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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장의 콘크리트 철근 및 강연선 재료 강도에
대한 통계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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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fundamental study to introduce the reliability-based design code, a statistical study is conducted for the mate-

rial strength data collected from domestic construction sites. In order to develop a rational design code based on statistics and reliability theory, it is essential to obtain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material strength. Material strength data for concrete, reinforcing
bars, and prestressing strands which are used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s are col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Then, the statistical properties are compared with those used in the process of the reliability-based calibration of internationally leading design
codes.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domestic data are such that the bias factor is relatively uniform between 1.13 and 1.20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s below 0.10. Reinforcing bar data show difference among different manufacturers bu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among re-bar diameters. In the case of tendons, which are high strength materials, both of the domestic and foreign data
show smaller values of the bias factor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than those of concrete and re-bar. Statistical distribution of
all the material strength can be properly assumed as normal, log-normal, or Gumbel distribution after analyzing the classified data
by individual construction site and manufacturer rather than the mixed data obtained from different sources in order to express the
individual distribution of each structure.
Keywords : statistical properties of material, material strength of construction site, reliability-based design, bias factor, coefficient
of variation
1.

서 론

이 논문은 국내에 신뢰도 기반 구조물 설계 기준을 도
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하나로 최근 국내 콘크리트와
철근 및 PS 강재에 관한 재료 강도의 현황을 조사하며
통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신뢰도 기반 설계의 중요
한 의의 중의 하나가 실제 계측 자료를 토대로 역학과
통계적 분석을 구조물 설계와 연결하여 객관성과 합리성
을 추구하는데 있으므로, 시공 현장에서 사용되는 구조
재료의 실제 강도에 관한 통계 특성은 매우 필수적인 조
건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시공 현장으로
부터 콘크리트, 철근 및 PS 강재의 재료 강도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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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들을 통계 처리하고 외국 자료와 비교 분석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재가 발휘하는 실제 강도는 설계
기준식으로 구하는 공칭 강도와는 차이가 발생하는 데
그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재료
의 강도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콘크리트와 철근 재료
의 실제 강도가 공칭 강도 값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
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부재의 치수에서 발생하는 원인
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의 면적이나 간격 등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원인이 되고, 셋째로 강도를 구하기 위한 수식
모델링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원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중 첫 번째 원인인 구조 재료 강도의 국내 현황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설계기준들은 이러한 실제 강
도와 공칭 강도와의 차이를 감안하면서 소정의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분 안전 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
한 부분 안전 계수들은 통상적으로 주로 경험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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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장 자료들과 실험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선진국들은 설계기준의 안전 계수
를 실측 자료에 근거한 통계 분석과 신뢰도 이론을 통
하여 보정하는 신뢰도 기반 한계 상태 설계법을 도입하
고 있다.
외국의 설계기준 보정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 통계에 관
하여 발표된 대표적인 참고문헌으로는 Ellingwood 등 이
미국의 신뢰도 기반 하중 기준을 연구 개발하면서 여러
연구자들의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이후 Nowak 이 수행한 미국 AASHTO LRFD 교
량설계기준의 신뢰도 기반 설계 계수 보정 연구에도 사
용되었다. 최근 자료로는 Nowak & Szerszen 이 ACI 설
계기준을 신뢰도를 기반하여 보정하는 연구를 수행하면
서 수집하고 실험하여 발표한 자료가 있다. 국내에서도
신뢰도기반 설계기준의 도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
되면서 최근에 구조 재료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광범위
한 실험과 제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통계 특성 데이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시공 현장의 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특
히 재료 강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수립되고 이를 준
수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
의 광범위한 현장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콘크리트 구조물
에 관한 재료 강도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국내에서 시공되는 실제 구조물에 사용된 구조 재료의
통계적인 성질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구조물의 강도를 발
현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설계 변수인 재료 강도의 통
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향후 구조 부재가 만족하는 강도
에 관한 통계적인 특성값을 산정하거나 통계 및 신뢰도
기반 설계 기준의 안전율을 산정하는 연구 등의 기본 자
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3)

4)

5)

6)

7-9)

2.

