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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선박 의장시스템은 선박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선박 전체에 배치되어 사용된다. 선박 의장시스템이 고장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선박 전체의 운항에 

영향을 끼쳐 인명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의 수명주기 

중에서도 설계 단계에서 의장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및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장시스템은 신뢰성 평가의 관점에서 두 가지 특수성을 

갖는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및 부품들이 

Redundancy를 가질 때 일부는 작동 중이지만 나머지가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개의 장비 및 

부품들에 동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신뢰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써의 

기존의 Static FTA(Fault Tree Analysis)가 위에서 언급한 

의장시스템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Static FTA에 더해 추가적인 Gate model을 

사용하여 시간적·통계적 의존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Dynamic 

FTA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통상적으로 

Markov chain을 사용하는데, 의장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장비 및 

부품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급증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Dynamic FTA 계산에 

Bayesian networks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동으로 

작성된 Dynamic fault trees를 Bayesian networks로 자동 

변환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제 선박의 의장시스템에 적용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 Static FTA, Markov 

chain을 사용한 Dynamic FTA, Bayesian networks를 사용한 

Dynamic FTA를 각각 수행하였다. 각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로부터 Static FTA에 비해 Dynamic FTA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한 모델링 방법이며, Bayesian networks를 사용한 계산이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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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선박 설계의 관점에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SC(Maritime Safety Committee) 79차까지 

채택되어 사용되던 규범적이고 결정론적인 방법 대신에 2005년 

5월 MSC 80차부터는 GBS(Goal-Based Standards)에 입각한 

위험도 기반 접근 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1988년에 

북해에서 발생한 Piper Alpha의 폭발 사고로 167명이 사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생겨난 IMO의 Rule-making process인 FSA(Formal 

Safety Assessment)는 2002년 MSC/Circ.1023/MEPC/Circ.392 

에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후로 몇 번의 개정을 거친 FSA는 

현재 조선해양 분야에서 위험도 분석을 위한 정형화된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Piper Alpha의 폭발 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IAC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는 선종별 FSA Study를 수행하였고, 그 

중 상선에 대한 사고 빈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선박 운용 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Machinery damage’, 즉 

의장시스템의 고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장시스템의 고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측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선박 전체의 위험도를 저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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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신뢰성 기반의 의장시스템 신뢰성 평가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 의장시스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스템 신뢰성 

예측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의장시스템의 고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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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① Dynamic FTA(Fault Tree Analysis) 기반의 정량적인  

의장시스템 신뢰성 평가 

② Dynamic fault tree 계산을 위한 Bayesian network로의  

변환 

③ Case study – Fuel oil system 

 

우선 기존의 시스템 신뢰성 평가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Static FTA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Dynamic FTA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Dynamic fault tree 계산 시 

Markov chain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Bayesian network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제 의장시스템에 적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툴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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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Dynamic FTA(Fault Tree Analysis) 
기반의 정량적인 의장시스템 신뢰성 평가 
 

 

제 1 절 의장시스템 개요 
 

선박의 의장시스템은 선체를 제외하고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스템을 뜻한다. 이러한 선박의 의장시스템은 크게 

선장, 선실, 기장, 전장의 네 분류로 나뉜다. 선장은 화물의 적재 및 

하역과 관련된 장비 및 화재, 구명 장비를 주로 다룬다. 한편, 

선실은 거주구역에 관련된 장비와 시스템 전반을 다룬다. 기장은 

선박의 추진과 관련된 장비들을 주로 다루며, 전장은 동력, 항해 

장비, 통신 장비 등을 다룬다. 각 의장 분야별 주요 장비와 

시스템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의장 분야별 주요 장비와 시스템 

구분 주요 장비 / 시스템 

선장 

Fire Fighting System, Life Saving Equipment, Cargo 

Handling System, Anchoring/Mooring System, 

Maneuvering System 등 

선실 
Air Conditioning System, Sanitary System, 

Refrigeration Plant 등 

기장 

Propulsion System(F.O, System, L.O. System, 

Cooling System 등), Steam Generating Plant,  

Electric Generating Plant 등 

전장 
Automation System, Power System, Lighting System, 

Navigation Syste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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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장 분야는 위의 표와 같이 장비와 시스템 단위로 

나뉘기도 하지만, 선박에서 구역을 나누어 선장, 선실, 기장, 전장을 

구분하기도 한다. 아래 그림은 Tanker에서의 각 의장 분야의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Tanker의 의장 분야 구분 

앞서 설명했듯이 선장에서는 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창 부분을 

담당하고, 선실은 거주구역, 기장은 기관실을 담당한다. 전장은 

특별한 해당 구역 없이 선박 전체에 걸쳐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 

그림에서 표시한 구역을 벗어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 업무 담당자들이 프로젝트 초기에 협의를 통해 

각자 업무를 분담한다. 

한편, 의장시스템의 구성과 종류는 선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선장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기장 부분이 

비교적 유사하다. 

설계 관점에서, 선박 의장시스템의 설계 프로세스는 크게 

개념설계, 시스템설계, 상세설계로 나뉜다. 초기 개념설계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은 Outline spec.(Specification), Full spec., 

Schematic diagram이 있으며, 시스템 설계를 통해 Piping diagram, 

주요 기기의 Arrangement drawing 등이 작성된다. 마지막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앞의 단계에서 작성된 Spec.과 Diagram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다. 각 

조선소마다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구성과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업무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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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스템 신뢰성 평가 (정성적, 정량적) 
 

서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현재 IMO에서는 FSA를 근간으로 

하여 선박의 안전성 평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IMO에서 제출한 보고서들은 선박 의장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하고 있지 않다. 

실제 선박이 운항하는데 있어 의장시스템은 기본적인 추진, 

조종, 자세제어, 하역 등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화재나 침수 등의 

사고 발생 시 이러한 사고가 확장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그만큼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는 

의장시스템이지만, 정작 그 자체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계 

과정에서의 선박 의장시스템 위험도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해 다음 

그림과 같이 제안한다. 

 

그림 4 설계 단계별 의장시스템 위험도 평가기법 정의 

의장시스템의 설계 단계별로 크게 두 단계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한다. 개념설계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Schematic diagram에 

근거하여 정성적인 위험도 평가를 우선 수행한다. 이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안전 관점에서 보다 

취약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러한 취약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념설계 단계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위험도를 낮추는 한편, 추후 시스템설계 단계에서 재차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확실하게 낮은 위험도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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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위험도 평가는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를 통해 수행한다. 이는 IMO FSA에서 HAZID(Hazard 

IDentification) 단계에 해당하며, 어떤 경우에 선박 의장시스템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하고 식별하는 과정이다.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는 시스템설계 단계에서 얻어지는 

P&ID(Piping & Instrumentation Diagram)에 근거하여 FTA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FTA는 설계자의 관심 대상인 사고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들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설계자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얻어진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설계를 수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장시스템의 정량적인 신뢰성 평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정성적인 평가 방법인 FMEA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다루었다. 

