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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구조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별하는 것은 성능기반 지진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확률기법의 하나인 First-Order Second Moment 방법을 이용하여, 각 구조부재들의 불확실한 성능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 시스템의 요구

성능의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조부재의 중요도를 판별할 수 있다. 특정한 구조부재의 불확실한 성능에 대한 

구조 시스템의 요구성능이 민감할수록 그 구조부재의 중요도는 높아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요부재를 판별한다. 따라서 요구성능의 민감

도가 상대적으로 큰 구조부재는 그렇지 않은 부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발된 중요부재 판별법은 연성 철근콘크리트 프레임의 

중요부재를 판별하는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방법을 검증하였고,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FOSM, 철근콘크리트, 성능기반 지진공학, 내진성능, 불확실성, 확률변수

ABSTRACT >> The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structural components under seismic loading through a probabilistic approach 
is of interest to many structural engineers. The First-Order Second Moment method can be used to achieve this goal by estimating 
uncertainty in the seismic demand of a structural system induced by the capacity uncertainties of each structural component. 
Significant structural components are those to which the seismic demand of the structure is more sensitive than it is to other ones. 
The developed procedure demonstrated by a ductile reinforced concrete frame shows that it is computationally effective and robust 
in terms of identifying significant structural components.

Key words FOSM, Reinforced concrete, Performance-baed earthquake engineering, Seismic performance, Uncertainty, Random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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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성능기반 지진공학의 중요한 한 요소는, 구조물을 구성하

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재중에서 구조물의 특정한 성능에 관

련된 소위 “중요부재”를 판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
개의 교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량이 지진하중을 받아 흔들

릴 때, 교량의 상부구조물의 횡방향 가속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교각은 A교각과 B교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구조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구조부재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위치와 구조물의 강성에 대한 부

재의 기여도뿐 만 아니라 확률분포로 표시되는 부재의 강도

와 변형 능력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각 부

재가 각각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를 알게 되면, 이는 

구조물의 설계단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구조물의 보강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특히 중

요한 지표가 된다. 즉, 중요도가 높은 부재에 보강의 우선순

위를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보강

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조물의 확률적 거동

평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72년 Shinozuka(1)
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재료적 불확실성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그 뒤에도 Grant, et al.(2), Mirza and MacGregor(3), 
Frangopol, et al.(4), Lee and Mosalam(5) 등에 의해서 재료

적 불확실성이 구조부재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연구

되어 왔다. 구조물의 전체적인 거동이 불확실성에 받는 영

향도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Chryssanthopoulos, et a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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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재의 확률모델과 FOSM 방법을 이용한 구조물의 평가방법

Ghobarah and Aly(7), Shinghal and Kiremidjian(8) 등은 지

진의 특성과 구조물의 재료적인 특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

여 구조물의 거동을 확률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각각 제

시하였다.
1995년 이후 성능기반 지진공학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

하기 시작하면서
(9), 성능기반 지진공학의 방법론에 맞춘 연

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2000년 Porter 외(10)
는 철근콘크리

트(이하 RC) 건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시 주요 확률변수

에 대한 경제적 손실의 민감도를 연구하였고, 2003년 Baker 

and Cornell(11)
은 First-Order Second-Moment (FOSM) 방

법
(12)

을 이용하여 지진하중으로 손상된 건물의 복구비용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2005년 

Lee and Mosalam(13)
은 FOSM 방법을 이용하여 지진하중

의 불확실성과 구조물의 재료적 특성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RC 구조물 거동의 민감도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구조물의 확률적 거동해석에 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의 성능에 대한 각 부재들

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2002년 Gharaibeh, 

et al.(14)
는 신뢰성이론(Reliability Method)을 이용하여 구

조물 전체의 거동에 대한 구조부재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연구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구조물을 직렬 시스템과 

병렬 시스템의 조합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신뢰성이론으

로, 각 구조부재의 상태를 “파괴” 혹은 “안전” 두 가지로 분

류하는 한계함수(Limit-State Function)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각 부재들의 신뢰성의 조합으로 전체 구조 시스템의 

신뢰성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부재의 상태를 “파

괴”나 “안전” 두 가지로 밖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적용

성에 한계가 있고, 단순 트러스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한 일반적인 토목구조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물의 확률적 해석방법 중 간단하면

서 효율적인 FOSM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부재가 갖는 강도 

및 변형 능력의 불확실성에 의한 구조물 거동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구조물 거동의 민감도를 이용하여 각 구조부재의 

중요도를 산정하는 데 있다.

