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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강성, 고인성의 경량화된 목질접합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슬릿 가공된 기둥부재 중앙에 강판 대용인 

목질접합물을 삽입하고 기둥부재와 목질접합물만 결합된 시험편들을 제작하였다. 시험편들은 강판을 사용한 대조군

시험편과 모멘트 저항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GFRP보강목질적층판과 핀으로 제작된 시험편들은 강판삽입형 시험편 

보다 평균 24% 저하된 최대모멘트가 측정되었으나 양호한 인성이 관찰되었다. 파괴형상은 기둥부재의 연단부분에서 

연륜을 따라 파괴되었다. 집성재와 목질적층판을 접착제로 일체화한 강절형 시험편은 대조군 시험편보다 초기강성이 

2.8배 향상되었고, 최대모멘트도 평균 40% 향상된 경향을 보였다. 강절형 시험편들은 접착층 주위에서 파단되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specimens were produced with a column member and a wooden gusset only by inserting an wooden 

gusset which is a substitute for steel plate into the center of a slit-processed column member. The moment resistance 

performance of the specimens was compared with that of control specimens that used a steel plate. The measured max-

imum moments of the specimens produced with GFRP-reinforced wooden laminated gussets and pins were lower by 

24% on average compared to the steel plate-inserted specimens, but they showed good toughness. The fracture shape 

suggests that it was fractured along the annual rings between the pin and the end of the column member. The rigid 

specimen that integrated a laminated wood and a wooden laminated gusset with adhesive showed 2.8 times greater ini-

tial rigidity and 40% greater maximum moment on average compared to the control specimen. The rigid specimens 

mainly fractured on a glulam around glue line.

Keywords :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Initial rigidity, moment, plate-inserted, rigid, slit-processed, wooden 

gu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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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구조물의 접합부는 접합철물인 강판을 사용한 

강판삽입형(Inserted plate type)이나 강판측재형(Side 

plate type)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접합철물을 사용

한 접합부는 목재와 접합물의 상이한 표면경도로 목

재가 쉽게 지압되고 접합부에 작용하는 하중이 높아 

과대 설계되기 쉽다. 목질부재와 일체성이 뛰어난 목

질접합물이나 비강성이 높고 경량화된 신소재들이 

목질접합부에 강판대용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지속되

어져 왔다.

Jung et al. (2009)는 삼나무를 비중 1 g/cm3 되도

록 130℃로 열압하여 고밀화된 목질접합물을 집성재

의 중앙 슬릿부위에 삽입하고 목재핀으로 결합한 

목질접합부를 연구하였다. 실험결과 최대모멘트는 

11.92 KN⋅m로 측정되었고 목재핀 개수가 증가될

수록 초기강성은 1.5배 향상되었으나 최대 모멘트와 

항복하중 값은 소폭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Shibue et al. (2006)은 집성재로 제작된 라멘구조의 

외층에 9 mm의 합판을 접착하여 일체화된 강절형 

라멘구조를 제작하였다. 라멘구조의 단기기준 전단

내력 산출결과 24.7 kN으로 양호하였으며, 특히 초

기강성으로 산출한 값이 35.5 kN으로 우수하였다.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 FRP)은 

내식성과 내화성 및 비강성이 우수하여 건축 보강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GFRP (Glass FRP) 시트

를 보강재료로 사용한 목질접합물인 GFRP보강목질

적층판은 내력성능과 인장성능이 우수하여 집성재 

접합부에 적용한다면 내력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ong et al., 2014; Jung et al., 2016; 

Kim and Hong, 2015; Jung and Hong, 2015; Song 

et al., 2014). 목질접합물인 GFRP보강목질적층판의 

물성은 어느 정도 보고되었으나 목질접합물로 제작

된 접합부의 접합내력과 파괴모드에 관한 연구는 미

비하여 기초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질부재로 낙엽송 집성재를 사용

하였다. 강판 대용으로 목질접합물을 사용하여 제작

된 시험편들은 슬릿 가공된 집성재 중앙에 강판을 

삽입한 시험편과 모멘트 저항성능을 비교분석하였

다. 기둥부재와 접합물(강판, 목질적층판)로만 결합

된 시험편들은 노출된 목질적층판 상단에 하중을 가

력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편의 종류는 목질접

합물과 기둥부재가 블록집성재 제조공법(Lee and 

Hong, 2016)을 사용하여 접착제로 일체화된 강절 형

상의 시험편과, 슬릿 가공된 집성재에 목질접합물을 

삽입하고 목재 핀이나 GFRP 핀으로 접합된 시험편

을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시험에 사용된 목질부재는 낙엽송(Larix kaempferi 

