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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투 시스템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주요 목적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부품이 다른 기능과 관련
된 부품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부품의 피격 확률은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품의 중요도 및 피
격 확률을 모두 고려하여 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투 시스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분석된 결과를 반영하
여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FMECA 기반의 위험도를 적용하
고, 전차의 구성 부품별 위험도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과 계산 기준을 정의하며, 통합 위험도를 이용한 부품별 취약성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제안한 기법을 자동화해주는  위험도 기반의 취약성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제안한 기법의 유용성을 실험한다.

ABSTRACT

The combat system has a different purpose depending on its mission. All functions of combat system are important, 
but, the components that related main functions for the purpose, are  important than other components. Also, the hit 
probability of component is proportional to area of the component. Therefore, when we analyze vulnerability of 
combat system, to consider the importance and hit probability of component. Thus to improve reliability of combat 
system, we apply the analyzed result to design combat system. In this paper, we develop a vulnerability analysis 
program based on criticality which calculated from importance and hit probability of components by related 
researches. To do this, we propose a methodology to apply criticality of components, and define classification rates for 
calculating criticality based on FMECA. Additionally, we propose a technique of vulnerability analysis using 
criticality of components, and apply the proposed technique to develop and test the vulnerability analysis program for 
automation of analysis.

키워드 : 위험도, FMECA, 부품, 취약성 분석, 전차

Key word : Criticality, Failure Mode, Effectiveness and Criticality Analysis, Component, Vulnerability analysis, Armored 
fight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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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방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 시스템의 범

주에는 전투뿐만 아니라 정찰, 수송 등의 목적을 가진 

시스템들도 포함되며, 이들 시스템은 목적에 따라 각

기 다른 특성을 가진다. 공격, 이동, 방어, 탐지, 통신 등 

전투 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중요하지만, 전차와 같은 

경우는 기동력을 바탕으로 여러 위협을 회피하거나 감

내하여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목적으로 가지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 방어, 공격 기능에 특화되

어 있다[1]. 반면에 수송 목적의 시스템은 신속하고 안

전한 수송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이동 및 방어 기능이 

중요하며, 정찰 목적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동과 

탐지 기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투 시스

템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부품이 다른 기능과 관련된 

부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importance)를 가지

게 된다[2]. 
한편, 부품이 손상될 가능성은 부품의 피격 확률과 

직결되며, 피격 확률이 높은 부품이 그렇지 않은 부품

보다 상대적으로 위협에 대해 취약하다[3,4]. 따라서 전

투 시스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중요도 및 피격 

확률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고려되어야

만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다[5]. 이와 관

련하여 전차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을 기능에 따라 중

요도를 산정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 연구[2,6],다중 관

통선을 기반으로 피격면에 대한 부품별 피격 확률을 분

석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 연구[4]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FMECA(failure 

mode, effectiveness and criticality analysis)[7] 기반의 

위험도(criticality)를 활용하여 전투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별 취약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투 

시스템의 설계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품

을 선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

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위험도와 관련한 연구 및 개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3장에서 부품별 위험도를 적용

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제안하며, 4장에서 부품별 위

험도를 기반으로 취약성을 분석한다. 또한 5장에서 제

안한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활용한 부품별 취약성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6
장의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끝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부품의 중요도를 이용한 전차 취약성 분석

전투 시스템의 주요 임무와 관련된 부품이 다른 기능

과 관련된 부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 
여기서 중요도란,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요소)들 

중 한 부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수치화한 것을 의

미한다[2]. 이는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에 있어서 한 부

품의 손상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표현하

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6]의 연구에서는 전투 시스템의 생존성 분석을 위한 

주요 부품의 중요도 산정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2]의 

연구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도입하여 전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손상이 생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

템을 개발한 바 있다. 중요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

저, 전투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각의 부품에 가중치를 부여해야한다. 부여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중요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본 논문

에서는 [2]의 연구에서 도출한 부품의 중요도를 참조하

여, 이를 위험도 계산을 위한 요소 중 하나인 심각도로 

활용한다.

