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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요 국산재의 여러 가지 응용물성을 매년 3수종씩, 3년에 걸쳐 조사하 다. 보에 이어 우리나라의 침엽수 

표 수종인 잣나무  낙엽송을 사용하 다. 매년 동일한 장치와 실험조건으로 실험하 기 때문에 모든 수종에 

한 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었다. 수분흡착성 실험은 목분을 이용하 으며, 넓은 범 의 상 습도조건에 따

른 평형함수율과 흡착등온선을 구하 다. 열 도율과 열확산률은 열선열 도장치를, 기의 부피 항률과 항

은 고 기 항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정목재와 목재의 열 ․ 기  특성차이가 찰되었는데 이는 해부

학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음향  성질은 음향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동 탄성률, 내부마찰을 측정하

다. 본 논문의 결과들은 목재구조물 설계, 휴 용 목재수분계 보정, 음향  성질 등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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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ries of the studies on the applied physical properties of domestic species have been 
conducted last three years.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were two of the three species
examined for the first year. Because the same apparatus and experimental procedures were used
for all species, their results can be easily comparable. The experiments for sorption property were
conducted with 20- and 80-mesh wood powder and resulted in their EMCs and sorption isotherms
at various RH conditions. The thermal conductivity and diffusivity, and electric resistance and 
volumetric electric resistivity were measured with a thermal-wire device and a high electric 
resistance meter. The differences in the thermal and electric properties between quarter- and 
flat-sawn specimens were observed, which were partially attributed to their anatomical 
differences. An acoustic measurement system was used to evaluate dynamic MOE and internal 
friction. This paper provides the useful fundamental data for designing a wood structure, 
correcting a portable resistance-type moisture meter, and acoustic properties of wood.

Keywords : Pinus koraiensis, Larix kaempferi, sorption isotherm, thermal conductivity, thermal 
diffusivity, electric volume resistivity, electric resistance, acoustic property, dynamic 
MOE, internal friction.

1. 서  론

  보(강호양 등, 2008)의 국산재 응용물성연구Ⅰ

에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와 더불어 우리나라

를 표하는 침엽수 수종인 잣나무  낙엽송을 

상으로 수분흡착성  열 , 기 , 음향  성질을 

조사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모든 실험의 공시재료는 보(강호양 등, 2008)와 

동일하게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잣나무(Pinus kor-

aiensis)와 낙엽송(Larix kaempferi)을 분양받아 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행하 다.

2.2. 실험방법

  

  수분흡착성 측정, 열 도율 측정, 기 항 측정, 

음향특성 측정은 보(강호양 등, 2008)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데시케이터법에 의한 평형함수율 

  일반 으로 목재는 수분 평형 상태에서 평형함수

율은 공기 의 온도와 습도조건에 의하여 결정되

며, 수종특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 에

서 침엽수재인 낙엽송과 잣나무의 함수율경과 곡선

을, 이 그림으로부터 침엽수재는 수분평형에 이르기

까지 약 100여 시간이 경과하여 평형에 도달함을 알 

수가 있다. 한 침엽수재의 흡착 평형함수율은 상

습도 95%일 때, 낙엽송이 약 17%와 잣나무가 약 

15%로 나타나 활엽수재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소나무재와 마찬가지로 침엽수

재의 시료 모두 200매쉬 분말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

긴 열변성에 의한 흡착력의 하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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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isture vapor sorption curves at various relative humidity conditions in 80 mesh wood 
powder. Legend : ◆ 11%, ■ 33%, ▲ 54%, × 66%, ∗ 76%, ● 85%, | 95% 

Fig. 2. Moisture vapor adsorption isotherm of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결과 으로는 이론 으로 같은 온습도 조건하에서

는 목재는 거의 같은 평형함수율을 나타낸다고 일반

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 실험 결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동일한 온습도 환경조건에서 낙엽송재의 

흡착속도가 잣나무재에 비해 더 컸으며 평형함수율

의 값은 잣나무재보다 낙엽송재가 약 15% 정도 더 

높았으며, 차이가 나타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두 수종간의 수분흡착에 한 재질상의 차이

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3.2. 수분 흡착등온선

  Fig. 2에는 낙엽송과 잣나무재의 흡착등온선을 각

각 나타내었다. 흡착등온선은 일반 으로 알려진 역 

시그모이드 형이 아닌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의 직선

형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으며, 낙엽송재보다 잣

나무재에서 오히려 더 흡착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지난해 소나무재의 경우와 비교해 도 거의 같

