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적 응

답에 기반하여 구조물의 파괴 확률을 평가하는 동적 

신뢰성 해석(Dynamic Reliability Analysis; DyRA) 기법

이 새롭게 제시된 바가 있다1-3). 기존 신뢰성 해석 방법

은 최대 지반 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로

부터 지진 하중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정적 해석을 통

하여 산정되는 구조물 응답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확률

을 파괴 확률로 평가한다. 따라서 기존 정적 응답 기반 

신뢰성 해석 방법은 최대 응답에 대한 파괴 확률을 산

정하게 된다. 반면, 새롭게 제안된 DyRA 기법은 지진 

하중을 지반 가속도의 시간 이력 데이터로 모델링함으

로써 동적 해석을 통하여 산정되는 매 순간 구조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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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static reliability analysis methods, the 
dynamic reliability analysis(DyRA) method is more suitable for estimating the failure 
probability of a structure subjected to earthquake excitations because it can take into 
account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and damping capacity of the structure. However, 
the DyRA is known to have an issue of numerical stability due to the uncertainty in 
random sampling of the earthquake excitations. In order to solve this numerical stability 
issue in the DyRA approach, this study proposed two earthquake-scale factors. The first 
factor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first earthquake excitation over the maximum value 
of the remaining excitations, and the second factor is defined as the condition number 
of the matrix consisting of the earthquake excitations. Then, we have performed 
parametric studies of two factors on numerical stability of the DyRA method. In 
illustrative example, it was clearly confirmed that the two factors can be used to verify 
the numerical stability of the proposed DyRA method. However, there exist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factors. The first factor showed some overlapping region between the 
stable results and the unstable results so that it requires some additional reliability 
analysis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DyRA method. On the contrary, the second 
factor clearly distinguished the stable and unstable results of the DyRA method without 
any overlapping region. Therefore, the second factor can be said to be better than the 
first factor as the criterio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proposed DyRA method 
guarantees its numerical stability. In addition, the accuracy of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of the proposed DyRA has been verifie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existing 
first-order reliability method(FORM), Monte Carlo simulation(MCS) method and subset 
simulation method(SSM). The comparative result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DyRA 
method can provide accurate and reliable estimation of the structural failure probability 
while maintaining the superior numerical efficiency over the existing methods. 

Key Words : dynamic reliability analysis, numerical stability, parametric study, 
earthquake-scale factor, stochastic ground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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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파괴 확률을 모두 산정하고, 

이로부터 한 번이라도 파괴가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직렬 시스템의 신뢰성 해석을 통하여 지진 발생 시간 

동안 구조물의 파괴 확률을 평가한다. 이 때 각 시점에

서의 파괴 사건은 다른 시점에서의 파괴 사건과 확률적 

의존성을 가지므로 이를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를 고려함으로써 전체 시간 동안의 파괴 확률을 산정

하게 된다. 

DyRA 기법이 새롭게 제시된 이유는 기존 정적 응

답 기반 신뢰성 해석 기법에서는 구조물의 지진 응답

이 증폭되는 공진(resonance) 현상과 진동 에너지를 소

산시키는 감쇠 특성을 시간 영역에서 직접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옥승용과 그의 동

료 연구원들은 대표적 동적 시스템으로 간주되는 진

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구조물의 내진 안전성 문제에 

DyRA 기법을 적용하여 능동 제어시스템4,5)과 수동 제

어시스템6,7)의 제어 성능을 평가한 바가 있다. 이 연구

들은 구조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DyRA 기법1-3)을 구조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구조물에 확장 적용하였으며, 전

체 지진 지속 시간 동안 발생하는 기둥 하나의 파괴

를 시간 영역에 대한 부재의 시스템 신뢰성 해석으로, 

전체 구조물의 파괴를 여러 기둥들에 대한 구조물의 

시스템 신뢰성 해석으로 반복 수행함으로써 부재 수준

과 전체 구조물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다중 규모 

시스템 신뢰성 해석 방법(multi-scale system reliability 

analysis method)을 접목하여 구조물 전체의 파괴 확률

을 평가하였다.

