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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module or independent subtree is a part of a fault tree whose child gates or basic events are not repeated in the remaining 
part of the fault tree. Modules are necessarily employed in order to reduce the computational costs of fault tree quantification. This 
quantification generates fault tree solutions such as minimal cut sets, minimal path sets, or binary decision diagrams (BDDs), and then, 
calculates top event probability and importance measures. This paper presents a new linear time algorithm to detect modules of large fault 
trees. It is shown through benchmark tests that the new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can very quickly detect the modules of a huge fault 
tree. It is recommended that this method be implemented into fault tree solvers for efficient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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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고장수목과 모듈

고장수목분석(Fault Tree Analysis)은 원자력, 화공, 
항공, 우주 시스템과 같은 안전필수 계통(Safety-Critical 
System)의 리스크 평가(Risk Analysis)에서 광범위하고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1,2). 원자력발전소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보고

서인 WASH-1400 Report3)이후 PSA에서 고장수목분석

은 사건수목분석(Event Tree Analysis)과 함께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한 설계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안전필수 계통 고장수목분석에 의하여 최소단절집

합(Minimal Cut Set, 계통 고장을 유발하는 최소한의 

기기고장들의 집합)들을 계산하고, 계통 고장수목 정

점사건(Top Event)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기기가 계

통 고장에 미치는 중요도척도(Importance Measure)를 

계산한다. 이 최소단절집합은 최소절단집합으로 불리

기도 한다.
안전필수 계통 고장수목의 최소단절집합들 숫자는 거

의 무한개에 달하기 때문에,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최소단절집합을 생성한다. 이 때 최소단절집합 생성

을 위한 계산양이 매우 많아 오랜 계산을 요구한다. 이 

고장수목분석 계산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 
최소단절집합 절삭(Truncation), (2) 고장수목의 모듈

(Module) 사용, (3) 고장수목의 재구조(Restructuring)를 사

용한다. 
첫 번째, 최소단절집합의 생성시 낮은 발생확률을 

갖는 최소단절집합을 버리는 최소단절집합 절삭이 자

주 사용된다. 그러나, 이 최소단절집합 절삭을 사용하

여도, 정점사건 확률과 기기 중요도척도를 정확히 계

산하기 위한 충분한 숫자의 최소단절집합들의 생성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원자력 발전소의 확률론적안정성

평가에서 충분한 숫자의 최소단절집합들은 1,000부터 

1,000,000까지의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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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 고장수목분석 계산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은 고장수목에서 모듈들을 찾아내고 인공적인 

Super Components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장

수목의 모듈이란 모듈의 하부 Node(게이트와 기본사

건)가 고장수목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지 않는 독립된 

하부수목을 말한다. 고장수목의 독립된 하부수목을 

Super Component로 교체하면 최소단절집합의 크기를 

대폭 줄일 수 있다. Chatterjee4)와 Birnbaum5)는 모듈의 

특성들을 연구했고, 고장수목분석에서 모듈들을 사용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Locks6)은 모듈의 개념을 

Non-coherent 고장수목까지 확장하였다. 
세 번째, 고장수목 계산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방

법으로 고장수목의 재구조(Fault Tree Restructuring)를 

이용한다. 이 고장수목의 재구조는 가능한 한 큰 모듈

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 수행된다7-16). 고장수목의 

재구조는 효율적인 고장수목 정량화를 위해 주어진 고

장수목을 동일한 고장수목으로 변환하는 절차이다.
과거에는 독립 하부수목들은 수작업으로 찾았다17). 

그러나 오늘날에는 고장수목 계산 소프트웨어가 자동

으로 독립 하부수목들은 찾아준다18).
Coherent 혹은 Non-coherent 고장수목의 모듈을 찾기 

위해 Dutuit-Rauzy(DR) 알고리즘이 1996년에 제안되었

다19). 선형시간 알고리즘의 특성 때문에, 이 알고리즘

은 빠르게 모듈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원자력발전소의 PSA에서, 다음과 같은 계산 순서로 

고장수목분석 계산의 어려움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1) 고장수목을 재구조 하고, (2) 모듈을 찾고, (3) 모듈

의 최소단절집합을 계산하고, (4) 모듈의 최소단절집합

의 확률을 Super Component에 할당하고, (5) 고장수목

에서 모듈을 Super Component로 대체하고, (6) 고장수

목의 최소단절집합을 생성한다. 모듈 사용은 매우 효

율적이어서 고장수목 재구조화와 함께 고장수목 계산

의 어려움을 크게 감소시킨다.