은 결과가 얻어졌으며 수종간 재질 차이가 흡착량에 

향을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흡착평형량은 

상 습도의 증가와 더불어 서서히 증하는 형태를 

나타냈으며, 단분자층을 이룬 연후에 일정습도범

에서 안정되는 값을 나타내지 않고 지속 으로 물분

자가 첩되어 모 응축에 이르는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 졌다. 일반 으로 침엽수재의 경우, 활

엽수재와는 다르게 수지의 향 때문인지 흡착평형

에 이르는 흡착량이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평형 흡착량은 일반 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목재의 

일반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상 습도 약 

80% 이후부터 모 응축에 이르는 격한 흡착량의 

증가가 상되어진다. 

3.3. 단분자층 흡착량의 변화와 내부비표

면적의 변화

  침엽수재의 흡착량을 기 로 BET plot한 그래

로부터, 이 그래  상에서 직선상의 부 인 상 습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Larix kaempf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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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 surface area (S), amounts of monomolecular vapor adsorption (Vm) of each wood

Wood meal  ∙
   ∙

 C   (g/g) S (m2/g)

Larix kaempferi 21.911 6.482 4.38 0.0352 174.3

Pinus koraiensis 25.608 12.715 3.01 0.0261 129.2
*C: sorption heat constant

Table 2. Thermal conductivities and diffusivities of quarter- and flat-sawn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specimens

Pinus koraiensis Larix kaempferi

Quarter-sawn Flat-sawn Quarter-sawn Flat-sawn

Replication 28 26 20 23

EMC (%) 12.0 ± 0.3 7.9 ± 0.3 12.0 ± 0.3 13.1 ± 0.4 

density (kg/m3) 459 ± 26 408 ± 19 575 ± 27 583 ± 19 

Thermal conductivity 
(W/m⋅k) 0.123 ± 0.005 0.114 ± 0.007 0.165 ± 0.019 0.164 ± 0.020

Thermal diffusivity 
(mm2/s) 0.162 ± 0.006 0.179 ± 0.009 0.173 ± 0.019 0.167 ± 0.020 

도 약 40% 범 의 직선의 기울기와 편으로부터 

목재의 수분 흡착에 여한다고 생각되는 내부 비표

면 을 BET법에 의거하여 산출하 다. 보에는 가

열처리에 의해 소나무재의 수분흡착량이 감소는 것

은 열에 의한 부분 인 열화  결정화도의 증가 때

문에 수분흡착량이 하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高

分子學 , 1972). 

  Table 1에는 국산 주요 침엽수재의 단분자층 흡착

량과 내부 비표면 의 수종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국산 침엽수 2종의 단분자층 함수율이 약 3%로서 

일반 인 목분의 값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물

론 수종별 차이가 약간 있는 것이 일반 이지만, 열

변성의 우려가 없는 시험편 조제가 이런 결과를 가

져온 것으로 단이 된다. 

  내부 비표면 은 일반 으로 시트카 스 루스재

는 254 m2/g, 슈가메이 이 210 m2/g, 알  셀룰로

오스가 157 m2/g, 면이 139 m2/g, 셀로 이 288 

m
2/g에 비추어 볼 때, 본 실험목재의 비표면 은 약

간 낮은 값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흡탈착에 있어서 

실내공간의 습도조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3.4. 열전도율(κ)과 열확산률(α)

  채취한 부 가 달라 같은 수종이라도 정목재와 

목재의 평형함수율이 달랐다(Table 2). 잣나무는 직

경이 작았기 때문에 정목재는 수피 근처, 목재는 

수 근처에서 각각 얻었다. 따라서 정목재의 평형함

수율이 목재보다 높았다. 낙엽송은 정목재와 목

재를 모두 수 주 를 피해 얻을 수 있었으므로 평형

함수율 차이가 매우 다. 도도 평형함수율과 마

찬가지로 잣나무는 차이가 있으나 낙엽송은 없었다.