 

 

제 3 절 기존의 의장시스템 신뢰성 평가 방법 – 
Static FTA 
 

FTA는 IMO FSA에서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원자력, 철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성적·정량적 신뢰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는 Top event, 예를 들어 화재나 충돌과 

같은 각종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규명함과 동시에 각 

원인들의 논리적 발생 관계를 표현하여 Top event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수를 밝혀냄(정성적 평가)과 동시에 Top event의 발생 

확률을 계산(정량적 평가)하는 용도로 쓰인다. Fault tree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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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ault tree에 사용되는 기호들 [12] 

Top event를 발생시키는 원인들, 즉 event 간의 논리적인 

연관관계는 Gate symbol를 사용하여 표현하게 된다. 위에 제시되어 

있는 Gate symbol만을 이용해서 전체 Fault tree를 구성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AND gate와 OR gate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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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직렬 구조를 가진 시스템의 FTA – OR gate 사용 

 

그림 7 병렬 구조를 가진 시스템의 FTA – AND gate 사용 

이는 곧 Event의 발생 순서와는 상관 없이 단순 조합(combi-

nation)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Fault tree를 

Static fault tree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Relex를 사용하여 Static fault tree를 모델링 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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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elex를 사용하여 구성한 Static fault tree 예시 

 

 

제 4 절 Static FTA의 한계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Static FTA는 사고 발생 원인 

간의 발생 순서 및 상호의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림 9 Static FTA의 한계 

위 그림은 Redundancy를 가진 Pump에 대해 AND gate로 

구성한 Static fault tree의 한 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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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중 하나는 Active, 다른 하나는 Standby인 경우가 많아 

동시에 고장 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Active component가 먼저 

고장 난 후 Standby component가 그 후에 고장 나는 경우 혹은 

Active component가 고장 나기 전에 Standby component가 고장 

나 있어서 Active component가 고장 난 후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경우가 System failure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0 Switch를 사용하는 Redundant system 예시 [14] 

앞의 논의에 이어서, 위 그림은 하나의 Primary component와 

다른 하나의 Standby component, 그리고 하나의 Switch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보여준다. Primary component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작동하게 되며, 고장이 날 경우 

Switch가 Standby component 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Primary가 먼저 고장 난 후 Switch가 고장 나는 

경우라면 이미 Switch가 Standby 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Primary가 고장 나기 이전에 Switch나 Standby가 고장 나 있다면 

Primary가 고장 나는 순간 전체 시스템은 작동을 멈출 것이다. 

Static fault tree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의장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개의 

Component에 동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CCF(Common Cause Failure)라고 하여, 시스템 신뢰성 분석 

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Static FTA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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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새로운 의장시스템 신뢰성 평가 방법 제시 – 
Dynamic FTA 
 

앞의 그림 10의 경우에는 Static fault tree gate 

model만으로는 적절한 모델링이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Static FTA에 더해 추가적인 Gate model을 사용하여 

시간적·통계적 의존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인 Dynamic 

FTA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Dynamic FTA에서 사용할 추가적인 

Gate model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Dynamic fault tree gate mode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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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DEP(Functional-DEPendency) gate: 이 gate는 

Trigger event 가 발생하면 Dependent events의 failure가 

강제적으로 발생하도록 한다. 의장시스템의 경우 FDEP gate를 

사용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혹은 특정 구역 내에서 화재 

및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림 12 FDEP gate를 사용하여 모델링 한 경우 

위 그림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FDEP gate를 

사용하여 Fault tree를 구성한 경우이다. Trigger event는 오른쪽에 

있는 ‘External damage to primary pump’이며, Dependent 

event는 아래에 있는 ‘Primary pump fails’이다. 이 event의 경우 

빨간색 박스 바깥쪽에도 같은 이름의 event를 갖고 있는데, 이는 

두 event가 동일한 경우로 Repeated event이다. 만약 Trigger 

event가 발생하게 되면 Dependent event가 강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FDEP gate 자체적으로 어떠한 Output을 갖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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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SP(Cold-SPare) gate: 이 gate는 Spare 상태로 있는 

장비 및 부품들에 대한 모델링을 가능케 한다. Spare component는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작동하지 않고 Active 

component가 고장 난 후부터 작동하기 때문에 Standby 상태일 

동안의 부품 신뢰성이 Active 상태일 때의 부품 신뢰성보다 

일반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Dormancy factor로,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인 경우를 Cold 

spare, 1인 경우를 Hot spare, 나머지 경우를 Warm spare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하나인 Cold spare gate에 대해 

설명하였다. 

CSP gate의 가장 좌측의 Primary input은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할 때부터 Active 상태에 있으며, Alternate input(s)은 

처음엔 전원이 꺼져 있다가 Primary input이 고장 나면 좌측에서 

우측의 순으로 그것을 대체하여 작동하게 된다. 의장시스템의 

경우에는 CSP gate를 사용하여 Redundancy를 가진 부품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림 13 CSP gate를 사용하여 모델링 한 경우 

위 그림에서 사각형 모양의 gate가 CSP gate이며, 총 3기의 

Pump가 존재하는데 2기(No.1 Pump 및 No.2 Pump)가 동시에 

가동 중이며, Spare pump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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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 event로 표현하여 모델링 한 것이다. 공유되어 있는 

Spare pump는 둘 중 먼저 고장 나는 쪽의 Pump를 대체하여 

작동하게 되며, 전체 시스템은 2기 미만의 Pump가 작동 중인 경우 

고장 난 것으로 간주한다. 

 

③ PAND(Priority-AND) gate: 이 gate는 좌측에서 우측의 

순서로 event가 발생하는 경우 Output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어떤 원인 혹은 event가 특정 순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며, 의장시스템의 경우에는 PAND 

gate를 사용하여 Sensor 및 Alarm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림 14 PAND gate를 사용하여 모델링 한 경우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Fire alarm이 먼저 고장 난 후 

플랜트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플랜트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화재 

발생 정보를 Alarm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반대의 순서로 event가 발생하는 경우, 

즉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Fire alarm이 고장 나는 경우라면 

플랜트 상의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화재 진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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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EQ(SEQuence-enforcing) gate: 이 gate는 event가 

좌측에서 우측의 순서로 강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모델링 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event의 발생 순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의장시스템의 경우에는 SEQ gate를 사용하여 점차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림 15 SEQ gate를 사용하여 모델링 한 경우 

위 그림은 어떤 장비 혹은 부품의 Degradation이 시간에 따라 

경과가 진행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발생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을 넘는 수준의 Degradation이 발생한 

경우에만 System failure가 발생하는 상황인 경우를 모델링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6 절 Dynamic FTA와 Static FTA 비교 
 

Dynamic FTA와 Static FTA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Valve, 두 기의 전기 구동 Pump로 

구성된 Sample system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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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Dynamic 및 Static FTA의 비교를 위한 Sample system 

또한 이 시스템의 각 장비의 고장률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각 장비의 고장률함수는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각 장비의 고장률 

데이터는 OREDA(Offshore REliability DAta)에 수록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그 값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Sample system 구성 장비의 고장률 데이터 [8] 

Component Failure rate λ (per 106 hours) 

Valve 2.98 

Pump (Primary, Spare) 28.08 

Electric 35.37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의 Mission time은 1000시간(약 

42일)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Relex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Dynamic FTA와 Static FTA의 비교는 원인 혹은 event간의 

연관 관계가 유사한 gate model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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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DEP gate vs. OR gate 

 

표 3 FDEP gate vs. OR gate 

 
 

전기로 구동되는 두 기의 Pump는 크게 기계적인 결함과 

전기의 공급 중단 두 가지 원인에 의해 고장 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고장 원인 중에 한 가지 이상만 발생하여도 Pump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 이를 Static fault tree gate model인 OR gate를 

사용하여 모델링 한 것이 우측편의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Dynamic fault tree gate model인 FDEP gate를 

사용하여 모델링 한 결과는 좌측편의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다. 

