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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장이상재를 갖는 활엽수재의 괴특성을 이해하기 해 신갈나무재의 단시험  휨시험을 통하여 괴단

면을 찰하 다. 육안 으로 찰한 결과 단시편의 경우 정상재보다 인장이상재 시편에서 더 많은 섬유의 

보풀이 찰되었고, 함수율 30% 시편의 단면이 10%보다 거칠고 많은 섬유의 보풀이 찰되었다. 휨시험에 

의해 괴된 인장이상재는 정상재에 비해 목섬유가 굵고 길게 드러나 있는 것이 찰되었다. SEM 찰 결과 

방사면 단 괴시 정상재와 인장이상재의 목섬유는 벽내 괴에 의한 괴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방사유세포

는 벽 단 괴에 가까운 형태로 괴되었다. 선면 단 괴시 목섬유는 벽내 괴에 의한 괴형태를 보여주

고 있고 인장이상재의 목섬유의 괴부분이 더 거칠었다. 방사유세포는 양 시편 모두 벽 단 괴에 의한 괴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인장이상재의 방사유세포에서 단면이 비교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 휨시험에 의한 

목섬유 면의 형태는 정상재의 목섬유에 비하여 인장이상재가 괴 시 끝이 무디고 깨끗하게 끊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fracture characteristics of the tension wood

of Quercus mongolica under the shear and bending stress. Macroscopically, the wood fluff in the

shear surface appeared more frequently in tension wood than sound wood, and more coarse 

wood fluffs were observed in 30% than 10% moistured shear surface. In the fractured tension 

wood from bending stress, more thick and long wood fiber appeared than sound woo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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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ndicated that both sound and tension wood 

samples from radial shear surface showed the intrawall dominated failure and the fracture surface

of the ray parenchyma cell showed the transwall dominated failure. In tangential shear surface, 

wood fiber surface showed the intrawall failure and short and coarse wood fiber was observed

in tension wood. Ray parenchyma cell of sound and tension wood samples showed the transwall

failure. The surfaces of tension wood’s ray parenchyma cell were relatively clean. The fractured

tension wood from bending stress showed unsharp and flat wood fiber compared with sound 

wood. 

Keywords : fractography, tension wood, intercell failure, intrawall failure, transwall failure

1. 서  론

이상재(reaction wood)는 정상재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조직 인 구조뿐만 아니라 물

리․화학  성질도 매우 다르다(Diaz-vaz et al., 

2009). 이상재의 형성 원인은 굴지성과 생장특성에 

원인이 있는 지향성 운동이 련하는 것으로 생각되

며, 직 으로는 식물생장 조 물질, 특히 옥신과 

TIBA와 같은 식물생장 호르몬의 분배 불균형으로 

알려지고 있다(Cronshaw and Morey, 1968; Carlquist, 

1988). 이러한 이상재는 경사지에서 생육하는 수목

이나 , 바람 등 외력의 향을 받으며 생장한 수간

의 재부를 의미하며, 침엽수재에서 나타난 경우를 압

축이상재(compression wood), 활엽수재에서 나타난 

경우를 인장이상재(tension wood)라 한다(George, 

1991; Timell, 1986). 인장이상재의 가장 큰 특징은 

G층(gelatinous layer)이라 불리는 두꺼운 세포벽층

이 존재하는 것으로(Lehringer et al., 2009; Kaku 

et al., 2009; Yamamoto 2004) 인장이상재는 정상재

에 비하여 2차 세포벽에의 목질화가 고 도 의 직

경이 작고 수도 감소하며 섬유의 크기가 크다. 한 

생재함수율은 크지만 건조하기 쉽고 건조에 따라 흡

습성이 작아지고 축방향, 선방향의 수축율이 크고 

압축강도는 작다(Ruelle et al., 2011; Panshin and 

Zeeuw 1980). 재까지 이상재의 결과들은 주로 해

부  물리학  특성의 기본 인 연구만이 진행되었

으며 이상재의 면해석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면해석은 재료의 괴원인을 해석하기 한 수

단으로 괴역학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이다. 면해석 연구는 속분야(Tarpani et al., 

2004; Michalska et al., 2009 등), 섬유분야(Nakanishi 

et al., 1997; Harish et al., 2009; Teh et al., 2005 

등) 의료분야(Quinn et al., 2010; Wise et al., 2007 

등) 등 재료를 다루는 여러 분야에서 일 부터 수행

되고 있다. 그러나 목재의 면해석에 한 연구는 

목재의 괴 부분이 다른 재료와 비교하여 요철이 

하고 변화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재까지도 해결

되지 않은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목재의 면해석에 한 연구는 Côté 등(1969, 

1983)이 단면의 괴면을 종합 으로 찰하여 

면해석 용어를 정리하 으며, Sell and Zimmermann 

(1993)은 장기간의 휨상태에서 인장력에 의해 괴

된 괴면의 microfibril을 찰하 다. Nakai 등

(1998)은 Sitka spruce의 인장 면을, Ando 등(2006)

