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염해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내부에 염화물 이

온이 침투하게 되며 이는 철근부식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염

화물 이온은 다른 할로겐 이온보다 침투속도가 빠르고 활성

도가 크므로 철근의 공식에 의한 부식(Pitting Corrosion)이 쉽

게 발생하고 이는 균열의 증가, 피복 콘크리트의 박락 등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

므로 고용기간 중의 유지관리는 필수적이다(RILEM, 1994; 

Broomfield, 1997; CEB, 1993).

각국의 시방서 및 내구설계 지침에서는 염해에 대한 내구

성 설계가 필수적이며, 결정론적 방법 또는 확률론적인 방법

을 통하여 목표내구수명동안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

고 있다(JSCE, 2007; BSI, 2000). 내구수명이 보수 또는 보강

에 따라 증가하면 많은 공학적, 사회적인 장점이 있으나, 운용

상의 보수비의 증가가 발생하므로 구조물을 계획할 당시, 유

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시공에서 해체까지 전체 금액을 고려한 

LCC(Life Cycle Cost) 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연

구에서 LCCA(Life Cycle Cost Analysis) 기법이 제안되고 있

으며, 주요 SOC 구조물, 대형 건축물 등은 이러한 LCC 평가

가 필수적이다(Kim et al., 2014). 염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IFE-365와 같은 프로그램은 지배방정식(Fick's 

2nd Law)을 통하여 유입된 염화물량이 임계 염화물에 도달하

는 기간을 내구수명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후로는 이

자율을 고려하여 보수비가 반복적인 계단형으로 증가하도록 

고려하고 있다(Thomas and Bentz, 2002). 이와 같이 열화모델

을 기반으로 한 LCC 모델은 일반적으로 결정론적 방법에 근

거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확률론적 보수비 산정에 대한 모델

이 도입되고 있다. 

확률론적 유지관리 모델은 주로 투자, 운용, 유지관리, 해체

비용 등에 대한 요소간의 연계성을 확률로 다루므로 열화의 

진전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Mulubrahan et 

al., 2014; Nasir et al., 2015; Rahman and Vanier, 2004; Salem 

et al., 2003). 각 요소간의 연계성은 전체 구조물의 유지관리

비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열화의 유입에 따른 내구수

명의 변화에 직접적 관여를 할 수 없으므로 열화모델에 근거

한 확률론적 유지관리 관리 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공학적인 모델링에 근거한 확률론적인 보수비 

산정기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초기의 내구수명과 보수에 의

한 내구수명의 확률변동성이 정규분포에 국한되는 단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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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won, 2017a; Lee and Kwon, 2018; Kwon, 2017b; Jung et 

al., 2017; TOTAL-LCC, 2010). 정규분포를 가정한 다양한 초

기내구수명 및 보수를 통해 연장된 내구수명의 평균과 표준

편차의 영향을 고려한 해석기법이 개발되었으나, 내구성 설

계 인자들은 로그분포, Gamma 분포 등 다양한 확률 패턴을 

지니고 있다(DuraCrete, 2000; Pack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내구수명 또는 연장수명의 정규분포

를 로그분포로 확장하여 보수비를 평가할 수 있는 이론식을 

제안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보수비를 고려하여 염해에 

노출된 OPC 및 GGBFS 콘크리트에 대한 보수비를 평가하였

다. 수명-확률함수가 로그 또는 정규분포인 경우에 대하여, 확

률특성에 따른 보수비의 변화가 분석되었는데,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률분포가 결정될 경우 합리적인 수명결정 및 보수

비용 산정 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 

2. 서로 다른 수명-확률함수를 이용한 

유지관리 모델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기간, 즉 초기의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확보되는 내구수명( )과  회차의 보

수시기( ), 그리고 연장된 수명의 변동성 (COV: Coefficient 

of Variation)을 고려하여 보수 비용을 평가하였다(Kwon, 

2017b; Jung et al., 2017; TOTAL-LCC, 2010). 초기 내구수명

( )이 목표 내구수명()보다 클 경우에는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식(1)과 같이 내구적 파괴확률이 구성된다

(Jung et al., 2017).

