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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저 원유 생산 산업의 본격적인 심해저 진출로, 기존에 사용하던 

해저 장비의 신뢰도 감소 문제와 유지 및 보수 활동의 문제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저 원유 생산 산업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시스템

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대표적인 결과물로 세

계 5대 오일 메이져 중 하나인 British Petroleum(BP)과 영국 크랜필

드 대학의 공동 연구로 개발된 BP사의 Subsea Reliability Strategy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PI RP 17N을 들 수 있다. BP는 신뢰도가 높

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설계 단계의 신뢰도 확보와 관련된 13가지 

Key process(13 KP)를 개발하고, 자신들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의 참여 

용역회사들 또한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용역회사가 13 KP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점수화하기 위해 

Reliability Capacity Maturity Model을 만들고 다섯 단계 중 최소 4 단

계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을 용역회사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API 

RP 17N 또한 데밍의 Quality 사이클에 따라 설계 단계의 신뢰도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설계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프로젝트 

전체 범위에서 시작하여 X-mas tree, manifold 등의 패키지 단위까지, 

점차 구체화된 대상에 대해 사이클을 적용하게 되는데, 최하위 대상인 

패키지 단위는 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로부터 완성품을 받아 설치하게 

되므로 전체 프로젝트의 신뢰도 달성에 있어서 용역회사가 큰 비중을 차

지함을 알 수 있다. 즉, 해저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용역회

사로부터 제공되는 장비가 요구된 신뢰도 수준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관

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관리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저 원유 생산 시스템의 목표 신뢰도 달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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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안으로 Reliability case를 도입하고, GSN 작성법을 이용하여 해

저 flowline 시스템을 대상으로 case를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

다. 그 결과, Reliability case를 통해 목표 신뢰도 달성에 초점을 맞춘 

설계가 가능해짐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Reliability Case, Safety Case, Subsea Flowlines, GSN(Goal 

Structuring Notation), ASCE(Assurance and Safety Case 

Environment) 

학   번 : 2011-2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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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1859년 근대 석유 산업의 출발 이래, 현대인의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원이었던 육상 석유 자원의 고갈은 관련 산업의 눈길을 해상으로 

옮겨 놓았다. 특히 심해에 전체 신규 가채매장량의 75%가 매장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1000m 이상의 심해저 석유 자원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해저 원유 생산 산업의 심해저 진출은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의 신뢰도 감소 문제와 유지·보수 활동의 문제로 이어졌고, 지난 

10년간 관련 산업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로 세계 5대 오일 메이져 중 하나인 British 

Petroleum(BP)와 영국의 크랜필드 대학의 공동 연구로 개발된 <The 

BP Subsea Reliability Strategy>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PI RP 

17N, <Recommended Practice for Subsea Production System 

Reliability and Technical Risk Management>를 들 수 있다. 

BP는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설계 단계의 신뢰도 

확보와 관련된 13가지 Key Process(13 KP)를 개발하고, 자신들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의 참여 용역회사들 또한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용역회사가 13KP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점수화하기 위해 Reliability Capacity Maturity Model을 만들고 다섯 

단계 중 최소 4단계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을 용역회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API RP 17N 또한 Define-Plan-Implement-Feedback(DP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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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설계 단계의 신뢰도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설계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프로젝트 전체 

범위에서 시작하여 X-mas tree, manifold, umbilical 등의 패키지 

단위까지, 점차 구체화된 대상에 대해 사이클을 적용하게 되는데, 

최하위 대상인 패키지 단위는 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로부터 완성품을 

받아 설치하게 되므로 전체 프로젝트의 신뢰도 달성에 있어서 

용역회사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1은 해상 원유 생산 산업의 일부인 해양 시추 작업에 참여한 

용역 회사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Transocean을 필두로 Weatherford, 

Halliburton, Sperry Sun, Schlumberger 등 작업 별로 다양한 용역 

회사가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추에 필요한 

작업은 표 1에 제시된 것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표 2) 하나의 

프로젝트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용역 회사가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해저 원유 생산 산업은 이와 같이 다양한 용역 회사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산업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해저 시스템의 

목표 신뢰도 달성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에서 관리하고 개개의 

용역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장비가 요구된 신뢰도 수준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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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양 시추에 참여한 용역 회사 예(해양시추공학, 2011) 

Items Company name or related information 

Well name Macondo(Mississippi Canyon block 252, GOM) 

Operator British Petroleum 

Drilling contractor Transocean 

Casing Weatherford Int. 

Cementing Halliburton 

Drilling mud M-I SWACO 

Supply boat Tidewater Marine 

Well monitoring Sperry Sun 

Wellhead equipment Dril-Quip 

Wireline logging Schlumberger 

 

표 2 시추작업을 위한 용역 계약 항목(해양시추공학, 2011) 

NO. Service type NO. Service type 

1 Drilling contractor 13 Cementing 

2 Liner hanger 14 Rig mobilization and demobilization 

3 Rig positioning 15 Fishing 

4 Drilling bits 16 Mud logging 

5 BHA 17 Wireline logging 

6 Drilling tools rental 18 DST 

7 Directional drilling 19 Well testing 

8 Wellhead 20 MWD, LWD, PWD 

9 Mud engineering 21 Supply base 

10 Centrifuges 22 Supply boat 

11 Casing running 23 Helicopter or air plane 

12 Casing 24 Anchor handling tug supply(A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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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① 해저 생산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존 방안 분석 

② 해저 생산 시스템의 신뢰도 관리 방안 제안 

③ Subsea Flowline을 대상으로 한 Case Study 

 

해저 원유 생산 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관련 산업에서 개발한 방안들을 분석하여 중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신뢰도 관리 방안으로 Reliability Case를 

도입하였다. Reliability Case는 Safety Case에서부터 확장된 개념으로, 

Safety Case 전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Reliability Case를 

어떻게 해저 생산 시스템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ASCE(Assurance Safety Case Environment)라는 Case 작성 툴을 

이용하여 Subsea Flowline에 대해 Reliability Case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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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해저 생산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 전략 

분석 

 

제 1 절 The BP Subsea Reliability Strategy 

 

BP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 해저 장비 개발을 위하여 영국 크랜필드 

대학의 John Strutt 교수와 함께 13개의 Reliability Process를 개발하

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실제 심해저 프로젝트의 설계 및 운영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장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견지를 넓히고자 하고 

있다.  

BP사의 신뢰도 향상 전략은 해저 생산 시스템의 주요 요구 조건으

로 신뢰도 항목을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곧 supplier에 

의해 제공되는 장비의 목표 신뢰도 확보 문제, 설계·운영 단계에서의 

신뢰도 관리 문제, 장비 제공 업체의 신뢰도 관리 역량 문제로 이어 지

게 된다.  

 

제 1 항 The Thirteen Key Reliability Processes 

 

BP의 신뢰도 전략은 그림 1과 같이 Identify, Implement, Invest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며, 13개의 Key processes는 각 그룹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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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BP’s Thirteen Key Reliability Processes(The BP Subsea 

Reliability Strategy, 2002) 

 

- Identify :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신뢰도 달성 전략을 세우기 

위한 프로세스로, 신뢰도 관련 시스템 요구 조건을 설정하고, 이

를 만족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 Implement : Identify 그룹에서 계획된 작업들의 실제 수행과 관

련된 프로세스이다. 주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의 위험 

관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위험 요소의 제거나 위험도 감소에 대

한 내용이다.  

- Invest : 해저 생산 시스템의 지속적인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련 

산업 및 교육 종사자들 간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세

스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BP는 영국 크랜필드 대학, 

Risk and Reliability Engineering 학과의 Reliability Research 

and Development 센터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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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13KP는 그림 2와 같이 일반적인 해저 생산 프로젝트 단계

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림 2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단계(The BP Subsea Reliability Strategy, 2002) 

 

각각의 Key processes는 다음과 같다 

 

① Definition of Reliability Requirements 

프로젝트에 맞는 시스템의 신뢰도 관련 요구조건 설정은 

Appraise 단계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신뢰도 요구조건

은 인명, 환경, 안전 피해를 최소로 함을 목적으로 하고, 정량적 

혹은 정성적 항목으로 설정된다. 정량적 항목은 최소 가용 시간

(Minimum Failure Free Operation Period, MFFOP)과 초기 고

장 확률(probability of premature failure)로 결정되는데, 최소 

가용 시간은 시스템의 고장률을 일정하게 가정할 경우, 주로 

MTTF(Mean Time To Failure)를 사용한다.  

프로젝트 Select, Define 단계에서 주 발주처는 전체 시스템 

단위에 대해 설정된 신뢰도 목표를 하위 시스템(패키지) 단위 및 

구성 부품 단위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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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isk and Reliability Analysis in Design 

다양한 위험도 및 신뢰도 분석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혹은 구

성품의 고장모드를 파악하여 프로젝트 의사 결정을 돕고 시스템 

설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분석 결과의 반영을 

위해 신뢰도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설계 초기 단계

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비 제공업체는 시스템의 고장

모드 및 고장 메커니즘 파악(FMECA/TRAP), 위험도 분석, 신

뢰도 예상 및 평가, 가용도 시뮬레이션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정성적 평가 툴로는 FMECA, TRAP, 정량적 평가 툴로는 

FTA, ETA, Load-Strength Interference, RBD, System 

Availability Simulation이 있다.  

