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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산 주요 침엽수 소경목의 활용 방안으로 리기다소나무를 이용한 목재 모형 옹벽을 제작하여 강도 성능을 

평가하 다. 목재 모형 옹벽은 가로, 세로 11 cm의 CUAZ-2 처리한 리기다소나무 방부 정각재를 사용하여 3개

의 Type으로 제작하 다. 각 Type별 옹벽은 횡목 4층 종목 3층 총 7층의 높이 86 cm, 길이 300 cm, 폭 93 cm 

로 제작 하 으며 기본형인 Type I과 목재 사용량을 이기 해 간에 긴 종목과 짧은 종목을 번갈아 사용한 

Type II, Type II와 동일하게 제작한 후 횡목의 연결부 를 보강목으로 보강한 Type III으로 제작하 다. 각 

Type별 옹벽은 수평 재하 시험을 통한 강도 성능 평가와 화상처리를 통한 구조물의 변형을 검토하 다. 수평 

재하 시험 결과 최  하 을 비교해 보았을 때 Type I은 63.17 kN/m, Type II는 57.80 kN/m, Type III은 60.97 

kN/m으로 나타났다. 화상 처리를 통해 측정된 면부의 최상층 변형을 비교해 보았을 때 Type I에 비해 Type 

II의 변형이 약 1.5배 많은 변형을 보 으며 Type I과 Type III은 비슷한 변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결과 Type III의 경우 목재 사용량을 감하면서도 양호한 강도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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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ength properties of wooden model retaining wall made of pitch pine (Pinus rigida 
Miller) was evaluated. Three different types of wooden model retaining wall were made of the 
11cm square timber treated with CUAZ-2 (Copper Azole). The retaining wall was made into the 
4 layers of crossbar and the 3 layers of vertical-bar, of which the size was 86 cm high, 200 cm 
long and 96 cm wide. Type I was control and in Type II 20 cm vertical-bars and 93 cm 
vertical-bars were arranged alternately to decrease wood usage. TypeⅢ was similar to Type II, 
except that the connection between crossbars was reinforced with the wooden armature. In each 
type, the strength properties of retaining wall were investigated by horizontal loading test and 
the deformation of structure by image processing (AICON 3D DPA-PRO system). In horizontal 
loading test of Type I, Type II, and Type III was 63.17, 57.80, and 60.97 kN/m, respectively. The 
deformation of the top layer in Type II was 1.5 times larger than in Type I and Type III. Consequently, 
the economic efficiency and strength performance were better in Type III than in Type I and 
Type II.

Keywords : wooden model retaining wall, square timber, horizontal loading test

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도 국산 간벌재의 수요개발을 한 

다양한 연구들로 인해 목재로 제작한 목재 옹벽, 목

재 소형 사방 , 목재 울타리, 목재 난간 등의 토목용 

부재로 사용이 증가 되고 있다(김상우 등, 2008). 

일본의 경우 임업토목공사에 있어서 사용되는 목재

를 지 조달하여 울타리, 방풍공 등을 사용함으로써 

간벌재의 소비량을 높이고 있다(花野, 1997: 中谷, 

1997). 최근에는 치산분야에서의 토목시설의 용방

안과 구체 인 시공 사례에 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목재 (秋田県木製ダム工構造物調査

業務報告書, 2006: 群馬県森林土木木製構造物適用

基準, 2005)과 목재 옹벽 구조물(森林土木工事等木材

使用技術基準, 2006: 間伐材を利用した建設構造物の

強度な.どについての研究(間伐材型枠)報告書, 2004)

의 설계  구조계산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 이상을 산림이 형성하고 

있어 많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산림자원의 목재 생산량 반 이

상이 말구직경 20 cm 이하의 ⋅소경재로 그 활용

도가 낮아 간벌 작업 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

기다소나무는 척박한 산지에 조림하여도 활착이 잘 

되기에 우리나라 역에 낙엽송 다음으로 많은 양이 

조림되어 정부의 치산녹화 정책에 크게 기여한 수종

으로 경제 수종으로써 용도의 개발이 시 히 요구되

어지고 있다.

