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구조물에 대한 해석 및 설계에 있어, 하중 및 재료물성

치, 제원 등에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성(uncertainty)을 고려한 

신뢰성 해석 및 설계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며, 교량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기반시설물의 설계에 있어 이러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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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손상 및 확률변수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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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Analysis of a Truss Structure Considering Structural 

Damage and Spatial Correlation between Random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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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reliability analysis is performed for a truss bridge considering uncertainties in structural properties and applied loads, 

structural damage, and spatial correlation between random variables. Two limit states are considered: a serviceability limit state based

on allowable deflection and a stress limit state based on allowable stress. The Level II reliability analysis method, which is known 

as one of the moment methods, and the Level III method based on sampling techniques are used in the reliability analysi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structural damage and spatial correlation between random variables on the reliability index are intensively investigated.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alysis showed that structural damage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reliability index and probability of failure

in terms of the limit state and damaged member. With respect to spatial correlation, the probability of failure increases as the spatial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andom variables increase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structural damage and the spatial 

correlation between random variables should be reasonably considered to achieve a more rational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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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트러스 교량을 대상으로 부재 제원 및 작용 하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성, 구조손상 및 확률변수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한계상태로는 허용처짐을 기준으로 한 사용성 한계상태와 부재의 

허용응력을 기준으로 한 응력한계상태를 고려하였으며, 신뢰성 해석을 위하여 모멘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Level II 방법과 

추출법 기반의 Level III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뢰성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1) 부재에 존재하는 구조손상이

신뢰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2) 확률변수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에 따른 신뢰성 해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신뢰성 해석

결과 한계상태에 따라 신뢰도 지수 및 파괴확률에 대한 구조손상의 영향이 손상부재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간적 상관관계의 경우, 확률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커질수록 파괴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확률론적

방법을 통한 신뢰성 해석을 할 때에는 한계상태 및 고려하는 확률변수의 분포 형태, 평균, 표준편차 외에도 구조손상 및 

확률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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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해석에 근거한 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신뢰성 해석 및 

설계는 기존 허용응력설계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하중을 

비롯하여 재료물성치, 제원 등 설계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수명 

및 중요도 등에 따른 목표 신뢰도 지수를 만족하는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뢰성 해석과 

최적 설계를 연계한 연구로 Kim and Noh (2012)는 내폭 

CFRP-Steel 복합구조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한 바 있으며, 

Cho and Kim (2016)은 프리텐션 콘크리트 지주구조물에 

있어 프리캐스트 하부구조 시스템에 대하여, 그리고 Yi and 

Han (2016)은 합성형 단면을 갖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하여 최적설계 및 신뢰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신뢰도 해석 및 설계는 여러 사회기반시설물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도로분야와 

해안⋅해양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정리하였다. 우선 도로분

야의 경우, Frangopol et al. (2001)은 고속도로의 수명주기관

리(life cycle management)에 대해 기존의 Markovian 방법이 

구조물의 전체 수명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뢰성 기법을 도입하여 불확실한 요소들을 합리적

으로 고려함으로써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Park et al. (2010)은 지반 공학적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확률론적 기법을 토대로 하여 터널 지보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

며, 기존의 결정론적 접근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확률론적 접근법을 통한 신뢰성 평가 결과가 지보설계시 

기초자료 및 공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Ni et al. (2006)은 트러스 교량을 

대상으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여 특정 부재가 손상을 입었

을 때의 신뢰도 지수의 변화와 확률변수의 분포 형태에 

따른 신뢰도 지수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신뢰도 해석에 

있어 장기적인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변수의 분포 

형태 및 특성값, 구조손상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Dey et al. (2018)은 

보도교에 대한 기준을 신뢰성 해석 관점에서 평가하여 유럽

과 북미 지역의 코드를 평가한 바 있고, Jamali et al. (2019)는 

교량의 내하력 평가에 있어 계측자료와 신뢰성 이론을 연계

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신뢰성 해석 및 설계는 해안⋅해양분야에서

도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Kim, Seo, et al. (2006)은 이상파랑

(abnormal high wave)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동해항 

방파제를 대상으로 Level I, Level II, Level III 신뢰성 해석기

법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각 방법들 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Level II 및 Level III 방법에 