  정목재와 목재의 열 도율을 t-검정한 결과 잣

나무는 고도의 유의차를 나타냈으나 낙엽송은 유의

차가 없었다. 이 한 채취 부 가 상이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종간 열 도율과 열확산율을 정목재만

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엽송의 평균 열

도율이 0.165 W/m k로 잣나무보다 높았다. 열 도

율과 도는 정의 상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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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ctric resistivities and resistances of quarter- and flat-sawn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specimens

Pinus koraiensis Larix kaempferi

Quarter-sawn Flat-sawn Quarter-sawn Flat-sawn

Relication 28 26 20 23

EMC (%) 13.0 ± 0.3 9.2 ± 0.3 13.1 ± 0.3 13.9 ± 0.3 

Density (kg/m3) 464 ± 26 411 ± 19 582 ± 27 588 ± 21 

Electric resistivity (MΩ-cm) 2,044 ± 467 3,978 ± 3,420 2,207 ± 476 2,075 ± 897 

Electric 
resistance (MΩ)

Longitudinal direction 1,002 ± 575 33,987 ± 18,484 1,070 ± 412 473 ± 139 

Radial and tangential 
direction  1,042 ± 461 76,784 ± 116,820 956 ± 292 564 ± 149 

Fig. 3.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al resist-
ance and moisture content in the longi-
tudinal, radial and tangential directions 
of quarter- and flat-sawn Pinus kor-
aiensis (KP) and Larix kaempferi (LC) 
specimens

  잣나무는 목재의 열확산률이 정목재보다 높았

으나 낙엽송은 정목재가 더 높았다. 수종 간 정목재

를 비교하면 낙엽송이 잣나무보다 높았다. 

3.5. 전기비저항과 전기저항

  두 수종의 기비 항은 t-검정 결과 모두 정목재

와 목재 간에 고도의 유의차를 나타냈다(Table 3). 

그러나 그 차이는 수종별로 달랐다. 잣나무는 목

재가 큰 값을 나타냈으며 낙엽송은 정목재가 큰 값

을 나타냈다. 한편 잣나무는 정목재와 목재간 

기비 항의 차이가 큰데 반해 낙엽송은 었다. 잣

나무의 목재의 낮은 도가 이 같은 차이를 나타

내는 것 같다. 특히 잣나무 목재의 표 편차는 매

우 커서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다. 따라서 수종간 비

교를 해서는 각 수종의 정목재 값을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기 항은 기비 항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

지만 기비 항과 같이 잣나무는 목재, 낙엽송은 

정목재의 측정치가 높았다. 잣나무 목재의 기

항은 정목재보다 33∼70배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이

는 함수율에 의한 것보다 채취 부 가 다른 때문인 

것 같다. 각 수종 정목재의 기 항을 비교하면 수

종간, 섬유방향과 섬유직각방향 간 유의차가 인정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6. 함수율에 따른 전기저항

  잣나무와 낙엽송의 섬유방향, 섬유직각방향의 

기 항을 아래 Fig. 3에 표시하 다. 수종 내 방향별 

차이가 거의 없어 체 값에 한 직선 회귀를 구하

다.

   그래 의 회귀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 4과 같

다. 회귀식의 기울기는 잣나무가 낙엽송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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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near regressions between electrical resistance (R) and moisture content (MC) in the 
longitudinal, radial and tangential directions of quarter- and flat-sawn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specimens

Species Linear regression equation R2

Pinus koraiensis log (R) = -0.3305 MC + 7.5355 0.9684

Larix kaempferi log (R) = -0.3118 MC + 7.4829 0.9692

Table 5. Acoustic properties of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Species Type NG


(g/cm3)
Q -1

(×10-2)
E

(1011 dyn/cm2)
E/

(1011 dyn/cm2)
( /Q -1)

(108)

1/( Q -1)

(10-4)

Larix
kaempferi

Quarter- Mean 2.0 0.544 1.199 1.024 1.881 0.679 3.604

sawn S.D 0.4 0.026 0.160 0.124 0.193 0.108 0.414

Flat- Mean 36.6 0.596 1.017 1.337 2.244 0.808 3.584

sawn S.D 0.7 0.013 0.177 0.125 0.193 0.161 0.562

Pinus
koraiensis

Quarter- Mean 2.2 0.414 1.002 0.942 2.273 1.251 5.487

sawn S.D 0.5 0.011 0.215 0.058 0.123 0.240 0.937

Flat- Mean 2.3 0.412 0.963 0.931 2.257 1.245 5.501

sawn S.D 0.5 0.010 0.197 0.052 0.116 0.46 1.009

Notes; S.D: Standard deviation, Q -1: Internal friction, NG: Number of growth ring per cm,  : Density, 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E/ : Specific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3.7. 밀도 및 동적 탄성율

  피아노 향 용재의 선별기 으로 섬유방향의 음

속이 크고, 은 진동에도 명확하게 반응할 수 있고, 

가볍고( 도), 통직목리로 연륜수가 cm당 4∼8개

가 당하고, 옹이나 사주목리 등의 결 이 없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岡野, 1991; Buccur, 1995). 

