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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투 시스템은 다양한 적대적 환경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위협을 고려하지 않거나 하나의 위협

을 고려하며 구성 요소간의 종속적 관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전투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상실 확률

을 도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진행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하위, 상위의 두 계층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하위 계층에서는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FTA 기법을 이용하여 구성 요소별 고장 확률을 도출한다. 
상위 계층에서는 하위 계층에서 도출된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을 이용하며 구성 요소간의 종속적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BBN을 이용하여 기능의 상실 확률을 분석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구성 요소간의 종속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ABSTRACT 

A combat system performs a given mission enduring various threat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reliability of combat 
systems in order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perform a given mission. Most of studies considered no threat or on threat 
and didn’t analyze all the dependent relationships among the component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loss probability 
of the function of the combat system and use it to analyze the reliability. The proposed method is divided into two layers, 
A lower layer and a upper layer. In lower layer, the failure probability of each components is derived by using FTA to 
consider various threats. In the upper layer, The loss probability of function is analyzed using the failure probability of 
the component derived from lower layer and BBN in order to consider the dependent relationships among the 
components. Using the proposed method, it is possible to analyze considering various threats and the dependency between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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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투 시스템의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의 저하는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기능의 상실에 의해 발생한다. 전투 시스템의 기능

은 화력(firepower), 이동(mobility), 통신(communication), 
탐지(sensor)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능의 상실은 기

능과 관련된 여러 구성 요소가 다양한 위협에 의해 손상

되어 유발된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은 전투 시스템이 다양한 위협을 견디고 임무 수

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 확률이라

고 정의한다. 전투 시스템의 기능이 상실될 확률을 Pl이
라고 하면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은 식 (1)과 같이 Pr로 

표현된다. 

   (1)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

협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위협에 의한 고

장을 고려하지 않거나 특정 위협만을 고려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레이저(laser), 고에너지 입자빔

(high-energy particle beam)과 같은 위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고려하는 신뢰

성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2,3].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신뢰성 분석 기법인 FTA(Fault Tree Analysis),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분석하였다[1,4]. 하지만 이

러한 분석 기법은 구성 요소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나타

낼 수 없다. 최근 [5]에서는 구성 요소간의 종속적인 관

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BBN(Bayesian Belief Network)
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분석하였지만 특정 전투 시스템

에 대하여 신뢰성을 분석하였으며, 위협을 고려하지 않

고 시스템의 고장 원인에 대한 데이터를 SME(Subject 
Matter Experts)에 의한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TA 기법과 BBN을 이용하여 전투 시

스템의 구성 요소간의 종속적 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고려한 계층적 신뢰성 분석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하위, 상위 계층으로 나뉜다. 하
위 계층에서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을 동

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FTA 기법을 적용하여 위협에 의

한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을 분석한다. 상위 계층에서는 

하위 계층에서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BBN을 적용하

여 임무 수행을 위한 기능과 관련된 구성 요소간의 종속

적 관계를 고려하여 기능 수준의 신뢰성 분석을 수행한

다. 본 논문은 2장 관련 연구에서 FTA 기법과 BBN을 

설명하고 3장에서 전투 시스템의 계층적 신뢰성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임의로 대상 전투 시스템

을 설정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5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FTA 기법

FTA 기법은 1961년 미국의 벨(Bell) 전화 연구소에

서 시스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다. 
FTA 기법은 FT(Fault Tree)로 시스템의 고장 원인을 탐

색해 나감으로써, 고장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해

석기법이다. FTA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
저, 고장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

된 정보를 활용하여 고장과 인과 관계를 가지는 사상

(event)에 대하여 FT를 구성한다. 정성적, 정량적 분석

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작성한다[6,7].
FTA에서 FT는 사상과 게이트(gate)로 구성된다. 사

상은 정상사상(top event) 및 중간사상(intermediate event)
과 기본사상(basic event)으로 나뉜다[7]. 정상사상은 고

장을 나타내며 기본사상은 더 이상 전개될 수 없는 기본

적인 사건을 나타낸다. 중간사상은 정상사상과 기본사

상의 중간에 전개되는 사상이다. 게이트는 사상의 관계

에 따라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로 나뉜다. AND 게
이트는 모든 입력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만 출력 사건

이 발생하며, OR 게이트는 입력사건 가운데 적어도 1가
지가 일어날 때 출력 사건이 발생한다.

