈도로 가정되는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관점의 제어 옵션으로 제안된 값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나 A/PR function의 요구빈도가 일년에 한번 보다 큰 3.75e-4 per 

hour(Table 4.5)이며, POD는 A/PR system의 한 구성 장비로 낮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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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가 아님(Table 4.6)에도 불구하고 낮은 요구 모드로 간주되므로, 

위험사건발생빈도(HEF)와 비교하여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는 

해저방폭장치 두 가지 안전계장기능(SIF)의 실패 확률(probability of 

failure)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  

 

 

 

 

 

 

 

 

 

 

 

 

 

 

 

 

 

 

 

 



 

 92

 

6.2.2. 요구빈도 고려 방안 

 

다음은 Eq. (2.3)를 기초하여 요구빈도를 고려한 방안으로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관점의 리스크 제어 옵션을 고려한다.  

POD는 위헌사건발생빈도(HEF) 결과에서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의 두 기능 모두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임을 

확인하였다(Fig. 5.1). 그러나 이 두 기능의 요구빈도는 상당히 

다르다(Table 4.5). 그러므로 다른 요구빈도를 요구하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 POD를 분리하는 제어 옵션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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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Separated POD system 

 

 

Figure 6.7  Combined POD system 

 

 Fig. 6.6은 separated POD system을 도식한 것이다. 실선은 annular와 

pipe ram preventer의 작동을 위한 A/PR function에 해당하며, 점선은 

BSR preventer의 작동을 위한 BSR function에 해당한다.  기존의 POD 

system은 A/PR function과 BSR function을 blue POD와 yellow POD를 

통해 같이 사용하지만(Fig. 3.17), separated POD system은 BSR 

function만을 위한 별도의 BSR POD를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Fig. 6.7은 combined POD system을 도식한 것이다. Fig. 6.6의 

separated POD system에서 BSR POD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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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존의 해저방폭장치의 경우(Fig. 3.17)처럼 A/PR function을 위해 

사용하는 blue POD와 yellow POD를 BSR preventer 작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blue POD와 yellow POD가 고장나는 경우 

별도의 BSR POD를 사용할 수는 없다.  

separated POD system과 combined POD system의 

위험사건발생빈도(HEF)는 다음의 식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  

 

( ) ( )
TCSdeTCS-1oo2TPBdeTPB-1oo2E5 λPFDλPFDHEF ×+×=     

( ) ( )
BSRdeBSR-1oo1BSRdePod-1oo1 λPFDλPFD ×+×+      

(6.1) 

 

( ) ( )
TCSdeTCS-1oo2TPBdeTPB-1oo2E5 λPFDλPFDHEF ×+×=     

( )( ) ( )
BSRdeBSR-1oo1BSRdePod-1oo1Pod-1oo2 λPFDλPFDPFD ×+××+      

(6.2) 

 

 separated POD system과 combined POD system의 A/PR function에 

대해서는 동일한 POD system의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POD의 성능을 향상시켜 고장확률을 줄이는 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도 separated POD system과 combined POD system 

모두에서 BSR function의 기능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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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Table 6.2에 제시된 POD control option은 여전히 A/PR function을 

위해 필요하다.  

Table 6.3  Control options for HEF: aspect of the demand rate. 

No. Control option A/PR function 

(event 2) 

BSR function 

(event 5) 

    HEF SIL Reduction HEF SIL Reduction 

0 Origin 3.03E-05 0 0 % 2.98E-05 0 0 % 

1 Separated pod 

system 

3.03E-05 0 0 % 8.50E-06 1 71 % 

2 Combined pod 

system 

3.03E-05 0 0 % 1.37E-06 1 95 % 

 

Fig. 6.6과 Fig. 6.7과 같은 요구빈도를 고려한 리스크 제어 옵션은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평가로는 도출할 수 없는 방안이다. 또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는 연간 수회 요구되는 안전계장시스템(SIS) 실패 

확률(probability of failure)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 엄밀히 두 가지 

모드의 경계 근처에서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로 평가되어야 할 

경우를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면 낮은 요구 모드와 높은 

요구 모드의 경계 구분없이 모든 요구빈도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Table. 6.4는 HEF관점의 SIL 2 만족을 위한 리스크 제어 옵션을 

정리한 것이다.  