 


∞



 exp
                                                (1)

여기서, 은 보수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확률, 은 1회

차에 대한 정규화 상수(신뢰도 지수)로  
으로 

구성되며, 은 1회차 보수시기에 대한 평균값을 는 1회

차 보수시기에서의 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또한 보수회

수가 1회가 되는 경우는 1회의 보수시기 이 목표내구수명 

()보다 작고 1회차 보수시기 과 2회차 보수시기 의 

합이 목표내구수명보다 클 경우이다. 이 경우 신뢰도 지수는 

식(2)와 같이 구성된다(TOTAL-LCC, 2010).

 
 

                                    (2)

여기서, 는 회차 보수시기의 평균 값, 는 의 표준

편차이다. 이 경우 
는 식(3)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Kwon, 

2017b; Ju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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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므로 보수회수가 1회인 경우의 파괴확률 ()은 식(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회의 보수회수를 갖는 파괴확률

()을 일반화하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Jung et al., 

2017; TOTAL-LCC, 2010).

   ×
                          (4)

  




×                 (5)

로그정규분포를 기존의 이론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로그

확률밀도함수의 구성과 이를 사용기간의 축에 접목시킬 형상

계수와 위치계수의 정의가 필요하다. 로그정규분포의 확률밀

도함수()는 식(6)과 같이 가정하였다. 



 exp




ln 


                     (6)

여기서 와 는 로그정규분포의 형상과 위치를 결정하는 

계수로 ln  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또한 

는 의 최소값을 의미하는데, 로그함수는 정규분포와 달리 

음수 값을 인자로 정의할 수 없다. 식(6)에서 사용된 수명-확

률함수는 부터 무한대까지 정의할 수 있다. 

는 초기의 보수에 따른 내구수명 일 경우에 정의되는 값

이고   번째 보수시점인 를 고려할 경우, 는 식(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p               (7)

정규분포와는 달리, 로그정규분포의 누적확률을 해석적으

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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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인자의 변동성에 따른 확률론적 

보수시기 및 비용변화 분석

3.1 염해에 대한 콘크리트 구조의 내구수명

3.1.1 대상 구조물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목표내구수명을 만족시키는 보수 횟수에 의

한 추가 보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RC 벽체 구조

를 고려하였다. 또한 Table 1과 같은 OPC 및 GGBFS 40 % 치환 

배합을 바탕으로 내구수명 해석 및 보수비용 평가를 하였다.

Fig. 1 RC wall for LCCA based on probabilistic approach

Type W/B
Unit weight (kg/m3)

W C GGBFS C·A F·A
OPC

0.5
168 454 0 920 769

GGBFS 168 272 182 904 755
W/B : Water to Binder ratio, W : Water, C : Cement, 
GGBFS :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C·A :　Coarse Aggregate, F·A : Fine Aggregate

Table 1 Mix proportions for life cycle cost analysis

3.1.2 내구수명 및 보수비용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Life-365 ver. 2를 사용하여 염해에 대한 내

구수명을 평가하였다. Table 2에는 Table 1의 두 배합의 초기 

내구수명() 및 보수 후의 내구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해

석 조건을 나타내었으며, Table 3에는 각 배합의 초기 및 보수 

후의 내구수명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초기 임계 염화물량

은 1.2 kg/m3으로 설정하였으며, 보수후의 임계 염화물량은 

초기 값의 2배인 2.4 kg/m3으로 가정하였다. 사용 방청제의 실

험을 통한 임계 염화물량의 조사가 더욱 현실적이지만, 본 연

구에서는 이를 가정하여 방청 작업의 영향으로 임계염화물량

이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Cover depth 70.0 mm
Surface chloride content 8.0 kg/m3

Temperature -0.4 ℃ ∼ 24.7 ℃
Time to build up 10.0 years

Critical chloride content 1.2 kg/m3

Critical chloride content
(after repairing)

2.4 kg/m3

Propagation and 
hydration year

6.0 years and 25 years

 0.2 (OPC), 0.43 (GGBFS)

Table 2 Condition of service life analysis (Life-365 ver. 2)

 
OPC 20.8 years 31.5 years

GGBFS 47.8 years 88.8 years

Table 3 Evaluation of service life before and after repairing

건설적산정보를 참고하여 단위 면적당 단면복구보수 비용 

및 철근 방청제 도포 비용을 산정하였으며(KPI, 2013), 이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또한 사용된 철근비와 RC 벽체의 목표 

내구수명인 100년을 고려한 각 배합의 보수비용 증가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Application of anti-corrosion agent 4,057 won
Repair of section recovery 177,364 won

