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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장에서 시공성이 용이함과 동시에 강도 성능이 뛰어난 steel bar를 이용한 리기다소나무 옹벽을 제작하여 

내력평가를 실시하 다. Steel bar를 이용한 목재옹벽은 횡목 4단과 종목 3단으로 층하 으며, 높이 770 mm, 

길이 2,890 mm, 폭 782 mm로 제작하 다. 층 방법은 18 mm로 선공한 최상단과 최하단 횡목을 Steel bar에 

삽입하며, 깊이 64 mm, 폭 18 mm의 슬릿을 낸 나머지 횡목과 종목을 Steel bar에 끼워 넣어 층하 다. 완성

된 옹벽은 수평 재하 시험을 통한 내력 평가와 화상처리(AlCON 3D OPA-PRO system)를 통하여 구조물의 변형

을 측정하 다. Steel bar옹벽에는 1개의 긴 횡목과 2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합부(Type-A)와 반턱으로 이음된 

2개의 짧은 횡목이 2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합부(Type-B)가 공존하며, 이들을 각각 3개씩 제작하여 합부의 

압축형 단내력 평가를 실시하 다. Steel bar옹벽의 수평 재하 시험결과 정각재 목재옹벽(박 철 등, 2010)보

다 1.6배 이상의 강도를 나타냈으며, 이때 목재와 합부의 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합부의 압축형 단 내력 

실험결과 Type-A의 평균 최  하 은 130.13 kN, Type-B의 평균 최  하 은 130.6 kN으로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 Steel bar를 이용한 목재옹벽은 정각재 목재옹벽보다 시공성이 우수하며 강도 한 높게 측정되었다.

  

－ 318 －

1)

*
1 

수 2011년 6월 27일, 채택 2011년 7월 5일

* 2 강원 학교 산림환경과학 학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Forest Biomaterials Engineering, College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
3
국립산림과학원 녹색자원이용부 환경소재공학과. Div. of Environmental Wooden Material Engineering, Dept. of Green 

Resources Utilization,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57 Hoegi-ro, Dongdaemun-gu, Seoul 130-712, Korea

† 교신 자(corresponding author) : 홍순일(e-mail: hongsi@kangwon.ac.kr)



Steel Bar를 이용한 리기다소나무 목재옹벽의 내력 평가

－ 319 －

ABSTRACT

  

  Pitch pine (Pinus rigida Miller) retaining walls using Steel bar, of which the constructability 

and strength performance are good at the construction site, were manufactured and their 

strength properties were evaluated. The wooden retaining wall using Steel bar was piled into 

four stories stretcher and three stories header, which is 770 mm high, 2,890 mm length and 782 

mm width. Retaining wall was made by inserting stretchers into Steel bar after making 18 mm 

diameter of holes at top and bottom stretcher, and then stacking other stretchers and headers 

which have a slit of 66 mm depth and 18 mm width. The strength properties of retaining walls 

were investigated by horizontal loading test, and the deformation of structure by image 

processing (AlCON 3D OPA-PRO system). Joint (Type-A) made with a single long stretcher and 

two headers, and joint (Type-B) made with two short stretchers connected with half lap joint and 

two headers were in the retaining wall using Steel bar. The compressive shear strength of joint 

was tested. Three replicates were used in each test. In horizontal loading test the strength was 

1.6 times stronger in wooden retaining wall using Steel bar than in wooden retaining wall using 

square timber. The timber and joints were not fractured in the test. When testing compressive 

shear strength, the maximum load of type-A and Type-B was 130.13 kN and 130.6 kN, respectively. 

Constructability and strength were better in the wooden retaining wall using Steel bar than in 

wooden retaining wall using square timber. 

Keywords : Pinus rigida Miller, steel bar, wooden retaining wall, header, stretcher, horizontal load-

ing test, compressive shear strength tset

1. 서  론

산지나 해안의 지속 인 개발에 의한 지형 변화에 

따른 지반의 붕괴를 막기 해 옹벽의 요성이 강조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콘크리트 옹벽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친환경에 한 심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 따라 주변 환경을 

자연에 가깝게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확 되어 각 

나라가 탄소 배출량에 한 약을 맺고 탄소량을 감

축하기 해 친환경 인 건축과 개발을 지향하고 있

다. 이처럼 환경에 한 심이 한 사회를 벗어나 세

계 인 문제로 두되었고, 이에 친환경 인 목재를 

이용하여 옹벽을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간벌재 

 소경재의 수요를 증 시켰다(花野秀昭, 1997; 京

都府k森林保全課 治山係, 2000; 溝部孝博, 2000).

