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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설물의 풍하  험도 해석

Wind Induced Risk Analysis of Highwa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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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고속도로표지 과 방음벽 등의 도로시설물에 한 풍하  험도해석을 수행하 다. 풍하 의 확률모델은 풍속 측으로부터 

추정한 극치분포를 사용하 으며 도로시설물의 구조변수에도 확률  변동성을 부여하 다. 도로시설물의 안정성에 한 한계상태함수를 정

의하여 신뢰성해석을 수행하 으며 풍속재해도를 고려하여 도로시설물의 험도 해석을 수행하 다. 고속도로 시설물의 험도 평가결과 방

음벽의 험도가 도로표지  보다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두 시설의 내풍설계 기 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며 험도의 균일한 분산을 

해 설계풍압식의 통일  개선이 필요함을 보 다.

ABSTRACT：Risk analysis of highway sign supporting structures and sound barriers was done. Stochastic wind load was 

modeled by using extreme value distribution from site measurement and the variability of structural parameters was 

considered. Limit state functions were defined to assess structural stability by wind and risk of highway facilities was 

analyzed by combining wind hazard. According to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sound barrier post shows significantly 

higher risk than highway sign supporting structures. This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design codes of the structures are 

different. To distribute wind induced risk in highway structures, unification and improvement of design codes are required 

based on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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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표지구조물, 방음벽, 제연시설 등의 고속도로 시설물은 

태풍에 의한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내풍설계를 수행하도

록 되어 있다. 이는 고속도로 상에 설치된 시설물이 태풍에 

의해 손될 경우 구조물 자체의 손상피해는 물론이고 손상된 

시설물에 의한 주행 인 차량에 가해지는 2차 피해가 치명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시설물의 내풍설계는 설계풍속에 의해 수행된다. 

기존 도로표지설계기 에서는 100년 빈도의 풍속을 설계풍속

으로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1997, 2003, 2005, 

2006). 기존의 도로표지 에 한 연구는 주로 설계풍속에 

의한 동   정  구조  안정성을 해석하고 있다(공민식 

등, 2006; 손용춘 등, 2007). 그러나, 실제로 고속도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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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의 사용되는 기간 에 태풍에 의한 풍속이 설계풍속을 

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태풍 매미에 의한 

여러 시설물의 피해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김동  등, 

2005). 따라서, 고속도로시설물의 사용기간 동안 태풍에 의

한 험도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서는 풍속의 확률특성

을 고려해야 한다(김동  등, 2007). 한, 구조  설계변수

는 재료의 생산, 가공, 시공 에 다양한 불확실성이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험도를 

합리 으로 평가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의한 풍속의 변동성과 구조변수의 확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시설물의 내풍 험도 해석을 

수행하 다. 풍속의 확률모델은 고속도로 인근의 기상청 측자

료를 활용하여 추정하 으며 이를 통해 풍하  재해도를 산정하

다. 구조설계변수의 확률모델은 기존 문헌의 자료를 이용하

다. 신뢰성해석에 의한 험도 평가를 해 시설물의 안정성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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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을 이용하여 한계상태함수를 정의하 으며 다양한 조건하에

서 구조물의 취약도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한, 도로표지구조

물과 방음벽의 설계풍압식이 서로 다른 바, 풍하 험도의 상

호비교를 통해 설계풍압식의 개선 을 제안하 다. 

2. 고속도로시설물의 내풍설계

2.1 도로표지구조물

도로표지구조물의 설계기 은 과거 10년 동안 3차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왔다.  1997년 기 (건설교통부, 1997)에서

는 단주식과 복주식은 풍속 40m/sec, 편지, 수, 문형식에

서는 50m/sec를 기본풍속으로 정한 후 항력계수 등을 고려

하여 설계풍압력을 설정하 다. 이에 따라 문형식 지주에 

한 풍압력은 109kgf/m2로 정의 되었다. 2003년 기 (건설

교통부, 2003)에서는 풍하 에 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

고 다만 표지  의장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 후 2006년 

기 (건설교통부, 2006)에서는 풍하  계산방법에 한 

폭 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풍속의 변동성을 고려하기 한 

거스트계수, 시설물의 요성을 구분하는 요도계수 등이 도

입되었고 기본풍속도 재 빈도 100년에 한 풍속을 근거로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30m/sec～45m/sec까지 설정하 다. 

