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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DA (Approximate Full Distribution Approach) model of FORM (First-Order Reliability Model) which

can quantitatively calculate the probability that storm sewer reach to performance limit state was

developed in this study. It was defined as a failure if amount of inflow exceed the capacity of storm sewer.

Manning's equation and rational equation were used to determine the capacity and inflow of reliability

function. Furthermor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for the random variables were analyzed

as a reliability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tatistical distribution for annual maximum rainfall intensity

of 10 cities in Korea is matched well with Gumbel distribution. Reliability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was applied to Y shaped storm sewer system to calculate the probability that storm sewer may exceed

the performance limit state. Probability of failure according to diameter was calculated using Manning's

equation. Especially, probability of failure of storm sewer in Mungyeong and Daejeon was calculated using

rainfall intensity of 50-year return period. It was found that probability of failure can be significantly

increased if diameter is decreased below the original diameter. Therefore, cleaning the debris in sewer

pipes to maintain the original pipe diameter should be one of the best way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failure of storm sewer. In sewer system, two sewer pipes can flow into one sewer pipe. For this case,

probability of system failure was calculated using multiple failure mode. Reliability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design, maintenance, management, and control of storm sewer system.

Keywords : multiple failure mode, performance limit state, probability of failure, reliability model, storm s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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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우수관의 성능이 한계상태(performance limit state)에 도달할 확률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FORM(First-Order

Reliability Model)의 AFDA(Approximate Full Distribution Approach) 신뢰성 모형을 개발하였다. 우수관망에서 각각의

관으로 유입하는 유량이 그 관의 허용 가능 배출량을 초과하여 성능한계상태에 도달할 때 이를 파괴상태(failure state)라

정의하여 신뢰함수를 수립하였다. 우수관거로의 유입량은 합리식, 유출량은 Manning의 공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신뢰성

해석을 위한 관련 확률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특성과 분포함수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었다. 강우자료의 불확실성 해석에서

우리나라 여러 중소도시에 대한 연 최대강우강도의 확률분포가 Gumbel 극치분포함수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신뢰성 모형을 Y자형 우수관망에 적용하여 성능한계상태가 발생할 확률, 즉 파괴확률(probability of failure)을 정량적으

로 산정하였다. Manning의 공식을 이용하여 우수관의 직경 변화에 따른 파괴확률의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문경

과 대전의 50년 재현기간을 갖는 설계 강우강도에 대한 우수관의 파괴확률을 산정한 결과에 의하면, 관의 직경이 특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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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하일 경우 파괴확률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우수관의 유효직경이 설계직경에 가깝도록

항상 관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파괴확률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우수관 시스템의 경우

여러 개의 관이 모여 하나의 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다중파괴유형(multiple failure mode)을 적용

하여 시스템이 파괴상태에 도달할 확률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신뢰성 모형은 우수관의 운용,

관리, 감독은 물론 설계에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핵심용어 : 다중파괴유형, 성능한계상태, 파괴확률, 신뢰성 모형, 우수관

.............................................................................................................................................................................................

1. 서 론

최근에 지구 온난화 등의 이유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형태의 강우는 기존에 도시지역에 설치된

우수관의 배수능력을 초과하여 저지대를 비롯한 도시의

많은 지역에 침수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

우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이 기존에 설치된 우수관 뿐만

아니라 새로 설치되는 우수관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수공구조물로써 우수관의 설계 시 관의 용량(capacity)

결정을 위해 Manning의 공식이나 Darcy-Weisbach 공

식, 하중(load)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리식등이 주로 사용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식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포함되

며 이 변수들에는 필연적으로 일정 크기의 불확실성이 내

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해당 구

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의 결정론적 설계법은 각 변수들이 상수로 취급되기 때문

에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변수

를 확률변수로 고려하는 신뢰성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김문모 등(1993)은 하수관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서

AFOSM(Advanced First Order Second Moment)법을

사용하였다. 합리식과 Manning, Darcy-Weisbach 공식

을 이용하여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함수를 이루

는 확률변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규분포형 함수를 사용

하였고 지역에 대한 강우강도는 3-Root 정규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하였다. 김문모 등(1995)은 서울시의 58개 배수

