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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e paper is to introduce the statistical definition of the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the concrete to be used 
for safety evaluation of the existing structure in domestic practice and to present the practical method to obtain the specified strength 
by utilizing the non-destructive test data as well as the limited number of core test data. The statistical definition of the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in the design codes is reviewed and the consistent formulations to statistically estimate the specified 
strength for assessment are described. In order to prevent estimating an unrealistically small value of the specified strength due to 
limited number of data, it is proposed that the information from the non-destructive test data is combined to that of the minimum core 
test data. The the sampl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otal number of concrete test are obtained from combined test data. The 
proposed procedures are applied to an example test data composed of the artificial numerical values and the actual evaluation data 
collected from the bridge assessment reports. The calc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tatistical estimation procedures yield 
reasonable values of the specified strength for assessment by applying the non-destructive test data in addition to the limited number of 
core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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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용중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

행하는데 있어서 콘크리트 기준강도(specified strength)
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용중인 구

조물이 현행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안전율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 

계산에 사용할 구조물의 콘크리트 기준강도에 대하여 

설계기준에서 통계에 기반하여 정의하는 설계기준압

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와 동일한 원칙에 

따르는 정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평가 과정에서

는 기준강도 결정에 있어서 명확한 통계적 개념이 적

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설 구조물에 대한 설계 과정에서 단면강도를 산정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specified strength for design,  )는 콘크리트의 평균강

도(mean strength,  )와는 구분되며, 대개 평균강도보

다 작은 값으로 정의되는 특성값(characteristic value)이
다. 설계기준에서 이와 같이 정의된 설계기준강도를 

강도감소계수 와 함께 설계 식에 적용하면 목표로 하

는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

서, 공용중인 구조물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도 대상 구조물에 대한 재료시험을 통하여 

구한 강도 계측자료로부터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와 통계적 정의가 부합되도록 콘크리트의 평가기준강

도(specified strength for assessment,  )를 정의하고 이

를 단면강도 산정 식에 적용한다면, 신설 구조물에 대

한 설계와 공용중인 구조물에 대한 평가를 동일한 개

념으로 수행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대한 통계적 정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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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설계기준으로는 Eurocode1)와 

FIB의 Model Code2)가 있다. 이들 기준에서는 구조물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설계변수인 하중 및 재료강

도에 대하여 통계적 개념인 특성값을 이용하고 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특성값을 평균강도에서 표준편

차의 특정 배수만큼을 뺀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3)과 콘크리트표준시방

서4)및 미국의 ACI 콘크리트구조기준5)에서도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통계 개념을 도입하

고 있다. 즉,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배

합강도의 설정에 있어서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값을 이

용하며, 또한 콘크리트 강도시험의 평균값이 설계기준

강도에 대하여 만족해야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한편, 공용중인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에 사

용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평가기준강도를 통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미국의 ACI 지침6)

을 들 수 있다. 이 지침은 구조물에서 채취한 코어의 압

축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통계적 추

정(statistical estimation) 절차에 따라 설계기준강도의 정

의와 부합하는 평가기준강도를 산출하는 과정을 제시

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3)에서도 

부록을 통하여 이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Bartlett과 

MacGregor7)도 구조물로부터 채취한 제한된 수의 코어 

압축강도로부터 구한 평균값을 이용하고 표준편차를 

상수로 정의한 후 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등가의 평가기

준강도를 산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ACI 
지침에서 대안방법으로 수록하고 있다. 미국 AASHTO
의 교량평가편람8)에서도 통계 개념을 적용하여 콘크리

트의 기준강도를 코어 강도 시험값의 평균에서 편차의 

1.64배를 뺀 값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편람에서는 

구조물의 강도를 평가할 때 콘크리트의 평균강도 값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계에 기반한 기준강도 산정 방

법들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개수의 코어 시험값이 있어야 한다. 통
계 특성을 나타내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자료의 개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물로부터 