Table 4 Repairing costs for RC structure's repair

Fig. 2 Evaluation of increasing repairing costs by repair work

목표내구수명 100년을 만족시키기 위해 OPC 배합의 경우 

3번의 보수 작업을, GGBFS 배합의 경우 1번의 보수작업이 

요구되었다. 이는 GGBFS 배합에서는 잠재수경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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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대비 2.15배 큰 시간 의존성지수를 갖기 때문이며 

GGBFS 배합에서는 OPC 배합보다 2.3 ~ 2.8배 큰 내구수명을 

갖는다. 또한, 임계 염화물량이 증가할 경우, 확산 저감성을 

통하여 내구수명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Jau et al., 1998; Li et 

al., 2011).

3.2 로그 및 정규분포를 고려한 확률변수 구성

많은 연구에서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대한 확률분포는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있으나, 임계 염화물에 대한 확률분포는 다

양하게 제안되고 있다(DuraCrete, 2000; Pack et al., 2010). 본 

절에서는 2장에서 제안된 기법을 배경으로 OPC 및 GGBFS

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확률론적 보수비용을 분석하도록 한

다. 각 수명에 대한 일반적인 변동계수는 0.20 ~ 0.30 수준으

로 고려되므로 해석조건은 Table 5와 같이 설정하였다. 

Type of 
mixture

PDF , COV  , COV

OPC Normal 20.8, 0.2 31.5, 0.25
GGBFS Normal 47.8, 0.2 88.8, 0.25

OPC LN
20.8, 

=1.0, =3.0
31.5, 

=1.0, =3.0

GGBFS LN
47.8, 

=1.0, =3.0
88.8, 

=1.0, =3.0

Table 5 Analysis condition of probabilistic maintenance

3.3 로그함수를 고려한 확률론적 보수비용 시뮬레이션

3.3.1 OPC 콘크리트의 보수비용 시뮬레이션 

1) 정규-정규 분포를 가지는 경우

Fig. 3에서는 시간 축에 따라서 초기의 내구수명 및 보수에 

따른 연장된 내구수명이 정규분포를 모두 가지는 경우를 나

타낸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보수비용을 결정론적인 방법과 

비교하면 Fig. 4와 같은 연속적인 보수비용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Jung et al., 2017; TOTAL-

LCC, 2010), 내구수명이 도래한 경우 83.8년 이후부터는 결정

론적인 방법에서 544,263천원이 소요된 반면 확률론적인 방

법에서는 100년에 이르기까지 464,539천원에서 545,290천원

으로 목표내구수명의 증가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확률

론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목표내구수명을 조절할 경우 유지

관리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Jung et al., 2017; 

TOTAL-LCC, 2010).

2) 정류-로그 분포를 가지는 경우

초기의 내구수명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후 보수에 의해 

연장된 내구수명이 로그분포를 가지는 경우에 대한 확률분포

-수명함수는 Fig. 5과 같으며, 보수비의 평가 결과는 Fig. 6와 

같다.

Fig. 3 Normal and normal distributions of life time function for 
OPC concrete

Fig. 4 Repair cost comparison with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manner

(normal and normal distributions, OPC concrete)

Fig. 5 Normal and log distributions of life time function for 
OPC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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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pair cost comparison with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manner (normal and log distributions, OPC concrete)

 보수로 인한 내구수명의 확률분포가 로그인 경우 평균값

에 도달하기 전에 확률분포가 왜곡되어 나타나므로 의 평

균값(20.8년) 이후에는 보수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1차 

보수기가 도래한 시기(52.3년)에 이른 이후부터는 겹쳐지는 

확률의 면적이 감소하므로 보수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즉 내

구수명의 보수분포가 로그함수를 가질 경우 평균값의 앞부분

에서는 보수비의 증가가 발생하고 이후에서는 감소가 발생하

게 된다. 

100년의 목표내구수명을 설정할 경우, 결정론적인 방법은 

544,263천원이, 정규-정규인 경우는 545,289천원이, 정규-로

그인 경우는 467,810천원이 발생하였다. 