지 까지 국산 간벌재를 이용한 목재옹벽에는 주로 

리기다소나무 원주목이 심이었다. 리기다소나무는 

원목의 원구와 말구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원주목으로 

가공할 때 평균 제조 수율이 지극히 낮은 수종이다. 

특히, 원주가공시 원목상태에서 원주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구와 말구의 차이를 이기 하여 4면 정각

재로 제재한 후 원주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

여 원자재의 가격 상승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원자재의 제조수율을 높이고, 가공공정을 

단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리기다소나무 

정각재는 4면 제재하여 원주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공정이 간단해지고 제조수율도 원주목보다 향상

되므로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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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retaining wall (Type I).

Fig. 2. Schematic diagram of retaining wall (Type II).

Fig. 3. Schematic diagram of retaining wall (Type III).

진다. 일반 으로 정각재를 눕 서 제작하게 되면 강도

으로는 우수할 수 있으나 노치가공시 네모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마름모 형태보다 높이가 낮은 단 이 

있다. 하지만, 마름모 형태로 제작하면 노치의 형태가 

삼각형 기모양으로 네모형태의 노치보다 작업이 

쉽고 눕 서 제작할 때보다 같은 높이라도 상 으로 

층수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목재사용량 감소).

본 실험에서는 국내산 주요 침엽수 소경목의 활용 

방안으로 국내산 리기다소나무 정각재를 이용하여 

종목 배치 형태가 다른 3가지 Type의 목재 모형 옹벽

을 제작하고 수평 재하 시험을 실시하여 종목의 형태

에 따른 강도 성능을 평가하 고 화상처리를 통하여 

입체 변형을 비교 검토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서는 CUAZ-2 방부처리 된 가로, 세로 11 cm

의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Miller) 정각재를 사

용하 으며, 방부처리목의 평균 함수율은 12% 다. 

횡목은 길이 200 cm와 100 cm, 종목은 길이 93 cm의 

노치재(노치 깊이 : 3cm , 노치 폭 : 5cm, 노치 간 간격 

: 76cm)를 사용하 다.

2.2. 실험방법

2.2.1. 목재 모형 옹벽의 제작

옹벽은 Type I, Type II, Type III 3개의 유형으로 

종목을 다르게 하여 제작하 다. 옹벽은 횡목 4층과 

종목 3층 총 7층으로 높이 86 cm로 제작하 다. 횡목과 

종목은 마름모형으로 배치하여 재질 SUS410의 직경 

9.2 mm 길이 180 mm의 직결나사(self drill screw)를 

사용하여 1면 단으로 합하 다. Type I, Type II, 

Type III 모두 각층마다 100 cm 횡목과 200 cm 횡목

이 엇갈리게 배치되도록 하 으며, Type I은 각층에 

길이 93 cm의 종목을 100 cm 간격으로 제작하 다

(Fig. 1). Type II는 Type I과 달리 길이 93 cm의 긴 

종목과 길이 20 cm의 짧은 종목을 각층마다 번갈아 

배치되도록 제작하 다(Fig. 2). Type III는 Type II

와 동일하게 제작하 으며 횡목과 횡목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강목으로 보강하 다(Fig. 3). 시험체의 수

는 Type I 3개, Type II 2개, Type III 3개 총 8개의 

시험체을 제작하 다.



리기다소나무 방부 정각재를 이용한 목재 옹벽의 강도 성능 평가

－ 535 －

Fig. 4. Horizontal loading test of retaining wall.

  

               (a)                         (b)

Fig. 5. Retaining wall attached on uncode tar-
get (a-front section, b-side section).

2.2.2. 목재 모형 옹벽의 수평 재하 시험

제작된 목재 모형 옹벽을 수평 재하 시험기에 설치

한 후 면부와 후면부의 기 부를 속치구를 이용

하여 구조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 다. 옹벽의 

후면부와 수평 재하 시험기 사이에 모래주머니를 쌓

아 후면부에 균일한 하 이 가해지도록 설치하 다. 