 

 



 

 96

 

 

 

Table 6.4  To meet SIL 2 requirements for control options: aspect of 

HEF. 

No. A/PR function 

(event 2) 

BSR function 

(event 5) 

  HEF SIL Reduction HEF SIL Reduction 

1 9.94E-07 2 97 % 9.66E-07 2 97% 

Risk 

control 

option 

(2 Pod) 5% Pod failure rate 

& 

26% HPU failure rate 

Separated pod system 

& 

(1 Pod) 3% Pod failure rate 

or 

(1 Pod) 5% Pod failure rate 

& 69% BSR failure rate 

2 9.94E-07 2 97 % 9.92E-07 2 97 % 

Risk 

control 

option 

(2 Pod) 5% Pod failure rate 

& 

26% HPU failure rate 

Combined pod system 

& 

(3 Pod) 73% Pod failur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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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본 논문은 위험사건발생빈도(HEF)를 이용하여 해저방폭장치(subsea 

BOP) 안전계장시스템(SIS)의 안전무결성등급(SIL)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위험사건발생빈도(HEF)는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의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와 높은 요구 모드(high demand mode)의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의 경계 근처의 안전계장시스템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제안되었다.  

해저방폭장치의 주요 장비를 설명하고, NOG 070(2004)에 따른 

해저방폭장치의 안전계장기능(SIF) 정의와 안전무결성등급(SIL) 2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전계장기능(SIF)을 위한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 안전계장시스템(SIS) 평가 지표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을 위험사건발생빈도(HEF)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및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의 

경계 근처의 안전계장시스템(SIS) 평가 지표로 위험사건발생빈도(HEF)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vent tree로 본 해저 유정 킥(subsea well kick) 발생 시 유정 

제어(well control) 방법 및 결과를 살펴보고,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요소가 반영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계산과 이를 

바탕으로 각 event와 장비의 요구빈도(demand rate)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NOG 070 (2004)에서 정의하는 두 기능 중 A/PR func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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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가 아님을 확인 하였고, BSR 

function을 수행하는 일부 장비도 낮은 요구 모드(low demand mode)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개념을 도입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각 장비에 대한 요구빈도를 고려함으로써 더욱 현실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는 일년에 한번 이상 작동이 요구되는 

안전계장시스템(SIS)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A/PR function은 

일년에 한번 이상, BSR function을 수행하는 장비 중, POD는 일년에 한번 

이상 작동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여 해저방폭장치의 두 기능에 대한 

기존의 안전계장시스템(SIS) 평가가 원래 위험보다 저평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NOG 070 (2004)에서 정의하는 두 기능에 대한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계산 및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결과를 비교하여 요구빈도 반영 시 

리스크 제어 대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안전무결성등급(SIL)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다양한 리스크 제어 옵션들을 해석 및 비교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안전계장시스템(SIS) 평가 방법인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와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PFH)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하였던 

안전계장시스템(SIS)를 구성하는 각 장비들의 요구빈도가 다른 경우에 

대한 해석 방안을 마련하였다.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관점에서 SIL 2 만족을 위한 리스크 제어 

옵션은 기존보다 A/PR function은 88%, BSR function은 89%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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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필요하였고,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인 POD와 BSR 

preventer를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험사건발생빈도(HEF)관점에서 A/PR function과 BSR function 두 기능 

모두 SIL 2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각각 기존보다 97%의 감소 

방안이 필요하며,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인 POD와 HPU를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관점에서 Combined POD system 적용 시 BSR 

function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에는 위험사건발생빈도(HEF) 계산 시 demand duration도 

고려하여 더욱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사건발생빈도(HEF)와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 그리고 단위 시간 당 고장확률(PFH)의 안전무결성등급(SIL)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기 technical systems의 

다른 환경의 영향을 적용하여 고장확률(failure rate)의 변경으로 이어지는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PFD)과 요구빈도(demand rate)를 더욱 다양하게 

찾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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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방폭장치에 

대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들 해저방폭장치는 수심 407m에서 2050m의 

심해에 해당하는 깊이에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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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리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모두 83 곳의 유정에 대한 정보이다. 