재 시공되고 있는 정각재 목재옹벽의 축조방법

은 정각재를 마름모 형태로 세워 각이 진 부분이 면

을 이루도록 하며 결체력을 높이기 해 횡목과 연결

되는 종목에 V자형의 노치를 제작하여 층한 후 

속 재질의 직결나사못으로 합하는 공법이다(이동

흡, 2008). 박 철 등(2010)은 이 정각재 목재옹벽의 

수평재하 시험과 동시에 3차원 입체변형 분석을 실

시하 고, 안정검토를 통해 양호한 결과를 확인하

다. 그러나 박 등(2010)이 연구한 리기다소나무 방부 

정각재를 이용한 목재 옹벽의 강도 성능 평가에서 목

재옹벽의 시공 과정  직결나사못에 의해 종목 는 

횡목의 할렬․ 단이 발생하는 문제 과 횡목과 종

목이 하는 모든 부분을 일일이 직결나사못으로 

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공기간이 길어지는 문제

이 발생하 다. 한 제작된 옹벽 후면에 하 을 

가해주는 수평재하 시험 결과 종목의 노치에서 횡목

이 회 하거나 이탈하는 문제 , 노치에 의해 횡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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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mbers for wooden retaining wall us-

ing Steel bar.

Fig. 2. Shape of wooden retaining wall using 

Steel bar.

압입 는 단 되는 문제 , 합구인 직결나사못이 

단되는 등의 문제 도 발생하 다. 따라서 본 실험

에서는 정각재 목재옹벽의 문제 들을 보완하며 

장에서의 높은 시공성과 시공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

에 구조물로서 목재옹벽의 높은 성능을 가지는 Steel 

bar를 이용한 목재옹벽을 고안하여 내력 평가를 실

시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서는 평균 함수율 19%로 폭 110 mm인 

국내산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Miller) 정각재를 

사용하 다. Fig. 1과 같이 최상단⋅최하단 횡목은 

장재와 단재로 구성되며 그 끝을 각각 길이 200 mm

로 반턱을 내어 이음을 하 다. 장재는 길이 2,000 

mm로 양 끝에서 91 mm지 과 부재의 앙지 에 

직경 18 mm 선공을 내었으며, 단재는 길이 1,090 

mm로 양 끝에서 91 mm 지 에 선공을 내었다. 최상

단⋅최하단 횡목을 제외한 나머지 간층 횡목들 

한 장재와 단재로 구성되며 마찬가지로 그 끝을 각각 

200 mm로 반턱을 내어 이음을 하 다. 장재는 길이 

2,000 mm로 양 끝에서 91 mm지 과 부재의 앙 지

에 깊이 64 mm, 폭 18 mm의 ‘ㄷ’자 슬릿을 내었으

며, 단재는 길이 1,090 mm로 양 끝에서 91 mm 지

에 ‘ㄷ’자 슬릿을 내었다. 모든 종목은 길이 1,000 

mm로 양 끝에서 91 mm 지 에 깊이 64 mm, 폭 18 

mm의 ‘ㄷ’자 슬릿을 내었다. 옹벽에 사용된 합구는 

길이 840 mm, 직경 16 mm 탄소강 재질로 양끝을 각 

각 170 mm의 나사선을 제작하여 트로 조일 수 있

게 제작된 Steel bar이며, 트로 층된 옹벽을 결

체하는 과정에서 목재가 압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가로80 mm, 세로 80 mm, 두께 5 mm의 탄소강 

재질의 plate를 삽입하여 결체하 다.

2.2. 실험방법

2.2.1. Steel bar 옹벽 제작

최하단 횡목의 장재와 단재의 반턱이음부분을 연

결 후 선공을 낸 부분에 Steel bar를 삽입하 다. 그 

에 ‘ㄷ’자 슬릿을 낸 종목을 Steel bar에 끼워 넣은 

후 종목과 동일하게 ‘ㄷ’자 슬릿을 낸 간층의 횡목

의 장재와 단재를 끼워 넣었다. 종목과 횡목을 차례

로 Steel bar에 층 후 최하단 횡목과 동일하게 선

공을 낸 최상단 횡목의 장재와 단재를 Steel bar에 

삽입, 속 plate를 삽입하고 트로 고정시켰다. 

