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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투 시스템 신뢰성 분석 시스템의 개발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고장 원인 

및 확률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신뢰성 분석 기법인 FTA를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차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시스

템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FTA를 전투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

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을 기반으로  FTA 기반의 전차 취약성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3차원 전

차 모델을 기반으로 다중 관통선을 설정하여 주요 부품의 피격 확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기능별 상실 확률을 분석

한다. 분석된 기능별 상실 확률을 통해 피격면에 따른 전차의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development of reliability analysis system for combat system is required, because, necessities of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research are emphasized. In this paper, we develop a system which analyzes vulnerabilities 
for tank(or armored vehicle) based on the fault tree analysis(FTA) technique. The FTA is representative technique of 
reliability analysis to find cause of  fault and calculate probability of fault. To do this, we propose a method to apply FTA 
technique into domain of vulnerability analysis for tank. Also, we develop the vulnerability analysis system using the 
proposed method. The system analyzes hit probabilities of components of tank based on multiple shot-lines, and 
calculates kill probabilities. The analyzed and calculated data support vulnerability analysis of tank.

키워드 :  FTA, 피격 확률, 기능별 취약성, 취약성 분석,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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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투 시스템은 전투와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

템을 의미하며[1], 육상의 전차, 해상의 함정, 공중의 전

투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전투 시스템의 신

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협에 대한 전투 시스템의 취약

성을 분석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2]. 전투 시스템 취약성 분석을 

위한 목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프로그램은 몇몇

의 외국산 상용 프로그램이 알려져 있을 뿐 국방/군사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거의 알려진바 없다. 또한 함

정이나 항공기의 취약성 분석에 관한 연구나 개발은 상

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1,3,4], 전차와 

같은 육상의 전투 시스템에 관한 취약성 분석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산 

시뮬레이션 기반 전투 시스템 취약성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되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5,6]. 그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FTA 
(fault tree analysis)[7] 기반의 전차 취약성 분석 시스템

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FTA는 시스템의 고장 

원인 및 고장 확률 분석을 위한 기법으로, 이를 전차의 

취약성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기본적

으로 FTA는 원인이 되는 부품의 고장 확률을 이용하여 

전체 고장 확률을 계산하는데, 제안하는 방법은 부품의 

고장 확률 대신 부품의 피격 확률을 이용하며, 이를 통

해 전체 고장 확률이 아닌 특정 기능의 상실 확률을 계

산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3차원 전차 모델

을 이용한 부품별 피격 확률 분석 프로그램과 FTA 기
반의 기능별 상실(kill) 확률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해봄으로써 FTA 기반의 전차 취약성 분석 시스템

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Ⅱ. 필요성 및 관련 연구

2.1. 전투 시스템 취약성 분석 및 필요성

전투 시스템은 육상전, 해상전, 공중전 등의 전투 환

경에서 국방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시

스템으로 첫째, 전차, 야전포, 군함, 전투기 그리고 보병 

등과 같이 실제 전투에 가담하는 화력 및 병력이 있고, 

둘째, 박격포, 기관총, 개인 화기, 보급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송 수단들이 있으며, 셋째, 그 이외 전투에 운용

하는 군수 물자, 시설물, 전략, 전술용 장비 및 체계 등

이 있다. 전투 시스템 취약성은 위협으로부터 입는 피

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투 시스템의 개발시에 

취약성 분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의 

기반 기술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5,6].
전투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국방/군

사 분야의 특성상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들 중, 국외의 경우에는 80~90년대

의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전투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최근에서야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연구에 대한 요구

가 생겨나게 되었다. 

