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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여러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한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은 수가공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옥 접합부의 모듈화를 위해 기계가공과 수가공과의 성능비교를 하였다. 더글라스 

퍼를 이용하여 두 가공법으로 실대재 주먹장을 제작하였다. 두 가공법에 대해 휨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균 최대하중은 

같은 치수의 그룹을 비교했을 때 기계가공이 수가공에 비해 약 1.5배 더 높았다. 유의성 검증결과 두 가공법 모두 각 

요소의 크기변화는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목길이와 목두께는 최대하중과 

비례 관계였으나 목너비는 반비례관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옥 접합부를 모듈화 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on the Hanok have been increased with social change. However, Hanok has a major problem 

of a rising costs caused by hand-made process. So,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hand-made process and pre-cut 

process was conducted to modularize the joints in Hanok. Douglas-fir was used to manufacture the structural size 

dovetail joints by hand-made and pre-cut precess. The bending strengths on joints with two process were evaluated. 

The average ultimate load of pre-cut joints was 1.5 times higher than that of hand-made joints. F-test results in both 

process showed a great relationships between ultimate load and tenon’s size variation. The length and thickness of 

tenon showed a proportional relationship with the ultimate load, but the tenon width showed inverse proportion with 

the ultimate load. This results may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joint modularization of Hanok.

Keywords : pre-cut, hand-made, dovetail joint, joint modularization, Han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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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통한옥들의 현대화와 활성화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지자체들의 한옥관광마을 

조성, 한옥에 관련된 법령(KOREAN BUILDING 

CODE, 2005) 지정과 같은 사회적,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듯 한옥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옥에 거주하고

자 하는 소비자들의 이목도 집중시켰다. 소비자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에 대해 2013년도 국가한옥센터

에서는 전국 15개 광역시⋅도, 만 3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소비자들

이 한옥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는 부분은 경

제적 관점이었고, 세부적으로는 ‘유지/관리가 어렵

다.’, ‘겨울에 춥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불편하

다.’ 등이 있었다. 소비자들의 인식과 더불어 전통한

옥들의 여러 문제점으로는 현대생활과 전통적 생활

방식의 공간조성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나 기밀성,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의 기능적 문제점과 현실적으

로 반영되어지는 현장 시공비, 관리의 비효율성, 수

가공 생산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와 시공의 비 과학

화 문제점 등이 있다.(Kim, 2010; Kim et al., 2011; 

Kim et al., 2013) 실제로 건축현장에서 소요되는 경

제적 부분 중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간다. 특히 

한옥의 경우 숙련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공 시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이러한 한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바

로 기계가공을 통한 모듈화이다. 기둥, 보와 같은 부

재자체나 시공기술 특히 부재와 부재를 이어 역학적 

성능에 관여를 하고 있는 접합부의 수치를 표준화, 

모듈화 시킨다면 공기가 짧아지고 숙련공의 필요성

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의 편의성 또한 확

보할 수 있어 한옥의 현대화와 대중화, 활성화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Kim et al., 2015)를 통해 전통접합부에서 가

장 많이 쓰였다고 알려진 주먹장을 기존의 수가공법

과 입력된 수치대로 목재의 크기, 모양 등을 자유롭

게 절삭할 수 있는 프리컷 머신을 이용한 기계가공

법으로 각각 가공하여 비교하였다. 보다 정밀한 연구

를 위하여 주먹장의 치수를 다양하게 하여 가공을 

하였으며, 강도 등의 성능비교를 위해 휨 강도 시험

을 실시하여 파괴형상과 하중-변형 곡선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더글라스 퍼를 대표수종으로 선정

하였다(Douglas fir, 학명: Pseudotsuga menziesii 

(Mirb.) Franco). 본래 한옥에 쓰이는 수종은 육송으

로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경우가 그 예지만, 최근 큰 

부재의 육송을 구하기 어려워 비중이 비슷해 한옥의 

대체재, 경량목구조의 주요 구조재로 많이 활용되어

지고 있는 더글라스 퍼를 사용하였다. Fig. 1은 기계

가공 시 사용되어진 프리컷 머신이다. 

