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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신뢰성 문제에서는 주어진 한계상태에 대해 파괴확률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특히, 구조 설계에서는 하나의 하중레벨에 대한 하나의 파괴확률을 산정하는 것보다 

하중레벨의 변화에 따른 구조 응답의 극치분포 또는 확률밀도함수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기존의 

확률모멘트를 추정하거나 파괴확률을 산정하는 확률해석법들 즉, 몬테카를로 모사법, 일계신뢰도법, 

확률모멘트법 등은 단독으로는 극치분포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GEV(Generalized Extreme-Value 

Distribution) [3]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몬테카를로 모사법으로 극치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GEV 모수추정법[4]에 적용하여 극치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몬테카를로 모사법은 파괴확률이 매우 

작은 영역에서는 계산량이 많아지는 한계가 있다 [1]. 이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계산으로 구조응답의 

극치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일계신뢰도법과 GEV 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경간 트러스 구조물에서 

하중과 물성치의 확률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수치 예제를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보였다. 

    

2. GEV 기법을 이용한 구조응답의 극치분포 추정 

임의의 확률분포에서 추출한 극치들의 분포는 그 모분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Frechet, Weibul, Gumbel 의 

세가지 극치분포의 하나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3]. 세 가지 극치분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Von-Mises form 

또는 GEV로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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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 δ  그리고 λ는 극치분포의 모수들이다. 식 (2)에서 0,0,0 =<> ccc  인 경우에 각각 Frechet, 

Weibul, Gumbel 분포로 변환된다. 이론적으로는 확률변수 x 에 대한 3개 이상의 극치자료가 주어지면 GEV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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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Park 등 [4]은 GEV 의 세가지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 

최소 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method)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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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와 p 는 각각 계산된 GEV 의 분포함수(CDF)와 관측된 실제 분포함수이고, x 와 θ 는 각각 GEV 의 

확률변수와 모수이다. W와 R은 각각 극치분포를 보정해 주기 위한 가중치 행렬과 구속조건이다.  

제안한 GEV 모수추정법[4]은 극치에 대한 실측자료가 주어진 경우에 적용하여 극치분포를 추정하는데 

적용되었으나, 구조 설계에서는 극치 자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수치모사를 통하여 극치 자료를 생성해야 한다. 구조 응답의 극치자료를 해석적인 방법으로 생성하기 위하여, 

몬테카를로 모사법과 일계신뢰도법을 고려할 수 있다. 몬테카를로 모사법은 기본 개념이 매우 단순하고 

기존의 구조해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극치영역에서 파괴확률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추출 개수를 줄이기 위하여 중요도 추출법 등이 

개발되었지만, 중요도 추출함수의 선택에 따라 추정된 파괴확률이 영향을 받는 문제와 파괴확률이 큰 영역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1,2]. 이 논문에서는 몬테카를로 모사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선된 

일계이차모멘트법 등의 일계신뢰도법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계산으로 극치자료를 생성하여 GEV 

모수추정법 [4]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일계신뢰도법을 이용한 구조응답의 극치자료 추출 

구조 응답의 극치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하중레벨을 변화시켜서 한계상태식의 수준에 따라 변하는 

파괴확률을 각각 산정하고, 생성된 자료를 GEV 모수추정법에 적용하여 구조 응답의 극치분포를 추정한다. 

주어진 하중레벨에 대하여 일계신뢰도법을 이용하여 한계상태식을 만족하는 확률변수의 최빈점과 이에 대한 

신뢰도지수 및 파괴확률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구조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하중레벨 j 에 대한 구조물의 

파괴확률은 다음과 같은 다변수 결합확률밀도함수 Xφ 의 적분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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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 Φ , jβ  그리고 jg 는 각각 다변수 확률변수, 표준정규분포함수, 하중레벨 j 에 대한 신뢰도지수 

와 한계상태함수이다. 한계상태함수로 정의되는 한계상태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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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L 은 주어진 j 번째 하중레벨이고, jR 은 이에 대한 구조물의 저항 또는 응답이다. 식 (3)과 같이 

