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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Fault Tree 분석을 이용한 시스템 신뢰도 평가

(System Reliability Evaluation using Dynamic Fault Tre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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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liability evaluation is important task in embedded system. It can avoid potential 

failures and manage the vulnerable components  of embedded system effectively. Dynamic fault 

tree analysis is one of the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s. It can represent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system such as fault & error recovery, sequence-dependent failures. In this paper, the 

steering system, which is embedded system in vehicles, is represented using dynamic fault tree. 

We evaluate the steering system using approximation algorithm based on Simpson’s rule. A set 

of simulation results shows that proposed method overcomes the low accuracy of classic 

approximation method without requiring no excessive calculation time of the Markov chai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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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전자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임

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에 사용되는 부

품들의 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

는 전자 부품들은 시스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

는데, 이러한 부품들의 영향력은 각각에 따라 다양

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스템 설계자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각각의 부품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고장의 가능성을 미리 평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분

석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fault tree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 방법이 있다. Fault tree 분석 

방법은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들을 진단

하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이다. 

즉, fault tree 분석 방법은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들의 인과관계를 논리 게이트로 나타내고 

각 부품들의 고장확률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신뢰도

를 평가하고 개선한다[1]. Fault tree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선형 시스템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고장 순서에 따라 변하는 동적인 특성을 

가진 시스템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마르코프 체인

(markov chain)을 이용하였다. 정적인 부분은 fault 

tree로 표현하고 동적인 부분은 마르코프 체인으로 

표현하여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마르코프 체

인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들이 생겨나면서 동

적 fault tree 분석(dynamic FTA) 방법이 개발되었

다[2]. 동적 fault tree 분석 방법은 기존의 마르코

프 체인으로 표현하였던 동적 특성들을 하나의 게

이트로 나타내어 기존의 fault tree 분석 방법처럼 

동적 특성을 지닌 시스템을 논리 게이트로 구성된 

나무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fault tree 분석을 통해 시스템을 분석한 

이후에 시스템의 신뢰성을 계산하기 위해 fault 

tree를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적 fault tree

를 평가할 때에는 동적 fault tree 내의 정적 게이

트(static gate)들을 먼저 평가하고, 동적 게이트

(dynamic gate)들을 마르코프 체인으로 변환하여 



244                    동적 Fault Tree 분석을 이용한 시스템 신뢰도 평가

평가한다[3, 4]. 하지만 동적 게이트를 마르코프 체

인으로 변환할 때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마르코프 체인 변환 방법은 먼저 정확한 문법과 의

미가 정해진 형식이 없고, 모듈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으로 인해 상태-공간 폭발 문제

에 취약하다. 상태-공간 폭발 문제는 동적 fault 

tree를 마르코프 체인으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문

제로, 특정한 경우 마르코프 체인을 구성하는 시스

템의 상태들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어 시스템을 제

대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동적 fault 

tree를 마르코프 체인으로 변환하지 않고 계산하는 

사다리꼴 공식 기반의 근사 알고리즘 방법이 제안

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이 

가능하지만 큰 오차를 가지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사다리꼴 공식 기반의 근사 알고

리즘을 Simpson의 법칙 기반의 근사 알고리즘으로 

수정하여 시스템의 정확한 신뢰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동차 내

의 조향시스템을 동적 fault tree로 표현하고 기존

의 동적 fault tree 평가 방법들과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비교 분석한다. 

 

Ⅱ. 본  론

 

본 논문에서는 동적 fault tree 분석 방법의 평

가 신뢰도의 향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동차 내의 

임베디드 시스템 중의 하나인 조향시스템을 대상으

로 동적 fault tree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의 평가 

방법과 제안한 평가 방법을 통하여 시스템의 신뢰

도를 구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조향시스템

본 논문에서의 조향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크

게 핸드 휠 시스템(hand wheel system)과 로드 휠 

시스템(road wheel system)으로 나뉠 수 있다. 각

각의 시스템에는 제어기와 센서, 액추에이터가 하나

씩 있고 각각의 부품들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

도 전체 조향시스템이 고장 난다.

