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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design of Concrete-Filled Steel Tube(CFST) columns, the outside diameter   to the steel tube thickness t ratio(  ratio) 

is limited to prevent the local buckling of steel tubes. Each design code proposes the respective model to compute the maximum   

ratio using the yield strength of steel   or   and the elastic modulus of steel . Considering the uncertainty in   and , the 

reliability index β for the local buckling of a CFST section can be calculated by formulating the limit state function including the 

maximum   models. The resulted β depends on the maximum   model used for the reliability analysis. This variability in 

reliability analysis is due to ambiguity in choosing computational models and it is called as “modelling uncertainty.” This uncertainty 

can be considered as “non-specificity” of an epistemic uncertainty and modelled by constructing possi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In 

this study, three different computation models for the maximum   ratio are used to conduct reliability analyses for the local 

buckling of a CFST section and the reliability index β will be computed respectively. The “non-specific βs” will be modelled by 

possibility distribution function and a metric, degree of confirmation, is measured from the possibility distribution function. It is 

shown that the degree of confirmation increases when β decreases. Conclusively, a new set of reliability indices associated with a 

degree of confirmation is determined and it is allowed to decide reliability index for the local buckling of a CFST section with an 

acceptable confirm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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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강재와 콘크리트의 장 을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성 부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 에 콘

크리트를 충 하는 콘크리트충 강 (concrete-filled steel 

tube, CFST)의 경우,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RC) 부재에 비해 내하력과 강성이 우수하여 그 사용성이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둥부재로서의 용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RC 부재의 경우, 콘크리트가 횡철근에 

의해 구속되어 3축 구속 상태를 유지하나, 횡철근은 강 과 

같이 연속 으로 존재하지 않고 불연속 으로 배근됨에 따라 

콘크리트에 연속 이고 완 한 구속응력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CFST 부재는 연속 인 강 에 의해 콘크리트가 완

히 3축 구속되어 부재의 강도 증진 효과가 뛰어나며 강

이 축력과 모멘트에 항함으로써 우수한 내력  변형 성능

을 발휘한다. CFST 기둥 설계 시, 강 의 국부좌굴을 방지

하기 하여 강 두께 에 한 기둥외경 의 크기를 제한

하고 있다. 최  값은 일반 으로 강재의 항복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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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와 강재의 탄성계수 의 식으로 표 된다(AISC, 

1998; AIJ, 1985; CSA, 1994). CFST 부재의 거동  

특성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Inai et al., 2004; 

Sakino et al., 2004; Xiao et al., 2005).

신뢰성해석에 의해 결정된 구조물의 괴확률은 구조물의 해

석값(응력, 항력, 휨모멘트 등)을 얻기 해 사용된 산모델

에 의존 이다. 이러한 산모델에 따른 신뢰성해석 결과의 가변

성(variability)을 모델링불확실성(modelling uncertainty)

이라고 한다(Melchers, 1999). 모델링불확실성은 정보 불확

실성(epistemic uncertainty)의 하나로 알려진 불명확성

(non-specificity)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불명확성은 가능성분

포함수(possibility distribution function)를 구성하여 모델

링 할 수 있다(Kim et al., 2010). 불명확성 이외의 다양한 형태

의 정보 불확실성에 한 연구와 한 모델링 기법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Ross, 2010; Klir, 2006; 

Hoffman and Hammonds, 1994; Helton and Burmaster, 

1997; Matthies et al., 1997; Dempster, 1967; Shafer, 

1976; Dubois and Prade, 1988).