코어를 채취하는 경우 구조물에 불리한 영향을 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코어

의 개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용중인 구조물에 대

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구하

기 위하여 코어 강도시험이나 반발경도시험 또는 초음

파전달속도시험 등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이 구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으로부터 통계

적 개념에 따른 평가기준강도를 산정하는 과정이 없이, 
대개 압축강도의 평균값을 설계기준강도와 비교하여 

대략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외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의 관련 규정

을 통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와 부합하는 평가

기준강도의 통계적인 정의를 정리한다. 이와같이 규정

된 평가기준강도를 현실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최소한

의 코어 시험값과 실무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파괴시험

값을 추가하여 활용한다. 수치 예제 및 국내에서 수행

한 교량에 대한 진단 자료에 적용하여 실무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2. 기준강도의 통계적 정의

2.1 설계 기준강도의 통계적 정의

구조설계의 일반원칙을 기술하고 있는 ISO 23949)에

서는 구조 재료의 기준강도를 특성값(characteristic 
value)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값은 통계분포로부터 

미리 규정한 백분위(percentile)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호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압축강도의 특성값인 설계기준압축강

도, 는 평균강도, 는 표준편차, 는 표준정규분포

함수 값으로  
 , 는 표준정규분포함수이

다. 이 논문에서는 를 100% 백분위수라 한다.
Eurocode에서는 ISO의 개념을 채택하여 압축강도의 

특성값을 5% 백분위수로 정하고 있으며, =1.64를 

대입하면 식 (2)와 같다. 

   (2)

국내 콘크리트구조기준과 미국 ACI기준에서도 콘크

리트 재료의 품질에 관한 요구조건에 통계 개념을 적

용하고 있다. 이들 기준에서는 다음 두 요건이 충족되

도록 한다. 첫째는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

균값이  이상일 때이며, 둘째는 개개의 강도시험값

이  ≤ MPa인 경우   MPa 이상, 또는 

   MPa인 경우  이상일 때이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설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만족하지 않을 확률

을 1% 정도라고 하고 있다. 확률 및 통계의 기본 관계

식을 적용하여10) 이상의 내용을 수식으로 정리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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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 value,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of concrete strength.

현하면11) 첫째 조건은 다음과 같다. 

   (3)

식 (1)에서  인 경우이므로, 표준정규분포로

부터  이다. 따라서 식 (3)으로 구하는 설계기

준강도는 9% 백분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0% 백
분위로 보고 있다.

둘째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MPa) (4)

    (  MPa) (5)

2.2 평가 기준강도의 통계적 추정

특성값을 정의하는 식 (1)은 일반적으로 대상 시험

값의 모든 집합인 모집단(population)에 대한 평균과 표

준편차인 모평균 와 모표준편차 로 표시한 값이다. 
이와 구분하여, 공용중인 구조물에 대한 평가 과정에

서 얻게 되는 강도의 시험값과 같이, 모집단에서 추출

한 일부 측정값의 집합인 표본(sample)으로부터 구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본평균 와 표본표준편차 로 

표시한다. 제한된 개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를 토대

로 모집단의 통계 특성을 추측하는 방법을 통계적 추

정이라고 한다. 

2.2.1 특성값의 추정

제한된 표본으로부터 특성값을 통계적으로 추정하

는 방법(이후 CVEM, characteristic value estimation 
method)은 다음과 같다.12) 

    (6)

여기서 는 스튜던트 t-분포 (student t-distribution)
를 적용하여 구해지는 값으로 표본 개수 에 대하여 

Table 1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는 100(1- )%의 신

뢰구간(confidence level)을 나타내며, 주로 75%와 90%
를 사용한다. 는 2.1절과 같이 백분위를 나타내며, 
Table 1은 설계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10% 백분위에 대

한 값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ACI 지침6)에서 채택하고 

있다.

