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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was performed to enhanc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because traditional deterministic approach has limitations in predicting the 
risk of failure by crack growth. The study introduces a probabilistic approach to establish a basis 
for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f passive components. 
Methods: For probabilistic modeling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FCGR), various FCGR tests 
were performed either under constant load amplitude or constant ΔK conditions by using heat 
treated X-750 at low temperature with adequate cathodic polarization. Bayesian inference was 
employed to update uncertainties of the FCGR model using additional information obtained from 
constant ΔK tests.
Results: Four steps of Bayesian parameter updating were performed using constant ΔK test 
result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final posterior distribution was decreased by a factor of 10 
comparing with that of the prior distribution.
Conclusion: The method for developing a probabilistic crack growth model has been designed and 
demonstrated, in the paper. Alloy X-750 has been used for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experiments and modeling. The uncertainties of parameters in the FCGR model were successfully 
reduced using the Bayesian inference whenever the updating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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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원 의 가동연수 증가로 수동기기(Passive Equip-
ment) 재료의 신뢰성 확보가 원  수명과 안 성을 

결정짓는 핵심 안으로 부각되면서, 재료 경년열화

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 에 방하기 한 능동 , 
방  재료열화 리(Proactive Management of Materials 
Degradation, PMMD)의 필요성이 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로그램의 효과  확립을 해서는 이미 

알려진 열화기구에 한 이해와 잠재  열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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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all approach for bayesian updating of uncertainties in the FCGR model

거동에 한 식별 능력의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하

며, 기구학  지식을 바탕으로 향상된 부품 소재 측 

방법론의 개발이 필수 이다[1-3]. 
부품/소재 열화 거동에 한 확률론  측은 험

도 정보 기반 규제(risk-informed regulation)와의 연계

를 해 요한 PMMD의 핵심 요소이며, PMMD로의 

성공 인 환을 해서는 기존의 정기 인 검사에

서 온라인 감시체계로 기술 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는 첨단 감지기를 통한 진단학의 발 , 새로운 열화 

측 모델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한 원  시스템 

운  경험이나 실험에서 얻은 정보는 구조  손의 

험을 측하기 해 평가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측  검사의 불확실성을 향상된 진단  

후 기술로 정량화 할 필요가 있다[4].
재까지의 확률론  안 성 분석은 펌 나 밸

와 같은 능동기기에 집 되어 왔으며[5], 원자력 발

소의  vessel, pipe 등을 포함한 수동 기기의 고장 확률

은 비원  산업 용 부품/소재에 한 경험으로 산출

되어 왔다. 따라서 원  수동 기기 부품/소재의 확률

 손 분석에는 큰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

정이며, 장기 운 에 따른 신뢰성을 보장하기 해서

는 원자력 발 소의 수동 기기 손 등에 한 확률론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원 의 수동 기기 부품/소재에 한 손/고장 데이

터의 부족은 확률 모델의 개발을 어렵게 하는 제한요

소이다. 실 인 방법은 비 모델 개발을 한 실험

실 단계에서 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 원  

수동기기에서 얻은 제한된 가동  검사 데이터를 이

용해 비 모델을 체계 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6].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추론법을 도입하여, 제
한된 장 데이터를 사용해 실험실 모델을 업데이트

하여 확률론  사고 측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음을 보

이고자 한다.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경수로형 원 의 

볼트, 스 링, 빔  핀과 같은 고강도 고정 장치의 소

재로 리 사용되는 니 계 합  X-750을 이용한 부

식 피로균열성장속도를 실험과 확률론  모델링 개

발에 용하 다. 니 계 합  X-750의 주요 손/손
상 기구인 온 수소취성에 취약할 수 있도록 AH 열
처리를 용하여 가속균열성장 거동을 야기할 수 있

는 환경을 모사하 다[7-10]. 해당 수소취성에 의한 

피로균열은 입계를 따라 진 하게 되며, 서로 다른 거

동을 보이는 세 역으로 구성된다. 역 2는 항공기 

 발 소와 같은 정교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이 

역의 거동이 심 으로 용되기 때문에 해당 역

의 균열 진  거동을 으로 다루고자 하 다 

[11]. 이 역의 피로균열성장은 잘 알려진 Paris’ law
에 근거한 로그-로그 스 일의 직선으로 표 된다. 베
이지안 추론 기법을 용하여 추가 환경 피로 시험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Paris’ law에 사용된 변수를 