2.2. 부품의 피격 확률을 이용한 전차 취약성 분석

피격이란, 총탄, 포탄 등의 위협탄에 의해 전투 시스

템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위협탄에 의해 피격 및 관통되었다고 가정하면, 일반적

으로 전투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의 면적이 넓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피격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취약

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부품의 취약 면적으로도 정의

된다. 
[3]의 연구에서는 함정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을 사

각형으로 단순화하여 단일 및 다중 관통시 면적에 대한 

취약성을 계산하였다. 또한 [4]의 연구에서는 3차원 

CAD를 기반으로 설정한 다중 관통선과 전차를 구성하

는 부품의 교차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피격면에 대

한 전체 유효 피격 횟수 중에 해당 부품의 피격 횟수를 

통해 피격 확률을 계산하고, FTA를 기반으로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의 연구에서 분석한 전면 

및 측면에 대한 부품의 피격 확률 참조하여 위험도 계

산을 위한 요소 중 하나인 발생도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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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mponent name Importance [2] Hit probability(front) [4] Hit probability(side) [4]

Components for 
firepower 

주포 0.168 0.00738007 0.07786885

사격 통제 장치 0.112 0.02214022 0.00409836

탄약고(1) 0.04 0.02214022 0.01229508

탄약고(2) 0.04 0.02214022 0.01229508

탄약고(3) 0.04 0.02214022 0.01229508

Components for 
mobility

엔진 0.1 0.09963100 0.06762295

연료 탱크(좌) 0.02 0.01845018 0.03073770

연료 탱크(우) 0.02 0.01845018 0.03073770

무한궤도(좌) 0.03 0.08856089 0.57172131

무한궤도(우) 0.03 0.08856089 0.57172131

Components for  
defense function 

(armor)

장갑(상) 0.0875 0.22140221 0.19672131

장갑(하) 0.0875 0.42066421 0.53893443

능동 방어 체제(좌) 0.025 0.00738007 0.02049180

능동 방어 체제(우) 0.025 0.00738007 0.02049180

연막탄 발사기(좌) 0.0125 0.01476015 0.01024590

연막탄 발사기(우) 0.0125 0.01107011 0.01024590

Components for 
detection 

(sensor) function

잠망경 0.055 0.02583026 0.01229508

해치(1) 0.0153 0.01476015 0.01024590

해치(2) 0.01485 0.01845018 0.01024590

해치(3) 0.01485 0.01476015 0.00819672

Components for 
communication 

function

무전기 0.03 0.07380074 0.00819672

안테나(좌) 0.01 0.06642066 0.02663934

안테나(우) 0.01 0.06642066 0.02663934

표 1. 부품별 중요도 및 피격 확률

Table. 1 Importance and hit probability for components

2.3. FMECA 기반의 위험도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기법인 

FMECA 기법에서는 부품의 고장 모드 및 영향에 관한 

위험 우선순위(RPN, risk priority number)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각도(severity), 발생도(occurrence), 검출도

(detection)의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한다. 여기서 심각도

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

는 것이고, 발생도는 부품의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검출도는 고장 및 원인의 검출 가능

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은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가

지며, 일반적으로 식 (1)과 같이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를 모두 신뢰성 분석에 이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단순

히 심각도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식 (2)와 같이 심각도

와 발생도(발생 확률)를 이용할 수도 있다[8,9]. 

RPN = Severity × Occurrence × Detection      (1)

 Criticality = Severity × Occurrence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할수록 분석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하지만, 피격

으로 인해 전투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의 손상으로 

인한 전투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검출

도는 고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투 시스템의 지속

적인 운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고

장에 관한 분석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피격에 의한 

부품 손상에 따른 영향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검출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식 (2)
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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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험도 적용 방법과 점수 기준 정의

3.1. 위험도 계산을 위한 심각도 및 발생도 정의

본 논문에서는 여러 전투 시스템 중 전차 모델을 기

준으로 위험도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며, [2]의 

연구에서 도출된 전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중요도를 재

구성하여 심각도로 이용한다. 또한 [4]의 연구에서 도출

된 전차의 전면 및 측면에 대한 부품별 피격 확률을 재

구성하여 발생도로 이용한다. 표 1에 전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분류와 부품명을 비롯하여 계산된 부품별 중요

도 및 피격 확률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중요도는 정적

인 요소가 되고, 피격 확률은 전면 및 측면에 따라 변화

하기 때문에 동적인 요소가 된다.  