결과 으로 풍속 40m/sec에서 풍압이 327kgf/m
2
가 되어 

과거보다 풍압이 높게 산정되도록 하 다. 이 외에도 고도에 

따른 풍속증가와 지표조도의 향을 보정하도록 하 다. 

2006년 기 에서 가장 요한 개선 은 설계풍속 결정시 지

역  차별성을 인정하 고 여기에 재 빈도 개념을 도입하므

로써 확률기반 설계의 기 를 마련하 다는 것이다. 

2006년 도로표지 련규정에 의하면 내풍설계를 한 설계 

풍압력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p=
1
2

ρ V 2
d G C d I                    (1)

여기서, ρ는 공기 도(⋅), Vd는 설계풍속

(m/s), G 는 거스트 향계수, Cd 는 항력계수, I 는 

요도 계수이다. 도료표지 련규정에서 거스트계수는 변동풍

속에 의한 동 응답을 보정하기 해 1.9를 사용하도록 한

다. 항력계수는 표지 의 경우 1.2 지주의 경우는 세장비에 

따라 1.3～2.0을 용한다. 한 요도계수는 단주식 지주

는 0.66, 문형식 지주는 0.90을 용한다. 설계풍속은 기본

풍속에 고도  노출환경의 향을 보정하여 산정하며 이 때 

기본풍속은 Type I 극치분포를 이용한 재 기간 100년에 해

당하는 풍속으로 지역별로 30m/sec～45m/sec을 용한다.

2.2 방음벽

방음벽 설계기 은 환경처 설치지침에 의하면 지주의 풍압력

이 교량부에서 300kgf/m
2
, 토공부에서 150kgf/m

2
로 제시되

어 있고 환경부고시 제1998-150호에 의하면 “도로교 표 시

방서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풍속을 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다(한국도로공사, 2002). 그 후 한국도로공사 설계처에

서 제시한 “방음벽 설치기  개선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은 풍압

산정식을 제시하 다(한국도로공사, 2002).

p=
1
2

ρCdV
2
d
 (2)

방음벽 설계기 에서는 도로표지 련규정과 달리 요도계수

와 거스트계수가 고려되지 않았다.  식에서 는 항력계수

로 교량부에서는 1.6, 토공부에서는 1.2를 용하도록 하

다. 설계풍속 는 재 기간 100년에 해당하는 기본풍속에 

고도  노출환경에 따른 향을 보정한 풍속이다. 

3. 풍하  험도 해석

3.1 험도해석

3.1.1 풍속 확률분포

풍하 의 발생은 시간, 장소,  크기에 한 확률  변동성

을 가진다. 세 가지 변동성에 한 확률분포는 과거의 풍속기

록을 통계 분석하여 구할 수 있다. 장소에 한 확률  변동은 

범 한 역에 하여 통계 분석하므로써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 정보를 추정할 수 있고 시간  변동성은 1

년 단 로 풍속을 분석하여 해결한다. 크기에 한 변동성은 

내풍설계에 주로 사용되는 10분 평균의 최 풍속(maximum 

wind velocity)을 표  확률변수로 취 한다. 이러한 풍속

의 확률을 체계화하기 하여 매번 발생하는 최 풍속을 

V 1
, 이들  년최  값의 확률변수를 라 하자. 두 확률변

수는 각각 Poisson process와 극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다. 풍속의 확률분포함수를 이라 하면 매회 발생하는 