2.2.2 평균값의 추정을 통한 특성값 산정 

먼저 모평균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후에 특성값을 산

정할 수도 있다.(이후 MVEM, mean value estimation 
method) 즉, 모평균의 하한값 은 100(1- )% 신뢰구

간에 대하여 표본표준편차 s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7,10)

  

 (7)

여기서,   로 자유도(degree of freedom)
가 (n-1)인 t-분포의 100(1- )% 신뢰구간 값이며 Table 1과 

같이 주어진다.
이 방법에서는 모표준편차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

고 특성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7).

   (8)

이 방법은 ACI 지침6)에서 대안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3. 통계기반 평가 기준강도 산정 예

이상과 같이 통계에 기반하여 정의한 평가기준강도

를 산정하는 계산 예를 보이기 위하여 두가지 강도 자

Table 1.    for the 10th percentile (100%) and   for 

75% and 90% confidence level (100(1- )%)13)


 

75% 90% 75% 90%

3 2.50 4.26 0.82 1.89

4 2.13 3.19 0.76 1.64

5 1.96 2.74 0.74 1.53

6 1.86 2.49 0.73 1.48

8 1.74 2.22 0.71 1.41

10 1.67 2.06 0.70 1.38

30 1.48 1.66 0.6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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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이용한다. 첫 번째는 비파괴시험을 통한 강도의 시

험값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14)

의 가상 예제이다. 두 번째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시설

안전기술공단에서 국내 교량에 대하여 수행한 정밀안전

진단보고서들로부터 수집한 다수의 실측 자료이다. 
ACI지침과 콘크리트구조기준 부록에서는 다음과 같

은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강도를 나타내

고 있다. 


  (9)

여기서 는 평균강도, 와 는 시험회수와 신뢰수

준에 따른 계수, 는 시험결과의 표준편차, 는 강도

보정식의 표준편차이다. 편차의 두 번째 항인   항은 

시험값 보정을 포함하는 항으로 첫 번째 항인  항에 

비하여 값이 작고, 보정을 통하여 강도 시험값이 구하

여졌다고 가정하여, 논의의 간편성을 위하여 이 연구

에서는 제외하고, 강도의 표준편차 만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나타낸다.


 (10)

3.1 기준강도 추정 계산 예

첫 번째 예제는 Table 2와 같이 코어강도 3개와 코어

를 채취한 위치에서의 반발경도 3개 및 추가로 5개의 

반발경도 시험값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데이터이다. 코
어 위치의 반발경도 시험값을 토대로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추정식들을 적용하여 코어강도와 가장 상관

관계가 큰 식을 결정하고, 이로부터 나머지 5개의 반발

경도 시험값에 대하여 추산한 강도를 Table 2에 나타내 

Table 2. Numerical example of equivalent strength obtained 
from artificial values of core test and non-destructive test14) 

No. Core test
(CO) NDT Equi. strength Core & NDT

(C+N)

1 24.2 41.0 24.2

2 29.5 49.0 29.5

3 34.1 54.0 34.1

4 - 46.8 28.5 28.5

5 - 44.4 27.4 27.4

6 - 40.5 25.6 25.6

7 - 44.7 27.5 27.5

8 - 53.5 31.7 31.7

mean 29.3 28.6

st. dev. 4.95 3.20

COV 0.169 0.112

었다. 이 표에서 COV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라고 하며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특성값 추정방법(CVEM)을 적용하면, 식 (6)과 Table 
1로부터 평가기준강도 를 구할 수 있다. 먼저 코어

강도 값만으로 된 시험값(이후 CO 시험) 3개를 이용하

여 신뢰수준 75%에 대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다.

