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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요 국산 수종인 잣나무재와 일본잎갈나무재의 횡단면상 방사조직 도  선단면상 복열방사조직 출  

빈도수에 한 변이성을 조사하 다. 방사조직의 도는 잣나무재 4.6개/mm, 일본잎갈나무재 9.0개/mm로 일

본잎갈나무재의 방사조직 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 방사조직 도는 수 부근에서 높았고, 수피 쪽으로 

이행함에 따라 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 연륜 내에서의 복열방사조직 출  빈도수는 일본잎갈나무재

가 잣나무재보다 높았다. 잣나무재의 복열방사조직은 복열의 수가 1세포고인 것(B+1)이, 일본잎갈나무재는 2

세포고인 것(B+2)이 가장 많았다. 일반 으로 복열방사조직의 출  빈도수는 조재부가 만재부보다 높았는데 

일본잎갈나무재의 경우 복열의 수가 6∼7세포고에 달하는 것(B+6∼B+7)도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방사조직 

도의 변이성은 성숙재와 미성숙재를 구분하는 기  자료로뿐만 아니라 방사조직의 출  빈도와 함께 두 수종

을 식별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ABSTRACT

  Radial variations of ray spacing and frequency of biseriate ray were examined in the woods of

most commercially important Korean softwood species of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Ray spacing, or ray number per mm in cross section, averaged 4.6 and 9.0 in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respectively. Thus, rays of Larix kaempferi appeared to be more closely ar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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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ose of Pinus koraiensis. Ray spacing was the densest around pith, and then slowly 

decreased toward bark. In tangential section, biseriate ray frequency of Larix kaempferi was 

higher than that of Pinus koraiensis. Biseriate ray was designated, based on the number of cells 

of biseriate portion in vertical extent, as the type of  B+1 (one cell high), B+2 (two cells high), 

and so on. The dominated type was B+1 in Pinus koraiensis but B+2 in Larix kaempferi. The 

biseriate ray types of B+3, B+4, and B+5 were occasionally found in earlywood. Interestingly, even 

B+6 and B+7 types were observed in Larix kaempferi. In conclusion, it was considered that ray 

spacing could be used for separating juvenile wood from adult wood. Also, characteristics of ray 

spacing and biseriate ray might be used for identifying these two species.

Keywords : biseriate ray, ray spacing, variation,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1. 서  론

목재의 수간 내에서 미성숙재와 성숙재를 구분하

는 지표로써 가도   목섬유의 치수, 마이크로피

릴 경각 등이 일반 으로 리 이용되고 있다

(Panshin & Zeuuw, 1980;  박 등, 1987). 그러나 

재까지 이런 지표로 이용하기 한 방사조직의 변이

성에 한 연구는 비교  많지 않다(Giraud, 1977; 

Fujiwara & Nakayama, 1978; 島地 등, 1985; Lev- 

Yadun, 1998). 

최근, 자(김, 2009)는 잣나무재와 일본잎갈나무

재의 방사조직의 연륜 내  축방향의 변이성에 하

여 보고하 다. 이 논문에서 자는 단열방사조직의 

높이와 수를 측정하여 수종 간 차이, 조만재별 차이, 

수고별 차이에 하여 보고하 다. 한 자 등

(Kim et al., 2009)은 방사조직의 방사방향 변이성 

조사를 통해 단열방사조직과 방추형방사조직의 높이

와 수가 성숙재와 미성숙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한편, 침엽수재는 주로 단열방사조직만을 지니지

만 Gray (1973)는 redwood (Sequoia sempervirens)

에서 다열방사조직의 출 을 보고한 바 있다. 한 

Kucera와  Bosshard (1975)는 fir (Abies alba)에서, 

Panshin과 Zeuuw (1980)는 redwood에서 복열방사

조직의 출 을 보고하 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생산량과 활용도가 

높은 국내산 주요 침엽수재인 잣나무와  일본잎갈나

무재의 효율 인 이용을 한 기 연구로써 이들 목

재의 방사방향 방사조직 도  한 연륜 내에서의 

복열방사조직 출  빈도수 변이성에 하여 조사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목 및 시험편 제작

본 시험에 사용된 공시목과 시험편  구 슬라이

드 제작 방법은 보(김, 2009)와 같다.

2.2. 측정방법

2.2.1. 방사조직 밀도 측정

방사조직 도(개/mm)는 횡단면의 각 연륜에서 

선방향으로 단  길이(1 mm)당 존재하는 방사조

직의 수로써, 조⋅만재별로 각 10회씩 총 4,740회를 

측정하여 나타냈다.