 

③ Reliability Assurance  

Execute 단계에서 용역 업체 및 장비 제공 업체는 프로젝트 

주관사에게 요구 받은 신뢰도 수준이 달성되었음에 대해 증명 자

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은 주로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R&M) Case라 불리는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  

R&M Case는 신뢰도 관련 설계 요구조건과 그러한 요구조건

이 만족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포함한다. 작성된 

R&M Case는 Operate 단계를 수행하면서 정확성이 확인 될 것

이다. R&M Case는 주로 시스템 정의, 신뢰도 요구사항, 제조 단

계에서의 R&M 관련 위험 사항, 신뢰도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수

행 계획, 근거 자료, 시스템 사용 조건 및 한계 등에 대한 정보

가 내용이 되며, 가장 중요한 신뢰도 달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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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행된 프로젝트 관련 정보, 신뢰도 분석, 계산, 시뮬레이션 

자료, 전문가 조언, 테스트 결과 등이 첨부될 수 있다.  

 

④ Reliability Verification, Validation and Benchmarking 

용역 업체 및 장비 제공 업체는 그들의 신뢰도 성과에 대한 내

부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주관사 또한 신뢰도 평가에 사용

된 데이터, 모델, 가정 등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해야 하며, BP의 

Key process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⑤ Project Risk Management 

프로젝트 위험 관리는 프로젝트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작업

을 수행하면서 비용이나 시간 상의 제약으로 인해 시스템의 신뢰

도 수준 달성이 더 낮은 수준으로 타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을 말한다.  

 

⑥ Reliability and Qualification Testing 

Execute 단계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는 시스템의 성능과 고장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의 신뢰도 점검에 중요

하다. 신뢰도 테스트의 목적은 최소한의 산업 기준 만족 여부를 

넘어서서 장비의 실제적인 고장 메커니즘 및 한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신뢰도 테스트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Accelerated Life 

Testing(ALT), Highly Accelerated Life Testing(HALT), 

Step Stress Testing(SST), Environment Stress 

Screening(ESS), Highly Accelerated Stress Screening(HAS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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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Performance Tracking and Analysis 

시스템의 신뢰도 성능 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

이트하는 작업은 참고자료로 남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있

을 프로젝트의 시스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OREDA, 

SIREN, Well Master와 같은 프로젝트 주관사와 하위 업체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⑧ Supply Chain Management 

제 2, 제 3의 협력 업체들로부터 제공되는 구성부품의 고장으

로 인한 신뢰도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공급 사슬 

관리가 중요하다. 모든 제 1 협력 업체는 아래에 있는 2, 3의 협

력 업체들에게 신뢰도 목표를 할당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

다. 또한 같은 종류의 구성품을 여러 개의 업체에서 제공받아 관

리에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⑨ Management of Change 

시스템의 작동 환경 및 사용 용도에서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

지 않을 경우 시스템의 고장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

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발생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⑩ Reliability Improvement and Risk Reduction 

하위 협력 업체들은 고장 모드 제거, 시스템의 단순화,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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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nce configuration 개발, damage tolerant component 설

계 등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해야 한다. 고장 모

드의 제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장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고

장에 의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하위 협력 업체들은 능동적 혹은 수동

적 리던던시를 확보하고, 공통 원인에 의한 고장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강도 및 운영 로드의 다양성을 줄이고, 

피로, 침식, 부식 등과 같은 degradation process에 대한 허용치

를 높이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⑪ Organizational Lear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된 신뢰도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조직상

의 이해로 바꾸는 과정을 뜻한다. 작업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

를 통합시킬 시스템이 필요하고, 결집된 정보를 조직 내로 보급

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⑫ Education and Training in Reliability 

조직 내 모든 엔지니어와 매니저들에게 신뢰도 관련 목표, 전

략, 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계 프로세스나 human factor error가 시스템의 신뢰도, 결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⑬ Reliability Research and Development 

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전략 연구

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BP의 경우 영국 크랜필드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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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nd Reliability Engineering 학과와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

고 있다.  

 

제 2 항 Reliability Capability Maturity Model 

 

BP는 자사 및 자신들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의 참여 용역 업체, 장비 

제공 업체가 13KP를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Reliability Capability Maturity Model(RCMM)이라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 모델은 신뢰도 관리 능력이 거의 없으며, 제공되

는 작업 및 장비가 요구되는 수준의 신뢰도를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

고 판단되는 Level 1 – Initial Reliability부터, 신뢰도 관리 능력이 뛰어

나 장비나 작업의 신뢰도 수준을 준수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

인 투자를 통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Level 5 – Optimized Reliability까지, 신뢰도 관리 능력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그림 3) 

크랜필드 대학이 수행한 해저 산업 관련 업체들의 RCMM 평가 결

과, 전반적인 Reliability Capability Maturity가 2.2 레벨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표 3) 이것은 목표 신뢰도를 달성할 수 있으나, Design Quality 

Assurance, Total Quality Management Processes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 신뢰도를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는 

Level 4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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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liability Capability Maturity Model(The BP Subsea Reliability 

Strategy, 2002) 

 

표 3 Reliability Capability Maturity Model Scores for the Subsea 

Sector(Implementing Deep-water Subsea Reliability Strategy, 2001) 

 Characteristic Key Process RCMM 

1 Setting and allocation of reliability requirements 1.8 

2 Risk and reliability analysis in design 2.5 

3 Reliability demonstration to customer 1.0 

4 Verification, validation and checking 2.0 

5 Project Management 4.0 

6 Reliability testing 1.8 

7 Failure reporting, tracking and analysis 3.0 

8 Supply Chain Management 2.0 

9 Management of change and life cycle transitions 2.5 

10 Reliability improvement and risk reduction 2.0 

11 Feedback and organizational learning 2.0 

12 Education and training 1.8 

13 Research and development 1.8 

Subsea Reliability Capability Maturit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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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API RP 17N 

 

Recommended Practice for Subsea Production System 

Reliability and Technical Risk Management라는 제목을 가진 API RP 

17N은 The BP Subsea Reliability Strategy에 제시된 13가지 Key 

Process에서 발전되어 나온 가이드라인으로, 해저 생산 시스템의 설계, 

제조,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에서 비용 및 스케줄 상의 문제로 인해,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과 이러한 불

확실성에 따른 시스템 신뢰도 감소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API RP 17N에서는 프로젝트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발생하

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Define-Plan-Implement-

Feedback cycle(DPIF cycle)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4) 

 

 

그림 4 Define-Plan-Implement-Feedback cycle(Reliability and Integrity 

Assurance of Subsea Technology using ASCE, 2012) 

 

- Define : 프로젝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goal)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요구조건(requirement), 프로젝트의 기술적 

위험도, 파악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목록(ex. 시스템 

가용도 분석, FMECA 등)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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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 : define단계에서 파악된 기술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각 

활동에 대해 resourc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deliverables, schedules and milestones를 계획한다. 

- Implement : 계획된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가 애초에 명시된 

목표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 Feedback : 제시된 결과를 현 프로젝트 의사 결정에 반영한다. 

또한 다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한다. 

 

DPIF 사이클은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 매 단계마다 

반복되며, Define 단계에서 파악된 각 활동들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적

용된다. 특징적인 것은 Feasibility 단계에서 Design, Manufacture 단계

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프로젝트 전반에서부터 구성부품 단위까지 

점점 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신뢰도 확보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Concept Selection 단계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성이 결정되면, 

FEED 단계에서는 Tree system, Control system 등 패키지 단위를 대

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패키지 단위는 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로부터 완

성품을 받아 설치하게 되므로 전체 프로젝트의 신뢰도 달성에 있어서 용

역회사 자체의 신뢰도 관리 역량이 중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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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roject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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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저 생산 시스템의 신뢰도 관리 방안 – 

Reliability Case 

 

제 1 절 Reliability case 필요성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협동 및 협업 관계가 

얽혀 있는 해저 생산 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협

력 업체의 신뢰도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프

로젝트 주관사는 협력 업체 선정 시, 업체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준의 신뢰도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프로젝트 착수 시

에는 전체 프로젝트의 목표 신뢰도를 하위 시스템으로 적절하게 할당하

고, 업체로부터 제공된 제품이 요구된 신뢰도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BP의 해저 생산 시스템 신

뢰도 확보 전략 및 API Recommendation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방식으

로 설명하고 있는 바, 실제적인 방안으로서 Reliability case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굳이 Case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미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FTA, ETA와 

같은 단순한 계산 툴은 계산 결과가 목표에 준한다라는 결론적인 내용만

을 보여주기 쉽다. 그에 반해 Case는 계산 툴을 통해 얻은 결과뿐 아니

라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

템이 어떻게 해서 목표 신뢰도를 만족하게 되었는가 하는 스토리를 전달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계산 툴보다 신뢰도 관리 및 달성 차원에서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3장 2절 2항에서 더 자세히 살

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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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case는 현재 잘 정립되어 있는 Safety case로부터 출발

된 개념이므로 먼저 Safety case에 대해 검토해보자. 