Carriere) 집성재를 사용하였다. 집성재는 두께 30 

mm, 폭 120 mm, 길이 370 mm, 평균함수율 12%의 

낙엽송 제재판을 4층으로 적층하였다. 목질접합물로 

사용된 목질적층판은 두께 20 mm, 폭 120 mm, 길

이 350 mm의 낙엽송 제재판을 2층으로 적층하였다. 

목질적층판의 보강재로는 두께 1.2 mm의 GFRP 시

트와 두께 0.4 mm의 직물형 유리섬유를 사용하였다. 

집성재 제작 및 목질적층판과 직물형 유리섬유 간 

접착에는 PRF (Phenol-Resoecinol Formaldehyde)접

착제를, 목질적층판과 GFRP 시트 간 접착에는 초산

비닐접착제를 사용하였다(Park et al., 2011). 집성재

와 목질적층판의 접합은 직경 13 mm 길이 120 mm 

의 낙엽송 목재 핀 및 GFRP 핀을 사용하였다.

2.2. 시험편 제작 및 조합

접합철물인 강판과 드리프트 핀을 사용한 시험편

과 목질접합물로 제작된 대조군 시험편들은 아래와 

같이 제작하였다(Table 1).

 

1) 대조군 시험편(Control)

대조군 시험편은 접합철물을 사용한 강판삽입형 

시험편이다. 시험편은 기둥부재 횡단면에 깊이 120 

mm 폭 9 mm의 슬릿을 가공한 후 두께 8 mm의 강

판을 삽입하고 드리프트 핀으로 접합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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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둥부재와 목질적층판이 접착제로 일체화된 

시험편(TypeA, TypeB, TypeC)

시험편들은 블록집성재 제조공법으로 기둥부재와 

목질적층판에 PRF접착제로 일체화된 강절형상이다. 

TypeA 시험편은 기둥부재와 목질적층판을 PRF접착

제로 접착하였다. TypeB 시험편은 기둥부재와 목질

적층판을 PRF접착제로 일체화하고, GFRP 핀을 목

질적층판이 접착된 기둥부재에 삽입하였다. TypeC 

시험편은 양 외층에 직물형 유리섬유로 보강한 목질

적층판과 집성재를 PRF접착제로 일체화한 형상이다

(Fig. 1). 

3) GFRP보강목질적층판과 기둥부재를 핀으로 접

합한 시험편(TypeD, TypeE, TypeF)

TypeD, TypeE, TypeF 시험편들은 깊이 120 mm, 

폭 40 mm의 슬릿가공된 기둥부재에 GFRP보강목

질적층판을 삽입하고 핀으로 접합하였다. TypeD 시

험편은 목질적층판 내층에 GFRP를 보강한 GFRP

보강목질적층판과 GFRP 핀을 사용하여 접합하였

다. TypeE 시험편은 목질적층판 내층과 양 외층에 

GFRP를 보강한 GFRP보강목질적층판과 GFRP 핀으

로 제작하였다. TypeF는 내층과 양 외층을 보강한 

GFRP보강목질적층판을 기둥부재에 삽입 후 목재 핀

으로 접합하였다(Fig. 1).

Type Name Joining method Gusset Reinforced presence Pin

Control Gusset insert type Steel plate

None-reinforced

Drift pin

TypeA

Adhesion type

Wooden

Non-use

TypeB GFRP pin

TypeC Glass fiber cloth Non-use

TypeD

Gusset insert type

GFRP GFRP pin

TypeE GFRP GFRP pin

TypeF GFRP Wood pin

Table 1. Combination of glulam-gusset joint specimens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glulam-gusset joi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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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멘트저항 시험

모멘트저항 시험편들은 Fig. 2와 같이 유압하중장

치 하단에 고정스탠드와 볼트로 고정 후 집성재 중

앙으로부터 하중이 가력되는 지점 간 거리는 250 

mm로 설정하였다. 목질적층판 양면에 변위계를 설

치하여 평균값을 변형으로 사용하였다. 하중속도는 

분당 5 mm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변형각과 최대모

멘트는 다음의 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Rotation angle  tan

 


max


max
×⋅

3. 결과 및 고찰

3.1. 모멘트저항 성능평가

국내산 낙엽송 집성재와 강판이나 적층판으로 구

성된 시험편의 모멘트-변형각 곡선 그래프는 Fig. 3

과 같으며, 모멘트 저항 성능과 초기강성은 Table 2

와 같다.

