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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S F 3020-침엽수구조용재 기준에 따라 국산 소나무(Pinus densiflora) 38 × 140 × 3600 mm 구조용 제재목 365개

에 대하여 기계등급구분을 실시하고, 휨허용응력을 산출하여 현재 적용되는 KS기준허용응력과 비교 분석하였다. 휨허

용응력 계산을 위하여 5% 휨강도 하한값을 75% 신뢰수준의 비모수적 방법, 2-parameter 그리고 3-parameter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모수적 방법, 휨강도-휨탄성계수 직선회귀 방법, 총 4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기계등급 

E8, E9, E10 만이 비모수적 방법의 통계 처리가 가능한 자료 수를 얻었으며, 휨강도-휨탄성계수 직선회귀 방법은 이론

적으로 모든 등급에 대한 5% 하한값 결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결정된 등급별 휨허용응력은 기준허용응력에 비하

여 모두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과소설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현행 기계등급구분체계의 문제점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구조설계 신뢰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휨강도-휨탄성계수 조합 등급 도입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ABSTRACT

365 pieces of domestic 38 × 140 × 3600 mm Red pine structural lumber were machine graded conforming to a soft-

wood structural lumber standard (KS F 3020). The allowable bending stresses calculated for each grade were compared

with the values currently tabulated in the standard. Four calculation methods for lower 5th percentile bending stress 

were non-parametric estimation with 75% confidence level, 2-parameter and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fit, and 

bending modulus of rupture (MOR)-modulus of elasticity (MOE) regression based method. Only the data set of Grades 

E8, E9, and E10 were statistically eligible for the 5th percentile calculation. The MOR-MOE regression ba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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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설계를 위한 국내 기계등급구조재의 등급별 

허용응력은 건축구조기준(이하 KBC) (AIK 2011)과 

2013년에 개정된 KS F 3020-침엽수 구조용재(2013)

에 표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허용응력들은 측정된 

휨탄성계수에 의해 구분된 등급에 따라 수종과 무관

하게 단일 값으로 되어있다. 국내 표준에 따라 침엽

수 실대재 구조용재의 허용응력을 결정하려면 KS F 

2152-침엽수 구조 용재의 허용성질 결정 방법(2004)

을 따라야 한다. 이 표준에 따르면 실대재 구조용재

에 대한 휨허용응력 결정은 KS F 2150-목구조용 실

대재의 휨 시험 방법(2004)에 따라 실시된 시험 자료

를 바탕으로 5% 하한값을 적절한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실대

재 구조용재에 적용되는 통계적 방법은 모수적 또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시험자료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

러한 접근 방법으로 진행된 국내 실대재 구조용재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Oh et al. 2000; Lee et al. 2003; 

Hwang et al. 2011; Pang et al. 2011a, 2011b, 2013a, 

2013b).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육안등급구조재에 

국한되었으며 실제 허용응력을 결정하여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기존 설계기준

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을 위한 검증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계등급구조재에 대한 국내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허용응력의 타당성 

검증이나 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도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산 소나무 육안등급구조재의 

기존 휨 시험 자료에 대하여 기계등급으로 재구분하

고, 일반적인 많이 이용되는 통계적 방법과 국내 기

계등급구분 방법에 적합하게 수정한 직선회귀식 방

법으로 허용응력을 결정하였다. 기존 허용응력에 대

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국내 기계등급구조재 등급체

계 전반에 대한 고찰 내용을 기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분석자료

국립산림과학원(Hwang et al. 2011)에서 수행된 

418개 38 × 140 × 3600 mm 육안등급구조재 소나무

(Pinus densiflora) 휨시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KS F 3020의 기계등급구조재 육안품질기준에 대응

되는 육안등급 1, 2등급 시편만을 추출(3등급 제외)

하여 총 365개 시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365개 시험자료 중 육안등급 1등급은 155개였으며 2

등급은 210개였다. 휨시험은 Fig. 1과 같이 KS F 

only was able to estimate the lower 5th percentile values theoretically for the full range of grades. The results showed

that all allowable bending stresses calculated were lower than the design values tabulated in the standard.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machine grading system has the pitfall of structural safety. Improvement in current machine grading

system could be achieved by introducing the bending strength and stiffness combination grade system.

