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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조용 재료 에서 목재는 비 에 비하여 강도가 크고. 가공성이 우수하며, 뛰어난 미 을 가지고 있다는 

장 이 있지만 다른 건축 구조재료에 비하여 연소와 부식의 우려뿐만 아니라, 쉽게 부패하고 변형이 되는 단

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 에 의해 생긴 심각한 결함은 건물을 붕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목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경제 인 유지 리가 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질재료와 합된 노후

화된 목재 부재의 성능을 분석하여 쉽게 부패하고 변형이 되는 목재의 효율 인 유지 리방향의 기 를 확

립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eywords : 구조용 목재, 이질재료, 유지 리

   1. 서 론

   북미나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목조주택이 보 되어 있으며, 그  단독주택은 목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순수 목재만으로 지어지기 보다는 목재와 이질재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구

조 형식이 많이 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를 들어, 기 부분에 해당하는 하부층은 RC조, 상부층은 목

조로 하는 구조형식으로써, 목재와 철골, 조 조  RC조를 함께 사용하는 목재형 하이 리드 구조형식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노후화된 목재형 하이 리드 구조물의 결함은 건물을 붕괴하는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목재가 사용된 층 건물의 유지 리를 한 기술개발로서 이질재료와 합된 노후화된 목

재 부재의 성능을 분석하여 목재부재의 효율 인 유지 리방향의 기 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연구범   제한사항*

   상 건물은 3층 사무소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벽체  기둥은 조 조+RC조, 일부 강 기둥이 사용되었

으며, 각 층 바닥은 철골 truss  철골 조립보, 철골보, 목재장선, 마루 , 그리고 지붕은 철골 truss로 사용

되었다.

건물의 경과년수를 확인하기 하여 주요 구조구성부재의 이력표식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1940년 이후의 

건물임을 알 수 있으며 경과년수는 약 65년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마루  습윤과 손, 그리고 장선

의 갈라짐  쪼개짐 그리고 장선의 기울어짐을 살펴보았으며 육안으로 쉽게 단되지 않는 균열은 갈라짐, 

육안으로 쉽게 단되는 균열은 쪼개짐으로 구분하 고 목조구조물의 내진성능에 하여 검토하 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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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검토는 침엽수 소나무 육안2등 으로 하 다. 

그림 1. 이질재료와 합된 목재 부재

그림 2. 사무실 경

3. 목재 결함 내용  분석

   건물의 구조형상  구조시스템, 부재 단면형상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통한 수

치 인 구조물의 내력성능을 확인하 고 당시 사용하 에 비추어 안 성 여부를 확인하 다. 건물의 경과년

수를 고려하여 각층 바닥을 형성하는 구조부재 체에 한 수조사를 통해, 내력 하를 일으키는 손상 황

이나 노후화 정도를 면 히 확인하여 건물 사용에 따른 안 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 다. 바닥 목구조 

부재인 마루 과 장선의 경우, 육안을 통한 수조사결과 기존 단면의 내력을 하시킬수 있는 손, 갈라짐, 

습윤에 의한 수축, 비틀림 등의 손상 황이 다수 조사되었다. 이같은 손상 황은 건물의 경과년수를 감안하

여 볼때, 목재부재의 내력 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조사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마루  손 장선 기울어짐 장선 갈라짐

마루  습윤  손 장선 쪼개짐 콘크리트 균열

그림 3. 육안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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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바닥하부 2층 바닥 하부

그림 4. 외 조사 황도

그림 5. 건물 모델링 검토

  바닥 목구조 부재인 마루 과 장선의 경우, 육안을 통한 수조사 결과 기존 단면의 내력을 하시킬 수 

있는 손, 갈라짐 등의 손상 황이 다수 조사되었다. 3층 좌측동 사무실 진단 결과는 빤지 손상이 20개, 

목재장선의 손상은 총300개  47개, 손상율 1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 3층 우측동 사무실 진단 결과는 

빤지 손상이 16개, 목재장선의 손상은 총300개  40개, 손상율 1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층 좌측동 사

무실 진단결과는 빤지 손상이 19개, 목재장선의 손상은 총300개  50개, 손상율 16%으로 나타났다.

   목재장선의 경우 2.4m 스팬의 구간을 지지하는데, 단면의 갈라짐(단면 수평분리)에 따른 내력이 반으로 

하되므로 기존 응력비가 증가되어 3층 좌측동 바닥(기존 응력비 80% -> 160%)  2층 좌측동 사무실 바

닥(기존 응력비 63% -> 126%)의 목재장선은 허용응력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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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조부재 내력 검토 결과표

치 NAME SIZE
설계하
(t/m2)

용하
(t/m)

Mx
(t-cm)

RATIO CHECK

3층 
좌측동 
바닥

마루 두께 2.5cm

0.565
(DL=0.065 
LL=0.5)

0.565/m 2.54/m 0.56 O.K

목재장선 75x150@600mm 0.34 14 0.80 O.K -> N.G

3SB4 L-100x100x7t 1.02 73 1.60 N.G

3SB3,3SG3 조립재 1.36 1194 1.12 N.G

3SG2 조립재 12.34t 740 0.67 O.K

SP1(강 기둥) φ216.3x5.8t 24.68t - 0.72 O.K

2, 3층
우측동
사무실 
바닥

마루 두께 2.5cm

0.315
(DL=0.065 
LL=0.25)

0.315/m 1.47/m 0.32 O.K

목재장선 75x150@600mm 0.20 7.23 0.41 O.K

2,3SB2 ㄷ-200x50x4.5t 0.54 39 0.35 O.K

2SB1, 2SG1 H-350x150x9x15 0.76 682 0.49 O.K

3SB1, 3SG1 ㄷ-380x100x10.5x16 0.76 682 0.59 O.K

2층
좌측동
사무실 
바닥

마루 두께 2.5cm

0.405
(DL=0.155 
LL=0.25)

0.405/m 1.82/m 0.40 O.K

목재장선 75x150@600mm 0.25 11 0.63 O.K -> N.G

2SB2 ㄷ-200x50x4.5t 0.73 53 0.48 O.K

2SB1,2SG1 ㄷ-380x100x10.5x16 0.97 1004 0.87 O.K

2SG2 조립 아치 8.85t 531 0.74 O.K

SP1(강 기둥) φ216.3x5.8t 17.69t - 1.15 N.G

    

  4. 결론

   노후화된 목조구조물의 주요구조평면  부재 황, 열화정도, 사용하   그에 따른 부재안 성 검토를 

주로 문헌조사, 장조사 등을 통해 정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질부재와 합된 노후화된 목재(마루 과 장선)의 결함을 육안 조사 결과 기존 단면의 내력을 

하시킬 수 있는 마루 의 손  장선의 갈라짐 등의 손상 황이 다수 조사되었다.

   둘째, 노후화된 건축물에서 이질부재(철골, 시멘트벽돌 혹은 콘크리트)와 목재의 합부 에서의 목재 변

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목재장선의 경우 2.4m 스팬의 구간을 지지하는데, 단면의 갈라짐(단면 수평분리)에 따른 내력이 

반으로 하되므로 기존 응력비가 증가되어 허용응력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목재는 단기의 일시 인 하 이라 할지라도 내력을 과하는 하 이 부재에 작용하게 되면 구조안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과년수가 오래된 목재 건물일 경우 사무실의 용도 변경에 따른 구조 

안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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