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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장점 -- 목조주택이목조주택이 22평평 더더 넓게넓게 사용한다사용한다점점 목 주택목 주택 넓넓 사사

*실사용면적을 동일하게 하려면 벽두께의 차이로 인하여 조적조의 바닥면적이 목조주택
보다 4.1평(18.2%)이 더 넓어야 한다.

*목조벽두께: 100~150mm         

*조적조벽두께: 200~350mm



장점장점 -- 목조주택은목조주택은 친환경친환경 자재만으로자재만으로 지을지을 수수 있다있다
-- 건강주택의건강주택의 실현실현

**건식구조로건식구조로 자동차자동차 조립하듯조립하듯 집을집을 짓는다짓는다**건식구조로건식구조로 자동차자동차 조립하듯조립하듯 집을집을 짓는다짓는다.         .         

구조재구조재 : : 구조용구조용 목재목재 / / 합판덮개합판덮개

바탕재바탕재 : : 실내실내 석고보드석고보드 / / 유리섬유유리섬유 단열재단열재

마감재마감재 :: 원목문원목문 // 원목마루원목마루 // 원목원목 몰딩몰딩마감재마감재 : : 원목문원목문 / / 원목마루원목마루 / / 원목원목 몰딩몰딩

바닥난방바닥난방 : : 건식구조건식구조



장점장점 -- 시스템시스템 창은창은 에너지에너지 절약에절약에 가장가장 효과적이다효과적이다
비닐비닐 시스템시스템 창은창은 프라스틱프라스틱 이중창보다이중창보다 비싸지비싸지 않다않다-- 비닐비닐 시스템시스템 창은창은 프라스틱프라스틱 이중창보다이중창보다 비싸지비싸지 않다않다

*목조에 맞는 창을 선택목 맞 창 택

*카다록에서 선택

*옵션 : 색상. 방충망. 그릴

*디자인은 창의 조합으로

.

디자인은 창의 합 로



장점장점 -- 목조주택은목조주택은 단열이단열이 완벽하다완벽하다..장점장점 목 주택은목 주택은 단열이단열이 완벽하다완벽하다..
-- 단열재는단열재는 유리섬유를유리섬유를 사용한다사용한다. . 스치로폼은스치로폼은 사용하지않는다사용하지않는다

1.단열성능단위

*R값 : 열저항치

2.단열재/유리섬유 종류

*KRAFT FACED : 벽체용. 천장용값

*U값 : 열전도율

*R=1/U  ( U-0.03과 U-0.04는
R-33과 R-25와 같다.)

*UNFACED : 바닥용. 지붕용



장점장점 -- 목조주택은목조주택은 충격소음까지충격소음까지 해결할해결할 수수 있다있다장점장점 목조주택은목조주택은 충격소음까지충격소음까지 해결할해결할 수수 있다있다

.



장점장점 -- 목조주택은목조주택은 보수보수,,교체가교체가 용이하다용이하다장점장점 목조주택은목조주택은 보수보수,,교체가교체가 용이하다용이하다
-- 실내문실내문 교체교체

*규격화된 시스템 문을 사용 ; 문과 문틀 그리고 케이싱이 기성품으로 공급된다.규 템 사 틀 싱 기 품 공급



장점장점 바닥난방은바닥난방은 습식습식 건식공법이건식공법이 모두모두 가능하다가능하다장점장점 -- 바닥난방은바닥난방은 습식습식, , 건식공법이건식공법이 모두모두 가능하다가능하다..

11 습식과습식과 건식건식 공법공법1.1.습식과습식과 건식건식 공법공법

**습식습식

-스라브 /단열재/ 몰탈마감

바닥 위에 탈마감(단열 장선사이에)-목조바닥 위에 몰탈마감(단열은 장선사이에)

**건식건식

-방열판넬 혹은 온돌판넬

-바닥덮개 하부(장선공간)에 파이프 설치

2.2.바닥구조바닥구조((장선장선))의의 보강보강

3.3.온수배관은온수배관은 중간이음이중간이음이 없어야없어야 함함



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 구조재는구조재는 품질인증제품만품질인증제품만 사용한다사용한다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구조재는구조재는 품질인증제품만품질인증제품만 사용한다사용한다

11 등급표시등급표시1.1.등급표시등급표시

*구조용, 경량골조용 : 

SEL STR, NO.1, NO.2(NO.2&BTR), NO.3   

*경량골조용 :*경량골조용 :