2.1

콘크리트 통계 자료 분석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통계적 성질

국내에서 시공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에 관한 통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도로
공사의 고속국도 현장과 대형 시공사의 현장 및 지방청
의 국도 현장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1997년부터 2009년
까지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관리 대장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자료에는 도로 및 교량 시공 현장에서 타설
된 콘크리트의 7일 강도 및 28일 강도와 슬럼프 값, 공
기량, 염분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28일 강도를 통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제공받은 자료의 28일 압축강도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
한 후, 명백하게 기록상의 오류로 판단된 소수의 데이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료를 통계 분석에 포함시켰다. 전체
압축강도 자료의 데이터 수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계기준 강도 13 MPa부터 60 MPa까지 총 10,753개이다.
설계기준 강도별로 개의 데이터에 대한 28일 압축강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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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parameters for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data from domestic construction reports
Standard Bias
Specified Number
Mean
COV
deviation factor
comp. strength of data
V
µ (MPa)
f (MPa)
N
σ (MPa)
λ
13
221
16.44
1.83
1.26 0.111
15
505
18.63
2.04
1.24 0.109
18
642
21.83
1.53
1.21 0.070
21
2213 25.05
1.58
1.19 0.063
24
5367 28.71
1.75
1.20 0.061
27
927
31.40
1.82
1.16 0.058
30
89
35.48
1.99
1.18 0.056
40
239
45.10
2.73
1.13 0.060
45
61
53.16
2.01
1.18 0.038
50
392
59.32
3.39
1.19 0.057
60
97
72.04
1.41
1.20 0.020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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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k는 설계기준 강도를 나타낸다.
Table 1의 결과로부터 편중계수 λ는 1.13부터 1.26까지
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식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8일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설계기준 강
도보다 강도별로 1.13배에서 1.27배까지 만큼 더 큰 값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저강도 콘크리트의 편중
계수가 고강도의 편중 계수보다 대개 큰 현상을 보여주
어, 저강도 콘크리트일수록 설계기준 강도에 비하여 현
장에서 사용하는 28일 압축강도의 평균값의 비율이 더 큰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재료의 강도가 의미가 있는
21 MPa 이상의 콘크리트의 경우에, 편중 계수는 40 MPa
의 경우에 1.13으로 가장 작고, 이를 제외하면, 1.16에서
f

사이의 비교적 고른 값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평
균강도값과 설계기준 강도와의 절대값의 차이를 비교한
다면, Table 1로부터 21, 24, 27 MPa 콘크리트는 차이가
각각 4.1, 4.7, 4.4 MPa이고 30, 40, 45, 50, 60 MPa 콘크
리트는 각각 5.5, 5.1, 8.2, 9.3, 12.0 MPa의 차이가 있으므
로, 대개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강도 절대값의 차이가
더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의
식 (10)을 통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한편, 표준 편
차를 평균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변동 계수를 보면,
21 MPa 이상의 대부분의 강도에 대하여 약 0.06 또는 0.07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는 미국 ACI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의 하중 및
저항계수 보정 연구 에서 사용한 자료 중 일반 레디믹스
트 콘크리트의 통계 특성이다. 이 표에서 편중 계수 λ는
저강도 일수록 크고 고강도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1 MPa에서 40 MPa 범위의 강도에 대한
편중 계수 값은 국내 자료의 경우 Table 1로부터 1.13에서
1.20의 범위인 반면에 Table 2의 자료는 1.12에서 1.35를
보이고 있어 국내 자료 값이 좀더 균일한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변동 계수를 살펴보면 국내 자료의 값은 동
일한 범위의 강도에 대하여 0.056에서 0.063의 범위에 있
으며, Table 2의 자료는 0.042에서 0.145의 범위를 보이
고 있어 국내 자료가 좀 더 균등한 값을 보이고 있다.
Fig. 1은 Table 1의 자료 중에서 21 MPa 이상의 설계기
준강도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1.20

5)

Statistical parameters for ordinary ready-mix concrete
in Nowak & Szerszen
Bias
Specified comp.
Number of Average comp. factor COV
strength
samples strength (MPa)
V
(MPa) (psi)
λ
20.7 (3000)
88
28.0
1.35 0.102
24.1 (3500)
25
29.2
1.21 0.079
27.6 (4000)
116
34.0
1.24 0.145
31.0 (4500)
28
35.3
1.14 0.042
34.5 (5000)
30
39.5
1.15 0.058
41.3 (6000)
30
46.2
1.12 0.042
Table 2

6)

Fig. 2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on normal probability
paper for whole data

PDF)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각 강도별로 데이터의 도수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도
수 분포와 같은 정규 분포 함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점
선으로 비교하여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로
부터 대체적으로 데이터의 도수 분포가 정규 분포와 근
사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Fig. 2는 Fig. 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누적 분
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정규
확률지(normal probability paper)에 나타낸 그래프이다. 정
규 확률지에서 직선으로 나타날수록 그 분포는 정규 분
포에 가깝게 된다. 이 그림에서 보면, 분포의 중앙 부분
인 누적 분포 값이 0.5인 평균값 부근은 대부분의 강도
에 대하여 직선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누적
분포 값이 0.90을 넘어서면, 특히, 저강도의 콘크리트일
수록 직선에서 벗어나서 기준 강도보다 훨씬 높은 강도
를 보이는 값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통계 분포에 대하
여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2.2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현장별 분석

