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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Reliability and sensitivity analysis of the design parameters for a section of caisson type
quaywall which is the most applicable in Korea were performed. It was tried to estimate probabilities of
failure for the system of the multiple failure modes and to analyze LCC in the quaywall structure. The
reli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by FORM. Also, sensitivity indices were estimated using the reliability
indices, which may be used inferring effects of each design parameter on the reliability indices. As a result,
the coefficient of friction between caisson and rubble, the moment by self weight and the moment of
resistance mostly affected on the reliability indices in the sliding, overturning and foundation failure,
respectively. System reliability theorem was applied in order to estimate the probabilities of failure for the
system of the multiple failure modes. As the results of estimation of the probabilities of failure for the
system, all cases were more conservative than those for the elements, according to both failure mode and load
combination applied to series system. It entirely exceeded the target reliability index, but it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em. According to the optimum LCC with the width of the caisson, the probability of failure
exceeded the target probability of failure at then time. Therefore, it was judged to be insufficient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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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안벽구조물은 컨테이너선이나 여객선 등 선종을 막론하고 선박의 접안이 필요한 지점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표적인 항만시설이다 그 종류도 접안되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뿐 아니라 조류변화 지반조건. ,

등에 따라 중력식 잔교식 널말뚝식 등 매우 다양하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해수면 상승 및 기상이변, , .

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항만시설에도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일본의 고베항 지진피해 한. ,

신 대지진 피해 부산항 태풍피해 등은 안벽구조물과 관련하여 파괴를 일으킨 대표적인 예이다 비단 항, .

만시설뿐 아니라 사면 등 지반구조물 에서도 이러한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가 경험적인 예측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반을 포함한 토목구조물에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을 설계에 반영.

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신뢰성 이론의 도입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국내에서 이미 안벽 및 그 기초지반의 신뢰성 해석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 등( ,

김 윤 일본을 비롯한 국외에서도 파괴확률 및 생애주기비용 관계 파괴된 안벽으2003; , 2006;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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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목표안전지수 추정 하중계수 산정 등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왔다 등, (Nagao , 2001;

등Yoneyama , 2000).

본 연구에서는 안벽구조물중 국내에서 가장 적용성이 큰 케이슨식 안벽에 대하여 신뢰성 해석에 의한

설계변수의 민감도를 분석하고 최적화 설계를 위한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안벽의 다. ,

중 파괴모드에 대한 시스템 파괴확률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신뢰성 해석과 민감도 분석2.

신뢰성 해석의 기법은 그 방법에 따라 크게 의 가지로 구분되며 경제성 분석을 통한 최Level I~III 3 ,

적화 설계를 포함한다면 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Level IV .

하여 신뢰지수 를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 해석을 수행하였다(reliability index, ) Level II .β

케이슨식 안벽의 신뢰성 해석2.1

해석방법중 기본이 되는 일계이차모멘트법 은 한계상Level II (First Order Second Moment: FOSM)

태함수 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에 대한 일차 근사값을(limit state function) (second moment) (first order)

이용하여 신뢰지수 및 파괴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근사치를 구함에 있어 평균치 부근에서 근. ,

사치를 구하지 않고 파괴면 부근에서 구함으로써 신뢰성 해석의 정밀도를 높인 방법이 개선된 일계이차

모멘트법 이다 후자는 파괴점 부근에서 근사치의 정확도가 큼으로 인해 전(Advanced FOSM: AFOSM) .

자보다 더 정확하게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 정규화된 설계변수가 서로 상관성이 없을 때 식 로 표, 1

현된다 식에서 파괴점.  는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으므로 반복적인 수렴계산에 의해 추정한다.

  
















 







 
  



(1)

여기서,  는 파괴점에서 설계변수 의 값이고X , 와 는 각각 한계상태함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확률변수 변동계수(COV) 확률분포

단위중량

철근콘크리트 0.02 Normal

무근콘크리트 0.02 Normal

채움석 0.04 Normal

마찰계수 0.15 Normal

정적토압 0.10 Normal

지진계수 0.25 Normal

표 주요 설계변수의 변동계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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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하중 상재하중 견인력 장비하중

상시

CASE 1 ○ - - -

CASE 2 ○ ○ - -

CASE 3 ○ - ○ -

CASE 4 ○ ○ ○ -

CASE 5 ○ ○ ○ ○

폭풍시

CASE 1 ○ - - -

CASE 2 ○ ○ - -

CASE 3 ○ ○ - ○

지진시

CASE 1 ○ - - -

CASE 2 ○ ○ - -

CASE 3 ○ ○ - ○

표 해석시 하중조합2.