부재의 너비 × 두께 × 길이는 100 × 100 × 2400 (mm)

이고 성능 비교를 위한 장부의 치수는 9가지로 달리

하여 Table 1, 장부의 각 부분용어는 Fig. 2에 제시하

였다. 장부 치수 중 각도의 경우 접합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Lee et al., 2010) 시험편 제작에 사

Fig. 1. Pre-cut machine (ESSETRE S.p.A, THECHN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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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프리컷 머신의 특성상 75°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시험의 반복수는 기계

가공의 경우 10회, 수가공의 경우 5회로 하여 각각 

총 90개, 45개의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접

합부의 치수에 따른 상대적 성능 차이 비교가 주목

적이므로 부재별 함수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휨 강도는 평가하려는 단면의 크기가 100 × 100 

(mm)인 실대재이므로 KSF 2150 (method of static 

bending test for full sized structural lumber)에 따

라 측정하였다. 지간거리는 2000 mm, 하중부하속

도는 10 mm/min로 하였다. 휨 강도 시험은 최대 

부하가능하중 10톤인 만능강도 시험기를 사용하

였다(Fig. 3).

본래 기둥과 기둥 사이 보의 접합 부위는 위를 향하

고 있지만 앞에서 밝힌바와 접합부 치수별 상대적 성

능 차이 비교가 목적이므로 좀 더 정밀한 휨강도 측정

이 가능하게 하중재하방법을 Fig. 5와 같이 하였다.

휨 강도 시험 이후 그려진 하중-변형선도로 발생

된 변위를 파악하고 최대하중 및 각 그룹의 평균최

대하중을 비교 분석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접합의 

각 부위들과 최대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 각 

시편의 파괴형태를 단면 촬영 사진의 대조를 통해 

육안으로 구분하여 할렬이나 파괴형상을 관찰하였고 

파괴모드를 설정하여 접합부의 어느 위치에서 응력

이 집중되어 파괴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하중 변형 곡선

3.1.1. 수가공

Fig. 6에 각기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하중-변형 관

계를 나타내었다. 수가공은 목 너비가 60 mm로 가

장 작은 D그룹의 접합부가 가장 우수한 강도를 나타

Width Thickness Length
Count

(Pre-cut / Manual)

Specimen number

(Pre-cut / Manual)

60

49 20 10 / 5 A-1-1∼10 / D-1-1∼5

44.5 29 10 / 5 A-2-1∼10 / D-2-1∼5

40 38 10 / 5 A-3-1∼10 / D-3-1∼5

70

59 20 10 / 5 B-1-1∼10 / E-1-1∼5

54.5 29 10 / 5 B-2-1∼10 / E-2-1∼5

50 38 10 / 5 B-3-1∼10 / E-3-1∼5

80

69 20 10 / 5 C-1-1∼10 / F-1-1∼5

64.5 29 10 / 5 C-2-1∼10 / F-2-1∼5

60 38 10 / 5 C-3-1∼10 / F-3-1∼5

Table 1. Tongue size of joint

Fig. 2. Tongue terms.

Fig. 3. Universal material testing machine, 10 T 

(SGA-E-10L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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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고, 목 너비가 큰 F그룹 접합부의 경우 모든 그

룹 중 제일 뒤떨어진 성능을 보였다. 

그림에 의하면 기계가공과 마찬가지로 목 너비 60 

mm, 목 두께 40 mm, 목 길이 38 mm의 조건을 가진 

D-3 그룹의 최대하중이 평균적으로 나머지 그룹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낮은 하중 평균을 

보여준 F그룹 중에서도 목 길이가 20 mm로 짧은 

F-1그룹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D-3과 F-1 그

룹의 최대강도차는 약 4배 정도로 차이가 났다. 