평가하고 업데이트하 다. 본 논문의 반 인 근

법은 <Fig. 1>과 같다. 이 모델은 향후 확률론  안

성 평가 로그램과 결합시켜 다른 경년열화 상을 

갖는 수동 기기의 사고도 분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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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Cr Fe Ti Nb Al Mn C P S
71.37 15.72 8.29 2.56 0.92 0.69 0.22 0.05 0.005 0.001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 X-750 (in wt%)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Hardness
[HRB]

Elongation
[%]

As shipped 342.7 777.0 85.2 52.3
AH heat treatment 795.0 1202.0 35.3 27.2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alloy X-750

 Fig. 2  Dimensions for single edged notch(SEN) 

specimen used in the fatigue tests

2. 실험 절차

2.1 시험 상 재료

합  X-750의 화학  조성  기계  성질은 <Table 
1>  <Table 2>에 각각 요약하 다. 합  X-750은 Ni 
기반의 super alloy로, 약 70wt%의 니 , 약 15wt%의 크

롬  약 2.5wt%의 티타늄으로 구성된다. 티타늄 는 

알루미늄은 니 과 반응하여 다양한 열처리 에 생성

되는 γ’상 침 물 인 Ni3Ti 는 Ni3Al를 형성 할 수 있

으며, AH 열처리는 입자 간 경계에서 수소 주요 포집 

결 부로 작용하여 균열 진 을 향상시키는 입계(inter-
granular)  입내(intragranular) 간 γ’상 침 물을 만든

[12].  AH 열처리 조건은 885°C에서 24시간 풀림한 후 

공랭한 후, 704°C에서 20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다시 

공랭시키는 것으로 차로 진행되었다[13-14]. 
2.8mm 두께의 상용 X-750 합 은 기 의 치수 

431.8mm×304.8mm로 제공되었다. 이 의 압연 방향

은 길이 304.8mm의 길이 방향이다. 모든 시편은 L-T 방향

을 갖도록 와이어 EDM 가공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X- 
750합 은 경수로형 원 의 볼트  핀과 같은 고정 장

치에 사용되기 때문에 압연 방향이 축 방향으로 하 이 

인가하여 원주 방향 균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 다. 

2.2 환경 피로 실험

본 실험에 사용된 SEN (single-edge notched) 시편의 

디자인은 <Fig. 2>와 같으며,  ASTM 표  E647-08에 

따라 테스트 장치를 개발한 G. Was가 기본 설계 자료

를 제공했다.  SEN 시편은 길이 112mm, 폭 64.8mm, 
두께 2.8mm이다. 시험편을 하  방향 정렬 상태로 유

지하기 해 8개의 구멍( 쪽 4개, 아래쪽 4개)을 가

공하 고, 6.7mm 노치가 시편의 심선을 따라 삽입

되었다. 본 시험편에 한 하 과 응력확 계수 사이

의 계는 ASTM E647-08[15]에 따라 식 (1)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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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하 [N], a는 균열 길이[m], B는 시험편

의 두께[m], W는 시험편의 폭[m], K는 응력확 계수

[MPa․m1/2]를 나타냄.
부식 피로 시험 셀의 설계는 <Fig. 3>과 같으며, 일

정한 온도의 수화학 환경 유지하기 해 물을 계속 순

환시켜야하기 때문에 셀에 물 유입구와 배출구를 설

치하 다. Luggin 로 는 미세 모세  을 용, 
극의 표면에 매우 가깝게 놓음으로써 기  극으

로부터의 용액 내 압 강하(IR drop)를 최소화하기 

해 사용하 다. 지속 인 질소 주입을 통해 셀 내부

의 용존 산소 농도를 제어하 다. 상  극으로 plati-
nized Pt 극이 셀의 상부에 치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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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s and a general view of the corrosion fatigue test system

Fatigue Test No. 1 2 3 4 5

Stress

Mode
Const. Load 

amplitude
Const. ΔK

ΔK(MPa․m1/2) - 15 20 25 30
R ratio(Pmin/Pmax) 0.1

Frequency(Hz) 5

Environment

Environment Pure Water
Temp(℃) 60

Applied Potential
(mV vs. SCE)

-460

Table 3  Corrosion fatigue test conditions

Fig. 3  A design of the test cell with water chemistry 

control systems

체 환경 피로 시험 시스템의 모식도  경을 

<Fig. 4>에 도시하 다. 서보 유압식 동  시험기를 

활용하여 피로 하 을 인가하 으며, Potentiostat는 

음극 분극을 해 상  극과 작동 극 사이에 

차를 인가하는데 사용되었다. 기  극은 표  수소 

극(SHE)과 다른 음극 (25℃에서 -241mV)를 갖

는 상업 포화 칼로멜 극(SCE)을 사용하 다. SCE
는 염화물로 인한 용액 오염을 막기 해 염다리를 사

용하여 셀에서 분리하 다. 0.05℃의 정확도로 온도

를 조 할 수 있는 항온조를 사용하여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고 질소 가스를 이용해 탈기시켰다. 균열 길이