최 풍속이 v를 과하지 않는 확률을   가 되며 큰 풍

속의 년평균 발생회수를 λ
w
라 정의하면 를 과하는 풍속

의 년평균 발생회수는      된다. 따라서, 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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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년 극값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V(v)= exp [-λ
w{1-F V 1

(v) }]       (3)

한편, 발생하는 풍속 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주는 의미 있

는 크기의 풍속이 심의 상이므로 그 최소 크기를 v 0
로 

설정하면 V 1
이 v 0

를 과하지 않을 확률은

                                      (4)

로 설정할 수 있다. 식 (3)과 (4)를 이용하면 최 풍속 년

평균 발생회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λ
w=- ln [F V(v 0 )]                          (5)

최종 으로 년최 풍속( )의 확률분포를 Type I 극치분포

로 가정하면 년평균 발생회수()와 풍속 의 확률 도함

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λ
w= exp [-α

n (v 0-un)]                 (6)

                            (7)

여기서,  은 Type I 극치분포의 모수이다.

3.1.2 풍하  취약도

취약도 곡선은 태풍 발생시 구조물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나타내는 곡선이 취약도 곡선으로 손상수  k에 하여 다음

과 같은 로그정규분포함수로 표 될 수 있다.

F k(v)=Φ






ln( vc k )

ζ
k





                (8)

여기서, Φ는 표 정규분포의 확률분포함수이며 v는 

최 풍속 그리고 ck, ζk는 각각 간값과 로그표 편차이다. 

식 (8)의 취약도 곡선은 사 에 정의한 손상수 을 과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의 피해사례를 풍속과 연 시키므로

써 구한다.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

용하여 취약도 곡선을 구하며, 다음의 식 (9)와 같은 우도함

수를 이용한다.

L= ∏
n

i= 1
[F k (v i )]

x i[1-F k (v i )]
1- x i       (9)

여기서, n은 발생한 총 최 풍속의 개수, xi는 구조물의 

손상여부에 따라 손상이 없으면 0 손상이 있으면 1을 입력하

여 각각 무손상과 손상의 확률을 시킨다. 수함수는 단

조증가함수이므로 우도를 최 화하는 상태는 로그를 취해 동

일한 치에서 최 가 되므로 lnL을 최 화하는 다음의 조

건을 이용하여 간값과 로그표 편차를 구할 수 있다.

∂lnL
∂ck

=
∂lnL
∂ζk

=0,       (k=1,2,⋯,nk)     (10)

이상의 취약도 계산방법은 태풍에 의해 손상을 입은 구조물

이 있을 때 피해 황자료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취약

도 곡선을 추정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도로시설물에 

가해지는 풍속을 결정한 후 풍하 계수(거스트와 항력계수)

와 구조설계변수의 확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직  손상확률

을 구하기 때문에 최우도법을 용할 필요가 없다. 그 신 

총 개의 서로 다른 풍속에 하여 신뢰성해석을 통해 구한 

손상확률   를 이용하여 식 (8)의 취약도 곡선을  추정

할 수 있다. 이 때 앙값과 로그표 편차는 다음과 같은 최

화 문제를 풀어서 구할 수 있다.

min ∑
n

i





Φ






ln(
v i
c k )

ζ
k





- Pk (v i )







2

     (11)

3.1.3 풍하  험도

1회 발생태풍에 의한 험도는 태풍이 발생할 확률과 그 

태풍에 의한 구조물의 취약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구한다.