본 연구에서는 AISC(1998), AIJ(1985), CSA(1994)

에서 제안된 3개의 최   계산식에 포함된 와 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여, CFST 단면의 국부좌굴에 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고 각각의 신뢰성지수를 계산할 것이다. 신뢰

성지수들의 불명확성은 가능성분포함수를 이용하여 모델링하

고 가능성이론의 확신정도(degree of confirmation)를 사

용하여 측정할 것이다. 결과 으로, 확신정도가 측정된 신뢰

성지수들을 얻을 수 있으며, 확신정도를 고려한 CFST 단면

의 국부좌굴에 한 신뢰성지수의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2. 본    론

이 장에서는 가능성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가능성분포함

수를 소개한 후, 확신정도를 고려한 신뢰성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CFST 설계 시 강 의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해 제시된 최   계산식에 한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2.1 가능성 이론

가능성이론은 확률이론과 함께 증거이론(evidence theory)

의 특수한 형태로 고려할 수 있다(Dempster, 1967; Shafer, 

1976). 증거이론에서 신뢰정도(degree of belief) 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부여된다. 를 들어, 이산

집합 ={0,1}에 한 가능한 모든 부분집합은, Ø, {0}, {1}, 

{0,1}이다. 부여된 모든 의 합이 1이 되도록 공집합을 제외한 

각각의 부분집합에 =[0, 0.4, 0.4, 0.2]와 같이 을 부여할 

수 있다. 증거이론에서는 이 게 부여된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 일방향측정(dual monotone measure), belief와 

plausibility를 사용한다.

  
⊂
   

∩≠∅
 (1)

식 (1)에 따라 {0}의 belief는 0.4이고, plausibility는 

0.6으로 계산된다. 증거이론에서 plausibility와 belief의 

차이를 ignorance라 하고 우리의 지식의 부족(lack of 

knowledge)을 표 한다. 확률이론은 증거이론의 특별한 경

우(ignorance=0)로, 부여된 모든 의 합이 1이 되도록 각

각의 원소에 을 부여한다. 를 들어, =[0, 0.5, 0.5, 

0]인 경우, {0}의 belief와 plausibility는 모두 0.5로 같으

므로, 하나의 일방향측정인 확률(probability)만을 사용한

다. 가능성이론은 증거이론의  다른 특수한 경우로, 이 

부여된 부분집합이 각기 그 앞의 것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로 =[0, 0.5, 0, 0.5]인 경우, {0}의 belief는 0.5이

고, plausibility는 1.0이다. 한, {1}의 belief는 0이고, 

plausibility는 0.5이다. 가능성이론에서는 최 값이 1인 가

능성분포(possibility distribution) π를 각각의 원소에 부

여한다. 가능성이론의 와 증거이론의 은 다음과 같은 

계를 가진다.

 
∈
 (2)

가능성이론에 한 에 하여 살펴보면, {0}과 {1}의 가 

식 (2)에 의하여 각각 1과 0.5로 계산된다. 가능성이론에서는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 일방향측정(dual monotone 

measure), certainty와 possibility를 사용한다.

      ∈ (3)

식 (3)에 따라 {0}의 certainty는 0.5이고, possibility

는 1.0이다. 한, {1}의 certainty는 0이고, possibility는 

0.5이다. certainty와 possibility가 각각 증거이론을 바탕

으로 계산된 belief와 plausibility의 값과 같다. certainty

와 possibility를 합쳐 식 (4)의 확신정도(degree of confir-

mation)를 쓰기도 한다(Klir and Yuan,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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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 는 -1부터 1이고, 음수는 불확신정도를 나타

낸다. 

2.2 가능성분포함수

가능성이론의 실용 인 사용을 하여 가능성이론을 연속

구간에 하여 확장하 다(Klir, 2006). 연속구간에서 부분

집합은 구간들(intervals)로 고려할 수 있으며, 구간들은 각

기 그 앞의 것에 포함된다. 이러한 구간들(consonant set 

of intervals) 에 부여된 을 바탕으로 식 (5)와 같이 가

능성분포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
 (5)

Fig. 1에 각기 그 앞의 것에 속한 3개의 구간을 이용하여 

가능성분포함수를 구성하는 를 보 다. 실제 공학문제에서 

사용하는 구간들은 주로 일부만 겹치거나, 독립 이기 때문

에, 가능성분포함수를 구성하기 해서는 구간들을 먼  각

기 그 앞의 것에 포함되도록 변환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구간 집합에 한 변환방법이 연구되었다(Ross, 2010). 