‘BOP-days’는 해저방폭장치가 유정에 처음으로 설치된 날부터 

회수되기까지의 날 까지를 의미하는데, 수리를 위해 해저방폭장치가 

회수되는 경우는 날짜 계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시추리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유정을 일시적으로 떠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Days in service’는 어떤 해저방폭장치에 사용된 구성 요소가 다수일 때, 

BOP-days와 구성 요소의 숫자의 곱으로 표현된다.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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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방폭장치의 정보가 Table A.2에 정리되었다. 

SINTEF에서 진행된 앞선 연구들과 구분하기 위해 해저방폭장치의 

번호는 50부터 시작한다. 모두 26기의 해저방폭장치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었다. 대부분의 해저방폭장치는 2개의 annular preventer와 4개의 

ram preventer의 구성을 가지는데, ram preventer는 하나의 BSR 

preventer에 VBR ram preventer와 fixed pipe ram preventer를 함께 쓰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26기의 해저방폭장치 가운데 오직 2기만이 

최하단의 pipe ram preventer 상단에 choke/kill line이 설치되어 있다.  

사고가 났을 때 해저방폭장치와 연결이 끊긴 경우 사용되는 

해저방폭장치 음향 제어시스템(acoustic backup BOP control system)을 

사용하는 시추리그는 자료 수집 대상의 시추리그 가운데에는 없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도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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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해역에서는 규정으로 요구되고, 브라질 해역의 심해를 시추할 

때는 추천되는 사항이다. 

Table A.3은 해저방폭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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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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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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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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A.1에 나타내었다. 해저방폭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 가운데 제어 

시스템의 고장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A.3의 BOP-day 당 평균 

고장시간은 Fig. A.2에 나타내었다. Ram preventer의 수리에 시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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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서 ram prevent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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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시간도 

제공하고 있다. Fig. A.3과 Fig. A.4는 Table A.4의 깊이에 따른 

해저방폭장치 주요 구성 요소의 BOP-day 당 실패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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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방폭장치가 시추리그에 있을 때 부터의 자료에 

해당한다. Table A.5는 해저방폭장치의 위치에 따라 고장을 분류한 

것이다. 해저방폭장치가 시추리그에 있거나 유정 상단(wellhead)에 

설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고장이 생기더라도 큰 위험으로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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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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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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방폭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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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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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방폭장치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SINTEF 자료(Holand, 1999)와 비교했을 때, 사고에 대한 정보가 

있기는 하나 사고 횟수나 수리에 의한 정지시간과 같은 자세한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JIP(Joint Industry Project)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보안 문제와 연관되어 모든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비교적 최근 사용된 

해저방폭장치에 대한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Fig. B.1을 살펴보면 미국 멕시코만에 사용된 해저방폭장치의 주된 

고장이 제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annular preventer로 ram preventer가 고장이 많이 났다. Choke/kill 

밸브나 connector는 다른 주요 구성 요소에 비해 고장이 미미하다. 

수집된 해저방폭장치의 운용 시간과 고장 횟수를 바탕으로 MTTF가 

계산되었다(Table B.1). 자료 수집의 대상인 해저방폭장치의 구성 요소 

가운데 fixed ram preventer와 casing shear ram preventer는 자료 수집 

기간 중에 고장이 없었다. 제어시스템은 MUX식과 유압식으로 구분되어 

MTTF가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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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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인 37 척의 시추리그가 사용한 해저방폭장치의 

구성이 Table B.2에 정리되었다. 해저방폭장치를 구성하는 prevent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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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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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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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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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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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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the safety integrity level (SIL) of a subsea blowout preventer 