은 Japanese red pine의 단 면을 주사 자 미경

을 통해 연구하 고, Donaldson (1995)은 radiata 

pine의 선 괴면 특징을 리그닌분포  세포치수

와 련하여 검토하 다. 한 Kifetew 등(1998)은 

Scots pine을 생재(green)와 건후 포수재(resoaked 

state)로 나 어 면을 찰하여 생재는 면이 거

칠게 나타난 반면 건후 포수재는 면이 매끈하고 

부서지기 쉬운 형태로 나타남을 보고하 다. Kim 등

(1988)은 목재의 건조과정  수분응력에 의해 발생

된 할열면의 면을 해석하여 보고하 고, 김 등

(1999)은 단하 에 의해 괴된 동일수종간  이



신갈나무 정상재와 인장이상재의 단  휨 면해석

－ 353 －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wood

Species Test
Moisture 

contents (%)
DBH
(cm)*

Age
Density
(g/cm3)

Locality

Quercus
Mongolica

Fisch.

Shearing

30
Sound 24 27 0.80

Chuncheon,
Kangwon

Tension 22 21 0.90

10
Sound 16 19 0.80

Tension 20 21 0.90

Bending
10 Sound 20 20 0.88

10 Tension 18 19 0.86

* Diameter at Breast Height.

Fig. 2. Different types of wood cell wall failure

(A : Transwall failure, B : Intrawall fail-

ure, C : Intercell failure).

Fig. 1. Sample disc of Quercus mongolica

(T : Tension wood, P : Pith).

수종간의 층재 괴면을 해석하 다. 이상과 같이 

목재의 면해석에 하여 보고된 연구들은 주로 정

상재의 괴형태에 따른 결과로서 이상재에 한 

면해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장이상재를 갖는 활엽수

재의 괴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신갈나무재의 단

시험  휨시험을 실시하여 괴단면을 찰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공시목은 강원 학교 학술림에서 자생한 신갈나무

재를 흉고높이에서 인장이상재가 포함된 원 을 채

취하 다(Fig. 1). 단강도 시험편의 인장이상재와 

정상재의 함수율은 30%와 10%로 구분하 으며, 휨

강도 시험편의 인장이상재와 정상재는 10%의 함수

율로 조 하 다(Table 1).

2.2. 실험방법

2.2.1. 전단시험

단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F 2209에 따라 실험

하 으며, 정상재와 인장이상재를 구분하여 방사단

면과 선단면 시편으로 각각 제작하 다. 제작된 시

편은 만능재료시험기(Instron, 4482)를 이용하여 하

속도 8 mm/min의 단력을 시편에 가하여 괴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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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 Sound wood Tension wood

10%

LR

LT

30%

LR

LT

Fig. 3. Macroscopic failure of shear stress in Quercus mongolica wood.
* Moisture content (%).

2.2.2. 휨시험

휨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F 2208에 따라 실험하

으며, 정상재와 인장이상재를 구분하여 섬유방향

과 선방향 시편으로 각각 제작하 다. 휨시험편의 

크기는 작은 시료의 크기로 인해 10 (R) × 10 (T) × 

70 (L) mm의 크기로 축소 제작한 후 하 을 가하여

(8 mm/min) 실험을 실시하 다.

2.2.3. 파면관찰

단과 휨시험 후 강원 학교 창강제지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사 자 미경(JEOL, JSM-5510)으

로 25 kV의 가속 압하에서 찰하 다. 

2.2.3. 목재의 파면해석

목재의 괴형태는 세포벽에서 괴가 일어나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Côté 등, 1983; 

Fig. 2)

․세포간층 괴(intercell failure) : 단순히 간

층에서의 괴

․벽내 괴(intrawall failure) : 1차벽이나 2차벽

에서의 괴

․벽 단 괴(transwall failure) : 세포벽이 통

되어 일어난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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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wood Tension wood

Tangential
direction

Radial
direction

Fig. 4. Macroscopic failure of bending stress in Quercus mongolica wood.

3. 결과 및 고찰

3.1. 파면의 육안적 구조

Fig. 3은 함수율과 단면에 따른 정상재와 인장이

상재의 단 면에 한 육안  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방사단면 시편의 경우 정상재에 비하여 인장이상

재 시편에서 더 많은 섬유의 보풀이 찰되었다. 

선단면 시편의 경우 양 시편 모두 도 이 존재하고 

있는 공권부를 따라 괴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

며, 섬유의 보풀은 거의 찰되지 않으나 인장이상재 

시편에서 굵고 짧은 보풀이 찰되었다. 함수율 30% 

시편의 단면이 10%의 단면보다 많은 섬유의 보

풀이 찰되었다. 