의한 신뢰성 해석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

으며,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계수들의 산정이 확률론적 방법

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Huh (2003)

는 유한요소법과 신뢰성 해석기법을 통합한 복합 알고리즘

을 개발하여 실구조물에 적용함으로써 적용성을 입증하였

다. Kim, Jung, et al. (2006)은 염해를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률론적 방법을 도입하여 해석하였다. 이들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내구성 설계인자

들이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위치한 철근의 부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부식 확률 10%를 

목표로 하는 경우, 염해에 대한 사용수명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인 내구성 해석 방법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자료를 이용하여 손상평가 및 신뢰

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Okasha 

et al. (2011)은 고속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성 해석과 손상추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Zhu and Frangopol (2013)은 선박의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

여 파랑하중에 대한 영향을 개선하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Strauss et al. (2015)은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

여 철도교에서의 레일-교량 상호작용을 신뢰도 기반으로 

평가하였고, Newhook and Edalatmanesh (2013)은 콘크리트 

교량의 피로손상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자료와 신뢰성 

해석을 연계한 바 있다.

이처럼 확률론 기반의 신뢰성 해석은 하중 및 재료물성치

에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재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손상의 영향, 그리고 

확률변수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고(Ni et al., 2006), 구조물에 

대한 손상평가 결과를 신뢰성 해석과 연결하는 연구는 특별

히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Ni et al. 

(2006)의 연구를 확장하여, 이들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각 확률변수들이 독립이 아닌, 

즉 공간적 상관관계(spatial correlation)를 갖는 경우의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부재에 구조손상이 있는 경우의 

신뢰성 해석결과도 함께 분석하였다. Ni et al. (2006)이 허용

응력을 기준으로 응력한계상태(stress limit state)만을 고려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전역적(global)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허용처짐을 기준으로 한 사용성 한계상태(serviceability 

limit state)를 함께 고려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계상태식

신뢰성 해석에 있어 다양한 한계상태함수(limit state 

function)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의 사용성과 

관련하여 허용처짐()과 최대 처짐()을 비교하는 

사용성 한계상태(serviceability limit state,  ) (Eq. (1))와 

안전성과 관련하여 부재의 허용응력()과 최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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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는 응력한계상태(stress limit state,  ) 

(Eq. (2))를 한계상태함수로 각각 고려하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1)

    (2)

여기서, 처짐에 대한 허용처짐값은 지간의 1/800을 고려하

여  으로 구할 수 있으며(FHWA, 2011), 응력에 

대한 허용값은 강재의 허용응력을 고려하여  

로 설정하였다(Ni et al., 2006). 한편 허용응력 또한 재료의 

제작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Ni et al. 

(2006)이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표준편차 을 갖는 

표준정규분포 확률변수로 고려하였다. 한편 는 이 연구에

서 고려한 확률변수를 의미한다.

2.2 신뢰성 해석 방법

확률밀도함수가 

인 확률변수 에 대해 구조물의 

파괴를 정의하는 한계상태식이 와 같이 주어질 때, 파괴

확률()은 한계상태식이 파괴를 나타내는 영역, 즉  ≤ 

을 만족하는 에 대하여 

를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 



 (3)

Level Ⅲ 방법은 추출법(sampling technique)으로, 구조물

의 파괴에 관련된 모든 확률변수들의 평균과 분산 및 분포형

태를 이용하여 N개의 샘플을 임의로 추출한 후, 각 샘플에 

대하여 한계상태식의 값()을 구하고, 이때 한계상태식

이 0보다 작은 샘플의 수를 전체 샘플의 수로 나누어 파괴확

률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Level III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MCS) 방법이 있다. MCS에서는 주어진 확률밀도함수를 

따르는 충분한 수의 난수를 발생시켜 확률변수 표본 집단을 

생성하고, 생성된 확률변수 값에 대한 한계상태식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파괴확률을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된다.

≈



(4)

이때, 과 는 각각 임의의 추출한 확률변수 샘플의 

수와 한계상태식이 0보다 작은 샘플의 수를 나타낸다. MCS

는 Eqs. (1), (2)의 한계상태식의 비선형 함수이거나 혹은 

해석적으로 적분을 수행하기어려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비정형 확률분포를 갖는 변수에 대해서도 적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Eq. (4)를 통해 추정한 

파괴확률이 유의미한 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충분히 클 

필요가 있으며, 예상되는 파괴확률()의 역수에 대해 10배

에서 100배 이상의 값을 권장하고 있다(Yang et al., 1999). 

