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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원도 양양 지역 산불 피해 소나무 목재의 피해 정도에 따른 해부  물리  특성을 조사하 다. 피해 정도에 

따라 수피의 탄화 깊이가 깊어지는 경향이 찰되었으나 목질부까지 탄화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수지의 삼출 

정도에 차이를 보 다. 산불 피해목 변재의 생재함수율은 건 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심재의 경우에는 

건 재보다 피해목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생재 도는 피해재 심재가 건 재 심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변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형성층 를 찰한 결과, 산불 피해를 강하게 입은 경우 형성층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비교  피해를 약하게 입은 경우에는 형성층의 활동이 찰되었으나 세포분열 속도는 건 재

보다 느렸다. 산불 피해를 강하게 입은 목재에서는 에피델리움세포와 방사조직의 세포벽이 짙게 염색되고 세포 

내에 과립형태의 물질이 찰되었으며, 최외각 연륜 부 의 결정화도는 산불 피해재가 건 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Anatom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inus densiflora woods damaged by  forest fire at
Yangyang-gun, Kangwon-do were investigated in present study. Even though the bark was 
severly carbonized, no trace of carbonization in the xylem was found. The amount of resin 
exudation was different by the degree of fire damage. Green moisture content of sapwoo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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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d wood was lower than that in the sound wood, but vice versa in the heartwood. Green 
density of heartwood in the damaged wood was higher than that in the sound woo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apwood. Cambial activities were found stopped in the severely
damaged wood but were identified in the lightly damaged wood. In safranine staining process, 
epithelial and ray parenchyma cell walls in the damaged woods showed darker hue than those
in the sound wood. Granular substances were observed in the lumina of ray parenchyma and 
epithelial cells of the severely damaged wood. Relative crystallinity of the outermost growth ring
in the severely damaged wood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in the sound wood.

Keywords : damaged wood, forest fire, anatom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Pinus densiflora, 
cambial activity

1. 서  론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침엽수의 구성 비율은 소나

무 1,481천 ha (54.9%), 낙엽송 464천 ha (17.2%), 

리기다소나무 411천 ha (15.2%), 잣나무 231천 ha 

(8.6%)로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산림청, 2007). 그러나 천연 소나무림은 소나무 병

충해(재선충, 솔껍질깍지벌래, 솔잎혹 리 등), 산

불 발생, 국토 개발로 인한 벌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나무

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향토 수종

으로 로부터 가구, 농기구 등 생활용품과 궁궐이

나 한옥, 사찰건축 등에 없어서는 안 될 귀 한 원자

재로 활용되어 왔다(박 등, 2005). 특히 강원도 지역

의 소나무 면 은 국의 17%를 상회하고 있어 앞

으로 국내 소나무 생산의 심지가 될 것이다. 그러

나 최근 10년 간 강원도 내 산불 발생이 증가되고 있

어 산불에 의한 피해 면 은 1996년 고성 산불 

3,762 ha, 2000년 동해안 산불 2만 3,794 ha, 2005년 

양양 산불 973 ha로 그 피해 면 은 총 2만 8,529 ha

에 달한다(산림청, 2007).

  우리나라의 산불은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집

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과 가을 건조기에 부는 

계 풍이 겹쳐 동시 다발 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한, 우리나라는 산림이 울창하고 가연성 낙엽 등

이 많이 쌓여 있으며, 경사가 하고 기복이 많은 산

지로 이루어져 있어 연소 진행 속도가 빨라 속히 

확산된다. 2005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양양 지역의 

산불은 주로 내성이 약한 소나무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소나무는 테르펜 등 정유 물질이 많기 때문

에 불에 잘 타며, 지표화(地表火)에서 수 화(樹冠

火)로 쉽게 번지고 수 층이 하나뿐인 단층 단순림

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불의 통로가 생겨 빠른 속도

로 번지는 특성이 있다. 

  재까지 산불에 하여 산불 정보시스템 개발

(Hernández et al., 2007; Kiran Chand et al., 

2006), 산불 발생지의 토양 특성(Jaatinen et al., 

2004; Carcaillet et al., 2006)  산불로 인한 기 

환경 변화(Lee et al., 2003; Lavrov et al., 2006; 

Statheropoulos and Karma, 2007) 등에 하여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산불 피해에 의해 발생하는 소나무 피해목

을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

다. 황 등(2003a, 2003b)은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 피

해 소나무 목재의 해부, 물리  역학  특성과 건조 

특성을 상세히 보고하 다. 한 박 등(2005, 2008)

도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소나

무 목재의 재질 특성  재질의 경시  특성에 하

여 체계 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박 등(2005)은 

산불 피해 등 에 따라 심, , 경으로 구분하여 재

질 특성을 조사하여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피해 등 에 따른 연구는 피해목의 벌채, 이용 혹은 