한편, 동일한 DyRA 기법을 적용한 또 다른 사례로 

구조물의 위상 최적화 문제를 다룬 연구가 Chun 등8)에 

의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위

상 최적 설계안이 목표 파괴 확률 이하의 파괴 확률을 

갖도록 제한 조건을 설정하는데, 이 때의 구조물 파괴 

확률은 지진 발생 시간 중 최대 응답이 발생하는 특정 

시점의 파괴 확률(instantaneous failure probability)로 정

의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DyRA 기법을 적용하였

다. 따라서 기존 연구4-7)는 각 시점의 파괴 확률을 모두 

산정하고 이로부터 시스템 신뢰성 해석 방법을 통하여 

전체 지진 발생에 따른 파괴 확률을 산정한 반면, Chun 

등8)은 한 시점의 파괴 확률만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한편, Chun 등8)의 연구에서는 동적 신뢰성 해석 결

과의 수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반 가속도의 

시간 이력 데이터를 무작위 샘플링할 때 초기 가속도 

값이 다른 가속도 값들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한 크기로 

생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DyRA 기법

의 수치 안정성에 대한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DyRA 기법의 수치 안정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량적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Chun 등8)이 언급한 초

기 지반 가속도의 상대적 크기를 새롭게 수식으로 정

의하고 이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그 변화에 따른 

DyRA 기법의 수치 안정성의 영향성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새롭게 고안된 매개

변수로서 지반 가속도 시간 이력 데이터로부터 구성되

는 행렬의 조건수(Condition Number)를 추가적으로 제

시하고 그에 따른 DyRA 기법의 수치 안정성의 영향성

도 병행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두 매개변수의 영향성 

비교를 통하여 DyRA 기법의 수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시스템 방정식의 정식화

2.1 지반 모델 및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기본 구조물로서 단자유도(Single 

Degree Of Freedom; SDOF) 구조물을 고려하였으며, 이

의 개념도 및 운동 방정식은 각각 Fig. 1과 식 (1)로 표

현될 수 있다.

Fig. 1. Conceptual drawing of earthquake-excited SDOF structure.

  (1a)









   (1b)

여기서, 식 (1a)는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이며 식 (1b)는 

지반의 불규칙 진동을 나타내는 필터 방정식이다. 계

수 m, c, k 는 각각 구조물의 질량, 감쇠 계수, 강성이

며, 계수 g와 g는 각각 지반 필터의 동적 특성을 나

타내는 탁월 주파수(dominant frequency)와 밴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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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width)에 해당한다. 또한  ,  , 는 구조

물의 가속도, 속도, 변위 응답이며, 

 , 


 , 

 

는 기저암에 대한 지반의 상대 가속도, 상대 속도 및 

상대 변위에 해당한다. 식 (1b)의 (t)는 기저암에서 발

생한 불규칙 진동으로서 백색 잡음(white noise)으로 표

현되며, 식 (1a)의 는 지반의 절대 가속도로서 

 


으로 정의된다.

지반의 절대 가속도 는 지반의 IRF(Impulse 

Response Function) hg(t)와 백색 잡음 (t)의 중첩 적분

(convolution integral)을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9).

 




 (2)

여기서, 백색 잡음 가 평균 0의 가우시안 프로세

스(zero-mean Gaussian process)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시간 간격 ti=it에 대하여 는 식 (3)과 같이 이산

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 





    ⋯ (3)

여기서, S0는 지진 세기를 나타내는 계수(seismic 

intensity)이며, t는 이산화 시간 간격이다. 한편, 는 

표준 정규 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전체 지진 발생 시간([t1~tn]) 동안 무작위

로 샘플링된다. 

따라서 식 (2)는 전술한 이산화 과정을 통하여 식 (4)

로 표현할 수 있다.

