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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도네시아에서 자생하는 수종인 White Jabon (Anthocephalus cadamba)과 Red Jabon (Anthocephalus 

macrophyllus)의 해부학  특성을 IAWA 분류기 에 의거하여 조사  비교하 다. 두 수종은 산공재로서, 부

분 2∼3열의 방사복합 공의 형태로 찰되었다. 선방향의 도  직경은 100∼200 µm의 범 로, mm2당 도 의 

수는 5∼20개의 범 로 분류되었고, White Jabon의 도 수가 더 많았다. 두 수종에서 mm2당 고립 공의 수는 

비슷했으나 복합 공은 White Jabon이 다소 많이 출 하 다. 두 수종의 횡단면에서 축방향유조직은 산재상의 

형태를 보 으나, White Jabon은 그 출 빈도가 매우 낮았다. 방사단면에서 방사조직은 평복세포와 4열 이상의 

직립세포로 구성된 형태가 주로 찰되었으며, 부분 으로 직립동성형 방사조직이 찰되었다. 선단면상에서 

White Jabon의 방사조직은 1∼3열, Red Jabon은 1∼2열로 찰되었으며, 방사조직의 높이는 White Jabon이 

420 µm, Red Jabon이 474 µm로 나타났다. 목섬유의 평균 길이는 900∼1,600 µm의 범 고, 수에서 수피부로 

이행할수록 증가하는 방사방향 변이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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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White Jabon (Arthocephalus cadamba) and Red Jabon (Arthoce-

phalus macrophyllus) were investigated by IAWA hardwood feature list. Both species were 

diffuse-porous, and radial multiple pore with 2∼3 rows was mostly observed. Tangential diameter 

of vessel lumina was 100 to 200 µm, and vessels per square millimeter were 5 to 20. White Jabon 

has more vessels than Red Jabon. The number of solitary pore per square millimeter in both 

species was similar, but more pore multiple was observed in White Jabon. Axial parenchyma 

diffuse was observed in both species, but axial parenchyma of White Jabon was hardly identified 

on the cross section. Rays were classified into “body ray cells procumbent with over 4 rows of 

upright/square marginal cells” type and partly “all ray cells upright and/or square” type on radial 

section. Ray width 1 to 3 cells and 1 to 2 cells observed in White Jabon and Red Jabon, respectively. 

Ray height of White Jabon was 420 µm and Red Jabon 474 µm. Fiber length was the range of 900 

to 1,600 µm in both species, and it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from pith to bark. Consequently, 

it is considered that pore multiple, ray width and axial parenchyma are to be suggested the keys 

for identification of both species.

Keywords : Tropical wood, White Jabon, Red Jabon, Kadam, Indonesian wood

1. 서  론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산림청, 2012)에 따르면, 

한솔홈데코, 산림조합 앙회 등 국내 15개 기업이 

탄소배출권, 목재  바이오에 지 자원 등의 확보

를 목 으로 호주,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에서 

Mangium (Acacia mangium), Eucalyptus (Euca-

lyptus grandis), Oil-palm (Elaeis guineensis) 등 3

개 주력수종을 주축으로 조림사업을 진행 이다. 해

외조림 면 은 1993년 호주에 508 ha의 첫 해외조림

을 시작한 이래, 2011년 25,456 ha의 면 을 조림하

는 등 지속 으로 증가하여 해외조림이 시작된 21년

간 총 253,507 ha의 해외조림을 시행하 다. 이와 같

이 해외조림사업의 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

며 이에 한 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보다 효율 인 해외조림사업을 해서는 고부

가가치 수종의 선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신뢰성 있는 수종의 기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해외목재자원의 효율  이용을 한 연구(조 등, 

1976, 1977; 최와 윤, 1982; 강 등, 1982)는 1970년

 이후 수입목재 증가와 함께 많이 수행되어 왔으

나, 원목 수출국들의 원목수출규제, 목재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감소하 다. 최근 해외조림사업 

등을 통해 목재자원을 확보하며 연구의 요성이 인

식되어 과거부터 축 한 재질정보를 바탕으로 다양

한 연구자료(박과 정, 2009; 박과 오, 2011; 권, 2008)

들이 출간되었다. 하지만, 당시 수입했던 목재의 

부분은 천연림에서 생산된 목재들로, 수령이 높고 

직경이 큰 경목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동남아시

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살펴보면, 수령 10년 

내외, 직경 약 30 cm 가량의 조림지(Plantation Forest) 

