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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낙엽송 원통형 원주목에 하여 수증기 처리와 코 처리를 실시하여 오- 건조 하면서 건조속도, 재내의 수

증기압  재온분포  건조할렬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재에서 난방된 실내의 이용함수율 수 인 

함수율 약 8%까지 건조하는데 72∼144시간 소요되었다. 무처리재와 코 처리재는  건조기간에 걸쳐 통공층

의 온도가 통피층의 온도보다 항상 높은 분포모형을 보인 반면, 수증기 처리재의 경우 통피층의 온도가 통공층 

보다 높거나 같은 분포를 보 다. 수증기 처리재와 코 처리재의 경우는 거의  건조기간에 걸쳐 통피층의 

수증기압이 통공층 보다 큰 분포를 보 다. 총체 으로 할렬발생 정도는 미약하 으며 할렬개수는 코 처리재, 

수증기 처리재, 무처리재의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drying rate,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vapor pressure

on the surface checks occurring during the air circulating oven-drying of hollowed short Japanese

larch (Larix Kaemferi C.) round posts treated with coating (CO) and vapor-dam (VD). The 

hollowed round posts could be dried from the green condition to a moisture cont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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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8% in 72 to 144 hours. The temperature in the hole was higher than that inside 

of wood for Control and VD specimens, while VD specimen showed opposite distribution. The 

vapor pressure inside the wood was higher than that in the hole for the CO and VD specimens 

during hole drying stage. There were few surface checks found in the specimens but the number 

increased in order the of CO, VD and Control specimens. 

Keywords : hollowed round post, coating treatment, vapor-dam treatment․distribution of temper-

ature and vapor pressure․drying rate․checking

1. 서  론

최근 경제의 발 과 더불어 목조건축의 왕성한 발

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목조시설도 늘

어나고 있으며 야외용재의 수량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공건조를 거치치 않은 구조재와 실외용재는 

빗물, 풍사, 햇빛, 토양  기온습도변화의 향을 

받아 부패, 곰팡이, 할렬, 변형 등 문제가 야기된다. 

낙엽송은 압축강도가 높고 방부성이 뛰어나며 가격

이 렴하고 개발이용하기 합한 수종이다. 그러므

로 낙엽송은 목조건축재와 실외용재의 아주 합한 

재료이다. 유럽 등 발달국가의 신축주택의 90%가 목

조건축이고 그  부분의 기둥재는 북미삼나무와 

소나무를 가공한 것이다. 이러한 기둥재는 외국시장

에서 수요량이 매우 많고 국내 건축문화재의 복구작

업에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낙엽송기둥재는 건조하기 매우 어렵고 그

 난 (难点)은 할렬이다. 생재 내 방사방향으로의 

생장응력과 건조  차 커지는 선방향과 방사방

향의 수축이방성으로 인한 수축응력이 겹치고 한 

함수율경사로 인한 표면응력으로 인하여 재면과 심

재부분에 할렬 는 V형크랙 발생을 야기한다.

기둥재건조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기둥재에 배할처리(longitudinal kerfing)를 하고 인

공건조를 실시할 경우 표면할렬 방에 큰 효과가 있

다. 그러나 건조 종료후 배할폭이 커지고 네모기둥재

의 경우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며 한 건조시간이 

길다(Evans 등, 2000; Helsing, 1976; Ruddick, 1979).

유럽에서 원주기둥재에 하여 고온건조를 실시하

여 재면에 큰 표면경화를 야기시켜 표면할렬의 발생

을 피하고자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원주기둥재는 심

하게 열화되어 강도가 떨어지고 재색이 어두워진다

(Pavlo 등, 2003).

고온 습처리는 수심재의 표면할렬의 방에 효과

이지만 후속과정에서 고온건조를 실시할 경우 내

부할렬을 야기하고 인공건조를 실시할 경우 건조시

간이 길어진다(Yoshida, 2000).

