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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풍속의 재현주기를 바탕으로 풍하중지배 한계상태의 목표신뢰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풍압의 통계특성과 목표신뢰도지수의 해석적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기존의 풍하중계수에 풍속의 

통계특성과 풍압의 통계특성 관계를 도입함으로써 풍하중계수를 풍속의 통계특성과 목표신뢰도지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다. 그로부터 풍속의 재현주기와 목표신뢰도지수의 관계를 도출하며, 적절한 풍속의 

재현주기를 바탕으로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의 풍하중지배조합에 대한 

목표신뢰도지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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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 (국토교통부, 2016)에서는 풍하중지배 한계상태인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III에 대하여 목표신뢰도지수를 3.1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풍하중계수를 
1.7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지현 및 이해성 (2017)은 현 설계기준의 기본풍속과 풍하중계수 1.7에 의해서 
목표신뢰도 3.1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 설계기준의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III에 대한 
목표신뢰도지수 및 풍하중계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풍속의 통계특성과 풍압의 통계특성의 
관계식을 도입하여 Kim et al. (2017)에 의해서 제안된 풍하중계수를 풍속의 통계특성 및 목표신뢰도지수의 
함수로 표시한다. 그로부터 풍속의 재현주기와 목표신뢰도의 관계를 유도하며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III의 
적절한 목표신뢰도지수를 제안한다.  
 
2. 풍속의 통계특성과 풍압의 통계특성의 관계 
 

국내외 설계기준에서는 풍속의 공칭값을 기본풍속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풍속의 재현주기나 
비초과확률을 이용하여 기본풍속을 제시하고 있다. 주어진 설계수명 동안 특정재현주기를 가지는 기본풍속이 
발생할 확률이 그 기본풍속의 비초과확률과 동일하다는 조건으로부터 기본풍속은 풍속의 변동계수, 
오일러상수, 풍속의 재현주기와 설계수명의 비(RRD)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Kim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풍하중지배 구조물의 신뢰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지수의 기하학적 
정의를 이용하여 풍하중계수를 풍압의 통계특성 및 목표신뢰도지수의 해석적 함수로 나타내었다. 하지만 
많은 국내외 설계기준에서는 기본풍속을 이용하여 공칭값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풍하중계수 
산정을 위하여 풍속의 통계특성과 풍압의 통계특성의 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모사법을 이용하여 풍압의 분포를 생성한 후 선형회기법을 이용하여 풍압의 변동계수와 평균값을 풍속의 
변동계수에 대한 1차 함수로 근사한다. 또한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의 기본풍속에 
해당하는 풍압의 편심계수를 풍속의 변동계수에 대한 1차 함수로 근사한다. 풍속의 통계특성과 풍압의 
통계특성의 관계를 Kim et al. (2017)이 유도한 풍하중계수의 해석적 식에 대입하여, 풍하중계수를 풍속의 
변동계수와 목표신뢰도지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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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RD와 신뢰도지수 관계 그림 2. 신뢰도지수와 풍하중계수 관계  

 
3. 목표신뢰도지수 설정  
 

풍하중계수의 해석적 식에 기본풍속의 편심계수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풍속의 RRD와 목표신뢰도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에는 RRD와 신뢰도지수의 관계가 풍속의 변동계수에 따라 도시되어 있다. 현 
설계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표신뢰도지수 3.1에 상응하는 RRD는 175로 100년 설계수명 구조물에 대해 
17,500년 재현주기의 풍속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설계기준의 극단상황한계상태 하중조합I에서 
지진하중의 RRD를 24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풍속의 RRD가 175인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진하중의 RRD와 동일한 값인 24를 풍속의 RRD로 채택하며, 이에 
상응하는 신뢰도지수는 2.25이므로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III의 목표신뢰도지수를 2.25로 제안한다. 그림2에는 
신뢰도지수와 풍하중계수의 관계가 도시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신뢰도지수 2.25를 
만족하게 하는 풍하중계수는 풍속의 변동계수에 따라 1.60에서 1.82으로 변화하며, 이 평균값인 1.7이 현재 
설계기준의 풍하중계수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풍속의 RRD과 신뢰도지수 관계를 정립하고 극단상황한계상태 하중조합I의 지진의 RRD와 
동일한 RRD를 채택함으로써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III의 목표신뢰도지수를 2.25로 제안 하였다. 제안한 
목표신뢰도지수를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풍하중계수의 평균값이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케이블교량편의 풍하중계수 1.7과 동일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현 설계기준의 풍하중계수를 유지하는 경우 
설계기준을 개정할 때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III의 목표신뢰도지수를 2.25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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