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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적 응답면 기법을 이용한 저수지 제체의 침투수량 해석

The Analysis of the Seepage Quantity of Reservoir Embankment using Stochastic Response Surfa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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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epage quantity analysis of reservoir embankment is very important for assessment of embankment safety. However, the 

conventional analysis does not consider uncertainty of soil properties. Permeability is known tha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s larger 
than other soil properties and seepage quantity is highly dependent on the permeability of embankment. Therefore, probabilistic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for seepage analysis. To designers, however, the probabilistic analysis is not an easy task. In this 
paper, the method that can be performed probabilistic analysis easily and efficiently through the numerical analysis based commercial 
program is proposed. Stochastic response surface method is used for approximate the limit state function and when estimating the 
coefficients, the moving least squares method is applied in order to reduce local error. The probabilistic analysis is performed by 
LHC-MCS through the response surface. This method was applied to two type (homogeneous, core zone) earth dams and permeability 
of embankment body and core are considered as random variables. As a result, seepage quantity was predicted effectively by 
response surface and probabilistic analysis could be successfully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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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저수지 제체를 통한 침투수량의 해석은 침투류에 대한 제체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일반적인 침투해석은 제

체 지반의 특성들을 단일값 (평균값)으로 고려하여 지반을 모델

링 한 뒤 수치해석의 수행을 통해서 그 값을 산정하게 된다. 하

지만 흙의 특성은 매우 변동적이며 불확실성 (uncertainty)을 내

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자료의 산포 (data scatter)와 

오차 (systematic error)의 두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Christian 

et al., 1994). 여기서 자료의 산포 정도는 흙의 고유한 공간 변

동성에 의한 것이며, 오차는 시료의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

차, 실험오차, 측정오차 등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기존 결정론적 방법의 경우, 흙의 특성이 갖는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적인 물성 값을 취하거나 

보수적인 값 또는 보수적인 설계기법을 통하여 이를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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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설계가 파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

한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El-Ramly et al., 2002). 

제체를 통한 침투수량은 Darcy 법칙을 따르므로 흙의 특성 중 

투수계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흙의 특성에 

대한 변동성은 다양한 문헌 (Baecher and Christian, 2003; 

Duncan, 2000; Lumb, 1974)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투수계수

의 경우 변동계수가 68～90 % 정도이며 포화도에 따라 200 % 

이상의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투수계수의 변동성은 

다른 흙의 특성에 비하여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침투수량의 불확

실성도 높게 나타나게 되므로 투수계수의 변동성에 따른 침투수

량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합리적 설계를 위하여 지반의 불확실성을 정량적

으로 고려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제체 침투에 

대한 확률론적 해석은 Ahmed (2009)와 Cho (2006, 2011) 등

에 의하여 수행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률론적 해석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의 설계자에게 

확률론적 해석이 어렵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상용화된 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확률론적 해석은 프로그램 내에서 확률론적 해

석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할 수 없다

는 점이다. 특히, 다양한 지반조건 및 해석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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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유한요소법이나 유한차분법 같은 수치해석기법을 활용

한 해석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한계상태

함수가 내재적 (implicit)으로 표현되므로 FORM (first-order 

reliability method)이나 SORM (second-order reliability 

method)과 같은 신뢰성 해석 방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

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신뢰성 해석 기법인 Monte-Carlo 시뮬

레이션 (MCS)을 적용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파괴확률 

(Pf )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0/Pf 의 최소 시뮬레이션 횟수를 수

행하여야 하므로 낮은 파괴확률을 갖는 문제의 경우 사실상 거

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확률론적 해석에 있어 이와 

같은 내재적인 한계상태함수를 갖는 문제에 대하여 계산량을 감

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응답면 기법 (response surface method, 

RSM)과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 이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구조문제의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응답면 기법을 적용한 많은 연구 (Burcher and 

Bourgund, 1990; Kim and Na, 1995; Rajaschekhar and 

Ellingwood, 1993; Yang et al., 1996)가 수행되었으며 Sudret 

(2008)과 Xiong et al. (2011)은 응답면 기법의 효율성과 정확

성 향상을 위하여 표본점에 대한 확률론적 가중치를 고려한 연

구를 수행한 바 있다.