  



                   (12)

여기서, 는 물리 으로 발생가능한 최 풍속이다. 구

조물을 N년 동안 사용할 때 이 기간동안의 풍하  험도는 

총 확률에서 풍하 에 의해 한번도 손되지 않을 확률을 제

외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지수함수의 무한 수를 용하면 

T년 동안의 총 풍하  험도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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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P
T
f =1- exp [-λ

wTP f]               (13)

3.2 신뢰성해석

한계상태함수가 확률변수의 함수로 표 될 수 있다면 신뢰

성해석방법을 이용하여 괴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

나, 응력이나 변 와 같이 확률변수에 의해 향을 받기는 하

지만 직 인 함수 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응답면기법을 

이용하여 괴확률을 해석해야 한다. 최 응력()이 허용

응력()을 과할 때를 괴로 정의하면 한계상태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4)

에서 최 응력은 설계확률변수      ⋯ 
의 

함수이므로 설계확률변수의 함수형태로 다음과 같이 한계상

태함수를 가정할 수 있다. 

      
 



   
 



   
  

 



 

(15)

여기서,  ⋯ 과   ⋯   

  ⋯ 등은 구조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구조해석은 일정간격을 가진 서로 다른 치에서 수

행한다(허정원, 2003). 식 (15)의 응답면을 추정한 후에는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기법을 이용하

여 신뢰도지수를 구하며 응답면이 설계확률변수의 구간에 

하여 변동성이 큰 경우는 식 (15)의 응답면을 반복 으로 갱

신하면서 신뢰도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

4. 수치해석

4.1 풍속재해도

고속도로 시설물에 한 풍하  험도 해석을 해 남해고

속도로 인근의 7개 측소 풍속기록을 이용하 다. 표 1은 

풍속의 년극값을 이용하여 Type I 극치분포의 모수를 추정

한 결과이다. 확률분포함수를 이용한 재 주기별 풍속은 

식 (16)과 같으며 각 측소별 재 주기 풍속을 산정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V T=un-
1
α
n
log [ log ( T

T-1 )]     (16)

표 1. 남해고속도로 주변 풍속의 Type I분포 변수

구분 부산 진주 마산 거제 통 여수 순천

 0.402 0.544 0.280 0.481 0.312 0.269 0.759

 18.815 11.694 12.858 10.782 18.529 19.746 9.095

표 2. 재 기간별 설계풍속(m/s)

년 부산 진주 마산 거제 통 여수 순천

50 28.5 18.9 26.8 18.9 31.0 34.3 14.2

70 29.4 19.5 28.0 19.6 32.1 35.5 14.7

100 30.2 20.2 29.3 20.3 33.3 36.9 15.2

150 31.3 20.9 30.7 21.2 34.6 38.4 15.7

200 32.0 21.4 31.8 21.9 35.5 39.5 16.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년 빈도 풍속이 가장 큰 지역

은 여수지역이므로 도로시설물 험도해석에는 여수의 풍속

분포를 이용하 다. 물론, 여수 측소와 남해고속도로의 치

차이에 기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상의 풍속

측자료를 구할 수 없는 실  여건상 여수 측소자료를 

이용하 다. 장의 단기 측자료가 있다면 기상  자료와의 

상 성 분석을 통해 장의 풍속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권순

덕 등, 2009). 최소풍속을 0.1m/s로 용한 경우 여수 측

소 자료에 의한 태풍시 발생하는 최 풍속()과 최 풍속 

년극값( )의 과확률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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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수지역 최 풍속과 최 풍속 년극값의 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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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로표지구조물 험도

4.2.1 개요 

2006년 개정된 도로표지구조물 설계기 은 내풍설계기 을 

폭 강화하 다. 지역별 기 풍속, 거스트계수, 고도보정 등 

다양한 내풍설계 기 이 도입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설계 시

공되기 시작한 문형식 도로표지구조물은 그림과 같이 직사각

형 단면을 갖는 지주를 사용하 다. 그림 2는 구조해석을 

해 ANSYS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3차선 편도 문형식 도로표

지구조물이다. 표지 은 구조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표지

의 자 과 표지 에 작용하는 풍압력을 환산하여 구조해석 

시 정 하 으로 고려하 다.