제작된 Steel bar옹벽은 Fig. 2와 같이 횡목 4단, 

종목 3단의 총 7단으로 체 길이 2,890 mm, 높이 

770 mm, 횡목 간 거리 782 mm, 종목 간 거리 902 

mm로 1개의 옹벽체를 제작하 다.

2.2.2. Steel bar옹벽의 수평 재하 시험

제작된 목재옹벽을 Fig. 3과 같이 최 용량 294 

kN인 수평 재하 시험기에 설치 후 최하단 횡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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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rizontal loading test of wooden re-

taining wall using Steel bar.

Fig. 4. Shape of compressive shear strength 

test samples.

속치구로 고정하 다. 옹벽 배면의 용구배는 1 : 

0.3으로 하 으며, 후면은 모래주머니로 채웠다. 옹

벽 후면에 작용하는 하 하에서 옹벽 면부의 변형

을 측정하기 하여 최상단 횡목부터 속치구로 고

정된 최하단 횡목을 제외한 나머지 횡목(최상단부터 

L-1, L-2, L-3) 앙지 에 50 mm 변 계 3개를 수

평으로 설치하여 하 에 따른 변형을 측정하 다. 

 

2.2.3. 3차원 입체 변형 분석

3차원 입체 변형 분석 로그램은 둘 는 그 이상

의 시 에서 상물의 변형을 감지하는 응용 로그

램으로 변형은 실제 이미지와 그래픽으로 표 된다. 

측정방법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착된 시험

편의 target을 기 좌표를 심으로 반복 사진촬

을 하고 하 을 가한 후 촬 된 사진을 소 트웨어에 

의해 변형 후 타깃의 좌표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방

법으로 본 실험에서는 Steel bar 목재옹벽을 3차원으

로 나타내어 하  증가에 따른 옹벽 체 변형의 경

향을 알아보기 하여 실시하 다.

3차원 입체 변형 측정은 Fig. 2와 같이 면부의 

경우 최하단의 기 부를 제외한 모든 횡목과 종목에 

Uncode target을 붙 으며(최상단 횡목A, 단 횡목

B, 하단 횡목C) 측면의 경우 횡목과 종목 모두 

Uncode target 87개를 붙여 측정하 다. Steel bar 

옹벽의 3차원 입제 변형 측정은 약 20 kN 씩 하 을 

증가시키며 실시하 다. 

2.2.4. Steel bar옹벽 접합부의 내력 평가

2.2.4.1. 압축형 단 시편 제작

Steel bar 옹벽은 Fig. 4와 같이 1개의 긴 횡목과 

2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합부(Type-A)와 반턱으로 

이음된 2개의 짧은 횡목이 2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합부(Type-B)가 공존한다. 압축형 단 내력 시험 

시편의 종목은 길이 500 mm로 종목 끝에서 91 mm 

지 에 깊이 64 mm, 폭 18 mm의 ‘ㄷ’자 슬릿을 내어 

동일하게 사용하 다. 

Type-A 시편은 길이 400 mm 횡목 1개와 종목 2개

가 탄소강 재질의 직경 16 mm, 길이 460 mm의 Steel 

bar에 끼워져 합된 형태이며, Type-B는 200 mm로 

반턱을 낸 300 mm의 횡목 2개를 이음한 후 2개의 종

목과 Steel bar로 합한 형태이다. 압축형 단 시

편은 각 Type별로 3개씩 제작하여 실험하 다.

 

2.2.4.2. 압축형 단 내력 시험 방법

Fig. 5(a)는 Steel bar 옹벽 합부의 압축형 단 

시험 방법 입면도이며, Fig. 5(b)는 측면도이다. 압

축형 단 내력 시험은 Fig. 5(a)와 같이 두 개의 종

목(header)을 스탠드로 고정시킨 후 시편의 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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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compressive

shear strength test.

Fig. 6. Load-deformation curves of horizontal

loading test of wooden retaining wall. 

Table 1. Results of deformation of wooden re-

taining wall

Deformation (mm) 

80 kN 180 kN 280 kN

A 13.14 38.84 68.83

B 11.39 34.56 61.87

C 9.25 27.62 49.33

Front
(Ave.)

11.26 37.67 60.00

 Fig. 7. Deformation image processing of hori-

zontal test of wooden retaining wall.