는 마을소유림(Community Forest)에서 생산된 

목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과거 천연림에서 

생산된 목재와 최근 조림을 통해 생산된 목재의 재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 조림목의 특성에 한 다양한 연

구(김 등, 2013a; 김 등, 2012, 박 등, 2012)들이 보

고되고 있으나, 최근 조림이 시작된 수종  향후 유

망 수종 발굴에 한 정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자 등(김 등, 2013a; 김 등,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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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name Scientific name
DBH
(cm)

Density (g/cm3)
Collected location

Air-dried Oven-dried

White Jabon Anthocephalus cadamba 30 0.30 ± 0.05 0.32 ± 0.06 Bogor, Indonesia

Red Jabon Anthocephalus macrophyllus 33 0.37 ± 0.06 0.38 ± 0.06 Maluku island, Indonesia

Table 1. Sample trees

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생하고 있는 주요 상업수종  

미이용수종 등 다양한 수종의 식별정보  활용지표

를 제시하기 하여 재질을 조사하여 보고하 다. 

그 , 속성수종에 속하나 세계 으로 그 재질에 

한 정보가 리 알려지지 않은 White Jabon (Antho-

cephalus cadamba)과 Red Jabon (Anthocephalus 

macrophyllus)을 선정, 해부학  성질을 조사  비교

하여 고도이용을 한 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종 

 미래 유망 목재자원이라 단되는 수종인 White 

Jabon (Anthocephalus cadamba)과 Red Jabon (Antho-

cephalus macrophyllus)을 선정, 각각 인도네시아 

서부 보고르 농업 학교 학술림(Gunung Walat)과 

인도네시아 동부 말루쿠 섬 암본시(Ambon city, 

Maluku island)에서 각 1본씩 벌채하여 공시재료로 

활용하 다.

2.2. 실험방법

2.2.1. 3단면 관찰

각 수종별로 횡단면, 선단면, 방사단면으로 구

분하여 시편을 제작한 후, 상법(박 등, 1993)에 의

거, 활주식 마이크로톰(sliding microtome)을 이용

하여 15∼20 µm 두께의 편을 제작하 다. 제작된 

편을 1% safranine 용액으로 염색하고 알콜시리

즈(50, 70, 90%)로 탈수하 다. 탈수된 편을 1% 

light-green 용액으로 이 염색한 후, 95%와 99% 

알콜용액으로 탈수  염색조 하 다. 염색이 완료

된 편을 xylene 시리즈(50%, 100%)로 투화한 후, 

구슬라이드를 제작하 으며, 이를 학 미경

(Nikon ECLIPSE, E600)과 이미지 분석 로그램

(IMT I-Solution lite)을 이용하여 찰하 다. 

2.2.2. 목섬유 길이의 방사방향 변이

각 수종별로 원 에서 수를 통과하는 2 cm 비의 

strip을 제작하여, 수로부터 수피 방향으로 각 1 cm 

단 별 sliver를 제작하 다. 제작된 sliver를 Schülze 

용액에 4일간 침지 후, 60°C 온도로 가열하여 섬유

를 해리하 다. 해리된 목섬유를 1% safranine용액

으로 염색한 후, 알콜시리즈(50, 70, 90, 95, 99%)로 

탈수  염색조 하 다. 염색이 완료된 목섬유로 

구슬라이드를 제작하 으며, 이를 학 미경

(Nikon ECLIPSE, E600)과 이미지 분석 로그램

(IMT I-Solution lite)을 이용하여 찰하 다

2.2.3. 목재조직특성의 측정

본 실험에서 찰된 조직특성들은 IAWA hard-

wood feature list (IAWA Committee, 1989)에 의거

하여 분류하 다. 부가 으로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하여 도 의 선방향 직경, 방사조직의 높이, 목

섬유의 길이는 각각 50개, mm2당 도 개수는 6회, 

1 mm당 방사조직의 개수는 30회 측정한 후, 평균을 

산출하 다. IAWA hardwood feature list 분류기

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인 mm2당 고립/복합 공의 

개수  비율은 20회, 목섬유의 선방향 직경은 50

회 측정한 후, 평균을 산출하 다.

2.2.4. 미성숙재와 성숙재의 분류

Sanio의 법칙(Sanio, 1872)이 침엽수재 가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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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Jabon)

     

(Red Jabon)

Fig. 1. Micrographs of White Jabon and Red Jabon in cross section.