FTA 기법은 요소 고장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고장의 시간적인 순서는 고려하지 않

는다. 제안하는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에 있어서 다

양한 위협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발생순서는 고려하

지 않는다. 따라서 계산과 게이트 선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FTA 기법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위협에 의한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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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BN

BBN은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믿음 

네트워크(Belief Network)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확률론적 추론에 대한 기법이다. BBN은 모든 불확실성

을 0과 1 사이의 확률로 추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베

이지안에서 파생되었다. BBN은 베이즈 규칙을 이용하

여 관계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다[8].
BBN의 표현은 영향 다이어그램(influence diagram)

을 이용하며 노드(node)와 호(arc)로 구분된다. 노드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며 각 노드간의 관계를 호로 표현한

다. BBN은 수렴형(converging), 발산형(diverging), 혼
합형(hybrid) 그리고 연속형(serial)의 4가지 기본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로 모든 노드의 영향 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각 노드간의 관계에 따라 식으로 표현

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5,9]. 
BBN의 분석 과정에서 특정 시스템 X의 확률 변수에 

대한 결합 분포(joint distribution)는 식 (2)와 같다. X1, 
…, Xn는 X의 확률 변수를 나타내며, parent(Xi)는 Xi에 

영향을 주는 부모 노드를 나타낸다[10].

… 
  



    (2)

식 (2)를 계산하기 위하여 BBN의 노드에 대하여 

CPT(Conditional Probability Table)를 만든다. CPT는 

각 노드의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다. 
BBN을 이용하면 구성 요소의 종속적인 관계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

다. 이에 BBN을 이용하여 전투 시스템의 기능과 관련된 

구성 요소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전투 시스템

의 기능의 상실 확률을 분석한다.

Ⅲ. 계층적 신뢰성 분석 방법

3.1. 계층적 신뢰성 분석 과정

그림 1은 제안하는 방법의 분석 과정이다. 먼저, 분석

할 대상 시스템을 정의하며 대상 시스템의 기능 중 분석

할 기능을 선택한다.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

여 FT와 BBN을 구성하며 FTA를 하여 구성 요소의 고

장 확률을 도출한다. 이를 이용하여 BBN을 분석하여 기

능의 상실 확률을 도출하고 신뢰성을 분석한다[11].

Fig. 1 Flow chart of the proposed method

그림 2는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도이다. 구성 요

소에 대한 위협 간의 특징, 기능과 관련된 구성 요소 간

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분석 기법을 이용하기 위

하여 하위, 상위 계층으로 나눈다. 하위 계층에서는 

FTA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위협으로 인한 전투 시스

템의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 분석을 진행하며 하위 계층

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상위 계층에서는 BBN을 

이용한 기능의 상실 확률을 분석한다[11].

Fig. 2 The proposed hierarchical reliability analysis of 
comba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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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위 계층 :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 분석

제안하는 하위 계층에서 FT의 작성은 그림 3과 같다. 
정상사상은 전투 시스템의 특정 구성 요소의 고장이며 

중간사상은 구성 요소의 고장 원인이다. 기본사상은 구

성 요소 또는 구성 요소의 고장 원인에 영향을 주는 위

협이다. 구성 요소의 고장, 고장 원인, 위협의 관계들에 

따라 게이트를 설정한다. FT에 구성 요소와 관련된 위

협(기본사상)이 모두 배치될 때까지 반복한다.

Fig. 3 construction of fault tree 

게이트는 논리 게이트로 표현되며 각 게이트에 대한 

계산식은 식 (3)과 같다. PCF는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이

며 PT는 위협 i에 의한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을 의미한다.