차이가 크게 난 이유는 접합부 자체가 커 한 부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지속되는 하중에 의

한 응력도달시간이 짧아져 오래 버티지 못하고 파괴

되는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1.2. 기계가공

Fig. 7는 각기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하중-변형 관

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목 너비 60 mm의 A

그룹 접합부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목 

너비 80 mm의 C그룹 접합부의 경우 비교적으로 낮

은 하중에서 파괴가 일어났다.

목 너비 60 mm, 목 두께 40 mm, 목 길이 38 mm

의 조건을 가진 A-3 그룹의 최대하중이 평균적으로 

나머지 그룹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특

히 A-3그룹의 경우 최대하중까지의 도달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파괴단면 관찰에서 파괴모드 TGF (숫 

장부와 암 장부 복합파괴)의 비율이 타 그룹에 비해 

굉장히 높았다. 이는 곧 부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때문에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 너비가 80 mm로 가장 큰 C그룹의 경우 A, B 

그룹에 비해 최대강도가 반 이상 낮게 차이가 났다. 

이는 목 너비와 두께가 클수록 즉 접합부가 결합되

어 있는 단면 내에 비율을 더 많이 차지할수록 강도

가 더 낮게 나오는 결과로, 파괴모드 GF 혹은 TGF

에서 관찰되었던 암장부의 응력집중부위 부분이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아지기 때문이다.

3.1.3. 기계가공과 수가공 비교

Fig. 8은 기계가공과 수가공의 각 9개의 실험군 간 

최대하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막대그래프

이다. 그림에서 기계가공의 표준편차는 60∼90 정도

로 그리 큰 값을 보이지 않으나 수가공의 경우 30∼

178까지 그 폭이 기계가공에 비해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준편차의 값이 작다는 것은 각 실험군의 

반복수 시편 간 최대하중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가공에 비해 적은 

차이를 보이는 기계가공의 경우 좀 더 정밀한 가공

이 진행되어졌다고 판단되어진다. 

Fig. 5. Loading method.

Fig. 4. Be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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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강도 값을 보면 같은 사이즈의 그룹을 비교

했을 때 (A와 D, B와 E, C와 F) 기계가공의 강도가 

수가공에 비해 전체적으로 우수하며 최대 95%까지 

강도값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정밀한 기계가공으로 인해 접합부가 긴밀하게 연결

되어 최대하중 값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3.2. 파괴모드 분석

파괴단면은 강도실험 이후 파괴형상 사진들의 대

조를 통해 육안으로 구분하였다. 파괴모드는 숫 장부

파괴(Tongue failure: TF)와 암 장부파괴(Groove fail-

ure: GF), 숫 장부와 암 장부 복합파괴(Tongue and 

Groove failure: TGF)로 구분하였다.

3.2.1. 수가공 

수가공의 경우 파괴모드 형태의 비율에서 기계가

공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장부 하나만 파괴되는 

TF, GF의 경우(34개, 75.5%)가 복합파괴 TGF (10개, 

22.2%)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을 보였다. 뿐만 아

니라 숫장부와 암장부의 접합이 수가공의 특성으로 

인해 제대로 긴결이 되지 않아 강도실험 도중 시험

편 이탈현상이 발생하여 데이터에서 제외된 값도 있

었다.

장부 하나만 파괴되는 TF, GF를 각각 살펴보면 

TF (5개, 11.1%)가 GF (29개, 64.4%)에 비해 훨씬 

적게 발생되었다. 단순보는 한 점에서 하중이 가해졌

을 시 상단부에서는 압축, 하단부에서는 인장응력을 

받게 된다. 실험되어진 암장부의 경우 인장응력 발생 

시 숫 장부와의 마찰에 의해 응력해소가 일어나 보 

Fig. 6. Load-deformation curve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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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밑단 파괴보다는 섬유직각방향으로의 갈램현

상으로 인해 접합부위의 하단 (암 장부) 파괴가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Song et al. 2006, Hwang et 

al. 2009).

