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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지수를 이용한 연직배수공법의 확률론적 해석

Probabilistic Analysis of Vertical Drains using Hasofer-Lind Reliability Index

김성필*․허  준**,†․봉태호***

Kim, Seong-Pil․Heo, Joon․Bong, Tae-Ho

ABSTRACT
The conventional factor of safety as used in geotechnical engineering does not reflect the degree of uncertainty of the relevant 

parameters. Then in the geotechnical engineering, there have been efforts to reflect the uncertainties of the geotechnical properties 
through probabilistic analysis. In this study, a practical method for probabilistic analysis using the Hasofer-Lind reliability index is 
introduced. The method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an ellipsoid that just touches the failure surface in the original space of the 
variables. The method is applied to prefabricated vertical drains (PVD) and compared with the result of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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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반공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전율 개념은 

설계에 사용되는 지반정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설계에 사용되는 지반정수를 확률변수 (random variable)

로 보면 평균의 지반정수를 사용한 결정론적 설계의 결과는 항

상 평균의 값을 준다. 현재 사용하는 안전율은 이러한 불확실성

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실제의 파괴확률이 얼마인지를 제

시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지반공학자들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무시하거나, 

보수적인 값을 취하거나, 관측적 방법을 이용하여 불확실한 거

동을 예측 또는 관리하거나,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Christian, 2004). 설계기준 상의 안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값을 취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지반공학분야에서 지반정수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확률변수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인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OV)를 많이 사용한다. Vanmarcke 

(1977)는 흙의 특성의 공간적인 분포를 평균과 변동계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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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정량화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확률론적으로 설명하였고, 

Phoon and Kulhawy (1999a, 1999b)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을 통하여 지반정수의 고유한 변동성 및 변동모수 (scale 

of fluctuation)의 변동계수와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의 

변동계수를 일반적인 흙의 종류에 따라서 도출하였으며, 변환오

차(transformation uncertainty)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지반정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해석

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Christian 

et al., 1994; Lacasse and Nadim, 1996; Phoon and Kulhawy, 

1996),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 (Monte 

Carlo Simulation;MCS)을 포함하여 확률론적 해석은 많은 설계

자들에게 어렵게 인식되고 있고, 해석 결과를 실제 설계에 적용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확

률론적 해석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Duncan (2000)

은 지반공학 기술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해석 

방법 (Taylor series method)을 제안하였고, 몇몇 연구자들은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차트를 제안하였다 (Phoon et 

al., 1990; Sivakugan and Johnson, 2004; Chalermyanont and 

Benson, 2004). 그리고 Jo and Doh (1996)은 지반정수의 변

동성을 고려한 확률유한요소법을 기초로 신뢰성해석 모델을 개

발하였고, Kim et al. (2007)은 최소기대비용을 이용한 확률론

적 해석을 연직배수공법에 적용하였다. 

Hasofer and Lind (1974)의 신뢰성지수는 Taylor series 

method 또는 점 추정법 (Point estimate method)보다 포괄적

이지만 적용의 난해함 등의 이유로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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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iability index   in the plane (b) Critical Ellipse

Fig. 1 Overview of reliability index 

만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Hasofer- 

Lind 신뢰성지수를 이용한 확률해석을 보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직배수공법의 설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신뢰성지수를 이용한 확률해석결과를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 결과

와 비교하여 적용성을 고찰하고, 지반정수의 불확실성이 Hasofer- 

Lind 신뢰성지수를 이용한 확률해석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를 고

찰하였다. 

II. 연직배수공법의 확률론적 설계

1. 연직배수 (PVD) 공법

연직배수재에 의한 연약지반의 압밀도를 산정하는 이론해는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Barron, 1944; Hansbo, 1979; 

Hansbo, 1981).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Hansbo의 식을 이

용하였다 (Hansbo, 1979, Hansbo, 1981).

  exp
  (1)

여기에서, 는 압밀도, 는 심도, 는 수평압밀계수, 는 

압밀도에 도달하는 시간, 는 배수재의 영향반경으로 설계의 목

표값이다. 는 다음과 같다. 

    (1a)

  ln
    (1b)

  ′

ln

  (1c)

  


 (1d)

식 (1)에서 ,  및 은 각각 드레인 간격 (drain spacing 

factor), 스미어 효과 (soil smear factor) 그리고 드레인의 통수

저항 (well-resistance factor)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들

이다. 여기에서 는 연직배수재의 반경으로 원형이 아닌 경우

에는 등가환산반경을 사용하며, ′는 스미어효과에 의한 수

평투수계수의 감소비, 는 스미어영역의 반경, 은 배수재의 길

이, 는 연직배수재의 통수능을 나타낸다. 