한 좋은 향 용재로써의 조건은 섬유방향에 한 비

동  탄성률의 값이 높고 내부마찰의 값이 낮은 것

이 밝 져 있다. 이러한 성질은 음향특성과 련해

서 음향교환율과 응시켜 검토해 섬유방향에 해

서는 음향교환률의 값이 높은 것이 악기용재로 합

하다고 田中(1987), 矢野(1992) 등이 보고하 다. 

  Table 5에 낙엽송, 잣나무재의 도, 내부마찰, 동

 탄성률  음향교환효율 등을 나타내었다. Table 

5와 Fig. 4,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엽송, 잣나무 정

목재  목재의 평균 도는 각각 낙엽송 0.544 ± 

0.026, 0.596 ± 0.013, 잣나무 0.414 ± 0.011, 0.412 

± 0.010 이다. 잣나무재의 도는 피아노용 악기용

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트카 스 루스재의 값 

0.427 (Kataoka, 1976)과 0.457 (변, 1997)과 비슷

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낙엽송재의 값은 시트카 스

루스재의 값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낙엽송, 잣나무재 정묵  목재의 cm당 평균 연

륜수는 각각 낙엽송 2.0, 3.6 잣나무 2.2, 2.3으로 낙

엽송 목재의 연륜수가 많았지만 향 용재로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 루스재보다는 었다.

  잣나무 정목  목재의 동 탄성률 값은 변이 보

고(변, 1997)한 시트카스 루스재의 1.274 ± 0.072 

(E × 1011 dyne/cm2) 값보다도 훨씬 낮은 0.942 ± 

0.058, 0.931 ± 0.052 (× 10
11 dyne/cm2)을 나타내었

지만 낙엽송 정목재의 값은 시트카스 루스재의 값보

다 낮은 1.024 ± 0.124 (× 1011 dyne/cm2)를 나타내

었고 목재는 1.337 ± 0.125 (× 10
11 dyne/cm2)의 

높은 값은 나타내었다.

  한 도와 동  탄성률 계에서 도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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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density () and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E). 
Legend; yq (---, ○): Quarter-sawn, yf (―, ●): Flat-sawn.

Fig. 5. Relationship between density () and internal friction (Q-1). 
Legend; See legend in Fig. 4.

에 따라 동 탄성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

데 이것은 Suzuki (1980), 洪(1985) 등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하 으나 잣나무 목재는 유의성이 인정되

지 않았다.

3.8. 내부마찰

  Fig. 5에 도와 내부마찰과의 계를 나타내었

다. Table 5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엽송, 잣

나무 정목  목재의 내부마찰은 각각 낙엽송 

1.184 ± 0.149 (Q-1 × 10-2), 0.976 ± 0.120 (Q-1 × 

10
-2), 잣나무 0.978 ± 0.187 (Q-1 × 10-2), 0.897 ± 

0.123 (Q-1 × 10-2) 로 재 악기재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변(1997)은 시트카

스 루스  아가티스재의 내부마찰 값이 각각 

0.816 ± 0.153 (Q-1 × 10-2), 0.848 ± 0.149 (Q-1 × 

10-2)로 보고 하 다. 한 Kataoka (1976)는 시트

카 스 루스의 내부마찰 값이 0.635 ± 0.88 (Q
-1 × 

10-2)로 보고 하 다. 

  낙엽송, 잣나무 정목  목재에서는 도와 내부

마찰간에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으로 

도가 증가할수록 내부마찰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Larix kaempferi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Pinus kora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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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s between specific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E/) and internal friction (Q-1).
Legend : See legend in Fig. 4. 