그림 2. 문형식 사각지주 도로표지구조물

신뢰성해석시 고려한 확률변수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그 변동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설계확률변수의 확률특성

확률변수 평균치() 변동계수(COV) 확률분포

 (탄성계수)* 200.0 0.10 normal

(단 량)* 7850 0.05 normal

(부재두께)* 1.5cm 0.05 normal

 (거스트계수) 1.9 0.05 normal

(항력계수)
1.2(표지 ), 

2.0(지주)
0.05 normal

(* Cheng et al, 2005)

표 3에서 부재두께 평균치는 도로표지구조물에서는 지주의 

두께를 용하 고 방음벽에서는 지주의 web와 flange두께

를 용하 다. 그 외의 나머지 부재 즉, 가로재의 두께 등은 

최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 에 해당하므로 신뢰성 해석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이들은 부재 두께는 상수값

으로 가정하 고 단지 지주부의 두께만을 확률변수로 정의하

다. 거스트계수와 항력계수는 설계기 서의 값을 평균치로 

하고 변동계수를 0.05로 가정하 다.

직사각형 단면에 작용하는 풍하 은 입사각에 따라 그 크기

가 달라진다. 그림 3은 지주의 평면도이며 차량 진행 방향에 

하여 풍하 이 의 각을 가지고 입사될 때 풍하  투 면

을 나타낸 것이다. 직사각형 지주의 높이가 일 때 풍하

의 투 면 은 다음과 같다.

                   (17)

W

D



그림 3. 경사각과 풍압면  

최 풍속이 40m/sec일 때 풍하  입사각에 따른 구조물의 

최 유효응력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입사각이 39도일 때 

지주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 다. 풍하 의 입사각에 따른 발

생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면 방향별 발생확률을 확률변수로 

고려하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나 방향별 측자료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장 험한 방향인 39도에 하여 신

뢰성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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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입사각에 따른 지주의 최  유효응력

4.2.2 신뢰성해석

사각지주식의 도로표지 구조물에 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

하기 한 한계상태함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정의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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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재의 허용응력, 는 압축응력,  는 강축 

 약축 둘 에 작용하는 휨압축응력, 은 약축방향 허용

응력, 

은 국부좌굴에 한 허용응력, 은 국부좌굴을 고려

하지 않은 허용휨압축응력, 는 국부좌굴을 고려하지 않은 

허용축방향압축응력, 는 강축방향 허용휨압축응력, 

는 국부좌굴을 고려하지 않은 허용휨압축응력의 상한값, 

는 강축 둘 의 허용 오일러 좌굴응력, 는 약축 둘 의 

허용 오일러 좌굴응력, 은 유효좌굴 길이,  는 단면 2

차 반경이다.  는 부재의 최 유효응력이 허용응력을 

과하는지를 별하는 식이며      는 좌굴허용

응력 과 여부를 별하는 식이다. 

4.2.3 취약도  험도 해석

앞에서 정의한 세 가지 한계상태함수에 하여 풍속을 변화

시켜가면서 신뢰성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 최 풍속에 

따른 손확률은 그림 5와 같다. 한계상태함수   인 

경우는 59m/sec부터 괴확률이 의미 있는 값을 가지지만 

     를 사용한 경우는 54m/sec부터 괴확률

이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둘 사이에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것은 국부좌굴에 의한 괴가 단순압축에 의한 괴

보다 더 풍하 에 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다. 풍속에 따

른 신뢰성해석 결과를 토 로 풍하  취약도(wind 

fragility)를 구할 수 있는데 식 (11)을 이용하여 구한 취약

도 곡선의 앙값  수표 편차는 표 4와 같다. 한계상태 

함수   를 사용한 경우와 나머지 두 한계상태함수를 사

용한 경우는 앙값은 다르지만 로그표 편차는 거의 같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떤 한계상태함수를 쓰더라도 사용한 확률

변수의 변동계수가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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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각지주 도로표지구조물 취약도