수평 재하 시험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의 후면에 

300 kN 로드셀을 이용하여 하 을 가하 다. 옹벽 

면부 횡목의 앙 부분에 50 mm 변 계를 설치하

여 변형을 측정하 다. 변 계는 총 3개를 사용하

으며 최상층부터 기 부를 제외한 최하층까지(최상

층부터 L-1, L-2, L-3) 수평으로 설치하 다.

2.2.3. 화상 처리를 통한 변형 측정

2.2.3.1. 화상처리(ACION 3D DPA-PRO 시스템)

구조물을 설계할 경우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 들

로 인하여 생기는 응력뿐만 아니라 그 하 으로 인한 

변형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일반 이다. 화상처리는 

이러한 강도측정시의 변형을 3차원 입체형상으로 측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차원 입체 상은 3차원 입체

분석 로그램(AICON 3D Studio)을 사용한다. 3차

원 입체분석 로그램은 둘 는 그 이상의 시 에서 

상물의 변형을 감지하는 응용 로그램으로 변형은 

실제 이미지와 그래픽으로 표 된다. 

측정방법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착된 시

험편의 타깃을 기 좌표를 심으로 복 사진촬

을 하고 하 을 가한 후 촬 된 사진을 소 트웨어에 

의해 변형 후의 타깃의 좌표변화를 비교ㆍ분석하

는 방법이다.

2.2.3.2. 목재 모형 옹벽의 화상처리를 이용한 변형 

측정

강도 시험과 동시에 AICON 3D DPA-PRO 시스템

을 이용하여 화상처리를 통한 3차원 입체 변형을 측

정하 다. 화상변형 측정은 면(F) 횡목과 양 측면

(L,R)의 종목에서 측정하 다. 면부의 경우 앙

부분과 횡목과 종목이 연결되는 부분에 타깃을 부착

하 고 양측면의 경우 횡목과 종목이 연결되는 부분

에만 타깃을 부착하 다. 면부, 양측면의 횡목과 

종목에 코드 타깃(code target)과 31개의 언코드 타

깃(uncode target)을 붙여 측정하 다(Fig. 4). 목재 

옹벽의 변형의 측정은 20 kN 씩 하 을 증가시키며 

실시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평 재하 시험 결과

3.1.1. 수평 재하 시험의 하중-변형 곡선

수평 재하 시험의 하 -변형 곡선 그래 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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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1                           Type I-2                           Type I-3

                 

Type II-1                                             Type II-2

    

Type III-1                           Type III-2                           Type III-3

Fig. 6. Load-deformation curves of strength test.

Table 1. Ratio of Pmax

Retaining wall Pmax Ratio of strength

Type I 189.5 kN (8.57 kN/m) 1.00

Type II 173.4 kN (8.20 kN/m) 0.91

Type III 182.9 kN (8.42 kN/m) 0.97

보면 Type I-1의 경우 최  하 은 176.9 kN이었다. 

150 kN 때의 면부 횡목의 변형 값을 비교해 보면 

L-1은 49.98 mm, L-2는 47.16 mm, L-3는 32.90 mm

로 L-1의 변형 값이 가장 컸으며 L-1과 L-2의 변형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ype I-2의 경우 최  하 은 192.2 kN이었으며, 

Type I-3의 경우는 최  하  200 kN까지 단이 일

어나지 않았다.

Type II-1의 경우 최  하 은 186.4 kN이었으며 

150 kN 때의 면부 횡목의 변형 값을 비교해 보면 

L-1은 63.52 mm, L-2는 52.44 mm, L-3은 17.83 mm

로 L-1의 변형 값이 가장 컸으며 긴 종목을 사용한 

Type I보다 많은 변형이 일어났다. Type I과 달리 짧

은 종목을 사용하 을 시 L-1과 L-2의 변형 값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났다. Type II-2의 경우 최  하 은 

158.6 kN이었다.