2.2. 관련 연구

전투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과 관련한 최근 연구로는 

먼저, 전차의 관통 해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8,9]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3차원 그래픽 라이브러리인 

Open CASCADE를 이용하여 CAD 전차 모델에 관통선

(shot line)을 설정하고, 설정된 관통선에 대하여 관통 해

석식을 적용한 후, 관통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균질압연장갑 기준의 방호 성능을 기반으로 포탄

의 종류에 따른 관통 성능, 관통 여부, 잔여 관통 성능 등

을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10,11]의 연구에서는 

연료 탱크 및 적재 포탄과 같은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을 

가진 치명 부품을 대상으로, 순간 화재의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위협(포탄)을 비롯하여 연료 종류 및 적재 포탄의 종류

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위협의 최대 관통 성능과 

장갑의 임계 두께에 따른 연료 및 적재 포탄의 발화점 

및 인화점에 대한 발생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이밖에도 전투 시스템 중 함정을 대상으로 위협, 함

정의 구성품, 위협에 따른 구성품의 취약 확률을 정의

하여 구성품의 위치와 면적에 따른 취약 확률로 취약성

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함정의 단순 모델을 이

용하여 취약 면적을 기반으로 이동과 관련된 부품의 취

약성을 분석하는 연구[3]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전투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FTA 기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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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TA 기반의 취약성 분석 기법

3.1. FTA의 개요, 용어, 표기법

FTA는 시스템의 고장 원인 분석 및 고장 확률 예측

을 위한 대표적인 신뢰성 분석 기법이다. 시스템의 신

뢰성 향상을 위하여 특정 고장을 발생시키는 사건

(event)과 그 원인을 논리 기호인 AND 혹은 OR 게이트

를 이용하여 트리 구조로 표현함으로서 해당하는 고장

과 그 원인이 되는 부품간의 관계 및 고장 발생 확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FTA의 가장 상위 

노드(top event, 정상 사건)에는 고장이 위치하며, 그 아

래에는 해당하는 고장의 원인이 되는 노드(event or 
basic event, 사건 혹은 기본 사건)들이 위치한다. 이때, 
기본 사건은 말단(terminal) 노드를 의미하며, 상위 레벨

의 노드와 하위 레벨의 노드는 각각의 관계에 따라 

AND 혹은 OR 게이트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FTA에

서는 정상 사건 및 사건(하위 레벨에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은 사각형으로 표현하며, 기본 사건(하위 레벨에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은 원으로 표현한다. 본 논

문에서는 FTA의 기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기반으로 

정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여 이를 취약성 분석

에 이용한다[7,12]. 

그림 1. FTA 용어 및 표기법의 예

Fig. 1 Example of terms and notations for FTA

3.2. 부품별 고장 확률 정의 및 계산

일반적으로 FTA에서 고장 확률은 부품의 평균 사용 

시간(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전투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에 FTA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사용 시간이 아니라 

피격으로 인한 부품의 손상 확률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성 부품의 면적이 넓을수록 피격되어 

손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3] 본 논문에서의 피격 확률

은 피격면(전면/측면)에 대한 전체 유효 피격 횟수 중에 

해당 부품의 피격 횟수를 통해 결정한다. 따라서 부품

의 피격 확률(PHC)은 식 (1)과 같이 전체 피격 횟수

(HTotal) 중에 부품(i)이 피격된 횟수(HC)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단, 본 논문에서는 장갑의 방호 성능은 고려

하지 않으며, 전차의 전면과 측면에 일정 간격 마다 관

통선(shotline)을 설정한 후, 부품과의 교차 여부를 검사

하여 피격 유무를 판단한다. 이때, 한 관통선에 여러 부

품이 중복해서 교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overlap)
을 허용한다.

PHC(Probability of component hit) :

           



Where, HTotal : Count of total hit
             HComponent : Count of component hit

(1)

3.3. FTA에서의 정상 사건 정의

피해 기준은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피해에 대한 기능 상실의 기준을 의미한다

[13,14]. 여러 피해 기준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표 1과 같은 F(firepower)-Kill, M(mobility)-Kill, 
A(armor) -Kill, S(sensor)-Kill, C(communication)-Kill
의 다섯 가지 피해 기준을 FTA의 정상 사건으로 가정

하여 각각에 대한 확률을 도출하여 전차의 취약성을 분

석한다.

