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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재의 합리 인 이용을 하여 목재 가공 는 이용시 수분제어를 통한 건조결함 발생 최소화가 요하다. 

근 외선 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재료의 물리  화학  성질을 신속하고 비 괴 으로 악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근 외선 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목재의 표면함수율을 측정하 다. 근 외선 분 스펙트럼에는 목재의 

화학  성분의 향으로 인하여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활화, 미분, 표 화를 포함한 수학  처리

를 용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750∼2,500 nm 범 의 외선 흡 도를 이용한 회귀모델을 통하여 목재

의 표면함수율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근 외선 분 분석법을 통하여 비평형상태에

서 목재 수분을 정확히 탐지함으로써 건조 는 수분흡습  목재 내 수분이동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발

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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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efficient use of wood, it is important to control moisture of wood in processing wood. 
Near-infrared (NIR) spectroscopy can be used to estimate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aterials quickly and nondestructively.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measure the moisture 
contents on the surface of wood using NIR spectroscopy coupled with multivariate analytic 
statistical techniques. Because NIR spectroscopy is affected by the chemical components of the 
specimens and contains signal noise, a regression model for detecting moisture content of wood 
was established after carrying out several numerical pretreatments such as Smoothing, Derivative 
and Normalization in this study. It shows that the regression model using NIR absorbance in the 
range of 750∼2,500 nm predicts the actual surface moisture content very well. Near-infrared 
spectroscopy technique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a technology to control 
moisture content of wood in using and drying process.

Keywords : NIR spectroscopy, surface moisture content, numerical pretreatment, signal noise

1. 서  론

목재 자원을 합리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목재 

가공 는 이용시 수분제어를 통하여 결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재 내 수분이동 메커

니즘을 분석하기 해 목재 표면의 수분함량 변화를 

근 외선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 다.

1800년 F. W. Herschel에 의해서 외선이 처음 

발견된 이후, 외선을 이용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

었다. 근 외선 분 분석법은 1960년  미국 농무성

의 Karl Norris에 의해 농업분야에서 실용화된 후에 

그 응용범 가 확 되어 식품  사료뿐만 아니라 

재는 화학, 생화학, 의학, 석유화학, 제약, 고분자  

섬유분야까지 리 보 되어 정량  정성 분석에 활

발히 사용되고 있다(Blanco, 2002). 750∼2,500 nm 

역의 근 외선은 외선에 비해 흡수율이 낮고 

반사율이 커서 시험편의 처리 없이 비 괴 으로 

표면과 표면근처의 물리⋅화학  특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근 외선 

분 법을 용하여 식품의 경도, 당도  신선도 등

을 평가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근 외선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일반 으로 빠르고, 사용이 편리

하고, 다양한 물질을 동시에 측정 가능하며, 비 괴

인 방법이라는 장 을 갖는다(조, 1998). 안 등

(2006)은 콘크리트진단에 근 외선 분 분석법을 이

용하여 콘크리트의 열화인자를 검출하 고 분  이

미지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열화물질의 분포 상황

을 분석하 다. 

목재 용에 있어서 근 외선 분 분석법은 재료

의 화학  특성 조사와 더불어 비 괴 인 방법으로 

목재나 목재복합재 등과 같은 재료의 물리  특성을 

평가하는데 리 사용된다(Schimleck, 2004; Tsuchi- 

kawa, 2007). 근 외선 분 분석을 이용한 목재의 

화학  조성 평가는 Schultz와 Burns (1990)에 의해

서 시도되었다. 미송의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함량을 근 외선 분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

하 다. 리그닌 함량 평가에 한 연구는 Schwanninger 

등(2002), Yeh 등(2004), Alves 등(2006)에 의해서도 

보고되었다. 이들의 결과는 근 외선 분 분석을 통

해 측된 값이 실제 측정된 함량과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 한 Gierlinger 등(2002)은 아세톤 추