Type III-1의 경우 최  하 은 197.9 kN이었으며  

150 kN 때의 면부 횡목의 변형 값을 비교해 보면 

L-1은 55.70 mm, L-2는 42.67 mm, L-3은 26.07 mm

로 보강목으로 보강을 하 을 시 보강을 하지 않은 

Type II보다 변형이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ype III-2의 최  하 은 171.7 kN이었으며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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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

  

Type II

  

Type III

Fig. 7. Photograph of rupture of retaining wall.

III-3의 최  하 은 158.2 kN이었다.

Type에 따른 강도 성능을 비교해 보면 Type I, 

Type II, Type III의 평균 최  하 은 각각 189.5, 

173.4, 182.9 kN으로 Type II의 최  하 이 가장 낮

고 Type I의 최  하 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짧은 종목을 사용하 으나 보강목으로 보강을 한 

Type III의 경우 Type I에 한 Type별 강도비가 

0.97로 약 3% 감소하여 Type I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괴 형상을 보면 Type I의 경우는 하 이 증가함

에 따라 체 으로 구조체가 앞으로 리다가 하단

부의 직결나사가 빠지면서 종목 노치부의 이탈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간에 짧은 종목을 사용한 Type II의 경우 짧은 종

목이 하 에 의해 회 하면서 노치부의 이탈을 보 다.

Type III의 경우 보강재가 노치재의 이탈을 방지하

면서 체 으로 구조체가 앞으로 리는 경향을 보

으며 최 하 에서 보강재의 단이 일어나면서 

짧은 종목이 회 하여 노치부의 이탈을 보 다. 한 

면부의 보강목이 분리 되면서 짧은 종목이 회 하

며 노치부의 이탈이 일어났다.

3.1.2. 수평 재하 시험의 화상처리 변형

수평 재하 시험의 화상처리를 통해 측정된 변형의 

경우 Type I, Type II, Type III 모두 하 이 가함

에 따라 최상층으로 올라 갈수록 변형이 증가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Type I의 화상처리 변형을 보면 하

이 증가함에 따라 면부는 방으로 변형이 일어

나고 후면부는 상향으로 변형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

고, Type III의 경우 역시 하 이 증가함에 따라 면

부는 방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후면부는 상향으로 

변형이 진행되었다.

간에 짧은 종목을 사용한 Type II의 화상 처리 변형

을 보면 하 이 증가함에 따라 면부는 하향으로 변형

이 일어나고 후면부는 상향으로 변형이 진행되었다.

Type III의 경우 짧은 종목을 사용하 지만 보강목

이 짧은 종목이 회 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하  80 kN에서 변형을 측정해 보았을 때 

Type I의 경우 A층 26.96 mm, B층 24.42 mm, C층 

18.15 mm 변형되었다. 보강목으로 보강을 하여  

Type III의 경우에도 A층 25.43 mm, B층 21.85 mm, 

C층 13.93 mm으로 Type I과 비슷한 변형 값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ype II의 경우 가장 많은 변형이 진행되었으며 A

층 40.76 mm, B층 32.51 mm, C층 17.61 mm 변형되

었다. C층의 변형 값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A층과 

B층에서 Type I보다 많이 변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2. 가상단면에 대한 정각재 옹벽의 안정

계산

가상단면에서의 정각재 옹벽의 구조물로서의 안정

계산은 목재옹벽은 1 : 03의 구배로 경사져있으므로  

평형 사변형의 단면으로 가정하여 검토하 다(島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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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oad distribution of wooden retaining 
wall.