Fig. 1 Description of possibility distribution function

2.3 확신정도에 따른 신뢰성지수 산정

Fig. 2에 도식 으로 보인 것처럼, 선택 가능한 산모델

들을 모두 이용하여 신뢰성해석을 수행한다. 해석된 신뢰성

지수에 부여된 을 바탕으로 가능성분포함수를 구성한다. 

일반 으로 가장 불명확한 경우를 고려하여 해석된 결과들에 

동일한 을 부여한다. 구성된 가능성분포함수로부터 확신정

도(degree of confirmation)를 측정하여 확신정도에 따른 

신뢰성지수를 도출한다(Kim et al., 2013). 

Fig. 2 Description of the reliability analysis including 

modelling uncertainty

2.4 사례연구

CFST 단면의 국부좌굴에 한 신뢰성을 산정하기 해 

식 (6)과 같은 한계상태함수 를 고려할 수 있다.

   (6)

식 (6)에서   는 강재의 항복응력 , 

는 와 강재의 탄성계수 를 포함한 최   계산식이다. 

는 CFST 단면의 외경, t는 강 의 두께이다. 신뢰성지수 

는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7)

식 (7)에서 는 와 의 평균값에서 계산된 최   

값의 평균이고, 는 와 의 표 편차로부터 된 최  

 값의 표 편차로 와 가 서로 독립 인 변수일 경우 

식 (8)과 같이 계산된다. 


  

 



 

 



 (8)

최   계산식으로는 AISC(1998), CSA(1994), 

AIJ(1985)에서 각각 제안된 식 (9), (10), (11)을 고려하

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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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

식 (9)는 확률변수로 와 를 모두 고려할 수 있지만, 식 

(10)과 (11)은 만을 확률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확률변수 

와 의 분포를 모두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OV) 10%인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외경 =152.4mm, 강

두께 =3.12mm, =48.85인 CFST 단면의 국부좌굴에 

한 신뢰성해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와 의 평균은 각각 

400MPa, 210GPa을 사용하 다.

  model   ±   

Eq. (9) AISC, 1998 64.8 4.58 [51.1, 78.6] 3.5 1/3

Eq. (10), CSA, 1994 70.0 7.0 [49.0, 91.0] 3.0 1/3

Eq. (11), AIJ, 1985 58.8 5.88 [41.2, 76.4] 1.7 1/3

Table 1 Reliability analyses for the local buckling of a 

CFST section

식 (7)에 의해서 결정된 Table 1의 신뢰성지수 는, 

CFST 단면의 가 계산된 최  를 과할 확률, 즉, 

Fig. 3에서 =48.85이하의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분한 확률, 와 식 (12)의 

계를 가진다. 식 (12)에서 는 표  정규분포 도

함수이다. 

Fig. 3 Reliability analyses and intervals extracted from 

PDF(broken line is extracted from solid line) using Eq. 

(9), (10) and (11) respectively 

  (12)

Table 1의 신뢰성지수들은 모두 동일한 신뢰정도(degree 

of belief) 을 가지며, 어떤 값을 선택할지 가장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제 Fig. 3의 각각의 PDF로부터 추출된 

±구간(interval), C1, C2, C3을 이용하여 가능성분

포함수를 구성한다. 먼  3개의 구간으로부터 선택 가능한 

모든 구간을 고려한다. 이 때, 구간의 시작 은 시작 으로만 

사용되고, 끝 은 끝 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Table 2에 

C1, C2, C3 구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구간을 나타내

고, 동일한 비 으로 정규화 하 다. 