따라서 일반적으로 MCS는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요도 추출

법(important sampling technique) 또는 라틴 하이퍼 큐브 

추출법(Latin hypercube sampling technique) 등을 적용할 

수 있다(Jung et al., 2012).

이와 달리 각 확률변수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분포형태만

을 이용하여 파괴확률에 대한 상대적인 지표인 신뢰도 지수

(reliability index)를 근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Level Ⅱ 

혹은, 모멘트 방법(moment method)이라 한다. 서로 통계적

으로 독립인 정규분포 확률변수 의 선형조합으로 다음 

Eq. (5)와 같이 정의되는 한계상태식 의 경우, Eq. (6)에서와 

같이 에 대한 선형변환을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인  로 변환할 수 있고, Eq. (7)에서와 같이 새로운 

변수  에 대한 한계상태식을 구할 수 있다.

  
  



 (5)

 



(6)

   
  



   (7)

이때, ,  는 각각 확률변수 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Eq. (7)과 같이 선형 근사된 한계상태식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신뢰도 지수 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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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 확률변수의 공간에서 구한 

Most Probable Failure Point (MPFP)로, 이를  를 이용하여 

정규화된 확률변수 공간에서의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면, 원

점에서 가장 가까운 파괴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한편 

Level II 방법을 이용할 경우 MPFP에서의 각 확률변수가 

신뢰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 즉 민감도(sensitivity)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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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LevelⅡ 방법은 한계상태식이 이들 확률변수의 

선형합으로 표현될 때에만 정확한 파괴확률의 산정이 가능하

다. 한계상태식이 비선형식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Hasofer 

and Lind가 제안한 개선된 Level Ⅱ 해석방법인 Advanced 

First Order Second Moment (AFOSM)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Hasofer and Lind, 1974; Yang et al., 1999).

한편, AFOSM을 적용하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할 경우 

한계상태식이 확률변수에 대한 양함수(explicit function) 형

태여야 하는데, 음함수(implicit function)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Eq. (7)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한계상태식이 

확률변수에 대한 음함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응답면 기법

(Response Surface Method, RSM) 등을 적용하여 양함수 

형태로 근사화시킬 수 있다. RSM은 샘플링 방법에 따라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 Bucher- 

Bourgund (BB) 방법(Bucher and Bourgund, 1990) 등이 있으

며 각 방법에 따른 샘플링 방법에 따라 적은 횟수의 해석을 

통한 결과를 이용하여 한계상태식을 확률변수에 대한 다항

식으로 근사한 후, 이 다항식에 대하여 AFOSM을 적용하여 

파괴확률을 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신뢰성 해석을 위하여 FERUM (Haukaas 

et al., 2001; Bourinet et al., 2009; Bourinet, 2010)과 같이 

공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MCS 

방법과 AFOSM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한 자체 코드를 이용하

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MCS 방법의 경우 파괴확률 

및 계산시간 등을 고려하여 10만 번의 샘플링을 통하여 

파괴확률을 구하였으며, AFOSM 방법은 BB 방법을 적용한 

RSM을 사용하여 신뢰도 지수를 통해 파괴확률을 구하였다

(Yi and Han, 2016).

3. 예제해석

3.1 예제

Ni et al. (2006)은 트러스 교량이 손상을 입어 단면적이 

감소된 상태에 있을 때, 신뢰성 해석을 통해 단면적의 감소율

에 따른 신뢰도 지수()의 변화를 살펴본 바 있다. 이 연구에

서는 동일한 트러스 교량을 대상으로 하여 AFOSM 및 MCS

을 통해 신뢰성 해석을 진행하였다. 예제 교량의 재료물성치

는 참고문헌과 동일하게 탄성계수 및 밀도는 각각 200GPa, 

7800kg/m3로 고려하였고, 추가적인 사하중 10kN/m로, 그리

고 단면적은 0.01m2로 고려하였다. 한편 트러스 형상 및 

주요 제원은 Fig. 1에, 그리고 참고문헌에서 확률변수로 고려

한 바 있는 작용하중과 항복응력(yield stress)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AFOSM 코드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1) Ni et al. (2006)의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와 비교하였