 
   ×

     MPa
(11)

다음으로 코어강도와 반발경도로부터 추산한 시험

값을 합한 시험값(이후 C+N시험)인 총 8개 시험값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

    MPa
(12)

위 두 식의 계산과정을 비교하여 보면, 평균강도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시험값이 3개인 CO시험은 12.4 MPa
을 감해주게 되고, 시험값이 8개인 C+N시험은 5.6 
MPa을 감하게 되어 최종 평가기준강도 값에 큰 차이

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따르면 시험값의 개

수 이 작은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작지 않으면 최종 

평가기준강도가 매우 낮게 나올 수 있다. 이 예제의 경

우에도 평균 강도에 비하여 산출된 평가기준강도의 비

율이 신뢰수준 75%와 90%에 대하여 각각 58%, 28% 
정도에 머문다. Table 3에 산출된 평가기준강도값을 나

타내었으며, 평균값에 대한 비율은 괄호 안에 나타내

었다.
다음 방법은 평균값추정(MVEM) 후에, 가정한 변동

계수를 가지는 표준편차로 평가기준강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식 (7), (8) 및 Table 1을 이용한다. 식 (8)의 

표준편차를 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변동계수를 

0.12로 가정한다. 이는 ACI지침에서 사용한 0.13과 유

사한 수준이며, 신설 구조물의 콘크리트 통계 자료11) 

0.06~0.07을 감안하여 가정하였다. 
먼저 CO시험을 이용하여 10% 백분위인 평가기준강

도를 산정한다.

 
 


 ×



    MPa
    
 × ×
    MPa

(13)

동일한 방법을 C+N시험에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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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Pa
    
 × ×
    MPa

(14)

이 방법을 따른 계산과정 식 (13)을 앞의 계산과정 

식 (11)과 비교하여 보면, 여기서는 평균값의 하한값을 

추정하였으므로 27.0 MPa로 앞의 경우에서 평균값인 

29.3 MPa 보다 작은 반면에, 식 (13)에서는 변동계수를 

안다고 가정하므로 편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었다. 
무엇보다 COV를 0.12로 가정하여, 실제 0.169보다 작

은 값이어서, 추정평균에서 4.15MPa만을 감해주게 되

어 평가기준강도는 22.9MPa로 식 (11)의 16.9 MPa 보
다 크게 된다. C+N시험의 COV는 0.112로 가정한 0.12
와 비슷하여 CVEM 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식 (13)과 식 (14)의 결과를 비교하면, 시험값의 개수

가 증가한 경우에 가 22.9MPa에서 23.5MPa로 약간 

증가할 뿐이어서 CVEM에 비하여 이 증가한 효과가 

크지 않다.
90% 신뢰수준에 대하여도 동일한 과정을 따라 평가

기준강도를 산출할 수 있으며, Table 3에 결과를 요약

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으로부터 CVEM은 시험값의 개수 이 작은 

경우에 평가기준강도 결과 값이 가장 작게 나오며, 
이 증가할수록 평가기준강도 값의 증가 효과가 크다. 
반면에, MVEM은 이 작은 경우에도 CVEM보다 큰 

값을 주고, 이 증가하면 평가기준강도 값은 소폭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뢰수준을 75%인 경우에서 

90%인 경우로 증가시키면, 평가기준강도 값이 CVEM
에서는 크게 감소하고 MVEM은 소폭 감소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Estimation of specified strength for Table 2 (numbers 
in the parenthesis are the ratio of the estimated value to the 

mean value)

Sample 
type

Mean & St. 
Dev.[MPa]

Confi-den
ce level

Specified strength estimated,  
[MPa]

CVEM MVEM Design
Formula

CO 
N=3

29.3 
&

4.95

75% 16.9
(0.58)

22.8
(0.78) 22.7

(0.77)
90% 8.2

(0.28)
20.2

(0.69)

C+N 
N=8

28.6
&

3.20

75% 23.0
(0.81)

23.5
(0.82) 24.3

(0.85)
90% 21.5

(0.75)
22.8

(0.80)