일부 학자들은 고주 진공건조 방식으로 기둥재를 

건조하 다(Avramidis 등, 1994; Harris 등, 1984; 

Kanagawa, 1989; Lee, 2002). 고주 진공건조를 실

시할 경우 건조시간이 단축되고 표면할렬을 어느 정

도 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주 진공 건조는 에

지소비가 높고 근본 으로 수축이방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축응력  수심부 의 선방향으로의 

인장응력이 일으키는 할렬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 내에 효과 으로 할렬을 방지하

며 기둥재를 건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엽송(Larix Kaemferi C.) 

직경 27 cm × 섬유방향 길이 50 cm의 원주기둥재에 

직경 15 cm, 직경 21 cm의 통공을 가공한 원통형 원

주목에 하여 수증기 (Vapor dam)처리  코 처

리를 실시하여 오- 건조 하면서 재내의 수증기압 

 재온분포, 건조  함수율 감소경과 건조할렬 발생 

등을 비교하고자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수종

길이 290 cm의 낙엽송(Larix kaemferi C.) 원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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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centage of heartwood and initial moisture contents of the specimens 

Treatment

　 Percentage of heartwood (%) 　 Initial moisture contents (%)

　
Before the process 

of hollowing
After the process 

of hollowing
　
Before the process of 

hollowing
After the process of 

hollowing

Control 92.9 81.8 40.2 49

Vapor Dam 82.9 59.8 42.6 59.4

Coating 94.4 86.7 44 50.8

   Circumferential Surface          Cross Section

Fig. 1. Circumferential surface and cross sec-

tion of hollowed round-post (Unit : mm).

  

Vapor Dam treatment

    

Coating treatment

Fig. 2. Specimens combined with Vapor dam 

and Coating treatment.

본을 선정하여 이를 직경 270 mm로 원주가공 하

다. 이 원주기둥재의 간 부분에서 재장 500 mm의 

건조시험재 3본을 엔드매치(end-match)시켜 채취하

고 각각 무처리, 수증기 처리  코 처리용으로 사

용하 다. 이들 시험재의 양단에서 섬유방향으로 두

께 20 mm인 원반 4개를 채취하여 각 건조시험재의 

심재율  기함수율 분포 측정용 시험편으로 사용

하 다.

 

2.2. 시험재의 전처리

2.2.1. 중공처리

모든 시험재에 하여 심부 에 통공을 가공하

여 공처리를 실시하 고 통피층의 두께는 건조시

험용 원주목 직경의 1/9인 30 mm재로 가공하 다

(Fig. 1). 

2.2.2. 수증기댐처리와 코팅처리

수증기 처리재는 건조시험재의 양쪽 횡단면 부분

을 식품포장용 랩을 15겹으로 하여 완  차폐한 다음 

두께 2 mm × 폭 15 mm의 고무밴드로 외피면상에서 

밴딩처리 함으로써 건조  내피면에서 증발된 수분

이 통공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 다. 코 처리

재는  내피면과 횡단면상의 심재부 를 에폭시 방

수페인트로 2회 붓 도포처리 하 다(Fig. 2).

2.3. 심재율과 초기함수율분포

심재율은 각 건조시험재의 양단에서 채취한 두께

(섬유방향) 20 mm의 원반 2개를 취하여 원반의 횡단

면에 심재와 변재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스캔한 다음 

방안지로 출력하여 조사하 다.

기함수율은 최 등(2002)이 제시한 방법으로 두

께(방사방향) 7 mm의 원주상 슬라이스를 가공하여 

기함수율의 방사방향 분포를 조사하 다. 각 건조

시험재의 심재율과 기함수율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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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 of the sensors in hollowed

round-post (Unit : mm).

Table 2. Drying schedule for the oven-drying test 

Drying Times (h) 0∼24 24∼48 48∼72 72∼96 96∼168 168∼216

Temperature (°C) 55 60 65 70 75 80

Fig. 4. Insertion of temperature and pressure 

sensor (Unit : mm).

2.4. 재온 및 수증기압 계측

2.4.1. 센서 삽입

시험재 통피층 두께의 1/2되는 치 즉 외피면으

로부터 15 mm되는 치와 통공층에 온도와 압력센

서를 삽입하 다(Fig. 3). 통피층에 직경이 13 mm인 

구멍을 뚫고 1차 에폭시수지를 넣고 경화된 후 이곳

에 직경이 6 mm인 구멍을 뚫고 실리콘 튜 를 삽입

한 후 다시 에폭시수지를 넣고 충분히 경화된 후 실

리콘으로 하 다(Fig. 4).