실제 개개의 구조물별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통계 특
성은 앞 절에서 살펴본 전체 데이터에 대한 통계 특성
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데이터를 좀 더 세
분하여 세부 현장별로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통계 특성을 알아본다. 여기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의 편
차와 통계 분포에 대하여 중점을 둔다.
Fig. 3은 Table 1에서 사용한 전체 데이터를 각 현장별
로 구분하고, 시공 기간에 따라 분리한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변동 계수를 각각의
압축강도 평균값에 대하여 도시한 그래프이다. 콘크리트
와 철근에 대하여 각각 재료 저항 계수를 설계에 적용
하는 Eurocode에서는 콘크리트 강도별 변동 계수의 회기
분석 식을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 계수를 결정하는데 이
용한다. 따라서 Fig. 3은 국내 실정에 맞는 재료 저
항 계수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장별로 구분한 데이터를 적용하여 콘크리트 압축강
10,11)

Fig. 1

Frequency histogram and PDF for 28 day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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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of-fit test for concrete in Fig. 5
Distribution type
χ test
A-D test
Normal
0.130
0.419
Log-normal
0.271
0.519
Extreme
Gumbel : 0.772
Weibull : < 0.01

Table 3

2

분포에 대하여 객관적인 적합도 검증(goodness-of-fit test)
을 수행하였다. 극치 분포에 대하여는 χ test로는 Gumbel
분포를, A-D test로는 Weibull 분포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 적합도 p값이
0.05보다 크면 유의 수준 95%로 해당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대상 자료는 정규 분포, 로그 정규 분포 및
Gumbel 분포는 만족하고 Weibull 분포만 불만족하였다.
Gumbel 분포에 대하여 적합도 값이 가장 컸으며, 수식
의 전개에 있어서의 편의성이나 개념의 간편성을 위하여
정규 분포나 로그 분포로 가정하여도 좋다고 할 수 있다.
2

Fig. 3

Coefficient of variation of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at construction sites

도의 통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누적 분포 함수를 도
시하면 Fig. 4와 같다. 여러 현장의 자료를 종합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한 확률 분포인 Fig. 2와 비교하여 보면,
개별 현장별로 분리한 자료에 대한 확률 분포인 Fig. 4
가 더 직선적임을 알 수 있어, 데이터를 개별 현장별로
분리함에 따라 압축강도의 분포가 정규 분포와 더 근사
해짐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분리한 데이터를 대
상으로 계산에 의하여 Chi-square(χ ) test와 통계 프로그
램 을 이용하여 Fig. 5와 같은 Anderson-Darling(A-D)
test를 수행하였으며, 정규 분포, 로그 정규 분포 및 극치
2

12)

2.3

콘크리트 설계기준 규정의 통계적 특성

현행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미국 ACI기준 및 Eurocode
에서는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에 관한 요구 조건에 통계
적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현행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과 미국 ACI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 각 등급의 압축강도는 다음 두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첫째는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ck이상이며, 둘째는
개개의 강도시험값이 ck ≤ 35 MPa인 경우 ( ck − 3.5)MPa
이상, 또는 ck > 35 MPa인 경우 0.9 ck이상일 때이다. 이 규
정에 대한 해설에서는, 강도 시험을 통하여 비록 콘크리
트 강도가 균질성을 만족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만족하
지 않을 확률은 1%(1/100)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
본 통계식을 이용하여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3)

2)

14)

f

f

f

f

Fig. 4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on normal probability
paper for selected construction sites

f

(5)

1 – Φ ( 2.33 ) = 1/100

각각의 규정에 대하여 위반 확률이 1/100 이하로 만족
하여야 하는 최소값을 min으로 표시한다면 이는 평균 µ에
서 표준편차 σ 의 2.33배를 뺀 값보다 크면 되므로,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

(6)

µ ≥ f min + 2.33 σ

이 식을 이용하여, 위의 규정 중 먼저 둘째 요건에 관
해서 살펴보면, ck ≤ 35 MPa인 경우 min = ck − 3.5 또는 ck >
35 MPa인 경우 min = 0.9 ck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f

f

f

Fig. 5

Goodness-of-fit test of 24 MPa concrete for norm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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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f

µ ≥ ( f ck – 3.5 ) + 2.33 σ

(7)