참고로 Table 3의 맨 우측에는 식 (3)과 같이 설계기

준에서 정의한 수식에 표본평균과 표본표준편차를 대

입한 값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시험값의 

개수가 충분히 큰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제한된 

개수의 시험값으로 구한 표본평균과 표본표준편차로

는 식 (3)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3.2 실제 진단 자료의 적용

두 번째 예제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서 수집한 총 

62세트의 실제 진단 자료로 구성한다. 하나의 세트는 

하나의 에 대하여 Table 2와 같이 코어강도와 비파

괴시험 값이 있으며, 코어 채취부에서 반발경도 시험

을 수행한 보고서들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51개의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로부터, 
기본적으로 각 교량 보고서에서 한 부재에 관하여 

Table 2와 같은 데이터 세트를 하나씩 얻었다. 추가적

으로 이들 보고서 중에서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또는 PSC부재와 RC부재를 구분하여 부재들의 에 

대한 시험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11 세트를 추

가하여 총 62세트를 대상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즉, 
3.1절을 1개의 예제로 볼 때, 3.2절에서는 서로 독립적

인 62개의 예제에 대하여 기준강도를 각각 구하였다. 
이 절에서는 75% 신뢰수준에 대한 추정결과만을 나타

낸다.
Table 4에 총 62세트에 대한 별로 코어 시험 개수 

및 반발경도시험 개수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는 

Table 4. Number of core test and rebound test for specific 
compressive strength in field test data

Spec. strength 
[MPa]

Number of 
core test Number of rebound test

18
2 5, 13

3 19

21

2 1, 4, 4, 8, 9, 9, 11, 11, 13, 18, 
23, 25, 32

3 6, 8, 11, 14, 23

4 21

24

2 4, 9, 12, 13, 14, 15, 15, 19

3 2, 2, 3, 7, 7, 7, 8, 9, 9, 9, 10, 
12, 13, 20, 21, 22, 22, 24, 25

4 3, 17, 49

5 18

27 2 18, 26

28
2 2, 4

3 6, 22

35 2 12

40 3 3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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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62 sets of compressive 
strength data obtained from CO data and C+N data.

Fig. 3. Estimation of specified strength by CVEM using CO 

data for 75% confidence level.

21MPa과 24MPa인 경우가 다수이고, 코어는 대부분 2
개 또는 3개를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발경도시험

은 주로 25회 이내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
기서 반발경도 시험은 테스트 해머를 20회 정도 타격

한 평균을 하나의 시험값으로 하고 있다. 
Fig. 2에는 62세트 시험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시하였다. 이 그림에는 코어강도만을 이용한 경우(CO
시험)와, 코어강도 및 반발경도를 합한 경우(C+N시험)
에 대하여 함께 도시하였다. 이 그림으로부터 평균값

의 분포 범위(그래프의 위아래 방향)는 두 경우에서 비

슷하지만, 표준편차의 범위(그래프의 좌우 방향)는 CO
시험보다 C+N시험이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먼저 CO시험을 대상으로 CVEM을 적용하여 기준강

도를 구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시험

값의 편심계수(bias factor= )를 세로축으로, 변동

계수 (COV=)를 가로축으로 한다. 추정된 평가기준

강도가 를 상회한 경우는 원형 표식으로, 보다 

작게 나온 경우는 삼각형 표식으로 나타내었다. 변동

Fig. 4. Estimation of specified strength by MVEM using CO 

data for 75% confidence level.

계수가 작은 구간에 몰려 있는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

하여 가로축은 로그눈금으로 하였으며, 보조눈금은 처

음 구간은 0.005, 다음은 0.05 간격이다. 이 그림에서 

변동계수가 0.06 이상으로 편차가 큰 경우에는, 편심계

수가 2.02인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평가기준강도가 

보다 작게 추정되어, CVEM에서는 편차가 기준강도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18세
트만이 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Fig. 4는 CO시험만을 대상으로 MVEM을 적용한 결

과이다. 이 방법에서는 COV를 0.12로 가정하므로, Fig. 
3과 비교할 때 COV=0.12를 중심으로 우측 세트들 중

에 편심계수가 1.2보다 큰 몇 개의 세트들에서 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며, 반대로 좌측 세트들 중에는 

편심계수가 1.16 이하인 몇 개의 세트들은 오히려 

보다 작은 값을 얻었다. Fig. 4에서는 20세트만이 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C+N시험을 대상으로 MVEM을 적용한 결과는 Fig. 