Reference Interval  weight Normalized weight

C1 [51.1, 78.6] 1/3 1/9

C2 [49.0, 91.0] 1/3 1/9

C3 [41.2, 76.4] 1/3 1/9

New1 [51.1, 91.0] 1/3 1/9

New2 [51.1, 76.4] 1/3 1/9

New3 [49.0, 78.6] 1/3 1/9

New4 [49.0, 76.4] 1/3 1/9

New5 [41.2, 78.6] 1/3 1/9

New6 [41.2, 91.0] 1/3 1/9

Table 2 All possible intervals from C1, C2 and C3 intervals

C1, C2, C3 구간이 모두 공통으로 가지는 구간 New2 

=[51.1, 76.4]를 바탕으로 각기 그 앞의 것에 포함되는 구

간들의 집합(consonant set of intervals)을 Table 3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Reference Interval Normalized weight

New2 [51.1, 76.4] 1/9

New3 [49.0, 78.6] 1/9

New6 [41.2, 91.0] 1/9

Table 3 Consonant set of intervals based on the consistent 

interval [51.1, 76.4]

나머지 구간들의 비 은 Table 3의 구간들에 유사성

(similarity)을 바탕으로 재분배된다. 를 들어, C1 구간 

과 Table 3의 구간들의 유사성 와 재분배계수 는 각각 

식 (13)과 (14)와 같이 계산된다. 나머지 구간들의 유사성

과 재분배계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Table 4에 정리하 다.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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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ssibility distribution and an example to 

measure the degree of confirmation

Fig. 5 Reliability analyses and PDF extracted from 

consonant intervals(broken line is extracted from 

solid line)

  





  (14)

 


 

 


 

Table 3의 구간들의 최종 은 자신의 비 과 다른 구간

에서 재분배된 비 을 합하여 결정된다. 를 들어, [51.1, 

76.4]의 최종 의 계산을 식 (15)에 보 다. 

   




 (15)





 

Non-consonant 

intervals

Consonant 

intervals
 

[51.1, 78.6] [51.1, 76.4] 1.0000 0.4030

[49.0, 78.6] 0.9291 0.3744

[41.2, 91.0] 0.5522 0.2225

[49.0, 91.0] [51.1, 76.4] 1.0000 0.3517

[49.0, 78.6] 1.0000 0.3517

[41.2, 91.0] 0.8434 0.2966

[41.2, 76.4] [51.1, 76.4] 1.0000 0.3799

[49.0, 78.6] 0.9257 0.3516

[41.2, 91.0] 0.7068 0.2685

[51.1, 91.0] [51.1, 76.4] 1.0000 0.3663

[49.0, 78.6] 0.9291 0.3403

[41.2, 91.0] 0.8012 0.2934

[49.0, 76.4] [51.1, 76.4] 1.0000 0.4039

[49.0, 78.6] 0.9257 0.3739

[41.2, 91.0] 0.5502 0.2222

[41.2, 91.0] [51.1, 76.4] 1.0000 0.3635

[49.0, 78.6] 1.0000 0.3635

[41.2, 91.0] 0.751 0.2730

Table 4 Similarity and redistribution factors for weight 

redistribution from non-consonant intervals to consonant 

intervals

식 (15)와 같은 방식으로 구간 [49.0, 78.6]과 [41.2, 

91.0]의 최종 은 각각 0.351과 0.286으로 계산된다. 식 

(5)의 과 π의 계를 이용하여 Fig. 4(a)와 같은 가능성

분포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가능성분포함수로부터 구간 

[51.1, 76.4], [49.0, 78.6], [41.2, 91.0]에 한 확신

정도를 식 (3)과 (4)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Fig. 4 

(b)에 구간 [49.0, 78.6]에 한 확신정도 측정 를 보

다. 식 (3)으로부터 구간 내에서 가장 큰 π가 pos가 되어 

pos([49.0, 78.6])는 100%이며, 구간 외에서 가장 큰 π인 

28.6%를 100%에서 뺀 값이 cert가 되어 cert([49.0, 78.6])

는 71.4%이다. 식 (4)로부터 확신정도는 71.4%로 계산

된다.