두 방법 모두 입력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블랙박스 (black-box) 

형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답면을 생성하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예측결과의 정확도 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공신경망 기법의 경우 신경망의 종

류, 학습기법 등에 따라 결과의 정확성이 달라지게 되며 학습에 

의한 응답면의 생성으로 그 내부함수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실무자에게 전문가적 지식을 요구하게 되며 선행

적으로 학습을 수행함에 따른 계산과정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응답면 기법은 인공신경망에 비해 보다 쉽게 응답면을 생성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 형태로 표현되는 입 ․출력 관계를 명시적인 

(explicit)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응

답면 기법의 경우 전영역에 대한 응답면을 생성함에 따라 지역

적 오차가 발생하게 되며 한계상태함수의 비선형성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오차는 증가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

본점의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응답면의 다항식 차수를 증가시켜 

보다 정확한 응답면을 생성할 수 있지만 계산량이 증가하는 단

점과 함께 정확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응답면 기법을 적용하여 유한요소법 

기반의 침투해석을 수행하는 상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체의 침

투수량에 대한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제체는 내부에 코어 (core)의 유무에 따라 코어가 존재하

지 않는 경우 성토의 투수계수만을 확률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코

어가 존재하는 경우 성토와 코어의 투수계수를 확률변수로 선정

하였다. 응답면은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본점에 대한 침투

해석을 수행한 뒤 표본점과 침투수량의 관계를 통하여 생성하였

다. 특히, 투수계수의 경우 다른 물성치에 비하여 변동성이 매우 

크며 확률분포 곡선의 왜도 (skewness)가 높게 나타나므로 한

계상태함수의 비선형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

이고 정확한 응답면 생성을 위하여 이동최소자승법 (moving least 

squares method, MLS)을 적용하였으며 확률변수에 따라 거리

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된 응답면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확률론적 

해석은 응답면에 대하여 Latin-hyper cube (LHC) 샘플링 기법

을 활용한 MCS을 수행하였으며 투수계수의 변동성에 따른 침투

수량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였다.

II. 기본이론 및 분석방법

1. 확률론적 응답면 기법 (SRSM)

응답면 기법은 Box와 Wilson (1951)가 실험에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수학적 식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개발하

였으며 이후 물리학, 생물학, 의학, 화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

에 활용되었다. 응답면 기법은 2차 또는 3차의 기저함수를 이

용하여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의 관계를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치해석과 같이 한계상태식이 음함수 (implicit 

function)로 표현될 경우에도 수치해석 알고리즘을 하나의 블랙

박스 형태로 간주하고 양함수 형태 (explicit form)의 한계상태

함수로 정식화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뢰

성 해석이 가능하다. Isukapalli et al. (1998)은 확률론적 응답

면 기법 (stochastic response surface method, SRSM)을 제

안하였으며 기존의 응답면 기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응답면 

기법의 입력값은 결정론적 변수인 반면에 확률론적 응답면 기

법의 입력값은 확률변수라는 점이다. Fig. 1은 확률론적 응답면 

기법의 대략적인 모식도를 나타낸다.

SRSM은 기저함수를 통하여 결과를 입력값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Polynomial chaos 전개에 따른 결과의 근사는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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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epiction of the SRSM (Isukapalli et al., 1998)

여기서 는 결과 벡터, 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랜덤변

수,  ⋯   는 랜덤변수를 포함하는 기저함수를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는 Hermite 다항식을 기저함수로 사용하였으며 

표준정규분포에 대하여 [∞∞ ] 범위에서 직교하는 성질을 

갖는 다항식이다. n개의 랜덤변수를 가지며 p항까지 전개한 

Hermite 다항식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

확률변수가 2개인 경우에 대한 Hermite 다항식의 3차 전개

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 (1)을 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식 (4)와 같으며 여기서 
는 다항식에서 각 항의 계수를 나타내며 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랜덤변수의 집합을 나타낸다.

 




 (4)

SRSM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력 자료를 생성해야 되며 

Fig. 2 Estimation of the Hermite polynomials coefficient

이에 따라 결과값을 산정하여 식 (5)와 같은 형태의 행렬을 구

성해야 한다.

   (5)

여기서 는 Hermite 다항식의 전개에 따른 행렬, 는 

Hermite 다항식의 계수를 나타내는 행렬, 는 해석결과에 대

한 행렬을 나타낸다. 다항식 전개에 따른 는 일반적으로 

Collocation method (Tatang, 1995)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Collocation method는 표본점에서의 잔차를 최소로 만들기 때

문에 선택된 표본점에서의 해석 결과는 정확하게 추정되는 특

징이 있다. 하지만 다항식은 선택된 표본점을 모두 지나게 되며 

어떤 한 개의 표본점이 다항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Isukapalli et al. (1998)는 보다 강건 (robust)

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Regression-based method

를 제안하였으며 표본점의 개수를 미지수 개수의 2배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지수 행렬인 는 식 (6)을 통하여 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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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전체적인 수행 순서도는 Fig. 2와 같다.