µ ≥ 0.9 f ck + 2.33 σ

(8)

또한, 첫째 규정인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평균에 대한
요건은, 3번의 연속 시험에 대한 평균값의 평균은 µ와 동
일하고, 표준편차를 σ3라 한다면, 평균의 표준오차에 관한
관계식에 따라 개개의 실험값의 표준편차 σ와의 관계는
σ 3 = σ / 3 과 같다. 따라서, 식 (6)에서 우항의 2.33σ3
= 1.34σ 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첫째 규정을 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15)

(9)

µ ≥ f ck + 1.34 σ

Table 4에

압축강도 자료의 평균값과 식 (7)~(9)의 값
을 비교하였다. 식 (9)의 규정을 만족하기 위한 평균값이
식 (7)과 (8)의 경우보다 더 큼을 알 수 있으며, 이 연구
에서 수집한 자료의 평균값은 이들 규정에서 요구한 평
균값보다 더 크다. 따라서 Table 4의 모든 강도의 콘크
리트는 현행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의 강도 규정을 만족
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Eurocode-2 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평균값
은 다음 식과 같이 공칭강도에 8 MPa을 더하여 구하고
있다.
14)

f

cm

=

f

ck

+ 8 MPa

(10)

또한, Eurocode-0 에서는 통계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재료강도의 대개 하위 5% 분위값으로 재료의 기준값
(characteristic value)을 정의하고 있다. 식 (5)에서와 같이
표준 정규 분포 관계를 적용하면 하위 5%는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3)

1 – Φ ( 1.64 ) = 0.05

(11)

이로부터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평균과 기준강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µ ≥ f ck + 1.64 σ

(12)

Comparison of mean compressive strength data and
requirement of concrete code
Requirement of
Eurocode
KCI
& ACI Code
Mean
f
(MPa) µ (MPa) Eq. (7)
Eq. (9) Eq. (10) Eq. (12)
or (8)
21
25.05
21.18
23.12
29
23.59
24
28.71
24.58
26.35
32
26.87
27
31.40
27.74
29.44
35
29.98
30
35.48
31.14
32.67
38
33.26
40
45.10
42.36
43.66
48
44.48
45
53.16
45.18
47.69
53
48.30
50
59.32
52.90
54.54
58
55.56
60
72.04
57.29
61.89
68
62.31

Table 4

ck

Table 4에

식 (10), (12)에 따른 평균값을 자료의 평균
값과 함께 비교하였다. 식 (10)의 값은 40 MPa 이하의 강
도에서는 자료의 평균값보다 크게 나오고, 45 MPa 이상
의 강도에서는 자료의 평균값보다 작게 나오고 있다. 따
라서 식 (10)은 실제 콘크리트 압축강도 자료와 비교하여
특히 40 MPa 이하인 경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식 (12)과 비교해서는 자료의 평균값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able 4의 모든 강도의 콘크리트는 식 (10)
은 부분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식 (12)는 모두 만족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3.1

철근 통계 자료 분석

철근 항복강도의 통계적 성질

철근의 재료 특성에 대한 통계 자료는 도로공사 사업
소별 철근 재료 물성값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
는 SD 300, 400, 500에 대하여 제조사별로 2005년과
2006년의 시험 성적서에 의거하여 정리한 자료로서 철
근 규격 및 강종별로 인장강도 및 항복 강도를 정리하
고 있다. 이 중에서 항복 강도에 관한 총 1,668개의 자
료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5에 통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편중 계수 λ를 살펴보면, 현재 주로 많이 사용되
는 강도인 SD 300과 400은 항복 강도의 평균값 µ가 공
칭 항복 강도 y보다 각각 23%, 20% 만큼 더 크게 나타
나며, SD 500 철근은 9%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변동
계수 를 살펴보면, SD 300과 400은 각각 9%, 10%를
나타내며, SD 500인 경우에는 2%이다. 즉, SD 300과
400은 SD 500에 비하여, 구분될 정도로 현저하게, 평균
값이 공칭값에 비하여 크고, 편차도 더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Eurocode에서는 통계적 재료 기준강도인 식 (11)
을 적용한 하위 5퍼센트 분위값으로 기준값을 정의하고
있다. 식 (12)와 같이 철근의 항복 강도의 평균과 기준
강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

V

(13)

µ ≥ f y + 1.64 σ

Table 5에 식 (13)에 따른 평균값을 자료의 평균값과
비교하였다. 식 (13)의 평균값과 비교해서는 자료의 평균
값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able 5의 모든 항복
강도의 철근은 식 (13)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tatistical values for whole data set of yield strength
of reinforcing steel
Specified yield Number Mean Stand. Bias COV Eq. (13)
strength f of data µ dev. σ factor V (MPa)
(MPa) (MPa) λ
(MPa)
N