2. 중요부재 판별 원리

구조물의 부재성능이 불확실한 이유는 부재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료의 물성값과 부재의 치수가 설계시의 값과 다

르기 때문이다. 부재의 성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

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을 나타내는 Engineering Demand 

Parameter (이하 EDP)가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하다. 이 연

구에서는 부재의 성능을 강도성능과 변형성능으로 구분하

고, 이를 부재의 위험단면(Critical Section)에서의 모멘트-

곡률관계로 나타내었다.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뼈대구조

가 지진하중을 받을 때, 부재의 위험단면은 일반적으로 부

재의 양 끝단에 위치한다.

부재의 모멘트-곡률관계를 확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는 추계적 파이버모델(Stochastic Fiber Element Model)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실험이나 실제 지진의 피해를 입

은 구조물로부터 통계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

는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Lee and Mosalam(5)
은 뼈

대구조물의 비선형거동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파

이버모델과 확률론적 해석방법의 하나인 몬테카를로 시뮬

레이션기법을 결합하여 추계적 파이버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인 OpenSees(15)

에 적용하여 보와 기둥의 위험단면에서의 확률적 모멘트-곡

률관계를 유도하는데 사용하였다.

구조물 전체의 해석모델에서 각 부재는 소성힌지모델

(Plastic Hinge Model)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소성힌지

모델을 이용한 보-기둥 요소는 소성힌지부분의 모멘트-곡률

관계 혹은 모멘트-회전각 관계를 정의해 주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추계적 파이버모델을 이용하여 도출된 확률적 

모멘트-곡률관계로 소성힌지의 거동을 정의하였다. 구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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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콘크리트의 확률모델

스템 차원에서 부재성능의 불확실한 성능을 고려하려면 구

조 시스템 해석과정에서 확률론적 기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FOSM 방법을 사용하여 EDP의 확률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그림 1은 부재의 확률모델과 FOSM 방

법을 이용한 구조물의 평가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이 

방법에서, 구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부재들 

중 한 개의 부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성능에 의해서 

EDP가 불확실해지는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고, 이 값으로

부터 해당 부재에 대한 EDP의 민감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런 과정을 모든 부재들에 대해서 반복하면, 각 부재에 대한 

EDP의 민감도를 모두 계산할 수 있고, 민감도가 큰 순서대

로 부재의 중요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민감

도는 부재의 강성과 연성, 구조물 내에서의 위치와 강성기

여도, 그리고 부재성능의 확률분포 특성이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3. FOSM 방법

본 절에서는 중요부재 판별법의 이론적인 근간이 되는 

FOSM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평균이 이고 표준

편차가 인 확률변수 의 함수인 를 생각해보

자. 함수 가 변수 에 대해서 미분가능하다면, 1차 테

일러급수를 이용하여 를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이 때,  는 에서 계산한 함수 값이다. 평균을 나타내는 

의 일차 모멘트와 분산을 나타내는 이차 모멘트는 각각

≈                                       (2)


 ≈

 





                                  (3)

이다. 이 근사값들을 First-Order Second-Moment(FOSM)

라고 부른다. 확률변수의 차원을 확장하여, 확률벡터

(Random Vector)     의 함수인 를 

생각해 보면 의 평균벡터(Mean Vector)      

와 Variance-Covariance 행렬 을 이용하여 의 일

차 및 이차 모멘트를 다음 식 (4), (5)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4)


 ≈∇∇                       (5)

이 때, ∇     으로, 의 

에 대한 Gradient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식 (5)의 


를 의 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Measure)로 삼는다.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방법을 이용하면, 확률변수에 대

한 함수의 Gradient뿐만이 아니라, 각 확률변수들 간의 확

률적 상호관계(Correlation)도 동시에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컴퓨터 구조모델이 

위에서 설명한 함수 에 해당하게 된다. 독립변수인 는 

확률분포로 표시되는 각 구조부재의 성능을 나타내고, 종속

변수인 는 구조물의 거동을 나타내는 EDP로, 역시 확률

분포로 표시된다. 이 EDP가 각 부재의 능력에 민감한 정도

를 기준으로 부재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게 된다.

4. 추계적 파이버모델

재료적 성질이나 부재 치수의 불확실성 때문에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의 강도 및 변형 능력이 불확실하게 

되고, 이런 불확실한 구조부재로 이루어진 구조시스템의 거

동도 따라서 불확실하게 된다. 확률론적 구조해석에서는 부

재 치수의 불확실성보다는 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영향이 상

대적으로 큰 재료적 성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로 고려한다. 