White Jabon Red Jabon Inter species

NP*1 NB*2 Mean P-value NP*1 NB*2 Mean P-value P-value

Vessel tangential 
diameter (µm)

119 ± 8 165 ± 12 142 ± 25 ** 131 ± 18 190 ± 24 161 ± 36 ** **

Vessel number per 
mm2 (Number)

13.8 ± 2.8 6.7 ± 0.8 10.3 ± 4.2 ** 6.8 ± 1.7 6.2 ± 2.0 6.5 ± 1.8 ** *

*P < 0.05; **P < 0.01
※ NP*1 : Near the Pith, NB**2 : Near the Bark

Table 2. Vessel properties 

길이는 수심부에서 수피부로 이행할수록 증가하다

가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고한 이래, 보다 정확한 미

성숙재와 성숙재의 경계를 식별하기 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왔다. 표 인 사례로 Shiokura (1982), 

Wang과 Tsering (1987) 등은 가도  치수의 증가폭

이 1% 이하가 되는 지 을 미성숙재와 성숙재의 이

행지 으로 보고하 고, Honjo 등(2005)은 열 산 

활엽수인 Acacia mangium을 이용하여 목섬유 치수

의 증가폭이 0.3% 이하가 되는 을 미성숙제와 성

숙재의 이행지 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Honjo 등(2005)이 제시한 가설을 바탕으로 목섬유 

길이의 방사방향 변이 결과에서 ∆를 산출하 으

며, ∆≤에 수렴하는 지 을 성숙재부와 미

성숙재부의 이행지 으로 분류하 다. ∆의 산출

은 아래와 같다.

∆  










× 

∆  목섬유 길이의 오차율

  목섬유 길이

2.2.5. 통계처리

공시수종의 각 수종 간  수심부와 수피부간의 

유의확률 검정을 하여 SPSS 20.0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 으며, 검정 시 신뢰도는 95% 수  

이상으로 설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3단면 관찰

3.1.1. 횡단면상의 특징

Fig. 1은 공시수종의 횡단면 사진이다. 두 수종은 

산공재로, 주로 2∼3개의 도 으로 구성된 방사복합

공의 형태로 찰되었다. 축방향유조직의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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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essels appearance Number (per mm2) Percentage (%)

White Jabon

Near the pith Solitary pore 1.3 ± 1.1 20

Pore multiple 5.3± 1.2 80

Near the bark Solitary pore 1.0 ± 1.1 26

Pore multiple 2.8 ± 0.9 74

Mean Solitary pore 1.2 ± 1.1 22

Pore multiple 4.0 ± 1.6 78

P-value Solitary pore ns

Pore multiple **

Red Jabon

Near the pith Solitary pore 1.2 ± 0.8 27

Pore multiple 3.3 ± 0.9 73

Near the bark Solitary pore 0.9 ± 0.7 26

Pore multiple 2.6 ± 1.1 74

Mean Solitary pore 1.1 ± 0.7 27

Pore multiple 2.9 ± 1.0 73

P-value Solitary pore ns

Pore multiple *

Inter species P-value
Solitary pore ns

Pore multiple **

*P < 0.05; **P < 0.01, ns: not significant

Table 3. Number and percentage of solitary and pore multiple

White Jabon Red Jabon Inter species

NP*1 NB*2 Mean P-value NP*1 NB*2 Mean P-value P-value

Diameter (µm) 18.3 ± 2.9 24.1 ± 3.5 21.2 ± 4.4 ** 23.2 ± 4.3 27.1 ± 4.3 25.2 ± 4.7 ** **

*P < 0.05; **P < 0.01
※ NP*1 : Near the Pith, NB**2 : Near the Bark

Table 4. Tangential lumen diameter of wood fiber

White Jabon의 경우 횡단면상에서 찰이 어려웠으

며, Red Jabon은 수심부에서 산재유조직과 부분

으로 단 선상 유조직이 찰되었다.

Table 2는 도  직경과 mm2당 도  개수를 측정

한 결과이다. 도 의 선직경은 두 수종 모두 수심

부보다 수피부가 컸고, 평균 직경은 White Jabon 약 

142 µm, Red Jabon 약 161 µm로 수종 간 차이가 있

었다. mm2당 도  개수는 수심부보다 수피부가 

었으며, 평균 으로 White Jabon 약 10.3개, Red 

Jabon 약 6.5개로 White Jabon이 Red Jabon에 비해 

많이 출 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Table 3은 mm2당 고립/복합 공의 개수와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단 면 당 두 수종의 고립 공 

개수는 유사하 으나 복합 공의 개수는 White 

Jabon이 다소 많이 출 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한, 수심부에서 수피부로 이행할수록 반 인 도