1.1 제어기

제어기의 경우에는 두 개의 작은 제어기들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제어기의 경우 우선순위가 

있어 특정한 순서로 고장이 나야 전체 제어기의 고장

이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로드 휠 시

스템의 제어기가 고장 난 다음에 핸드 휠 시스템의 

그림 1. 조향시스템 개념도[6]

Fig. 1 A conceptual design of steering 

system[6]

제어기가 고장 나야 제어기 전체가 고장 난 것이라고 

시스템이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한 두 

개의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Priority AND게이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1.2 센서

센서의 경우에는 두 개의 서브시스템들에 각각 

하나씩 동작하고 있고 그 이외에 하나씩의 센서들이 

여분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여분의 센서들

은 동작하지 않고 정지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 기존

의 센서가 동작하고 있으면 여분의 센서들은 정지 상

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분의 센서가 기존의 센서보

다 먼저 고장 날 수는 없다. 이 경우 기존의 센서들이 

고장 나면 여분의 센서들이 동작하게 되고 여분의 센

서들까지 고장 나게 되면 시스템이 전체 센서가 고장 

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센서들은 여분의 장치를 표

현할 수 있는 Cold-Spare 게이트를 사용하여 나타

낼 수 있다.

1.3 액추에이터

핸드 휠 시스템의 액추에이터의 고장은 전체 조

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무

시하고 로드 휠 시스템의 액추에이터의 고장은 곧바

로 조향 시스템의 고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fault 

tree 내에 표현하여야 한다.

1.4 동적 Fault Tree 분석

위에서 언급한 조향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적 fault tree 분석 수행 결과를 그림 2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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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향 시스템의 동적 Fault Tree

Fig. 2 The dynamic fault tree of the steering system

Ⅲ. 신뢰도 평가 기법

동적 fault tree의 신뢰도 평가 기법은 여러 가

지 수학적 도구들을 사용하여 구성된 fault tree를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는 것이다.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동적 fault tree를 마르코프 체인으

로 변환하여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

나는 변환하지 않고 수학적 도구들을 사용하여 신

뢰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 마르코프 체인 변환

마르코프 체인 변환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

으로 여러 가지 평가 기법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하지만 동적 fault tree를 마르코프 체인

으로 변환할 때에 시간적 비용과 일반적인 형식이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동적 fault tree를 평가할 때에는 먼저 정적 

fault tree와 동적 fault tree로 분리하여 신뢰도를 

계산한다. 정적 fault tree의 경우, 부울대수 식을 

이용해 fault tree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확률론적 

식을 사용해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한다. 반면에 동

적 fault tree의 경우, 동적 게이트들을 마르코프 

그림 3. Priority-AND 게이트의 마르고프 체인 변환

Fig. 3 Markov chain for Priority-AND gate

체인으로 변환하여 시스템이 신뢰도를 구한다. 아

래 그림 3은 동적 fault tree에 사용되는 동적 게이

트 중의 하나인 Priority-AND 게이트를 마르코프 

체인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Priority-AND 게이

트는 입력 A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입력 B 이벤

트가 발생할 경우, 고장이라는 출력 C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마르코프 체인으로 변환하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마르코프 체인에서 Fa는 시

스템의 고장(failure), NF는 시스템의 정상상태

(non-failure)를 나타낸다.

마르코프 체인에서 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전이

라고 하는데, 이 전이의 횟수에 따라 시스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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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를 계산하는 식이 결정된다. 전이 횟수 n에 다

른 신뢰도(전체 시스템의 고장 확률)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


  ≠ 



        

 




(1)

여기서   는   번째 상태에서  번째 상태로 

천이할 확률을 나타내고 0 보다 큰 값을 가진다. 

  는  번째 상태에서 정상상태

(non-failure state)로 천이할 확률을 나타내고 0 

이상의 값을 가진다.

2. 근사 알고리즘

마르코프 체인 변환 기법은 시간적 비용으로 인

해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마르코프 체인 변

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동적 fault tree를 평가하

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계산 속도

를 매우 빠르게 향상 시킨 방법이 근사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법이다. 이 근사 알고리즘은 식 (2)와 같

이 동적 게이트를 적분 식으로 표현하고, 식 (3)과 

같이 적분 식을 사다리꼴 공식을 이용해 근사한다. 