표 1. FTA의 정상 사건 정의

Table. 1 Definitions for top event of FTA

Top event Definition

F-Kill Loss of firepower 

M-Kill Loss of mobility

A-Kill Loss of defense function(armor)

S-Kill Loss of detection(sensor) function

C-Kill Loss of communic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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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FTA 기법의 적용 방법 및 정상 사건 확률 계산

전투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은 취약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치명 부품(critical component)과 그렇지 않

은 일반 부품(non-critical component)으로 나눌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기능 상실을 

고장이라고 가정하며, FTA 기법을 여기에 적용하면 치

명 부품은 OR 게이트, 일반 부품은 AND 게이트로 표

현할 수 있다. 또한 치명 부품이라도 여러 개(redundant)
로 이루어져 있거나 분산되어 있어서 일부가 손상되더

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경우에는 AND 게이트로 표

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FTA에서 AND게이트 및 

OR 게이트로 연결된 노드간의 확률 계산은 식(2)과 같

이 정의된다[12].

AND gate :

            






OR gate :

            






Where, PKill :Probability of Kill

(2)

Ⅳ. 분석 대상 정의 및 시스템 설계

4.1.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FTA 기반의 전차 취약성 분석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 먼저, 부품별 피격 확률 분석 프로그램은 전차를 구

성하는 부품의 3차원 CAD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다중 

관통선을 설정한 후, 피격면에 대한 부품별 피격 확률

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파일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는

데, 이때 식 (1)이 사용된다. 또한 FTA 기반의 기능별 

상실 확률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출력된 분석 결과 파일

을 기반으로 FTA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비롯하여 기본 사건(basic event)의 확률을 통해 사건

(event)의 확률을 계산한 후, 상위 사건의 확률을 이용

하여 정상 사건(top event)의 확률을 계산하는 형태

(bottom-up 방식)로 기능별 상실 확률을 도출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는 식 (2)가 

사용된다.

그림 2. 시스템 동작 과정(구조도)
Fig. 2 System flowchart(architecture)

4.2. 분석 대상 부품 정의

실제 전차는 아주 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지만, 일반이 

쉽게 BOM(bill of materials)과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해 모든 부품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15]의 연구

에서는 전차를 구성하는 공격, 이동, 방어, 관측, 통신 

기능 관련 주요 부품을 선정하여 이용하였으며, 본 논

문에서는 이를 표 2와 같이 보다 세분화하여 활용한다.

표 2. 전차의 주요 부품 및 기능별 분류

Table. 2 Representative components of tank

Function Component

Firepower 

회전 포탑 주포, 사격 통제 장치

적재 포탄

적재 포탄(1), 적재 포탄(2), 
적재 포탄(3), 적재 포탄(4), 
적재 포탄(5), 적재 포탄(6)

Mobility

엔진 -

연료 탱크 연료 탱크(좌), 연료 탱크(우)

무한궤도 무한궤도(좌), 무한궤도(우)

Defense
(armor)

장갑 장갑(상), 장갑(하)

능동 방어 

체계

능동 방어 체제(좌), 
능동 방어 체제(우)

연막탄 

발사기

연막탄 발사기(좌), 
연막탄 발사기(우)

Detection 
(sensor)

잠망경 -

해치 해치(1), 해치(2), 해치(3)

Communication
무전기 -

안테나 안테나(좌), 안테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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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품별 피격 확률 분석

5.1. 부품별 피격 확률 분석 프로그램

전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피격 확률을 도출하기 위해 

부품별 피격 확률 분석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전면 및 

측면에 대한 피격 확률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현한 

프로그램은 3차원 CAD 기반의 전차 모델을 이용하여 

관통선과 부품의 교차 여부를 분석하고, FTA 기반의 

기능별 상실 확률 분석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한다. 
부품별 피격 확률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은 다

음과 같다. Windows 7 운영체제에서 Visual Studio 
2008을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C언어와 

