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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조건축의 기반을 넓히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일반목조벽체 및 기타 경량목조벽체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벽체와 개선된 방식인 교호 샛기둥 벽체와의 성능 비교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교호 샛기둥 벽체의 강도적 특성을 평가하고 일반벽체의 강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일반

벽체를 구성하는 목재의 단면이 교호 샛기둥 벽체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벽체의 최대하중이 교호 샛기둥 벽체 보다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두 그룹간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교호 샛기둥 벽체는 일반

벽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교호 샛기둥 벽채는 샛기둥의 단면이 일반벽체보다 작기 때문에 재료를 절약

할 수 있어서 일반벽체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단열재의 면적 또한 증가하므로 열교 현상의 개선도 기대된다.

ABSTRACT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traditional standard wood walls and other light-frame wood walls is necessary to 

expand the base of wooden buildings and improve consumer satisfaction.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looked for new 

possibilities through comparison of performance between standard wood wall and newly presented staggered stud wood 

wall. First, the strength characteristics of staggered stud wood walls were evaluated and the those of standard wood 

walls were compared. The ultimate load of the standard wall was larger than that of the staggered stud wood wall, 

because the cross section of the wood making up the standard wood wall was larger than that of the staggered stud 

wood wall. However, the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the two groups didn’t showed a significance of 95% confidence 

level. This means that, staggered stud wood walls have shown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 standard wood wall. 

Because the cross-section of the stud in the staggered stud wood walls is smaller than that of the standard wall, the 

material can be saved. Therefore, staggerd wood stud wall is judged to be more economical than the standard wall. 

In addition, since the area of   the insulation also increases, improvement of the heat bridge is also expected.

Keywords : staggered stud wood wall, standard wood wall, statistical analysis, heat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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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소비자의 경제력 상승 및 주거 생활환경의 

변화에 의해 획일화된 공동 주택에서 벗어나 자유로

운 평면 유형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

며, 주말 여가 활동 등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주택

을 소유하고 있지만 목구조를 활용한 작은 규모의 

목조주택을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Shim, 2016). 특히 목조건축물의 경우 콘크

리트건축물 대비 투입되는 에너지가 약 5배 정도가 

절감되며, 6배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연

구 결과(Cole, 1998) 등이 나오면서 웰빙과 친환경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 속에 지난 10여 년간 국내 목조

건축 허가 동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Molit, 2015). 

특히 경량목조주택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면서 시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회사들이 등

장하고 있다. 그러나 Kim과 Shim (2015, 2016)은 

1980년 후반 경량목조건축의 도입 이후 국내 주거환

경의 고려와 전문 시공 기술자의 양성 등이 이루어지

지 못하여 현재에도 목조건축물의 각 구조에 대한 이

해 부족과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축이나 조적조의 설

계를 모방하여 시공하는 관행이 계속 답습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경량목조건축의 경우 모

듈 또는 매뉴얼에 의해서 각 구조별 교육을 통해 손

쉽게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공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기존 메뉴얼에서 벗어나 

각 구조나 시공에 대한 새로운 연구나 시공 방법의 

변화 등이 부족한 현실이다(Shim, 2016). 이와 관련

하여 Patton-Mallory 등(1985)은 벽체의 강도에 덮

개재 및 패널은 강도에 부가적으로 기여하여 저항

값을 중가 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Sherwood (1987)

는 벽체의 두께 증가와 높은 열저항에 의하여 벽체

의 결로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Brown 등(1993)은 목

조벽체의 경우 샛기둥에서 열교가 발생한다고 발표

하였다. T. Rodriguez-Nik 등(2015)은 목구조에서 

열교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호 샛기둥의 가

능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Kim과 Lee (2015, 2016)는 

국내에서 패시브하우스 및 제로에너지 하우스 등 저

에너지 고효율의 건축물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에너

지 효율 규정이 강화될 시에는 외벽체 두께가 두꺼

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량목조건축

의 장점인 경제성을 잃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열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 규정 강화에 따라 단열재의 두께 

증가와 함께 벽체의 두께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샛기둥과 샛기둥 사이에 단열재를 배치하는 기존의 

경량목구조 벽체 특성상 강도적 성능과 상관없이 불

필요하게 벽체를 구성하는 샛기둥의 단면적이 커지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 벽체 시

공 방법에서 벗어나 깔도리보다 더 작은 단면의 샛

기둥을 교호로 설치하는 개선형 벽체의 구성법을 제

시하고 강도 실험을 통하여 강도적 변화에 대한 개

선형 벽체 시스템과의 상대적 비교와 통계 분석을 

통해 개선형 벽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

았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서는 경량목조건축에서의 구조부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함수율 18% 이하인 S-P-F 

(Spruce-Pine-Fir)를 사용하였다. 벽체 제작에 사용된 

목재를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따라 

함수율 시편을 제작⋅측정하였고, KS F 2198 목재

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에 따라 전건비중 시편을 

제작⋅측정하였다(Fig. 1, Fig. 2). 