≃




 






S⋅ ⋅
 sTv

(4)

여기서, s(t)는 지반 모델의 기저 함수 벡터1)이며, v는 

확률 변수 벡터로 v ⋯ 이다. 따라서 지

반 가속도 이력 은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무작위

로 생성된 백색 잡음 로부터 식 (1b)의 필터 방정

식을 통하여 지반의 특성치 , , 가 반영되어 생

성된다. 식 (4)의 지반 가속도 가진(excitations)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은 식 (5)로 표현할 수 있다9).

x 










sTv  











 






   aTv

(5a)

a     







 



 (5b)

여기서, hs(t)는 구조물의 IRF이며, a(t)는 지반 모델의 

기저 함수와 구조물 IRF의 중첩 적분으로 산정되는 구

조물 응답의 기저 함수 벡터이다.

2.2 수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식 (5a)에서 응답의 기저 함수 벡터 a(t)를 특정 시

점 tm에 대한 응답의 기저 함수 벡터 a(tm)로 정의할 

때, 이는 식 (6)의 행렬식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8). 

이 때, 식 (6)의 해는 식 (6b)와 같이 역행렬을 이용하

든지 또는 식 (6c)와 같이 첫 번째 방정식부터 순차적

으로 푸는 전진대입법(forward substitution method)을 

이용할 수 있다. Chun 등8)은 식 (6b)를 적용하였으나 

행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연산 시간은 식 (6c)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을 사전 해석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식 (6c)를 이용한 

전진대입법으로 응답의 기저 함수 벡터 a(tm)를 산정

하였다. 응답의 기저 함수 벡터 a(tm)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신뢰성 해석에서 구조물의 파괴 확률을 산정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  
  ⋯  
⋮⋮⋱ ⋮ ⋮
  ⋯  
  ⋯  













⋮




(6a)

a Vx (6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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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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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Chun 등8)은 의 값이 충

분히 크지 않으면 신뢰성 해석에 심각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식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은 대각 요소로서 이 값이 다른 요소들(⋯)

보다 작을 경우 역행렬(V-1) 산정 과정에서 오차가 발

생하고 이로부터 신뢰성 해석에도 오차가 전파되어 수

치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다른 요소 대비 초기치의 비를 신뢰

성 해석의 수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도입하였다. 한편, 식 (6b)에서 각 요소들의 변동에 따

른 응답의 기저 함수 벡터 a(tm)의 부정확성을 나타내

는 또 다른 매개변수로 행렬 V의 조건수(condition 

number)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조건수가 큰 경우 응

답 x(t)에서 오차가 작더라도 응답의 기저 함수 벡터 

a(tm)에서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신뢰성 해석의 수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부터 이 연구에서는 동적 신뢰성 해석의 수치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치는 두 매개변수를 식 (7)로 정의하였다.

 max ⋯
 (7a)

  V (7b)

3. 동적 신뢰성 해석 기법

3.1 특정 시점에서의 구조물 파괴 확률 산정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물의 파

괴 사건(failure event)을 규정해야 한다. 식 (5)에서 이

산화된 지반 가속도에 따른 구조물 응답은 매 시간 간

격 마다 존재한다. 이 때, 특정 시점 t=tm에서 구조물 

응답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사건을 파괴사건 Em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이는 식 (8)로 표현될 수 있다.

       ≤  (8)

여기서, 구조물의 응답 는 시각 t=tm에서의 구조

물 응답으로서 식 (6)에서 산정된 a(tm)을 식 (5)에 대입

하여 산정되며, x0는 응답의 허용 한계치이다. 따라서 

식 (8)의 사건은 지반 가속도 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파괴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식 (8)의 파괴 사건은 신뢰성 해석에서 식 (9)의 한계 

상태 함수(limit state function)로 다시 표현된다.

v   v (9)

여기서, g≤0은 파괴를 의미하며, g>0은 안전을 의미한다. 