C++ 기반의 MFC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관통

선 설정 및 부품 모델 시각화는 CAD 기반 그래픽 라

이브러리인 Open CASCADE 기반의 DLL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5.2. 전면에 대한 부품별 피격 확률 분석

전면에 대한 부품의 피격 확률을 분석한 화면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지정한 범위 내에 일정 간격마다 관통

선을 설정하였으며, 총 960개의 관통선 중 271개가 전

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 이상을 관통하였다. 전면

에 대한 부품별 피격 확률의 분석 결과를 표 3에 정리하

였으며, 분석 결과를 보면 전면에 대한 피격 확률은 장

갑(하), 장갑(상), 엔진, 무한궤도(좌), 무한궤도(우), 무
전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부품별 피격 확률 분석 과정(전면)
Fig. 3 Probability analysis of component hit(front)

Component name HC PHC

주포 2 0.00738007
사격 통제 장치 6 0.02214022
적재 포탄(1) 3 0.01107011
적재 포탄(2) 3 0.01107011
적재 포탄(3) 3 0.01107011
적재 포탄(4) 3 0.01107011
적재 포탄(5) 3 0.01107011
적재 포탄(6) 3 0.01107011

엔진 27 0.09963100
연료 탱크(좌) 5 0.01845018
연료 탱크(우) 5 0.01845018
무한궤도(좌) 24 0.08856089
무한궤도(우) 24 0.08856089

장갑(상) 60 0.22140221
장갑(하) 114 0.42066421

능동 방어 체제(좌) 2 0.00738007
능동 방어 체제(우) 2 0.00738007
연막탄 발사기(좌) 4 0.01476015
연막탄 발사기(우) 3 0.01107011

잠망경 7 0.02583026
해치(1) 4 0.01476015
해치(2) 5 0.01845018
해치(3) 4 0.01476015
무전기 20 0.07380074

안테나(좌) 18 0.06642066
안테나(우) 18 0.06642066

HTotal 271

표 3. 부품별 피격 확률(전면)
Table. 3 Probability of component hit(front)

5.3. 측면에 대한 부품별 피격 확률 분석

측면에 대한 부품의 피격 확률을 분석한 화면을 그림 

4에 나타냈다. 전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한 범위 

내에 일정 간격마다 관통선을 설정하였고, 총 1540개의 

관통선 중 488개가 전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 이상

을 관통하였으며, 전면 및 측면의 부품별 피격 확률의 

분석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측면

에 대한 피격 확률은 무한궤도(좌), 무한궤도(우), 장갑

(하), 장갑(상), 주포, 엔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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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품별 피격 확률 분석 과정(측면)
Fig. 4 Probability analysis of component hit(side)

Component name HC PHC

주포 38 0.07786885
사격 통제 장치 2 0.00409836
적재 포탄(1) 3 0.00614754
적재 포탄(2) 3 0.00614754
적재 포탄(3) 3 0.00614754
적재 포탄(4) 3 0.00614754
적재 포탄(5) 3 0.00614754
적재 포탄(6) 3 0.00614754

엔진 33 0.06762295
연료 탱크(좌) 15 0.03073770
연료 탱크(우) 15 0.03073770
무한궤도(좌) 279 0.57172131
무한궤도(우) 279 0.57172131

장갑(상) 96 0.19672131
장갑(하) 263 0.53893443

능동 방어 체제(좌) 10 0.02049180
능동 방어 체제(우) 10 0.02049180
연막탄 발사기(좌) 5 0.01024590
연막탄 발사기(우) 5 0.01024590

잠망경 6 0.01229508
해치(1) 5 0.01024590
해치(2) 5 0.01024590
해치(3) 4 0.00819672
무전기 4 0.00819672

안테나(좌) 13 0.02663934
안테나(우) 13 0.02663934

HTotal 488

표 4. 부품별 피격 확률(측면)
Table. 4 Probability of component hit(side)