본 연구에서는 중 비교적 계산이 편리하고 정확도가 높아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일계신뢰성방법AFOSM

을 이용하여 와 민감도 지수 를 산정하였다 각 설계변수의(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FORM) ( ) .β α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신뢰지수 방법에 있어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을 나타내

는 변동계수 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역적 특성을 갖는 전면조위 지진계수 등의 설계변수는 실(COV) , ,

측된 자료에 의해 추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신뢰성 있는 자료의 수집 및 체계화가. ,

미흡한 상태라 판단되어 지리적 기후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선행 연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사례분석을, .

위한 주요 설계변수의 변동계수를 표 에 나타내었다1 .

해석시 하중조합은 표 에 보인바와 같이 상시와 지진시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동수압과 관성력은 지2

진시에만 적용하였다 기본하중에는 자중 부력 수압 및 토압이 포함되었다. , , .

케이슨식 안벽의 파괴모드는 크게 활동파괴 전도파괴 지지력파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파괴모, , ,

드에 대한 한계상태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활동 :

          (2)

전도 :

         

           (3)

지지력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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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파괴에 대한 한계상태함수에서       는 각각 마찰계수 케이슨자중 크레인하중, , ,

상재하중 양압력 파력 선박하중 및 수평지진계수를 의미하며 첨자 와 는 수직 및 수평성분을 의미, , , , V H

한다 전도파괴에 대한 한계상태함수에서. 는 모멘트 중심에서 하중작용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지,

지력파괴에 대한 한계상태함수에서     는 각각 허용지지력 연직합력 케이슨 폭 편, , ,

심계수 저항모멘트 및 전도모멘트를 나타낸다 또한 공통으로 사용된, .    및 는 각각 부력 토,

압 잔류수압 및 동수압이다, .

해석결과 지지력 파괴모드중 하중조합 및 의 신뢰지수가 목표신뢰지수, 5 8 ( 에 도달하지 못했=2.05)

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나타났다 표 은 각 하중조합에 대하여 산정된 신뢰지수를 식 를 이용하여 파, . 3 5

괴확률( 로 환산한 값들이다) .

    (5)

여기서,  는 신뢰지수의 표준정규 누적분포함수의 확률값이다.

설계변수의 민감도 분석2.2

각 파라미터의 설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도 분석에서 민감도 지수

는 한계상태함수의 선형근사계수 라고 할 수(sensitivity factor) (coefficient of linear approximation)

있다 확률변수 사이에 서로 상관성이 없을 때 민감도 지수는 식 으로 정의된다. 6 .

  



 



  ⋯ (6)



′
여기서, ′ 


 

(6)'

하중조합 활동 전도 지지력

상시

1 4.40E-07 1.20E-87 5.76E-05

2 1.10E-05 5.57E-42 1.49E-04

3 3.23E-05 1.32E-32 1.53E-03

4 3.91E-05 1.64E-35 3.20E-03

5
1.72E-05

(4.142)

8.08E-38

(12.81)

7.84E-02

(1.42<2.05)

폭풍시

6 8.47E-06 7.42E-39 5.76E-05

7 1.10E-05 5.57E-42 1.49E-04

8 4.27E-06 3.49E-45
2.53E-02

(1.922<2.05)

지진시

9 8.74E-04 9.52E-23 3.16E-05

10 9.05E-04 6.07E-23 4.47E-05

11 5.25E-05 3.38E-41 1.19E-02

표 해석결과 산정된 파괴확률 신뢰지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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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2 'X

*X

most probable 
failure point

0Z =β
X1
*

X2
*

1 'X

2 'X

*X

most probable 
failure point

0Z =β
X1
*

X2
*

cos-1(αX1)

cos-1(αX2)

그림 신뢰지수와 민감도 지수의 관계1.

식 은 표준화된 공간상의 각 확률변수 축에서 신뢰지수의 방향여현 을 의미하며6‘ (direction cosine) ,

한계상태함수가   ′′로 정의될 때 그림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민감도 지수는 각 확률변수1 .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 저항에 대하여 양의 값을 갖고 하중효과에 대하여 음의 값을 갖는 한편, ,

그 제곱의 합은 이 된다 이는 그림 에서 민감도 지수의 절대값이 에 근접함에 따라 파괴점에서 표1 . 1 1

준화된 값과 신뢰지수 사이의 일치도가 양호해짐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민감도 지수.

