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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the life cycle cost analysis for construction projects of bridge has been recognized 
over the last decades. Accordingly, theoretical models, guidelines, and supporting softwar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life cycle cost analysis of bridg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life cycle cost 
considering uncertainties precisely. This paper presents methodology for optimal design of substructure 
for a steel box bridge. Total life cycle cost for the service life is calculated as sum of initial cost, 
damage cost considering uncertainty, maintenance cost, repair and rehabilitation cost. The optimization 
method is applied to design of a bridge substructure with minimal cost, in which the objective function 
is set to life cycle cost and constraints are formulated on the basis of Korean Bridge Design 
Specification. Initial cost is calculated based on standard costs of the Korea Construction Price Index 
and damage cost on the damage probabilities to consider the uncertainty of load and resistance. An 
advanced first-order second moment method is used as a practical tool for reliability analysis using 
damage probability. Maintenance cost and cycle is determined by a stochastic method and user cost 
includes traffic operation costs and time delay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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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 까지 일반 인 구조물의 설계는 최소의 기비용을 달성하도록 최 의 부재치수를 선택하는 것이었

다. 이를 하여 구조물에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구조물의 설계는 차 기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 사용자 비용, 폐기비용 등과 같은 체 공용수

명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용수명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설계나 

시공, 유지 리 는 환경상의 요인 때문에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의 생애주기비용에 향을 미치

는 손상확률을 고려한 교량하부구조의 최 설계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강상자형교의 최 설계 단면과 결합

하여 T형 교각과 π형 교각의 최 설계를 수행하 다.

 

2. 손상확률을 고려한 교량 하부구조 최 설계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강상자형교 상부구조에 한 하부구조로서의 T형 교각과 π형 교각을 상으로 하

여 최 설계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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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T ＝ 총 생애주기비용 n∙CR ＝ 보수․보강비용

C I ＝ 기비용 C M ＝ 유지관리비용

P d∙C d ＝ 손상비용 C D ＝ 해체․폐기비용

그림 1. 교량 하부구조 최 설계 알고리즘

2.1 목 함수

본 연구에서는 강상자형교 하부구조에 한 생애주기비용을 교량 신설시 발생하는 기비용과 공용수명 

동안의 유지 리  보수 보강비용, 재료강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손상비용, 교량의 해체 폐기비용으로부

터 식(1)과 같이 구하 다. 각기 다른 공용수명동안 발생하는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기 하여 식(2)와 같이 

연간비용을 목 함수화하 다. 다만 도로교의 연장방안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하부구조의 경우는 사용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 함수에서 제외하 다. 

             ․  ․                                             (1)

 목 함수(연간비용) :

          C Y=C T /SL                                                              (2)

          여기서, C Y ＝ 연간비용 SL ＝ 공용수명 (Service Life)

2.3 설계변수  제약조건

  T형교각의 경우 코핑부의 설계변수는 코핑부의 폭, 코핑부의 외측높이, 내측높이  주철근량, 폐합스터

럽, 단철근량이고, 기둥부의 설계변수는 기둥의 지름  주철근량이다. 형 교각의 경우 내측 앙부 철

근량이 추가되며 나머지 설계변수는 T형교각의 경우와 동일하다. 각 교각의 설계변수를 그림 2에 나타내었

다. 두 경우 모두 코핑부의 길이는 교량의 폭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상수 값으로 하 다. 코

핑부의 폭과 기둥의 지름은 동일하게 설정하 다. 제약조건은 도로교 설계기 (건설교통부, 2005)과 콘크리

트 구조설계기 (한국콘크리트 학회, 2003) 등의 규정을 용하 다. 

  

그림 2(a). T형교각의 설계변수    그림 2(b). 형 교각의 설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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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을 고려한 강상자형교의 하부구조 최 설계 

  상교량은 4경간 연속교로 총 경간 160m(4@40m), 교량 폭은 15.6m, 교각의 높이는 13.5m를 갖는다. 상

부구조는 그림 3과 같이 강상자형교로 하여 최 설계를 수행하 다. 최 설계에 한 결과로 기둥부  코

핑부의 설계변수와 비용항목을 표1, 표2에 나타내었다. 