구역을 선정하여 위험도와 안전율의 관계곡선을 결정지

었다. 그리고 위험도-안전율-재현기간의 3가지 변수들에

대한 상관도와 상관관계식을 각 유역별로 제시하였다. 신

뢰도 분석기법으로는 MVFOSM과 AFOSM법을 사용하

였으며 확률변수인 강우강도에 대해서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이철규 등(2005)은 우수관의 강우

확률 년 수를 5, 10, 15, 30년 등으로 변화시키며 우수관의

건설비용 변화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확률 년 수

에 기초한건설비용과 설계우량의 변화율함수가회귀분

석에의해서유도되었다. 이들은설계계획년수가증가할

수록 공사비증가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였다. 한편 Kwon

and Lee (2008a)는 상수관에서 유효유량의 확보여부를 가

지고 신뢰성 해석을 하였다. 그리고 Kwon and Lee

(2008b)는 상수관망의부정류수치해석을 통해얻어진압

력의 시간에 따른 유동특성을 이용하여 상수관의 파괴확

률을 산정하였고, Kwon and Lee (2009)는 AFDA방법을

이용하여 상수관의 파괴확률에큰영향을 미치는마찰손

실계수에 대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최근 들어 많이 나타나는 국지성 호우와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호우에 의해 기존의

설계방식에 따라건설된 우수관은 자주 제 역할을못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설계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신뢰성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우수관이 성능한

계상태에 도달할 확률을 산정하였다.

2. 신뢰성 해석 모형의 수립

2.1 한계상태함수의 수립

먼저신뢰함수를구하기위해서시스템에작용하는하중

과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수관의 경우 성능한계상태

(performance limit state)란강우량 이우수관의용량 

에이르는경우로정의한다. 그리고파괴확률이란우수관이

성능한계상태에 도달하거나초과할 확률로 정의한다. 따라

서 신뢰함수는 아래 Eq. (1)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1)

여기서, 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Eq. (2)가 사용되었고 용

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Manning의 Eq. (3)이 사용되었다.

    (2)

여기서, 은 합리식을 사용하는데서오는오차를보정하

는 계수이며, 는 유출계수, 는 강우강도(mm/hr), A는

유역면적(km
2
)이다.

 
    (3)

여기서, 는 Manning의 공식을 사용하는데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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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of Freedom Significance Level Probability Result

Chuncheon 6-2-1=3 5% (0.05) 7.82 7.39

Wonju 5-2-1=2 5% (0.05) 5.99 0.91

Cheongju 5-2-1=2 5% (0.05) 5.99 0.59

Daejeon 5-2-1=2 5% (0.05) 5.99 4.04

Mungyeong 7-2-1=4 5% (0.05) 9.49 3.83

Daegu 7-2-1=4 5% (0.05) 9.49 4.43

Table 1. Results of Chi-Square Goodness-of-Fit Test

Fig. 1. Design Point on Failure Surface

오차를보정하는 계수, 은 Manning의 조도계수, R은 경

심 (hydraulic radius), S는 우수관의 경사(slope)이다.

2.2 AFDA (Approximate Full Distribution Approach)

모형

본연구에서는우수관의파괴확률산정을위해서FORM

의 일종인 Level II AFDA방법(Kwon and Lee, 2008a)이

사용되었다. Fig. 1에서 신뢰지수(reliability index) 는

원점에서 파괴면의 설계지점 (design point)에 이르는 최

단거리이며 반복계산에 의해서 구해진다. 를 구할 때 신

뢰지수의 불변성(invariability)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정규화과정(normalization process)이 필수적이다.

먼저 방향여현(directional cosine)은 Eq. (4)과 같이 구

하고 Eq. (5)의 새로운 설계점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첫 번째 반복계산에서는 확률변수의 평균값이 설계점

(design point)으로 사용된다.


 





 ′
 





′
 


(4)

여기서, 
′   , 는 각확률변수 그리고 

와는 각 확률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따라서

설계점은 다음 Eq.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5a)

 



 (5b)

 
 (5c)

여기서, 
 과 

는 지역별연 최대강우강도의 등가정규

분포(equivalent normal distribution)의평균과표준편차

이며 Eq. (6)과 같이 Rosenblatt 변환으로 산정할 수 있다.


  

   (6a)


 

 


  
(6b)

 와 는 Eq. (7)과 같이 최대강우강도의

Gumbel 분포함수를 의미한다.

  exp  (7a)

  exp   (7b)

여기서,    ,    이다.