1.2 모듈의 정의

고장수목은 기본사건(Basic Event), 게이트(Gate), 정
점사건으로 구성된다. Fig. 1의 고장수목은 {e5, e6, e8, 
e9, e12, e13, e14}의 기본사건들과 {g0, g1, g2, g3, g4, 
g7, g10, g11}의 게이트들로 이루어지고, 특별히 g0를 

정점사건이라 부른다. 이 고장수목의 게이트들을 이용

하여 기본사건들과 정점사건의 논리적인 상호관계를 

표현한다. 기본사건을 Terminal Node로, 게이트를 

Intermediate Node로, 정점사건을 Root Node로 명칭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Node는 기본사건, 게이트, 정
점사건을 통칭한다. 기본사건은 기초적인 기기고장

Count(g3) = 3, Count(e5) = 2, Count(e14) = 2

Fig. 1. DR method to find modules19)

(Component Failure)이고, 정점사건은 시스템의 실패를 

표현하는 사건이다. 고장수목의 기본적인 가정은 기본

사건들 서로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기기고장(기
본사건)들은 중첩된 논리 게이트들을 통해 정점사건으

로 논리적으로 전파된다. 
고장수목은 Coherent 고장수목과 Non-coherent 고장

수목으로 구분한다. Fig. 1의 고장수목과 같이 기기실

패 기본사건들과 게이트들로 이루어진 고장수목을 

Coherent 고장수목이라 부르고, 반대로 한 개 이상의 

기기성공 기본사건( ) 혹은 Negate( ) 등을 가진 고

장수목을 Non-coherent 고장수목이라 부른다.
Eventin(v)는 Node v로부터 아래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

는 Node들의 집합이고19), Eventout(v)은 Node v를 지나지 

않고 정점사건으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Node들의 집합

으로 이 연구에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Node g3와 e14
는 Node g10을 지나지 않고 정점사건으로부터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Eventout(g10)와 Eventout(g10)의 멤

버이다.
모듈은 모듈의 하부 Node들이 고장수목의 다른 곳

에 존재하지 않는 게이트를 말한다19). 만약 Node v를 

지나지 않고는 정점사건에서 Eventin(v)에 속한 Node를 

방문할 방법이 없을 때 Node v는 모듈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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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in(v) ∩ Eventout(v) = Φ (1)

식(1)의 모듈 정의에 의해, Fig. 1에서 정점사건 g0의 

모듈은 아래와 같다.

Module(g0) = {g0, g3, g11} (2)

예를 들어, Eventin(g3)와 Eventout(g3)는 다음과 같이 

집합간에 중복되는 Node들이 없어 식 (1)을 만족하므

로 g3는 모듈에 해당한다.

Eventin(g3) = {g4, e5, e6, g7, e8}
Eventout(g3) = {g1, g2, e9, g10, g11, e12, e13, e14} (3)

또한, 정점사건 g0의 Eventout(g0)는 공집합이기 때문

에 Eventin(g0) ∩ Eventout(g0)는 역시 공집합으로 식 (1)
을 만족하여 정점사건 g0는 모듈이다. 

반면에, Eventin(g10)와 Eventout(g10)는 다음과 같이 

중복되는 Eventin(g3)에 속한 Node들이 있어 식 (1)을 

만족하지 않아 모듈이 아니다. 

Eventin(g10) = Eventin(g3) ∪ {g3, g11, e12, e13, e14}
Eventout(g10) = Eventin(g3) ∪ {g1, g2, e9, e14} (4)

본 논문에서 Count(v)는 고장수목에서 Node v의 반

복 횟수를 가리킨다. Fig. 1에서의 중복 Node들의 반복 

횟수는 다음과 같다.