RC 구조의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의 기계적 재료성질이 이

에 해당한다. 그림 2는 RC 구조물의 대표적인 재료모델인 

콘크리트의 확률모델을 보여준다.

그림 3은 추계적 파이버 모델을 이용한 RC 부재의 모델

링을 보여준다. 파이버 모델은 보나 기둥의 비선형해석에 

가장 적합한 모델링 기법으로, 이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과 결합하여 구조부재의 재료나 치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

도록 한 것이 추계적 파이버모델이다. RC 부재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철근의 확률장(Random Field)과 콘크리트의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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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추계적 파이버모델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모델링

<그림 4> VE 프레임의 설계상세와 부재의 단면 (Vecchio와 Emara, 1992)

장을 따로 모델링한 후 파이버요소의 각 파이버에 콘크리트 

혹은 철근의 재료 값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재료의 불확실성

을 고려한다.

5. 연성 RC 프레임 해석

5.1 연성 RC 프레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조물의 중요부재 판별법을 검증하

고,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성 RC 프레임을 선택하여 

중요부재를 판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구조물(이하 

VE)은 1992년 Vecchio and Emara(16)
가 실험에 사용했던 

2층 연성 RC 프레임으로, 보와 기둥의 단면은 그림 4와 같

이 직사각형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에서 VE에는 

700kN의 고정 축하중이 두 개의 기둥에 각각 작용했고 2층 

보에는 단조증가 횡하중이 가해졌다. 실험은 구조 시스템이 

극한성능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되었고, 이 시스템의 파괴모

드는 보의 양단과 기둥의 밑면에 발생한 소성힌지발생으로 

관찰되었다. 이 실험에 사용된 구조재료의 공칭 및 확률적 

성질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단, 재료들의 확률적 성질인 평

균, 표준편차 및 분포의 형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
(17)

을 참

조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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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료의 공칭 재원과 확률분포

재료특성 공칭값 평균 COVg (%) 확률분포

(a) 콘크리트

압축강도
a 30.0 MPa 27.8 MPa 15 정규분포

초기 탄성계수
b 27.5 GPa 27.5 GPa 8 정규분포

(b) 종방향 철근

항복강도c 420 MPa 418 MPa 9 대수정규분포

극한강도d 600 MPa 596 MPa 9 대수정규분포

탄성계수 192 GPa 192 GPa 3.3 정규분포

극한변형률 0.07 0.07 20 정규분포

(c) 횡방향 철근

항복강도
e 455 MPa 454 MPa 9 대수정규분포

극한강도
f 640 MPa 647 MPa 9 대수정규분포

탄성계수 192 GPa 192 GPa 3.3 정규분포

극한변형률 0.07 0.07 20 정규분포
a
와 

b, c
와 

d, e
와 

f
의 상관계수는 각각 0.8, -0.5, -0.55이다.

g 변동계수.

700 kN 700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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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형탄성해석에 의한 대표부재 설정

<표 2> VE의 대표부재 설정을 위한 재원과 하중

대표부재 Pa (kN) a 길이 (cm) 비고

CN 700 -1.0 (압축) 200 C2와 C4를 나타냄

CS 700 -1.0 (인장) 200 C1와 C3를 나타냄

BM 0.0 0.0 350 B1와 B2를 나타냄

Curvature (ϕ)

M
om

en
t (

M
)

Idealized M-ϕ curve

Real M-ϕ curve

(ϕy,My)

(ϕp,Mp)
(ϕu,Mu)

<그림 6> 이상화된 삼선형 모멘트-곡률 곡선

5.2 구조부재의 확률적 단면모델

VE는 두 개의 보와 네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조부재에 대한 위험단면의 강도성능과 변형성능을 결정

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하중경계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 시스템의 선형탄성해석 시 계산되는 반력

과 부재력을 부재의 하중경계조건으로 하였다. 그림 5(a)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중력하중과 횡하중이 구조 시스템에 작

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각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하였고, 

하중경계조건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5(b)와 같이 각 부재마

다 상수 축하중 , 단조증가 횡하중 , 단조증가 축하중 

 의 세 가지 하중을 받도록 부재를 정의하였다. VE를 

구성하는 6개의 부재들 중 재원과 하중조건이 비슷한 부재

들을 한데 묶어 3개의 대표부재로 나타내었다. 각 대표부재

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하중은 표 2에 정리하였다.