보존과 련하여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고사하는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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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trees of Pinus densiflora damaged by forest fire

Damage level 

Sampling date

LocalityJun. 18 Aug. 10 Jun. 18 Aug. 10

Tree age (year) * DBH (cm)

Sound 39 38 21 22

Yangyang-gun
Kangwon-do

A 37 35 22 21

B 35 37 18 21

CⅠ
33 30 21 22

CⅡ

* DBH : Diameter at Breast Height
A : severely damaged tree (whole-tree burnt) 
B : moderately damaged tree (dead leaves and burnt stem above ca. 1 m above ground)
C : slightly damaged tree (living leaves and partly burnt at tree base)
CI : tree C along hillside , CII : tree C along valley

과 생존이 가능한 수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

한 수목을 별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 피해를 입은 다음 그 로 방

치되거나 버려지고 있는 목재 자원의 효율  이용을 

한 기  자료를 얻음은 물론 고사목과 생존 가능

한 산불 피해목의 별 지표를 얻고자 피해 정도에 

따라 세 등 으로 분류하여 각 피해목의 해부  물

리  특성을 조사하여 비교⋅검토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서는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소나무(Pinus densiflora S. et Z.)

를 공시재료로 사용하 다. 산불 피해목은 그 피해 

정도에 따른 조직 구조  재질 특성, 형성층 활동 

등을 찰하기 하여 2005년 6월 18일과 2005년 8

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각 2본씩 채취하 다. 산불

에 의한 소나무의 피해 정도는 수간과 수 이 모두 

불에 타 검게 변색된 것(피해목 A), 수 은 연소되

지 않았으나 잎이 게 말라버리고 수간이 지상부 

1 m 정도까지 검게 변색된 것(B), 수 의 잎이 록

색을 띄고 수간의 기부 일부분이 약간 검게 변색된 

것(C)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피해 정도 C인 목재

인 경우 산불이 계곡에서 능선 방향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 으로 능선 방향의 산불 피해

를 심하게 입은 것(CⅠ)과 계곡 방향의 약하게 입은 

것(CⅡ)으로 다시 세분하 다. 공시재료의 개요는 

Table 1에 나타냈다.

2.2. 실험방법

2.2.1. 광학현미경 관찰용 시료 제작

  공시목의 흉고 부 에서 원 을 채취하여 수피부

터 수심부로 약 20 mm, 선방향 10 mm, 섬유방향 

30 mm 정도의 시편을 채취하 다. 채취된 시편은 

10%의 포르말린에 2∼3일간 침지, 고정시킨 후 다

시 알코올과 리세린(1:1) 혼합액 에 2∼3주일 

정도 침지시켜 microtome으로 두께 10∼15 µm의 

편을 제작하 다. 편은 safranine액으로 염색하고 

alcohol series로 탈수, Canada balsam으로 입 후 

찰용 슬라이드를 제작하 다. 피해 정도에 따른 

형성층은 학 미경(Nikon, E600)과 화상분석기

(IMT, i-Solution)를 이용하여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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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                 (b)

                   Damage level A                              Damage level B

         

                (a)                 (b)                       (a)                 (b)

                  Damage level C I                             Damage level C II

Fig. 1. Cross sections of Pinus densiflora wood immediately after felling (a) and  three hours 
later (b).

2.2.2. 생재함수율, 생재밀도, 기본밀도, 및 연

륜폭 측정

  생재함수율(식 ①), 생재 도(식 ②)  기본 도

(식 ③)는 변⋅심재에서 각각 5개씩의 목편을 채취

하여 KS F 2199, 2189 (한국산업규격, 2006)에 의하

여 계산하 다. 연륜폭은 스 일 루페(× 10)를 사용

하여 측정하 다.

생재함수율 


× ·························①

생재밀도㎤ 


 ······································②

기본밀도㎤ 


 ······································③

여기서, Wg: 생재무게, Wo: 건무게, Vg: 생재부피

2.2.3. 상대결정화도 측정

  시료는 피해재와 건 재 원 의 최외각 연륜 부

에서 방사방향 1 mm, 선방향 10 mm, 섬유방향 

20 mm의 크기로 제작하 다. X선회  장치는 

Rigaku의 DMAX-2100V를 사용하 다. X선은 Ni 

filter로 단색화한 CuKα선을 사용하 고, X선회  

장치 조작 조건은 40 kV, 40 mA 다. 결정화도는 

고도법(Segal et al., 1959)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벌목 후 횡단면의 거시적 관찰

  Fig. 1은 2005년 6월 18일에 채취한 산불 피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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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isture content, green density, basic density and growth-ring width of P. densiflora.