구조물 응답은 확률 변수 벡터 v의 함수인 지반 가

속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확률 변수 벡터 v의 확률 분

포 공간에서 구조물 응답이 특정 시점에서 한계치 x0

를 초과할 파괴가 발생할 확률(instantaneous failure 

probability)은 식 (10)의 다중 적분으로 정의될 수 있다.

v v


v≤ 
vv

(10)

여기서, fPDF는 확률 변수 벡터 v의 결합 확률 밀도 함

수(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joint PDF)이다. 

확률 변수 v가 2개인 확률 분포 공간을 예시로 고려할 

때, 파괴 확률은 joint PDF의 파괴 영역의 적분으로서 

Fig. 2와 같이 색칠한 영역의 joint PDF 적분값에 해당

한다.

Fig. 2. Conceptual drawing of failure probability.

여기서, 붉은 실선으로 표현한 g(tm;[x0,v])=0이 파괴 유

무를 결정하는 경계선이며, 붉은 영역이 g(tm;[x0,v])≤0

에 해당하는 파괴 영역이다.

신뢰성 이론1,10)에 따르면, 식 (10)의 적분은 Fig. 2에 

나타낸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MPP(Most Probable Point)

까지의 최단 거리 m을 이용하여 식 (11)로 근사할 수 

있다.

v≃v (11a)

 v  ∥a∥ (11b)

여기서, ⋅는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이다. 최단 거리

m는 파괴 확률과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신뢰성 지

수(reliability index)라고도 한다. a(tm)은 식 (5)에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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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의 기저 함수 벡터로서 식 (6)으로 산정된다. 

Fig. 2에서 MPP는 v a∥a∥이며, 이로부

터 단위 방향 벡터 m = v∥v∥을 산정할 수 있다. 

단위 방향 벡터 m은 뒤에서 상관 계수 행렬을 산정하

는 데 이용된다. 

정리하면, t=tm에서 구조물의 변위가 한계치 x0를 초

과할 파괴 확률은 다음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확률 변수 벡터 v⋯을 표준 정규 분

포 N(0,1)로부터 무작위로 생성한다.

▪생성한 v⋯로부터 식 (4)의 지진 가속

도 을 생성한다. 

▪지반 가속도 입력 에 대한 구조물의 동적 응

답 x(t)은 Newmark- 방법 등9)을 이용하여 식 (1)

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식 (6)에서 v ⋯   및 x(t)를 이

용하여 a(tm)을 산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신뢰성 지수  (tm;[x0,v]) 및 파괴 확률 

Pf(tm;[x0,v])를 식 (11)로부터 산정한다.

▪   ⋯에 대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전

체 지진 발생 시간 동안 각 시점에서의 파괴 확률 

Pf(ti),   ⋯⋯을 산정할 수 있다.

기존 FORM(First-Order Reliability Method)4,10)에서는 

Fig. 2에서의 MPP u*를 구하기 위하여 원점으로부터의 

최단 거리 ||u*||를 최적화 문제로 구성하고 확률 변수

를 반복 생성하여 최단 거리에 상응하는 확률 변수를 

찾을 때까지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는 반면10), 이 연구

에서 제시한 동적 신뢰성 해석 기법은 확률 변수를 1

회만 생성하여 응답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식 (11)을 

이용하여 파괴 확률을 별도의 반복 연산 없이 산정할 

수 있다는 수치 효율성을 장점으로 갖는다. 다만, 이때 

생성된 확률 변수는 식 (7)의 매개변수에 대하여 수치 

안정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FORM은 

DyRA 기법보다는 더 많은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치 해석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MCS(Monte Carlo Simulation) 

방법11)은 확률 변수를 반복적으로 무작위 생성하고 이

로부터 동적 응답 x(t)을 구한 후 식 (9)로부터 파괴 여

부를 직접적으로 평가한 후 전체 샘플링 수 대비 파괴 

샘플링 수의 비로서 파괴 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파괴 확률을 산정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라 