으며, 또한 (2) AFOSM에 의한 파괴확률 및 신뢰도 지수를 

Level III 방법인 MCS에 의한 파괴확률 및 신뢰도 지수와 

비교하였다. 우선 Ni et al. (2006)의 결과를 보면, Fig. 1 

및 Table 1에 제시된 제원 및 하중 특성을 갖는 트러스 

교량에 대하여 각 부재 단위로 응력한계상태에 대한 신뢰도 

지수를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부재별 신뢰

도 지수를 분석하였다. Fig. 2는 참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값과 비교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AFOSM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Truss Structure (Ni et al., 2006)

Random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

 120 12




 252.5 29

Table 1. Mean & Standard Deviation of R.V (Ni et al., 2006)

Fig. 2. Reliability Index of Intact Structure (Note: Reliability 

indices for members 8 and 12 are not shown in Ni et al., 2006)

한편, Level Ⅲ인 MCS 방법과 AFOSM 방법에 의한 결과

를 비교함으로써 MCS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Ni et al. (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트러스 교량의 제원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뢰도 지수()가 6보다 크고, 따라서 

파괴확률이 × 보다 작아 MCS를 통해 유의미한 값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계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조손상에 따른 신뢰도지수 등의 변화 등을 고찰하

고, 또한 MCS 방법과 AFOSM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교량의 제원 중 단면적을 

50% 수준으로 고려하여 MCS에 의해서도 충분한 신뢰성 

해석이 가능하도록 예제를 수정하였다. 다음의 Table 2는 

전체 단면적을 50% 수준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AFOS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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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로 구한 응력한계 상태에 대한 파괴확률() 및 신뢰도

지수()를 비교해 나타낸 것이며, Fig. 3은 MCS 방법에서 

  이 증가함에 따라 파괴확률()이 한 값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파괴확률은 

21개 부재 중 가장 취약한 부재에 대한 파괴확률로 Fig. 

2의 부재별 신뢰도 지수와는 달리 시스템 파괴확률이라 

할 수 있다.

Probability of 

Failure ()

Reliability Index 

()

MCS 9.00×10-6 4.2884

AFOSM 8.38×10-6 4.3041

Difference(%) 6.89 -0.37

Table 2. Comparison of Results by MCS and AFOSM

Fig. 3. Convergence of Probability of Failure

3.2 구조손상을 고려한 신뢰성 해석 및 민감도 

분석

특정한 부재에 피로균열이 발생하거나 혹은 부식에 의하

여 두께가 감소한 경우, 이러한 손상을 등가의 단면적 감소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하여 신뢰도 지수 및 파괴확률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부재 단면적의 감소율에 따른 파괴확률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부재의 손상이 파괴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부재 손상에 따른 파괴확률의 변화를 

먼저 분석하였다. 다음의 Fig. 4는 AFOSM과 MCS을 통해 

1번 부재부터 21번 부재까지의 부재 단면적을 20% 줄었을 

때 응력한계상태 및 사용성 한계상태에 대한 파괴확률을 

정리한 결과이다.

각각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부재에 대해 파괴확률의 차이

가 있지만 두 결과 모두 18번, 19번 부재, 즉 트러스의 중앙부 

하현재가 손상되었을 때 파괴확률이 가장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중앙부 하현재가 하중을 전달하는 경로에

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단면변화율()에 

대한 처짐() 및 응력()에 대한 변화율(, ), 

즉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0)

한편, Level II 신뢰성 해석을 위하여 적용한 AFOSM의 

경우 MPFP점에서의 각 부재에 대한 민감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11)

여기서, 는 MPFP 점에서의 각 확률변수 방향으로의 

기울기(gradient)를 의미한다. Table 3은 각각의 방법을 적용

하여 사용한계상태와 응력한계상태에서의 부재손상에 따른 

민감도를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신뢰도 지수에 대한 민감도

를 구하기 위하여 21개 부재의 단면적을 평균 0.005 m2, 

표준편차 0.0005 m2인 확률변수로 고려하였고, 하중 및 허용

응력의 불확실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Table 3을 살펴보면 모든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18번, 19번 