가 신뢰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한편 확률변수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때 상관계수는 한계상태함수의 표준편차와 민감도 지수,

를 이용하여 고려하게 된다 이들의 표현식은 식 및 과 같다. 7 8 .

′ 













 




 
 (7)

′ ′









 


(8)

특정 확률변수가 구조물의 각 파괴모드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하

중조합에 대하여 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FORM .

그림 는 상시와 지진시의 각 파괴모드에 대한 정규화된 민감도 지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활동파2 .

괴시 구조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확률변수는 케이슨과 기초지반 사이의 마찰계수 로 나타났으며(f) ,

그 다음으로 수평토압 자중 부력 잔류수압 및 연직토압 이 민감하였다 지진시에(Eh), (W), (B), (Pwr) (Ev) .

도 마찬가지로 마찰계수와 수평토압이 가장 민감하였고 다음으로 자중 부력 및 동수압 지진하중, , (Pwd),

에 의한 관성력 연직토압 잔류수압의 순이었다 활동모멘트와 저항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파괴가 결(Fi), , .

정되는 전도 파괴모드에서는 확률변수중 케이슨 자중과 부력에 의한 모멘트의 민감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수평토압 연직토압 및 잔류수압에 의한 모멘트 순으로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진시는 수평토압에 의한 모멘트가 가장 민감하였고 다음으로 자중 부력 연직토압 동수압 지. , , , , ,

진하중에 의한 관성력 및 잔류수압에 의한 모멘트 순이었다 지지력파괴시 최대 민감도 지수는 전도모.

멘트 및 연직합력 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 저항모멘트 에 비하여 확률변수의 변화에 따라(Mx) (Fv) (My)

다소 큰 영향을 미쳤고 지진시에도 상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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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99

Eh
-0.16

Pwr
-0.01

Ev
0.01

B
-0.04

W
0.06

M_Ev
0.17

M_Eh
-0.31

M_W
0.76

M_B
-0.55

M_Pwr
-0.01

Fv
-0.59

My
0.49

Mx
-0.64

활동 전도 지지력

f
0.94

Eh
-0.31

Pwr
0

Ev
0.02

W
0.08

B
-0.06

Pwd
-0.06

Fi
-0.03

M_Ev
0.35

M_Eh
-0.59

M_W
0.58

M_B
-0.42

M_Pwr
-0.01

M_Pwd
-0.12

M_Fi
-0.08

Fv
-0.58

My
0.46

Mx
-0.67

활동 전도 지지력

그림 상시 상 및 지진시 하 의 민감도 지수 분포2. ( ) ( )

신뢰지수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지수의 변화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케이슨의 폭을 범위 내에서50%

단계적으로 증감시키며 민감도 지수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였다 그림 은 신뢰지수에 따른 민감도 지수. 3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활동파괴시 마찰계수 및 수평토압의 민감도 지수는 신뢰지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설계변수는 소폭 감소하거나 거의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마찰계수의 민감도, .

지수는 거의 에 근접하여 신뢰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잔류수압의 경우 에 가까워 거의1 , 0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진시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전도파괴시는 자중과 수평, .

토압에 의한 모멘트의 민감도 지수가 신뢰지수 증가에 따라 현저히 증가하였고 관성력 연직토압 및 부, ,

력에 의한 모멘트는 감소 동수압에 의한 모멘트의 민감도 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지력파괴시 신뢰, .

지수가 증가할수록 전도 및 저항모멘트의 민감도 지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연직합력의 민감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신뢰지수가 증가할수록 연직합력의 영향정도는 더욱 민감해짐을 알 수 있. ,

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관성력과 동수압이 비교적 변동계수가 큰 지진계수에 영향을 받는 확률변.

수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지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등 이 방파제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조위레벨 민감도 지수 관계와 유사한 결과Nagao (2004) -

로서 변동계수가 큰 확률변수의 민감도가 모두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일맥상통 한다, .

생애주기비용 분석3. (LCC)

생애주기비용 이란 시설물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폐기 처분 시까지의 모든 비용(Life Cycle Cost: LCC) ,

즉 계획 및 설계비 건설비 운용관리비 폐기물 처분비용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시설물의 생애에 필요, , , ,

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기대총비용 이라 칭하기도 한다 생애주기비용 분석, (Expected Total Cost: ETC) .