일반적인 경량목조주택의 일반벽체는 2등급 이상

의 구조재 2″ × 4″ 또는 2″ × 6″를 사용하여 양쪽 끝

에 2353 mm (표준샛기둥 길이 





″ ) 길이의 샛기

둥과 동일한 면적의 깔도리로 프레임을 구성하고 

406 mm (16″) 또는 610 mm (24″) 간격으로 샛기둥

을 세워 구성된다(Kim과 Shim, 2016).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벽체시스템과 교호벽체

시스템의 상대적 강도 성능 비교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험용 일반벽체의 샛기둥의 길이는 500 mm,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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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도리와 샛기둥에는 SPF 1등급의 2″ × 6″ 구조재를 

1/2 크기로 가공하여 100 mm 간격으로 벽체를 구성

하였다(Fig. 3, Fig. 4) (Shim, 2016). 벽체의 결합은 

건축구조기준 제8장 표 0807.3.2.의 못박기 기준에 

따라 못 2개씩 사용하여 끝면 못박기를 하였으며, 못

은 사용된 목재의 두께와 할렬 방지를 고려하여 목

재용 타카핀 DT-64 (64 mm)를 사용하였다.

교호벽체는 일반벽체(2 × 4공법) 가공 방법에 준

하여 위, 아래 깔도리(2″ × 4″ 또는 2″ × 6″)보다 단

면적이 작은 샛기둥을 400 mm (약 16″) 간격으로 

교호하여 구성하고 샛기둥의 길이는 500 mm, 아래

깔도리와 샛기둥에는 SPF 1등급의 1″ 구조재를 1/2 

크기로 가공하여 100 mm 간격으로 벽체를 구성하였

다(Fig. 5, Fig. 6) (Shim, 2016).

Fig. 1. Species of specimen (S-P-F 1″ × 6″).

Fig. 2. Specimens of M.C. and S.G.

Fig. 3. Converted sizes for the standard wall frame.

Fig. 4. Standard wall frame.

Fig. 5. Converted sizes for the staggered stud wall 

frame.

Fig. 6. Staggered stud wall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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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2.2.1. 압축 강도 시험

일반벽체모델과 교호벽체모델 두 가지 형태의 벽

체에 대해 만능강도실험기(최대 하중 10톤)로 압축 

강도 실험을 실시하였다. 벽체의 강도적 거동 분석에

는 전단파괴실험이 추천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가

지 벽체 모델의 상대적 강도 성능 분석에 초점을 맞

추고, 더불어 벽체모델이 실제크기의 모델이 아니라 

소형 축소 모델이므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 

압축강도 성능 분석으로 대체하였다.

선행 연구인 Kim & Shim (2016) “복합 단열벽체

의 강도적 성능”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벽체

에서 집중하중을 받을 경우 벽체의 깔도리가 우선 

파괴되는 현상을 보이는 결과가 얻어진다. 본 연구에

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압축 지그에 의한 집중

하중을 분산하여 샛기둥에 하중이 전달되게 하기 위

하여 벽체 위에 이중깔도리 형태로 1″ × 4″ 구조재를 

올려놓고 하중 속도 10 mm/min으로 압축 강도 실험

을 진행하였다(KS F 2206).

2.2.2. 파괴모드 평가

각 시험편의 파괴형태를 육안으로 구분하여 벽체

의 어떤 특정 위치에서 응력이 집중되어 파괴가 일

어나는지와 두 가지 형태의 벽체 시스템의 전체적인 

파괴 형상 차이를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2.2.3. 하중-변형 곡선

일반벽체모델(Wall 1 series)과 교호벽체모델(Wall 

2 series) 각각의 벽체에서 발생한 응력과 변위로 각

각의 하중-변형 선도를 그리고 각 벽체의 최대 하중 

및 최소 하중 값을 그래프의 형태로 각 벽체를 비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함수율 및 전건비중 

함수율 측정 결과 표준벽체모델 구조재와 교호벽

체모델 구조재는 각각 10.08과 12.56%으로 나타났다

(Table 1). 전건 비중은 각각 0.43. 0.38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벽체모델과 교호벽

체모델간의 물리적 성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

다. 두 가지 형태의 벽체 모델의 강도적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모델에 사용한 구조재의 물리

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하므로 통계

적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Wall-1 

그룹이 일반벽체모델이고 Wall-2 그룹이 교호벽체모

델을 나타낸다. 구조재의 역학적 성질에 가장 큰 영

wall 1-1 wall 1-2 wall 1-3 wall 1-4 wall 1-5 Avg.