Wilkes (1987)는 유칼립투스재를 이용하여 수분이 

목재 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수분이 양이 

을수록 목섬유  유세포 2차벽의 갈라짐으로 인해 

면이 거친 형태로 나타남을 보고하 다. Kifetew 

등(1998)은 Scots pine을 생재와 건후 포수재로 나

어 면을 찰하여 생재는 면이 거칠게 나타난 

반면 건후 포수재는 면이 매끈하고 부서지기 쉬

운 형태로 나타남을 보고하여 한번 함수율이 낮아졌

던 재는 면이 깨끗하게 나타남을 보고하 다.

휨시험에 의해 괴된 정상재와 인장이상재의 경

우(Fig. 4) 짧게 휘어지며 괴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장이상재에서 괴된 목섬유가 정상재에 

비해 굵고 길게 드러나 있는 것이 찰되었다. 괴 

방향에 따른 육안  차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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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dial shearing fracture surfaces of 

Quercus mongolica wood (SW : 

Sound wood, TW : Tension wood).

Fig. 6. Tangential shearing fracture surfaces 

of Quercus mongolica wood (SW : 

Sound wood, TW : Tension wood).

Fig. 7. Bending fracture surfaces of Quercus 

mongolica wood (SW : Sound wood, 

TW : Tension wood).

3.2. 파면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Fig. 5 정상재와 인장이상재의 방사면 단 괴를 

나타낸 SEM 사진으로서 두 시편의 목섬유 모두 세

포벽의 괴가 일어나는 벽내 괴의 괴형태를 보

여주고 있으며, 인장이상재 목섬유의 괴가 정상재

보다 짧고 굵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방사유세포의 

괴형태는 정상재의 경우 벽내 괴에 가까운 괴

의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났으나, 인장이상재의 경우 

세포벽이 완 히 단된 벽 단 괴에 가까운 형태

로 괴가 찰되었다.

선면 단 괴는 Fig. 6에 나타내었다. 정상재와 

인장이상재의 목섬유는 벽내 괴에 의한 괴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인장이상재의 목섬유의 벽층이 찢어

지면서 발생한 마이크로화이 릴들의 길이가 짧고 

거친 면을 보여주었다. 방사유세포는 양 시편 모두 

벽 단 괴에 의한 괴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정상

재보다 인장이상재의 방사유세포가 괴 시 더 심한 

변형이 나타났으며 단면이 비교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정상재와 인장이상재 휨강도 시험편의 

SEM사진이다. 목섬유 면의 형태는 정상재의 목섬

유에 비하여 인장이상재가 괴 시 끝이 무디고 깨끗

하게 끊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G층을 가지고 

있는 인장이상재의 목섬유와 일반 인 정상재 목섬

유간의 서로 다른 괴 형태를 보여주어 두꺼운 G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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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로 인해 얇은 세포벽의 괴와 G층의 단면

이 비교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 

Côté 등(1983)은 후벽의 세포벽은 벽내 괴가 발

생하기 쉽고 박벽의 세포벽은 벽 단 괴가 발생하

기 쉽다고 찰하 다. Donaldson (1995)은 radiata 

pine을 이용하여 리그닌의 함량과 세포벽 두께에 따

른 면특징을 조사하여 리그닌의 양이 은 층에서 

주로 괴가 일어남을 보고하여, 목재의 괴형태는 

조직 인 구조와 세포벽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에 따

라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인장이상재를 갖는 활엽수재의 괴특성을 이해하

기 해 신갈나무재의 단시험  휨시험을 통하여 

괴단면을 찰하 다.

육안 으로 찰한 결과 단 방사단면 시편의 경

우 정상재에 비하여 인장이상재 시편에서 더 많은 섬

유의 보풀이 찰되었고, 선단면 시편의 경우 양 

시편 모두 공권부가 선택 으로 괴된 모습이 찰

되었다. 함수율 30% 시편의 단면이 10%의 단면

보다 거칠고 많은 섬유의 보풀이 찰되었다. 휨시험

에 의해 괴된 인장이상재의 경우 목섬유가 정상재

에 비해 굵고 길게 드러나 있는 것이 찰되었다. 

SEM 찰 결과 방사면 단 괴 시 정상재와 인

장이상재는 벽내 괴에 의한 괴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장이상재 목섬유의 괴가 정상재보다 짧

고 굵게 나타나고 있다. 방사유세포의 괴형태는 벽

단 괴에 가까운 형태의 괴가 찰되었다. 선

면 단 괴시 목섬유는 벽내 괴에 의한 괴형태

를 보여주고 있고 인장이상재가 더 거친 면을 보여주

었다. 방사유세포는 양 시편 모두 벽 단 괴에 의한 

괴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인장이상재의 방사유세

포에서 단면이 비교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

휨시험에 의한 목섬유 면의 형태는 정상재의 목

섬유에 비하여 인장이상재가 괴 시 끝이 무디고 깨

끗하게 끊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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