 

2.4.2. 재온 및 수증기압 계측

건조  섬유 시그날계측기를 사용하여 각 센서 

삽입 의 온도와 수증기압을 매 5분 간격으로 수집

하 다. 건조종료 후 센서삽입 치별  건조시간별 

재온과 수증기압 분포를 분석하 다.

2.5. 송풍 오-븐 건조시험

건조시험재의 건조시험은 내부크기가 가로 60 × 

세로 50 × 높이 50 cm로서, ± 1°C까지 조 이 가능하

고, 풍속 1.5 m/s를 유지하는 송풍 오- 에서 실시하

으며, 송풍오- 에는 각 처리시험재 1본씩만을 잔

하여 건조하 다. 건조  건조조건은 송풍오- 내 

공기의 온도를 건조 기 55°C로 시작하여 매 24시간 

마다 5°C씩 상승시켜 건조개시 후 96시간부터 168시

간까지는 75°C를 유지시키고 168시간부터는 80°C를 

유지시켰다(Table 2). 

2.6. 건조중 함수율 및 건조속도

건조  매 12시간 간격으로 건조시험재의 무게를 

칭량하고, 기함수율로부터 구한 추정 건무게를 

이용하여 건조  함수율과 건조속도 등을 산출하 다.

2.7. 재면할렬과 방사방향 함수율 분포

건조  매 12시간 간격으로 외피면과 내피면에 발

생한 재면할렬의 발생 개수와 총 길이를 조사하여 건

조종료후 총할렬의 길이를 구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초기 함수율 분포

Fig. 5는 각 건조시험재의 양단에서 채취한 원반과 

통공처리 직후에 조사한 기함수율의 방사방향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통공처리 의 경우 원반의 채취 치에 계없이 

심재부 는 함수율 35.6∼42.7%로 낮은 반면 심재에

서 변재 역으로 이행되면서 격하게 상승하여 수

피측에서는 최  61.3∼최고 102.3%의 분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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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Radial distribution of initial moisture

contents before (a) and after (b) proc-

essing hollow in cylindrical body during

oven drying.

Table 3. Shrinkages of circumference and thickness of wood 

Treatments
　Circumference (%) 　Thickness (%) 　

T-R
　

T/R
　 Width of cracka) (mm)

　 (T) 　 (R) 　 　 　Outter surface Inner surface

Control 4.50 2.35 2.15 1.91 18.17 16.13

Vapor Dam 4.30 1.96 2.34 2.19 19.85 17.75

Coating 4.71 1.95 2.76 2.42 23.41 20.6

Note : a) The data is calculated by Equation 1.

Fig. 6. Drying curves for each specimens.

Fig. 7. Drying rate curves for each specimens.

다.

이 등(2003)은 동일 횡단면상에서의 기함수율 

경사는 건조  방사방향으로의 수분 경사를 래하

고 결과 으로 경계할렬(Border check)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함수율 역을 

공처리에 의해 건조 에 제거할 경우 이는 원주목 

건조시 외주할렬 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2. 건조곡선과 건조속도

시험재의 송풍오-  건조시험  건조  함수율 감

소경과와 건조속도의 변화를 건조시간의 함수로 각

각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다.

생재에서 난방된 실내의 이용함수율 수 인 함수

율 약 8%까지 건조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무처리는 

72시간, 코 처리는 120시간, 수증기 처리는 14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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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 of Control dur-

ing oven-drying.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of Vapor dam

specimen during oven drying.

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 of Coating 

specimen during oven drying.

간 소요되었다. 수증기 처리나 코 처리의 경우 내

피면을 통한 수분증발이 상당량 억제되므로 인해 무

처리와 비교하여 좀 더 긴 건조시간이 요구된 것으로 

단된다. 