여기서, 식 (2)에서의 ( )P t 는 t시간에 안에 동적 

게이트 하위 단의 모든 입력 이벤트들이 발생하여 

게이트의 고장 출력이 날 확률이다.

   ≤ ≤⋯≤ ≤







    



⋯
  



   ⋯     

(2)

≈
  



    

×




  



      ⋯    





(3)

여기서 은 기본 이벤트의 수, 은 시간 간격의 

수,   는 스텝의 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근사 알고리즘은 12% 정도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근사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더 정확한 값

을 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4. 곡선 그래프 예시

Fig. 4 Example of curve graph

3. Simpson’s rule 기반의 근사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근사 알고리즘의 적분 식

을 높은 정확성을 지닌 Simpson’s rule을 통해 근

사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Simpson’s 

rule은 그림 4와 같은 일반적인 곡선의 그래프를 

근사 적분하여 그 값을 구한다. 근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식을 ( )f x 라고 할 

때 식 (4)와 같이 근사할 수 있다.






≈


    ⋯   

(4)

일반적으로 근사는 누적 오차를 지니는데 이러

한 오차를 보상하여 더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 

Simpson’s rule의 표준 오차를 다음 식 (5)와 같이 

수정하여 사용한다. 수정된 표준 오차를 사용하여 

식 (4)를 식 (6)과 같이 수정하여 근사를 수행한다.

 


 

  ×


 




    (5)

여기서  는 적분 구간의 양 끝점이고, 는  와 

 사이의 임의의 수이다. 






≈


    

⋯    

      (6)

Ⅳ.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셋업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조향시스템은 두 개의 

제어기와 네 개의 센서, 그리고 한 개의 액추에이

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고장 확률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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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고장확률

Controller 1 6.28E-06

Controller 2 2.60E-06

Actuator 7.90E-07

Sensor 1 6.06E-04

Spare Sensor 1 8.76E-05

Sensor 2 6.06E-04

Spare Sensor 2 8.76E-05

표 1. 각 부품의 고장 확률

Table 1. Failure Probabilities of Each 

Component

Hour(h) MC
Existing 

Alg.

Proposed 

Alg.

500 3.3581E-04 2.951E-04 3.3010E-04

1000 1.2111E-03 1.0801E-03 1.1796E-03

1500 2.4655E-03 2.2123E-03 2.3891E-03

2000 3.9821E-03 3.5285E-03 3.9303E-03

2500 5.6748E-03 4.9589E-03 5.6237E-03

3000 7.4806E-03 6.6151E-03 7.3160E-03

3500 9.3529E-03 8.2231E-03 9.2033E-03

4000 1.1259E-02 1.0025E-02 1.1135E-02

4500 1.3174E-02 1.1662E-02 1.2858E-02

5000 1.5081E-02 1.3413E-02 1.4764E-02

5500 1.6967E-02 1.4807E-02 1.6662E-02

표 2. 조향 시스템의 비 신뢰도

Table 2. Unreliabilities of steering system.

2. 시뮬레이션 결과

각 부품들의 확률을 기반으로 하여 이전에 언급

한 세 가지의 평가 기법으로 조향 시스템의 비 신

뢰성을 계산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방법의 정

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500 시간에서 500 시간 

단위로 5500 시간까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동일한 동적 fault tree를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마르코프 체인 변환을 통한 방법과 근사 알고리즘 

그리고 제안된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한 후 마르코

프 체인 변환 방법을 기준으로 근사 알고리즘을 이

용한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오차 크기를 비교하였

다. 그림 5를 통해 결과 값을 확인해보면,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근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보다 오차가 10%정도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5. 평가 결과의 오차 그래프

Fig. 5 The graph of error of evaluation results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내의 임베디드 시스템 중

의 하나인 조향 시스템을 대상으로 동적 fault tree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향 시스템을 동적 fault tree

로 표현하고, 세 가지의 동적 fault tree 분석 기법

들을 통해 조향 시스템의 비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근사 알고리즘의 단점인 정확성

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인 Simpson’s rule 기반

의 근사 알고리즘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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