(stretcher) 앙에 하 을 가하 으며, Fig. 5(b)와 

같이 왼쪽 50 mm 변 계를 횡목의 양끝과 Load cell

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하 에 따른 변형을 측정하

다. 합부의 압축형 단 내력과 변형의 측정은 데

이터 로거(Data logger TDS-303)를 사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Steel bar옹벽의 수평 재하 시험

3.1.1. 수평 재하 시험의 하중-변형 곡선

수평 재하 시험에 따른 Steel bar옹벽의 변형은 최

하단의 기 부 횡목을 제외한 나머지 횡목의 가운데 

지 을 측정하 다. Fig. 6의 왼쪽 그래 는 Steel 

bar를 이용한 정각재 옹벽의 하 -변형 곡선으로 

250 kN일 때의 면부 횡목의 변형을 비교해 보면 

최상단 횡목 가운데 지 의 변형을 측정한 L-1은 

68.67 mm, 간층 횡목을 측정한 L-2는 68.16 mm, 

하단의 횡목을 측정한 L-3는 51.33 mm로 동일 하

일 때 최상단 횡목 L-1의 변형 값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수평 재하 시험기의 용량 

한계가 294 kN이므로 Steel bar를 이용한 옹벽의 수

평 재하 시험은 279.94 kN에서 단하 다. 그러나 

이때 Steel bar옹벽의 부재나 합구의 단은 발생

하지 않았다. 박 등(2010)은 정각재 옹벽의 높이가 

1.41 m라고 가정하 을 때 옹벽에 가해지는 수평토

압은 5.605 kN이며, 정각재 옹벽의 수평재하 시험결

과 최  내력이 176.9 kN으로 수평토압에 충분한 강

성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 다. Steel bar 목재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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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compressive shear strenght 

test

Specimens
Maximum load 

(kN)
Ave. load (kN)

Type-A1 131.3

130.1Type-A2 141.5

Type-A3 117.6

Type-B1 140.8

130.6Type-B2 133.3

Type-B3 117.7

Fig. 8. Photographs of rupture of wooden re-

taining wall.

Fig. 9. Photographs of rupture of compressive

shear strength test.

의 수평재하 시험결과 279.94 kN으로 이는 정각재 

옹벽에 1.6배 상회하는 강도이며, 한 Fig. 6에서 동

일 하 일 때의 두 옹벽의 변형을 비교하 을 때 마

름모로 층한 정각재 옹벽보다 낮은 변형이 측정되

어 Steel bar 목재옹벽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3.1.2. 수평 재하 시험의 3차원 입체 변형 분석

Steel bar를 이용한 정각재 목재옹벽의 3차원 입체 

변형을 보면 Fig. 7과 같이 하 이 증가함에 따라 옹

벽의 면부는 방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후면부는 

상향으로 변형이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변형이 커졌으며 최하단 횡목

이 속치구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이 도되

는 형상을 보 다. 

Table 1은 Steel bar를 이용한 목재옹벽의 하 에 

따른 변형을 3차원 입체 변형 분석을 통해 측정한 값

이다. 약 80 kN의 하 을 가하 을 시 면부 최상단 

횡목A의 평균 변형이 13.14 mm로 측정되었고 단 

횡목B의 평균 변형은 11.39 mm로 측정되었다. 하단 

횡목C의 평균 변형은 9.25 mm로 측정되었다. 약 

180 kN의 하 을 가하 을 시 최상단 횡목A의 평균 

변형이 38.84 mm로 측정되었고 단 횡목B의 평균 

변형은 34.56 mm로 측정되었다. 하단 횡목C의 평균 

변형은 27.62 mm로 측정되었다. 약 280 kN의 하

을 가하 을 시 면부 최상단 횡목A의 평균 변형은 

68.83 mm로 측정되었고 단 횡목B의 평균 변형은 

61.87 mm로 측정되었다. 하단 횡목C의 평균 변형은 

49.3 mm로 측정되었다.

3.1.3. Steel bar 옹벽의 파괴형상

약 279.9 kN의 하 을 가했을 때 Steel bar 옹벽의 

횡목과 종목에 할렬과 단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육

안으로 옹벽 체의 변형을 쉽게 찰하기 힘들었다. 