Table 5

y

300
400
500

696
925
47

371.2 32.48 1.24 0.09 353.3
478.8 47.76 1.20 0.10 478.3
542.8 10.93 1.09 0.02 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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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parameters for reinforcing steel (selected)
in Nowak & Szerszen
Grade
Bar size Number of
Bias
COV
(MPa) (ksi)
(mm)
samples N factor λ
V
12.5 (No. 4)
79
1.145
0.065
19 (No. 6)
38
1.150
0.050
420 (60)
25 (No. 8)
36
1.145
0.050
31 (No. 10)
5
1.140
0.040

Table 6

6)

Table 6은

앞에서 언급한 미국 ACI 설계기준의 보정
연구에서 사용한 철근의 통계 자료의 일부이다. 동일 강
도의 400 MPa 국내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편중 계수와
변동 계수 모두 국내 자료의 값이 약간 더 큼을 알 수
있다.
Fig. 6은 국내 철근에 대하여 강도별로 도수 분포를 막
대그래프로 나타내고, 평균과 표준편차가 도수 분포와 같
은 정규 분포 함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비교하여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림에서 가장 큰 강도인 SD 500
에 대한 도수 분포는 정규 분포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
는 반면에, SD 400에 대한 도수 분포 막대그래프는 정
규 분포 곡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
히 SD 400에 대한 도수 분포를 보면, 강도 440 MPa 부
근에 분포의 피크가 존재하고 또한 강도 510 MPa 부근
에도 또 하나의 피크가 존재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SD 300에 대한 도수 분포에서도 나타나
는데, 360 MPa 부근의 피크와 더불어 450 MPa 부근에
두 번째 피크가 존재한다.
Fig. 7은 정규 확률지에 철근 강도별로 누적 분포를 도
시한 그림으로, SD 500인 경우는 직선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므로 정규 분포에 가까우나, SD 300과 SD 400의 분
포는 직선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므로, 그 분포가 정규 분
포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
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철근의 제조사별 및 철근 직
경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Fig. 7

3.2

CDF of yield strength of reinforcing steel on normal
probability paper for whole data set

철근 항복 강도의 제조사별 분석

특히 SD 400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피크를 갖는 분포
의 특이성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데이터를 제
조사별로 구분하여 통계 처리한 후 결과를 Table 7과 Fig. 8
에 나타내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철근 항복 강도의
평균값이 비슷한 제조사별로 A, B 그룹으로 나눌 수 있
다. A 그룹의 평균값은 약 440 MPa이고, B 그룹의 평균
값은 약 500 MPa이며, 이 값들은 각각 Fig. 3에서 보이
는 두 개의 피크 값과 같은 값임을 알 수 있다. B 그룹
의 데이터는 주로 대형 제조사들의 데이터들이며, 해당
데이터의 제조년도 시점에서 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70%인 점과 Table 7의 데이터 개수에서 group B의
데이터 개수 비율이 68%인 점으로 보아 이 데이터는 국
내 시장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사 그룹별로 확률 밀도 함수(PDF)를 분리하여 도
시하면 Fig. 8과 같다. Fig. 8(a)는 A 그룹의 PDF이며,
Fig. 8(b)는 B 그룹의 PDF이다. 각각의 그림은 정해진 목
Statistical values for yield strength of SD 400 re-bar
classified by manufacturer group
Standard Bias
Manufac- Number Mean deviation
COV
turer
of data (MPa) (MPa) factor
V
λ

Table 7

Group A 296 (32%) 443.8
Group B 629 (68%) 495.3
Total
925
478.8

Fig. 6

Frequency histogram and PDF for yield strength of
reinforcing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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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42.65
40.62
47.76

1.11
1.24
1.20

0.10
0.08
0.10

Frequency histogram and PDF for yield strength of SD
400 steel classified by manufacturer group