Damage level Green moisture 
content (%)

Green
density (g/cm3)

Basic
density (g/cm3)

Growth-ring
width (mm)

H S H S H S H S

Sound 48 148 0.58 0.98 0.47 0.40 4.06 3.38

A 42 122 0.65 1.00 0.44 0.45 3.17 3.35

B 40 119 0.71 1.01 0.51 0.44 4.59 2.91

CI 34 115 0.62 0.95 0.46 0.45 3.22 2.83

CⅡ 43 136 0.65 1.05 0.45 0.47 3.56 3.17

H : heartwood, S : sapwood

의 벌목 직후(Fig. 1a)와 육안 으로 찰하 을 때 

모든 피해목 원 에서 더 이상의 수지가 삼출되지 

않는 벌목 3시간 후(Fig. 1b) 원 의 외각 부분을 

찰한 사진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수피의 탄화 깊이

가 깊어지는 경향이 찰되었으나 목질부까지 탄화

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목질부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수지의 삼출 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산불 피

해목 A는 벌목 직후와 벌목 3시간 경과 후에도 수지

가 분비되지 않았고, 산불 피해목 B는 벌목 직후와 

3시간 경과 후 동일하게 수지가 삼출된 것이 찰되

었다. 그러나 산불 피해를 비교  약하게 입은 C의 

경우 벌목 3시간 후 어느 정도의 수지가 삼출되었

다. 즉 산불 피해목 C의 경우 능선 방향의 강하게 피

해를 입은 것(CI)은 벌목 3시간 후 약간의 수지 삼출

이 나타났으나, 계곡 방향의 피해를 약하게 입은 것

(CⅡ)에서는 벌목 3시간 후 많은 양의 수지가 삼출

되는 것이 찰되어 동일 수목 내에서도 부분 으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세포의 활동 상태가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산불 피해목 A에서 수지 삼출이 찰되

지 않는 이유는 산불의 화염 온도가 1,200℃(이, 

2000)로, 변재의 수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에피델리

움세포가 이 고온의 열에 향을 받아 분비 기능을 

상실하고 더구나 장시간의 고열에 의해 수지 성분이 

목부 세포 으로 확산되었거나 황 등(2003a)이 보

고한 것과 같이 변재부가 산불에 의해 건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산불 피해목 B는 A보다

는 짧은 시간 동안 고열을 받아 에피델리움세포가 

수지 성분을 삼출시킴과 동시에 분비 기능을 상실하

고 수지 성분이 목부 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정

지된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van Mantgemm과 Schwartz (2003)는 캘리포니아 

혼합 침엽수림을 상으로 수피의 두께에 따른 형성

층의 내화성을 조사하여 수피의 도가 높고 두꺼운 

수종이 내화성이 강하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소나

무의 비교  얇은 수피가 산불로 인한 고온의 열을 

차단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었다. 

3.2. 생재함수율, 생재밀도, 기본밀도, 

및 연륜폭

  산불 피해재와 건 재의 생재함수율, 생재 도, 

기본 도  연륜폭이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생재

함수율은 산불 피해를 상 으로 심하게 입은 A, 

B, C I의 경우 변재가 115∼129%로 건 재의 생재

함수율(14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상 으

로 피해를 약하게 입은 CII의 경우에는 건 재의 생

재함수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심재의 경우

에는 건 재보다 피해목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이유는 산불의 고열로 인해 변재 가도  내강 

의 수분의 증기압이 증가하여 심재로 이동한 것이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생재 도는 피해재의 

심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변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본 도는 건 재와 피해재의 변⋅

심재 사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황 등

(2003a)은 산불 피해 소나무 목재의 물리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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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S)

Aug. 10

(a)

Aug. 10

(b)

Aug. 10

(c)                 

Aug. 10

(d)

Fig. 2. Cross sections of sound and damaged woods by forest fire (S: sound wood, a: damage 
level A, b: damage level B, c: damage level CⅠ, d: damage level CⅡ). (*CZ: cambial 
zone, Arrows: resin canal).

조사하여 생재함수율은 피해재의 변재가 건 재의 

변재보다 다소 낮다고 보고하 는데 이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3.3. 산불 피해재와 건전재의 조직 구조

3.3.1. 형성층대 관찰

  Fig. 2는 건 재와 산불 피해를 입은 소나무의 횡

단면 형성층  학 미경 사진이다.