  ⇒  
  





  ⇒  
  





(3)

그림 4는 임의로 FT를 구성하고 위협에 의한 고장 확

률을 부여한 예시이다. Com1은 분석할 구성 요소의 고

장이며 Com_F1은 구성 요소 Com1의 고장 원인을 나타

낸다. Com1_F1은 위협인 T1과 T2가 모두 발생할 때, 고
장이라는 가정하에 AND 게이트로 표현되고 Com_F1
과 위협 T3가 개별적으로 Com1의 고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OR 게이트로 표현된다.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하

면, Com1_F1의 고장 확률은 ‘0.8(위협 T1에 의한 고장 

확률) × 0.4(위협 T2에 의한 고장 확률) = 0.32’이다. 구
성 요소 Com1의 고장 확률은 ‘1 - ( ( 1 – 0.32(Com_F1
의 고장 확률) ) × ( 1 - 0.3(위협 T3에 의한 고장 확률) ) ) 
= 0.52’이다. 

Fig. 4 Example of FT

3.3. 상위 계층 : 기능의 상실 확률 분석

제안하는 상위 계층에서 BBN의 표현은 그림 5와 같

다. 노드는 전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기능을 나타내

며 호는 노드간의 영향 관계를 표현한다. 목적 노드(goal 
node)는 분석할 기능 노드를 의미하며 구성된 BBN을 

통해 목적 노드의 확률을 분석한다. 

Fig. 5 construction of BBN

 

노드는 영향 관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데 영향을 

받는 경우 자식 노드, 영향을 주는 경우 부모 노드라고 

칭한다. 호는 실선 화살표와 점선 화살표로 구분되는데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사이에 다른 노드가 존재할 경우 

또는 영향 관계의 두 노드가 같은 자식을 가질 때, 점선 

화살표로 표현하고 나머지 경우는 실선 화살표로 표현

한다. 
전투 시스템의 기능에 대하여 BBN에 대한 분석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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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같다. FL은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며 T는 True로 

구성 요소의 고장을 나타낸다. C는 구성 요소 i의 고장 

확률을 나타낸다. 

 

 
… ∈

  … (4)

결합 확률로 표현된 P(FL=T, C1,…, Cn)은 각 노드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며 각 노드의 확률은 영향 관계에 

따라 조건부 확률로 표현된다. 
BBN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위 계층에서 분석한 위협

에 따른 전투 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고장 확률을 이용한

다.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과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에

게 영향을 주는 조건부 확률을 각각 CPT로 작성한다. 
BBN 구조와 BBN 수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위한 식을 

작성하고 구성 요소별 CPT를 이용하여 기능의 상실 확

률을 분석한다. 

Ⅳ.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신뢰성 분석

4.1. 대상 시스템 및 위협 선정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임의의 전투 시스템과 위협을 선정하여 분석한

다. 전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간의 종속적인 관계에 따라 

신뢰성 분석 결과의 변화를 보이기 위하여 구성 요소의 

종속적인 관계를 다르게 설정한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 신뢰성을 분석한다. 임의의 전투 시스템에 대하여 

분석할 기능을 F1이라고 정의하고 전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F1과 관련된 구성 요소를 A, B, C로 정의한다.
각 위협에 의한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을 표 1과 같이 

임의의 값을 선정하여 부여하였다. A의 고장에 영향을 

주는 위협을 T1, T2, T3로 정의하였고 B의 고장에 영향

을 주는 위협은 T1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C의 고장에 

영향을 주는 위협은 T1, T2로 정의하였다.

Component Threat Probability

A

T1 0.5

T2 0.3

T3 0.3

B T1 0.1

C
T1 0.5

T2 0.5

Table. 1 Failure probability of components by threat on 
the front

4.2. 신뢰성 분석

(1) 하위 계층 :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 분석 

그림 6은 구성 요소 A, B, C에 대한 FT이다. A의 고장

에 영향을 주는 위협 T1, T2가 모두 발생하여야 A의 고

장 원인 A_F1이 발생하고, 고장 원인 A_F1과 위협 T3
가 개별적으로 A에 영향을 준다. B는 위협 T1에 의해 고

장이 발생하고, C는 위협 T1, T2가 개별적으로 영향을 

준다.