적용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연산 소요 시간이 가장 많

이 요구되므로 복잡한 문제 등에는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지진 발생 모든 시각에

서 구조물의 파괴 여부를 일일이 MCS 방법으로 산정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연산 시간을 요하므

로, 이 연구에서는 각 시점에서의 파괴 확률은 FORM

만 비교 대상으로 고려하였으며 MCS 방법은 전체 지

진 발생 시간 동안의 직렬시스템에 대한 파괴 확률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1회 산정하여 제안하는 DyRA 기법

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3.2 지진 발생 시간 동안의 구조물 파괴 확률 산정

전 절에서 산정한 파괴 확률은 특정 시점에서의 파괴 

확률(instantaneous failure probability)이다. 하지만 실제 

유의미한 파괴 확률은 지진 발생 시간 동안 구조물이 

파괴될 확률로서 각 시점별 파괴 사건의 합집합으로 식 

(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진 발생 시간 동

안 최소 1번 이상 파괴 사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 ≤
∪∪⋯∪
 R

(12)

여기서, ={1,2,…,n}
T는 식 (11b)에서 산정한 각 시

점별 신뢰성 지수들로 구성된 벡터이며, R은 확률 변

수들 사이의 확률적 의존성을 나타내는 단위 방향 벡

터 m으로 구성된 상관 계수 행렬이다. 참고로, 전 절

에서 산정한 신뢰성 지수는 편의상 (tm;[x0,v])=m으로 

표기하였다. 상관 계수 행렬의 구체적 산정 방법에 대

한 설명은 저자의 다른 논문5,7)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식 (11a)와 식 (12)의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

수 ⋅의 산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으

나11-16),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안되어 그 효율성

과 정확성을 인정받은 SCM(Sequential Compounding 

Method)13,14)을 적용하였다. 또 다른 비교대상으로 MCS 

방법11)을 적용하였으나 많은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파괴 확률 산정에

는 해의 수렴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제한된 수의 샘플링으로도 상대적으로 

작은 파괴 확률을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SSM 

(Subset Simulation Method)15,16)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비교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수치 예제에서 제시하는 신뢰성 해석 방법의 정확성

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4가지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Approach 1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으로서 지진 발생 각 시점에서의 파괴 

확률(instantaneous failure probability)을 DyRA 기법으로

부터 산정하고 이의 합집합으로 정의되는 전체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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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cases of the proposed DyRA-based 
approach and others

Methods Instantaneous failure probability System failure probability

Approach 1 DyRA ⇨ SCM

Approach 2 FORM ⇨ SCM

Approach 3 - MCS

Approach 4 - SSM

발생 시간동안의 시스템 파괴 확률은 SCM을 접목하여 

산정하는 접근법이다. Approach 2는 비교 목적으로 도

입되는 방법으로서 기존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FORM을 이용하여 지진 발생 각 시점 파괴 확률을 산

정하고 전체 시스템 파괴 확률은 동일한 SCM을 적용하

여 산정하는 접근법이다. Approach 3은 각 시점 파괴 확

률의 산정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한계로 전체 시

스템 파괴 확률만 산정하고 그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하

여 도입되는 방법이며, Approach 4는 기존 MCS의 수렴

성 및 수치 효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한 방법론으로서 역시 전체 시스템 파괴 확률만 산

정한다. 따라서 각 시점에서의 파괴 확률 산정의 정확

성은 FORM 해석 결과와 비교하고, 전체 시스템 파괴 

확률은 FORM, MCS, SSM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4. 수치 예제

4.1 매개변수 연구

DyRA 기법의 수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치 예

인 Fig. 1에서 제시된 단자유도 구조물의 물성치는 각

각 m=480(ton), c=411.05(kN·s/m), k=220(MPa)을 고려

하였다. 여기서, c는 감쇠비 2%에 상응하는 감쇠 계수

이다. 예제 구조물의 고유 주파수는 약 3.4 Hz으로 산

정되며 이는 저층 구조물의 고유 주파수 대역의 한 예

로 가정된 값이다. 한편, 구조물의 파괴를 규정하는 응

답의 허용 한계치는 x0=3cm로 설정하였다. 