  

  (6)

2. 이동최소자승법 (MLS)

이동최소자승법은 근사방법 중 하나로 Shepard (1968)에 의

하여 소개되었으며 Lancaster와 Salkauskas (1986)는 고차계

까지 일반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계수의 산

정은 Regression-based method를 사용하더라도 전영역에 대

한 계수를 산정하고 응답면을 생성함에 따라 지역적 오차를 갖

게 된다. 오차의 크기는 한계상태함수의 비선형성이 강할수록 크

게 나타나며 투수계수와 같이 변동성이 크며 확률분포의 왜도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한계상태함수의 비선형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적 오차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응답면의 생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최소자승법의 경우 전체 표본점에 대한 오차를 최

소화하는 Hermite 다항식의 계수를 산정하게 되며 입력되는 랜

덤변수에 관계없이 모든 표본점은 동일한 가중치를 갖게 된다. 

반면에 이동최소자승법은 입력되는 랜덤변수와 가까운 지점의 

표본점에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함수를 사용하여 

Hermite 다항식의 계수를 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Fig. 3은 해석 시 고려하고자 하는 확률변수가 2개

일 경우 샘플링된 표본점 공간에서 랜덤변수 (SRV 1, SRV 2)가 

생성되었을 때 가중함수에 따른 영향거리 및 가중치를 나타낸다. 

가중치는 랜덤변수와 가까운 지점의 표본점일수록 큰 가중치가 

Fig. 3 Influence distance according to the weight function 
in the MLS

부여되며 랜덤변수와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가중치는 점점 감

소하게 된다.

가중함수는 4차 스플라인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식 (7)과 같은 

거리에 따른 함수이다. 거리는 확률변수가 2개인 점을 고려하

여 표본점과 입력되는 랜덤변수 사이의 거리를 2차원 공간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로 산정하였다.

   









∥  ∥ 


 
   for ≥ 

 for  

(7)

여기서 와 는 각각 확률론적 해석에서 입력되는 표준정규분

포를 따르는 랜덤변수 SRV 1, SRV 2를 의미하며 와 는 각 

표본점에 대한 표준정규분포 값을 나타낸다. 은 가중함수의 

영향거리를 나타내며 영향거리에 따라 응답면 함수의 계수 산정

을 위한 표본점의 개수가 결정된다. 가중함수의 행렬은 식 (8)과 

같은 대각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  (8)

가중함수를 고려한 Hermite 다항식의 계수는 식 (9)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9)

3. 분석방법

확률론적 응답면 기법을 이용한 저수지 제체의 침투수량 해석

의 수행 순서도는 Fig. 4와 같다.

우선 응답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표본점을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SRSM의 경우 Hermite 다항식을 기저다항식으로 

사용하며 표준정규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를 입력값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로그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투수계수의 

확률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변환한 뒤 균등한 간격으로 표본점

을 선정해야 한다. 표본점이 선정되면 각 표본점 대한 침투해석

결과를 상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정 되며 이를 통하여 표본점-

침투수량에 대한 응답면을 생성한다.

확률론적 해석은 생성된 응답면을 이용하여 LHC-MCS을 수

행하며 이에 따라 침투수량의 확률분포 및 누적확률분포함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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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ongGye embankment (Case 1)

(b) MaJi embankment (Case 2)

Fig. 5 Embankment cross-section

Fig. 4 Flowchart of probabilistic analysis using SRSM

III. 결과 및 고찰

1. 대상 저수지

저수지 제체 침투수량의 확률론적 해석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 

저수지는 제체에 코어 유무에 따른 적용성 및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균일형 제체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릅 백야리에 위치한 

용계저수지와 중심 코어형 제체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직천

리에 위치한 마지저수지로 선정하였다. 용계저수지 제체는 길이 

255 m, 높이 25 m이며, 마지저수지의 제체 길이 256 m, 높이 

30 m이다. 각 제체의 단면도 및 침투해석을 위한 SEEP/W에서

의 격자망은 Fig. 5와 같다. 상류측 수위는 만수위로 가정하였으

며 이에 따른 정상침투상태에서의 침투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침

투수량은 코어가 없는 경우 제체의 중앙에서 산정하였으며 코어

가 존재하는 경우 코어에 의한 침투수량 감소를 고려하여 코어

의 바로 옆 (하류측)에서 산정하였다.