MC (%) 9.96 10.33 10.16 10.03 9.96 10.08

S.G 0.38 0.48 0.44 0.42 0.42 0.43

wall 2-1 wall 2-2 wall 2-3 wall 2-4 wall 2-5

MC (%) 11.42 13.01 12.39 13.11 12.87 12.56

S.G 0.39 0.43 0.31 0.38 0.38 0.38

Table 1. Moisture content and specific gravity

Fig. 7. Load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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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는 전건비중을 가지고 두 벽체 모델에 대

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두 그룹의 전건비중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비는 

3.5로 F기각치 5.32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

각하지 못하므로 두 벽체를 구성하는 구조재 그룹간

의 물리적 성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이후의 실

험과 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 

3.2. 파괴모드 평가 

일반벽체와 교호 샛기둥 벽체 모두 덮개재를 결합

하지 않고 깔도리와 샛기둥만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샛기둥들이 모두 압축하중에 의한 좌굴 현

상이 일어났으며 집중 하중을 받는 두 샛기둥의 중

심부 또는 중심부에 근접한 옹이 부분에서부터 파괴

가 시작되었다. 실제 건축물에서는 아래깔도리가 파

괴될 가능성이 낮지만 본 실험에서는 하중 전달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실험 벽체를 받치는 지그와 

아래깔도리 접촉 부분에 집중 하중이 발생하여 아

래깔도리가 파괴되는 형태도 나타났다. 일반벽체의 

경우 집중하중을 받는 깔도리 부분의 휨으로 양쪽 

끝 샛기둥과 좌굴의 영향으로 파괴된 샛기둥이 깔도

리와 탈락하는 현상이 생겼으며, 반면 교호 샛기둥 

벽체의 경우에는 교호된 샛기둥의 영향으로 깔도리 

부분에서의 비틀림(트위스트) 현상이 나타나 벽체 

전반적으로 고르게 샛기둥이 탈락 또는 깔도리에 박

히는 현상이 나타났다(Table 3). 이러한 현상이 실제 

벽체에서 나타난다면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

을 줄 수 있지만 덮개재가 시공되는 실제 건축물에서

는 벽체의 파괴나 손상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3.3. 하중-변형량 곡선

깔도리와 샛기둥의 치수가 동일하게 구성된 일반

벽체의 파괴 진행 패턴에서 각 벽체 모델들간의 최

대강도와 변형량의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파

괴지점에서 급격한 강도 저하 후 다음 파괴지점까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급격하게 강도가 

저하되는 유사한 하중-변형량 패턴(Fig. 8)을 보였다. 

콘크리트 구조 등에 비해 구조 안전 측면에서 장점

으로 인정되고 있는 전형적인 목구조의 특성인 연성

파괴 형태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Load and deformation curves for standard 

wall frame.

Summar

Groups Count Sum Avg. Var.

Column 1 5 2.164 0.432 0.001

Column 2 5 1.923 0.384 0.001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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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groups 0.005 1 0.005 3.54 0.096 5.317

Within groups 0.013 8 0.001

　 0.018 9 　 　 　 　

Table 2. F-test result of specific 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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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wall frame Staggered stud wall frame

Table 3. Standard wall frame & Staggered stud wall frame-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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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벽체의 경우와 다르게 깔도리 보다 치수가 작

은 샛기둥을 교호로 배치한 교호 샛기둥 벽체의 경

우 전체적인 하중-변형량 곡선은 일반벽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지만(Fig. 9), 세부적으로는 최초 파

괴지점에서 급격히 강도 저하가 온 후 일반 벽체와

는 달리 불규칙하게 강도 저하가 진행되었고 일정 

지점에서 다시 급격한 강도 저하를 보이며 불특정한 

움직임을 보였다. 깔도리와 연속적으로 연결된 샛기

둥은 단일 부재보다 프레임의 결합을 강화시키며 샛

기둥보다 면적이 넓은 깔도리의 비틀림에 의해 좌굴 

또는 샛기둥의 파괴 진행 과정이 교란되어 하중 감

소의 속도 저하와 잔존 강도 회복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4. 최대 하중과 변형량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벽체모델과 교호

벽체모델은 각각 평균값으로 최대하중 2734 kgf와 

2440 kgf를 나타내어 어느 정도 강도적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다. Table 5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평균값으

로 최대 변형량은 6.8 mm와 9.5 mm를 얻어졌다. 평

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강도적 성능과 변형량 모두 

일반벽체 모델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통계분석을 통

해 평균값 차이가 유의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추가적인 고찰을 실시하였다.