대조군 시험편인 강판삽입형(Control)은 약 2 kN

⋅m까지 모멘트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2.7 kN에서 파괴되었다.

TypeA 시험편의 평균 최대모멘트는 3.78 kN⋅m

로 대조군 시험편 보다 평균 41% 향상되었으며 초

기강성은 2.8배 우수하였다. TypeB 시험편의 평균 

최대모멘트 성능은 TypeA 시험편과 대등하였으나 

초기강성은 저하되었다. GFRP 핀이 삽입된 면적만

큼 시험편의 일체화 면적이 4% 감소하여 최대모멘

트와 강성이 저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TypeB를 실대

재 접합부에 적용한다면 접합부가 파괴된 후 GFRP 

핀이 내력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물형 

유리섬유 보강목질적층판을 사용한 TypeC 시험편의 

평균 최대모멘트와 초기강성은 각각 3.58 kN⋅m와 

94 kN⋅m/rad.으로 대조군 시험편 보다 우수하였지

만 목질과 직물형 유리섬유 간 계면파괴가 발생하면

서 TypeA, TypeB 시험편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TypeD 시험편의 최대변형각은 비슷하였으나 평균 

최대모멘트는 대조군 시험편보다 21% 저하되었고 

초기강성도 23% 저하되었다. TypeE 시험편의 평균 

Fig. 2. Schematic diagram and photo of cantilev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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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모멘트는 TypeD와 비슷하였으나 초기강성은 대

조군 시험편과 대등하였다. TypeF 시험편의 평균 최

대모멘트와 초기강성은 모든 시험편들 중 가장 낮게 

측정되었고 평균 최대변형각도 2.3배 높았다. 목질적

층판은 GFRP로 보강되었지만 접합부는 목재 핀과 

집성재로만 접합되어있어 최대모멘트와 초기강성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절로 일체화된 TypeA, B, C 시험편들은 실대재

로 제작 시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운반과 현장 작업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 하지만 부분 일체화 후 

TypeD, E, F 시험편과 같은 공법으로 보강목질적층

판과 핀을 접합할 경우 운반문제해결과 현장 작업성

능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2. 파괴형상

대조군 시험편은 접합물인 강판이 회전함에 따라 

기둥부재와 드리프트 핀의 표면경도 및 강성 차이로 

기둥부재가 압입되어 섬유방향을 따라 파단 되었다

(Fig. 4-a).

Type Name

Rotation
anglemax

(rad.)

Initial rigidity (kN⋅m/rad.) Momontmax (kN⋅m)

Ave. Ave.

Control

1 0.06 64.4

64.8

2.4 

2.692 0.07 52.4 2.9 

3 0.06 77.7 2.8 

TypeA

1 0.02 251.5

178.8

4.4 

3.782 0.02 149.5 3.4 

3 0.03 135.4 3.6 

TypeB

1 0.03 210.3

147.8

4.3 

3.832 0.03 126.7 3.9 

3 0.04 106.2 3.3 

TypeC

1 0.04 117.0

94

4.1 

3.582 0.04 87.0 3.8 

3 0.03 78.0 2.9 

TypeD

1 0.06 48.3

49.8

2.2 

2.142 0.06 51.0 2.2 

3 0.05 50.1 2.1 

TypeE

1 0.04 64.8

59.4

2.0 

2.092 0.05 54.5 2.2 

3 0.05 58.9 2.0 

TypeF

1 0.14 30.6

25.7

2.2 

1.952 0.11 26.3 1.8 

3 0.14 20.2 1.8 

Table 2. The results of strength evaluation test for glulam-gusset join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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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ment-rotation angle curves of glulam-gusset join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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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기둥부재와 목질적층판이 접착제로 일체화

된 시험편(TypeA, TypeB, TypeC)

접합부가 일체화된 시험편들은 섬유방향이 직교되

도록 접착된 면(목질적층판과 집성재가 접착된 단면)

에서 주로 파괴가 진행되었다. 이는 섬유방향이 직각

으로 적층되는 목질재료의 접착층에 전단 응력이 집

중되어 변형을 일으키는 Rolling shear 때문으로 판

단된다.