 

제 2 절 Reliability Case 도입 

 

제 1 항 Safety case 도입 배경 

 

Safety case란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관련 기관에 증명하기 위

해 만들어진 체계로, 1957년 영국 세라필드에서 발생한 윈즈케일 화재 

사고(Windscale fire accident) 이 후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위한 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 그 개념이 처음 시

작되었다. 본격적인 Safety case 용어의 사용은 1974년 Flixborough 

폭발 사고 이후 Control of Industrial Major Accident Hazards(CIMAH)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며, Piper Alpha 폭발 사고, Clampham 충돌 사

고 등이 발생하자 해양 플랫폼, 철도 등에 대해서도 Safety case를 도입

하게 되었다.(그림 6) 현재에는 국방, 철도, 항공, 원자력, 

Offshore/onshore process industry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Safety case의 필수적인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UK 

defense sea systems standard JSP 430, UK defense standard 00-

55, UK health and safety executive railway safety case regulations

와 같은 표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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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afety case 제도의 도입을 이끈 사고들 

 

Safety case는 시스템의 안전을 증명하기 위해서 evidence를 제시

한다는 점에서 근거 기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전

관련 표준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방법론과는 반대되는 방법이다. 규범적 

방법론은 ‘절벽 끝에는 1m 이상 높이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라는 식

으로 상황에 따라 방지책이 명시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안전 

설계를 요구하지 않고, 제시된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

될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영국 표준에서는 Safety case와 같은 반 규범

적인 근거 기반 방법론 혹은 목표 기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프로젝트 주관사에 전가되는 상황을 초래

하므로, 결과적으로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연구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

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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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Safety Case의 필요성 

 

원자력, 국방, 항공, 철도, 화학공정 등 안전이 중요시 되는 분야에

서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FMEA), Fault Tree 

Analysis(FTA), Event Tree analysis(ETA) 등 다양한 안전 평가 방

법이 개발되었고, 시스템의 안전을 증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일반적인 Fault tree analysis의 형태는 최상위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의 조합을 and 혹은 or gate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각각의 

사건에 대한 발생 확률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림 7의 예제는 비행기 바

퀴의 제동력 손실에 대한 분석으로, 5시간의 비행 동안 바퀴 제동력 손

실 확률이 5.0*10-7이 될 것을 요구조건으로 삼고 있다. 그림 7에서 보

듯이, 제출된 FTA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의 사고 발생 확률이 요구 되

는 수준의 ‘값’을 만족한다는 점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값을 도출하

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즉, 해당 사고

의 발생 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했는지(‘No 

Credit Taken’), 사건 발생 확률을 가정한 경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그러한 값이 도출되었는지(‘Budgeted Prob.’), 사용된 변수의 값들은 타

당한 것인지 등 ‘해당 시스템은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결론이 아닌,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 논리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이

러한 논지에서 기존의 안전 평가 방안들을 서포트할 Case의 개념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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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ault Tree Analysis 예제(Introduction to Safety Cases, 2011, 

http://www2.warwick.ac.uk/fac/med/staff/sujan/research/safety_case_review/

wp3_workshop/kelly_sc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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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Safety Case 주요 요소 

 

Safety case는 안전과 관련하여 수행된 분석 활동과 그 결과, 그리

고 적용된 safety management arrangements를 정리한 문서이다. 이를 

통해 안전 관련 프로젝트 책임자는 관련 정부에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스템 위험 요소들을 파악, 평가하였으며, 사람이

나 시설,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요소에 의한 위

험 정도를 가능한 한 낮은 범위(ALARP)로 감소시켰음에 대해 보고하

게 된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증명은 아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체계적인 연

결관계로부터 이루어진다. 

Ø 위험 요소 및 중대한 사고의 발생 원인 및 발생 시 피해 규

모 즉, 이들의 위험도 

Ø 파악된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 선정 

Ø 선정된 안전 관리 시스템 작동을 위해 필요한 활동 

 

그림 8에 나타나듯이 Safety case의 주요 구성 요소는 facility 

description(시스템 개요), formal safety assessment(FSA, 안전성 평

가), Safety Management System(SMS) description(안전 관리 시스템 

개요)이다. 

 

Ø Facility description : case에서 다루는 시스템의 범위를 설정해

준다.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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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afety case의 주요 구성 요소(Submission of a petroleum pipeline 

safety cas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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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운영 범위 

ü 물리적 시스템의 레이아웃 

ü 운영 활동 

ü 시스템과 운영 활동 간의 관계 

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 수와 그 이유 

Ø Formal Safety Assessment : 안전성 평가는 모든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 사고 발생 시 인명, 재산, 환경에의 피

해가 큰 major accident event를 주 대상으로 한다. 수행된 안

전성 평가에 대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ü 위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 및 가능한 위험 제어 방안에 

대한 이해 

ü major accident event의 발생 확률 및 발생 시 피해 규

모 

ü 위험 요소와 major accident events, 제어 방안, 피해 

규모 사이의 논리적 연결 및 그에 따른 사고 제어 대책 

수립을 위한 우선 순위 결정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전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ü 안전성 평가에 도입된 방법론 

ü 파악된 major accident event 항목 및 가능한 제어 방

안 

일반적인 안전성 평가 프로세스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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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안전성 평가 프로세스(Submission of a petroleum pipeline safety case, 

2011) 

 

Ø Safety Management System : SMS의 주요 사항, SMS가 위험 

요소들의 위험 정도를 감소시키는 메커니즘 등 아래와 같은 항

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ü Training and competency 

ü Communications 

ü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ü Management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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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Permit to work 

ü Inspection, testing and maintenance 

ü Evacuation, escape and rescue 

ü Performance standards applied 

 

제 4 항 Safety Case 확장 – Reliability Case 

 

Safety case를 통해 시스템의 안전에 대해 증명하는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자 안전이 아닌 다른 시스템 속성에 대해 Case를 전개하고자 하

는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U.K. Defense Standard 00-40에

서는 Maintainability case를,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riteria(ITSEC)에서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정도의 보안 레

벨을 만족하고 있음에 대한 Security case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

게 안전이 아닌 다른 시스템 속성에 대해 전개하는 case를 총체적으로 

Dependability case 또는 Assurance case라고 한다. 

Dependability case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여기서 Dependability란 말 그대로 시스템의 작동에 대해 사용자가 믿

고 의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기대하는 ‘시스

템의 작동’이란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보전도

(Maintainability), 안전(Safety), 보안(Security), 상호운영성

(Interoperability) 등의 다양한 시스템 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Dependability case는 시스템이 특정한 dependability 

requirements를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리 전개 과

정 혹은 그러한 전개 과정이 담긴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의 특성

에 따라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중요시 되는 속성, 즉

- dependability requirements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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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용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되

는 컴퓨터 시스템과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

템은 확연히 다른 dependability requirements를 가질 것이다. 만약 

dependability case가 다양한 시스템 속성 중 하나의 속성만 다룬다면,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해서만 다룬다면, 그 Dependability case는 Safety 

case가 된다.  

 

표 4 서로 다른 Dependability case 속성 비교 

 Objective Typical Argument Typical Evidence 

Safety 
System is 
adequately 

safe 

Hazard mitigation 
argument 

Hazard Analysis, 
Causal analysis 

Reliability 
System meets 

reliability 
requirements 

Enough redundancy, 
resilient components 

Testing/ 
Simulation, 

Markov analysis 

Maintainability 
System meets 
maintainability 
requirements 

Modular cohesive 
design, plug and play 

devices, ease of 
replacing 

components 

Expert opinion, 
Simulation 

Security 

Mission critical 
information is 

adequately 
protected 

Assets protection 
argument 

Access control, 
policies, MOATs 

 

표 4에서 보듯이 Case에서 다루어지는 시스템 속성에 따라 case의 

목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개 방식, 제시되는 근거 자료의 종류가 조

금씩 달라지게 된다. 세 가지 요소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0과 같다. 

기본적으로 Safety case는 ‘시스템이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명제를 증명

의 목적으로 둘 것이고, 이를 위해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각 위험 요소의 위험 정도가 가능한 최소로 혹은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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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으로 제어되었음을 보여주는 식의 전개를 취한다. 이에 대한 근

거로는 주로 Hazard analysis, FMEA 등이 제시된다.  

 

 

그림 10 Case의 Objects, Argument, Evidence 간의 관계(Arguing Safety, 1998)  

 

신뢰성을 다루는 Reliability case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신뢰도 수준을 만족한다’라는 명제를 증명 목표로 삼고, 시스템이 충분

한 리던던시를 가지고 있는지, 장해 허용력(resilience)이 높은 구성요

소를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해 전개를 한다.  

특히 해저 생산 시스템과 같은 규모가 큰 산업의 경우, 전체 시스템

을 하위 시스템으로 세분화하여, 전체 시스템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 신

뢰도를 각 하위 시스템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목표 신뢰도

를 달성한다. 그러므로 해저 생산 시스템에 대한 Reliability case를 전

개할 경우, 크게 전체 시스템의 목표 신뢰도, 하위 시스템으로의 신뢰도 

분배 논리, 하위 시스템의 신뢰도 달성 근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

다. 즉, Case를 통해 프로젝트 참여 협력 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장비의 

신뢰도를 관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저 생산 시스템 전체의 목표 신

뢰도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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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저 생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Reliability 

Case 작성 프로세스 

 

 Reliability case는 제 2장 2절에서 언급한 DPIF cycle에 따라 작

성될 수 있다. 전체 시스템의 목표 신뢰도를 하위 시스템으로 할당하고, 

할당된 각각의 목표 신뢰도를 달성하였음에 대해 증명하는 것을 한 사이

클로 본다면, 전자는 DPIF cycle에서 Define-Plan 단계에, 후자는 

Implement-Feedback 단계에 속한다. 또한 목표 신뢰도를 할당하는 전

자의 과정은 주로 프로젝트 주 발주처가 Engineering contractor와 함

께 수행하고, 후자는 각 하위 시스템을 담당하는 장비 제공업체가 수행

한다.  

 

 

그림 11 Customer – Supplier collaborative assurance(Reliability and Integrity 

Assurance of Subsea Technology using ASCE, 2012) 

 

 그림 11의 영역 구분선과 같이 Define-Plan 단계에서 프로젝트 

주 발주처가 하위 시스템에 목표 신뢰도를 할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Reliability case의 아웃라인을 작성한다. 작성된 case 아웃라인을 넘겨 

받은 장비 제공업체는 장비 설계 및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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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case를 완성시킨다. 완성된 case는 내부 검증을 거쳐 다시 주 

발주처로 제출되고, 주 발주처에서 다시 한번 case의 타당성에 대해 검

증을 실시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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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Reliability Case 작성 툴 

 

제 1 절 기존의 Case 작성 방식 – 서술 형식 

 

지금까지 대부분의 Safety case는 서술 형식으로 작성되어 왔다. 그

림 12는 서술 형식으로 작성된 Safety case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12 서술 형식으로 작성된 Safety case 예(Arguing Safety, 1998) 

 

그림 12는 안전 관련 요구조건(P65)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되었

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참고 자료에 대한 

표기도 잘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로 잘 정리된 Safety case는 시

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효율적인 표현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 필드에서는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된 Safety case에 대한 많은 문

제점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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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방식의 한계점 

 

그림 13은 실제 필드에서 자주 보이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Safety case의 일부이다.  