Count(g3) = 3, Count(e5) = 2, Count(e14) = 2 (5)

고장 수목의 복잡성은 고장수목의 크기와 고장수목

에서 반복되는 Node의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
한, 반복 Node는 모듈의 개수를 줄이기 때문에 고장수

목의 최소단절집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증

가시킨다.

1.3 DR method to find modules
Dutuit와 Rauzy19)는 깊이우선-좌측우선 순회에 기초

한 효율적인 모듈 발견 알고리즘(DR 방법)을 제안하였

다. Fig.1에 이 순회방법을 따른 Node들의 방문 순서를 

Node들의 연결선에 따라 도식하였다. 
Fig. 1에서 고장수목의 순회 순서는 {g0, g1, g2, g3, 

g4, e5, e6, g4, g7, e5, e8, g7, g3, e9, g2, g10, g3, g11, 
e12, e13, g11, e14, g10, g1, g3, e14, g0}이다. 여기에서 

Node g3는 방문순서 3, 12, 16, 24에서 4번 방문되었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Vfirst(g3) = 3, Vsecond(g3) = 12, Vlast(g3) = 24 (6)

이 논문에서 Node 이름들에 나타나는 숫자는 각 

Node의 처음 방문 순서를 의미한다.
추가된 정의로써 Vmin(v), Vmax(v), 그리고 Vlast(v)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Vmin(v) = minw∈Eventin(v) Vfirst(w) (7)
Vmax(v) = maxw∈Eventin(v) Vlast(w) (8)

DR방법에서, Node v의 방문순서가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한다면 Node v는 모듈이다.

Vfirst(v) < Vmin(v) < Vmax(v) < Vsecond(v) (9)

Node의 방문 순서들이 식 (9)의 부등식을 만족하면 

식 (1)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Node는 모듈이다.
Fig. 1의 고장수목 Node들의 방문순서를 Table 1에서 

요약하였다. 고장수목 Node들을 깊이우선-좌측우선 순

회를 따라가 보면 방문순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고
장수목에서 {g0, g3, g11}의 Node들의 방문 정보들은 

식(9)의 부등식을 만족(식 (1)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들은 모두 고장수목의 모듈들이다.

Module(g0) = {g0, g3, g11} (10)

다른 노드들의 방문 정보들은 식(8)을 만족하지 않

아 모듈에서 제외된다. 

Table 1. DR method19)

Node v Vfirst(v) Vsecond(v) Vlast(v) Vmin(v) Vmax(v) Module

g0
g1
g2
g3
g4
e5
e6
g7
e8
e9

g10
g11
e12
e13
e14

0
1
2

3(a)
4

5(b)
6
8

10
13
15
17
18
19
21

26
23
14
12
7
5
6

11
10
13
22
20
18
19
21

26
23
14

24(c)
7

9(d)
6

11
10
13
22
20
18
19

25(25)

1
2

3(a)
4

5(b)

5(b)

3(a)
18

25(e)
25(e)
24(c)

10
9(d)

10

25(e)
19

Yes
No
No
Yes
No

No

No
Yes

(a) Vfirst(g3), (b) Vfirst(e5), (c) Vlast(g3), (d) Vlast(e5), (e) Vlast(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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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방법은 고장수목의 이중 순회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순회에서, 각 Node들의 Vfirst(v), Vsecond(v), 
Vlast(v), Vmin(v)들을 수집한다. 두 번째 순회에서, 각 

Node들의 Vmax(v)들을 수집하여 식 (9)에 의해 Vfirst(v)와 

Vsecond(v)와 비교하여 각 Node들의 모듈 여부를 판단한

다. 여기에서, 식 (7)의 Vmin(v)은 Vfirst(v)에 기초하고 있

기 때문에 고장수목의 처음 순회에서 각 Node v의 처

음 방문에서 Vmin(v)을 구할 수 있다.