한, 사례연구에서 사용된 구간 [φ, φ]가 정규뷴포 PDF

의 ±로부터 추출된 을 고려할 때, 정규분포 PDF를 재

구성하기 한 평균 μ와 표 편차 σ를 식 (16)과 (17)을 이

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6)

    (17)

Fig. 5에 보인 것처럼 구간 [51.1, 76.4], [49.0, 

78.6], [41.2, 91.0]에 한 정규분포 PDF를 재구성하여 

=48.85에 한 신뢰성지수를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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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nant intervals conf   

[51.1, 76.4] 36.3% 63.8 4.22 3.5

[49.0, 78.6] 71.4% 63.8 4.93 3.0

[41.2, 91.0] 100% 66.1 8.30 2.1

Table 5 A new set of reliability indices with the 

corresponding degree of confirmation

최종 으로 Table 5에 보인 것처럼 확신정도가 측정된 신

뢰성지수들을 얻을 수 있다. 높은 신뢰성지수 =3.5에 

한 확신 36.3%는 낮은 신뢰성지수 =2.1에 한 확신 

100%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허용 확신정도를 설정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신

뢰성해석에 실용 으로 용할 수 잇을 것이다. 를 들어, 

사례연구를 해 사용된 최   계산식이 모두 신뢰도가 

매우 높은 모델들이라면, 이 들을 사용한 결과에 해서는 

상 으로 낮은 확신정도(50% 이하)의 =3.5를 채택하도

록 할 수 있다. 반면, 이 들 모델이 단순한 형태의 간략 모델

이므로 추가 인 유한요소해석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에는 높은 확신정도(80% 이상)의 =2.1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능성분포함수를 이용하여 모델링 불확실

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CFST 단면의 국부좌굴에 한 신뢰

성 해석에 용하 다. 확신정도가 클수록 신뢰성지수가 낮

아지는 보수 인 결과를 보여주므로, 확신정도와 함께 신뢰

성지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으로, CFST의  제한 

모델은 여러 연구자들과 설계코드 상에서 서로 다른 값을 제

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콘크리트의 재료와 콘크리트-강

재 사이의 인터페이스, 실험의 오류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 내재되어 있고, 서로 고려하는 주요 인자들이 다르기 때

문이다. 부분의 연구자들은 CFST의  제한 모델에 

하여 역학 인 근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성이론의 확신정도를 사용하여 문제에 

근하 다. 사례연구에서는 세 가지 코드에서 제안한  제

한모델 만을 다루었는데, 최근 들어, 콘크리트와 강재의 면  

비, 콘크리트와 강재의 최 강도 비 등 다양한 인자들을 포

함하는 진보된 식들이 제안되고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식들

을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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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콘크리트충 강 (Concrete Filled Steel Tube, CFST) 기둥 설계 시, 강 의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하여 강 두께 에 

한 기둥외경 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각각의 설계시방서에서 각기 다른 최  값을 제안하고 있으며, 강재의 항복응

력  , 는 와 강재의 탄성계수 의 식으로 표 된다. 와 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최    계산식을 포함한 한계

상태함수(limit state function)를 구성하여 CFST 단면의 국부좌굴에 한 신뢰성지수(reliability index) 를 산정할 수 있다. 

결정된 는 사용된 최    계산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신뢰성해석(reliability analysis) 결과의 가변성

(variability)은 한계상태함수에 포함되는 산모델 선택의 모호함(ambiguity)에서 기인한 것으로 모델링불확실성(modelling 

uncertainty)이라 한다. 모델링불확실성은 정보 불확실성(epistemic uncertainty)의 하나로 알려진 불명확성(non-specificity)

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불명확성은 가능성분포함수(possibility distribu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다른 3개의 최    계산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CFST 단면의 국부좌굴에 한 신뢰성해석을 수행하고 각각의 신뢰

성지수를 계산할 것이다. 불명확한 신뢰성지수들은 가능성분포함수를 사용하여 모델링되고, 이로부터 확신정도(degree of 

confirmation)를 측정할 것이다. 확신정도는 신뢰성지수가 감소하면 증가한다. 결과 으로, 확신정도에 따라 재구성된 신뢰성

지수들을 얻을 수 있으며, 허용 확신정도와 함께 CFST 단면의 국부좌굴에 한 신뢰성지수의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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