적절한 을 구한후새로운 설계지점은 을 Eq. (5)에

삽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가 적정한 값에 수렴할 때

까지 반복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뢰함수를 이루는 다

른 확률변수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신뢰함수의 확

률변수들 중 지역별연 최대강우강도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분포함수를찾아내고 통계학적 특성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강우강도의 불확실성 해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중소도시들의 연

최대강우강도의 분포특성을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Gumbel 분포와잘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춘천시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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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2. Statistical Distribution of the Annual Maximum Rainfall Intensity of (a)Chuncheon (b)Wonju

(c)Cheongju (d)Daejeon (e)Mungyeong (f)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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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Fig. 4. Sewer Pipes

Fig. 3. Annual Maximum Rainfall Intensity

according to Return Period

Sewer No. Basin Area (km
2
) Slope n Diameter (m) C

1 0.05 0.001 0.015 1.2 0.8

2 0.05 0.001 0.015 1.2 0.8

3 0.05 0.001 0.016 1.7 0.9

Table 2. Hydraulic Specification of Storm Sewer

우최근43년간(1967∼2009)의연최대강우강도자료즉43

개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원주, 청주, 대전의 경우 최근 36

(1974∼2009)개의자료를사용하였다. 그리고문경과대구

는 최근 39 (1971∼2009)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Gumbel

분포함수와 자료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Table 1과

같이 chi-square goodness-of-fit test를 수행하였다.

Table 1에서보는바와 같이 모든도시에서 연 최대강

우강도의 분포함수가 Gumbel 함수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일치수준은 유의수준 5%이내에 들었다. 특

히 청주와 원주의 경우 일치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문경의 경우 연 최대강우강도의 평균은

약 33.33mm/hr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대전

이 46.69mm/hr로 가장큰연 최대강우강도평균을 나타

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토대로 문경과 대전에 대

한 연 최대강우강도의 통계적 분포를 이용하여 우수관의

파괴확률을 산정하였다.

한편재현기간에 따른 연 최대강우강도는 아래 Eq. (8)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는 연 최대강우강도의 평균, 는 표준편차, 그

리고 는 빈도계수(frequency coefficient)이며 재현기

간과 사용되는 확률분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

구에서는연 최대강우강도에 대해서 Gumbel 분포를 사용

하게 되므로 는 아래 Eq. (9)에 의해 결정된다.

 lnln
  (9)

여기서, T는 재현기간(년)이다. 재현기간(return period)

에따른연최대강우강도를아래 Fig. 3과같이산정하였다.

4. 파괴확률의 산정

본 연구에서는 우수관의 파괴확률 산정을 위한 신뢰성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Fig. 4와 같은 Y자형 우수관에 적용

하였다. 우수관에 대한규격및수리학적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Fig. 4와 같은 Y자형 우수관 시스템에서 3개의 우수관

에 따른 3개의 각기 다른 신뢰함수가 수립되었다. 앞의

Eq. (2)과 같이 1번 우수관(P-1)과 2번 우수관(P-2)의

하중을 산정할 식은 Eqs. (10a) and (10b)로표현할 수 있

으며 3번 우수관(P-3)에 대한 하중을 나타낼 식은 Eq.

(10c)과 같다.

   (10a)

  (10b)

    (10c)

여기서, 는 최대유량에 대한 감소계수이며  ,  , 
는 합리식을 사용할 때 생기는보정계수이다. 유역면적은

3곳모두 0.05 km
2
로 가정하였으며 경사도는 0.001로 가정

하였다. Manning의 조도계수는 1, 2번관(P-1, P-2)의 경

우 0.015그리고 3번관(P-3)의 경우 0.016으로 가정하였

다. Table 3은 문경과 대전의 신뢰함수의 확률변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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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gyeong Daejeon