표 4. 사각지주식 도로표지구조물의 취약도곡선 특성값

한계상태함수 앙값 로그표 편차

   63.50  × 

   58.09  × 

   58.05  × 

여수지역의 풍하  재해도와 풍속 취약도를 이용하여 사각

지주식 도로표지구조물의 험도를 평가하 다. 거스트계수 

 항력계수의 변동계수에 따른 사용기간별 험도는 표 5와 

같다. 한계상태함수를   로 사용할 때 험도가 가장 

크며   로 사용할 때의 험도가 가장 낮다. 이것은 풍

하 에 의한 험은 좌굴 괴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단순 

압축 괴의 가능성은 상 으로 낮다는 의미를 갖는다.

표 5. 사각지주 도로표지구조물의 험도

구분
험도(신뢰도지수)

  

1년 ×  (5.276) ×  (4.533) × (4.529)

10년 ×  (4.836) ×  (4.021) × (4.016)

30년 ×  (4.613) ×  (3.754) × (3.749)

4.3 방음벽 험도

4.3.1 개요

방음벽(그림 6)은 도로표지구조물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요한 시설물 의 하나이다. 방음벽은 방음 과 방음 을 지

지하는 지주로 구성되어 있다. 방음 은 하  지지기능이 없

고 풍하 을 지주에 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방음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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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은 지주에 해 한정하 다. 지주에 달되는 풍하

은 지주의 길이에 하여 거의 같은 하 이 달된다고 가

정하고 보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한 지주에 등분포하 을 재

하하 다. 신뢰성 해석 상 방음벽은 5m높이의 방음벽에 

해 남해안 지역의 설치기 에 의한 방음벽으로 그 규격은 

표 6과 같다. 토공부는 고도 10m를 기 으로 하 으며 교량

부는 고도 10m, 20m로 구분하 다. 교량부는 교량 높이의 

향을 고려하기 해 고도 10m와 20m 두가지를 고려하

다. 편의상 토공부 방음벽을 SB1, 교량부 방음벽을 SB2, 

SB3로 구분하 다.

그림 6. 방음벽 경

표 6. 방음벽 지주규격

구분 고도 
(m)

지주간격
(m)

항력
계수

설계풍압
(kgf/m2)

규격
(mm) 표기

토공부 10 4 1.2 150 200×200×8×12 SB1

교량부 10 2 1.6 200 200×150×6×9 SB2

교량부 20 2 1.6 200 200×150×6×9 SB3

4.3.2 신뢰성 해석

신뢰성해석을 한 평균치는 설계치를 사용하 고 변동계수

는 0.05를 사용하 다. 해석은 표 7과 같이 3가지 경우를 

고려하 다. case 1은 기존의 방음벽 설계기 에서와 같이 

거스트계수와 요도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case 2는 도로

표지구조물과 같이 거스트계수를 1.9로 요도계수를 0.9로 

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case 3은 요도계수를 도로표지

구조물보다 한단계 낮은 0.66으로 용한 것이다.

표 7. 해석 case별 거스트  요도계수

case 거스트계수 요도계수

1 1.0 1.0

2 1.9 0.9

3 1.9 0.66

한계상태함수는 식 (14)와 같이 정의하 다. 방음벽 지주

는 문형식 도로표지구조물과 달리 축 압축응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좌굴을 고려한 한계상태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압축응력만을 이용하여 한계상태함수를 정의하 다.