두 기의 Pump는 Repeated event로 표현했으며, 전기 공급 중단에 

의해 고장이 나는 경우를 FDEP gate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gate model을 사용할 경우 결과값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좌측의 

Dynamic FTA의 경우 전기 공급 중단이 바로 두 기의 Pump를 

고장 나게 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우측의 Static FTA의 

경우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와 Pump가 자체적으로 고장 나게 되는 

경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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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SP gate vs. AND gate 

 

표 4 CSP gate vs. AND gate 

 
 

이번에는 전기 공급 중단에 의한 Pump의 고장은 동일하게 OR 

gate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대신 Redundancy를 갖고 있는 두 기의 

Pump가 단순히 AND gate로 연결된 경우(우측)와 CSP gate를 

사용하여 연결된 경우(좌측)를 비교해 보았다. 계산 결과는 서로 

다르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Dynamic FTA의 경우 Spare pump를 

Cold spare로 간주하여 Primary pump가 작동 중일 때에는 전혀 

고장 나지 않는데 반해 Static FTA의 경우 Spare pump도 

Primary pump와 동일한 고장률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즉, 우측의 경우에서 사용된 Spare pump는 Hot spare로 

간주한 것이며 이를 통해 Hot spare인 경우에는 Static fault tree 

gate model인 AND gate를 사용하여 모델링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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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AND gate vs. AND gate 

 

표 5 PAND gate vs. AND gate 

 
 

위의 CSP gat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edundancy를 가진 두 

기의 Pump에 대해서 이번에는 PAND gate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해 보았다. PAND gate는 정의에 따라 Primary -> Spare 

순으로 고장 나는 경우에만 Output을 True로 반환하기 때문에 

반대의 순서로 고장 나는 경우는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두 기의 

Pump의 고장 순서를 무시하고 Output을 True로 반환하는 AND 

gate에 비해 더 작은 결과값을 도출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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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EQ gate vs. AND gate 

 

표 6 SEQ gate vs. AND gate 

 
 

SEQ gate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서대로 Event를 발생 

시키므로 다른 순서로 발생하는 경우는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PAND gate와 마찬가지의 결과값을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AND gate와 비교한 Dynamic fault tree gate 

model들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값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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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SP/PAND/SEQ gate vs. AND gate 

 
 

위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AND gate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값과 Dynamic fault tree gate model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값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SP/PAND/SEQ 

gate를 사용할 경우 각 Event의 발생 순서에 따라 Gate output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Dynamic fault tree gate를 사용한 

모델링이 Static fault tree gate model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보다 

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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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Dynamic fault tree 계산을 위한 
Bayesian network로의 변환 

 

 

제 1 절 기존의 Dynamic fault tree 계산 방법 – 
Markov chain 
 

Static fault tree를 계산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BDD(Binary Decision Diagram)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Dynamic fault tree 계산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Relex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채택한 방법은 Markov chain을 

사용하는 것이다. 

Markov chain은 Dynamic process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Homogeneous/Stationary/Ergodic process일 경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Markov chain을 적용한 예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7 Binary state를 가진 시스템에 대한 Markov cha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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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Markov chain analysis는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Rate matrix와 Coefficient matrix 

of the Markov differential equation의 두 개의 행렬을 사용하여 

일반화 할 수 있다. 

 

 

그림 18 Continuous Markov chain analysis를 위한 수학적 모델 

Markov chain을 사용한 Dynamic fault tree의 계산 방법은 

그림 2. 8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그림 19 Redundancy를 가진 시스템의 Dynamic fault tree 및      
Markov chain을 사용한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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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ynamic fault tree 계산 시 Markov chain 
사용의 문제점 
 

Markov chain을 활용한 계산은 Dynamic process를 

해석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Fault tree 상의 

Basic event 혹은 component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State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모델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산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0 Markov chain 사용 시 문제점 예시 [6] 

위 그림은 A부터 P까지 16개의 Basic event로 구성된 

Dynamic fault tree이다. 만약 각 Event가 Working 혹은 Failed의 

두 가지 상태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이를 Markov chain으로 나타낼 

경우 그 State의 수는 다음과 같다. 

 

(# of combination = 216) x (# of possible failure sequences 

of components = 16!) = 1.37 x 1018 

 

Markov chain 상에서 State의 수는 곧 Node의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각 State별 전이율(transition rate)을 나타내는 Arc의 수는 

더욱 많아진다. 

실제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Relex를 사용하여 위에서 예로 든 Dynamic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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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를 구현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산이 완료되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 Dynamic fault tree 계산 시 Markov chain을 사용했을 때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현상 

 

선박 의장시스템의 경우 분석 대상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및 

부품의 수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Markov 

chain을 사용할 경우 Dynamic FTA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제 3 절 새로운 Dynamic fault tree 계산 방법 제시 
– Bayesian network 
 

Markov chain을 사용한 Dynamic fault tree 계산이 가진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계산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Fault tree를 구성하는 Event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모두 

갖춘 방법 중 하나가 Bayesian network이며, 이와 같은 방법은 

[5]에서 논의된 바 있다. 

Bayesian network란 여러 개의 변수들간의 확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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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 구조이다. Bayesian network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는 조건부확률에 있어 사전확률과 사후확률의 

관계를 정립한 Bayes’ theorem에 기초한다. Bayes’ theorem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2 Bayes’ theorem 

Bayesian network는 DAG(Directed Acyclic Graph)로, 

이산/연속확률변수를 나타내는 Node(V)와, Node 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Arc(E)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계는 G=(V, E)라고 표현 

가능하며, 이 때 V와 E는 모두 조건부 독립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d-separation 가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d-separation 

가정이란 변수 X로부터 변수 Y로의 Arc는 직접적인 원인-결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건부 독립 가정은 Bayesian network의 정량적 계산의 

근거로, 예를 들어 확률변수 X, Y, Z가 있을 때 다음 식이 성립하면 

Z의 값이 주어졌을 때 X와 Y를 조건부 독립이라고 한다. 

 

P(X, Y|Z) = P(X|Z) * P(Y|Z) 

 

Bayesian network의 정량적 계산을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 

분포(CPD: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알아야 한다. 