Fig. 7. Load-deformation curves (Pre-cut).

Pre-cut Manual

: (  axis: Specimen number,   axis: Load)

Fig. 8. The average of ultimate load and Standard deviation (Pre-cut and Manual).



김광철⋅김준호

－ 670 －

3.2.2. 기계가공

장부 어느 한쪽만 파괴되는 TF, GF의 경우(38개, 

42.3%)가 암, 숫 장부가 함께 파괴되어지는 TGF의 

경우보다 그 수가 적었다(52개, 57.7%). 파괴모드별 

비율을 보면 TF 2.3%, GF 40%, TGF 57.7%로 나타

났다. 

비율에서 보듯 접합부 파괴에서 숫 장부파괴만 일

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암 장부파괴에서는 응력

이 집중되어지는 하단부에서의 파괴가 그 주를 이루

었는대 그 이유는 위의 수가공 주먹장 접합부와 같

Tongue failure: TF

(Side View)

Groove failure: GF

(Side View)

Tongue and Groove failure: TGF

(Side View)

Fig. 9. Failure modes.

TF

GF

TGF

* TF: Tongue failure, GF: Groove failure, TGF: Tongue and Groove failure

Fig. 10. Photographs of Failure mode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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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보여진다.

3.2.3. 기계가공과 수가공 비교

파괴모드 분석을 토대로 기계가공과 수가공을 비

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계가공의 경우 복합파괴의 

비율이 전체 파괴모드 중 월등했던 반면 수가공의 

경우 숫 장부 혹은 암 장부 하나만 파괴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강도 시험 시 접합부 상호간이 더 긴밀하

게 연결되어있는 그룹은 총 시험시간이 짧았고 강도

가 가장 강했다. 실제로 기계가공과 수가공을 모두 

합하여 평균 강도값이 시험군 중 제일이었던 A-3 그

룹의 경우 복합파괴의 비율이 90%로 이는 복합파괴

가 많을수록 부재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복합파괴의 비율이 적었

던 수가공은 기계가공에 비해 접합부재 간 결합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유의성 검증

유의성 검증을 위해 F검증(Kim et al., 2009)을 실

시하였으며 현재 실험되어진 각 시편의 실험 군이 

총 18개이므로 둘 이상 집단의 평균 비교가 가능한 

TF

GF

TGF

* TF: Tongue failure, GF: Groove failure, TGF: Tongue and Groove failure

Fig. 11. Photographs of Failure modes (Pre-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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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을 하였다.

3.3.1. 수가공 접합부의 휨 강도에 대한 유의성 

검증 

동일수종, 다른 치수로 기계가공 되어진 9개의 실

험군 성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

석을 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목 길이, 목 너비, 

목 두께 등의 치수가 달라짐에 따라 실험군 간 평균 

강도 값은 많은 차이를 보였고 검증결과 F 값이 기

각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F 값이 커짐에 따라 P 값이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을 보였으므로 기계가공 되어

진 9개의 실험군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변

화된 각 치수에 의해 결정된 강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면의 치수나 형상에 따라서 접

합부의 각 요소들의 크기변화는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3.3.2. 기계가공 접합부의 휨 강도에 대한 유의성 

검증 

기계가공 역시 수가공과 마찬가지로 F 값이 기각

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P 값이 0.05보다 작은 값을 보

여 가공 되어진 9실험군은 강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 9실험군은 각각 접합부의 요소 크기가 

다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합부 각 

요소들의 크기변화는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회귀분석

각 가공법의 유의성 검증을 통하여 각 접합부의 

요소 크기 변화와 강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규명하였

으므로 두 가공법 중 휨 성능이 더욱 좋았던 기계가

공 결과만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Kim et al., 2009)

을 실시하였다. 사용되어진 프리컷 머신의 특성상 

각도 조절은 불가하여 접합부의 각도는 75°로 고정

되어 있어 각도의 변수만을 제외한 목 길이와 목 

두께, 목 너비를 조합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도

출하였다.