2.2.2. 복열방사조직의 출현 빈도수 측정

Kucera 등(1975)이 사용한 방법과 같은 형식으로 

단  면 (4 mm2)당 존재하는 복열방사조직의 수를 

측정함과 아울러 복열 부분의 세포고에 따라 B+1, 

B+2, B+3, B+4, B+5, B+6, B+7의 형태로 구분

하여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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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ree
Earlywood/ 
Latewood

Number of 
measurements

Range Mean S. D.* C. V.* (%)

Pinus 

koraiensis

Earlywood
Latewood

Total

 980
 980
1,960

0∼10
1∼10
0∼10

4.35 ± 0.053
4.80 ± 0.088
4.58 ± 0.057

1.56
2.77
2.51

35.86
57.71
54.80

Larix 

kaempferi

Earlywood
Latewood

Total

1,390
1,390
2,780

3∼14
4∼15
3∼15

7.86 ± 0.043
8.54 ± 0.046
8.20 ± 0.032

1.60
1.72
1.67

21.74
20.14
21.01

* S.D. : standard deviation,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Table 1. Ray spacing in the cross section of sample woods

3. 결과 및 고찰

3.1. 방사조직 밀도

3.1.1. 방사조직 밀도의 출현 빈도수

목재의 횡단면에서 각 연륜의 조재와 만재의 선

방향으로 1 mm 내에 존재하는 방사조직의 수를 측

정한 방사조직의 도(ray spacing)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방사조직 도는 잣나무재가 0∼10개/mm (평균 

4.6개/mm), 그리고 일본잎갈나무재가 3∼15개/ 

mm (평균 8.0개/mm)로써 잣나무재보다는 일본잎

갈나무재의 방사조직이 더 하게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재부와 만재부로 구분하여 보면 잣나무재에 있

어서는 조재부가 평균 4.4개/mm, 만재부가 평균 4.8

개/mm인 반면 일본잎갈나무재에 있어서는 조재부

가 평균 7.9개/mm, 만재부가 평균 8.5개/mm로써 만

재부의 방사조직 도가 다소 더 컸으나 통계 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Panshin과 Zuuew (1980)은 북미산 침엽수 목재의 

선단면에서 측정한 방사조직 도가 1 mm당 6∼9

개 정도라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의 일본잎갈나무

재의 결과와 비슷하나 잣나무보다는 다소 더 높았다.

3.1.2. 방사조직 밀도의 수평방향 변이성

잣나무재와 일본잎갈나무재 수간의 흉고부 에서 

측정한 목재 방사조직 도의 수평방향 변이성 결과

는 Fig. 1과 같다.

Fig. 1. Radial variation of ray spacing in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방사조직 도는 두 공시 수종 모두에 있어 수에 

가까운 부 의 것이 가장 컸고 수피방향으로 연륜이 

증가함에 따라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잣나무의 경우 수에서부터 일정 연륜까지는 차 감

소되다가 그 후에는 연륜이 증가하여도 거의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방사조직 도가 차 감소

되는 역과 안정되어 있는 역으로 구분될 수 있었

는데, 그 경계가 되는 곳은 수로부터 12～15번째 연

륜 부분이었다. 

횡단면에서의 방사조직을 세포 발생학 인 면에서 

보면 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1차방사조직 그리고 

형성층의 활동에 의해 2차목부의 형성 후 발생된 것

으로 수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을 2차 방사조직이

라 한다. 본 연구에서 방사조직의 도는 수에 가까

운 유령 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수

목의 유령 시 활발한 생장활동 때문에 많은 양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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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biseriate ray by its type in 4 mm
2
 of tangential section

Sample tree
Earlywood/
Latewood

Number of 
measurements

Presence of biseriate rays
Total

B+1 B+2 B+3 B+4 B+5 B+6 B+7

Pinus koraiensis
Earlywood
Latewood

Total

60
56
116

56
38
94

28
11
39

10
7
17

3
3

1
1
2

95
60
155

Larix kaempferi
Earlywood
Latewood

Total

66
62
128

58
38
96

62
50
112

36
28
64

13
14
27

14
15
29

9
9
18

2
2

192
156
348

Fig. 2. Radial variation of ray spacing in Pinus 

koraiensis.

배분이 생리 으로 필요하게 되었던 때문으로 생각

된다.

방사조직 도의 수평방향 변이성을 조․만재부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Fig. 2  Fig. 3과 같다.

조재부와 만재부 모두 수 부근에서 크며 수피방향

으로 이행함에 따라 차 감소되고 있다. 잣나무의 

경우 조재부와 만재부 간에는 방사조직 도의 차이

가 거의 없었으며, 일본잎갈나무재의 경우 수 부근에

서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수피방향으로 이행함에 따

라 만재부가 조재부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 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3.2. 복열방사조직

3.2.1. 복열방사조직의 출현 빈도수

침엽수 목재의 선단면상에 출 하는 방사조직은 

Fig. 3. Radial variation of ray spacing in Larix 

kaempferi. 