건조개시 직후 12시간 동안의 건조속도는 무처리

는 약 1.7%/시간, 수증기 처리는 약 1.3%/시간, 코

처리는 약 1.1%/시간을 나타내었다. 무처리의 경

우 외피면과 내피면  양쪽 횡단면을 통한 수분증발

이 인  제약을 받지 않은 반면, 나머지 두 처리의 

경우 내피면 는 횡단면을 통한 수분증발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건조 기 건조

속도의 경우 표면에서의 수분증발속도에 의해서 주

로 지배되기 때문에 각 처리별 건조속도의 차이가 가

장 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건조개시 12

시간 이후 모든 처리재의 건조속도는 격하게 감소

하 으며 36시간 이후부터는 수증기 처리, 코 처

리  무처리 순으로 건조속도가 크게 나타났다.

3.3. 건조중 材內 온도분포

건조시험재의 건조  각 시험재의 재내 온도분포

를 Fig. 8부터 Fig. 10까지에서 나타내었다.

무처리재와 코 처리재는  건조기간에 걸쳐 통

공층의 온도가 통피층의 온도보다 항상 높은 분포모

형을 보인 반면, 수증기 처리재의 경우 통피층의 온

도가 통공층 보다 높거나 같은 분포를 보 다. 무처

리재나 코 처리재의 경우 통공층은 오-  내 열기

에 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상승이 용이하지

만 통피층은 열 달이 도 상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수증기 처리재의 경우는 

통공층은 외기와의 직  이 완  차단되어 외기

에서 공 된 열은 일차 으로 외피측을 가열시키고, 

외피면에서 달된 열은  통피층을 통과한 후 내피

면을 통해서 최종 으로 통공에 달되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무처리재나 코 처리재의 

경우에서는 통공층과 통피층간의 온도 차가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에, 수증기 처리재의 경

우는 통피층과 통공층간의 온도 차이가  작아져 

건조말기에는 동일한 분포를 보 다. 무처리재나 코

처리재의 경우 건조 기에는 수분증발이 주로 외

피면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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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por pressure distribution of Control

during oven drying.

Fig. 12. Vapor pressure distribution of Vapor

Dam specimen during oven drying.

Fig. 13. Vapor pressure distribution of Coating

specimen during oven drying.

과하면서 습선(wet line)이 통피층 내부로 이동해 감

으로써 통피층은 증발잠열에 의한 열손실로 인해 온

도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증기 처리재의 경우는 건조 기 통공층보다는 통

피층을 통한 수분증발이 용이하고 통공층과 하

고 있는 내피면은 가장 늦게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건조말기에는 통공층에 증발잠열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4. 건조중 材內 수증기압 분포

Fig. 11부터 Fig. 13까지는 각 처리별 시험재의 송

풍오-  건조  재내 수증기압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무처리재 통공층의 수증기압은  건조기간에 걸

쳐 기압 수 을 일정하게 유지한 반면 통피층은 건

조 기 약 12시간부터 24시간 구간에서만 통공층 보

다 높은 수증기압 값을 나타내고, 그 이외의 건조기

간 동안에는 모두 통공층보다 낮은 수증기압을 나타

내었다. 건조 개시후 12시간부터 24시간 구간에서는 

할렬의 발생이 매우 경미하 던 시기로써 통피층 내

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재내에 축 되므로써 나타난 

상으로 해석된다. 이 이후 할렬이 심하게 발생하면

서부터는 증발된 수분의 통피층 내 축 이 곤란해지

면서 각 부 의 수증기압은 해당 부 의 온도에 상응

하는 포화수증기압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수증기 처리재와 코 처리재의 경우는 거의  

건조기간에 걸쳐 통공층의 수증기압은 기압 수

의 값을 나타낸 반면에 통피층의 수증기압은 기압 

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어 통피층의 수증기압이 

통공층 보다 큰 분포를 보 다. 이것은 두 처리의 경

우 통피층에서 통공층을 향하여 일정한 수증기압 경

사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함수율의 

분포와 무 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즉 통공측 

내피면의 경우 함수율이 낮은 심재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인해서 수증기의 발생량이 상 으로 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통피층과 통공층간의 수증기압 경사는 수증기 처

리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통공측 내피면의 

경우 함수율이 낮은 심재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공층의 온도가 통피층보다 낮은 분포를 보인 것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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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rogress of occurrence of the outer 

surface and inner surface checks dur-

ing oven-drying.