이는 박 등(2010)이 연구한 리기다소나무 방부 정각

재를 이용한 목재 옹벽의 강도 성능 평가에서의 수평 

재하 시험 결과 최  하  176.9 kN 일 때 횡목이 회

하여 노치에서 이탈하고, 종목의 노치에 의해 목재

가 단 되는 것과 비교하여 Steel bar 옹벽의 내력

과 구조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하 을 제거한 후 옹벽을 해체하여 부재의 괴형

상을 찰한 결과 간층 횡목에는 그림 8과 같이 

Steel bar에 의해 ‘ㄷ’ 자 슬릿이 면부 방향으로 압

입이 되었다. 한 18 mm로 선공을 낸 최하단 기

부 횡목에 경우 Steel bar에 의해 최  5 mm로 압입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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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teel bar옹벽 접합부의 내력 평가

3.2.1. Steel bar옹벽 접합부의 내력 및 파괴

형상

1개의 긴 횡목과 2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Type-A1

의 최  내력은 131.3 kN으로 측정되었고, 괴형상

은 합구인 Steel bar의 나사선에서 인장력과 단

력을 동시에 받아 단되었다. Type-A2의 최  내력

은 141.5 kN으로 측정되었고, 2개의 종목의 선단부

분이 횡목으로 압입이 되어 단이 발생하 다. Type- 

A3의 최  내력은 117.6 kN으로 측정되었고, 종목의 

‘ㄷ’자 슬릿에서부터 선단까지의 거리가 짧아 단이 

발생하 다. 2개의 횡목을 각각 반턱이음한 후 2개

의 종목과 합한 Type-B1의 최  내력은 140.8 kN

으로 측정되었으며, 괴형상은 목재의 단은 없었

으나 Steel bar의 변형이 많이 진행되어 하 을 가할 

수가 없었다. Type-B2의 최  내력은 140.8 kN으로 

측정되었으며, Type-A3과 동일하게 종목의 ‘ㄷ’자 슬

릿에서부터 선단까지의 거리가 짧아 단이 발생하

다. Type-B3의 최  내력은 117.7 kN으로 측정되

었으며, Steel bar의 나사선에서 양끝 모두 단이 

발생하 다. 

Steel bar 옹벽의 합부 내력 시험 결과 Table 2

와 같이 Type-A와 Type-B의 내력 성능은 비슷하

으며, 결 이 될 수 있는 Type-B횡목의 반턱이음부

가 Steel bar 옹벽의 내력 성능에 미치는 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재옹벽의 안정성 검토에서 토압이 가장 크게 작

용하는 최하단 부재에 해 검토를 한 결과 정각재 

목재옹벽 합부는 8 kN 이상의 내력을 가져야 안정

성이 확인될 수 있다. 이에 송요진 등(2011)이 실험

한 정각재 목재옹벽 합부의 평균 최 내력은 36.4 

kN으로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Steel bar 목재옹벽

의 존재하는 합부는 이에 3배 이상 상회하는 내력

으로 합내력의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Steel bar옹벽 1개 유닛(길이: 2,890 mm, 높이: 

770 mm, 폭: 782 mm)의 제작 시간은 2인 기 의 15

분 내외로 이는 정각재 목재옹벽(2인 기 의 60분 내

외)보다 제작 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었다. 

시공 과정에서도 사  가공된 부재들을 Steel bar에 

끼워 넣기만 하여 층을 하므로 합구에 의해 목재

가 할렬 는 단이 발생하지 않는 장 을 가지고 

있었다.

완성된 옹벽의 수평 재하 시험 결과 시험기의 최  

용량인 약 279.9 kN에서도 옹벽의 괴가 발생하지 

않아 Steel bar 목재옹벽의 최  내력을 측정하지 못

했다. 그러나 이때 Steel bar 옹벽의 부재는 할렬과 

단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육안으로 옹벽의 변형을 

쉽게 찰하기 힘들었다. 

Steel bar 목재옹벽에는 1개의 긴 횡목과 2개의 종

목이 만나는 합부(Type-A)와 2개의 짧은 횡목과 2

개의 종목이 만나는 합부(Type-B)가 공존한다. 이

를 각각 3개의 합부 시험 시편을 제작하여 압축형 

단 내력 시험을 실시한 결과 Type-A의 평균 최  

내력은 약 130.1 kN, Type-B의 평균 최  내력은 

130.6 kN으로 두 Type의 평균 최  내력은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이는 리기다소나무 정각재를 사용한 목

재옹벽의 직결나사못 합부 내력 성능 평가(송요진 

등, 2011)에서 연구한 마름모로 세워 층한 목재옹

벽 합부의 평균 최 내력(36.4 kN)보다 3.6배 정

도 높은 값으로 Steel bar 목재옹벽의 존재하는 합

부의 합내력 안정성을 확인하 다.   

본 실험 결과 Steel bar를 이용한 목재옹벽이 기존

의 정각재 목재옹벽을 체한다면 장에서 시공기

간을 일 수 있고, 인건비 약과 목재옹벽으로서의 

강도 성능 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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