1.4 본 연구의 목적

전술한 것처럼 1.3절의 DR방법은 고장수목의 이중 

순회에 기초하고 있다. 반복하면 DR방법은 (1) 고장수

목의 이중 순회가 필요하고, (2) Table 1의 방문순서를 

저장하기 위한 추가 메모리들이 필요하고, (3) 저장된 

방문순서를 비교하여 Vmin(v)와 Vmax(v)를 찾고 이들을 

Vfirst(v)와 Vsecond(v)와 비교하기 위한 추가연산들이 요구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1) 추가 계산 메모리와 연산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일회 순회 방법을 찾고, (2) 새
로운 방법으로 모듈 찾기를 가속화하고, (3) 새로운 방

법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

해서, 본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새로

운 알고리즘을 2장에 설명하였고, 이 새로운 방법의 증

명을 3장에 추가하였고, 이 새로운 방법의 검증시험을 

4장에 요약하였다. 이 새로운 방법의 장점을 4장과 5장
에서 요약하였다.

2. 새로운 알고리즘

Fig. 2에서 모든 Node는 깊이우선-좌측우선 순회에 

따라 방문되었다. Fig. 2에서 Node 이름들에 나타나는 

숫자는 각 Node의 첫 번째 방문 순서 Vfirst(v)를 의미

한다. 본 논문에서 효율적인 모듈 검색 방법 개발을 

위해 다음 식 (11)과 (12)의 새로운 모듈척도를 도입

하였다.
반복 Node v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다음 Node w로 이

동할 때, 모듈척도를 다음과 같이 단 한번 증가시킨다.

Cin(w) or Cout(w) = Cout(v) + (Count(v) - 1) × ∆v (11)

이 반복 Node v를 재방문하고 다음 Node w로 이동

할 때마다, 모듈척도를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감소

시킨다.

Cin(w) or Cout(w) = Cout(v) - ∆v (12)

식 (11)과 (12)에서, 모듈척도의 증감치 ∆v는 다음과 

같이 모든 Node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1 = ∆2 = ∆3 = ⋯ = 1 (13)

반복 Node g0, g3, g11들만이 식 (11)과 (12)의 모듈 

척도 변화를 유발하고, 고장수목의 순회를 마치면 모

듈 척도의 총 변화량은 0이 되어야 한다. Fig. 2의 고장

수목의 일회 순회를 따라 모듈척도 Cin(v)와 Cout(v)의 

변화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만약 Node v를 진입할 때와 떠날 때 모듈척도의 변

화가 없고 

Cout(v) - Cin(v) = 0 (14)

Node v의 방문순서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면,

Vfirst(v) < Vmin(v) (15)

(a) Cin(e6) = Cout(e5) + (Count(e5) - 1)∆5 = 0 + ∆5 = ∆5

(b) Cin(e8) = Cout(e5) - ∆5 = ∆5 - ∆5 = 0
(c) Cin(e9) = Cout(g3) + (Count(g3) - 1)∆3 = 0 + 2∆3 = 2∆3

(d) Cin(g11) = Cout(g3) - ∆3 = 2∆3 - ∆3 = ∆3

(e) Cout(g10) = Cout(e14) + (Count(e14) - 1)∆14 = ∆3 + ∆14

(f) Cin(e14) = Cout(g3) - ∆3 = (∆3 + ∆14) - ∆3 = ∆14

(g) Cout(g0) = Cout(e14) - ∆14 = ∆14 - ∆14 = 0

Fig. 2. New method to find modules.



정우식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3, 2015104

Node v는 고장수목의 모듈이다. 이 모듈 판단의 조

건인 식 (14)과 (15)의 증명을 3장에 설명하였다.
Fig. 2와 Table 2에서 보이는 것처럼, Node g0, g3, 

g11의 모듈척도와 방문순서들은 식 (14)와 (15)를 만

족한다. 그래서, 이 3개의 Node는 고장수목의 모듈들

이다.

Module(g0) = {g0, g3, g11} (16)

식 (11)에서 (14)까지의 모듈척도 Cin(v)와 Cout(v) 그
리고 식 (15)의 방문정보 Vfirst(v)와 Vmin(v)들은 Node의 

재방문 없이 Node의 한번 방문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즉, 고장수목의 일회 순회만으로 모듈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새로운 방법은 이중 

순회에 기초한 DR 방법과 달리 일회 순회고, DR 방법

의 Table 1에 나타난 추가적인 메모리나 비교연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알고리즘의 증명