  6월 18일에 찰한 건 재는 40∼45열의 신생 목

부세포가 생성되었으며 8월 10일에는 60∼65열의 

신생 목부세포가 생성되었다(Fig. 2a). 권과 김

(2005)은 춘천 지역에 생장하는 수종을 상으로 형

성층 활동 기간을 조사하여 5월 하순에서 7월 순 

사이에 형성층 세포의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보

고하여 이 시기에 소나무의 세포 분열이 왕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불 피해목 A (Fig. 2b), B 

(Fig. 2c)의 경우 형성층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 찰되었다. 한편, 산불 피해목 CⅠ(Fig. 2d)에

서는 피해목 A, B처럼 형성층의 활동이  일어

나지 않는 것이 찰되었으나, 그 반 편인 CⅡ

(Fig. 2e)에서는 8월 10일에 20∼23열의 신생 목부

세포가 찰되었다. 이러한 산불 피해목 C의 분열 

속도는 건 재와 비교해 보았을 때 1/3 정도로 크게 

느린 것으로 찰되어 고온의 산불 향을 받아 생

장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일 수



권성민⋅ 근우⋅김남훈

－ 90 －

    

                     (S)                         (a)                         (d)

  

                                   (c)                         (d)

Fig. 3. Cross sections of sound and damaged woods by forest fire (S: sound wood, a: damage 
level A, b: damage level B, c: damage level CⅠ, d: damage level CⅡ).

간일지라도 피해를 강하게 입은 부 의 형성층 세포

는 고사되고 피해를 약하게 입은 부 는 형성층이 

살아서 분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한 8월 10일 채취한 피해재에서는 건 재와 비교하

여 수지구가 많이 찰되었는데 이것은 산불 피해에 

의한 향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산불에 약한 소나무일지라도 

경미하게 피해를 입은 수목은 생존이 가능하며, 산

불 발생 후 최소 2∼3개월 후면 고사목 혹은 생존 가

능 수목의 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3.3.2. 수직수지구 및 방사조직 관찰

  산불 피해목과 건 재를 2005년 8월 10일에 채취

하여 찰한 학 미경 사진은 Fig. 3과 같다. 건

재(S)와 비교해 보았을 때 산불 피해목 A(a)는 수지

구를 둘러싸고 있는 에피델리움세포와 방사유세포

의 세포벽이 짙게 염색되고 세포 내에 과립형태의 

충 물질이 찰되었다. 이것은 세포 내의 분, 지

질, 추출물 등과 같은 내용물들이 고온에 향을 받

아 성질이 변화한 때문으로 생각된다(황 등, 

2003a). 산불 피해목 B(b) 역시 피해목 A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산불 피해목 C(c, d)의 경우 CI(c)

의 수직수지구  방사조직은 피해목 A, B와 유사

하게 찰된 반면, CⅡ(d)에서는 건 재와 유사한 

경향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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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ve crystallinity of sound wood 
and damaged wood by forest fire

Damage level Crystallinity (%)

Sound 55

A 65

B 62

CⅠ 64

CⅡ 56

3.4. 상대결정화도 측정

  고도법으로 측정한 소나무 산불 피해재와 건 재

의 상 결정화도를 Table 3에 나타냈다. 최외각 연

륜 부 의 결정화도는 건 재 55%, 산불피해재 56

∼65% 다. 특히 심하게 피해를 입은 산불 피해재 

A와 CI의 결정화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Yildiz와 

Gümüşkaya (2007)는 가문비나무와 도밤나무를 

150, 180, 200℃로 6시간과 10시간 동안 열처리 하

여 열처리 시간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화도는 증

가함을 보고하 고, Bhuiyan 등(2000, 2001, 2005)

은 열처리 온도에 따라 상 결정화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 결정화

도의 차이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보(황 등, 

2003)에서 보고하 던 것과 같이 고온의 산불에 의

해 열처리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강원도 양양 지역 소나무 산불 피해목의 피해 정

도에 따른 해부  물리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피해 정도에 따라 수피의 탄화 깊이가 다르지

만 목질부까지는 탄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 정도

에 따라 목질부의 수지 삼출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2) 산불 피해재 변재의 생재함수율은 건 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심재는 건 재보다 피해목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산불 피해를 심하게 입은 경우 형성층의 활동

은 지되었으나 산불 피해를 약하게 입은 경우에는 

형성층의 활동이 찰되었으나 분열 속도는 건 재

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느렸다. 

  4) 산불 피해를 심하게 입은 목재는 수지구, 에피

델리움세포와 방사조직의 세포벽이 사 라닌에 짙

게 염색되고 세포 내에서 과립 형태의 물질이 찰

되었다.

  5) 최외각 연륜 부 의 상 결정화도는 산불 피해

재가 건 재보다 다소 높았다.

  결론 으로 형성층 찰에 의해 생존 가능 수목과 

고사목의 별이 가능하며, 산불 피해 소나무 목재

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다소 다른 해부  물리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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