3.2.1.4. 부재조건

재질 : 리기다 소나무

횡목 종목 평균직경 : D = 0.126 m

종목 노치 평균깊이 : 0.03 m

3.2.2. 옹벽의 단위체적 중량 계산

3.2.2.1. 간격 : 표 인 종목간격 1 m

3.2.2.2. 단 폭당 목재체  산정

구분 층수 총 길이(m) 체 (m3)

종목 7 0.79 × 7 = 5.53 0.067

횡목 8 1 × 8 = 8 0.100

합계 0.167

목재 체 비 (R)=∙


=×


=0.15

3.2.2.3. 목재옹벽 단 체 량

  ×  

  rd : 옹벽 단 체 량 (kN/m3)

  rw : 목재의 단 체 량 (6 kN/m3)

  rs : 옹벽 채움토의 단 체 량 (19 kN/m3)

  rd = 6 × 0.15 + 19(1 - 0.15) = 17.11 kN/m3)

3.2.3. 구조계산

3.2.3.1. 토압계산

  최 토압  

   수평토압  ∙   
   연직토압  ∙  
제작된 3 type의 목재옹벽틀 모두 설계조건상의 

수평토압에 해 충분한 강성(Table 1)을 지니므로 

력식 구조체로서 안정성의 검토를 행하 다.

옹벽의 연직하 , 수평하 ,  선단 A 에서의 

항모멘트  도모멘트는 아래와 같다(Fig. 10 참조).

구분 연직하 (kN) 모멘트(kN⋅m)

w1 

×  ×  ×   ×  × 


 

w2  ××   ×   
  

w3 

×  ×  ×   

×    
 

    

구분 연직하 (kN) 모멘트(kN⋅m)

Pv  ×  
  

   연직하중    저항모멘트 

Ph    수평하중  × 

 

 전도모멘트 

3.2.3.2. 합력의 작용 치  편심거리

합력작용 치       


합력작용 은 middle third 내에 치한다.

편심거리  

   



3.2.3.3. 내부응력  지반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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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안정성 검토

3.2.4.1. 도에 한 안정성 

Ft = Mv/Mh = 4.616 > 1.5 (안정)

3.2.4.2. 활동에 한 안정성 

Fs= f⋅∑V/∑H = 2.109 > 1.5 (안정)

3.2.4.3. 지반지지력에 한 안정성 

P1 = 41.698 < Q = 200 (안정)

가상단면 하에서 목재 옹벽(H = 1.41 m, B= 0.79 

m) 구조물의 안정성은 확인되었다.

동일 옹벽의 폭으로 옹벽의 높이를 증가시켜 나갈

때의 옹벽의 안정성은 다음과 같다. 2.7 m 옹벽높이

의 옹벽에서 활동에 한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활동에 한 책으로는  근입깊이를 확 하

거나 옹벽폭을 증가시켜 자 을 보강시키는 시공법

의 검토가 필요하다.

도 활동 지반지지력

H = 1.78 m OK OK OK

H = 1.96 m OK OK OK

H = 2.14 m OK OK OK

H = 2.33 m OK OK OK

H = 2.51 m OK OK OK

H = 2.70 m OK OUT OK

4. 결  론

정각재 옹벽의 수평 재하 시험 결과 단 폭에 한 

하 은 Type I 63.17 kN/m, Type II 57.80 kN/m, 

Type III 60.97 kN/m으로 나타났다. 단  폭당 하

을 비교해 보면 Type I이 가장 양호한 강도  특성을 

보 다. Type II는 Type I의 강도보다 약 9% 감소하

다. Type III의 경우 약 3% 감소하 다. 각 Type

목재 옹벽틀은 옹벽 높이 1.41 m에서의 수평토압

(5.605 kN/m)에 충분한 강성을 가졌으며 2.5 m 높이

의 옹벽 구조물에서 안정성을 확보하 다.

목재 옹벽틀은 면부의 최상층 변형을 비교해 보

았을 때 Type I에 비해 Type II의 변형이 약 1.5배 많

은 변형을 보 으며 Type I과 Type III은 비슷한 변

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 이 증가 할수록 

옹벽의 상층부가 면부로 도되는 경향을 보 으며 

괴형상을 보면 직결나사의 단보다 노치부의 이탈

에 의한 괴형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각재 옹벽은 수율이 떨어지는 기존의 원주목 옹벽에 

비해 옹벽 제작단가를 감 할 수 있으며 Type I과 

비교하여 짧은 종목과 보강목을 사용한 Type III의 

경우에도 양호한 강도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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