Table 2에서, 각 Node들이 모듈이 되지 못하는 경우

들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Case 1) Node g1이 모듈

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복 Node g3와 e14가 Node g1
의 방문 이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Case 2) Node g2
가 모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복 Node g3가 Node 
g2의 방문 이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Case 3) Node 
g4가 모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복 Node e5가 Node 
g4의 방문 이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Case 4) Node 
g7이 모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복 Node e5가 Node 
g7의 방문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Case 5) Node 
g10이 모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복 Node g3가 

Table 2. New method

Node v Cin(v) Cout(v) Cout(v) - Cin(v) Vfirst(v) Vmin(v) Module
g0
g1
g2
g3
g4
e5
e6
g7
e8
e9

g10
g11
e12
e13
e14

0
0
0
0
0
0
∆5
∆5
0

2∆3
2∆3
∆3
∆3
∆3
∆3

0
∆3+∆14

2∆3
0
∆5
0
∆5
0
0

2∆3
∆3+∆14
∆3
∆3
∆3

∆3+∆14

0
∆3+∆14

2∆3
0
∆5
0
0

-∆5
0
0
0
0
0
0
∆14

0
1
2

3(a)
4

5(b)
6
8

10
13
15
17
18
19
21

1
2

3(a)
4

5(b)

5(b)

3(a)
18

Yes
No
No
Yes
No

No

No
Yes

(a) Vfirst(g3)
(b) Vfirst(e5)

Node g10의 방문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Case 6) 
Node g10이 모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복 Node e14
가 Node g10의 방문 이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Case 1, 2, 3, 6은 식 (14)를 이용하여 모듈이 아님을 

판단하고, 반면에 Case 4와 5는 식 (15)를 이용하여 모

듈이 아님을 판단한다. 다시 말해, 식 (14)로는 Node v
의 방문 이후에 존재하는 중복 Node의 존재를 판단하

여 Node v가 모듈이 아님을 판단하고, 식 (15)로는 

Node v의 방문 이전에 이미 방문된 중복 Node의 존재

를 판단하여 Node v가 모듈이 아님을 판단한다. 결국, 
식(14)와 (15)는 모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본 논문의 식 (13)처럼 증감치를 설정하면, Table 2

의 g10 Node에서 Cin(g10) = Cout(g10) = 2로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Node g10은 식 (15)의 조건에 위

배되기 때문에 모듈에서 제외된다. 즉, 식(14)와 (15)는 

동시에 모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4. 알고리즘의 응용

이 연구에서 개발 한 새로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Table 3의 여섯 개 고장수목을 원자

력발전소의 PSA모델로부터 선택하였다. 그리고 본 논

문의 새로운 방법과 DR방법19)을 이 고장수목들로 시

험하였다. 
Table 3에서 N1부터 N4는 Non-coherent 고장수목이

고 C1과 C2는 Coherent 고장수목이다. 여기에서, 
Non-coherent 고장수목이란 고장수목 내부에 Negate나 

성공사건들을 가진 고장수목을 말한다. Table 3의 게이

트와 기본사건의 개수를 보면, 여섯 개 고장수목은 큰 

모델이다.
Table 4에서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방법과 DR방법

으로 동일한 모듈들을 찾아내었다. 여기에서, 두 방법

으로 발견한 모듈들은 하나씩 비교하여 같음을 확인하

였다. 새로운 방법은 고장수목에서 DR방법보다 적어

Table 3. Tested fault trees

Fault tree Gates Events
Successful 

gates 
(Negates)

Successful 
events

Non-coherent 
fault tree

N1 38,704 3,198 429 12 

N2 22,255 6,105 381 4 

N3 23,715 3,777 19 16 

N4 14,832 2,374 2,981 0 

Coherent 
fault tree

C1 12,298 8,350 0 0 

C2 42,910 44,26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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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new method and DR method

Fault 
tree

Type 1 
modules (a)

Type 2 
modules (b)

DR Method
(sec) (c)

New method
(sec) (d) (d)/(c)

N1 581 81 4.1 1.8 42.6%

N2 1,011 36 4.1 1.8 43.9%

N3 557 33 2.6 1.2 44.6%

N4 337 4 0.4 0.2 44.4%

C1 1,639 32 1.7 0.7 43.9%

C2 6,226 390 4.3 1.7 39.9%

No restructuring
Tested on CPU i7-4790 and RAM 32 GB
(a) Type 1 modules consist of basic events (no restructuring)
(b) Type 2 modules consist of gates and basic events (no restructuring)
(c) 1,000 calculations
(d) 1,000 calculations