Statistical values of yield strength of re-bars classified
by bar sizes
Specified
Stand. Bias
of Mean yield deviation
yield
Bar No.
factor COV
strength
V
strength size data
σ
λ
N µ (MPa)
(MPa)
f (MPa)
D10 68
395.4
48.8 1.32 0.12
D13 196
382.4
40.4 1.27 0.11
D16 246
377.3
37.3 1.26 0.10
D19 201
373.7
41.9 1.25 0.11
300
D22 196
370.7
37.4 1.24 0.10
D25 192
368.2
31.9 1.23 0.09
D29 170
364.6
33.7 1.22 0.09
D32 111
362.1
35.9 1.21 0.10
Total 1380 374.3
38.4 1.25 0.10
H10 6
490.5
32.7 1.23 0.07
H13 163
481.7
50.7 1.20 0.11
H16 205
487.9
50.8 1.22 0.10
H19 171
478.3
45.7 1.20 0.10
H22 187
473.1
45.9 1.18 0.10
400
H25 83
469.2
42.4 1.17 0.09
H29 81
471.8
41.4 1.18 0.09
H32 29
483.5
57.1 1.21 0.12
Total 925
479.5
45.8 1.20 0.10
500
Total 47
542.8
10.9 1.09 0.02

Table 8

y

Fig. 9

CDF of yield strength of reinforcing steel after classification by manufacturer group

표 강도에 따라 생산할 때 보이는, 하나의 피크를 가지
는 일반적인 분포 형식을 보인다. 따라서, 제조사별로 SD
400 철근을 생산하는 목표 강도의 크기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그룹의 목표 강도가 차
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는 각각 2 개의 그룹으로 분리한 SD 300, SD
400 데이터를 이용하여 누적 분포 함수를 정규 확률 분
포지에 도시한 그림이다. Fig. 9에서 특히 SD 400에 대
하여 제조사별로 분리하여 도시한 그림이 Fig. 7에서보
다 직선적이므로 제조사별로 구분하여 도시한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더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3.3

철근 항복 강도의 직경별 분석

다음은 철근 직경별로 그 통계적 특성 값을 분석한다.
제조사가 표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직경별로 구분
한 후 통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SD 300의 편중 계수 λ는 직경이 커
짐에 따라 1.32에서 1.21까지 약간씩 감소하며, 변동 계수
는 평균값인 0.10과 매우 근사함을 볼 수 있다. SD 400
철근은 모든 직경에 있어서 편중계수 λ가 평균값인 1.20
과 유사한 값을 보이며, 변동 계수 도 평균값인 0.10과
유사한 값을 보인다. Fig. 10은 SD 300과 400 철근에 대
하여 직경별로 누적 분포 함수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앞
의 Fig. 7에서와 마찬가지로 SD 400 철근에 있어서 분
포의 중심부인 누적 확률 0.5 부근에서 정규 확률 그래
프가 직선을 이루지 않고 굽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D 400 철근에 대하여 직경별 데이터를 다시 제조사 별
로 구분하여 도시하면 Fig. 11과 같다. 앞의 Fig. 9와 같
이 확연하게 2 그룹으로 구분이 됨을 볼 수 있다. 개개의
시공 현장에서는 한 곳이나 또는 제한된 수의 제조사로부
터 철근을 공급받아 사용할 것이므로, Fig. 12와 같이 제
조사별로 구분하면, 철근의 항복 강도의 분포도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와 같이 정규성을 따른다고 예측할 수 있
다. 한 제조사의 자료를 대상으로 콘크리트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적합도 검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9에 나
타내었다. 이로부터 대상 자료는 유의 수준 95%로 정규
V

V

Fig. 10

Fig. 11

CDF of yield strength of re-bars classified by bar sizes

CDF of yield strength of SD400 re-bars classified by
manufacturer groups and bar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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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룹 B 및 SD 300의 두 그룹의 평균은 1.24와 1.25
이다. 철근 직경별로 편중 계수 λ를 비교하여 보면, SD
300의 그룹 A와 B 및 SD 400의 그룹 A에서는 철근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대개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나, 그 크기 차이가 크지 않고, SD 400의 그룹 B에서는
직경과 관계없이 평균값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변동
계수 는 모든 경우에서 대개 10% 내외로 평균값과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현행 콘크리트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의
철근에 대한 규정은 KS D 35046 에 적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KS D 3504에서는 철근의 항복 강도가 공칭
항복 강도 값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항복 강도
의 상한선에 관한 규정이나 편차를 나타내는 변동 계수
에 대한 제한도 없다. 이는 편중 계수 λ가 1.0 이상이면
되므로, Table 5의 통계 데이터는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V

16)

Fig. 12

Goodness-of-fit test of yield strength of SD400-D22
re-bar for normal distribution

Goodness-of-fit test for re-bar in Fig. 12
Distribution type
χ test
A-D test
Normal
0.279
0.582
Log-normal
0.279
0.601
Extreme
Gumbel : 0.504
Weibull : 0.041