3.2. 위험도 계산을 위한 점수 기준 정의

FMECA에서는 RPN이나 위험도의 계산을 위해서 

심각도나 발생도에 대한 값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1부
터 10까지의 기준에 따른 점수로 변환하여 계산에 이용

한다. 따라서 점수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10], 
본 논문에서는 위험도의 계산을 위해서 중요도 및 피격 

확률의 각 기준을 표 2 및 표 3과 같이 선정한 부품의 수

를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위험도를 계산한다. 이에 

따라 식 (2)는 식 (3)과 같이 다시 정의된다. 본 논문에

서는 선정한 부품의 수를 고려하여 점수 기준을 정의하

였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부품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점수 기준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향후 국방 분

야의 전문가 등에 의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Rate Criteria for importance
10 0.15 이상

9 0.125 이상

8 0.1 이상

7 0.08 이상

6 0.06 이상

5 0.04 이상

4 0.02 이상

3 0.01 이상

2 0.005 이상

1 0 이상, 0.005 이하

표 2. 중요도의 점수 기준

Table. 2 Classification rate for importance

Rate Criteria for hit probability
10 0.5 이상

9 0.3 이상

8 0.1 이상

7 0.08 이상

6 0.06 이상

5 0.04 이상

4 0.02 이상

3 0.01 이상

2 0.005 이상

1 0 이상, 0.005 이하

표 3. 피격 확률의 점수 기준

Table. 3 Classification rate for hit probability

Criticality = Importance(rated) ×              
       Hit probability of component(rated)

(3)

Ⅳ. 부품별 위험도 계산 및 취약성 분석

4.1. 피격면에 대한 부품별 위험도 계산

부품별 위험도 계산을 위하여 표 1의 중요도 및 피격 

확률에 표 2와 표 3의 점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면

과 측면에 대한 부품별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이때, 부
품의 분류에 따라 F-Kill, M-Kill, A-Kill, S-Kill, C-Kill
을 고장 모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격 기능 상실, 이
동 기능 상실, 방어 기능 상실, 탐지 기능 상실, 통신 기

능 상실로 정의하였으며, FMECA 결과를 표 4에 정리

하였다.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부품

(위험도 30 이상)은 전면의 경우, 엔진, 장갑(하), 장갑

(상), 사격 통제 장치 순으로 나타났으며, 측면의 경우, 
장갑(하), 주포, 장갑(상), 엔진, 무한궤도(좌), 무한궤도

(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격 통제 장치의 

위험도는 측면의 경우보다 전면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

으므로 사격 통제 장치는 측면보다 전면의 취약성에 많

은 영향을 끼친다. 반면에 주포의 위험도는 전면의 경

우보다 측면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으므로 주포는 측면

의 취약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부품별 통합(평균) 위험도 계산

전면 혹은 측면에 대한 부품별 취약성만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산된 전면 및 측면의 부품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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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name
Failure 
mode

Failure 
effectiveness

Importance 
rate (A)

Hit probability 
rate(front) (B)

Hit probability 
rate(side) (C)

Criticality(front)
(A × B)

Criticality(side)
(A × C)

주포

F-Kill
Loss of 

firepower 

10 2  6  20 60
사격 통제 장치 8 4  1  32 8

탄약고(1) 5 4 3  20 15
탄약고(2) 5 4 3  20 15
탄약고(3) 5 4 3  20 15

엔진

M-Kill
Loss of 
mobility

8 8  6  64 48
연료 탱크(좌) 4 3  4  12 16
연료 탱크(우) 4 3  4  12 16
무한궤도(좌) 4 7  10  28 40
무한궤도(우) 4 7  10  28 40

장갑(상)

A-Kill
Loss of defense 

function 
(armor)

7 8  8  56 56
장갑(하) 7 9  10  63 70

능동 방어 체제(좌) 4 2  4  8 16
능동 방어 체제(우) 4 2  4  8 16
연막탄 발사기(좌) 3 3  3  9 9
연막탄 발사기(우) 3 3  3  9 9

잠망경

S-Kill

Loss of 
detection 
(sensor) 
function

5 4  3  20 15
해치(1) 3 3  3  9 9
해치(2) 3 3  3  9 9
해치(3) 3 3  2  9 6
무전기

C-Kill
Loss of 

communication 
function

4 6  2  24 8
안테나(좌) 3 6  4  18 12
안테나(우) 3 6  4  18 12

표 4. FMECA 결과 및 부품별 위험도

Table. 4 Result of FMECA with criticality for components

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취약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통합적