도 2배 이상 빠른 모듈 발견시간을 보여주었다. 게다

가, 새로운 방법은 DR방법보다 계산 메모리를 적게 사

용한다.
고장수목 재구성 여부와 모듈 사용 여부에 따른 고

장수목 계산시간을 Table 5에 비교하였다. Table 5는 

(1) 모듈의 사용만으로는 고장수목 계산시간을 크게 단

축시킬 수 없고, (2) 고장수목의 재구성과 함께 모듈을 

사용해야 고장수목 계산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음

을 보여준다. 고장수목을 계산하기 전에 수행되는 대

표적인 고장수목의 재구성은 아래와 같다.

g1 = (g2 ∪g3) ∩ (g2 ∪g4) = g2 ∪ (g3 ∩g4) (17)

이 변환을 통해 최소단절집합 생성을 위한 불리안 

계산양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동시에 (g3 ∩ g4)가 모듈

일 경우 고장수목 계산은 더욱 빨라진다. 1.1절에서 전

술한 바와 같이 고장수목의 재구조는 가능한 큰 모듈

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서 수행된다.

Table 5. Effects of fault tree restructuring and modules to 
cutset generation

Fault 
tree

Truncation 
limit Cutsets

No restructuring Restructuring

No 
modules

(sec)

Modules
(sec)

No 
modules

(sec)

Modules
(sec)

N1 1.0E-11 35,889 11.6 9.1 14.6 4.6 

N2 1.0E-08 273 44.1 43.3 22.2 2.7 

N3 1.0E-09 5,664 14.9 12.8 6.4 2.6 

N4 1.0E-10 16,297 5.2 4.4 6.2 2.6 

C1 1.0E-10 1,817 2.1 1.9 2.0 1.0 

C2 1.0E-06 212 20.1 46.1 17.6 4.0 

Tested on CPU i7-4790 and RAM 32 GB

Table 4와 Table 5의 계산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방법의 중요한 특징은

(1) 새로운 방법은 고장수목의 일회 순회를 기초로 

한다. Node들의 재방문 없이 고장수목의 일회 순회만

으로 모듈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새로운 방법은 식 (11)에서 (14)까지의 휘발성 모

듈척도 Cin(v)와 Cout(v) 그리고 식 (15)의 노드 방문정보 

Vfirst(v)와 Vmin(v)의 값을 추적하고 비교한다. 
(3) 새로운 방법은 어떠한 추가 메모리나 연산을 요

구하지 않는다. DR 방법에서는 Table 1의 고장수목 순

회 중에 Node들의 방문 정보를 저장하고, 고장수목 순

회를 마친 마지막 단계에서 각 Node들의 모듈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새로운 방법에서는 각 Node들의 방문 

정보를 저장하고 재순회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 
(4) 고장수목의 재구성과 함께 사용하면 계산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5) 새로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빠른 모듈 발견 방

법이어서, 다양한 고장수목 소프트웨어에 쉽게 구현할 

수 있다.

5. 결 론

3장의 새로운 알고리즘은 휘발성 정보인 모듈 척도

와 방문순서를 추적하고 비교하여 일회 순회만으로 고

장수목의 모듈들을 찾아낸다. 4장에서 모듈의 사용은 

고장수목의 재구성과 함께 사용되어야 고장수목 계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장의 계산과 같이, 제안된 방법은 대형 Coherent와 

Non-coherent 고장수목의 모듈들을 빠르게 찾는다. 또
한, 전통적인 Boolean 대수, 이진결정다이어그램(Binary 
Decision Diagram, BDD), 또는 Zero-suppressed BDD에 

기초한 다양한 고장수목 계산 소프트웨어에 본 논문의 

방법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적

인 확률론적안정성평가, 그리고 화공, 항공, 우주 시스

템과 같은 안전필수 계통의 리스크 평가에 사용 중인 

고장수목분석 소프트웨어에 이 방법을 구현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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