Keywords : machine graded lumber, machine grading, allowable bending design stress, modulus of rupture, mod-

ulus of elasticity

Fig. 1. Set up for structural lumber bending test 

(Hwan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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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에 따라 4점 하중으로 실시되었다. 함수율은 KS

기준에 따라 15% 이하로 건조된 제재목이었으나, 휨

강도(이하 MOR) 및 휨탄성계수(이하 MOE) 계산과

정에서 개별 시편 함수율에 따른 함수율 보정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2.2. 분석방법

KS F 3020에 따라 개별 구조재 MOE를 기준으로 

기계등급구분을 하였다. 허용응력 산출을 위한 5% 

하한값은 Table 1 같이 4가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75% 신뢰수준의 5% 하한값을 구하

는 비모수적 방법(이하 NPE)은 ASTM D 6570 절차

를 따랐다. 참고로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등급당 휨

강도 자료의 최소 개수는 53이다. 모수적 방법은 

MOR 분포에 가장 적합한 Weibull 분포 모델을 가정

하여 5% 하한값을 구하였고 2-매개변수(이하 2PW) 

및 3-매개변수(이하 3PW) 분포모델 모두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계등급구조재 분석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MOR-MOE 직선회귀 방법(이하 

Reg)을 응용하여 5% 하한값을 분석하였다(FPL 

2010). 각 분석방법의 절차와 이론적인 내용은 Table 

1에 열거된 참고문헌에 자세히 나와있다. 다만, 

MOR-MOE 직선회귀 방법은 국내 연구와 현장에서 

적용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논문으로 작성하였다(Hong et al. 2015). 

3. 결과 및 고찰

3.1. 기계등급구분

측정된 MOE를 기준으로 총 365개 시편에 대한 

기계등급구분을 하였고 등급당 개수를 Fig. 2와 같이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9등급이 83개로 전체 

22.7%의 가장 높은 수율을 보였으며 ASTM D 6570

에서 규정하는 최소 시편수 53개를 만족하는 등급은 

E8에서 E10까지 세 등급으로 전체 57.8%를 차지하

였다. 그러나 ASTM D2915에 따라 비모수 75% 신

뢰수준의 5% 하한값 즉, 모집단의 95%를 초과시키

게 만드는 하한값이 될 경우의 수가 75%인 표본 5% 

하한값을 구하는 최소 시편수를 28개로 정의한다면 

E7에서 E11등급까지 포함(Fig. 1에서 검은색 막대부

분)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등급들을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시편수가 충분하다면 KS F 3020

에서 정의된 최저 E6등급에서 최고 E14등급까지 각

각의 5% 하한값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험 시편수를 단순히 추정한다면, 

최저 빈도수 5개인 E14등급이 기준이 된다. 전체 시

편수 365개에서 5개 빈도수는 1.4%에 해당되고 5% 

하한값 계산에 필요한 최소 자료수 53개를 얻기 위

해서는 전체 시편수가 대략 3786 (= 53/0.014)개가 

Method Abbreviation Reference

Non parametric estimation with 75% confidence level NPE ASTM D 2915 and ASTM D 6570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fit 2PW Canadian lumber properties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fit 3PW Canadian lumber properties

MOR-MOE regression estimation Reg Wood Handbook

Table 1. Analysis methods for calculating 5th percentile design value of bending strength

Fig. 2. Grade yield of Red pine machine graded 

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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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38 × 140 × 3600 mm 크기의 육안등급 1등