일계신뢰도법에서는 확률변수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가정하에 간접적인 지표인 신뢰도지수(reliability 

index)를 이용하여 파괴확률을 산정한다. 즉, 확률변수의 표준정규분포 공간에서 한계상태식 (4)을 만족하면서 

신뢰도 지수 jβ 를 최소화하는 최빈점을 찾는 최적화 과정이 수행된다. 하중레벨을 변화시켜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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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계신뢰도법을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극치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2,1|),{( njFR jj Λ=  (4)

 
여기서, jF 는 극치분포(CDF)의 함수값으로서 j

fj PF −=1 이고, n은 하중레벨의 개수이다.  

 

4. 예제  

몬테카를로 모사법(MCS)과 GEV 모수추정법을 이용하는 극치분포 추정법과 일계신뢰도법(FORM)과 GEV 

모수추정법을 이용하는 제안된 방법의 두 가지 접근법을 수치 예제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1 은 중앙에 

수직 집중 하중을 받고 있는 3 경간 연속 트러스이다. 탄성계수(E)와 하중(P)는 각각 변동계수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이고, 트러스 중앙의 수직 처짐 δ를 구조물 응답으로 고려하였다. 한계상태식은 

0),(),( =δ−δ≡ crPEPEg 으로 설정하였다. 몬테카를로 모사법에서는 탄성계수와 하중에 대하여 5 만개의 

자료를 Latin hypercube sampling 으로 추출하였다. 확정론적 해석결과로서의 수직처짐은 1.208cm 이지만, 

몬테카를로 모사법으로 구한 수직처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221cm 와 0.176cm 이다. 5 만개의 자료 

중에서 0.13%의 자료(657 개) 만이 수직처짐이 3σ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계신뢰도법을 이용하는 

제안된 방법에서는 3σ에서 6σ 사이의 극치영역에서 임계 수직처짐 δcr 을 변화시켜가며 10 개에서 

8,000개까지 식 (4)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림 2 는 제안된 방법에서 추출 자료의 개수에 따라 추정된 GEV 의 모수 c 값의 수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추출개수가 증가할수록 c 값이 급격하게 0 에 가까운 값에 수렴하고 있고, 이로부터 

수직처짐의 극치분포가 세가지 극치분포 중에서 Gumbel 분포에 점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에서는 

몬테카를로 모사법과 일계신뢰도법을 각각 이용하여 추정한 누적확률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점선은 

몬테카를로 모사법에 의해 추출된 자료 중에서 3σ 이상인 675 개의 극치자료를 이용하여 수직 처짐 δ 의 

GEV 를 추정한 것이고, 실선은 일계신뢰도법으로 3σ에서 6σ 사이에서 10 개의 (Rj, Fj) 자료를 추출하여 

GEV 를 추정한 것이다. 일계신뢰도법으로 8,000 개의 자료를 추출한 경우와 10 개의 자료를 추출한 경우를 

비교하면 추정한 GEV 에서 파괴확률 1/10,000 과 1/100,000 에 해당하는 임계 수직처짐은 각각 0.04%와 

0.01%로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림에서 점선의 몬테카를로 모사법과 실선의 일계신뢰도법을 비교하면 

파괴확률 1/10,000 과 1/100,000 에 해당하는 임계 수직처짐은 차이가 각각 0.52%와 2.33%로서 두 가지 방법이 

거의 동일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와 그림 3 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제안된 방법의 경우 매우 

적은 추출자료를 이용하여 중앙부 수직 처짐의 극치분포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일계신뢰도법(FORM)과 GEV 모수추정법으로 구조응답의 극치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경간 트러스에서 하중과 물성치의 확률분포를 고려하여 중앙부의 최대 처짐의 극치분포를 

추정하는 문제를 통해 제안된 해석법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구조물의 신뢰성 

해석이나 구조물 설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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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집중하중과 물성치의 확률분포를 고려한 3경간 트러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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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정된 모수 c의 수렴성                    그림 3. 최대 처짐의 극치분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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