MCS에서의 전체 샘플링 개수는 106개, 수렴성을 위

한 변동계수 c.o.v.(coefficient of variation)는 0.01을 적

용하였으며, SSM에서의 전체 샘플링 개수는 104개, 중

간 단계 확률 p0는 효율적 수준으로 알려진 0.2를 고려

하였다15,16).

전체 지진 지속 시간은 10초를 고려하였으며, 지반 

가속도의 시간 이력은  로 이산화하였다. 지진 

세기는 PGA=0.2 g에 상응하는 S0=2.87×10-3을 적용하였

다. 한편, 식 (1b)의 지반 모델에 대한 물성치는 stiff 

site17)에 상응하는 탁월 주파수 g=6와 밴드 폭 g=0.6

을 고려하였다. 시간 간격  로 이산화하는 경

우, 지진 하중에 대한 확률 변수 는 총 500개가 생성

된다. 한편, 식 (2)에서 제시된 지반 가속도의 IRF hg(t)
는 식 (13)으로 정의된다8,18). 따라서 지반 가속도 

는 확률 변수 벡터 v  ⋯ 와 지반 

가속도 IRF hg(t)를 식 (4)에 적용하여 생성된다.

  exp






 

 × 

cos × 





 (13)

식 (7)에서 정의한 두 매개변수들의 영향성 분석을 

위하여 확률 변수 v⋯를 무작위로 총 70회 

반복 생산하였다. 각 확률 변수에 대하여 식 (7)을 산

정한 결과, 첫 번째 매개변수는 r1=[3~10]의 범위에서 

분포하였으며, 두 번째 매개변수는 r2=[1~105]의 범위

에서 분포하였다. 참고로 매개변수 r1은 대각 요소 v1이 

다른 행렬 요소보다 큰 차이를 보일 때 안정적인 값을 

가지며, 행렬의 조건수로 정의되는 r2는 1에 근접할 때 

역행렬의 오차가 작은 즉 안정적인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r1은 클수록 해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r2는 작을

수록 해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4.2 매개변수(r1, r2)의 수치 안정성 효과 분석

4.2.1 t = 10초에서의 신뢰성 해석 결과

먼저  로 이산화한 지진 발생 시간에 대하

여 각 시점에서의 파괴 확률을 식 (11)에 의하여 산정

하였다. 식 (11)에서 파괴 확률 Pf (tm)와 신뢰성 지수 m

(x0;v)는 각 시점 tm에 따라 반복적으로 산정되며, 여기

서는 t=10초에서의 구조물 파괴 확률 및 신뢰성 지수

를 Fig. 3과 Fig. 4에 대표적으로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매개변수 r1, r2에 해당하며, 수직축은 신뢰성 

해석 결과에 해당한다. 또한, Fig. 3은 r1에 대한 신뢰성 

해석 결과의 변화를 도시하였으며, Fig. 4는 r2에 대한 

결과이다. 

Fig. 3. Comparative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with respect to 
variations of r1 at t=10(s).



동적 신뢰성 해석 기법의 수치 안정성에 관하여

한국안전학회지, 제35권 제3호, 2020년 55

Fig. 4. Comparative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with respect to 
variations of r2 at t=10(s).