급과 2등급 구조재로부터 나온, 일정 부분 선별된 자

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편수

는 이보다도 휠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

서 비모수 방법에 의한 5% 하한값 결정은 방대한 시

편과 시험을 요구하므로 현 국내 연구여건과 제재목 

시장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 분석방법이 아니라고 판

단되었다. 다만, 체계적인 연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시험 자료축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3.2. 5% 하한값 계산

Table 2에 네 가지 분석방법으로 얻은 국산 소나

무 허용응력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KS F 3020의 등

급별 기준값들을 나타내었다. 네 가지 방법으로 결정

된 허용응력값은 계산되어 얻어진 5% 하한값을 KS 

F 2152에 따라 2.1로 나눈 값들이다. 결과로 얻은 모

든 값들이 모든 등급에서 KS 허용응력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수율이 가장 높은 E9등급의 경

우 KS F 3020에 제시된 휨허용응력은 9.0 MPa이지

만, NPE, 3PW, 2PW, Reg방법으로 얻은 값들은 각

각 7.7 MPa, 7.2 MPa, 6.4 MPa, 5.4 MPa로 모두 

낮은 값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MOE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계등급구분 체계에서 

단일값으로 제시된 허용응력값 사용은 실제 소나무 

기계등급구조재로 구조물 설계 적용 시 과소설계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NPE, 3PW, 2PW방법의 경우 E9등급과 E11등급

을 비교하였을 때 높은 등급에서 산출된 휨허용응력

은 오히려 낮은 값들을 나타내었다. Fig. 3에 MOR

에 대한 등급별 누적확률분포와 이에 적합한 3-pa-

rameter Weibull 확률분포를 나타내었다. 등급이 높

을수록 MOR 변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행 기계등급구분 품질기준에 MOR과 밀접

Grade
Fb (MPa)*

Yield (count) KSF3020 NPE 3PW 2PW Reg

E6 5.8% (21) 6.2 - - - -2.1

E7 11.8% (43) 7.2 5.4 5.0 4.3 0.5

E8 17.0% (62) 8.2 7.5 6.5 5.2 3.0

E9 22.7% (83) 9.0 7.7 7.2 6.4 5.6

E10 18.1% (66) 10.0 7.4 7.4 5.9 8.1

E11 12.1% (44) 11.3 7.2 6.6 5.9 10.6

E12 4.4% (16) 12.4 - - - 13.1

E13 4.4% (16) 14.0 - - - 15.7

E14 1.4% (5) 16.0 - - - 18.2

* KSF3020: allowable design values currently in design code, NPE: non parametric estimation with 75% confidence level, 3PW: 3-parameter 

Weibull fit, 2PW: 2-parameter Weibull fit, Reg: MOR-MOE regression method 

Table 2. Allowable bending stress design values of red pine machine graded lumber

Fig. 3. Cumulative probability plots and 3-parameter 

Weibull fits for bending strength in machine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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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이 있는 옹이, 섬유경사 등 주요강도감소결점

(major strength reducing defect, 이하 MSRD)에 대한 

MOR 제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한다. 

일반적으로 휨시험 시 최대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부분에 MSRD가 존재하면 구조재가 어느 정도 하중

에 저항하기도 전에 비정상 파괴(premature failure)

가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MOE로 MOR을 예측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Weibull분포에 따른 5% 하한값 결정에서 잘 나타났

다. Fig. 4는 3-parameter와 2-parameter Weibull 확률

밀도 0.0∼0.1까지의 lower tail 부분을 확대하여 나

타낸 것이다. 0.05 (5% 하한값)에서 값을 비교해보면 

두 그래프 모두 E9, E10, E11등급에서 유사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만일 북미(WWPA 2004, 

NLGA 2007)와 같이 MSRD에 대한 MOR 제한 기준

(예, 단면의 옹이면적비가 1/2이면 최대 허용MOR 

6.2 MPa (900 psi) 미만으로 제한)을 등급규정에 포

함하여 어느 정도 비정상파괴를 제한한다면 보다 합

리적인 등급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3.3. MOR-MOE 직선회귀 방법

MOR-MOE 직선회귀 방법에 의한 허용응력값은, 

MOE가 MOR를 예측할 수 있는 비파괴 측정 특성값

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킨 방법으로 Fig. 5와 같이 

MOR-MOE 직선회귀 결과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적용한 직선회귀식과 이로부터 얻은 5% 하한값 

식은 각각 (1)과 (2)와 같다.