CONST, STAND(STAND&BTR), UTILITY

*스터드용 : STUD

2.2.함수율표시함수율표시

*KD : 함수율19%이하의 인공건조재

S DRY 함수율19%이하의 자연건조재*S-DRY : 함수율19%이하의 자연건조재

*S-GRN : 함수율19%이상의 생재

수종 시수종 시3.3.수종표시수종표시

*D FIR : DOUGLAS FIR

*SPF : Spruce-Pine-Fir



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 구조재는구조재는 규격재만규격재만 사용한다사용한다

구조재 공칭치수 실제치수(인치)

2 x 4 1-1/2 X 3-1/2 

2 X 6 1-1/2 X 5-1/2 

. 공칭치수(인치)

2 X 8 1-1/2 X 7-1/4 

2 X 10 1 1/2 X 9 1/4

건조 및 가공치수

2 X 10 1-1/2 X 9-1/4

2 X 12 1-1/2 X 11-1/4

실제치수(인치)

합판설치위치 규격
블록킹(벽)

바닥 3/4” X 4’ X 8’

외벽/지붕 1/2” X 4’ X 8’

패널 크립(지붕)

T&G(바닥)



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목조설계는목조설계는 카다록카다록 설계다설계다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 목조설계는목조설계는 카다록카다록 설계다설계다
-- 지붕마감재와지붕마감재와 환기공법환기공법



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 석고보드는석고보드는 12mm 12mm 한장으로한장으로 충분하다충분하다설계설계 인인 석석 장장 충분하다충분하다

--합판위에합판위에 석고보드를석고보드를 붙이려면붙이려면 충분한충분한 검토가검토가 있어야있어야 한다한다

*검토검토--문틀규격문틀규격. . 콘센트콘센트 박스박스 따냄따냄. . 하자보수하자보수

*일반석고보드 / 그린보드

*테파진 제품 사용

*천장시공후 벽시공

*온장 연속붙임

*코너비드



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주방을주방을 밝고밝고 매력적인매력적인 공간으로공간으로 디자인하라디자인하라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 주방을주방을 밝고밝고 매력적인매력적인 공간으로공간으로 디자인하라디자인하라



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욕실을욕실을 안방처럼안방처럼 꾸며라꾸며라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 욕실을욕실을 안방처럼안방처럼 꾸며라꾸며라



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욕실욕실 환기와환기와 난방난방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 욕실욕실 환기와환기와 난방난방

*물을 사용하는 부위는 완피스 욕조나 샤워
부 를 사용하 외의 벽 페인 나부스를 사용하고 그 외의 벽은 페인트나
도배마감

*제습을 위한 배기휀 설치

바닥난방을 하고 건식으로 사용*바닥난방을 하고 건식으로 사용



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덱크를덱크를 생활공간으로생활공간으로 활용하라활용하라설계설계 포인트포인트 -- 덱크를덱크를 생활공간으로생활공간으로 활용하라활용하라



목구조와목구조와 콘크리트콘크리트 구조의구조의 비교비교목구조와목구조와 콘크리트콘크리트 구조의구조의 비교비교

구분구분 콘크리트콘크리트 주택주택 목조주택목조주택

공법공법 습식습식 건식건식 –– 계절의계절의 영향을영향을 받지받지
않는다않는다

공종공종 목공목공 / / 철근공철근공 / / 콘크리트공콘크리트공 목공목공 -- 단일단일 공종에공종에 의한의한 공공공종공종 목공목공 // 철 공철 공 // 콘 리 공콘 리 공
/ / 조적공조적공 / / 미장공미장공

목공목공 단일단일 공종에공종에 의한의한 공공
기단축기단축

공사기간공사기간 22개월개월 11개월개월

자재자재 현장제작현장제작 공장공장 가공한가공한 제품제품자재자재 현장제작현장제작 공장공장 가공한가공한 제품제품

시공품질시공품질 기능공의기능공의 솜씨에솜씨에 따라따라 편차편차
가가 큼큼

균일균일

공사비공사비 구성구성 인건비인건비::자재비자재비 6 : 46 : 4 4 : 64 : 6
.

공사비공사비 구성구성 인건비인건비::자재비자재비=6 : 4=6 : 4 4 : 64 : 6

개략공사비개략공사비 180180만원만원//평평 150150만원만원//평평

* * 같은같은 공사비조건이라면공사비조건이라면 자재비자재비 비중이비중이 높은높은 목조주택의목조주택의 품질이품질이 우수하다우수하다. . 



목조주택목조주택 사례사례 //보급형보급형목조주택목조주택 사례사례 //보급형보급형

외벽외벽 시멘드시멘드 사이딩사이딩 부분부분 벽돌벽돌 비닐창비닐창외벽외벽 -- 시멘드시멘드 사이딩사이딩. . 부분부분 벽돌벽돌. . 비닐창비닐창

지붕지붕 -- 아스팔트아스팔트 슁글슁글. . 