Fig. 6 FT of components(A, B, C)

식 (3)을 이용하여 위협에 의한 구성 요소의 고장 확

률을 계산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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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Failure probability

A 0.41

B 0.1

C 0.75

Table. 2 Failure probability of components(A, B, C)

(2) 상위 계층 : 기능의 상실 확률 분석 

상위 계층에서는 전투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의 종속적인 영향에 의한 신뢰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

여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구성 요소 A, B, C의 고장이 독립적인 경우이고, 두 번

째 경우는 구성 요소 A, B, C의 고장이 종속적인 경우이

다. 그림 7은 구성 요소 A, B, C의 고장이 독립적인 경우

에 대한 BBN이며 그림 8은 A가 B, C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경우의 BBN이다.

Fig. 7 BBN of components(A, B, C)

Fig. 8 BBN of components(A, B, C) including the 
dependent between A, B, C

노드 A의 경우, B, C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와 영향

을 받지 경우에 따라 CPT가 달라진다. 그림 9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A의 CPT이다. 그림 9 (a)와 같이 A, B, C의 

고장이 독립적일 경우의 A의 고장 확률은 표 2의 구성 

요소 A의 고장 확률로서 0.41이며, 종속적일 경우 그림 

9 (b)와 같이 A의 고장 확률은 B와 C가 정상일 때 0.41, 
B만 고장일 때 0.6, C만 고장일 때 0.6, B와 C가 모두 고

장일 때 1로 종속성을 설정하였다.

Fig. 9 CPT of node A 

그림 10은 각각의 경우에 대한 노드 B, C, F1의 CPT
이다. B의 고장 확률은 표 2의 구성 요소 B의 고장 확률

로서 0.1이며, C의 고장 확률은 표 2의 고장 확률로서 

0.75이다. F1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F1 CPT와 같이 임

의로 설정하였다.

Fig. 10 CPT of node B, C, F1 

노드 A가 B, C와 독립적일 때의 계산 과정은 식 (5)와 

같이 3장의 식 (4)를 이용한다. 결합 확률로 표현된 

P(FL=T,A,B,C)는 2장의 식 (2)를 이용하며 F1의 상실 

확률은 0.26이다. 또한, 종속적일 때의 계산 과정은 식 

(6)과 같고 F1의 상실 확률은 0.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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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신뢰성 분석

노드 A가 B,C와 독립적일 때의 F1의 상실 확률은 

0.26이며, 종속적일 때의 F1의 상실 확률은 0.33이다. 
따라서 앞서 1장에서 제시한 식 (1)을 이용하여 다양

한 위협을 고려한 F1의 상실에 의한 전투 시스템의 신뢰

도를 계산하면 노드 A가 B,C와 독립적일 때, ‘1 –
0.26(F1의 상실 확률) = 0.74’이며 종속적일 때, ‘1 –
0.33(F1의 상실 확률) = 0.67’이다. 이를 통해 종속적일 

때, 기능 F1에 대한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고려하고 구성 

요소의 종속적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전투 시스템의 신

뢰성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 요소간의 

종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BBN을 이용하며 다양한 위협

에 따른 고장을 분석하기 위해 FTA 기법을 이용하였다. 
위협에 대한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 정보를 BBN에서 이

용하기 위하여 하위, 상위 계층으로 나누고 분석을 진행

하였다. 하위 계층에서는 FTA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위

협에 의한 구성 요소의 고장 확률을 도출하고, 상위 계

층에서는 하위 계층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BBN을 

이용한 기능의 상실 확률을 도출하여 신뢰성을 분석하

였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위협의 영향을 고려하

고 전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종속적인 관계에 따른 신

뢰성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신뢰성 분

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위협과 영향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전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데이터를 활

용하여 제안한 방법에 의해 구해진 전투시스템의 기능

상실 확률을 통한 신뢰성의 정량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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