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홍, 1985; 矢野, 1992)와 배

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연륜폭이나 

도 등의 편차가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에 내부마찰과 비동  탄성률과의 계를 나

타내었다. 낙엽송, 잣나무 정목  목재는 비동  

탄성률이 증가할수록 내부마찰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Norimoto (1982)와 변(1997)이 악기용재

의 물성연구에서 피아노 향 재의 선별에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그리고 일반 으로 악기용재를 

선별할 때는 비동  탄성률이 큰 것을 선별하는 것

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3.9. 음향교환률

  악기용재의 역할이 으로부터 달되는 진동의 

증폭이라고 생각하면 악기용재에 있어서는 먼  

의 진동을 음으로 교환하는 효율 즉 음향교환효율을 

측정하면 악기용재의 특성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

서 음향교환효율의 지표로서 田中(1987)와 矢野

(1992) 등이 음향교환률의 지표로서  /Q-1의 

값과 1/( ×Q
-1)의 값이 효과 인 것을 보고 하

다. 낙엽송, 잣나무 정목  목재의 음향교환률

 /Q-1, 1/( ×Q-1)값은 각각 낙엽송 0.679 ± 

0.108 (× 108), 3.604 ± 0.414 (× 10-4)  0.808 ± 

0.161 (×10
8), 3.584 ± 0.562 (× 10-4), 잣나무 1.251 

± 0.240 (×10
8), 5.487 ± 0.937 (× 10-4)  1.245 ± 

0.246 (× 108), 5.501 ± 1.009 (×10-4)로 잣나무가 낙

엽송재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矢野(1992)가 발표

한 바이올린용 시트카 스 루스재의  /Q-1의 

값과 1/(  × Q1) 2.09 ± 0.29 (× 108), 7.48 ± 

1.12 (× 10-4) 값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낙엽송  잣나무재를 음향  

성질을 향상시키기 한 재질개량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는 악기용재로 사용 하는 것은 부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국산재의 응용물성연구 1차년도에 수행한 잣나무 

낙엽송재의 수분흡착성  열 , 기 , 음향  성

질 조사에서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동일한 온습도 환경조건에서 낙엽송재의 흡착

속도가 잣나무재에 비해 더 컸으며 평형함수율의 값

은 잣나무재보다 낙엽송재가 약 15% 정도 더 높았

으며, 차이가 나타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2) 흡착평형량은 상 습도의 증가와 더불어 서서

히 증하는 형태를 나타냈으며, 단분자층을 이룬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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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후에 일정습도범 에서 안정되는 값을 나타내지 

않고 지속 으로 물분자가 첩되어 모 응축에 이

르는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 졌다.

  3) 낙엽송과 잣나무재의 비표면 은 일반 인 값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흡탈착에 있어서 

실내공간의 습도조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잣나무 정목재와 목재의 평균 열 도율은 각

각 0.123 W/m k, 0.114 W/m k이고 낙엽송 정목재

와 목재는 각각 0.165 W/m k, 0.164 W/m k 다. 

낙엽송이 잣나무보다 도가 높기 때문에 열 도율

도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5) 잣나무 정목재와 목재의 평균 열확산률은 각

각 0.162 mm2/s, 0.179 mm2/s이고 낙엽송 정목재와 

목재는 각각 0.173 mm2/s, 0.167 mm2/s 다. 정

목재는 낙엽송, 목재는 잣나무가 높으므로 경향이 

일정하지 않다. 이는 정목재와 목재의 채취부 가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두 수종 간 값 차이가 크

지 않으므로 열활산률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6) 정목재의 기 항은 수종 간, 섬유방향과 섬

유직각방향 간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7) 기 항과 함수율 회귀식의 기울기는 잣나무

가 낙엽송 보다 크나 그 차이가 매우 었다.

  8) 낙엽송, 잣나무정목  목재의 동 탄성률은 낙

엽송 1.024, 1.337 (× 1011 dyne/cm2), 잣나무 0.942, 

0.931 (× 10
11 dyne/cm2)으로 일반 악기용재로 사용되

는 수종에 비하여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9) 낙엽송, 잣나무정목  목재의 내부마찰은 

1.199 (× 10-2), 1.017 (× 10-2)과 1.002 (× 10-2), 

0.963 (× 10-2)의 값으로 악기용재로 사용하고 있는 수

종의 값보다 높았다.

  10) 낙엽송, 잣나무정목  목재의 음향교환률

 /Q-1, 1/(  × Q-1)값은 각각 낙엽송 0.679 

(× 108), 3.604 (× 10-4)  0.808 (× 108), 3.584 (× 

10
-4), 잣나무 1.251 (× 108), 5.487 (× 10-4)  1.245 

(× 108), 5.501 (× 10-4) 으로 악기용재로 사용하고 

있는 수종의 값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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