3) 로그-정규 분포를 가지는 경우

초기내구수명이 로그함수를 보수에 의해 증가된 내구수명

이 정규함수를 가지는 경우의 확률분포 및 보수비의 산정은 

Fig. 7 및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7 Log and normal distributions of life time function for 
OPC concrete

Fig. 8 Repair cost comparison with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manner (log and normal distributions, OPC concrete)

초기 내구수명이 로그분포를 가지고 이후 정규분포를 가지

는 경우는 두 번째 보수시기를 지난시점 (83.8년)부터는 정규-

정규분포를 가지는 경우와 비슷한 보수비용을 가진다. 이는 

첫 번째 내구수명() 분포가 로그분포를 가진다 하더라고 수

명이 증가함으로 인해 그 영향이 작아졌으며, 정규-정규분포

를 가지는   및 의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00년의 목표내구수명을 설정할 경우, 결정론적인 방법은 

544,263천원이, 정규-정규인 경우는 545,289천원이, 정규-로

그인 경우는 467,810천원이, 로그-정규인 경우 515,310천원

이 발생하였다. 

4) 로그-로그 분포를 가지는 경우

본 절에서는 초기의 내구수명과 보수후의 연장된 내구수명

의 분포가 모두 로그함수를 가지는 조건을 가정하였다. Fig. 9 

및 Fig. 10에서는 확률분포 함수와 도출된 보수비의 산정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Fig. 9 Log and log distributions of life time function for 
OPC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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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pair cost comparison with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manner (log and log distributions, OPC concrete)

로그-로그 분포를 가지는 경우 첫 번째 보수시기가 도래하

기 전에 로그-정류 분포를 가지는 경우와 동일하지만, 두 번째 

내구수명이 도래하는 시점() 이후로는 가장 낮은 보수비를 

가지게 된다. 이는 정규분포와 다르게, 해당되는 위치계수( 

) 이전에는 확률 값이 0.0이며, 확률간의 중심 값이 정규함

수보다 더 이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100년의 목표내구수명에 

대하여, 결정론적인 방법은 544,263천원이, 정규-정규인 경우

는 545,289천원이, 정규-로그인 경우는 467,810천원이, 로그-

정규인 경우 515,310천원이, 로그-로그인 경우는 442,084천

원이 발생하였다.

5) 서로 다른 확률변수-내구수명을 고려한 보수비 평가

확률론적 보수비용의 평가의 장점은 목표내구수명을 변화

시키고 연속적인 보수비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적인 보수비용

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80년부터 100년까지 목표내구수

명을 변화시키면서 보수비용을 결정론적인 방법에 대한 비율

로 나타내었을 때의 결과는 Fig.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11 Cost ratio to deterministic method with varying intended 
service life (OPC concrete)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83.3년이 결정론적인 방법에서 도

출된 내구수명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하

게 된다. 로그-로그를 분포를 사용한 경우 69.9~81.2%의 수준

을 나타내었으며, 정규-정규 분포인 경우 85.4~100.2%의 수

준으로 변화가 발생하였다.

보수재료의 품질관리 통하여 연장된 내구수명 분포를 로그 

함수분포로 유도할 경우 가장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3.2 GGBFS 콘크리트의 보수비용 시뮬레이션

1) 정규-정규 분포를 가지는 경우

GGBFS의 경우는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의 내구수

명이 20.8년에서 47.8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수에 의한 

내구수명의 연장 역시, 31.5년에서 88.8년으로 크게 증가하여 

수명 연장에 따른 보수비의 증가가 OPC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Fig. 12 및 Fig. 13에서는 정규-정규분포를 가지는 

확률분포 수명함수와 이를 통한 보수비용의 평가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내구수명의 증가에 따른 명확한 보수비용의 변화

를 평가하기 위해 목표 내구수명을 200년까지 연장시키면서 

보수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년경과 후 결정론적인 방

법에서는 362,842천원이 평가되었으며, 확률론적인 방법에

서는 385,312천원이 평가되었다. 2번째 보수시기인 136.6년 

이후로 결정론적인 방법에서는 362,842천원의 보수비가 동

일하게 평가되었으나 확률론적인 방법에서는 283,178천원 ~ 

385,313천원으로 연속적인 보수비용 함수가 평가되었다. 

Fig. 12 Normal and normal distributions of life time function for 
GGBFS concrete

Fig. 13 Repair cost comparison with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manner (normal and normal distributions, GGBFS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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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로그 분포를 가지는 경우

Fig. 14 및 Fig. 15에서는 초기 내구수명에 대한 확률분포가 

정규분로를 가지고 보수에 의한 내구수명 함수가 로그분포를 

가지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보수비의 경향은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증가할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이

로 인해 선형 증가에 가까운 연속적 보수비 함수가 나타난다. 