각 그림에서 FORM은 매개변수와 무관하므로, 

FORM에 의하여 산정된 파괴 확률은 하나의 결과만 

존재하며 비교 목적으로 직선으로 나타내었다. 한편, 

DyRA 기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파괴 확률은 수평축의 

매개변수 r1과 r2에 따라 각각 마크 ○와 ×으로 나타내

었다. 마크 ○는 FORM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경우이

며, ×는 FORM과 큰 차이를 보인 경우로서 해가 수렴

하지 않고 발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DyRA 기법은 약 4.3 이상의 매개변수 r1에 대

해서 FORM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므로 해의 수렴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4.5 이하의 값들

에 대해서는 해가 발산하고 있으며, 4.3~4.5 구간에서

는 수렴과 발산이 동시에 발생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

편, Fig. 4는 두 번째 매개변수 r2에 의한 결과로서 약 

220.5 이상의 영역에서 해가 수렴하지 않으며, 약 207.2 

이하에서는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3과 Fig. 4의 결과로부터 매개변수 r1, r2는 각각

의 크기에 따라 DyRA 기법의 수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매개변수가 

신뢰성 해석 결과에 비치는 수치 안정성 경향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Fig. 3과 Fig. 4의 수렴하는 매개변수와 

발산하는 매개변수를 각각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Fig. 5

에 다시 표현하였다. 매개변수 r1에 대해서는 수렴 영

Fig. 5. Comparative numerical stabilities of reliability analyses 
between r1 and r2.

역과 발산 영역이 겹치는 구간이 존재하는 반면, 매개

변수 r2에 대해서는 수렴과 발산이 분리되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다. 매개변수 r1의 경우, 겹치는 구간(overlap 

region)의 존재로 인하여 특정 r1 값에 대하여 해의 수

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다 큰 r1 값들에 

대하여 추가의 신뢰성 해석을 통하여 발산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반면, 매개변수 r2의 경우에는 

특정 r2 값에 대하여 수치 안정성을 확인한 경우 추가

적인 신뢰성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수렴성 조건은 주어진 구조물에 대하여 다양한 

신뢰성 해석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매번 수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적 신뢰성 

해석을 수행할 필요 없이 매개변수 값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2 지진 발생 시간 동안 각 시점에서의 신뢰성 해석 결과

여기서는 지진 발생 시간 동안 모든 시점에서의 구조

물 파괴 확률 및 신뢰성 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전 결과 중 수치 안정성이 보장된 r1=9.99, r2=5.57

의 경우와 수치 안정성이 결여된 r1=4.20, r2=220.50의 경

우를 선정하여 전체 지진 발생 시간 동안의 파괴 확률 

및 신뢰성 지수의 변화를 Fig. 6과 Fig. 7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시간축이고 수직축은 각 시점에서의 

구조물 파괴 확률에 해당한다. DyRA 기법 해석 결과의 

정확성은 FORM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Fig. 6. Time variational results of failure probability in stable 
case.

Fig. 7. Time variational results of failure probability in unstabl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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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에서 수치 안정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모든 시

점에서 DyRA 기법의 파괴 확률이 FORM과 유사한 결

과를 보이고 있으나, 수치 안정성이 결여된 Fig. 7에서

는 모든 시점에서 FORM과 조금씩 차이를 보이다가 

특정 시점(약 8.5초) 이후부터는 발산하는 결과를 보이

고 있다. 따라서 Fig. 7은 수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체 지진 발생 

시간 동안 구조물의 파괴 확률 산정에 큰 오류를 유발

하게 된다.

4.2.3 전체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시스템 신뢰성 해석 결과

각 시점에서 산정한 신뢰성 결과는 결국 식 (12)를 

통하여 전체 지진 발생 시간 동안의 시스템 파괴 확률

로 산정된다. 제안하는 DyRA 기법(Approach 1)에 의한 

해의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Table 1에 제시한 바

와 같이 FORM, MCS, SSM을 적용한 Approaches 2~4

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수록하

였다. Table 2의 결과는 전 절에서 고려한 r1=9.99, 

r2=5.57의 결과이다.