MORmean = 5.3174MOEmean-21.398 ····················· (1)

MOR0.05 = 5.3174MOE0.05-36.471 ························ (2)

여기서, MOR과 MOE의 아래첨자 mean과 0.05는 

각각 평균값과 5% 하한값을 나타낸다. 한 등급에서 

MOE0.05는 국내 등급 기준에 따라 최저 MOE등급 

기준에서 0.05 GPa를 더한 값으로 추정하였다. 즉, 

Fig. 4. Lower tail Weibull fit of bending strength; 3-parameter fit (left) and 2-parameter fit (right).

Fig. 5. Estimation of 5th percentile bending MOR 

based on MOR-MOE linear regression.



국내 기계등급구조재의 허용응력 분석

－ 461 －

E9등급의 경우 9.0-9.99 GPa의 MOE에 해당함으로 

9.05 GPa를 MOE0.05값으로 가정하여 대응되는 

MOR0.05를 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등급

별 허용응력값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등급

이 올라갈수록 허용응력값도 비례하여 올라가는 정

상적인 값이 산출되고, 상대적으로 시험자료가 부족

한 저등급(E6)과 고등급(E14)의 허용응력값도 이론

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E6등급에서와 같이 산술적인 결과값이다 보니 음의 

값(-2.1 MPa)을 갖는 모순이 발생하는 단점을 발견

하였다. 이러한 모순점들은 수종별로 최저, 최고 등

급을 제한하는 적절한 공학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으로 생각하였다.

3.4. 기계등급구분 제안

현 국내 기계등급구분은 육안품질기준과 MOE 기

준이 충족되면 해당 허용응력값을 사용해도 좋은 체

계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소나무에 대한 

결과가 보여주듯이 과소설계를 야기시키는 위험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적용되는 MOR-MOE 

조합으로 이루어진 등급구분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기계등급

구조재의 등급을 제안하면, E10등급의 조합체계로 

10F-10E (즉, 허용휨강도 10 MPa-평균휨탄성계수 10 

GPa), 7F-10E (허용휨강도 7 MPa-평균휨탄성계수 

10 GPa) 등과 같이 동일 MOE 기준에 수종별로 다

른 MOR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분하는 것이다. 이러

한 등급구분 체계를, 본 연구의 소나무 결과에 적용

시키면 MOE 10 GPa이상인 개별 구조용재는 모두 

7F-10E의 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그 나머지 낮은 등

급들은 또 다른 하위 등급으로 구분될 것이다. 따라

서, 구조용재로 쓰이는 대표적인 수종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MOR-MOE 조합을 갖는 기본 등급구분 체

계를 결정하고 생산자가 자체 시험 자료분석을 통하

여 이러한 조합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국내 기계등급구조재에 부여된 허용응력값의 타

당성을 기존 소나무 휨시험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

다. 등급별 소나무의 휨허용응력값을 네 가지 분석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기계등급구분 결과 E8, E9, E10이 소나무의 대

표적인 등급으로 나타났다.

∙ 네 가지 분석방법으로 결정된 허용응력값은 모

든 등급에서 현행 기준에서 제시된 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구조설계 안전성에 위

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었다.

∙ MOR-MOE 직선회귀에 근거한 결정방법은 이론

적으로 모든 등급범위의 5% 하한값 계산이 가능

하였다.

∙ 현재의 기계등급구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MOE단일 기준이 아닌, MOR-MOE 조합 등급기

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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