Table 9

2

분포, 로그 정규 분포 및 Gumbel 분포는 만족하고 Weibull
분포만 불만족하였다.
Table 10은 SD 300과 SD 400 철근에 대한 직경별 및
제조사 그룹별로 구분하여 통계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서 편중 계수 λ를 살펴보면, 그 크기에 있어서 SD
400의 그룹 A의 값들은 평균 1.10이며, 나머지 SD 400
Statistical values of yield strength of re-bars classified
by manufacturer groups and bar sizes
Group A
Group B
Spec.
yield Bar
strength size No. of Bias COV No. of Bias COV
data factor λ V data factor λ V
f (MPa)
D10 16 1.38 0.12 52 1.30 0.12
D13 56 1.27 0.07 140 1.28 0.12
D16 73 1.26 0.07 173 1.26 0.11
D19 54 1.25 0.09 147 1.24 0.12
300 D22 54 1.22 0.07 142 1.24 0.11
D25 63 1.20 0.06 129 1.24 0.09
D29 41 1.20 0.08 129 1.22 0.10
D32 29 1.18 0.05 82 1.22 0.11
Total 386 1.25 0.08 994 1.25 0.11
H10 2
1.14 0.03 4
1.27 0.04
H13 57 1.13 0.12 106 1.24 0.08
H16 63 1.13 0.13 142 1.26 0.08
H19 57 1.10 0.06 114 1.24 0.08
400 H22 53 1.09 0.08 134 1.22 0.09
H25 34 1.09 0.05 49 1.23 0.08
H29 24 1.09 0.05 57 1.22 0.08
H32 6
1.06 0.02 23 1.25 0.11
Total 296 1.10 0.07 629 1.24 0.08

Table 10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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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연선 통계 자료 분석

국내 제강사에 의뢰하여 프리스트레싱용 강연선, 현수
교 주케이블용 강선 및 사장교용 사장 케이블의 시험 성
적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통계 분석하였다. PS 강연선
자료는 7연선 중 지름 12.7 mm와 15.2 mm의 각각 100개
씩으로 합계 200개이며, 사장교용 사장 케이블은 선경이
15.7 mm이고 인장강도가 각각 1,770 MPa, 1,860 MPa인
사장재 자료 16개씩이다. 또한, 현수교 주케이블용 강선
은 선경이 5 mm이고 인장강도가 1,570 MPa 및 선경이
5.35 mm이고 인장강도가 1,860 MPa인 강선 자료 각 20
개씩이다.
Table 11을 보면 변동 계수 COV가 강연선, 강선의 경
우는 철근과 콘크리트와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준 편차 값이 작아서 이기도 하고, 또한
변동 계수가 식 (4)에서와 같이 평균 강도 값으로 나누
어진 값이므로 강연선과 케이블이 인장강도가 매우 높은
고강도 재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Table 12는 앞에서 언급한 미국 ACI 설계기준의 보정
연구에서 사용한 PS 강연선의 통계 자료의 일부이다. 국
Table 11

Specified
strength
f
(MPa)
pu

1860
1770
1860
1570
1860

Statistical values for tendon and cable
Stand.
Number Mean
Bias
COV
dev.
of data µ
factor
σ
V
N
λ
(MPa)
(MPa)
PS strand
200 1939.5 26.90 1.043 0.014
Stay cable for cable-stayed bridge
16 1831.2 17.17 1.03 0.009
16 1950.7 16.11 1.05 0.008
Main cable for suspension bridge
20 1708.8 5.39 1.09 0.003
20 1904.6 11.53 1.02 0.003

Eq. (13)
(MPa)
1904.1
1798.2
1886.4
1578.8
1878.9

Statistical parameters for prestressing strands (selected)
in Nowak & Szerszen
Grade
Size
Number of
Bias
COV
(MPa) (ksi) (mm) samples N factor λ
V
11
30
1.07
0.010
1,860 (270)
1,860 (270) 12.5
190
1.04
0.025

Table 12

6)

내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편중 계수와 변동 계수 모두
국내 자료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콘
크리트 및 철근의 편중 계수나 변동 계수에 비하여 작
은 값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연선이 콘크리트와 철근
에 비하여 강도의 상대적인 편차 비율이 작음을 나타내
고 있다.
데이터 개수가 많은 PS 강연선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
수의 예를 Fig. 13에 도시하였으며, 선경 5.35 mm인 현
수교 케이블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를 정규 분포 눈금
으로 Fig. 14에 도시하였다. 이 자료를 대상으로 콘크리
트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적합도 검증을 수행하여 그 결
과를 Table 13에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대상 자료는 유의
수준 95%로 정규 분포, 로그 정규 분포 및 Gumbel 분포
는 충분히 만족하고 Weibull 분포는 만족도가 다른 분포
보다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Eurocode의 통계적 재료 기준강도인 식 (11)을 적