체로 1열로 배열되는 단열방사조직이 부분이지

만 수종에 따라서는 국부 으로 2열로 배열되는 복

열방사조직의 출 도 보고되어 있다(Kucera & Boss-

hard, 1975; Gray, 1978; Panshin & Zeuuw, 1980).

본 연구의 공시재료인 잣나무재와 일본잎갈나무재

의 선단면상 4 mm2 내에 존재하는 복열방사조직

의 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두 공시 수종 모두에서 복열방사조직의 존재가 확

인되었는데, 일본잎갈나무재가 잣나무재에 비해 3배 

정도나 많은 복열방사조직을 지니고 있었다. 잣나무

재의 경우 복열 부분의 높이가 1세포고(B+1)인 것

이 60% 정도로 가장 많았으나 일본잎갈나무재에서

는 2세포고(B+2)인 것이 약 32%로 가장 많았다. 특

히, 일본잎갈나무재에서는 복열 부분의 높이가 6세

포고(B+6) 는 7세포고(B+7)에 달하는 것도 상당

수 찰되었다. 한편 복열방사조직의 출  빈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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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biseriate ray frequency with-

in a growth ring of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잣나무재와 일본잎갈나무재의 두 공시목 모두 조재

부에서 높았다. 자 등은 보(Kim et al., 2009)에

서 두 수종의 단열방사조직 수를 측정하여 보고하

다. 본 논문과 같은 면 인 4 mm2당 단열방사조직의 

수를 계산하면 잣나무재 104개/4 mm2, 일본잎갈나

무재 152개/4 mm2이고, 복열방사조직은 잣나무재 

1.34개/4 mm2, 일본잎갈나무재 2.72개/4 mm2이다. 

즉 4 mm2당 단열과 복열의 방사조직 비는 잣나무 

104 : 1.34, 일본잎갈나무재 152 : 2.72 다.

Panshin과 Zeuuw (1980)에 의하면 나자식물의 

40%가 복열방사조직을 가지고 있고, redwood에도 

복열방사조직이 존재한다고 보고하 다. 한 Gray 

(1973)는 redwood에서 5열의 다열방사조직의 존재

를 확인한 바 있다. Ku era & Bossard (1975)는 

나무에서 복열방사조직의 존재를 보고하 다. 이들

은 나무의 선단면 1 mm2당 단열과 복열방사조

직 수의 비를 96 : 4로 보고하 고, 1 mm2당 존재하

는 복열방사조직의 수는 0∼5개이며 형태별로는 

B+1과 B+2의 형태가 가장 많다고 하 다.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 비슷하 는데, 특히 잣나무의 결과와 

거의 유사 다. 특히, 이들은 나자식물의 41%가 복

열방사조직을 가지며 Taxodiaceae, Pinnaceae  

Podocarpaceae에서 많이 출 하고, Araucariaceae

에서 가장 게 출 한다고 보고하 다.

두 공시 수종의 수에서부터 25번째의 1개 연륜을 

상으로 연륜 내에서 조만재별 복열방사조직 수의 

변이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두 공시 수종 모두에서 복열방사조직의 출  빈도

수는 조재부측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만재부 측으로 

이행해 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처럼 

조재부에 복열방사조직이 많은 것은 수목생리학 으

로 세포분열과 세포의 성장이 왕성한 조재부 형성기

에 보다 많은 양분이 요구된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4. 결  론

우리나라의 주요 목재자원인 잣나무재와 일본잎갈

나무재의 효율  이용을 한 기  자료를 얻기 하

여 방사조직 도와 복열방사조직의 변이성을 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횡단면에서의 방사조직 도는 잣나무재와 일본잎

갈나무재에서 각각 평균 4.6개/mm, 9.0개/mm로 낙

엽송재가 더 컸다. 두 공시 수종 모두에 있어 방사조

직 도는 수 부근에서 가장 컸고, 수피방향으로 이

행해 감에 따라 차 감소하거나, 혹은 감소하다 약 

15 연륜 부근에서 안정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두 수종 모두에서 복열방사조직의 존재가 확인되

었는데 일본잎갈나무재가 잣나무재에 비해 3배 정도

나 많은 복열방사조직을 지니고 있었다. 잣나무의 경

우 복열 부분의 높이가 1세포고(B+1)인 것이 가장 

많았으나 일본잎갈나무재에서는 2세포고(B+2)인 

것이 가장 많았다. 일본잎갈나무재에서는 6세포고

(B+6) 는 7세포고(B+7)에 달하는 것도 상당수 

찰되었다. 한 조재부에 복열방사조직이 많이 존

재하 다.

결론 으로 방사조직 도는 성숙재와 미성숙재를 

구분하는 지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방사조직 

도와 복열방사조직의 출 상태는 두 수종을 식별

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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