 

 

그림 13 서술 형식으로 작성된 Safety case의 문제점 

 

Case를 작성하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영어에 능통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텍스트로만 Case를 전개하게 되면, 안전이나 신뢰도 등 각 case에

서 다루는 시스템 속성에 대한 논지가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case에서 

설명하는 하나의 활동은 그림 13에 제시된 것과 같이 관련된 다양한 정

보들 속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정보들 간의 복잡한 연관관계를 서술 형식

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어려

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Safety case는 증명하는 시스템 속성과 관련

된 여러 가지 근거 자료의 집합체로써 내용들 간의 상호 교차 참조를 피

할 수 없는데, 이는 case를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글의 흐름을 이

해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작업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

통 불능은 통합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SAM-

Ⅱ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GSN 작성법이 case 작성에서의 적합성을 인정

받고 있다. 특히, DNV에서 2012년에 발표한 Underwater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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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covery system 관련 규정은 시스템에 사용된 기술의 보증과 요

구사항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case를 작성할 때에 기존의 

서술 방식이 아닌 GSN과 같은 시각적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

기도 하다. 

 

제 3 절 새로운 Case 작성 방식 – Goal Structuring 

Notation (GSN) 

 

제 1 항 Goal Structuring Notation(GSN) 

 

제 2절의 논의와 같이 서술 형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Case의 구성 요소를 도형으로 표현하고, 요소들 간의 관계를 화살표

로 나타내는 Goal Structuring Notation(GSN)이 개발되었다. ASAM-

Ⅱ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이 방법은 Case의 구성 요소인 Objective, 

Argument, Evidence를 각각 Goal, Strategy, Solution으로 대응시키고, 

이들을 서로 다른 모양의 도형으로 표현한다. Context, Model, 

Justification, Assumption 등의 요소들을 추가하여 주 논리 내용에 대

한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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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GSN 표기 예 – ASCE 표기법(Assurance Cases tutorial, 2010) 

 

GSN에 사용되는 주요 요소는 표 5와 같다. 

 

표 5 GSN 주요 요소 

주요 요소 표기법 설명 

Goal/Sub-goal 직사각형 

 

안전, 신뢰도 등 시스템 속성에 
대한 요구조건/목표 

Strategy 평행사변형 

 

Sub-goal을 나누는 기본 논리, 
Goal과 Sub-goal을 연결시키

는 논리 

Solution 원 

 

테스트, 시뮬레이션, FTA, 
ETA 등 분석 결과로 goal에 

대한 근거 자료 

Justification 타원(J) 

 

Goal, Strategy에 대한 타당성
을 설명 

Assumption 타원(A) 

 

Goal, Strategy를 도출하는데 
쓰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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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Goal, Strategy 진술에 대한 맥
락적 추가 설명 

Model 마름모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물리적 
레이아웃 

Note 괄호 

 

논리 외적인 설명  
ex)참고자료, 용어 설명 

 

이러한 주요 작성 요소들의 조합으로 논리 체계를 표현하는데, 이를 

goal structure라고 한다. GSN 주요 요소 간의 연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표 6) 

 

표 6 GSN 요소 간 연결 방법 

연결 방법 표기법 설명 

 속이 찬 화살표 

Goal, Strategy, Sub-goal, 
Evidence 간의 연결, 즉, 주요한 

논지 전개에 사용 
수직적 전개에 사용 

 속이 빈 화살표 

Goal과 Context, Goal과 Model, 
Strategy와 Context 등 주요 논
지 전개의 이해를 돕는 부가적인 

내용 전개에 사용 
수평적 전개에 사용 

 

표 6에 제시된 설명과 같이 속이 찬 화살표는 Goal- Strategy-

(Sub-goal)-Evidence로 연결되는 주된 논지 전개 라인에 사용되는 것

이므로 그림 14의 최상위 Goal(G1)과 Context(C1)이 연결되는 화살표

는 속이 빈 화살표 모양이 되어야 올바름을 밝혀둔다. 

표 5에 제시된 도형 이외에도 다양한 상태 표기가 가능하다. 그림 

15와 같이 안이 빈 다이아몬드 도형은 Goal/Sub-goal 아래 중간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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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어 해당 Goal이 추가적인 전개가 필요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그림 15 Undeveloped entity 표현 

 

 

그림 16 Option 항목 표현 

 

그림 16의 안이 꽉 찬 다이아몬드는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Sub-goal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7과 같이 ‘시스템에 unacceptable 한 위험도를 갖는 위험요소가 존재

하지 않는다’라는 목표(G2)를 전개할 때에 맞닿을 수 있는 상황은 시스

템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와 하나도 없을 경우이다. 만약 시스템에 

unacceptable한 위험도를 가진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위험요소

에 대해 위험도 감소 방안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시스템 위험요

소 등록부(System Hazard Log)를 Solution으로 제시함으로써 파악한 

위험요소들의 위험도가 모두 acceptable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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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cceptable한 수준의 위험도를 가지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위험도를 기준 이하로 감소시켰

는가에 대해 전개해야 한다.(G5) 

그림 17의 화살표 중 속이 꽉 찬 원이 덧붙여진 화살표는 다중 가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의 Goal이 몇 개의 Sub-goal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n개의 Sub-goal로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림 17의 경우는 System Hazard Log에서 파악된 unacceptable risk의 

개수만큼 Sub-goal을 만들고 각각에 대해 위험도 저감 방안을 수행해

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17 Option 항목 및 다중 가지 항목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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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ASCE Tool 

 

ASCE는 Assurance and Safety Case Environment의 약자로 

GSN을 이용한 case 작성을 돕는 소프트웨어이다.(그림 18) Adelard 

컨설팅 회사에서 개발한 이 툴은 다양한 분석 및 테스트 작업에 따른 정

보를 관리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정보 관리 시

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HTML, MS Word, PDF 등 다양한 형식의 파

일을 다룰 수 있다. 또한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어 다양한 업체에서 제공

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림 18 ASCE screen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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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작성법 비교 

 

 

그림 19 GSN 작성법으로 표현된 Safety case 

그림 19는 2절에서 서술 형식으로 제시된 Safety case 내용(그림 

13)을 GSN 작성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소 정리되지 않은 문장들을 

도형으로 표현하고, 모호했던 문장 간의 연결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냄

으로써 이해를 높였다. 경고조치와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다루는 방안

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case 문서 내에서 

상호 참조 되는 부분들은 ASCE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하이퍼링

크 기능을 이용해 내용 이해를 흐리지 않는 선에서 손쉽게 접근이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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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GSN을 이용한 Case 작성 예제 

 

제 1 항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Fuel Oil System)에 대한 

Safety case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case를 전개해보았다. 대

상 유조선 및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그림 20, 21과 같다. 
 

 

그림 20 대상 유조선의 관련 정보(Dynamic Fault Tree 및 Bayesian network를 

이용한 의장시스템의 정량적 신뢰성 평가 방법, 2012) 

 

그림 21 대상 유조선 연료유 시스템 도면(Dynamic Fault Tree 및 Bayesian 

network를 이용한 의장시스템의 정량적 신뢰성 평가 방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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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로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각 위험요소의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제어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 한다. Tim Kelly의 박사 논문 

<Arguing Safety>에서는 이러한 전개 방식을 ALARP pattern이라 이

름 붙이고 있다.  

ALARP principle이란 위험도의 수준을 Intolerable/ Tolerable / 

Broadly Acceptable risk의 세 단계로 나누고,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요소의 위험도를 Tolerable/Broadly Acceptable risk 수준으로 저

감하여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Intolerable 수준의 위험도

를 가진 위험요소에는 위험도 저감 방안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Tolerable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Tolerable 수준의 위험요소는 위험 정

도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이득과 위험도 저감 방안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이득이 더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위험도 

저감 방안을 적용한다.(그림 22) 

 

그림 22 ALARP Risk Concept Diagram(인터넷 자료, 

http://www.onsafelines.com/alarp.html,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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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LARP Pattern을 따르는 Safety case는 ‘시스템이 안전하

다’는 최상위 Goal 아래, 파악된 위험요소의 초기 위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전개를 취하는 Strategy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에 존재

하는 위험요소와 각각의 초기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FMEA 또는 

System Hazard Log를 이용할 수 있다. ALARP Pattern을 사용한 

Safety case의 일반적인 형태를 GSN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Safety case – Upper part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에 존재하는 위험요소와 초기 위험도 파악을 

위해서 김성택 학위논문 <Dynamic Fault Tree 및 Bayesian Network

를 이용한 의장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성 평가방법>에 제시되어 있는 

FMEA 자료(표 7)를 참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Safety case를 작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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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7에 따르면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파

악하고, 그것들의 원인, 국지적 피해, 최종 피해, 감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위험 요소의 중요도를 Minor/Major/Critical로 구분하였다. 

이를 ALARP principle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FMEA에서 결정된 위험 

요소의 중요도 수준(Minor/Major/Critical)을 ALARP principle의 위험

도 구분 기준(Intolerable/Tolerable/Broadly Acceptable)에 일 대 일 

대응시켰다. 

FMEA 수행 결과 중요도가 Critical인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Intolerable risk로 보고 그림 23의 Sub-goal, G2의 하위 항목으로 전

개하고, 나머지 Major, Minor의 위험요소는 각각 Tolerable/Broadly 

Acceptable risk에 해당하므로 G3, G4 항목에 따라 전개한다. 