는 10μm 분해능의 다이얼 게이지가 장착된 장  이

동식 미경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환경 피로 시험은 ASTM E647-08[15]에 따라 피로 모

드  환경 설정을 포함한 다양한 기계  화학 조건에

서 수행하 으며, <Table 3>에 체 실험 조건을 요약

하 다. 본 시험 , 공기 에서 10Hz, R = 0.1조건하에

서 약 2.0mm 길이의 피로 비 균열을 생성시켰다. 본 

실험은 모두 일정한 주 수, 온도  R 비율 하에서 수

행되었으며, 하나의 일정한 하  진폭 시험과 4회의 일

정한 ΔK 시험이 고순도 수 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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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constant load amplitude corrosion

fatigue test for AH heat-treated alloy X-750

in 60℃ pure water condition

3. 환경 피로 시험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 방법론

피로균열성장속도(FCGR)에 한 확률  모델링

은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실 테스트 데

이터와 가동  검사 결과를 결합하여 개발되었다. 
결정론  근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확률론  평가 차는 원  수동기기 부품소

재에 한 확률론  안 성 평가에 보다 유용하게 

용 가능할 것이다. FCGR의 기 모델링은 안정 인 

피로균열성장 거동을 모사하는 일정 하  진폭 피로

시험 데이터, 특히 <Table 3>의 시험 분류 #1의 결과

를 활용하여 식 (2)의 Paris’ law를 도입, 추세 분석하

다.

  ∆       (2)

여기서 C와 m은 재료 라미터, a는 균열 길이, N
은 피로주기 회수, ΔK는 응력확 계수 범 (  
 )를 나타냄. 

기 FCGR 모델은 데이터의 부족에 기인한 추세 

곡선과 측정된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불확실

성이 다소 큰 불확실도를 보인다. 본 확률론  근법

의 기본 목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여 모델의 측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기 FCGR 모델은 일정한 

ΔK 조건하에서 추가 으로 실시한 환경피로시험 데

이터를 이용해 Bayesian 추론을 기반으로 업데이트하

다. 재질의 특성과 환경 조건에 기인[16, 17]하는 

Paris’ law상의 매개 변수 C와 m은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의 사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식 (3)과 같은 간단한 Bayes의 정리에 따라 일정한 ΔK 
조건 시험결과에서 얻은 균열성장속도와 기 추세 

곡선 값의 차이를 곱한 값으로 정의한 우도함수를 사

용하여 사후 분포로 업데이트하 다.

′      (3)

여기서  는 C와 m에 한 사  분포, 

 는 우도 함수, ′  는 C와 m에 한 사후 

분포, k는 정규화 상수를 나타냄.
우도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며, 표  

편차는 실제 데이터와 추세 곡선 간의 차이에 따라 결

정되었다.

4. 시험 결과 및 토의

4.1 환경 피로 시험 

<Fig. 5>는 <Table 3>에 나열된 시험 순번 #1에 

한 피로균열성장속도 결과를 로그 스 일로 도시한 

것이다. ΔK의 값은 이동식 장  미경을 사용하

여 학 측정한 균열 길이 값  식 (1)을 이용해 도출

하 다. 피로 사이클 수는 균열 길이가 약 1mm 증가 

할 때마다 측정하 으며, ΔK는 균열 길이의 증가에 

맞춰 13MPa․m1/2에서 30MPa․m1/2로 증가했다. 모
든 데이터는 ASTM E647-08[15]의 부록에 따라 secant 
method를 용하여 계산되었다. FCGR은 Paris’ law를 

이용하여 ΔK의 함수로 추세 분석하 으며, 해당 곡

선을 <Fig. 5>에 도시하 다. 15MPa․m1/2 이상의 ΔK 
역에서의 R2가 15MPa․m1/2 이하의 ΔK 역 비 

높은 값을 보이며, 이를 통해 선형 탄성 괴역학에서 

알려진 균열의 안정 인 가 있는 피로 역 II가 

15MPa․이상의 ΔK 역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확률론  모델링에 필요한 FCGR의 데이터를 얻기 

해 네 가지 경우의 Constant ΔK 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 #1은 13MPa․m1/2에서 30 MPa․m1/2범 의 ΔK
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Constant ΔK 시험은 15, 20, 
25, 30 MPa․m1/2로 선택하 으며, 그 결과를 <Fig. 6>
에 나타냈다. 균열 길이에 계없이 ΔK가 증가함에 따