내부내부 –– 페인트벽페인트벽 천장천장. . 비닐벽지비닐벽지. . 온돌마루온돌마루..

기타기타 형형 욕실욕실 방방기타기타 –– 표준형표준형 욕실욕실//주방주방



목조주택목조주택 사례사례 // 중급형중급형목조주택목조주택 사례사례 / / 중급형중급형

외벽외벽 볃돌볃돌 스타스타 목재창목재창외벽외벽 –– 볃돌볃돌. . 스타코스타코. . 목재창목재창

지붕지붕 –– 기와기와. . 고급고급 아스팔트아스팔트 슁글슁글. . 

내부내부 –– 목재널목재널 천장천장. . 원목원목 몰딩몰딩. . 고급벽지고급벽지. . 

기타기타 형형 욕실욕실 방방

..

기타기타 –– 중급형중급형 욕실욕실//주방주방



목조주택목조주택 사례사례 //고급형고급형목조주택목조주택 사례사례 //고급형고급형

. .



목조주택목조주택 형별형별 마감재마감재 구분구분목조주택목조주택 형별형별 마감재마감재 구분구분

공종공종 내용내용 보급형보급형 중급형중급형 고급형고급형 비고비고
.. ..(400(400만원만원 미만미만)) (400~600(400~600만원만원)) (600(600만원만원 이상이상))

1.1.골조공사골조공사 가설공사가설공사

기초및기초및 목구조공사목구조공사

110~130110~130만원만원

22 외벽공사외벽공사 사이딩사이딩 벽돌벽돌 선택선택 마감재마감재2.2.외벽공사외벽공사 사이딩사이딩 벽돌벽돌

스타코스타코

선택선택 마감재마감재

3.3.지붕공사지붕공사 아스팔트아스팔트 슁글슁글 기와기와

고급고급 슁글슁글

선택선택 마감재마감재

4.4.창호공사창호공사 비닐창비닐창

스킨도아스킨도아

목재창목재창

원목문원목문

목재창목재창

5.5.실내마감실내마감 페인트페인트//벽지벽지

옹돌마루옹돌마루

목재노출마감목재노출마감

온돌마루온돌마루

선택선택 마감재마감재

옹돌마루옹돌마루 온돌마루온돌마루

6.6.설비공사설비공사 기름기름 보알러보알러

정화조정화조

전기보알러전기보알러

합병합병 정화조정화조

선택선택 마감재마감재

77 가구공사가구공사 중급중급 케비넷케비넷 고급고급 케비넷케비넷 선택선택 마감재마감재7.7.가구공사가구공사

8.8.기타기타 벽난로벽난로

월풀월풀 욕조욕조

선택선택 마감재마감재



목조주택설계목조주택설계 노하우노하우목조주택설계목조주택설계 노하우노하우

**목조에목조에 합당한합당한 규격재로규격재로 설계한다설계한다 *완제품의 창을 설치하는 장면**목조에목조에 합당한합당한 규격재로규격재로 설계한다설계한다

목조건축의 자재는 구조재에서 마
감재까지 규격재를 사용하기 때문
에 품질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다. 

*완제품의 창을 설치하는 장면

**도면만큼도면만큼 자재시방서가자재시방서가 중요하다중요하다

목조설계는 카다록에 있는 규격재목조설계는 카다록에 있는 규격재
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재시방서가
매우 중요하다.

**완벽한완벽한 시공을시공을 하려면하려면 설계와설계와 감리를감리를
병행한다병행한다

목조감리는 공종별로 규정된 목조
건축감리매뉴얼에 준하여 시행된건축감리매뉴얼에 준하여 시행된
다.  



좋은좋은 집을집을 짓기짓기 위한위한 전문가의전문가의 선택선택좋은좋은 집을집을 짓기짓기 위한위한 전문가의전문가의 선택선택

목조집은 목조전문가에 의해 지어져야 한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설계자와 시공자선택이 중요하다.

1.1.설계자선정설계자선정

-전문성: 목조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소을 선택한다

-디자인 성향: 건축주가 선호하는 디자인 스타일에 맞는 건축가를 선택한다

-성과물: 설계도면 이외에 자재시방서를 꼭 챙긴다

2.2.시공자선정시공자선정

-전문성: 목조전문회사로써 시공실적 및 시공한 집을 직접 확인한다

-신뢰성: 목조건축협회등에게 조언을 구한다

-시공자선정: 공사비내역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선정한다

-공사계약: 협회에서 만든 공사계약서를 활용한다공사계약 협회에서 든 공사계약서를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