그림 24는 FMEA 결과에 따라 Intolerable 범위에 속한 Hazard 6

의 위험도를 Tolerable 수준으로 감소시켰음에 대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위험도 수준에 속한 Hazard 16에 대해서는 전개가 필요하다

는 의미로 Sub-goal 아래에 속이 빈 다이아몬드 entity를 추가하였다. 

Tolerable 범위에 속한 Hazard에 대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서 위험도 저감 방안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범주에 속한 Hazard 19 

(M.F.O. service tank Q.C.V)는 위험도 저감 방안 적용이 비경제적이라

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하고 case를 작성하였다. Broadly 

Acceptable Risk를 가진 Hazard는 FMEA 결과를 Solution으로 제공하

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한다.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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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FMEA 결과(Dynamic Fault Tree 및 Bayesian 

network를 이용한 의장시스템의 정량적 신뢰성 평가 방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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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Safety case – Intolerable risk 전개 예 

 

유조선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safety case는 그림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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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Safety case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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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SIS(Safety Instrumented System)에 대한 

Reliability case 

 

SIS는 원유 및 가스 산업에 들어가는 화재 및 가스 감지 시스템, 비

상 정지 시스템, 공정 정지 시스템, 비상 감압 시스템 등을 구성하는 전

기전자 안전 시스템이다. 이러한 전기전자 방식의 안전 시스템은 항상 

작동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신뢰도가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된

다.(장광필, 2013) 

SIS 설계는 먼저 HAZOP을 통해 확인된 모든 Hazard scenario에 

대해 SIF(Safety Instrumented Function)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Hazard scenario 분석을 통해 파이프라

인 내에 갑작스러운 압력 증가 위험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증가된 압력

으로부터 downstream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압력 차단 기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으면, 압력 차단 기능을 수행할 SIS를 설계하게 된다.  

하나의 SIS는 Sensor, Logic Solver, Actuator로 이루어지며, 보통 

하나의 FPSO에 많게는 500개의 SIS가 설치된다. SIS에 요구되는 신뢰

도에 따라 SIL(Safety integrity Level)이 4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즉, 각 SIS에는 신뢰도 수준인 SIL 수준이 부여되고, 하나의 SIS가 특

정 SIL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Sensor나 Logic Solver 등의 하위 부

품들에도 특정 SIL 수준이 부과된다. 이러한 SIS 또한 각 부품 단위로 

다양한 장비 업체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하나의 SIS가 SIL 수준을 만

족하기 위해서는 각 부품의 SIL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SIS의 신뢰도를 SIL 수준으로 정의하는 IEC 61508/61511 규정에

서는 일정수준의 SIL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SIL 수준에 맞는 3가지 요

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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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Quantitative requirement 1 – PFD 

표 8에서 보듯이 각 SIL 수준에 대한 정량적 요구 조건은 요구 

시 고장 확률(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PFD) 혹은 시

간당 위험 고장 발생 확률(Probability of a dangerous failure 

per hour)을 기준으로 한다.① 

 

표 8 Safety integrity levels for safety functions operating on demand or in a 

continuous demand mode(OLF-070, 2004) 

Safety Integrity Level 
Demand Mode of 

Operation 
(PFD) 

Continuous/High Demand Mode 
of Operation 

(Probability of a dangerous 
failure per hours) 

4 ≥10-5 to ≺ 10-4 ≥10-9 to ≺ 10-8 

3 ≥10-4 to ≺ 10-3 ≥10-8 to ≺ 10-7 

2 ≥10-3 to ≺ 10-2 ≥10-7 to ≺ 10-6 

1 ≥10-2 to ≺ 10-1 ≥10-6 to ≺ 10-5 

 

PFD 계산 시에는 random hardware failures, common cause 

failure 등을 고려해야 한다. 

 

Ø Quantitative requirements - Architectural req. 

이 기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래의 세 가지이다. 

 

ü The hardware fault tolerance of the subsystem(HFT) 

ü The safe failure fraction(SFF) 

ü Whether the subsystem is of “A-type” or “B-type” 

 

                                            
① 시스템에 따라서 작동 모드가 ‘on demand’와 continuously로 나눠질 수 있

기 때문에 시스템의 작동 모드 별로 서로 다른 정량적 요구 기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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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 수준 별 Architectural requirement 기준은 표 9, 10과 

같다. 

 

표 9 Hardware safety integrity: architectural constraints on type A safety-

related subsystems(OLF-070, 2004) 

Safety failure 
fraction 

Hardware fault tolerance 

0 1 2 

≺ 60% SIL 1 SIL 2 SIL 3 

60% - 90% SIL 2 SIL 3 SIL 4 

90% - 99% SIL 3 SIL 4 SIL 4 

≻ 99% SIL 3 SIL 4 SIL 4 

 

표 10 Hardware safety integrity: architectural constraints on type B safety-

related subsystems(OLF-070, 2004) 

Safety failure 
fraction 

Hardware fault tolerance 

0 1 2 

≺ 60% Not allowed SIL 1 SIL 2 

60% - 90% SIL 1 SIL 2 SIL 3 

90% - 99% SIL 2 SIL 3 SIL 4 

≻ 99% SIL 3 SIL 4 SIL 4 

 

Hardware fault tolerance(HFT)란 하드웨어에 하나 이상의 

위험한 고장이 존재할 시에도 구성부품 혹은 하위시스템이 기능

을 계속해서 수행할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HFT가 1이라는 것

은 두 개의 장비가 존재하여 두 개 중 하나의 장비에 고장이 생

겨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1개의 리던던시를 

의미한다.  

안전 관련 시스템의 고장을 그림 26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크게 보면 Dangerous failure와 Safe failure로 나뉘고, 각

각은 다시 Detected/Undetected로 나뉜다. Dangerous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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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급 시에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연결되는 유형의 고

장을 말하고, Safe failure는 고장이 발생한 것이긴 하나 안전 

사고와 무관한 안전한 고장이다. 예를 들어 정상상태에서 밸브

에 고장이 발생하면, 흐름이 차단되어 생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안전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Detected와 

Undetected의 차이는 고장의 감지 가능 여부로 나뉜다.  

이 때, Safe failure fraction이란, 전체 고장 중 safe failure의 

퍼센트(safe detected failure + safe undetected failure)를 말

한다.  

또한 모든 구성장비의 고장 모드를 파악하고 있을 경우에는 

Type-A를 사용하고, 하나의 구성장비라도 불분명한 고장 모드

가 있다면 Type-B를 기준으로 SIL 수준을 평가한다. Type-B

가 Type-A보다 더 conservative하다. 

 

그림 26 안전 시스템의 고장 분류 기준(IEC 61508/61511 Safety integrity level, 

2002) 

 

Ø Qualitative Requirement - Avoidance and control of 

systematic faults 

Systematic faults는 스펙 결정, 설계, 운영 혹은 유지보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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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시에 발생하는 고장들로 특정 조건 아래에서 안전 기능 

손실이라는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하드웨어 고장과는 달리 정량화 할 수 

없어 IEC 61508에서는 이러한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SIL 수준 별로 도입해야 하는 특정 measure 및 techniques에 

대해 권고 사항을 마련해놓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각 SIL 수준별로 만족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요구 

조건도 존재한다.  

SIS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들을 대상으로 각각이 달성해야 하는 

SIL 수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Safety Requirement Specification(SRS)

이라 한다. 또한 장비 관련 업체는 장비가 할당된 SIL 수준에 준하는 기

준(ex. PFD, HFT 등)을 만족하고 있음에 대해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Safety Analysis Report(SAR)이라 한다. SAR이 포함해야 

할 항목으로는 Failure fate of the component, Diagnostic coverate & 

Safe failure fraction, Architectural constraints(HFT, Voting 

principles), Common cause failures, Behavior of system/component 

on detection of a fault, MEAN TIME TO REPAIR, Factory testing, 

Operational testing, Avoidance and control of systematic failures, 

Software documentation 등이 있다. SAR 작성 과정은 그림 27과 같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전기전자 안전 시스템의 신뢰도를 증명하

는 과정, 즉- 주요 발주처와 다양한 협력 업체 사이에 오고 가는 SRS, 

SAR 중 일부를 GSN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그림 28) 더 큰 그림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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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AR production and Vendor compliance(OLF-07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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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전자전기 안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Reliabili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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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ase Study – Subsea Flowline을 

대상으로 한 Reliability case 전개 

 

제 1 절 최상위 Goal 설정 

 

 1절에서는 해저 Flowline을 대상으로 Reliability case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Flowline의 신뢰도 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제 1 항 유체 이송 라인 정의 

 

액체 혹은 기체를 이송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은 

이송하는 유체의 성격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그림 29에서 보듯

이, 유정에서 올라오는 원유를 플랫폼으로 이송시키는 라인과 플랫폼으

로부터 육상 플랜트나 large end user로 전달하는 라인이 있다. 전자는 

유정에서 바로 올라온 정제되지 않은 원유를 옮기는 반면, 후자는 플랫

폼에 설치된 정제 시설을 통해 정제된 원유를 이송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정제된 원유 이송 라인을 Export pipeline, 정제되지 않

은 원유 이송 라인을 Pipeline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림 

29와 같이 이를 각각 Pipeline과 Flowline으로 부르며, Flowline에 대해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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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파이프라인 구별 

 

제 2 항 대상 시스템 정의 

 

 1항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해저 Flowline을 대상으

로 Reliability case 전개를 수행한다. 대상 시스템의 조건 및 이송물의 

특성은 표 11과 같다. 