출물과 페놀성 물질 측정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목재는 표 인 흡습성의 재료로서, 수분의 흡착 

는 탈착에 따라 목재의 기계  성질과 물리  성질

이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재의 함수율 측정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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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humidifying wood specimen
Temperature (°C) Relative humidity (%) Target EMC* (%) Actual equilibrium MC (%) Facility

25

0 0 1.41 (± 0.43) desiccator

22 5 6.18 (± 0.23)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55 10 9.76 (± 0.05)

76 15 13.92 (± 0.11)

88 20 19.44 (± 0.29)

100 30 26.23 (± 0.74) desiccator

50

28 5 5.30 (± 0.06)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64 10 10.71 (± 1.36)

82 15 15.02 (± 0.25)

94 20 23.30 (± 0.38)

75

38 5 4.45 (± 0.32)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72 10 9.66 (± 0.33)

80 12 12.68 (± 0.34)

91 16 15.82 (± 0.75)

*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요하다. Tsuchikawa 등(1996)은 비 괴 정량평가 

방법으로서 근 외선 분 분석법을 용하여 목재의 

함수율을 평가하고자 하 다. 평형상태에서의 몇몇 

수종에 하여 함수율을 측할 수 있는 보정식을 조

사하 다. 한 Lundqvist 등(2000)은 온도를 변화

시키면서 근 외선에 의한 목재 함수율의 측정 가능

성에 하여 조사하 다. 온도 변이가 근 외선 분

분석법을 통한 함수율 결정에 향을 다고 보고하

다. Eom 등(2009)은 백합나무 소시편의 함수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 외선 분 분석을 이용하여 추

정한 값과 실제 측정값 간에 높은 상 계를 가진다

고 보고하 다.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가장 보편 인 방법은 

건법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

지만 실시간 측정이 불가능하고, 시험편이 괴된다

는 단 이 있다. 이에 따라 직류, 고주 , 마이크로

, 음 , 외선, 방사선 등을 이용한 실시간 측정 

방법들이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주

로 목재의 평균함수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표면함

수율 측정 방법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재 수분제어의 기 연구로

서 근 외선 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국산 백합나무 

목재 표면의 함수율을 측정하고자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공시재료로는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L.)를 공시수종으로 선정하여, 크기 50 × 50 × 5 mm 

(L × R × T or L × T × R)의 시험편을 제작하 다. 

시험편의 개수는 각 조건별로 10개씩 비하 다. 

시험편은 항온항습기와 데시 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수 의 평형함수율(Table 1)로 조습 처리하 다. 

2.2. 실험방법

목재의 함수율을 측정하기 하여 근 외선 분

분석기(NIRQEUST256-2.5, Ocean Optics)를 사용

하여 목재 표면의 근 외선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근 외선 분 분석기는 원으로 텅스텐․할로겐 램

(20 W)가 장착되어 있고, 원에서 상체로 빛을 

보내는 6개의 섬유와 상체에서 검출기로 빛을 

보내는 1개의 섬유로 구성되었다. 근 외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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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of NIR reflectance of wood
specimen.

(a)

(b)

Fig. 2. NIR spectrum of wood specimen. (a) re-
flectance, (b) absorbance.

분석 실험은 시험편의 표면함수율 변화를 막기 하

여 특수 제작된 항온항습기 내에서 실시하 다. 

근 외선 역인 750∼2,500 nm 장 역에서 함

수율별 시험편의 반사율을 측정하여 스펙트럼을 구

성한 후, 반사율(R)을 흡 도(= Log(1/R))로 변환

하여 흡  스펙트럼을 구성하 다. 