CPD는 각 Node X와 그의 부모(parents)인 pa(X)와의 확률적인 

상호관계를 정의해 준다. 연속확률변수의 경우 CPD는 조건부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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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함수를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조건부 독립 가정 하에서는 

결합 확률 분포가 다음 식과 같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Bayes’ theorem, 조건부 독립 가정, 조건부 

독립 가정 하에서의 결합 확률 분포 식을 이용하면 Bayesian 

network의 정량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Bayesian network의 계산 

예를 들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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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Bayesian network의 계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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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Dynamic fault tree의 Bayesian network로
의 변환 
 

앞의 절에서 다룬 Bayesian network를 사용하여 Static 및 

Dynamic FTA를 수행하려면 각 Gate model에 상응하는 변환을 

정의해야 한다. 우선 Dynamic fault tree의 각 Event는 Bayesian 

network의 Node와 일대일 대응 시킬 수 있다. 또한, Dynamic 

fault tree에서의 각 Gate model이 갖는 논리적 연관성을 Bayesian 

network 상에서는 Arc를 사용해 표현한다. 표면적으로는 

Bayesian network 상에서의 Node와 Arc의 관계가 Dynamic fault 

tree gate를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각 Node와 

Arc에 대한 CPD를 작성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5, 6]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① Static fault tree gate model의 변환 

우선 AND gate와 OR gate는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4 AND gate 변환 [5] 

 

 

그림 25 OR gate 변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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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림의 좌측 그림은 Static fault tree, 가운데 그림은 그에 

상응하는 Bayesian network, 우측 식은 조건부 확률 분포이다. 

AND gate의 경우에는 A와 B가 모두 1 혹은 True 값을 가질 때 

E 또한 1 혹은 True 값을 반환한다는 의미이며, OR gate의 

경우에는 A와 B 둘 중 하나 이상이 1 혹은 True 값을 가질 때 E 

또한 1 혹은 True 값을 반환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존의 Static 

fault tree gate model의 정의와 동일한 표현이므로 계산 시 각 

방법의 결과값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② Dynamic fault tree gate model의 변환 

Static fault tree gate model과는 달리 Dynamic fault tree 

gate model의 계산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확률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시스템의 Mission time을 T라 하고, 이 시간 T를 n등분 

했을 때의 간격을 Δ라고 하면 Δ = T/n 의 관계를 갖는다. 만약 

n이 2라면, 시간 간격은 [0, Δ), [Δ, T), [T, +∞)의 세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에 번호를 매겨 [0, Δ)는 1번 구간, [Δ, T)는 2번 

구간, [T, +∞)는 3번 구간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구간의 번호를 

x라고 할 때, 어떤 Event A가 ( (x-1)Δ, xΔ ] 의 시간 구간에서 

고장 날 확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위 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Event가 단독으로 특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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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 것으로, 사전확률(Prior proba-

bility)이라고 한다. 

한편, 어떤 Event A가 x번째 시간 구간에서 고장 났을 때 다른 

Event B가 y번째 시간 구간에서 고장 날 확률, 즉 조건부확률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위 식은 간단히 줄여서 Pxy로 쓰기로 하고, n이 2인 경우에 

대해서 각 Gate model을 Bayesian network로 변환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26 FDEP gate의 Bayesian network로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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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CSP gate의 Bayesian network로의 변환 

 

 

그림 28 PAND gate의 Bayesian network로의 변환 

 

 

그림 29 SEQ gate의 Bayesian network로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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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Dynamic fault tree의 Bayesian network로
의 변환 프로그램 개발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Dynamic fault tree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Bayesian network로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 

변환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장시스템 신뢰성 분석 시 대상 장비 및 부품의 수가 수십에서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Fault tree를 GUI를 통해 일일이 

작성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Data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Excel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Excel에 입력된 값을 토대로 

Dynamic fault tree 및 Bayesian network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Excel 내의 Visual Basic을 활용할 수 있다. [17] 

한편, Bayesian network의 작성과 계산에 필요한 도구로는 

Open source software인 GeNIe(Graphical Network Interface)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개발되어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이 수정하면서 현재에는 

신뢰성을 인정 받은 소프트웨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Event(혹은 Component)와 각 Event 간의 

연결 관계를 Excel 상에서 수동으로 입력함으로써 Dynamic fault 

tree를 작성한 후, Excel 내의 Visual Basic을 이용해 Bayesian 

network로 자동 변환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환된 Bayesian network는 GeNI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0 Dynamic fault tree의 Bayesian network로의 변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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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ase study – Fuel oil system 
 

 

제 1 절 Case study 대상 선박 및 시스템 선정 
 

앞의 3장에서 개발한 Dynamic fault tree 변환 프로그램을 

실제 선박의 의장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Case study의 대상 선박은 국책과제인 위험도 기반 

선박안전설계 핵심기술개발의 참여 기관 중 한 곳인 

㈜21세기조선에서 설계한 Tanker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Main 

engine에 연료를 공급하는 Fuel oil system을 대상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선박에 관련한 정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Case study의 대상인 Tanker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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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uel oil system 개요 
 

Fuel oil system은 선박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선박에서는 주로 HFO(Heavy Fuel Oil)를 사용하기 

때문에 Purifying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한다. 이로 인해 Fuel oil 

system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32 Fuel oil system의 구성 

우선 Storage tank에 저장되어 있던 HFO가 Transfer pump를 

통해 Settling tank로 운반되어 1차적으로 불순물을 걸러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Tranfer 기능’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Purify transfer pump를 통해 Settling tank로부터 Purifying 

heater 및 Purifier로 운반된 HFO는 충분히 정화되어 Service 

tank로 이송된다. 이 과정은 ‘Purify 기능’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Service tank로부터 Supply pump 및 Circulation 

pump를 통해 Main engine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Supply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여기서 정의한 각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들의 

집합을 Unit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시스템 신뢰성 분석 시 편의를 

위한 설정으로, 실제 의장시스템에서는 Purify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만 해도 각종 Valve, Pump, Tank 등 수십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Unit으로 모듈화 되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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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fy Unit의 앞뒤로 Settling tank와 Service tank를 두는 

이유는 Supply pump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연료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어느 한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에는 Storage tank의 연료를 사용하여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만약 

Purify Unit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들을 

정지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Service tank에 저장되어 있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중단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3 Fuel oil system의 Schematic diagram [2] 

위 그림을 통해 통상적인 Fuel oil system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HO 혹은 HFO는 Double bottom 

bunker storage tanks에서 Transfer pump를 통해 Engine room에 

위치한 Settling tank로 들어온다. Settling tank의 바닥에는 

Heating coil이 HFO를 60도로 유지시키며, 또한 주기적으로 Drain 

cocks에 의해 Drained-off 한다. 95도 이상으로 가열된 HFO는 

Settling tank로부터 나와 Centrifugal purifier(1단계: 액체 

거르기(Soluble, Water, Sludge 등), 2단계: 고체 거르기)를 

통과하여 HFO service tank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90도로 온도를 

유지해 주며, 후에 Supply pump에서 3.5~4bar로 가압되어 Engine 

circulating system으로 전달된다. Supply pump를 통과한 HF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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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ng pump에서 10~12bar로 압축되어 공급된다. Heater는 

Viscosity regulator(혹은 Viscotherm)에 의해 제어되는 

Viscotherm-controlled heater이며, Circulating pump로부터 

가압된 HFO를 받아 요구되는 Viscosity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 

가열 해 준다. HFO는 마지막으로 Fine-meshed discharge filter를 

거쳐 Main engine에 유입되어 사용된다. Engine 내에서는, Fuel 

injector 바로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Engine fuel pump가 

Injector에 정확한 양의 Oil을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한다. 또한 이 

Fuel pump는 Emergency fuel shut-off를 위해 Remote 

actuator와 연결되어 있다. 