Ⅵ. FTA 기반 기능별 상실 확률 분석

6.1. FTA 기반 기능 상실 확률 분석 프로그램

전투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의 손상에 따른 기능 

상실 확률의 분석을 위하여 FTA 기반 기능별 상실 확

률 분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FT(fault tree)를 구성하고, 츌력된 부품별 피격 확률을 

이용하여 기본 사건에 대입(mapping)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연결된 확률을 이용하여 

정상 사건의 발생 확률, 즉 기능 상실 확률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출력하는 기능을 비롯하여 

구성된 FT와 분석 결과를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FTA 
기반 기능별 상실 확률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으

로 Windows 7 운영체제에서 Visual Studio 2012를 사

용하였으며, 프로그래밍 언어는 C#을 이용하였다. 그
림 5는 FTA 기반 기능별 상실 확률 분석 프로그램의 

동작 화면이다.

그림 5. FTA 기반 기능별 상실 확률 분석 프로그램

Fig. 5 FTA-based function loss probability analysis pro- 
gram

6.2. 기능 상실별 FT 구성 및 분석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차를 구성하는 각 부

품의 논리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그림 6 ~ 그림 10과 같

이 앞서 정의한 정상 사건인 F-Kill, M-Kill, A-Kill, 
S-Kill, C-Kill의 하위에 사건 및 기본 사건을 추가한 후, 
AND 게이트 및 OR 게이트를 연결하여 각 기능 상실에 

대한 FT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 부품의 피격 확률을 기

본 사건에 대입하여 기능 상실 확률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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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격 기능 상실(F-Kill) FTA 구성 및 확률 계산

Fig. 6 Probability of F-Kill

그림 7. 이동 기능 상실(M-Kill) FTA 구성 및 확률 계산

Fig. 7 Probability of M-Kill

그림 8. 방어 기능 상실(A-Kill) FTA 구성 및 확률 계산

Fig. 8 Probability of A-Kill

그림 9. 탐지 기능 상실(S-Kill) FTA 구성 및 확률 계산

Fig. 9 Probability of S-Kill

그림 10. 통신 기능 상실(C-Kill) FTA 구성 및 확률 계산

Fig. 10 Probability of C-Kill

표 5. 기능 상실 확률 분석 결과(전면/측면)
Table. 5 Result of kill probability analysis(front/side)

전면 측면

F-Kill 0.02935689 0.08164807

M-Kill 0.13935189 0.41037454

A-Kill 0.54902870 0.62983023

S-Kill 0.02583417 0.01229593

C-Kill 0.07788686 0.00890056

분석 결과를 보면, F-Kill, M-Kill, A-Kill은 전면보다

는 측면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고, S-Kill과 C-Kill은 전

면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특히 M-Kill의 경우, 전면

과 측면에서의 기능 상실 확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면에 비해 측면이 M-Kill에 매

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면은 측면에 비해 

S-Kill, C-Kill에 취약하고, 측면은 전면에 비해 F-Kill, 
M-Kill, A-Kill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Ⅶ.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TA 기반의 전차 취약성 분석 시스템

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개발한 시스템은 부

품별 피격 확률 분석 프로그램과 FTA 기반의 기능별 

상실 확률 분석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피격 확률 분

석 프로그램은 전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3차원 모델을 

기반으로 다중 관통선을 설정하여 피격면에 대한 부품

별 피격 확률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파일로 출력해주

는 기능을 한다. 또한 FTA 기반의 기능별 상실 확률 분

석 프로그램에서는 출력된 분석 결과 파일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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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구성하여 시각화해주는 기능 및 기능별 상실 확

률을 계산하는 기능을 한다.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차의 피격면에 대한 각 기능별 상실 확률의 비교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취약성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또한 다른 전투 시스템의 부품별 CAD 모델을 이

용하더라도 피격면에 따른 다중 관통선 기반의 피격 확

률 분석이 가능하며, 분석된 결과의 출력 데이터를 기

반으로 FTA 기반의 기능 상실 확률에 따른 취약성 분

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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