Fig.14와 같이 초기의 내구수명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보수를 

통한 내구수명이 긴 내구수명(평균)을 가진 로그함수일 경우 

겹쳐지는 부분이 작으므로 정규-정규 분포보다 보수비가 낮

고 비선형적인 보수함수를 나타낸다.  이전까지는 보수함

수가 정규함수이건 로그함수이건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으므

로 거의 동일한 보수비용이 평가되었다. 200년의 목표내구수

명을 설정할 경우, 결정론적인 방법은 362,842천원이, 정규-

정규인 경우는 385,312천원이, 정규-로그인 경우는 348,859

천원이 발생하였다. 

Fig. 14 Normal and log distributions of life time function for 
GGBFS concrete

Fig. 15 Repair cost comparison with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manner (normal and log distributions, GGBFS concrete)

3) 로그-정규 분포를 가지는 경우

초기의 내구수명이 로그 확률분포를 가지고 보수에 의한 

내구수명이 정규분포를 가지는 경우에 대한 결과는 Fig. 16 및 

Fig. 17과 같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의 확률분포가 로그

이므로 초기의 유지관리비는 정규분포에 비하여 증가하며 이

후 정규분포를 가진 보수에 의한 수명함수로 인해 겹쳐지는 

영역이 커지므로 보수비가 증가하게 된다. 200년의 목표내구

수명을 가지는 경우, 결정론적인 방법은 362,842천원이, 정규

-정규인 경우는 385,312천원이, 정규-로그인 경우는 348,859

천원이, 로그-정규인 경우는 379,237 천원이 발생하여 정규-

정규분포인 경우보다는 약간 낮게 평가되었다.

Fig. 16 Log and normal distributions of life time function for 
GGBFS concrete

Fig. 17 Repair cost comparison with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manner (log and normal distributions, GGBFS concrete)

4) 로그-로그 분포를 가지는 경우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의한 내구수명 분포와 보수에 의한 

내구수명 분포가 모두 로그분포를 가지는 경우의 확률분포의 

구성은 Fig. 18에, 이를 통한 보수비용의 평가는 Fig. 19에 나

타내었다. OPC 콘크리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그분포를 

사용할 경우 두 개의 확률분포의 겹쳐지는 부분이 매우 낮으

며 GGBFS의 경우 평균값의 증가로 인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

으므로 보수비용이 가장 작게 평가되었다. 

결정론적인 방법은 362,842천원이, 정규-정규인 경우는 

385,312천원이, 정규-로그인 경우는 348,859천원이, 로그-정

규인 경우는 379,237 천원이, 로그-로그 분포에서는 343,359

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로그-로그에서 가장 낮은 보수비용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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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Log and log distributions of life time function for GGBFS
concrete

Fig. 19 Repair cost comparison with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manner (log and log distributions, GGBFS concrete)

5) 서로 다른 확률변수-내구수명을 고려한 보수비 평가

OPC 콘크리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보수시점인 

136년을 고려하여 130년부터 목표내구수명인 200년까지의 

확률론적 보수비용의 변화 비를 결정론적인 방법과 비교하면 

Fig. 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0 Cost ratio to deterministic method with varying intended 
service life (GGBFS concrete)

내구수명에 이르는 136.6년 이후에서는 목표내구수명인 

200년까지 확률론적인 방법은 결정론적인 방법에 비하여 다

음과 같이 보수비율을 요약할 수 있다. 정규-정규에서는 

78.0~106.2% 수준을, 정규-로그에서는 78.1~96.1%를, 로그-

정규에서는 74.7~104.5%를, 로그-로그에서는 74.8~94.6%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3.4 확률분포 및 배합특성을 고려한 보수비용의 평가

두 가지 배합은 하나의 RC 구조물에 적용을 가정한 것이고 

목표내구수명이 100년인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100년의 목

표내구수명 동안의 소요되는 보수비용을 결정론적인 방법을 

사용한 OPC 콘크리트를 기준 값으로 비교하면 각 확률조건 

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GGBFS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초기의 

내구수명과 보수로 인한 내구수명의 연장이 매우 길게 평가

되었으므로 보수비용이 큰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결정론

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는 GGBFS 콘크리트에서 33.3% 

수준으로 보수비가 감소하였으며, 로그-로그 분포를 사용하

였을 경우 30.0% 수준으로 더욱 감소가 가능하다. 확률론적

인 유지관리 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 연속적인 보수비의 산

정이 가능하므로 목표내구수명의 변화를 통하여 더욱 합리적

인 보수비의 산정이 가능하다. 