5와 같으며 27세트에서 를 상회하였다. Table 3에서

Fig. 5. Estimation of specified strength by MVEM using CO+N 
data for 75%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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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stimation of specified strength by CVEM using C+N 
data for 75% confidence level.

와 같이 MVEM은 C+N시험과 CO시험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N시험에 대하여 CVEM을 적용한 결과는 Fig. 6과 

같으며 45세트에서 를 상회하였다. 미만인 17세
트 중에 11세트는 값의 85%이상의 크기를 얻었으

며, 단 2세트만 80% 미만의 결과를 얻었다. 를 상회

하는 45세트 중에 42세트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서 수행한 반발경도시험 회

수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이다. 나머지 3세트는 보고서

의 반발경도시험 회수 이 각각 1, 2, 6인 경우였으나 

이를 4, 7, 14로 가정하면 Table 1의 계수들을 적용하여 

를 상회하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미만인 모든 

세트에도 을 증가시켜 보았으나 추가로 상회하는 경

우는 없었다. Fig. 6을 보면   이하로 되는 경우들은 

편심계수가 1에 가까운 경우, 즉, 시험값의 평균이 기

준강도와 거의 같은 경우들이므로, 평균에서 편차 항

을 빼면 기준강도 이하로 되는 경우들이다. 이와 같이 

평균강도가 크지 않은 세트들은 시험 회수를 증가시켜

도 를 상회하기가 힘들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공용중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기준강도에 대한 통

계적 정의를 정리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산정 

절차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용중인 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기준강도의 정의가 신설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의 기준강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값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

(CVEM)과 평균값을 추정한 후 변동계수를 상수로 가

정하고 특성값을 구하는 방법(MVEM)을 적용하였다. 

통계방법의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CVEM은 통계적 추

정과정에 충실하며, MVEM은 시험값의 표준편차를 나

타내는 변동계수 값을 구조물별 강도시험과는 무관하

게 상수로 가정한다는 단점이 있다.
CVEM을 현장 안전진단 자료에 적용한 결과를 보

면, 코어시험 개수가 대부분 2 내지 3개에 불과하여 기

준강도 값이 비현실적으로 작게 나왔다. Fig. 3을 보면 

총 62세트의 시험 사례 중에 18세트인 29%만 설계기

준강도 이상을 얻게 되므로 코어시험으로만 CVEM을 

적용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코어 시험과 반발경도 시험을 합하여 시험 개수를 증

가시키는 경우에는 Fig. 6과 같이 73%의 시험에서 설

계기준강도 이상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설계기준강

도 이하의 값이 나오는 시험들은 코어 시험 평균값이 

기준강도와 거의 같은 경우들이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

가 있다. 여기에서 코어시험과 반발경도 시험을 합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코어 위치에서의 반발경도시험과 

추가로 동일한 부재 내에서 수행한 반발경도 시험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MVEM은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변동계수를 일정한 

값으로 가정함에 따라, 3.1절의 예제와 같이 시험에서 

얻은 변동계수보다 작은 값이 가정되는 경우에는 큰 

값의 평가기준강도를 얻게 되어, 불안전측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계수 가정 값의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구조물에 주로 적용하는 신뢰수

준 75%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중요 구조물

에 적용하는 신뢰수준 90%로 기준강도를 추정하게 되

면, 낮은 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코어 강도 시험값의 개수가 제한

됨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수

행하고 있는 비파괴시험을 강도 추정 과정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값을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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