표 11 대상 시스템의 조건 및 이송물 특성 

 단위 값 

Pipeline Diameter in. 9 

Design lifetime yrs. 15 

Operating Pressure bar 235 

Temperature ℃ 90 

pH - 6.1 

CO2 Mol % % 3 

H2S Mol % % 0 

Superficial liquid velocity m/s 0.028 

Liquid Hold up - 0.065 



 

 56

표 11에서 보듯이 황화수소가 포함되지 않은 원유를 운반한다고 가

정하여 Internal corrosion에 대한 황화수소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제 3 항 유체 이송 라인의 고장 및 기능 정의  

 

 해저에 설치된 유체 이송 라인은 육상의 유체 이송 라인으로부터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장 유형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접하기 쉬운 

육상 라인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유체 이송 라인의 고장 및 기능

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해저 Flowline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

악된 연구 결과를 Flowline 시스템에 적합하게 연결시키고자 한다. 

DNV Technical Report No. 44811520 – A Guideline Framework for 

the Integrity Assessment of Offshore pipelines에서도 해저 유체 이송 

라인의 Integrity management 방안을 다루면서 먼저 육상 라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해저 라인에 적합하게 변형시키는 과정을 취하고 

있다.②  

일반적으로 유체 이송 라인의 고장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이송물의 누수’와 같이 안전성 측면을 강조하는 정의가 있

을 수 있고, 명시된 기능/목적 수행에의 실패와 같이 신뢰성을 강조하는 

정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 이송 라인의 Reliability case 작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후자의 기능 수행 실패를 고장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고장으로 정의한 ‘명시된 기능 수행 실패’에서 말하는 유

체 이송 라인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대해 파악해보자. < 

                                            
② “Many of the applications developed for onshore applications are 

applicable offshore. This section covers these generally accepted methods 

and comments on their applicability to offshore pipelines.” – DNV Technical 

Report No. 448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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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 Risk Management Manual >이라는 육상 라인의 위험도 관련 

저서에서는 이러한 기능 수행 실패를 Service interruption이라고 정의 

하고,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나 상황에서 차이(deviation)가 발생하게 되

면 Service interruption이 생긴다고 말한다. < Pipeline Risk 

Management Manual >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광범위한 단어

로 풀어 쓰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및 상황은 대개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Hydrocarbon, appropriate in composition, will be supplied at 

sufficient flow and pressure to work satisfactorily in the end 

user’s use.”  

 

즉, 적절한(이송하기로 합의가 된) 조성의 유체를 end user의 사용

에 알맞은 유량과 압력으로 전달하는 것이 유체 이송 라인의 기능인 것

이다. 그리고 계약 시 결정한 ‘적절한 유체 조성’과 ‘알맞은 유량 및 압

력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유체 이송 라인이 기능 수행에 실패하였고, 

Service interruption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유체 이송 라인의 고장은 아래 두 가지 조건 충족에 실

패하였을 때 발생한다. 

I. 이송하는 원유의 조성 유지 

II. 원유 이송 조건 충족 

 

Ø 이송하는 원유의 조성 유지 

먼저 ‘이송 원유의 조성 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는 예

상치 못한 다른 요소들이 이송 라인 내 흐름으로 들어와 내용물

의 조성에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하며, 이를 두고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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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오염되었다라고 표현한다. 또한 오염이 일어나는 항목은 

Contaminant라고 한다. 일반적인 원유 이송 라인에서 

Contaminant란 메탄, 에탄, 부탄, 프로판 등 탄화수소 조성비

(Hydrocarbon composition), 발열량(Btu content),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의 양, 모래나 녹과 같은 Solids, Water content, 

Hydrocarbon liquids 등을 들 수 있다. 

 Contamination의 원인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

다. 

ü Product origin : 유정, 저장 탱크와 같은 유체 소스로 

인해 발생하는 contamination. 

ü Product equipment malfunctions : 불순물을 제거하는 

관련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contamination. 

ü Pipeline dynamics : 이송 라인 내의 유체 운동의 변화

로 인해 발생하는 contamination. 예를 들어 라인 내 유

체 운동으로 내벽에 붙어 있던 녹들이 유체 흐름 속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ü Others : 유지 보수 작업 후 파이프 내 정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유체 이송 라인의 이송 원유 조성 유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먼저 시스템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성분의 변화가 무

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성분

의 양이 증가하면 파이프라인 내 부식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

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식에 강한 파이프라

인을 설계한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나 황화수소의 조성 변화보다

는 파이프라인의 본 목적인 탄화수소 자체의 양에 대해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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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출 수 있다. 시스템에 따른 Critical contaminant 목록을 

파악하였으면, 각 Contaminant에 대한 deviation 발생 가능성을 

원인 항목 별로 분석한다.(표 12) 

 

표 12 원유 조성 유지 가능성 분석(Pipeline Risk Management Manual, 2004) 

 

 

Ø 원유 이송 조건 충족 

이송 조건이란 주로 압력과 유량을 의미한다.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end facility에 맞는 압력, 유량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점도, 밀도, 순도 등의 내

용물의 상태와 관련된 요소들은 앞서 다루었던 원유 조성관련 

카테고리에서 다룬다. 원유 이송 조건 충족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ü Pipeline failures : Third-party damage, 

internal/external corrosion에 의한 원유 누수는 라

인 내 압력 및 유량에 변화를 줄 수 있다. 

ü Pipeline blockages : 전체적 혹은 부분적인 이송 라

인 단면의 막힘 현상 발생 시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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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Equipment failures : 안전을 목적으로 둔 장치의 고

장으로 정상 상태에 밸브 등이 닫히게 되면 라인 내 

흐름이 차단될 수 있다. 

ü Operator error : 유지 보수, 운영 중의 휴먼 에러 또

한 유량 및 압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송 조건 중에서도 시스템에 중요한 조건을 파악하고, 각각에 

대해 deviation이 일어날 위험도가 낮도록 설계하고, 이를 증명

해야 한다.(표 13) 

 

표 13 이송 조건 충족 가능성 분석(Pipeline Risk Management Manual, 2004) 

 

 

제 4 항 해저 Flowline의 신뢰도 평가 항목 설정 

 

 지금까지 육상에 설치된 원유 이송 라인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유 이송 라인의 근본적인 고장,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를 연구

의 대상인 해저 Flowline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변형시켜야 한다. 먼저 

자료의 대상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연구 대상과 비교하여 보자. 

<Pipeline Risk Management Manual>에서 대상으로 한 이송 라인은 육

상 파이프라인이다. 즉, 육상에 설치되었으며, 정제 시설로부터 정제 과

정을 거친 원유를 end user 혹은 large end user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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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라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라인이 다루는 원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제 시스템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내용물이 얼마나 잘 정

제되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end user가 일반 거주민인지 혹은 공

장인지를 고려하여 그들의 사용에 알맞은 압력, 유량으로 원유를 이송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송되는 원유의 조성도를 관리하고 이송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유정에서 바로 올라온 원유를 플랫폼(정제 시

설)까지 전달하는 해저 Flowline의 경우는 정제 전의 원유를 다루므로, 

정제의 정도를 관리하여 이송물의 조성 변화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

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저 Flowline에 대해서는 라인에 연결된 플랫

폼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압력 조건으로 이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리고 해저 생산 시스템이 생산해야 하는 유량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고려해주면 된다. 이에 따라 해저 Flowline의 신뢰도 평가 항

목을 이송 조건 충족 기능으로 잡고, 그 중에서도 유량 조건 충족 관점

에서 case를 전개하였다.  

이를 GSN으로 표현하면, ‘해저 Flowline이 명시된 수준의 유량 조

건으로 내용물을 이송한다.’라는 최상위 Goal이 설정되고, Contract 

specification 등을 Context로 제시함으로써 Goal에서 말하는 ‘명시된 

수준의 유량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그림 30) 

 

그림 30 해저 Flowline에 대한 Reliability case – 최상위 Goal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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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trategy 설정 

 

 해저 Flowline이 명시된 수준의 유량 조건으로 내용물을 이송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량 조건 충족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모두 제

어되었음을 보여주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절 3항에서 파

악한 네 가지 고장 유형에 대해 유량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요구되는 목표 신뢰도를 할당하게 될 것이다. 유량 조건 충족을 방해하

는 네 가지 고장 유형을 다시 상기하면 다음과 같다. 

Ø Flowline failure에 의한 내용물 누수 

Ø Flowline blockage 

Ø Equipment failure 

Ø Operator error 

 

Pipeline과 Flowline은 전달하는 content의 정제 여부에만 차이가 

있으므로 해저 환경이라는 외부적인 요소를 감안하면, 라인 안팎에서 일

어나는 기본적인 현상은 같으므로 육상 Pipeline과 같은 항목을 사용하

였다. 이러한 전략을 GSN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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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해저 Flowline에 대한 Reliability case – Strategy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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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을 보면, 유량 조건에 차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고장 

모드에 대해서 논지를 전개하겠다는 Strategy가 평행사변형 모양의 도

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아래로 각 고장 모드의 제어를 의미하는 4개

의 Sub-goal이 전개되어 있다.  