연소에 사용되지 않은 HFO은 Circulating return rail을 따라 

recirculating 한다. 이 과정에 위치한 Pressure regulating 

valve에서는 연소 과정에서 고압으로 압축된 HFO에 요구되는 

Back pressure를 생성해 압력을 일정한 상수 값으로 유지해준다. 

또한 Engine의 Initial warm-up을 위해 Heated oil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Fully-opened되어 Engine fuel pump를 Bypass하기도 

한다. 고온 고압이었던 Recirculating oil은 Buffer/venting 

tank에서 저온 저압의 상태로 복귀되어 바로 Engine에 쓰이기 위한 

경로를 따라가거나, HFO service tank로 돌아가 저장된다. 

한편, DO(Diesel Oil)의 경우, Bunker tank로부터 DO settling 

tank로 Transfer 된다. DO settling tank는 HFO settling tank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Heating coil을 갖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Drained off 한다. DO는 40도 정도로 가열되어 Purifier를 

통과하여 DO service tank로 들어간다. HFO service tank와 DO 

service tank 사이에 위치한 Three-way valve에서는 HFO 혹은 

DO 중 한 가지만 Engine으로 유입시킨다. 이는 Operational 

mode에 따라 달라지는데, Normal state operation인 경우에는 

HFO를 사용하며, Starting/maneuvering/stopping의 경우에는 

DO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DO는 A/E의 Alternator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DO 또한 DO 

service tank에서 공급된다. 

참고로, 모든 펌프는 Redundancy를 갖고 있으며,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Pressure release valve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모든 탱크는 Venting 및 Draining이 가능하고, 유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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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을 주기 위해 System low pressure alarm과 Low oil 

level alarm을 장착하고 있으며, Tank outlet에 Quick-closing 

valve를 장착하고 있다. Quick-closing valve는 Main engine 

inlet에도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비상 시 사용되어 연료 공급을 

멈추게 한다. 

 

본 논문의 Case study에 사용된 Fuel oil system의 실제 

도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34 Fuel oil transfer unit의 실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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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Fuel oil purify unit의 실제 도면 

 

 
그림 36 Fuel oil service unit의 실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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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Fuel oil system의 Static FTA 
 

앞의 절에서 언급한 Fuel oil system을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In-hous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tatic FTA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7 Fuel oil system의 Static fault tree 

    Fuel oil system은 Transfer, Purify, Service unit 중 한 가지 

이상만 고장 나도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OR gate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① Transfer unit의 Static fault tree 작성 

 

그림 38 Transfer unit의 Static fault tree 

Fuel oil transfer unit은 위 그림과 같이 연료를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Storage function, 연료를 Storage tank에서 Settling 

tank로 이동시키는 Transfer function, 연료를 Settling tank에 

저장시키는 Settling function 그리고 넘치는 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Transfer overflow function으로 나뉜다. 이러한 네 가지 function 

중에 하나 이상만 고장 나도 전체 시스템이 고장 나기 때문에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 Function은 OR gate로 

연결하였다. 

Storage function은 크게 Storage function PORT, Storage 

function Center, Storage function STBD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세 가지의 Function은 모두 다 고장 날 경우에 시스템 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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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므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 Function은 AND 

gate로 연결된다. Storage function의 상세 Static fault tree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 때 ‘T’는 ‘Transfer unit’의 맨 앞 글자를 딴 

것으로 다른 Unit과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림 39 Transfer unit의 Storage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다음으로 Transfer function은 크게 두 기의 Transfer pump와 

두 기의 Pump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Transfer function valve로 

구성되어 있다. 두 기의 Transfer pump는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ND gate로 연결되고, Transfer pump와 Transfer 

function valve는 직렬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OR gate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 Static fault tree는 다음과 같다. 

 

그림 40 Transfer unit의 Transfer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한편, Settling function은 두 개의 Settling tank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Settling function NO 1과 Settling function NO 2는 

AND gate로 연결된다. 이에 대한 상세 Static fault tree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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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Transfer unit의 Settling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마지막으로 Transfer overflow function은 넘치는 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제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 내에 엔진의 가동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 Function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단, 이 Function으로 

연결되는 Valve의 고장은 연료의 누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Valve들만을 포함시켜 Fault tree를 구성하였다. 

 

 

그림 42 Transfer unit의 Transfer overflow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앞에서 작성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Transfer unit에 대한 

전체적인 Static fault tree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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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Transfer unit의 
Static fault tree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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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urify unit의 Static fault tree 작성 

 

 

그림 44 Purify unit의 Static fault tree 

Purify unit은 위 그림과 같이 연료를 Settling tank에서 

받아오는 Settling function, 연료를 Settling tank에서 Purifying 

heater로 이동시키는 Delivery function, 연료를 특정 온도까지 

가열시켜 Purifier로 이동시키는 Heating function, 연료를 

정화하는 Purifying function, 정화된 연료를 Service tank로 

보내는 Service function, 그리고 넘치는 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Overflow function으로 나뉜다. 이러한 여섯 가지 Function은 모두 

직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Function은 AND gate로 

연결된다. ‘P’는 ‘Purify unit’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P-Settling function은 크게 P-Settling function NO 1과 P-

Settling function NO 2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NO 1은 더 

적은 황 성분을 포함한 연료를 다루는 시스템이고, NO 2는 

일반적인 연료를 다루는 시스템이다. 이 두 가지의 Function은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Function은 AND gate로 

연결된다. 한편, 각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인 Settling tank와 두 

개의 Valve 중 어느 하나만 고장이 나도 Settling function에 

문제를 일으키므로 OR gate로 표현하였다. P-Settling function의 

상세 Static fault tree는 다음과 같다. 

 

그림 45 Purify unit의 P-Settling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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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Delivery function은 크게 Delivery function NO 1과 

Delivery function NO 2로 나뉜다. 이 두 기능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ND gate로 연결된다. 각 기능은 Simplex oil 

strainer, Gear pump, 2개의 Valve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개의 

항목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OR gate로 연결하였다. 

이를 Static fault tree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6 Purify unit의 Delivery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Heating function 또한 Heating function NO 1과 Heating 

function NO 2로 이루어져 있으며 AND gate로 연결된다. 각 

Function은 Purifying heater와 2개의 Valve로 구성되며 OR 

gate로 연결된다. 이에 대한 Static fault tree는 다음과 같다. 

 

 

그림 47 Purify unit의 Heating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Purifying function 역시 Purifying function NO 1과 Purifying 

function NO 2가 AND gate로 연결된다. 각 Function은 Pu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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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와 Three way valve, 세 개의 Valve로 구성되며 OR gate로 

연결된다. 이에 대한 Static fault tree는 다음과 같다. 

 

그림 48 Purify unit의 Purifying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마찬가지로 Service function 또한 Service function NO 1과 

Service function NO 2가 AND gate로 연결 되어 있다. 각 

Function은 Service tank와 한 개의 Valve로 구성되며 OR gate로 

연결된다. 이에 대한 Static fault tree는 다음과 같다. 