Fig. 9. Load and deformation curves for staggered 

stud wall frame.

Ultimate load of standard wall frame (kgf) Ultimate load of staggered stud wall frame (kgf)

1 2176.91 2905.10

2 2776.59 2318.36

3 3355.21 2522.85

4 2951.97 1946.12

5 2407.05 2507.55

Avg. 2733.55 2440

Std. 461.64 348.73

Table 4. Ultimate load of standard wall frame and staggered stud wall frame

Maximum deformation of standard wall frame (mm) Maximum deformation of staggered stud wall frame (mm)

1 7.40 10.32

2 6.11 8.48

3 7.82 10.22

4 7.40 9.79

5 5.34 8.81

Avg. 6.81 9.52

Std. 1.04 0.83

Table 5. Maximum displacement of standard wall frame and staggered stud wall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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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산 분석

3.5.1. 최대 하중

일반벽체모델과 교호벽체모델에 대해 강도적 성능 

비교를 위해 최대 하중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실시하

였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최대하중의 경우 두 그룹의 평균값은 약 293.5 

kgf 차이가 나지만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성 검증을 실시하면 F비가 1.287로 F기각치 5.317보

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는 

두 집단의 평균값이 동일, 즉 같은 성질을 가지는 집

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그룹의 경우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여 두 그룹은 같은 성질을 가진 집

단이라고 해석된다. 일반벽체모델 비해 교호벽체모

델의 샛기둥 단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최대 하중 

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재료의 절약과 

단열재 투입 면적의 증대를 의미하므로 교호벽체모

델의 교호 샛기둥 벽체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샛기둥의 교호 배치로 인해 

기존 일반벽체의 단열재 설치 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열교현상을 줄여주어 효율성의 증대 

역시 기대된다.

3.5.2. 최대 변형량

일반벽체모델과 교호벽체모델에 대해 사용 성능 

비교를 위해 최대 하중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실시하

였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최대하중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와 달리 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 F비가 20.473로 F기각치 5.317보

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통계적 차

이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두 그룹간의 변형

량에 대한 차이는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교호벽체 

Summary

Groups Count Sum Avg. Var.

Column 1 5 13667.76 2733.55 213119.4

Column 2 5 12200 2440 121614.6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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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groups 215433.4 1 215433.4 1.287 0.289 5.317

Within groups 1338936 8 167367

1554369 9 　 　 　 　

Table 6. F-test result of ultimate load

Summary

Groups Count Sum Avg. Var.

Column 1 5 34.096 6.819 1.098

Column 2 5 47.647 9.529 0.695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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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groups 18.364 1 18.364 20.473 0.001 5.317

Within groups 7.175 8 0.896

25.539 9 　 　 　 　

Table 7. F-test result of maximum load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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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기둥의 단면적이 표준벽체의 샛기둥 면적의 1/2

이므로 변형량의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3.5.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유사한 강도적 성능을 

보였다. 일반 벽체의 경우 단열성능을 충족하기 위

하여 벽체의 두께(깔도리의 크기)가 커지면서 시공

의 편의성 때문에 연결되는 샛기둥의 크기도 함께 

커지면서 재료의 낭비도 생기므로 샛기둥 구조재의 

절약과 단열재 설치면적 증대 그리고 열교현상을 

줄여 줄 수 있는 교호벽체는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벽체에 대한 강도 실험을 실시하여 강도적 성능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진행하였다. 일반 경량목조벽체 

형태의 경우 교호 샛기둥 벽체보다는 단면적이 더 

큰 구조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 최대 하중이 더 

나오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분석에 의하면 두 집단의 

최대강도 값은 비슷하게 얻어졌다. 일반 경량목조벽

체보다 작은 단면의 교호 샛기둥 벽체의 경우에는 

변형량에서 표준 벽체보다 크며 통계분석에 의해 유

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덮개

재 등은 벽체 강도에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샛기둥의 좌굴이나 벽체의 파괴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 다루지 못한 덮개재 결합

이나 다른 크기의 단면적 샛기둥에 관한 실험 등 벽

체를 구성하고 영향을 주는 다른 인자에 대한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저에너지⋅고효율을 요구하

는 국내의 목조건축 시장에서 고효율의 단열재 개발

이 선행되지 않으면 단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건축물 벽체에 사용되는 구조재 단면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2층 주택의 경우 현재는 

일반적으로 2″ × 6″의 구조재가 사용되고 있으나 향

후 단열재 등 에너지 효율에 의해 2″ × 8″ 이상의 구

조재가 사용될 수도 있어(Kim과 Lee, 2016) 목조건

축의 장점인 경제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호 샛기둥 벽체 

등을 활용하여 과설계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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