<Pipeline Risk Management Manual>에 의하면 Flowline failure에 

의한 원유 누수는 다시 Third party damage, Internal/External 

Corrosion, Design, Incorrect Operations로 세분화될 수 있다.(그림 

32) 

  

 

그림 32 Pipeline Risk assessment model flowchart((Pipeline Risk Management 

Manual, 2004) 

 

그 중에서 해저 원유 이송 라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Internal corrosion 관련 Sub-goal에 대해 추가로 전개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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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ub-goal 설정 

 

육상 파이프라인의 Internal corrosion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다룬다. 하나는 원유 자체가 가지는 부식 포텔셜이고, 

나머지는 이를 낮추기 위한 방지책의 효과이다. 원유의 부식 포텐셜은 

다시, 정상 상태에서 파이프라인이 운반하는 내용물의 조성 및 흐름 특

성에 의한 본질적인 부식 포텐셜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비정상 상

태에서의 추가적인 부식 포텐셜로 항목화 할 수 있다. 정제된 원유를 다

루는 파이프라인에서 비정상 상태란 부식성이 강한 물질이 파이프라인으

로 유입되는 것을 막거나,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정제 시

설의 하드웨어적 고장이나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문제로 인

해 발생한다.(표 14) 

 

표 14 파이프라인의 Internal corrosion 평가 기준 

 

  

Pipeline이 이송하는 정제된 원유는 부식성이 강한 성분이 이미 걸

러진 상태이므로 내용물 자체의 부식 포텐셜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제 시설의 물리적 고장 및 운영 측면을 잘 제어하면 부식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 Flowline이 운반하는 원유는 정제 전이

므로 부식성이 강한 성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내용물 자체

의 부식 포텐셜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해저 Flowlin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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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프로세싱 장비가 도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제 시설이 없으므로 오

히려 부식 방지 시스템의 고장에 따른 Flowline에 초점을 맞추어 부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표 15) 

 

표 15 Pipeline과 Flowline의 Internal corrosion 평가 관점 비교 

 

 

 Internal corrosion을 제어하기 위해서 Internal monitoring, 

Inhibitor injection, Internal coating, Pigging, Operational measure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라인 내로 화학품을 주입하여 

부식을 예방하는 방법이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책을 도입한 후에도 잔류 Corrosion rate가 존

재하고, 또 도입한 예방책의 가용도 또한 항상 100%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Corrosion allowance를 추가

한다. Corrosion allowance(CA)란 라인에 일정 두께를 추가로 덧붙여 

잔류 corrosion rate와 예방책의 비활성화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NORSOK 규정에 따르면 해저 라인에 대해서는 주로 6mm의 두께를 덧

붙이며, 만약 직경이 18in 이상인, 큰 라인에 대해서는 8mm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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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m의 Corrosion allowance를 추가한다. 설명한 Corrosion 

allowance의 두께는 내부식성 합금(Corrosion Resistant Alloy, CRA) 

사용 여부에 대한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6mm, 경우에 따라서는 8, 

10mm의 Corrosion allowance 추가로도 Internal corrosion을 제어하

지 못한다면 그 경우에는 Corrosion allowance의 두께를 늘리는 것 보

다 CRA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 시스템

의 Flowline 직경은 9in이므로 허용 가능한 부식 정도를 6mm로 설정하

였다.  

 

 

그림 33 Corrosion Allowance 

 

Internal corrosion을 평가하기 위해 관심 있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예측한 부식 정도(CAexpected)가 허용 가능한 부식 정도(CAallowable)(ex. 

6mm)를 초과하면 누수가 발생하여 유량 충족 조건에 실패한다고 가정

하였다. 이에 따라 예측한 부식 정도와 허용 가능한 부식 정도의 비가 1 

이하가 되는 범위를 해저 Flowline의 Internal corrosion 목표 값으로 

설정하였다.(표 16) 그러면 그림 31에서 Internal corrosion관련 Sub-

goal이 그림 34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그림 34를 보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스템 운영 기간 동안 적

어도 레벨 2 이상의 부식 발생 가능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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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Context를 이용하여 Goal에서 언급하고 있

는 레벨이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였고, 또한 해당 시스템

에 대해 설정된 허용 가능한 부식 정도가 6mm인 것에 대한 정보가 추

가되어 있다.  

 

표 16 Evaluation of the likelihood of corrosion categories(IFE report number 

IFE/KR/E-2009/003, 2009) 

Level CAexpected/CAallowable 
Likelihood of 

corrosion 
categories 

Approximate Impact on 
system life for a new system 

1 ≦0.5 Negligible 
System will last longer than 
required with no failures. 

2 >0.5 and ≦1 Low 
System will reach its design 

life without a failure. 

3 >1 and ≦4 Medium 

System will only reach 25% of 
its design life 

before a failure occurs, if no 
action is take. 

4 >4 High 

A failure will occur before the 
system reaches 25% 

of its design life, if no action 
is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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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해저 Flowline에 대한 Reliability case – Sub-goal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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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Sub-goal 전개 

 

관심 있는 시스템의 부식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식 1과 같은 

Corrosion Inhibitor Availability Model을 사용한다. 

  = ( 	 ∙ A ∙ Lifetime) + ( 	 ∙ (1 − ) ∙   ) (식 1) 

 A	=	 ∑ []∑ [] ③ (식 2) 

  

 식 1에서 보듯이 시스템의 부식 예측 값은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의 

가용도(A)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CRI는 Inhibited Corrosion Rate로 

화학품 주입 시스템이 작동할 때의 제어된 Corrosion rate를 의미한다. 

반대로 CRU는 Uninhibited Corrosion Rate로 화학품 주입 시스템이 작

동하지 않을 때, 제어되지 않은 원래의 Corrosion rate를 말한다. 그러

므로 식 1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부식과 화학품 

주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식 정도를 더해서 전체 

lifetime 동안의 부식 정도를 계산해낸다. 이렇게 계산한 예상 부식 정도

와 목표 부식 정도(허용 가능한 부식 정도)의 비가 1이하가 되도록 부

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의 목표 가용도를 설정해야 한다. 

 5장 1절 2항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대상 시스템의 운영 시간은 15년

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Flowline 직경이 9in이므로 목표 부식 정도를 

6mm로 설정하였다. NORSOK M-001에 따르면 관련 정보가 없거나, 

설계 초기 단계로 정확한 상황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식 억

제제 주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Corrosion rate를 연간 0.1mm로 볼 

                                            
③ 식 2는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의 가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tDi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전체 시간을 의미하고, tPi는 시스템이 작동할 때의 Protected time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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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CRI 값을 0.1mm/year로 가

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실제 필드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 등의 실제 

값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서화 작업을 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CRU만 구하면 식 1에 따라 Internal corrosion 발생 가능성이 

최소 레벨 2가 되기 위해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에 얼마의 신뢰도를 

할당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제어되지 않은 원유의 부식성은 표 17과 같이 다양한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은 황화수소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부식을 다루는 모델이 표 17

에 제시되어 있다. 

표 17 CO2 Corrosion Rate 계산 모델 

 모델명 

1 NORSOK model 

2 De Waard model 

3 Cassandra 

4 HYDROCOR 

5 CORPLUS 

6 CORMED 

7 LIPUCOR 

8 KSC model 

9 MULTICORP 

10 ECE model 

11 PREDICT 

12 Corpos 

13 SweetCor 

14 Tulsa model 

15 OLI model 

16 UL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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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모델들은 크게 이론적 모델과 실험적 모델, 이론과 실험을 혼

합한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또한 protective corrosion film, Oil wetting 

effect, pH 고려 여부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연구기관이

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것이 많고, 공개되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NORSOK 모델과 De Waard 모델, Cassandra 모델이 

있다.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 관련 부식성 계산에 가장 널리 쓰이는 De 

Waard 모델을 이용하였다. 

 De Waard 모델은 1975년 1st 버전이 나왔고, 이후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새로운 정보들을 이용하여 여러 번 개정되었다. 첫 번째 버전에서 

계산된 Corrosion rate는 유량의 속도와는 독립적이었다. 그 후 유량 흐

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물질 이동 속도(mass transfer velocity)와 

유속(fluid velocity)를 영향 인자로 포함시킨 버전이 개발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물질 전달 속도와 유속을 고려한 버전을 이용하였다. 식은 아

래와 같고, 식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표 18과 같다. 

 

 
 =  +  (식 3)   = 6.23 −  + 0.0013 + 0.41 () − 0.34  (식 4) 

  = 2.45.. () (식 5) 

 

파이프라인의 Hydraulic diameter d는 식 6과 같이 구한다. 

 d = ( ∙ ) (식 6) 

 

또한 Actual Liquid Velocity는 식 7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U =  (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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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De Waard 1995 corrosion model 변수 정리 

변수 단위 

Vc Uninhibited Corrosion rate mm/yr 

Vm Mass-transfer rate mm/yr 

Vr Kinetic rate mm/yr 

T Temperature ℃ 

pCO2 CO2 partial pressure bar 

U Actual fluid velocity m/s 

d Hydraulic Diameter m 

D Pipeline Internal Diameter m 

H Liquid Hold up  

Vs Superficial Liquid Velocity m/s 

 

5장 1절 2항에 제시되어 있는 시스템 속성 값과 식 3~7을 이용하

면, 대상 시스템의 제어되지 않은 Internal corrosion rate(CRU)는 연간 

약 10. 72mm로 계산된다. 자세한 과정 값은 표 19와 같다. 

 

표 19 De Waard 1995 corrosion model 중간 및 최종 계산 값 

변수 단위 값 

Vc mm/yr 10.7195697 

Vm mm/yr 15.54691987 

Vr mm/yr 34.52334831 

pCO2 bar 7.05 

U m/s 0.430769231 

d m 0.058281793 

 

시스템의 부식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마지막 변수 CRU 값을 

10.72mm/yr로 구하였으므로, 식 8과 같이 예상된 부식 정도와 목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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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정도의 비가 1이 되려면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의 가용도가 약 97%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1 (식 8) 

 

지금까지 Internal corrosion 발생 가능 레벨이 최소 2가 되어야 한

다라는 Sub-goal을 달성하기 위해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이 가져야 

할 목표 가용도를 할당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GSN으로 표현하면 

그림 35와 같다. 