4.3.3 취약도  험도해석

최 풍속을 변화시켜가며 구한 신뢰성해석 결과가 그림 

7～그림 9이다. 풍하 에 가장 취약한 경우는 case 2로서 

거스트계수에 의해 변동풍속이 많이 고려되었고 요도가 높

아 풍하 이 높게 산정된 것이 원인이다. 요도가 보다 낮게 

고려된 case 3의 경우는 보다 안 측으로 정되었다. 방음

벽 종류에 따른 향을 보면 교량부 20m고도에 설치된 방음

벽(SB3)의 취약도가 가장 높게 정되었다.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풍속 30m/sec에서부터 풍하  취약도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뢰성 해석 결과를 이용한 취약도 곡선의 특성값은 표 8

과 같다. 앙값은 거스트계수, 방음벽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변동계수를 0.05로 고정하 기 때문에 로그표 편차가 동일

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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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토공부 방음벽지주(SB1) 취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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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교량부 방음벽지주(SB2) 취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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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교량부 방음벽지주(SB3) 취약도

표 8. 방음벽 취약도 곡선의 특성값

구조물 case 앙값 로그표 편차

SB1

1 50.02  ×  

2 38.25  ×  

3 44.67  ×  

SB2

1 47.45  ×  

2 36.28  ×  

3 42.37  ×  

SB3

1 42.47  ×  

2 32.48  ×  

3 37.93  ×  
  

 

표 9. 방음벽의 험도

취약도 곡선과 여수지역 풍하  재해도를 고려한 방음벽의 

사용기간별 험도는 표 9와 같다. 1년 사용시 험도를 기

으로 한 case 3의 신뢰도 지수를 살펴보면 토공부(SB1)

에서는 3.549, 10m 고도 교량부(SB2)에서는 3.384, 20m 

고도 교량부(SB3)에서는 3.046이다. 이 결과는 도로표지구

조물 설계기 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값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행 방음벽 설계기 이 거스트계수를 고려하지 않으

므로서 도로표지구조물에 비해서 과소설계 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4.4 결과고찰

본 연구에서 수행한 험도 해석은 거스트계수, 항력계수 

등의 변동계수를 실험결과에 의하지 않고 기존문헌 자료를 

최 한 활용하 다. 이 부분에 한 검증을 해서는 보다 정

한 확률분포의 추정이 필요하겠지만 변동계수를 0.05로 가

정한 결과만을 근거로해서 평가하 다. 

험도 평가결과 사각지주를 갖는 문형식 도로표지구조물의 

1년 동안 험도는 좌굴을 고려한 괴조건()에 하여 

2.96× (=4.529)으로 나타났다. 방음벽의 경우는 교

량부 20m고도의 지주(SB2)의 괴 험도는 거스트계수 

1.9, 요도계수 0.9를 용한 경우 4.91× (

=2.582)로써 가장 크게 평가되었다. 특히, 행방음벽 설계

에 고려되지 않은 거스트계수와 요도계수를 달리 용한 

결과 험도가 4.91× (거스트계수: 1.9, 요도계수: 

0.9)～3.47× (거스트계수: 1.0, 요도계수: 1.0)까

지 최  약 14배까지 차이를 보 다. 따라서, 도로표지 과 

같이 방음벽에서도 거스트계수와 요도계수를 도입하므로써 

풍하 에 의한 험도가 합리 으로 평가되어 도로시설물의 

일 성 있는 험도 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음벽의 험도가 최  4.91× 로써 신뢰도

지수로 2.582로 나타난 것은 AASHITO LRFD(2007) 설

계기 의 신뢰도 지수 3.5보다 매우 작은 값으로 상당한 

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AASHTO의 교량 

험도 기 과 방음벽의 험도를 동일한 요도로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그 다고 해서 방음벽의 붕괴 험을 간과할 

수는 없다. 

5. 결 론

풍하  험도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고속도로시설물  사

각지주형 도로표지 구조물과 방음벽에 한 험도를 산정하

다. 여수지역 측소 자료를 이용한 풍하  험도 평가결

과 방음벽 지주의 험도가 사각지주형 도로표지구조물 험

도의 최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재 

방음벽의 내풍설계를 한 풍압식이 도로표지 의 것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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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음벽의 내풍설계를 

한 설계풍압식을 도로표지 에 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

하며 궁 으로는 내풍설계 식을 결정할 때 험도의 개념

을 도입하므로써 도로시설물이 가지는 험도가 합리 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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