표의 회귀분석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중상관계수가 



 0.8 정도로 최대하중과 각각의 독립변수들 (목 

Number of Specimen Failure mode Number of Specimen Failure mode Number of Specimen Failure mode

D-1-1 GF E-1-1 GF F-1-1 GF

D-1-2 TF E-1-2 TGF F-1-2 GF

D-1-3 TF E-1-3 TF F-1-3 GF

D-1-4 GF E-1-4 TF F-1-4 GF

D-1-5 GF E-1-5 TGF F-1-5 TGF

D-2-1 GF E-2-1 GF F-2-1 TF

D-2-2 GF E-2-2 GF F-2-2 TGF

D-2-3 GF E-2-3 GF F-2-3 GF

D-2-4 GF E-2-4 GF F-2-4 GF

D-2-5 TGF E-2-5 - F-2-5 GF

D-3-1 GF E-3-1 TGF F-3-1 GF

D-3-2 TGF E-3-2 GF F-3-2 GF

D-3-3 GF E-3-3 TGF F-3-3 GF

D-3-4 TGF E-3-4 GF F-3-4 GF

D-3-5 GF E-3-5 TGF F-3-5 GF

TF 11.1% GF 64.5% TGF 22.2%

Table 2. Failure mode of each joint specimen number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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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목 너비, 목 두께) 사이에는 높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토대로 최대하중

의 방정식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추정방정식에서 

 값은 목 길이를, 


 값은 목 

너비를, 

 값은 목 두께를 나타낸다. 따라서 목 길

이와 목 두께는 현재 실험되어진 치수의 범위 안에

서 최대하중과 비례관계이나 목 너비의 경우는 반비

Number of Specimen Failure mode Number of Specimen Failure mode Number of Specimen Failure mode

A-1-1 TGF B-1-1 TGF C-1-1 TF

A-1-2 TGF B-1-2 TGF C-1-2 GF

A-1-3 GF B-1-3 GF C-1-3 GF

A-1-4 TGF B-1-4 GF C-1-4 GF

A-1-5 TGF B-1-5 TGF C-1-5 GF

A-1-6 TGF B-1-6 GF C-1-6 GF

A-1-7 TGF B-1-7 GF C-1-7 TGF

A-1-8 GF B-1-8 TGF C-1-8 TGF

A-1-9 GF B-1-9 TGF C-1-9 TGF

A-1-10 GF B-1-10 TGF C-1-10 GF

A-2-1 GF B-2-1 TGF C-2-1 GF

A-2-2 GF B-2-2 GF C-2-2 TGF

A-2-3 TGF B-2-3 TGF C-2-3 GF

A-2-4 GF B-2-4 TGF C-2-4 GF

A-2-5 TGF B-2-5 GF C-2-5 TGF

A-2-6 TGF B-2-6 TGF C-2-6 TGF

A-2-7 TGF B-2-7 GF C-2-7 GF

A-2-8 GF B-2-8 TGF C-2-8 TGF

A-2-9 TGF B-2-9 TGF C-2-9 GF

A-2-10 GF B-2-10 GF C-2-10 TGF

A-3-1 TGF B-3-1 TGF C-3-1 TGF

A-3-2 TGF B-3-2 GF C-3-2 GF

A-3-3 TGF B-3-3 TGF C-3-3 TGF

A-3-4 TGF B-3-4 GF C-3-4 GF

A-3-5 TGF B-3-5 GF C-3-5 GF

A-3-6 GF B-3-6 TGF C-3-6 TGF

A-3-7 TGF B-3-7 TGF C-3-7 TGF

A-3-8 TGF B-3-8 TGF C-3-8 TF

A-3-9 TGF B-3-9 TGF C-3-9 TGF

A-3-10 TGF B-3-10 TGF C-3-10 GF

TF 2.3% GF 40% TGF 57.7%

* TF: Tongue failure, GF: Groove failure, TGF: Tongue and Groove failure

Table 3. Failure modes of each joint specimen number (Pre-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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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Groups Count Sum Average Variance