Internal corrosion 발생 가능성 레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두 개

의 변수 중 목표 부식 정도(Target corrosion allowance)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결정되어 그 값과 과정이 Context항목으로 제시된 상태이므로 

시스템의 부식 정도 예상 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을 고려하여 계산하겠다는 내용으로 Strategy를 설정하였다. 필요

한 변수 및 수식의 결정 과정과 최종 값에 대한 정보, 즉, 4절에서 설명

한 내용들을 C4, C5와 같이 Context를 이용하여 정리하여 첨부함으로

써 부식 억제제 시스템의 가용도 할당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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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해저 Flowline에 대한 Reliability case – Sub-goal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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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Solution 제시 

 

1절에서 4절까지의 과정, 신뢰도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하위 시스템에 목표 신뢰도 및 가용도를 할당하는 과정이 주로 발주처와 

Engineering Contractor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본 절은 장비 제공 업체

가 자신들이 할당 받은 장비의 신뢰도를 달성하였음에 대해 증명하는 과

정에 대한 내용이다.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을 담당하는 협력 업체가 그림 36과 같은 

구성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림 36 선정된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 레이아웃  

 

그림 36의 레이아웃은 그림 37, 38, 39와 같은 논문 및 인터넷 자

료 등을 참고로 하여 도출하였다. 



 

 77

 

그림 37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 레이아웃 1 

 

 

그림 38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 레이아웃 2(Developing a high reliability 

approach to corrosion inhibitor injection syste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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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 레이아웃 3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은 화학품을 저장하는 탱크, 병렬 구조를 

가진 두 개의 펌프 그리고 다양한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Pressure Regulator는 화학품 주입 라인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

다. 만약 Pressure regulator가 고장 나 라인의 압력 조절에 실패할 경

우, 정상상태에는 닫혀 있던 Pressure Safety Valve(PSV)가 열리면서 

라인 내의 화학품을 탱크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압력을 낮춘다. 또한 

라인 내 압력이 증가하였을 때, Isolation valve가 닫히면서 Control 

valve, Check valve 등 Isolation valve 하류에 위치한 장치들을 높은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Control valve는 화학품 주입 위치에 일정

한 양의 화학품이 들어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Check valve는 유

체를 한 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로, 원유 생산 라인으로부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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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품 주입 라인으로 원유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은 Pressure 

Regulator의 고장 여부에 따라 정상 상태와 고압 상태라는 두 가지 운

영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 모드 별로 가동되는 장비가 서로 다르다. 

각 모드에 대해 신뢰도 블록 선도(Reliability Block Diagram, RBD)를 

그리면 그림 40, 41과 같다. 

작성된 정상 모드의 신뢰도 블록 선도와 OREDA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가용도를 계산하였다. 고압 모드의 경우에는 화학품 주입 라인

의 압력이 높아지면 하류에 설치된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Isolation 

valve가 닫히게 되므로, 모드 자체가 화학품 주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정상 모드 계산 시 

다루어지는 Pressure Regulator의 고장에 포함된다. 

OREDA 자료로부터 구한 MTTF와 MTTR을 식 9에 대입하여 각 부

품의 가용도를 구하면 표 20과 같다. 

 

 A =    (식 9) 

 

OREDA에 유지 보수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구성품에 대해서는 유

지 보수를 할 수 없는 부품(non-repairable type)으로 보고, 생존함수

를 이용해 구한 부품의 신뢰도를 가용도와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

다.④ 생존함수는 식 10과 같다. 

 

 A(t) ≈ R(t) = 1 − F(t) =  (식 10)

                                            
④ Note that if the item is not repaired, then A(t) = R(t), the survivor 

function.- System Reliability Theory: Models, 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2n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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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 

신뢰도 블록 선도 – 정상 상태 

 

 

 

 

 

 

 

 

 

 

 

 

그림 41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 

신뢰도 블록 선도 – 고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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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1년 단위로 주기적인 테스트를 시행한다고 가정하고, t는 1

년 즉, 8760 시간으로 두고 계산하였다. 

 

표 20 부품 별 가용도  

Mode Component 
Failure 
rate(λ) 

Repair 
time(μ) 

MTTF(hrs) Availability 

Normal 
Mode 

Valve 0.000203 3.3 49261.0837 0.999933014 

Pump A 0.0000137 4.2 72992.7007 0.99999878 

Pump B 0.0000137 4.2 72992.7007 0.99432218 

PSV 0.00000234 - - 0.979710264 

Pressure 
Regulator 

0.0000168 4.6 59523.8095 0.999922726 

Injection 
line 

0.00000061 2 1639344.26 0.99999878 

Isolation 
valve 1 

0.00000065 - - 0.99432218 

Filter 0.00000023 - - 0.997987228 

Control 
valve 

0.00000091 4 1098901.1 0.99999636 

Isolation 
valve 2 

0.0000004 2 2500000 0.9999992 

 

부품 별 가용도를 그림 40의 신뢰도 블록 선도에 대입하여 전체 시

스템의 가용도를 구한다. 신뢰도 블록 선도에서 직렬로 연결된 부품들은 

가용도를 곱하고, 펌프와 같이 병렬로 연결된 부품들은 서로의 가용도를 

모두 더하되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42와 같

은 신뢰도 블록 선도에 대해서 평균 가용도는 식 11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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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신뢰도 블록 선도 예시 

 

 A = ( +  − ) (식 11) 

 

구성부품 2와 3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1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부품 1,2,3이 각각 0.990, 0.980, 0.980의 

가용도를 가질 때, 전체 시스템의 평균 가용도는 0.9896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상 시스템의 평균 가용도를 계산하면, 약 0.972, 즉, 

97.2%의 가용도를 가진다. 이는 Internal corrosion 발생 가능성이 레

벨 2 이상이 되는 값이며, 설계된 부식 억제제 주입 시스템이 목표 신뢰

도를 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목표 신뢰도 달성을 증명하기 위해 GSN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그림 

43과 같이 나타난다. 

설계한 시스템 모델을 Context로 제시하여 Goal 9(G9)에서 언급하

는 시스템의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를 준다. 또한 5절에서 수행했던 

RAM 분석 과정을 Solution으로 제시함으로써 설계한 시스템이 목표 신

뢰도를 달성하였음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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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해저 Flowline에 대한 Reliability case – Solution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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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Flowline을 대상으로 전개된 전체 Reliability case의 모습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해저 Flowline에 대한 Reliabili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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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해저 생산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존 방안

분석을 통해, supplier 및 sub-contractor로부터 제공받는 시스템 패키

지(하위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Reliability case를 도입하였다. Case는 목표 신뢰도 

달성에 대한 결과만을 보여주던 기존의 신뢰도 분석 툴과는 다르게 그러

한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신뢰도 

관리에 효율적이다. 또한 Reliability case의 작성 프로세스를 API RP 

17N의 DPIF cycle과 연계시킴으로써 해저 생산 산업의 특성에 맞는, 

즉- 다수의 supplier와 sub-contractor의 신뢰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실

용적인 방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술형 작성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작성

법인 GSN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조선의 연료유 시

스템을 대상으로 한 Safety case와 SIS 시스템에 대한 Reliability case

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저 Flowline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전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Internal corrosion에 의한 

이송물 누수 경우에 대해 Reliability case를 작성함으로써 목표 신뢰도 

달성에 초점을 맞춘 설계가 가능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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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활용 방안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 도입한 Reliability case는 시스템이 목표 신뢰도를 만

족한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 자료를 포함한다. 즉, 

Case는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어떤 가정을 했는지, 분

석 과정은 어떠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와 같은 설계 관련 정

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설계 단계와 운영 단계 사이의 신뢰도 관

련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최근 해저 생산 산업 내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수행된 신뢰도 

관련 정보의 공유 문제를 지적하고, 설계 단계의 신뢰성과 운영 단계의 

무결성(Integrity)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데, Case를 두 단계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함으

로써 이러한 생각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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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Safety case 세부 

 

그림 A. 1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Safety case 세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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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2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Safety case 세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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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3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Safety case 세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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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4 유조선의 연료유 시스템에 대한 Safety case 세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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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S(Safety Instrumented System)에 대한 Reliability 

case 세부 

 

그림 B. 1 전기전자 안전 시스템에 대한 Reliability case 세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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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 2 전기전자 안전 시스템에 대한 Reliability case 세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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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 3 전기전자 안전 시스템에 대한 Reliability case 세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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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iability Case of  

Subsea Flowlines  

using Goal Structuring Notation 
 

Min-sun Park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ubsea industry expanded their range of activities in the 

deep-water environment, subsea equipment that was used for 

normal shallow water environment had problems in its reliability and 

maintenance performance. The industry has been trying hard to 

improve its system's performance for the past decade and has 

developed some practices like the API RP 17N and Subsea 

Reliability Strategy which is a result of the cooperation between BP 

and Cranfield University in the UK. BP has 13 Key processes to 

assure system reliability in the engineering phase. These are 

required for subcontractors who want to join a project with BP and 

they must perform various activities according to the 13KPs. BP 

sets a model, RCMM(Reliability Capacity Maturity Model)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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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s how well Subcontractors comply with the 13KPs. They 

select subcontractors for their projects based on each of the 

subcontractor's RCMM level. API RP 17N also focuses on assuring 

subsea system reliability in the engineering phase of the DPIF cycle. 

Late in the engineering phase, detailed units like the X-mas tree 

and, manifold, are considered. Because the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processes of the lowest units belong to specialized 

subcontractors, it could be said that subcontractors play a big role 

in achieving a system's reliabil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equipment provided by subcontractors meets the 

required level of reliability to achieve reliability in the whole system. 

This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a new tool for management.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case is adopted for reliability management and 

developed for a subsea flowline system using GSN notation. 

Consequently, system design that focuses on reliability could be 

possible through the Reliability case.  

 

Keywords : Reliability Case, Safety Case, Subsea Flowlines, 

GSN(Goal Structuring Notation), ASCE(Assurance and Safety Cas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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