은 구조물의 공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최소의 기대총비용에 따른 파괴확률을 고려하여 최적의 구조형식과

단면을 결정하는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이다 이때의 최적 파괴확률은 초기건설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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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뢰지수에 따른 민감도 지수 변화 상시 좌 및 지진시 우3. ; ( ) ( )

파괴시 손실비용의 교차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통념이다 기대총비용은 식 와 같. 9

이 나타낼 수 있다.

     (9)

여기서, 는 초기건설비용으로써 설계 및 감리비와 초기안전점검비가 포함된 비용이며, 은 유지관

리비용, 는 파괴 손실비용이며, 과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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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m)

단위년

신뢰

지수

()

단위년

파괴

확률

( ,%)

공용년

신뢰

지수

()

공용년

파괴

확률

(
,%)

초기

건설비

( )

유지

관리비

()

파괴에 의한

최대손실비

() 

공용년

파괴손

실비용

( )

공용년

ETC
복구

비용

운영손

실비용

13.6 4.92
4.40

E-05
4.09

2.15

E-03
1,100 110.66 1,650 2,475 4,125 0.0889 1,211

표 설계단면의 산정결과4. ETC

단위 억원( : )

    (10)

   ∙ (11)

여기서, 은 점검비용, 는 직접손실비용, 는 파괴에 의한 최대 손실비용이고, 는 단위년 파

괴확률이다 파괴 손실비용 산정시 공용기간을 고려하기 위하여 단위년 파괴확률. 를 이용하여 사용년

파괴확률 
을 식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12 .


     

 (12)

본 연구에서는 각 비용간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케이슨의 폭을 일정하게 변화시키며 그에 따른 초기공

사비와 파괴 손실비용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변화곡선을 산정하였으며 그로부터 최저 를, ETC , ETC

얻었다 또한 최적의 케이슨 단면을 결정하고자 시도하였다. .

케이슨식 안벽구조물의 공용기간은 에서 제안하는 빌딩 및 일반구조물의 설계공용연수 에 해당하EU “ ”

고 국내외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년으로 가정하였다50 . 는 파손시 단위복구비용과 단위운영손

실비용으로 합산하는데 본 연구에서 단위복구비용은 기존 등 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초기, Ozaki (2007)

건설비용의 로 단위운영손실비용은 단위복구비용의 로 가정하였다150% , 150% . 은 국내 법령에 규정

한 의 와 표 의 국내 연구결과 를 참고하여 년까지 유지보수비 비율의 평균치인11% 3 (2003) 2003 의

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을 이용하여 를 계산한 과정과 그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10.1% . ET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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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용년수간 총기대비용 변화4.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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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폭 로 가정된 케이슨식 안벽의 년 공용기간내 파괴확률 에서 는. 13.6m 50 2.15E-03% ETC

억원으로 산정됨을 알 수 있다1,211 .

그림 는 공용수명 년간 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총기대비용이 최저가 되는 지점은 약4 50 ETC .

억원이고 그때의 파괴확률은 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신뢰지수에 해당하는 파괴확률 에660 2.68% . 2.02%

근접하기는 하나 초과하는 값이므로 최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일부 파괴모드의 파괴확률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단면을 가지고 추정한 결과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되며 구조물의 전반적인 파괴확률을,

가지고 기대총비용과 해당 파괴확률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 파괴확률의 산정4.

시스템 파괴확률은 본래 요소 의 파괴확률을 가지고 전반적인 구조물의 안정성을(system) (component)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전 시스템의 파괴확률을 산정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 전도. ,

및 지지력에 대한 파괴확률을 요소 파괴확률로 간주하고 이들의 시스템 파괴확률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에 따르면 단순한 시스템의 경우 파괴모드별 상관성을 고려하여 식 에 따라 시스템 파괴확률을Stuart 13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가의 시스템 파괴확률만을 계산(1958).

하여 요소 파괴확률과 비교하였다.

  
∞

∞



 
 ∙ (13)

여기서, 와 는 각각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이고, 는 요소의 신뢰지수, 는 요소간 상

관계수, 은 요수의 수이다.

시스템 신뢰성을 고려할 때 단일요소의 파괴가 전 시스템의 파괴를 의미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

다 즉 구조물 측면에서 개별부재 신뢰도가 전반적인 구조물의 신뢰도를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등 직렬 시스템은 어느 한 부재가 파괴될 때 전체 구조물이 파괴됨을 의미하며(Nowak , 2000). (series)

그림 병렬 시스템은 한 부재가 파괴되더라도 구조물이 여전히 내하력을 지니고 있어 곧( 5(a)), (parallel)

바로 파괴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림( 5(b)).