제체 지반의 물리적 특성 중 결정론적 변수값은 용계저수지의 

경우 한국농촌공사에서 2008년도에 작성된 ‘충북권역 저수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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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eterministic soil properties of embankment

Case Soil
Unit weight

(kN/m3)

Specific

gravity

Cohesion

(kN/m2)

Angle of internal 

friction (°)

1 embankment 19.6 2.67 15 32

2
embankment 18.4 2.70 26 32

Core 20.6 2.67 36 27

Table 2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permeability

Case Soil
Permeability

(m/s)

Standard

Deviation

Min

(m/s)

Max

(m/s)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1 embankment 1.90E-09 1.90E-09 1.60E-10 1.65E-08 Log-normal

2
embankment 3.50E-08 3.50E-08 2.95E-09 3.03E-07 Log-normal

Core 5.30E-10 5.30E-10 4.46E-11 4.59E-09 Log-normal

상대처계획’과 마지저수지의 경우 2009년도에 작성된 ‘정밀안

전진단보고서’에서 제시된 값을 참고하였으며 Table 1에 정리

하였다.

제체의 침투수량은 투수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지반

의 물리적 특성 중 투수계수를 확률론적 변수로 고려하였다. 투

수계수의 통계적 특성은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변동계수 및 확

률분포를 산정하였으며 Table 2에 정리하였다.

각 투수계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투수계수를 표준정규분포 

공간으로 변환하였을 때 표준정규분포에서 확률변수 거리 (편차)

의 －3.0과 3.0에 해당되는 값으로 확률분포에서 하위 0.14 %, 

상위 99.87 %에 해당된다.

2. 표본점 선정

다항식 전개에 따른 계수 ()는 표본점을 통하여 산정하게 되

며 이에 따라 응답면이 생성되므로 정확한 계수를 산정하기 위

해서는 표본점의 선정이 중요하다. SRSM의 기저함수는 Hermite 

다항식으로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입력값으로 사용

하므로 우선 제체의 성토와 코어의 투수계수를 표준정규분포 공

간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로그정규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에 대한 

표준정규분포 변환은 Hermite 다항식을 이용하였으며 다항식의 

계수는 식 (10)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Berveiller et al., 

2004).

 

 exp
  


 (10)

여기서 와 는 각각 투수계수 ()에 대한 ln의 평균과 

편차를 의미하며 는 Hermite 다항식의 차수를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왜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6개의 항 ( 

⋯  )까지 전개를 수행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답면의 정확성은 표본점의 위치 및 개수, 기저다항식의 차수

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입력과 출력사이

의 관계가 비선형성이 강할수록 많은 표본점을 필요로 하게 되

며 Hermite 다항식 차수가 증가할수록 필요로 하는 표본점의 개

수가 증가하게 된다. 표본점의 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일정 표본점 개수 이상이 되면 정확도는 일

정한 값에 수렴하게 되며 표본점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산

횟수도 증가하게 되므로 오차를 고려하여 적당한 개수의 표본점

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Case 1의 경우 확률변수가 1개이므로 표준정규분포의 편차 

－3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0.3의 균등한 간격으로 총 21개 

(－3, －2.7, 2.4, …, 3)의 표본점을 선정하였으며 간격이 조밀

한 점을 고려하여 확률분포를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Case 2의 

경우 확률변수가 2개로 Case 1과 동일한 간격으로 표본점을 생

성할 경우 너무 많은 표본점 (441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

서 1차적으로 균등한 간격의 표본점을 생성하기 위하여 －3부

터 3까지의 범위에서 균등한 간격 (－3, －2, －1, 0, 1, 2, 3)

으로 각각 7개의 표준정규분포 값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두 

값의 조합을 통하여 총 49개의 표본점을 선정하였다. 2차적으로 

입력값은 확률분포특성에 따라 0에 가까울수록 랜덤변수가 많이 

발생하며 －1에서 1 사이에서 약 70 %의 랜덤변수가 발생하므

로 이 구간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준정규분포 값 

－0.5와 0.5에 대한 조합을 통하여 4개의 표본점을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53개의 표본점을 선정하였으며 Fig. 6은 Case 2

에 대하여 2차원 표준정규분포 공간에서 각 표본점의 위치를 나

타낸다.