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면 

및 측면 위험도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전면과 측면 위

험도의 평균값을 구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

로 정렬하였으며, 이를 표 5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전차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할 부품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평균법은 단순한 접근인 것 같

지만 향후 전면 및 측면에 대한 위험도가 아닌 다양한 

피격면(예 : 30° 혹은 45° 단위의 회전에 따른 부품별 위

험도 도출 등) 혹은 피격각(예 : 직선이 아니라, 피격각

에 따른 대각선이나 곡선의 관통선 설정 등) 등을 고려

하여 통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라고 볼 수 있다. 

Component name Average criticality

장갑(하) 66.5
엔진, 장갑(상) 56

주포 40
무한궤도(좌), 무한궤도(우) 34

사격 통제 장치 20

탄약고(1), 탄약고(2), 탄약고(3), 잠망경 17.5

무전기 16
안테나(좌), 안테나(우) 15

연료 탱크(좌), 연료 탱크(우) 14
능동 방어 체제(좌), 능동 방어 체제(우) 12

연막탄 발사기(좌), 연막탄 발사기(우), 
해치(1), 해치(2)

9

해치(3) 7.5

표 5. 위험도에 대한 부품별 우선순위

Table. 5 Priority of components by crit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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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발한 프로그램 및 분석 결과

Fig. 2 Analyzed result of developed program

Ⅴ. 프로그램 개발 및 실험

5.1. 설계 및 개발 환경

위험도를 활용한 부품별 취약성 분석 프로그램의 동

작 과정을 그림 1에 나타내었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 분

석된 중요도와 피격 확률에 관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먼저, 표 1과 같은 부품의 중요도 및 피격면

에 대한 피격 확률에 관한 데이터를 불러온 후 처리한

다. 또한, 표 2와 표 3에서 정의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

에 따라 각 값을 점수로 변환하고, 전면과 측면의 위험

도를 계산하여 출력해준다. 끝으로 전면의 위험도와 측

면의 위험도를 이용하여 부품별 평균 위험도를 계산하

고, 계산의 결과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출력해준다. 프
로그램의 개발 환경으로 운영체제는 Windows 7, 개발 

도구는 Visual Studio 2012, 프로그래밍 언어는 C#을 이

용하였다. 
그림 1. 프로그램 동작 과정

Fig. 1 Operating process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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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현 및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취약성 분석 방법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위험도를 활용한 부품별 전차 취약성 분석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동작 화면은 그림 2
와 같다. 그림 2의 왼쪽에 이 과정을 나타낸 것과 같이 

화면의 가장 상단에 중요도 및 피격 확률을 불러오고, 
점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메뉴가 있다. 메뉴의 아래, 
즉 화면의 상단에는 중요도, 전면, 측면 피격 확률 목록

창이 있으며, 화면의 하단에는 전면, 측면, 평균 위험도 

목록창이 있다. 또한 그림 2는 중요도 및 피격 확률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온 후, 이를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중요도, 전면 피격 확률, 측면 피

격 확률 목록창에 출력하고, 전면, 측면, 평균 위험도를 

계산하여 전면, 측면, 평균 위험도 목록창에 위험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출력한 화면이다. 개발한 프로

그램을 이용하면,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중요도 및 피

격 확률을 기반으로 부품별 위험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전차의 설계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차의 취약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FMECA 기반

의 위험도를 활용한 부품별 전차 취약성을 분석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부품별 위험도를 적용

하기 위한 계산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취약성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내용을 적용하여 

부품별 취약성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

하면 전차를 구성하는 부품별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전차의 설계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하는 부품을 선정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

도는 시스템 수준(system level)의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중 관통선 기반의 피

격 확률은 기능 수준(function level)의 취약성을 분석하

기 위해 활용되었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다룬 위험도

는 부품 수준(component level)의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

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통합적인 취약성 분석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전면 및 측면뿐만 아니라, 30° 혹은 

45° 등의 단위별 회전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피격면

에 대한 취약성 분석에 관한 연구와 직선이 아닌 대각

선이나 포물선(곡선)의 관통선 설정 등 피격 각도가 고

려된 취약성 분석 등 전투 시스템 취약성 분석의 신뢰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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