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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y를 이용한 교량 자산관리 기법에 관한 기초 연구

A Study on Bridge Asset Management Method using Fuz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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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Byung Wan․Kim, Heon․Lee, Yun Sung․Won, Chan Ho․Kim, Jung Hoon

최근 노후화 된 교량,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물의 증가로 시설물 자산관리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별 시설물 또는 관리주체에 따른 최적화된 자산관리 방법론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자산관

리의 위험도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량 자산관리에서의

LOS 성능평가 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퍼지 모델의 적용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제안된 퍼지

위험도분석 절차와 방법이 접목된 평가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자산관리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핵심용어 : 시설물 자산관리, 퍼지, 위험도평가, 사회기반시설, 의사결정

  
1. 서 론

과거 1970∼80년도 집중적인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이 급증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기반시설물의 합리적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목표 관리 수준

의 정의, 현재 관리수준의 평가, 예산 투입에 따른 미래 관리수준의 변화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자산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선종완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Fuzzy를 이용한 자산관리 적용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자산관리 과정의 주요

소인 교량 성능평가에 위험도 평가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 Fuzzy 기반 LOS 위험도 매트릭스 적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 프로세스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개선하

기 위해 퍼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LOS 위험도 매트릭스를 적용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절차

는 다음과 같다.(Ossama Y et al. 2013)

표 1. 교량 상태평가 평가 등급 표 2. 건전성지수 영향인자

구분 교량의 상태평가
등급 지수

Level 1 0-0.13
Level 2 0.13-0.26
Level 3 0.26-0.49
Level 4 0.49-0.79
Level 5 0.79이상

구분 교량의 상태평가
등급 지수

Level 1 5년미만
Level 2 5년-20년
Level 3 20년-30년
Level 4 30년-50년
Level 5 50년이상

그림 1.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
참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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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위험도 평가 등급

FROM TO
E 0 20
D 20 40
C 40 60
B 60 80
A 80 10Input 1 Input 2 Output

그림 2. 퍼지 Input-Output 데이터

상태평가 평가 등급 지수(0.4) 교량 공용 년수(29년) 퍼지 평가 결과(25.1)
그림 3. 퍼지 위험도 평가 결과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 프로세스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개선하

기 위해 퍼지를 이용하여 성능척도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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