Fig. 6 Sampling points for creating a response surface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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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Fig. 7 Response surface of seepage quantity

(a) Case 1 (b) Case 2

Fig. 8 Comparison of seepage quantity (sampling points)

3. 응답면 생성 및 검증

53개의 표본점에 대한 침투수량은 GEO-SLOPE사가 개발한 

지반공학 범용프로그램인 SEEP/W (Ver 7.1)를 사용하였다. 

SEEP/W는 유한요소기법을 활용한 해석프로그램으로 Darcy 법

칙과 연속방정식에 기초하여 침투해석을 수행하며 단순한 포화

-정상류부터 복잡한 포화/불포화-비정상 상태흐름까지 계산할 

수 있다.

응답면 생성을 위한 Hermite 다항식은 3차까지 전개를 수행하

였으며 이에 따라 Case 1의 경우 4개, Case 2의 경우 10개의 

미지수를 가지며 랜덤변수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하여 자동적으

로 생성된다. 표본점을 이용한 침투수량의 응답면은 Fig. 7과 같

으며 투수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침투수량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표본점에 대한 침투수량과 생성된 응답면을 통한 예측침투수

량을 비교하면 Fig. 8과 같으며 표본점에 대하여 적절한 응답면

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성된 응답면이 임의의 랜덤변수에 대해서 침투수량을 적절

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

는 임의의 랜덤변수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침투수량을 SEEP/W

를 통한 해석결과와 응답면을 통하여 예측한 결과와 비교하였으

며 Fig. 9에 나타내었다. 결정계수 (R2)와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 모두 표본점에서의 오차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표본점이 아닌 임의의 랜덤변수에 대한 침투

수량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일단 표본점에 대

한 적절한 응답면이 생성되면 임의의 랜덤변수에 대한 침투수량



(a) Case 1 (b) Case 2

Fig. 9 Comparison of seepage quantity (random points)

(a) Probability distribu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ig. 10 Probabilistic analysis result (Case 1)

(a) Probability distribution (b)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ig. 11 Probabilistic analysis result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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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동최소자승법을 통하여 거리에 따른 가중치가 고려된 지역

적 응답면을 통하여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비선형성이 강한 응

답면이라 하더라도 표본점에 대한 응답면의 오차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확률론적 해석 결과

응답면을 통한 침투수량의 확률론적 해석 수행은 LHC-MCS

을 적용하였으며 해석결과가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50,000회

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응답면을 통하여 효과

적으로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Fig. 10과 11은 각 

제체의 침투수량에 대한 확률분포와 누적확률분포를 나타낸다.

IV. 요약 및 결론

일반적인 침투해석은 유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해석으로 수행되

며 이때 한계상태함수는 내재적으로 표현되므로 기존 확률론적 

해석방법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수지제체의 

침투수량에 대한 확률론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응답면생성을 위한 표본점은 Case 1의 경우 21개, Case 

2의 경우 53개의 표본점을 선정하였으며 프로그램 해석결과를 

통하여 응답면을 생성한 결과, 투수계수와 침투수량은 비선형적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응답면의 비선형성이 강한 경우 발생하는 지역적 오차를 감

소시키기 위하여 이동최소자승법을 적용하였으며 표본점과의 거

리에 따른 가중치가 고려된 지역적 응답면을 생성함에 따라 낮

은 차수의 기저다항식을 사용하더라도 높은 정확성을 얻을 수 

있었다.

3. 표본점에 대하여 응답면을 통한 침투수량과 프로그램 해석

을 통한 침투수량을 비교한 결과, 두 해석 경우 모두 거의 정확

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응답면이 생

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임의의 랜덤변수에 대하여 응답면을 통한 침투수량과 프로

그램 해석을 통한 침투수량을 비교한 결과, 표본점에서의 오차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비교적 정확하게 침투수량을 예측할 수 있

었다.

5. 확률론적 해석은 LHC-MCS를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수치해

석을 응답면으로 대체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에 따라 추가적

인 수치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계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6. 복잡한 해석조건이나 확률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표본점

의 증가와 다항식의 차수 증가를 통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

며 다른 지반문제의 확률론적 해석에 있어서도 기존 상용프로그

램을 통한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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