Rainfall intensity Pipe #1 Pipe #3 Pipe #1 Pipe #3


Mean 0.000042 0.00071 0.00278 0.0174

50-year 0.05 0.175 0.192 0.446

Table 4. Probability of Failure of Storm Sewer in Mungyeong and Daejeon

Distribution Mungyeong Daejeon

C1 Normal
Mean 0.8 0.8

COV 0.07 0.07

C2 Normal
Mean 0.8 0.8

COV 0.07 0.07

C3 Normal
Mean 0.9 0.9

COV 0.05 0.05

i Gumbel
Mean (mm/hr) 33.33 46.69

COV 0.3193 0.2618

K Normal
Mean 0.9 0.9

COV 0.05 0.05

n1 Normal
Mean 0.015 0.015

COV 0.12 0.12

n2 Normal
Mean 0.015 0.015

COV 0.12 0.12

n3 Normal
Mean 0.016 0.016

COV 0.12 0.12

Table 3. Statistical Properties of Random Variables for Reliability Functions

한 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문경과 대전은 강우

강도에서차이를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의 수치는

일괄적으로 같다고 가정하였다. 강우강도에 대한 확률분

포함수는Gumbel 분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

해서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모든확률변수들은 통계학적으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

고 각 우수관의 유입량이 관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 성능

한계상태로 간주한다. 아래 Eq. (11)은 각 우수관의 신뢰

함수를 나타낸다.

 


 (11a)

 


 (11b)

 


 (11c)

신뢰함수에서 ≤ 은 성능한계상태 그리고  는

안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뢰함수는 Eq. (12)을

사용하여 ≤ 에 해당하는 파괴확률을 정량적으로 산정

할 수 있다.

 ≤  (12)

Table 4는 문경과 대전의 연 최대강우강도의 평균을

사용하여 Y자형 우수관의 1번, 2번관(P-1, P-2)의 직경

이 1.2m이고 3번관(P-3)의 직경이 1.7m일 때의 파괴확

률을 산정한 것이다. 표에서볼수 있듯이평균을 사용한

경우 파괴확률이 상당히낮은 것을알수 있다. 상대적으

로 파괴확률이높은 대전의 3번관도 2%미만인 것으로 나

타났다.

Fig. 5는대전과문경의우수관의직경에따른파괴확률

을 나타낸다. 대전의 연 최대강우강도의평균값이높았기

때문에 파괴확률도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50년 재현기간

에 따른 파괴확률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대전은 재현기

간 50년의연최대강우강도인 78.37mm/hr를 사용하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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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Probability of Failure according to Diameter of (a)P-1 and (b)P-3 at Daejeon (c)P-1 and

(b)P-3 at Mungyeong

경은재현기간 50의연최대강우강도인 60.91mm/hr를 사

용하여 파괴확률을 산정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전의 1번 우수관(P-1)의 지름이 1.2m일 때 파괴확률

이 19%로 나타났다. 문경의 1번 우수관(P-1)의 지름이

1.2m일 때 파괴확률은 5%로써약 4배차이가 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전의 3번 우수관(P-3)의 지름이

1.7m일 때 파괴확률은 44%로 나타났고 문경의 3번우수

관(P-3)의 지름이 1.7m일 때 파괴확률이 19%로 나타났

다. 대전이 2배 이상 파괴확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것으

로 우수관의 파괴확률이 강우강도의 크기에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을알수 있었다. 문경과 대전은 재현기간에 따

른 우수관의 파괴확률을 산정하여 비교한 결과큰차이를

나타냈다.

지하에 축조된 우수관의 경우 평상시 오물과 흙, 낙엽

등 여러 불순물이 적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을

인지하기 상당히 어렵다. 우수관에 많은 불순물이 적체되

어 있을 경우 우수관의 유효한 실제직경이 줄어들어 허용

용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적은 강우량에도쉽게 과부하

상태가 되어 성능한계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우수

관의 실제단면이 어느 정도 줄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실

제용량에 해당하는 파괴확률을 찾아야 한다. Fig. 5(c)에

서 문경의 경우 불순물의 적체로 인해서 실제 직경이 1.2

m에서 약 0.8m로 줄어있다면 그 우수관의 파괴확률은

약 40%로 크게 상승하게 된다. 실제 우수관이 1.2m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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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fall Intensity Mungyeong Daejeon

Mean ≤≤ ≤ ≤

50-year return period ≤ ≤ ≤ ≤

Table 5. Probability of Multiple Failure

(a) (b)

Fig. 6. Probability of Multiple Failure of (a) Mungyeong (b) Daejeon

원래의 설계직경을 유지한다면 파괴확률은 0%에 가깝지

만 어떤이유에서든지 조금이라도 우수관의 실제 직경이

줄어든다면 그 파괴확률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5. 다중파괴확률

실제 Y자형 우수관의 경우 세 개의 관이 상호 상관관

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상관계수(correla-

tion coefficient)를 산정하고 우수관 시스템의 다중파괴

확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Table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50년 재현기간의 연 최대강우강도를 사용한 경우 문경의