 

그림 49 Purify unit의 Service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마지막으로 Overflow function은 Transfer unit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단, 이 Function으로 연결되는 

Valve의 고장은 연료의 누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Valve들만을 

포함시켜 Fault tree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0 Purify unit의 Overflow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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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성한 Fault tree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Purify unit에 

대한 Static fault tree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1 Purify unit의 Static fault tree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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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ervice unit의 Static fault tree 작성 

 

 

그림 52 Service unit의 Static fault tree 

Service unit은 Service tank에서 Supply pump와 Circulation 

pump를 지나 Main engine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ervice tank, Supply function, Circulating function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OR gate로 연결되어 있다. 

Service tank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일어날 때 고장 난다고 

할 수 있다. Service tank failure(18.1m3), Service tank 

failure(20.7m3), Service tank overflow failure가 그 세 가지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AND 

gate로 연결하게 된다. 이를 Fault tree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3 Service unit의 Service tank에 대한 Static fault tree 

다음으로 Supply function은 Flow indicator system과 Supply 

gear pump system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개의 시스템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OR gate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시스템 외에도 두 개의 Valve와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두 

Valve와도 OR gate로 연결되어 있다. Supply gear pump syste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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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은 두 개의 Supply gear pump와 하나의 Valve와 병렬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AND gate로 표현하였다. 이를 Static fault tree로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4 Service unit의 Supply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마지막으로 Circulating function은 Circulating gear pump 

system과 Viscosity controller system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시스템 외에도 네 개의 Valve, Duplex oil strainer, Mixing tank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OR gate로 연결된다. 또한 

Circulating gear pump system은 3개의 Circulating gear pump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AND gate로 연결된다. 

 

그림 55 Service unit의 Circulating function에 대한 Static fault tree 

앞서 작성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Service unit의 

Static fault tree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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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Service unit의 Static fault tree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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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Transfer unit, Purify unit, Service unit의 Fault 

tree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Fuel oil system 전체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7 Fuel oil system의 Static fault tree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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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Fault tree의 Top event 발생 확률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Fault tree를 구성하고 있는 Basic event의 

Failure rate를 알아야 한다. 조사를 통해 정리된 값을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표 8 Fuel oil system 구성 장비 및 부품의 Failure rate 데이터 

Group Failure Rate (per year) Reference 

Globe (Emergency Shut Off Valve) 0.2450 A① 

Globe (Stop) 0.0223 A 

Globe (Screw Down Stop Check Valve) 0.0106 B② 

Angle (Screw Down Stop Check Valve) 0.0142 B 

Simplex Oil Strainer 0.0964 B 

Gear Pump 3.5900 B 

Three Way Valve 0.0511 C③ 

Globe (Lift Check Valve) 0.0143 A 

Pressure Regulating Valve 0.0511 C 

Three Way Cock Valve 0.0511 C 

Duplex Oil Strainer 0.1928 B 

Storage Tank 0.0858 B 

Settling Tank 0.0858 B 

Service Tank 0.0858 B 

Purifier 1.0000 D④ 

Purifier Heater 0.0491 E⑤ 

Flow Indicator 0.0780 B 

Mixing Tank 0.0858 B 

Viscosity Controller 0.4993 B 

 

                                            
① A: [8] 
② B: [10] 
③ C: B 항목 중 Valve 관련 항목들 6개의 산술평균값 
④ D: [13] 
⑤ 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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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Failure rate 값을 Fault tree에 입력한 후 계산을 

수행하면 Top event의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시스템의 

Mission time은 1000시간(약 42일)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9 Fuel oil system의 Static FTA 결과 

 
 

이렇게 얻어진 값을 토대로 Fuel oil system의 Failure 

rate(per year)를 구하면 3.70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년에 3.7번 고장이 기록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제 4 절 Fuel oil system의 Dynamic FTA 
 

앞의 절에서 Static fault tree를 구성할 때 필요한 Fuel oil 

system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즉, 의장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Redundancy를 가진 부품이나 장비의 

경우에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Fault tree 

구성 시 반영되게 된다. 

본 절에서는 Dynamic fault tree 구성 시 앞 절에서 구성한 

Static fault tree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Static fault tree와 동일하게 구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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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Storage function에 대한 Dynamic fault tree 

Storage function은 크게 Storage tank와 Storage valve로 그 

구성 장비를 구분할 수 있다. 대상 시스템의 경우, 평상시에는 

PORT와 STBD에 위치한 Storage tank 및 valve를 작동하여 

연료를 공급한다. 만약 PORT 쪽이나 STBD 쪽 둘 중 하나 이상의 

장비가 고장 날 경우에는 Center에 위치한 Spare tank 혹은 

Valve를 사용하는데, 양쪽에서 Spare를 공유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CSP gate를 사용하였고, 

Center에 위치한 Tank와 Valve는 Repeated event로 표현하였다. 

Static fault tree에 비해 Dynamic fault tree를 구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업무량에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59 Transfer function에 대한 Dynamic fault tree 

Transfer function을 수행하는 장비 중에는 전기로 구동되는 

Transfer pump가 있다. 이 장비들은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 고장 

날 수도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공급되던 전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작동을 하지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FDEP gate를 사용하였으며, Trigger event는 전기 공급 중단으로 

설정하였다. 전기 공급 중단이라는 Event는 Transfer pump 외에도 

시스템 내의 다른 전기로 구동되는 장치들에도 영향을 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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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Repeated event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60 Transfer overflow function에 대한 Dynamic fault tree 

Transfer unit 내에서 Overflow가 발생할 경우 그 경로 상에 

위치한 Valve가 고장 나게 되면 연료가 누수 되어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Fuel oil syste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 때 경로에 따라 Valve가 순서대로 고장 나게 

되므로 SEQ gate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그림 61 Circulating function에 대한 Dynamic fault tree 

Circulating function은 Main engine에 연료를 공급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연료가 엔진에 고르게 분사 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점도를 유지시켜 줘야 한다. 따라서 Viscosity controller에서 이를 

체크하게 되는데, 부적절한 점도를 가진 연료가 감지되면 다시 

엔진에 주입시키지 않고 되돌려 보내게 된다. 하지만 Viscosity 

controller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Heater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바로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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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Viscosity controller가 고장 나기 전에 

Circulating pump가 먼저 고장 난다면 일단 Supply pump의 

압력을 이용하여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즉, Viscosity 

controller가 먼저 고장 나서 연료의 점도를 체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Pump까지 고장 나는 경우에만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PAND gate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전체 Fuel oil system에 대해 작성된 Dynamic fault tree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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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전체 Fuel oil system에 대한     
Dynamic faul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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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Relex를 

이용하였다. Relex는 Dynamic fault tree를 Markov chain으로 

변환하여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은 

Markov chain을 사용한 Dynamic fault tree의 계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3 Markov chain을 사용한 Dynamic fault tree 계산 결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계산 도중에 컴퓨터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에러 메시지를 담은 팝업창이 뜬다. 일반적인 PC로는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편,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Dynamic fault 

tree를 Bayesian network로 변환시키면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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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Fuel oil system에 대한 
Dynamic fault tree와 동일한 

Bayesia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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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Bayesian network에서 Top event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려면 GeNIe에서 ‘Update belief’ 를 실행하면 된다. 

그 결과 얻어지는 값은 다음과 같다. 