그림 3. 강상자형교 상부구조의 단면

T형

공용수명 (년) 60 65 70 75 80 85

기
둥
부

기둥지름 (m) 1.753 1.803 1.879 1.983 2.122 2.294

철근량 () 378.1 399.9 434.4 483.8 554.0 647.4 

총생애 주기비용(만원) 5266.1 5505.6 5878.4 6407.4 7147.8 8116.9 

연간비용 (만원/m) 0.550 0.530 0.520 0.530 0.56 0.6

코
핑
부

내측높이 (m) 4.173 4.181 4.183 4.177 4.157 4.127

외측높이 (m) 2.087 2.090 2.092 2.089 2.079 2.063

주철근량 () 310.6 342.0 389.0 453.4 539.2 665.7 

총생애주기비용(만원) 13136.7 13462.2 13931.9 14546.0 15328.8 16340.8 

연간비용 (만원/m) 1.370 1.300 1.240 1.210 1.2 1.21

표 1. T형 교각에 한 최 설계 결과

  

형

공용수명(년) 60 65 70 75 80 85

기
둥
부

기둥지름(m) 1.568 1.586 1.615 1.659 1.722 1.822

철근량 () 432.2 442.2 458.5 483.9 521.3 583.6 

총생애 주기비용(만원) 4747.3 4833.7 4974.5 5191.7 5510.3 6034.2 

연간비용 (만원/m) 0.490 0.470 0.440 0.430 0.43 0.44

코
핑
부

내측높이 (m) 1.300 1.420 1.480 1.560 1.81 2.1

외측높이 (m) 0.660 0.710 0.810 0.840 0.96 1.05

주철근량 () 182.7 187.3 208.6 234.0 257.4 320.6 

앙철근량 () 263.9 272.3 286.9 314.8 315.1 324.1 

총생애 주기비용(만원) 5002.0 5462.3 5831.7 6278.6 7907.9 8818.0 

연간비용 (만원/m) 0.520 0.520 0.520 0.520 0.62 0.65

표 2. 형 교각에 한 최 설계 결과

  그림 4에 공용수명에 따른 설계변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기둥부는 공용수명이 증가할수록 각 설계변수 

값이 증가하고 따라서 비용항목도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코핑부의 경우 철근량은 공용수명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내측높이  외측높이는 그 변화 양상이 일정치 않게 나타났다. 그림 5에 공용수명에 따른 

하부구조 형식별 연간비용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공용수명에 계없이 T형 교각보다는 π형 교각이 더 경제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핑부의 험단면에 한 휨 모멘트 증가로 인한 비용증가가 원인이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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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용수명에 따른 설계변수의 변화 그림 5. 공용수명에 따른 연간비용의 변화

서 T형 교각은 교폭이 15m보다는 작은 교각일 경우 경제 임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손상확률을 고려한 교량 하부구조 최 설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제 강상자형교의 하

부구조를 상으로 최 설계를 수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교각의 형식별 공용수명에 따른 연간비용을 비교

하여 경제성을 검토하 다. 향후 정 안 진단 등에 따른 교량의 체계 인 이력 리와 보수 보강 등에 한 

교량 이력자료를 보완하고 다양한 종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보다 신뢰성 있는 최 설계를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감사의 

본 논문은 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탁 시행한 건설기술 신사업 (과제 번호: 

06첨단융합E01)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를 가능  한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 감사 드립니다.

참고문헌

1. 시설안 기술공단, 2000, 도로교의 공용수명 연장방안 연구

2. 이소라, 2004, 철근콘크리트 T형 교량의 다단계 최 설계에 한 연구, 한밭 학교 산업공학과, 석사학

논문

3. 조효남, 민 홍, 신만규, 2001, 효율 인 재해석 기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최 설계, 한국 산구조

공학회 논문집, 제14권 제4호, pp.505～512

4. 이 섭, 2006,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강상자형교의 최 설계,석사학 논

5. Achintya Haldar, 2000, Probability, Reliability, and Statistical Methods in Engineering Design, John 

Wiley & Sons, Inc.

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