3.5. 건조중 재면할렬 발생경과

Fig. 14는 건조시험재의 송풍오-  건조  외피면

과 내피면에 발생한 재면할렬의 총길이를 건조시간

의 함수로서 나타내었다. 

재면할렬의 발생정도는 코 처리재, 수증기 처리

재, 무처리재의 순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처

리재의 경우 외피면과 내피면이 모두 수분증발면으

로 작용하므로써 건조개시 의 외피면과 내피면간

의 수분경사가 건조 에도 지속된 반면에 코 처리

재나 수증기 처리재의 상 으로 기함수율이 낮

았던 내피면을 통한 수분증발이 상당 부분 억제되므

로 말미암아 건조  통피층 내 수분경사가 상 으

로 완만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다

만 수증기 처리재의 경우 내피면을 통한 수분증발

이 완  차단되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외피면측에 인

장응력을 야기한 결과를 래하여 코 처리재 보다 

재면할렬이 더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무처리재의 경우 외피면 보다는 내피면에서 할렬

이 더 심하게 발생된 반면, 코 처리재나 수증기 처

리재의 경우 반 로 외피면에서 할렬의 발생이 더 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처리재의 기함수율이 낮은 

내피면이 섬유포화 에 먼  도달하여 수축하려 하

나 아직 섬유포화  이상인 인 한 외피층에 의해 수

축이 억제되면서 내피층에 인장응력이 형성되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코 처리재나 수증기

처리재의 경우 내피면을 통한 수분증발이 억제되

므로써 반 로 내피층보다 외피층이 먼  섬유포화

에 도달하여 외피층에 인장응력이 형성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는 내피면의 수분증발이 완

 차단되었던 수증기 처리재에서 할렬의 발생이 

더 심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S시험재에서는 모두 

외피면에서 내피면보다 할렬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재의 할렬 발생이 최고 에 도달하는 시기는 

무처리재의 경우 36시간 후인 반면에 코 처리재

나 수증기 처리재의 경우 이 보다 늦은 건조개시 후 

60시간 후로 나타났다. 이것은 코 처리재나 수증

기 처리재의 경우 처리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함

수율이 높은 외피층이 섬유포화 에 도달하는데 소

요되는 기간이 상 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4. 결  론

낙엽송 원통형 원주목에 하여 수증기 처리와 

코 처리를 실시하여 오- 건조 하면서 재내의 수증

기압  재온분포, 건조  함수율 감소경과, 건조할

렬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재에서 난방된 실내의 이용함수율 수 인 함수

율 약 8%까지 건조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각각 무처

리는 72시간, 코 처리는 120시간, 수증기 처리는 

144시간 소요되었다. 

무처리재, 코 처리재와 S시험재는  건조기간에 

걸쳐 통공층의 온도가 통피층의 온도보다 항상 높은 

분포모형을 보인 반면, 수증기 처리재의 경우 통피

층의 온도가 통공층 보다 높거나 같은 분포를 보

다.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무처리재와 코 처리재의 

경우에서는 통공층과 통피층간의 온도 차가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에, 수증기 처리재의 경

우는 통피층과 통공층간의 온도 차이가  더 작아

져 건조말기에는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 다.

무처리재의 경우 통공층의 수증기압은  건조기

간에 걸쳐 기압 수 을 일정하게 유지한 반면 통피

층은 건조 기 약 12시간부터 24시간 구간에서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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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층보다 높은 수증기압 값을 나타내고, 그 이외의 

건조기간 동안에는 모두 통공층 보다 낮은 수증기압

을 나타내었다. 수증기 처리재와 코 처리재의 경

우는 거의  건조기간에 걸쳐 통공층의 수증기압은 

기압 수 의 값을 나타낸 반면에 통피층의 수증기

압은 기압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어 통피층의 

수증기압이 통공층 보다 큰 분포를 보 다.

재면할렬의 발생정도는 코 처리재, 수증기 처리

재, 무처리재의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

처리재의 경우 외피면 보다는 내피면에서 할렬이 더 

심하게 발생된 반면, 코 처리재나 수증기 처리재

의 경우 반 로 외피면에서 할렬의 발생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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