(BOP) is evaluated by determining the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PFD), a low demand mode evaluation indicator. However, some SIL 

results are above the PFD’s effective area despite the subsea BOP’s 

demand rate being within the PFD’s effective range. Determining a 

hazardous event frequency (HEF) that can cover all demand rates could 

be useful when establishing the effective BOP SIL. This study focused on 

subsea BOP functions that follow guideline 070 of the Norwegian Oil 

and Gas. Events that control subsea well kicks are defined. The HEF of 

each BOP function is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PFD by 

investigating the frequency for each event and the demand rat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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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In addition, risk control options related to PFD and HEF 

improvements are compared, and the effectiveness of HEF as a SIL 

verification for subsea BOP is assessed. 

The HEF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SIS evaluation indicator near 

the boundary of the PFD for the low demand mode and the PFH for the 

high demand mode. As an application, two functions of a subsea BOP 

were analyzed based on the definitions within NOG 070. The PFD which 

has been used as SIS evaluation indicator for the subsea BOP functions 

was compared with the HE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e 

possibility of using HEF as a SIS evaluation indicator near the boundary 

of the PFD and the PFH applicability. 

It was found that evaluating a subsea BOP SIS via the existing PFD 

approach could underestimate the probability of failure of the subsea 

BOP SIS. The PFD, the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is used for the 

SIS evaluation of the low demand mode and it assumes that the SIF is 

required no greater than one per year. However, in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scenario of well kick controlling procedure, the A/PR function 

was not a low demand mode operation. The BSR function was a low 

demand mode, but the pod, which was the most dominant equipment 

in the PFD evaluation of the BSR function, was used as the demand rate 

of the A/PR function. Those are out of the PFD range and the PFD may 

underestimate the probability of the failure at this demand rat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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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more frequent demand leads to more chance to be failed. 

Several control options were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PFD 

and HEF results. To meet the SIL requirement of NOG 070, control 

options to reduce 88% of the current PFD of the A/PR function and 89% 

of the current PFD of the BSR function were needed based on the PFD 

results. In the case of the HEF, 97% reductions from the current HEF 

were needed for both A/PR function and BSR function. The control 

option for the BSR preventer from the PFD evaluation and the control 

option for the HPU from the HEF evaluation should be delivered 

additional to control options for the pod systems. 

 

   

Keywords : subsea blowout preventer (subsea BOP), safety integrity 

level(SIL),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PFD), probability of failure per 

hour(PFH), hazardous event frequency(HEF) 

 

Student Number : 2008-30909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현황
	1.2. 연구의 구성

	2. 안전계장시스템
	2.1. 작동모드
	2.2. MooN voting logic을 위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과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 (PDS 방법)
	2.3. 위험사건발생빈도
	2.3.1. 위험사건발생빈도를 위한 안전무결성등급 범위


	3. 해저방폭장치와 해저 유정 킥 이벤트
	3.1. 해저방폭장치 구성
	3.1.1. POD
	3.1.2. Annular preventer
	3.1.3. Ram preventer
	3.1.4. Connector
	3.1.5. Choke/kill valve

	3.2. 해저방폭장치 사용
	3.3. 해저방폭장치 기능과 해저 유정 킥 이벤트
	3.3.1. 해저방폭장치 기능
	3.3.2. 해저 유정 킥 이벤트


	4.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과 요구빈도 평가
	4.1. 해저 유정 제어를 위한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
	4.2. 장비와 이벤트의 요구빈도

	5. 해저방폭장치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사건발생빈도
	5.1.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과 위험사건발생빈도
	5.2.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과 단위 시간당 고장확률 그리고 위험사건발생빈도 비교

	6. 안전무결성등급 만족을 위한 리스크 제어 옵션
	6.1.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 관점의 리스크 제어 옵션
	6.2. 위험사건발생빈도 관점의 리스크 제어 옵션
	6.2.1. 작동 요구 시 고장확률 고려 방안
	6.2.2. 요구빈도 고려 방안


	7. 결론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