2. Hasofer-Lind reliability index를 이용한 확률론적 

해석

연직배수공법의 신뢰성 설계 또는 기대비용의 산출을 위해서는 

식 (1)과 같이 주어진 수평압밀도의 확률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특정 시간에 목표하는 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 를 구하

기 위한 방법은 많이 제안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

해서는 보다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Hasofer-Lind의 신뢰성지수를 이용한 확률론적 해석

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Hasofer and Lind (1974)의 신뢰성지수 를 Ditlevsen (1981)

은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제시하였다. 

 
minx∈FxTC x (2)

여기에서 x와 는 각각 확률변수 와 평균값 의 벡터형이고, 

C 는 공분산행렬 (covariance matrix)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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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표준편차이고, 은 상관행렬 (correlation matrix)

이다.

Fig. 1에 신뢰성지수를 표현하였다. Fig. 1에서 1- 타원은 

두 확률변수의 표준편차와 상관계수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

지며, 만약 두 확률변수의 크기가 같고 표준편차가 같고 상관계

수가 0이라면 반지름이 표준편차인 원이 된다. 파괴면 (Failure 

surface)은 두 변수의 조합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특정결과 (파

괴)를 나타내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다. 

Fig. 1에서 보면 신뢰성지수 를 구한다는 것은 파괴면과 만

나는 목표점 (x, x)를 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 (2)

를 Fig. 1에 대하여 다시 표현하면 식 (4)을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Minimize   







 





 




  

Subject to    

(4)

여기에서 xx  는 파괴면을 나타내는 식이고, 는 상관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이다. 이를 만족하는 를 구하면 

파괴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

여기에서 는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 (Standard normal cu-

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다. 

III. 적용 및 고찰

1. 적용조건

연직배수공법의 확률론적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각 입력 물

성치의 불확실성 (COV)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해석에 적용한 

물성치의 평균값과 COV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의 물성치는 실제 사례 또는 조사에 의한 값은 아니지만, 방법

론의 적용성을 고찰하기 위해 적용한 값으로 적정범위에서 선

정하였다. 수평압밀계수 와 스미어효과에 의한 수평투수계수

비 ′의 변동계수는 0.2와 0.3을 적용하여 변동성의 변화

Table 1 Input parameters used in analysis

ch (m
2/y) kh/kh' re/rw rs/rw L kh/qw t (year)

Mean 5 2 40 3 15 0.0003 1

COV 0.2, 0.3 0.2, 0.3 0.01 0.01 0.01 0.01 -

 1.0, 1.5 0.4, 0.6 0.4 0.03 0.15 0.000003 -

에 따른 확률해석결과를 고찰하고, 나머지 변수는 0.01로 하였

다. 이는 압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두 변수가 가장 크고 나머지 

변수는 작음을 의미한다 (Kim et al., 2007). 이상의 조건에서 

수평압밀도 90 %를 만족시키기 위한 를 식 (1)을 이용하여 

구하면 약 1.0 m이다. 

2. Hasofer-Lind reliability index에 의한 확률해석 결과

변수들이 서로 독립이라면 Table 1의 조건을 식 (4)의 형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exp

   (7)

식 (7)은 목표압밀도가 90 %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므로 식 

(1)에서 가 0.9인 경우를 풀어 쓴 것이다. 따라서 확률

변수들이 식 (7)을 만족하는 신뢰성지수 를 구하면 식 (5)로 

목표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Table 1

에서 제시된 값에서 다른 변수는 결정론적으로 두고 Fig. 1의 

(b)와 같이 Performance Function 를 와 ′값을 

이용하여 구하면 다음의 식 (8)과 같다. 식 (8)을 이용하면 배

수재의 영향반경 에 따라서 와 ′로 표현되는 파괴면

을 구할 수 있다.

  
× ′  (8)

Fig. 2 Finding   procedure using solver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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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bability of Failure with   from reliability index 

and MCS

를 만족하는 최소의 를 구하는 과정은 Microsoft EXCEL

의 해찾기 (SOLVER) 기능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Low, 1996). 

Fig. 2에서 셀은 [xvalues]의 값을 이용하여 식 (1)을 입

력하고, Performance Function셀은 식 (7)을 입력한다. [xvalues]

아래의 xxm 은 위의 평균값 (xm )과 [xvalues]의 값 

(x ), 그리고 COV를 이용하여 구한 표준편차 ( )를 이용하여 구

한다. 셀은 xxm 값을 더한 값이고, 셀은 식 (5)를 

이용 (＝1－NORMSDIST())하여 구한다. 먼저 [xvalues]를 

나타내는 행을 평균값으로 두고 ‘해찿기’를 실행한 후 목표셀을 

셀으로 두고 ‘값을 바꿀 셀’을 [xvalues]를 나타내는 행으로 

설정한다. ‘제한조건’을 Performance Function셀＝0로 실행하

면 최소의 를 구할 수 있다. 이때 ‘해의 조건’은 최소값으로 

설정한다. 이상의 과정을 를 변경하면서 수행하면 목표압밀

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 ()을 구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이 