대표부재의 위험단면에 대해 확률적 모멘트-곡률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 대표부재에 대해서 정적비선형해석

(Pushov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표 1에 제시된 재료의 

확률변수를 고려하기 위하여 추계적 파이버 모델을 이용하

여 OpenSees의 입력자료를 생성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

이션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 각 부재 당 1500번의 구조해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확률적 모

멘트-곡률 관계를 도출하였다. 각 부재 위험단면의 모멘트-

곡률 관계는 비선형 곡선으로 얻어지는데, 그림 6과 같이 이

를 이상화하여 삼선형(Trilinear)모델로 나타내었다. 이 모

델은 세 개의 점으로 정의되는데, 각각 항복점, 최대하중점, 

그리고 극한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모멘트-곡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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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평균 모멘트-곡률 곡선 <그림 8> VE의 구조해석 모델

<표 3> 대표부재의 확률적 모멘트-곡률 관계를 정의하는 요소

부재 인자 평균 표준편차 COV (%)
상관계수

My Mp Mu φy φp φu

CN

My 269.81 13.56 5.0 1.00

Mp 287.32 15.03 5.2 0.92 1.00

Mu 245.18 20.22 8.2 0.75 0.89 1.00

φy 11.73 1.18 10.1 0.65 0.45 0.30 1.00

φp 23.66 3.43 14.4 0.51 0.63 0.61 0.25 1.00

φu 144.13 20.91 14.5 -0.29 -0.24 -0.33 -0.37 -0.07 1.00

CS

My 237.04 12.32 5.2 1.00

Mp 260.43 14.35 5.5 0.93 1.00

Mu 258.85 22.03 8.5 0.80 0.88 1.00

φy 10.67 0.94 9.0 0.74 0.72 0.59 1.00

φp 43.31 8.15 18.8 0.26 0.41 0.40 0.12 1.00

φu 197.44 25.87 13.1 -0.14 -0.31 -0.22 -0.29 -0.17 1.00

BM

My 153.66 12.65 8.2 1.00 - -

Mu 262.12 21.47 8.2 0.73 - 1.00 -

φy 9.21 0.91 9.7 0.91 - 0.63 1.00 -

φu 510.39 93.66 18.3 -0.43 - -0.45 -0.37 - 1.00

비고: 모멘트의 단위는 kN-m, 곡률의 단위는 10-3 m-1
임.

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6개의 인자, 즉, 항복모멘트와 곡

률, 최대모멘트와 곡률, 극한모멘트와 곡률이 정의되어야 한

다. 그림 7은 대표부재 CN, CS, BM의 위험단면에 대한 모

멘트-곡률 관계의 평균곡선을 나타낸다. 각 대표부재의 위

험단면에 대한 확률적 모멘트-곡률 관계를 정의하는데 필요

한 요소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요소들 간의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5.3 구조부재에 대한 EDP의 민감도

구조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재의 성능이 불확실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EDP의 불확실성을 FOSM 방법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EDP의 불확실성은 구조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EDP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EDP의 변

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계산하여 각 구조부재

에 대한 EDP의 민감도로 사용하였다. EDP의 변동계수가 

크게 계산되는 구조부재는 그렇지 못한 부재보다 더 중요하

다고 해석하였다. VE 프레임이 지진하중을 받을 때의 최대

층가속도 (Peak Absolute Floor Acceleration, 이하 PFA), 

최대층변위 (Peak Absolute Floor Displacement, 이하 

PFD), 최대층간변위 (Peak Interstory Drift Ratio, 이하 

IDR)를 EDP로 설정하여 관찰하였다. 이 EDP들은 프레임 

구조물의 지진해석 시 일반적으로 관찰하는 요구성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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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구조부재들의 상대적인 중요도

5.3.1 구조해석 모델

구조 시스템 해석은 앞서 언급한 OpenSee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이 때 사용된 구조 모델은 그림 8과 같다. 이 

구조해석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는 beamWithHinge 모델로, 

요소의 중간은 탄성요소로 되어 있고, 양 끝단은 소성힌지

모델이 고려된 요소이다. 요소 양 끝단의 소성힌지모델은 

모멘트-곡률 관계로 정의되었다. (그림 9)

정적비선형해석 시 고려하였던 수직하중으로부터 구조 

시스템의 질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각 노드에 고르게 분배

하였다. 구조 시스템의 감쇠 특성은 임계감쇠비를 5%로 하

였을 때 질량과 강성에 비례하는 감쇠비로 가정하였다. 이

로부터 계산된 VE의 고유주기는 0.55초로 계산되었다.