Fig. 13

Fig. 14

Frequency histogram and PDF for PS tendon

Goodness-of-fit test of 1,860 MPa cable for suspension
bridge for normal distribution

Goodness-of-fit test for cable in Fig. 14
Distribution type
χ test
A-D test
Normal
0.423
0.425
Log-normal
0.423
0.429
Extreme
Gumbel : 0.801
Weibull : 0.05

Table 13

2

용한 하위 5% 분위값으로부터 강연선의 인장강도의 평
균과 기준 강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4)

µ ≥ f pu + 1.64 σ

Table 11에

식 (14)에 따른 평균값을 자료의 평균값과
함께 비교하였다. 식 (14)의 평균값과 비교해서는 자료의
평균값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able 11의 모든
재료 강도 자료가 식 (14)를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신뢰도 기반 설계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설계의 기
본 변수인 하중 및 구조 저항을 구하는데 있어서 실제
계측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구조물 설계의 안전율을 객
관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여 결정하므로, 시공 현장에서 사
용되는 구조 재료의 실제 강도에 관한 통계 특성을 구
하는 일은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현장에서 사용한 콘크리트, 철근 및 강연선의 통계 특성
을 조사하여 강도별로 그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제
시하였다.
콘크리트의 편중 계수는 강도별로 1.13~1.26이며, 변동
계수는 0.11 이하이다. 철근의 편중 계수는 SD 300, SD
400은 1.20~1.24이며, 변동 계수는 0.10에 가깝다. 철근의
편중 계수는 제조사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경별로는 커질수록 다소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차이
가 크지는 않다. PS 강연선과 케이블용 강연선 및 강선의
편중 계수는 1.02~1.09이며, 변동 계수는 0.003~0.014로 매
우 작다.
외국 참고문헌의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콘크리트는 국
내의 자료의 편중 계수와 변동 계수가 모든 강도에 있
어서 보다 균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철근의 경우는
국내 자료가 편중 계수와 변동 계수가 모두 다소 큰 편
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 자료에 비하여 강도가 크고
편차도 큰 결과를 준다. PS 텐던은 편중 계수는 비슷하
고 변동 계수는 국내 자료가 다소 작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자료는 현행 콘
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규정을 만족하였으며, 첫 번째 조
건식인 식 (9)가 두 번째 조건인 식 (7), (8) 보다 모두 큰
값을 주었다. Eurocode 에서 규정한 평균 강도를 공칭
강도에 8 MPa을 더하는 관계는 40 MPa 이상에서는 비
슷하였으나, 그 이하의 일반 강도에 있어서는 잘 맞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강도의 통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출처가 다양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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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혼합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
하여 특히 철근의 경우에 도수 분포가 두 개의 피크를
갖는 형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개별 구조물
과 부재에 사용되는 구조 재료는 소수의 출처로부터 공
급 받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통계 분포와 강도 편차에
대하여는 데이터를 좀 더 세분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현장과 시기별로 구분하고, 철근은
제작사별로 구분할수록 강도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 분포,
로그 정규 분포 및 Gumbel 분포를 모두 만족함을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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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신뢰도기반 구조설계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시공 현장에서 사
용하는 구조 재료의 강도 현황을 조사하여 통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하중 및 구조 저항의 실측값을 기반으로 통
계 및 신뢰도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물 설계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재료 강도의 통계 특성을 구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현장에서 시공에 사용한 콘크리트, 철근 및 PS 강재의 재료 강도를 수집하여 이들을
통계 처리하고 외국의 신뢰도 기반 설계기준 보정에 사용한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콘크리트 자료의 편중 계수
는 1.13에서 1.20의 범위에서 비교적 균등하였고 변동 계수는 0.10 이하로 나타났다. 철근 자료는 제조사별로 통계 특
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직경별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강연선의 경우에는 고강도 재료이므로 국내 자료와 외국
자료 모두 편중 계수와 변동 계수가 콘크리트와 철근에 비하여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통계 분포는 다양한 출처로 인
하여 혼합된 전체 데이터 대신 개개의 구조물별로 사용되는 재료 강도의 분포를 모사하도록 데이터를 좀 더 세분하여 현
장별, 제조사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재료 강도에 대하여 정규 분포, 로그 정규 분포 및 Gumbel 분포로 가정하여도 적
절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핵심용어 재료 통계 특성 현장 재료 강도 신뢰도 기반 설계 변동 계수 편중 계수
:

,

,

430│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3권 제4호 (20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