식 (7)을 만족하면서 식 (6)에서 신뢰성지수 가 최소가 되는 

지반정수의 목표값을 구하고, 신뢰성지수 를 이용하여 목표압

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와 ′의 COV가 각각 0.2와 0.3인 경우에 대하여 목표

압밀도 90 %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을 의 변화에 대하여 구하

면 Fig. 3과 같다. 그리고 각각에 대하여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

에 의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신뢰성지수를 이용하여 구한 

확률은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4는 Table 1의 와 ′의 COV가 각각 0.3인 조건

에서 에 따른 파괴면과 각 에 대하여 Fig. 2를 이용하여 구

한 최소 신뢰성지수에 해당되는 목표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Fig. 4에서 각 에 해당하는 파괴면은 식 (8)에 값을 대입

하여 구한다. Fig. 3에서 ＝0.8일 때 목표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은 약 11.2 %이다. Fig. 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Fig. 

Fig. 4 Target points for minimum   with   

Fig. 5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s when ＝0.8 and 

COV＝0.3

4에서 보면 평균값을 나타내는 좌표에서 ＝0.8일 때의 목표

값까지 직선의 길이가 1－ 타원까지 거리의 약 1.22배라는 의

미이며, 따라서 계산된 확률은 식 (4)에 의해서 11.2 %가 된다. 

이러한 계산을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기 위하여 Fig. 

5에 와 ′의 COV가 0.3일 때의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 

(10,000회)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파괴면은 식 (8)에서 ＝ 
0.8을 입력한 수식으로 표현된다. ＝0.8m에서 압밀도 90 %

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11.2 %라는 Fig. 3의 결과는 Fig. 5

에서 파괴면 아래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1,120개소 있다는 의미

이며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와 ′의 COV가 0.2가 되면 몬테 칼로 시뮬레이

션에서는 Fig. 5보다 추출된 정수값의 분포가 좁아지고 따라서 

파괴면 이하의 점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경우에 Fig. 4에서 보

면 1－ 타원이 줄어들면서 신뢰성지수가 커지고 따라서 파괴

확률이 작아지게 된다. 

Fig. 6은 의 COV 0.3, ′의 COV 0.2일 때, Fig. 7은 

의 COV 0.2, ′의 COV 0.3일 때의 몬테 칼로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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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그림 모두에서 파괴면은 식 (8)에

서 ＝0.8을 입력한 수식으로 표현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각 

변수의 COV가 반영되면 목표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달

라진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의 평균값이 커지면 목표압밀도

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은 감소하게 되고, ′가 커지면 목표

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은 커지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조

건이라면 와 ′의 COV가 커지면 타원이 커지면서 목표

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에 나타나는 지반정수의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른 해

석의 결과는 Hasofer-Lind 신뢰성지수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

하게 반영된다. Hasofer-Lind 신뢰선지수를 이용한 해석에 의

하면, Fig. 2에 COV를 나타내는 셀에 와 ′의 COV를 입

력하고 목표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면 된다. Fig. 6

의 경우에는 10.54 %, Fig. 7의 경우에는 4.18 %의 확률로 거

의 차이가 없는 해석결과를 보인다. 

Fig. 6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s when ＝0.8 (COV_

＝0.3, COV_′＝0.2)

Fig. 7 Monte Carlo Simulation results when ＝0.8 (COV_

＝0.2, COV_′＝0.3)

이상과 같이 Hasofer-Lind 신뢰성지수를 이용한 확률해석은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정도로 정확도를 가지며 제시된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설계에서 목표하는 확률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Hasofer-Lind 신뢰성지수를 이용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연

직배수공법 (PVD)에 적용하였다. 그 적용성을 몬테 칼로 시뮬

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설계에 사용되는 

지반정수의 변동성이 신뢰성지수를 이용한 확률해석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연직배수공법의 설계에서 목표값이 되는 배

수재의 영향반경에 따라서 목표압밀도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을 

Hasofer-Lind 신뢰성지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

시하였다. 

2. Hasofer-Lind 신뢰성지수를 구한다는 것은 해석의 목표가 

되는 Performance Function을 만족하는 변수의 목표값을 구하

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비교적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3. Hasofer-Lind 신뢰성지수를 이용한 확률해석결과를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해석결

과를 보였다. 

4.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은 해석에 사용되는 지반정수의 변

동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다. 단지 사면안정문제 등과 같이 Performance Function을 

설정하기 힘든 문제의 경우는 적용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사례

로 든 연직배수공법, 압밀침하, 기초의 지지력 등과 같은 문제에

서는 적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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