Table 2에서 신뢰성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DyRA 기

법의 해가 FORM, MCS, SSM 방법들과 매우 근사한 

결과를 주고 있어 해의 정확성은 보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산 시간을 비교하면, 제안하는 DyRA 기

법이 가장 빠른 연산 시간으로 신뢰성 해석 결과를 제

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ORM의 시스템 

신뢰성 해석 시간은 제안하는 DyRA 기법과 동일한 

SCM을 사용하므로 시스템 파괴 확률의 연산 시간이 

약 169.8초와 164.1초로 비슷한 반면, 매 순간 파괴 확

률을 산정하는 시간에서는 FORM이 매우 많은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CS는 약 18,523.6초로 시스템 신뢰성 해석 시간이 가

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 수치 효율성은 매우 낮은 반

면 SSM은 약 1,243.1초로 매우 우수한 연산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DyRA 기법

Table 2. System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for the period of 
earthquake excitations

Results
Methods

DyRA FORM MCS SSM

r1 9.99 - - -

r2 5.57 - - -


 3.76×10-4 3.75×10-4 3.65×10-4 3.96×10-4

 3.3695 3.3704 3.3781 3.3559

Time
(s)

Instantaneous 18.4 17,241.6 - -

System 169.8 164.1 18,523.6 1,243.1

Total 188.2 17,405.7 18,523.6 1,243.1

이 SSM보다 약 1/7수준으로 작은 연산 시간을 사용하

고 있어 가장 수치 효율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제안하는 DyRA 기법이 가장 높은 수치 효율성을 

보이면서도 다른 방법들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성을 보

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고찰

이 연구에서는 동적 응답 기반 신뢰성 해석(DyRA) 

기법의 수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DyRA 기법의 수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매개변수(r1, r2)를 새롭게 정의하였

으며, 두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신뢰성 해석 결과의 

경향성 분석을 통해 두 매개변수가 DyRA 기법의 수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DyRA 기법의 신

뢰성 해석 결과는 기존 FORM, MCS, SSM의 해석 결

과와 비교함으로써 해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으며, 아울

러 수치 효율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단자유도 구조물에 대한 수치 해석 결과, 두 매개변

수 r1, r2는 각자의 정의에 따라 r1은 일정 수준 이상에

서, r2는 일정 수준 이하에서 FORM의 해석 결과에 수

렴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해의 수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r1은 해의 

수렴과 발산이 공존하는 구간이 존재하는 반면, 매개

변수 r2는 해의 수렴과 발산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특정 

수준이 존재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DyRA 기법의 

신뢰성 해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r1은 수렴과 

발산이 공존하는 구간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신뢰

성 해석이 요구되는 반면, r2는 수렴성이 확인된 값에 

대해서는 DyRA 기법의 수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

에 신뢰성 해석의 수치 안정성을 판단하기에 보다 적

합한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지진 발생 시간 동안의 신뢰성 

해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DyRA 기법이 전체 지

진 발생 시간 동안 모든 시점에서 FORM 결과와 유사

한 신뢰성 해석 결과를 보인 반면, 한 시점에서 발산하

는 신뢰성 해석 결과를 보인 경우에는 다른 시점에서도 

유사하게 발산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각 시점의 신뢰성 해석 결과로부터 산정된 전

체 시스템 신뢰성 해석 결과에서도 DyRA 기법은 

FORM, MCS, SSM 방법들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파괴 

확률을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yRA 기법은 이들 기존 신뢰성 해석 기법과 

비교하여 매우 짧은 연산 시간만을 요함으로써 수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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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이 가장 우수한 기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DyRA 기법의 수치 안정성에 대한 매개

변수 연구를 통해서 해의 수렴성이 보장되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DyRA 기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보다 정확한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또한, 우수한 수치 효

율성으로 인해 많은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동적 신

뢰성 해석 문제에서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 신뢰성 해

석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동적 신뢰성 해석 기법은 하중의 동적 특성으

로 인한 구조물의 응답 증폭 현상 및 하중의 실시간 불

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활용 가능하므로, 향후 건설 현

장에서 가시설물의 내진 및 내풍 신뢰성 해석뿐만 아

니라 작업 하중의 규칙적 반복 진동 등에도 적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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