D-1 5 1314 262.8N 32005.7

D-2 5 2443 488.6N 6421.3

D-3 5 2513 502.6N 15025.3

E-1 5 1434 286.8N 11411.2

E-2 5 1812 362.4N 14074.3

E-3 5 1477 295.4N 5736.8

F-1 5 709 141.8N 4960.2

F-2 5 1061 212.2N 1006.7

F-3 5 952 190.4N 2587.3

ANOVA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value F critical

Between groups 633162.6 8 79145.32 7.640428 6.35E-06 2.208518

Within groups 372915.2 36 10358.76

1006078 44

Table 4. ANOVA table for the bending strength (Manual) 

Summary

Groups Count Sum Average Variance

A-1 10 4379 437.9 N 6899.878

A-2 10 4987 498.7 N 4610.9

A-3 10 5813 581.3 N 7701.789

B-1 10 4947 494.7 N 7267.344

B-2 10 4786 478.6 N 8809.822

B-3 10 4027 402.7 N 4316.456

C-1 10 2767 276.7 N 5027.789

C-2 10 2789 278.9 N 6624.767

C-3 10 2185 218.5 N 5937.389

ANOVA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value F critical

Between groups 1214977 8 151872.1 23.89758 2.20E-18 2.054882

Within groups 514765.2 81 6355.126

1729742 89

Table 5. ANOVA table for the bending strength (Pre-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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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한국형 목조주택 즉 신한옥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

심이 집중되어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한옥마을 등을 

조성함에 따라 그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

만 통용되어지고 있는 현재 한옥시공의 경우 소수의 

숙련공에 의한 시공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며 그에 따

라 총 건축비가 올라가고, 비 균일한 가공방법 등 여

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옥시공의 가장 큰 

문제점인 가공방법을 기계가공으로 실행하고 모듈화

를 진행함으로써 인건비, 크게는 총 건축비를 감축시

키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수가공과의 비교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평균 최대하중 값의 경우 같은 치수의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기계가공의 강도가 수가공에 비

해 전체적으로 높았고 최대 2배까지 강도값 차

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파괴모드의 경우 강도가 더 우수한 기계가공에

서 복합파괴의 비율이 수가공에 비해 더 높았다.

3. 두 가공법의 최대하중과 접합부 요소 치수 변화 

간 유의성 검증결과 접합부 각 요소들의 크기

변화는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선행연구 된 주먹장 접합부의 성능에 영향을 끼

치는 요인 중 목 길이와 목 두께, 목 너비를 각

각 달리하여 이를 통해 휨 성능이 더욱 좋았던 

기계가공만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이를 토대로 최대하중의 추정방정식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정식을 통해 결정되어진 본 실험 범위안의 최적

REGRESSION ANALYSIS STATISTIC

MCC 0.899


 0.809

M. 0.69

SE 68

COUNT 9

ANOVA

df SS MS F  P-value

Regression 3 98355.08 32785.03 7.08 0.029976

Within groups 5 23142.62 4628.525

8 121497.7

C SE t P-value
Low 

rank 95%

High

rank 95%

Low 

rank 95.0%

High

rank 95.0%

Y 623.7921 319.0656 13955 0.1 -196.392 1443.976 -196.392 1443.976

X 1 21.31 32.351 0.658 0.5 -61.8479 104.4738 -61.847 104.4738

X 2 -66.7979 59.88837 -1.11537 0.3 -220.746 87.15007 -220.746 87.15007

X 3 68.975 62.782 1.098632 0.3 -92.4131 230.3636 -92.4131 230.3636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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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값은 각각 목 길이 38 mm, 목 너비 60 mm, 목 

두께 40 mm였다. 상기의 최적 성능 조건은 한옥 접

합부를 모듈화 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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