 

표 10 Fuel oil system에 대해 Bayesian network를 사용하여 계산한 
Dynamic FTA 결과 

 
 

Fuel oil system의 고장 확률을 Failure rate(/yr)로 환산하면 

0.04065의 값을 가지며, 이를 통해 1년에 0.04번의 빈도로 

시스템이 고장 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앞의 절에서 Static FTA의 결과값과 비교했을 때 약 1/100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Dynamic FTA을 통해 

Redundancy를 가진 시스템이나 Common cause failure를 보다 더 

잘 반영함으로써 생기는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분석 과정은 좀 

더 복잡하고 주의를 요하지만, Dynamic FTA를 사용하면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작은 고장 확률 값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이는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시스템에 대한 설계 시 더 높은 

자유도를 가질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Dynamic fault tree 계산 시 Markov chain을 생성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Input data(Node 및 Arc)가 생성되어 계산이 

불가능한 반면, Bayesian network를 생성하게 되면 시스템의 

부품이나 장비의 수와 비슷한 Node를 생성함과 동시에 Compact한 

조건부 확률 분포만을 갖기 때문에 처리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Bayesian network를 구성하게 되면 Dynamic 

fault tree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시스템의 

고장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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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의장시스템 신뢰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써 

기존에 사용되던 Static FTA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인 Dynamic FTA를 도입하여 두 분석 방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Dynamic fault tree 계산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 

Markov chain이 수많은 부품 및 장비를 가진 의장시스템의 신뢰성 

평가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Bayesian network는 빠르고 정확한 계산 값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Dynamic FTA가 의장시스템의 

신뢰성 평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뢰성 평가의 관점에서 의장시스템의 특성 파악 

② 기존의 의장시스템 신뢰성 평가 방법인 Static FTA의 한계  

파악 

③ Static FTA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Dynamic FTA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④ 기존의 Dynamic fault tree 계산 방법인 Markov chain  

사용 시 문제점 파악 

⑤ Dynamic fault tree를 Bayesian network로 변환하여  

계산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 대한 해결책 제시 

⑥ 실제 선박의 의장시스템에 대해 Case study를 수행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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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활용 방안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 개발한 Dynamic fault tree를 Bayesian 

network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보다 상세한 정량적 신뢰성 및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의장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기존의 Static FTA를 수행했을 때보다 더 

작은 고장 확률 값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Dynamic FTA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Bayesian network를 사용하여 Top event의 

발생확률을 구하는데 그쳤지만, 향후에는 GeNIe를 비롯한 여러 

Bayesian network를 계산해 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서 

고장이 감지 된 경우에 다른 부분으로 고장이 전이될 확률을 

구하거나, Decision node를 활용하여 설계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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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각 의장 설계 단계의 결과물 
 

 

그림 65 의장 설계의 단계별 결과물 

① Outline Specification 

Full Specification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선박의 

주요 성능 및 중요 장비의 핵심 기능만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문서이다. 분량은 대략 10~20 페이지 정도이고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 작성하여 선박의 컨셉을 설정하는데 사용한다. 이후에 

Outline Specification을 바탕으로 하여 Full Specification을 

작성한다. 사양에 큰 특징이 없는 상선이나 혹은 동일한 시리즈 

호선을 건조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Outline Specification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② Full Specification 

선박의 모든 기능과 장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서이며 계약 이전에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가를 책정하고 

선주와 계약을 하게 된다. 선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음 표와 같은 구성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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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Full Specification 예시 

General 

General Provision 

General Description of Vessel 

Main Dimension 

Deadweight and Capacity 

Main Engine, Speed, Fuel Oil Consumption and Endurance 

Classification, Rules and Regulations 

Certificate 

Trim and Stability 

Vibration and Noise Levels 

Material Equipment and Workmanship 

Inspection, Test and Trial 

Plans for Approval 

Final Plan and Instruction Book 

Spare Parts, Tools and Accessories 

Buyer's Supply 

Name Plates and Identification 

Delivery 

Vessel's Model 

Intended Carrying Cargoes 

Hull 

Material and Scantling 

Workmanship 

Construction General 

Shell and Appendage, etc. 

AFT Body Construction 

Engine Area 

Cargo Area 

Fore Body 

Deck House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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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l Outfitting 

Manoeuvring System 

Anchoring and Mooring Equipment 

Deck Outfitting 

Ventilation System 

Life Saving Equipment 

Fire Fighting Equipment 

Miscellaneous 

Accommodation 

Insulation 

Partition, Ceiling, Lining, Door, Window, etc. 

Window and Side Scuttle 

Stairway, Storm Rail, etc. 

Furniture and Fittings of Living, Public, Office, Navigation and 

Control Space 

Furnishing and Fittings 

Refrigerating System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Hull Piping 

Pipe Materials and Work 

Material Specification for Piping 

Application of Pipes & Valves 

Schedule of Insulation of Pipe 

Water Ballast System 

Bilge System 

Fuel Oil & Lubricating Oil System 

Compressed Air System 

Steam System 

Air Escape and Sounding Pipes 

Fire Extinguishing System 

Domestic Water Service System 

Drain and Sanitary Dischar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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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Equipment 

& System 

Cargo Loading and Unloading System 

Material Specification for Cargo Piping 

Application of Pipes & Valves 

Hydraulic Power Pack, Pipe Line and Control System 

Cargo Heating System 

Cargo Tank Venting/ VECS, Inert Gas System 

Cargo Tank Cleaning System 

Oil Discharge Monitor 

Interface and Temperature Gauge 

Control, Supervision and Instrumentation 

Remote Control and Power Unit 

Test and Trials for Cargo System 

Machinery 

Machinery Particulars 

Test and Inspection 

Main Engine 

Shafting and Propeller 

Steam Plant 

Electric Power Plant 

Auxiliary Machinery 

Miscellaneous 

Insulation 

Pipe and Fittings 

Piping System 

Spare Parts, Accessories and Tools 

Control, Remote 

Control, 

Monitoring and 

Alarm System 

Control Station Lay-Out 

Schedule of Remote Control 

Instrumentation 

Fire Detection System 

Control Station 

Control and Supervision Panel in Navigation Space 

Schedule of Remote Indication and Alarm 

Electrical 

Equipment and 

System 

Electric Power Supply Equipment 

Distribution and Equipment 

Electric Motor and Control Gear 

Lighting 

Interior Communication and Alarm Equipment 

Navigation Equipment 

Wireles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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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chematic Diagram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을 간략하게 P&ID로 작성하며 Full 

Specification에 첨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모든 

프로젝트에서 Schematic Diagram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선이나 혹은 일반 상선에 특이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경우에 

작성하여 계약 이전에 시스템 구성을 선주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그림은 Fuel Oil System Schematic Diagram의 

예제이다. 