부재가 가장 민감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용성 

(a) Stress Limit State (b) Serviceability Limit State

Fig. 4. Probability of Failure w.r.t. Damage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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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ID    ()
 ( )

21 RVs 19 RVs

1 16.112 111.111 0.1880 0 0

2 16.112 111.111 0.1880 0 0

3 16.113 111.111 0.1880 0 0

4 16.113 111.111 0.1880 0 0

5 24.742 180.538 0.3918 0 0.7071

6 0 0 0.0000 0 0

7 14.842 0 0.1679 0 0

8 0 0 0.0000 0 0

9 4.956 0 0.0452 0 0

10 10.475 0 0.0973 0 0

11 4.955 0 0.0452 0 0

12 0 0 0.0000 0 0

13 14.842 0 0.1679 0 0

14 0 0 0.0000 0 0

15 24.743 180.538 0.3918 0 0.7071

16 8.179 0 0.0458 0 0

17 8.179 0 0.0458 0 0

18 32.873 250.001 0.4865 0.7071 N/A

19 32.873 250.001 0.4865 0.7071 N/A

20 5.034 0 0.0458 0 0

21 5.034 0 0.0458 0 0

Table 3. Sensitivities of Deflection and Stress w.r.t. Area Reduction

한계상태와 관련된 수직처짐에 대한 각 부재 단면적에 대한 

민감도()와 사용성 한계상태를 적용하였을 때 MPFP 

점에서의 신뢰도 지수에 대한 민감도 ()를 보면, 6, 

8, 12, 14번 부재, 즉 좌우 양측의 수직재의 경우 모두 민감도

가 0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이들 부재는 처짐에 대한 

기여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부재의 경우 손상이 

크게 발생하더라도 사용성 한계상태에 대한 신뢰도 지수에

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력한계상태를 보면, 신뢰도 지수는 7.08로 분석되

었고, 민감도는 표에서와 같이 17번 부재와 18번 부재에 

대해서 0.7071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부재에 대해서는 

0의 민감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MPFP점에서 

18번 또는 19번 부재에서 항복응력에 가장 쉽게 도달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다른 부재의 단면적이 변하더라도 18번, 

19번 부재에서의 신뢰도 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8번, 19번 부재의 단면적을 고정된 값으로 

고려하고, 신뢰성 해석을 다시 한 번 수행하여 민감도를 

살펴 본 결과, 신뢰도 지수는 7.48로 증가하며, 민감도는 

표에서와 같이 5번, 15번 부재에 대하여 0.7071로 동일하게 

분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면적 변화에 대한 응력의 

민감도() 에서와 같은 결과로 18, 19번 부재 다음으로 

응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5번, 15번 부재에서 응력한계상

태에 도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건이 MPFP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부재의 단면적 변화는 신뢰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만약 5, 15번 부재의 

단면적 역시 확률변수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응력

에 대한 민감도가 동일하게 같은 1번 부재에서 4번 부재의 

단면적에 대한 민감도가 0.5로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 이러한 조건에서 AFOSM으로 해석한 결과 신뢰도 

지수는 10.88, 그리고 민감도는 1번부터 4번 부재에 대해서

만 0.5로 예상한 바와 같이 민감도를 구할 수 있었다.

이 예제에서 사용한 트러스 교량의 경우 최적설계가 이루

어지지 않은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적설계를 통하여 

각 부재의 민감도가 유사하고, 또한 부재 단위에서의 신뢰도 

지수도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신뢰성 해석 결과만으로 설계변경을 

수행한다면 18번, 19번 부재의 단면적은 크게 증가시키고, 

5, 15번 부재의 보강,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부재를 

보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3.3 구조손상에 따른 신뢰도 지수의 변화

이 연구에서는 21개의 부재 가운데 응력한계상태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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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한계상태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는 18번, 19번 부재에 대하여 이들 두 부재가 동시에 

손상을 가지는 경우 신뢰도지수 및 파괴확률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Fig. 5는 각각의 한계상태식에 따라 부재의 

손상 정도에 따른 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력한계상태를 고려할 경우 18, 

19번 부재의 단면적이 50% 파괴 되었을 때 거의 0에 

가까운   로 파괴확률  의 결과를 보여

준 반면, 사용성 한계상태를 고려할 경우 50% 파괴되었을 

때   로 파괴확률  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신뢰도 지수()는 예상한 바와 같이 한계상태의 종류에 