이러한 개념을 안벽구조물의 다중 파괴모드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활동 전도 지지력 파괴중. , ,

어느 하나가 발생한다면 선박 접안과 구조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직렬시스템을 적용

하였다 앞서 에 의해 산정한 요소 파괴확률과 직렬의 시스템 파괴확률을 산정하는 식 를 이용. FORM 14

하여 시스템 파괴확률을 구하였다 식 에서. 14 를 식 에 의거하여5 로 대체한다면 등가 신뢰지수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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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직렬시스템 및 병렬시스템 의 개념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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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4)

표 에 나타났듯이 활동 전도 지지력의 각 파괴모드에 대한 시스템 파괴확률 각 하중조합에 대한5 , , ,

시스템 파괴확률 그리고 이들에서 계산된 파괴확률을 고려한 전체 시스템의 파괴확률은 모두 각 개별,

요소 파괴확률의 최대치 보다 항상 크게 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매우 안전측에서 파괴확률이 계산되. ,

므로 개별 파괴확률이 하나라도 목표치를 넘는다면 이들 또한 초과되어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한.

편 여기서 계산된 등가 파괴확률과 함께 각 파괴모드간 상관계수를 결정하여 식 의 방법으로 시스템, 3

파괴확률을 계산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 론5.

케이슨식 안벽구조물의 신뢰성 설계를 통하여 설계변수의 민감도를 분석하고 공용수명간 생애주기비

용과 다중 파괴모드의 파괴확률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감도 분석결과 상시에 구조물 파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확률변수는 활동에 대하여 케이슨과,

기초지반 사이의 마찰계수 전도에 대하여 케이슨 자중과 부력에 의한 모멘트 지지력에 대하여 전도모, ,

멘트 및 연직합력으로 나타났다 지진관련 확률변수는 동수압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

신뢰지수 증가에 따른 민감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진시 관성력과 동수압이 비교적 변동계수가 큰 지,

진계수에 영향을 받는 확률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민감도 지수는 신뢰지수 증가에 따라 변화가 크지 않아

하중조합 활동 전도 지지력
시스템

파괴모드( )

상시

1 4.40E-07 1.20E-87 5.76E-05 5.80E-05

2 1.10E-05 5.57E-42 1.49E-04 1.60E-04

3 3.23E-05 1.32E-32 1.53E-03 1.56E-03

4 3.91E-05 1.64E-35 3.20E-03 3.24E-03

5 1.72E-05 8.08E-38 7.84E-02 7.84E-02

시스템 상시( ) 1.00E-04 0.00E+00 8.29E-02

폭풍시

6 8.47E-06 7.42E-39 5.76E-05 6.61E-05

7 1.10E-05 5.57E-42 1.49E-04 1.60E-04

8 4.27E-06 3.49E-45 2.53E-02 2.53E-02

시스템 폭풍시( ) 2.37E-05 0.00E+00 2.55E-02

지진시

9 8.74E-04 9.52E-23 3.16E-05 9.06E-04

10 9.05E-04 6.07E-23 4.47E-05 9.50E-04

11 5.25E-05 3.38E-41 1.19E-02 1.20E-02

시스템 지진시( ) 1.83E-03 0.00E+00 1.20E-02

시스템 전체( ) 1.95E-03 0.00E+00 1.17E-01 1.19E-01

표 시스템 파괴확률 산정결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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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파제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최적화 설계를 위한 생애주기비용 분석결과 가정된 단면의 공용기간내 파괴확률과 그때의 는, ETC

에서 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총기대비용이 최저가 되는 지점은 약 억원이고 그때의2.15E-03% 1,211 . 660

파괴확률은 로 나타나 목표신뢰지수에 해당하는 파괴확률 를 초과하였으므로 최적의 총기2.68% 2.02%

대비용은 그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부 파괴모드의 파괴확률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단면을 가지고 추정한 결과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되며 구조물의 전반적인 파괴확률을 가지고 기,

대총비용과 해당 파괴확률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파괴모드와 하중조합에 대한 시스템 파괴확률 그리고 이들로부터 계산된 전체 시스템에 대한 파,

괴확률을 산정한 결과 각 개별요소 파괴확률의 최대치 보다 항상 크게 산정되었다 즉 매우 안전측에, . ,

서 파괴확률이 계산되므로 개별 파괴확률이 하나라도 목표치를 넘는다면 이들 또한 초과되어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 계산된 등가 파괴확률과 함께 각 파괴모드간 상관계수를 고려하. ,

여 시스템 파괴확률을 계산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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