라 더 높은 FCGR이 얻어졌으며 그 값은 상당히 균일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 결과의 평균값은 15, 20, 25  

30MPa․m1/2의 ΔK 조건에서 각각 1.94×10-5, 1.02×10-4, 
2.03×10-4 그리고 3.15×10-4mm/cycle의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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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constant ΔK test fatigue test for 

AH heat-treated alloy X-750 in 60℃ pure 

water condition

<Fig. 7>에 도시된 Fractography는 수소 취화에 의

해 유발된 균열이 입계를 따라 된다는 증거를 제

공한다. 비교의 목 으로 추가 으로 공기 에서 진

행된 피로균열시편 단면과의 비교는 더 확실한 수

소취화에 의한 입계 균열  거동을 확인해 다. 

(a)

(b)
Fig. 7  Fractographic comparison of AH heat-treated 

alloy X-750 tested in (a) water and (b) air 

environment

4.2 확률론  평가 방법

Paris’ law에 근거하여 산정한 환경피로균열성장속도 
모델 상의 매개변수 C, m에 한 사  분포함수는 trun-
cated normal distribution로 식 (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4)

여기서,  


 




PDF of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CDF of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is mean;   is standard derviation

 식 (4)는 알려지지 않은 매개변수 C, m의 사  

분포의 확률 도 함수(PDF)이며,  분포 함수는 

식 (5)와 같이 표 된다.

   ≤    ≤ ∞

 


 



  

 

(5)

C와 m의 평균  표  편차는 <Table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Table 3>의 시험 #1 결과에 한 Paris’ 
law 기반 추세 결과로부터 결정되었다.

Equation da/dN = C(ΔK)m

Adj. R-Square 0.97462
Mean value

<μ>
Standard Deviation 

<σ>
C 8.79×10-9 4.79×10-9

m 3.06 0.16

Table 4  Parameters of Paris’ law for constant 

load amplitud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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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ikelihood distributions at specific ΔK

Case
C m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Prior Before updating 8.79×10-9 4.79×10-9 3.06 0.16

Posterior 1 Updating of Prior with ΔK = 15MPa√m 5.27×10-9 1.03×10-10 2.88 0.060
Posterior 2 Updating of Posterior 1 with ΔK = 20MPa√m 9.42×10-9 4.98×10-10 3.08 0.018
Posterior 3 Updating of Posterior 2 with ΔK = 25MPa√m 9.89×10-9 3.55×10-10 3.09 0.012
Posterior 4 Updating of Posterior 3 with ΔK = 30MPa√m 9.49×10-9 1.89×10-10 3.08 0.0067

Table 5  Bayesian updating results for parameters in the relation of da/dN=C(ΔK)m

변수 C의 표  편차는 평균값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개변수 C가 큰 불

확실성을 가지므로 FCGR을 정확하게 측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신뢰성 

있는 측 모델의 개발을 해서는 해당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C 값을 추가 데이터를 

이용해 업데이트하여 가능하다. 매개변수 m의 경우, 
상 으로 작은 표  편차를 보이지만 불확실성을 

이기 한 업데이트가 한 필요하다. 이러한 변수의 
불확실성을 이기 해 필요한 추가 정보는 <Table 
3>에 요약된 4가지 상수 ΔK 피로시험에서 얻은 결과

를 활용할 수 있다. <Fig. 8>에 일정 하  진폭 시험을 

통해 얻은 추세선과 constant ΔK 시험을 통해 추가

으로 얻은 FCGR 데이터를 함께 도시하 다. 모델 업

데이트 상이 되는 Paris’ law 추세선과 추가 constant 
ΔK 시험 데이터간의 간극을 반 하여, 특정 ΔK에서 

C와 m은 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이

를 우도함수로 산정하여 나타내었다.  
매개변수 사  분포의 업데이트를 한 우도함수는 

식 (6)에 표  된 바와 같이 심을 0으로 하는 ( )
의 정규 분포 형태로 가정하 다.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우도 함수는 각 기여분의 곱으로 표 되며, 사후 

분포는 사  분포와 우도 함수의 곱으로 도출한다. 

      ∝
  





 


 






 ∆ 


 (6)

여기서, 는 i번째 시험에서 얻은 FCGR 데이터, 
는 추세곡선으로 부터 도출된 FCGR 값, σ는 FCGR 시
험 데이터와 추세 모델 간의 표  편차를 나타냄.