뉴마크 베타 방법에   와   를 이용하여 시

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입력 지반가속도 간격의 반을 구

조해석의 시간간격으로 설정하였다. 비선형 평형방정식은 

수정된 뉴튼-랩슨 (Modified Newton-Raphson) 알고리즘으

로 풀이하였다.

5.3.2 지진하중

주어진 지진하중의 크기(IM, Intensity Measure)에 대한 

EDP의 조건부 민감도 (Conditional Sensitivity)를 계산하

였다. 이는 지진하중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확률변수에 대

한 EDP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이 계산에서 각 구조부재의 

거동특성을 확률변수로 고려하였고, 각 확률변수에 대한 

EDP의 변동계수를 각각 구한 후 서로 비교하여 변동계수가 

큰 확률변수가 그렇지 않은 확률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중요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정한 구조부재의 상대적인 중요도

는 전체 부재에 의한 EDP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부재 만에 

의한 EDP의 불확실성의 비율로 표시하였다. 지진하중의 크

기는 스펙트럼 가속도가 0.14g부터 1.10g까지 9단계로 나

누어 각각 고려하였다. 같은 지진하중의 크기에 대해서도 

지반가속도의 시간이력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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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기 위해서 20개의 각각 다른 지반가속도 시간이력을 

고려하였다. 지반가속도 시간이력은 Lee and Mosalam(13)

이 사용했던 20개의 실제 지진기록을 사용하였고, 이들의 

응답 스펙트럼은 Lee and Mosalam(13)
의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5.3.3 중요 부재

그림 10은 각각 다른 구조부재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지진하중의 크기를, 세로축

은 부재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6개의 그래프는 각각 다른 

EDP에 대한 계산결과를 보여준다. EDP에 대한 각 구조부

재들의 중요도는 지진하중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단, 4번과 5번 부재(2층의 기둥)는 지진

하중의 크기에 거의 관계없이 모든 EDP에 가장 작은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즉 가장 ‘덜 중요한’ 부재로 판명되었다. 6

번 부재(2층 보)의 PFA에 대한 중요도는 지진하중이 증가

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PFD

와 IDR에 대한 6번 부재의 중요도는 지진의 스펙트럼 가속

도 0.5g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

앞의 계산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각 구조부재의 

EDP에 대한 조건부 민감도와 관련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폭 넓은 지진하중의 크기의 대역에 걸쳐 2층의 기둥들

은 무시할 만큼 중요도가 작았다.

• 구조부재들의 모든 EDP에 대한 중요도는 지진하중의 

크기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2층 보의 중요도는 그 변

화의 폭이 가장 넓었다.

• 스펙트럼 가속도가 0.2g보다 작은 지진하중의 크기에 

대해서, 1층 기둥과 1층 보가 모든 EDP에 대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첫 번째 항복이 이들 부재에

서 일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 결 론

FOSM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 시스템의 중요부재를 판별

하는 기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연성 RC 프레임에 적용함으

로써 방법의 검증 및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추계적 파

이버모델로 구조부재 위험단면의 확률적 모멘트-곡률관계

를 도출하고, 이를 소성힌지모델에 적용하여 구조 시스템을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구조부재들에 

대한 EDP(최대층가속도, 최대층변위, 최대층간변위 등)의 

민감도를 FOSM 방법을 통하여 계산하였고, 각 부재에 의

해서 발생하는 EDP의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어떤 부재가 그 

EDP에 대해 가장 중요한가는 판단하였다. 지진가속도의 시

간이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20개의 각각 다른 

지진가속도 시간이력을 고려하였고, 여러 단계의 지진하중 

크기를 고려하였다.

VE 프레임의 경우, 지진하중의 크기에 관계없이 1, 2층 

보와 두 개의 1층 기둥들이 모든 EDP에 대해 중요한 부재

로 판별되었다. 특히 1층 보와 1층의 기둥들은 낮은 지진하

중 레벨에서 다른 모든 부재들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부재들이 다른 부재들보다 먼저 항복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구조물의 각 부재가 각각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를 

알게 되면, 이는 구조물의 설계단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구조물의 보강을 계획하고 설

계할 때 특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 즉, 중요도가 높은 부재

에 보강의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이

고 경제적인 보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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