 

 

그림 66 Schematic Diagram 예시 

 

④ POS & Maker Drawing 

조선소에서 선박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장비 공급 

업체와 장비의 계약을 하기 위해 POS (Purchase Order 

Specification)을 작성한다. 이 POS는 앞서 작성한 Full 

Specification에서 요구하는 성능뿐만 아니라 각 조선소의 작업 

표준에도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Centrifugal Pump의 

POS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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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POS 예시 

 

 

POS를 장비 공급 업체에 제공하면 업체에서는 이에 맞는 

적절한 성능과 구성을 갖는 장비를 제공하게 되는데, 실제 장비를 

제공하기에 앞서 장비의 사양과 도면을 조선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도면이 Maker Drawing이다. Maker Drawing은 단순히 장비의 

크기나 모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사양과 특징 등 

장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만으로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비의 사양서를 추가하기도 한다. 아래의 도면은 

Em'cy G/E Gas Oil Tank의 Maker Drawing의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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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Maker Drawing 예시 

 

⑤ Piping Diagram, Main Equipment Arrange 

Full Specification과 Schematic Diagram이 작성되고 장비 

공급 업체로부터 Maker Drawing을 제공받은 이후에는 Piping 

Diagram과 Main Equipment Arrange을 작성한다. 

Piping Diagram은 Schematic Diagram을 상세화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각 장비의 용량, 파이프의 직경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의 구성을 확정 짓고 상세설계의 기본이 되는 도면이기 

때문에 시스템 도면 중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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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Piping Diagram 예시 

 

또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Maker Drawing을 이용하여 주요 

장비의 배치도를 미리 작성한다. 아래의 예제는 엔진룸의 기기 

배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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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주요 장비 배치도 예시 

 

⑥ Arrange & Equipment Drawing, Fabrication & Install 

Drawing 

각 장비의 상세 위치와 지지대, 설치, 제작 등을 위해 필요한 

최종적인 상세 도면이다. 도면이 매우 상세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면으로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특정 

부분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의 위치, 

지지대 등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야드에서는 

이 도면을 이용하여 직접 장비를 설치/조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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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본 논문에서는 의장시스템의 정성적인 위험도 평가 방법으로 

FMEA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분석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우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어떤 시스템이 안전 측면에서 취약한지를 밝히는 역할을 담당한다. 

FMEA는 ISO 14971, IEC 60812 등에 근거하 여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는 failure mode를 

식별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는 곧 사고를 발생시키는 의장시스템 

고장이 어떠한 상태로 발생하였는지 규명하는 것인 것인데, 예를 

들면 마모에 의한 고장인지, 누수에 의한 것인지, 파손에 의한 

것인지 등을 식별하는 것이다. 기존에 발생했던 mode를 나열함은 

물론, 그 외에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mode도 함께 

나열되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일 경우 더욱 필요하다. 

Failure mode를 식별한 후에는 각 failure mode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또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규명한다. 

이러한 작업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FME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스템 전문가와 함께 작업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고 발생에 기여도가 큰 부품 혹은 failure 

mode를 선정한다. 이는 각 failure mode의 발생 빈도(probability 

of occurrence)와 심각도(severity)를 구함으로써 failure mode를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중에서 특정 위험도 기준보다 높은 위험도를 가진 

항목을 선택하여 이를 안전에 취약한 시스템으로 지정하고, 추후 

설계 단계에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다. 

FMEA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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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FMEA의 절차 

1 단계 시스템 정의 
2 단계 Schematic diagram 을 토대

로 Block diagram 작성 
3 단계 각 block 에 대한 failure 

mode 파악 
4 단계 Failure mode 의 원인 및 영

향 규명 
5 단계 Failure detection 방법 규명 
6 단계 각 failure mode 의 발생빈도 

및 심각도 분석 
7 단계 대책 및 권고안 작성 
8 단계 정량적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항목 선정 
 

기존의 FMEA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Hardware approach인데, 이는 각각의 하드웨어 아이템을 

목록화하고, 발생 가능한 failure mode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Functional approach인데, 이는 하드웨어 아이템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 복잡하여 최종 아이템에서부터 

하부체계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때 사용된다. Hardware 

approach는 Bottom-up approach인데 비해 Functional 

approach는 Top-down approach라고 할 수 있다. 

선박 의장시스템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다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장 빈도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Hardware approach로 수행해야 하는데,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과정을 규명하려면 어떠한 기능이 마비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Functional approach로도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FMEA worksheet 

양식을 고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안하는 선박 

의장시스템의 정성적 위험도 평가를 위한 새로운 approach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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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의장시스템을 위한 FMEA sheet 

Category Function Component Common Cause

System Pressure Filling Settling tank Leak (line, tank, valve)

Storage tank Filter clogged

Expansion tank Control failure

Sea chest - Valve open/close

Transfer pump - Auto-change over

Air compressor Power fail

Purifier

Heater for purifier

Service Service tank

Service pump

Air reservoir

Temperature Heating Heater

(Viscosity control) Pump for heater

Cooling Cooler

Pump for cooler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시스템이 어떠한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그 

기준을 적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Fuel Oil System의 

경우 적정한 압력과 온도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Category에는 

Pressure와 Temperature를 적는다. 다음으로는 각 Category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적고, 그 기능과 연관된 부품들을 

적는다. 이를 통해 Hardware approach와 Functional 

approach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78 

C. Fuel oil system에 대한 FMEA 
 

Case study 대상 시스템인 Tanker의 Fuel oil system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성 평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FMEA를 수행하였다. 본 

FMEA는 부록 B에서 제시한 방법과 달리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FMEA sheet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그 양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70 FMEA sheet에 대한 용어 설명 

 

위 그림의 FMEA sheet에 맞추어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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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Fuel oil system에 대한 FME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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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ntitative Reliability Analysis 

of Ship Machinery Systems 
using Dynamic Fault Trees and 

Bayesian Networks 
 

Sung-teak Kim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hip machinery systems are used to provide a variety of 

functions at multiple locations in a whole ship. If any system 

fails to operate and loses its own function, it will affect ship 

operation. Subsequently, an accident, causing loss of liv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n be induced by the failures of 

systems. Thus, ship machinery systems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system reliability or safety during the design stage. 

There are two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or ship machinery 

systems regarding reliability analysis. The first one is that 

some components are active but others are on standby when 

the system has redundancy. The other is that a reason can 

cause failures of several components at the same time. 

This thesis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the static fault tree 

analysis (FTA), which is broadly used to assess reliability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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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or ship machinery systems because of its 

distinctiveness. As an alternative to the static fault tree 

analysis, this thesis suggests to use the dynamic fault tree 

analysis that has additional gate models in order to consider 

temporal and/or statistical dependency. 

Traditionally, the calculation of the dynamic fault trees has 

done by using Markov chain. However, time for calculating 

Markov chain increases exponential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mponents. In case of ship machinery systems, which have 

hundreds of components, it’s hardly possible to calculate the 

system reliability. To solve this problem, Bayesian networks 

can be utilized. In this thesis, the software which enables 

conversion of manually-constructed dynamic fault trees into 

equivalent Bayesian networks has been developed. 

As a case study, this thesis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The static FTA, the dynamic FTA using Markov chain and the 

dynamic FTA using Bayesian networks has been applied to 

existing ship machinery systems. The conclusion of the thesis 

is that the dynamic FTA could be the better model for reflecting 

the systems’ characteristics than the static FTA and calculating 

dynamic fault trees using Bayesian networks provides more 

faster and accurate results than using Markov chain. 

 

Keywords : System reliability, Fault Tree Analysis(FTA), 

Dynamic fault trees, Bayesian networks, Ship machine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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