우수관 1번 (P-1)과 2번 우수관(P-2)의 파괴확률은 0.05

이고 3번 우수관(P-3)의 파괴확률은 0.175이다. 이 경우

우수관 시스템의 파괴확률에 대한 1차 경계(first-order

bounds)는 ≤  ≤이다. 그러나 이형 경계

(bi-modal bounds)를 위해서는 파괴유형(failure mode)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해야 하며 최종적인 다중파괴확

률은 아래 Eq. (13)과 같이 표현된다(Ang and Tang,

1984).


  



max




  




 




≤≤

  




  

 max 
(13)

여기서, 하한경계(lower bound)는 Eq. (14a)과 같고 상한

경계(upper bound)는 Eq. (14b)과 같으며 이형경계

(bi-modal bounds)는 Eq. (14c)와 같다.

  (14a)

 max (14b)

max≤  ≤  (14c)

여기서, 와 는 다음 Eq. (15)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5a)

  










 




(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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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는 아래 Eq. (16)에 의해서 구해진다.

  






 ′
 








 ′
 







 ′
 


 ′
 








 

 (16)

연 최대강우강도의 평균을 사용하여 이형경계를 계산

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문경은 ≤ ≤

이고 대전은≤ ≤로 2%미만의 작은 이형

경계를 나타냈으나 재현기간 50년의 연 최대강우강도를

사용하여 다중파괴확률을 산정한 결과 이형 경계가 아주

크게 나타났다. Fig. 6은 문경과 대전의 재현기간별연 최

대강우강도를 사용했을 경우의 이형경계를 나타내고 있

다. 50년 재현기간을 사용할 경우 대전의 우수관 시스템

의 다중파괴확률이 문경의 파괴확률보다약 2배 이상 크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수관의 파괴확률 산정을 위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여러 도시의 강우자료를 분석하

여 연 최대강우강도를 사용하여 신뢰함수를 구축하였으

며 AFDA방법을 이용한 우수관의 성능한계상태에 도달

할 확률, 즉 파괴확률 산정을 위한 신뢰성 모형이 개발되

었다. 두 개 도시를 예로 Y자형 우수관의 파괴확률을 산

정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0개 도시의 강우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최대강우

강도의 확률분포는 Gumbel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hi-square goodness-of-fit test결

과 모든 도시에서 유의수준 5% 미만으로 만족할

만한 일치를 보였다.

(2) Y자형 우수관의 파괴확률을 산정한 결과, 두 도시

모두 연 최대강우강도의 평균값을 사용할 경우 파

괴확률은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최대강우강

도의평균이 46.69mm/hr인 대전은 연 최대강우강

도의 평균이 33.33mm/hr인 문경보다 파괴확률이

훨씬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평균값을 사용

할 경우 두 지역 모두 파괴확률은 2%미만으로 작

은값을 나타냈다. 그리고재현기간 50년의 연 최대

강우강도를 사용하여 파괴확률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대전의 1번우수관의 지름이 1.2m 일 때 파괴

확률이 약 19%이고 3번 우수관의 지름이 1.7m일

때 파괴확률이 약 44%이다. 문경의 1번 우수관의

지름이 1.2m일 때파괴확률이약 5%이고 3번우수

관의 지름이 1.7m일 때 파괴확률이 약 17%이다.

(3) 다중파괴유형을사용하여이형경계(bi-modal bounds)

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다중파괴확률의 하한경계

(lower bound)와 상한경계(upper bound)를 산정

할 수 있었다. 이형경계로 산정된 하한경계와 상한

경계가 1차경계로 산정된값보다훨씬더작은값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문경과 대전의 이형경계

를 비교한 결과, 대전의 이형경계의 하한치와 상한

치가 항상 문경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대전과 문경의 파괴확률을 비교해보면 결과에서볼수

있듯이 대전이 항상 파괴확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우

수관의 파괴확률이 확률변수인 강우강도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우수관의 설

계에 있어서 강우강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관의 파괴확률은 직경의 변화에 아주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직경이 불순물로 인해서

줄어든다면 성능한계상태에 쉽게 도달하여 파괴확률이

크게증가하게 되므로평상시에도원래의 직경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우수관의 파괴확률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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