관계없이 구조손상이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구조 제원 및 재료물성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다면 현재 

상태의 조건을 반영한 신뢰도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신뢰성 

측면에서의 교량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4 공간적 상관관계의 영향

3.2절 및 3.3절에서 수행한 신뢰성 해석에서는 각 확률변

수에 대한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각 확률변수를 

모두 통계적으로 독립(statistically independent)인 관계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하중의 경우 통행량에 따라 유사한 수준

의 하중이 공간상에 분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간적 상관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임의의 

두 확률변수간의 선형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지표인 상관계

수(correlation coefficient)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2)

상관계수는 항상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상관계수

가 1이라는 것은 두 확률변수가 완전한 양의 선형적인 상관관

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절에서는 확률론적 방법

을 이용하여 18번, 19번 부재가 손상을 입어 단면적이 20% 

감소한 구조물에 대하여 각 확률변수들 간 상관계수에 따른 

파괴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구조해석 시 고려한 

확률변수 가운데 한계상태식의 허용응력 에 대한 상관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고,   ~  의 사이에 공간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MCS의 경우 상관계수를 고려하

여 난수를 생성하였으며, AFOSM의 경우에는 공분산 행렬의 

직교행렬을 이용한 비상관 단위확률변수(uncorrelated unit 

random variable)를 이용하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확

률변수 간의 공분산 행렬 (


)는 항상 Positive Definite인 

대칭행렬이므로, Eq. (13)과 같은 선형변환에 의해 



를 

대각 행렬로 만드는 직교행렬 가 반드시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고유치 분석을 통해 를 구할 수 있다.

  
 (13)

한편 Eq. (13)에 의해 선형 변환된 확률변수 벡터 의 

평균과 공분산 행렬은 각각 다음의 Eqs. (14), (15)와 같다.

     

   




(14)



    







 









 
     





 

 






(15)

이를 통해 확률변수 의 공분산 행렬 

는 역시 대각행렬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률변수 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공분산이 0일 경우 통계적으로 독립인 확률변수로의 변환이 

얻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확률변수 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비상관 단위 확률변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Yang et al., 1999).

  



 



 (16)

(a) Stress Limit State (b) Serviceability Limit State

Fig. 5. Reliability Indices with Respect to Area Reduction Ratio of Members 18 an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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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상관관계가 공분산 행렬 에 의해 정의

된 상관된 정규분포 확률변수 를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인 

표준정규분포 확률변수 로 변환할 수 있으므로 AFOSM을 

통해 상관도에 따른 신뢰도 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Fig. 6은 각각의 하중()간의 상관계수가 0.1~0.6 까지 

변화할 때 응력한계상태에 대한 파괴확률을 MCS와 AFOSM

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MCS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상관도 

계수가 증가할수록 파괴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AFOSM을 통한 계산 결과 역시 상관도가 증가할수록 

파괴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확률변수들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신뢰도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할 경우 합리적

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확률변수 사이의 공간적 상관관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 Probability of Failure

(b) Reliability Index

Fig. 6. Reliability Analysis with Different Spa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트러스 구조물을 대상으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한계상태식을 전역적 관점에서의 사용

성 한계상태와 국부적 관점에서의 응력 한계상태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조손상에 의한 신뢰도 지수는 한계상

태에 무관하게 손상이 증가할수록 신뢰도 지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손상부재에 따라 그 영향은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손상부재에 따른 영향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처짐 및 응력에 대한 미분값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 Level 

II 신뢰성 해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MPFP 점에서의 민감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중앙부 하현재의 민감

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확률변수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에 따른 파괴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공간적 

상관관계 역시 신뢰성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신뢰성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보다 

안전하게 설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단면적 감소 

등의 손상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해 줌과 동시에 각 확률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단면적 등을 고정된 값으로 고려하였으나, 

추후 실제 구조물의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구조손상평가 

및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손상평가 시 포함될 

수 있는 계측잡음 및 모델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단면적 등의 재원도 확률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다경간 콘크리트 교량과 같이 

좀 더 복잡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구조손상 및 공간적 상관관

계가 신뢰성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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