TypeA-1 시험편은 기둥부재 양 측면에서 할렬이 

발생하였으며, 목질적층판은 파괴되지 않았다(Fig. 

4-b). 그러나 TypeA-2 시험편과 TypeA-3 시험편은 

목질적층판의 연륜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에 기인

하여 목질적층판에서 할렬이 다량 관찰되었다(Fig. 

4-c).

TypeB 시험편들은 GFRP 핀 삽입 지점을 중심으

로 기둥부재와 목질적층판에서 파괴가 관찰되었으며 

GFRP 핀은 파괴 및 변형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4-d, 4-e). TypeC-1와 TypeC-2시험편은 직물형 유리

섬유와 목재 간 접착이 비교적 우수하여 기둥부재에

서 파단 되었으며(Fig. 4-f), 최대 모멘트도 4.1 kN⋅

m, 3.8 kN⋅m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TypeC-3 시험

편은 기둥부재와 직물형 유리섬유 사이에서 발생한 

계면파괴의 비율이 타 시험편 보다 많았기 때문에 

최대모멘트가 낮았다.

대조군 시험편은 접합철물인 드리프트 핀과 접해 

있는 목질부가 지압되어 초기강성이 저하되고 지압

된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었지만, TypeA, TypeB, 

TypeC 시험편들은 일체화 효과로 초기강성이 양호

하였으며 응력이 분산되어 최대 모멘트가 대조군 시

험편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2.2. GFRP보강목질적층판과 기둥부재를 핀으로 

접합한 시험편(TypeD, TypeE, TypeF)

TypeD 시험편들은 목질적층판의 외부에서 내측으

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목질적층판 중앙의 GFRP시

트가 균열을 억제하였으며, GFRP 핀이 근소하게 압

입되었다(Fig. 4-h). 이후 목질적층판이 회전함과 동

시에 GFRP 핀이 기둥부재에 압입되어 집성재의 횡

단면 쪽으로 파단 되었다(Fig. 4-g). TypeE 시험편들

은 목질적층판 외층의 GFRP 시트가 할렬을 억제하

여 목질적층판 파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Fig. 4-i), 

Fig. 4. Failure mode of glulam-gusset joint specimens after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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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 핀은 상대적으로 많이 변형되었다. 기둥부재

의 파괴형상은 GFRP 핀이 접합된 부분에서 횡단면 

방향으로 발생하였다(Fig. 4-j). TypeF 시험편들은 기

둥부재와 목재 핀의 지압특성으로 양쪽의 변형이 누

적되어 변형이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접합철물을 사용한 시험편과 목질

접합물을 사용한 시험편들을 제작하여 모멘트저항성

능을 비교 검토하였다. 접합부가 일체화된 강절형 시

험편들(TypeA, TypeB, TypeC)은 강판삽입형 시험편

보다 우수한 모멘트성능이 관찰되었다. 특히 TypeA 

시험편의 최대모멘트는 강판삽입형 시험편보다 40%, 

초기강성은 2.8배 향상되었다. GFRP보강목질적층

판과 기둥부재를 핀으로 접합한 시험편들(TypeD, 

TypeE, TypeF)은 TypeE 시험편의 모멘트저항성능이 

가장 양호하였다. TypeE 시험편의 평균 최대모멘트

는 강판삽입형 시험편 보다 저하되었지만 초기강성

은 대등하였다. 또한 낙엽송 핀으로 접합된 TypeF시

험편은 우수한 인성이 관찰되었다. 추후 강절형으로 

일체화된 실대재 접합부를 제작하여 모멘트 저항 성

능 및 지진내력 성능이 검증되어 목조 건축물에 강

절형 접합부가 적용된다면 부재의 내력성능뿐만 아

니라 심미성이 우수하고 경량화된 접합부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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