매개변수 C와 m의 업데이트된 분포는 식 (3)에서 표

된 Bayes의 정리에 따라 얻어진다. 베이지안 추론에 

용하는 개별 C와 m의 값은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 이션을 사용하여 100,000건의 무작  샘 링을 

통해 결정하 다. 업데이트는 추가 수행된 Constant Δ
K 시험의 순서로 진행하 다. 일차 으로, C와 m의 사

 분포를 15MPa․m1/2
의 ΔK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하여, 사후 분포 #1을 도출하 다. 순차 으

로, 사후 분포 #2는 20MPa․m1/2
의 ΔK 시험데이터를 

이용, 새로운 사  분포인 posterior #1 분포를 갱신함으

로써 도출하 다. 사후분포 #3  #4 분포는 동일한 방

법으로 각각 25MPa․m1/2   30MPa․m1/2
의 ΔK 시험 

조건에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순차 으로 새로운 사

분포를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얻어내었다. 
각 업데이트 단계에서 얻어진 C와 m의 분포는 <Fig. 

9(a)>  <Fig. 9(b)>에 각각 도시하 다. 이 과정으로 

업데이트된 변수의 평균값과 표  편차는 <Table 5>와 

같이 요약하여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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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Prior and posterior distribution for (a) C and (b) m of uncertain parameters in Par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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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Comparison between prior fatigue crack 

growth rate and posterior fatigue crack 

growth rate

표  편차는 평균값에 계없이 업데이트가 계속 진

행됨에 따라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에서 사  분포를 나타내는 란색 선은 상

으로 넓게 흩어진 모양이나, 사후 분포 #4를 나타내는 

보라색 선은 좁게 집된 형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각 분포에 한 업데이트가 진행될수록 불확실

성이 감소하면서 측 평균값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  FCGR 모델은 일

정 ΔK 시험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업데이트하기 

의 결과로, 무작  표본 추출한 C와 m의 값을 Paris’ law
의 변수로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모든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변수 업데이트한 후 사후 FCGR 모델은 사후 

분포 #4의 C와 m의 평균값을 Paris’ law에 체하여 계

산하 으며, <Fig. 10>과 같은 최종 추세 분석 곡선으로 

표 할 수 있다. 선으로 도시된 변수의 사후 분포가 

용된 FCGR은 기 모델에 비해 균열성장속도를 크

게 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된 사후 FCGR에는 

모든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15MPa․m1/2의 

ΔK 조건에서의 측치와 실측치 데이터 편차는 오히려 

업데이트 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 25  

30MPa․m1/2의 ΔK 조건과는 다른 결과로, 안정된 피로 

균열성장 거동을 보이는 역인 두 번째 역이 15MPa․ 
m1/2의 ΔK 값에서는 유효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소 취성에 의한 가속 균열 를 

모사하기 해 AH 열처리된 니 계 합  X-750의 환경 
피로 시험을 진행하 으며, 다양한 시험 조건에서의 

부식피로균열성장속도(FCGR)를 이용하여 측 모형

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베이지안 추론 기반 확률론

 측 방법론을 도입하 다. 
온 고순도 물 환경의 음극 분극 조건하에서 총 5

가지의 환경 피로 시험을 수행하 으며, 하나는 일정

한 하  진폭 시험, 나머지 4개는 일정한 ΔK 조건하

에서의 환경 피로 시험이다. 일정 하  진폭 시험으로

부터 얻은 FCGR 데이터를 활용하여, ΔK의 함수로 

Paris’ law를 용하여 FCGR 기 모델을 도출하 으며, 
기 FCGR 모델의 불확실도 감  변수 업데이트를 
한 추가 데이터 생산을 해 일정한 ΔK 조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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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30MPa․m1/2)하에서의 시험을 수행하 다. 
베이지안 추론 방법은 Paris’ law의 매개 변수 C와 m
의 불확실도를 이는데 성공 으로 용되었다. 매
개 변수의 업데이트는 총 4종류의 ΔK 조건하에서의 

실험 결과를 이용해 순차 으로 시행되었으며, 업데

이트 용에 따라 측식과 실측치 간의 표  편차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 최종 사후 분포의 표  편차는 

사  분포의 표  편차 비 약 10배 감소했다. 
본 연구는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손상 진행 거

동을 측함에 있어, 추가 으로 획득한 특정 데이터

를 이용하여 손상 모델의 불확실도를 체계 으로 감

소시켜 측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차

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체계 인 확률론  

변수 처리 방법론은 실험실 단계에서의 실험 데이터

를 이용해 도출한 사  손상 모델을 실제 원 의 가

동  추  검사 데이터 등과의 병합을 통해 보다 개

선된 손상 측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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