× 

   = 반사율(%)

    = 측정시료의 반사  세기

   = 표 시료의 반사  세기

스펙트럼의 처리  회귀분석은 상용 통계 로

그램(Unscrambler v.9.7)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측정한 흡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시험편의 표면

함수율을 추정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처

리(preprocessing)를 통하여 노이즈  스펙트럼 변

이를 제거하 다. 실험에서 사용된 처리 방법으로

는 기 값 설정(Baseline), 미분, 산란보정(SNV),  

평활화(Smoothing), 표 화(Normalize) 등이 있는

데, 이 에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처리 방법의 

조합을 탐색하여 평활화, 표 화, 기 값, 산란보정, 

미분(1차) 순으로 용하 다. 그 후 Partial Least 

Squares (PLS)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함수율 추정 모델을 개발하여, 추정된 함수율

을 실제 함수율과 비교⋅분석하 다. 

3. 결과 및 고찰

근 외선 분 분석기를 통하여 Fig. 2(a)와 같이 

장별 반사율(분 스펙트럼)을 측정한 후, 회귀분

석을 해 (b)와 같이 흡 도 스펙트럼으로 변환하

다. 반사율( 는 흡 도) 스펙트럼은 시험편의 표

면 수분의 양, 화학성분 등 여러 특성을 반 하게 되

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함께 첩되어 나타나기 때문

에 반사율 스펙트럼 분석만으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 수학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스펙트럼에

서 양 끝단은 노이즈에 의해 훼손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회귀분석은 이 부분을 제외한 후 실시하 다. 

표면 수분의 양에 따라 흡 도 스펙트럼에 반 된 

바를 살펴보기 하여 근 외선 역(750∼2,500 

nm)에서 H2O의 흡수 역인 1,350∼1,550 nm와 

1,950∼2,050 nm를 분리하 다. Fig. 3에서와 같이 

표면함수율이 높은 시험편의 흡 도가 더 높게 나타

나는데, 이 역에서 목재 표면 수분의 특성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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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gression coefficient.

Fig. 5. Predicted surface moisture content.

(a)

(b)

Fig. 3. Spectrum of absorbance in 1,350∼1,550
nm (a) and 1,850∼2,050 nm (b).

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성분의 향은 극히 

은 것으로 단된다.

스펙트럼에서 양 끝단(780~1,000 nm, 2,400∼

2,500 nm)은 노이즈에 의해 훼손되는 경향이 나타나

기 때문에 회귀분석은 근 외선 역 에서 1,000

∼2,400 nm 범 를 선택하여 실시하 다. 수학  

처리시 스펙트럼의 과도한 처리는 데이터를 왜곡

하는 단 이 있기 때문에 당한 방법의 선택과 구간 

설정이 요하다. 흡 도 스펙트럼에 다음과 같은 

처리 방법을 용하 을 때, 함수율 추정 모델의 정

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Smoothing :     

Unit vector normalization : 

     
Baseline :   

Standard Normal Variate (SNV) : 

        

Derivative :   

  x = absorbance

  i = wavelength

처리 공정 후 흡 도 스펙트럼에 하여 PLS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 모델은 다음의 식과 

같다. 장에 따른 회귀계수는 Fig. 4와 같다.

    ⋯

  SMC : surface MC

  x : absorbance

  bi : regression coefficient

상기 모델을 용하여 실제 시험편의 표면함수율

을 추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모델의 R2는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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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는 0.60이었다. 25∼75°C 범 에서 섬유포화

 이하의 목재 표면함수율 측정에 유용하게 사용되

리라 기 된다. 

4. 결  론

본 연구 결과 근 외선 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근

외선 역인 750∼2,500 nm범 에서 목재의 표면

함수율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근 외선 분

분석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비 괴 인 방법으로 

목재의 표면함수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실제 

고온건조  표면함수율 탐지를 해서는 추가 으

로 100°C 이상의 고온과 섬유포화  이상의 함수율

에서의 근 외선 분 분석을 실시하여 고온에서 생

재부터 건까지 표면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

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개

발된 근 외선 분 분석법을 통해서 비등  이하의 

비평형상태에서의 목재 수분을 탐지하고, 수분 흡․

탈착 과정  수분이동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발

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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