Fig. 21 Cost ratio to OPC with deterministic method within 100 
year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규 분포를 활용한 확률론적 내구

수명해석에 로그 분포를 추가로 고려하여 RC 구조물의 보수

비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으며, 실제 보수 시공 비

용을 참고하여 목표 내구수명을 만족시키는 보수비용을 평가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OPC 배합과 GGBFS 40 % 치환 혼입 배합을 대상으로 

내구수명 해석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 GGBFS 배합에서는 잠재수경성에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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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OPC 배합 대비 2.3 ~ 2.8배 큰 내구수명을 나타내었

으며, 그에 따라 결정론적 해석 방법으로 보수횟수를 산

정하게 되면 목표 내구수명 100년에 부합하기위해 OPC 

배합의 경우 3회의 보수횟수를 GGBFS 배합의 경우 1회

의 보수횟수를 갖는다. 결정론적 해석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게 되면 100년의 목표내구수명을 갖기 위해 OPC 

배합에서는 544,263천원이, GGBFS 배합에서는 181,421

천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 

2) 정규-정규 분포, 정규-로그 분포, 로그-정규 분포, 로그-

로그 분포 총 4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확률론적 해석방

법으로 OPC 배합의 보수비용을 산정한 결과 로그-로그 

분포가 가장 낮은 보수비용을, 정규-정규 분포가 가장 높

은 보수비용을 나타냈다. 또한 확률론적 해석에서는 두 

분포간의 겹치는 부분이 증가할수록 보수비가 선형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비교적 많은 로그-정규 

분포에서 보수비용이 정규-로그 분포 대비 약 110 %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 내구수명을 80년에서 100

년으로 변화시키면서 결정론적 방법 대비 확률론적 방

법의 보수비용 변화율을 평가한 결과 로그-로그 분포를 

사용한 경우 69.9 % ~ 81.2 %의 변화율이 나타내었다.

3) OPC 배합과 같은 확률 분포 조건으로 GGBFS 배합의 보

수비용을 평가하였다. GGBFS 배합의 경우 GGBFS 혼

입에 의한 내구수명 증가로 인해 목표 내구수명을 200년

으로 증가시켜 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 GGBFS 배합 역

시 OPC 배합과 마찬가지로 로그-로그 분포, 로그-정규 

분포, 정규-로그 분포, 로그-로그 분포 순으로 낮은 보수

비용이 평가되었다. 목표 내구수명을 130년부터 200년

으로 변화시키며 결정론적 방법 대비 보수비용의 변화

율을 평가하였는데 로그-로그 분포에서 74.8 ~ 94.6 %의 

변화율이 나타났다.

4) OPC 배합의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보수비용을 기준으

로 각 조건의 보수비용을 비교 평가한 결과 GGBFS 배합

의 로그-로그 분포를 사용한 경우 30 %로 가장 큰 변화

율을 나타내었다. 확률론적 내구수명 해석은 연속적인 

보수비용을 산정할 수 있어 목표내구수명의 변화를 통

해 합리적인 내구설계가 가능하며, 내구수명 분포를 로

그 함수로 가정할 경우 보다 경제적인 내구수명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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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염해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용기간의 증가에 따라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수를 포함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

로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내구수명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평가되고 있으나, 확률론적 유지관리 기법을 고려할 경우 연속적인 보

수비용이 평가되므로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기존의 확률론적 유지관리 기법에서는 정규분포만 고려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기

내구수명 및 보수에 따른 수명-확률함수에 로그함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OPC 및 GGBFS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보수비

용을 평가하였다. 로그 함수를 가지는 수명-확률함수는 중앙값 이전보다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초기 내구수명 분포에 유리하며 

전반적으로 낮은 보수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GGBFS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OPC 콘크리트 비하여 높은 내구수명과 낮은 보수횟수를 통하여 

30% 수준으로 보수비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확률론적 유지관기 기법은 정규분포 뿐 아니라 로그분포를 가지는 수명-확률함수를 

초기 및 다양한 보수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 합리적인 보수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핵심용어 : 염해, 보수비용, 확률론적 유지관리, 고로슬래그 미분말, 수명-확률함수, 로그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