의 개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고립 공의 

개수는 소폭 감소하나, 복합 공의 개수는 폭 감

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Table 4는 목섬유 내강의 선직경을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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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Jabon)

     

(Red Jabon)

Fig. 2. Micrographs of White Jabon and Red Jabon in radial section. ※ AP : Axial Parenchyma

(White Jabon)

     

(Red Jabon)

Fig. 3. Micrographs of White Jabon and Red Jabon in tangential section. ※ AP : Axial Paren-

chyma

로, 두 수종 모두 수심부가 수피부보다 목섬유 내강

직경이 작았다. Red Jabon의 목섬유 평균 내강직경

은 약 25.2 µm, White Jabon은 약 21.2 µm로서 Red 

Jabon이 다소 큰 값을 보 다.

3.1.2. 방사단면상의 특징

Fig. 2는 공시수종의 방사단면 사진이다. 두 수종 

모두 방사조직은 평복세포와 4열 이상의 직립  방

형세포로 구성된 형태가 주로 찰되었으며, 부분

으로 직립동성형 방사조직이 찰되었다. 한 축방

향유세포들이 산재한 형태로 나타났다.

3.1.3. 접선단면상의 특징

Fig. 3은 선단면 사진이다. White Jabon은 부

분의 방사조직들이 1∼3열의 폭을 보 고, Red Jabon

은 부분이 1∼2열의 폭을 보 으며, 분류기 에 

의거하여 1∼3열의 폭을 가지는 방사조직으로 분류

되었다. White Jabon의 방사조직은 Red Jabon에 비

해 뚜렷한 방추형으로 찰되었다. 선단면에서도 

두 수종의 축방향유세포가 산재한 형태로 나타났다.

Table 5는 선단면에서 선방향으로 1 mm당 방

사조직의 개수와 방사조직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이

다. 1 mm당 방사조직의 개수는 White Jabon이 약 

12.8개, Red Jabon이 약 11.4개로 White Jabon이 

다소 많은 방사조직을 보 다. 방사조직의 높이는 

White Jabon 약 420 µm, Red Jabon 약 474 µm로서, 

Red Jabon의 방사조직 높이가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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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Ray per millimeter Ray height (µm)

White Jabon

Near the pith 13.0 ± 2.2 455 ± 98

Near the bark 12.5 ± 1.5 385 ± 80

Mean 12.8 ± 1.9 420 ± 96

P-value ns **

Red Jabon

Near the pith 12.0 ± 2.1 548 ± 95

Near the bark 10.8 ± 1.9 401 ± 69

Mean 11.4 ± 2.1 474 ± 111

P-value * **

Inter species P-value ** **

*P < 0.05; **P < 0.01, ns: not significant

Table 5. Ray properties 

  

Fig. 4. Radial variation of wood fiber length and its increment percentage.

3.1.4. 목섬유 길이의 방사방향 변이

Fig. 4는 목섬유 길이의 방사방향 변이를 나타낸 

그래 이다. Sanio (1872)가 침엽수재 가도 은 수

심부에서 수피부로 이행될수록 길이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고한 이래, 침엽수재의 성숙재

부와 미성숙재부를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Fujiwara

와 Yang, 2000)들이 제시되어 왔다. 활엽수재 목섬

유 역시 수심부에서 수피부로 이행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를 토 로 성숙재부와 미성숙재

부를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Miho 등, 2009; Honjo 

등, 2005)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두 수

종 모두 수심부에서 수피부로 이행될수록 목섬유의 

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이 찰되었으며, 각 수종별 

평균 목섬유 길이는 White Jabon 1,402 µm, Red 

Jabon 1,497 µm로 유사한 범 으나, Red Jabon의 

목섬유가 다소 긴 것이 확인되었다.

체 인 목섬유 길이의 방사방향 변이곡선을 찰

한 결과, White Jabon 변이곡선의 기울기가 Red 

Jabon 변이곡선의 기울기보다 격한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White Jabon의 목섬유가 Red 

Jabon보다 격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Table 6은 목섬유 길이의 증가율을 측정한 결과

로, 증가율이 1% 이하로 측정되는 부분은 White 

Jabon이 수심으로부터 6 cm 지 , Red Jabon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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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from pith (c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White Jabon 100.0 5.7 9.8 10.3 12.0 0.6 4.5 6.5 3.1 7.4 6.8 9.3 3.3 

Red Jabon 100.0 2.4 1.3 4.1 1.5 4.0 3.5 0.2 10.0 0.8 0.3 1.2 0.1 0.9 0.2 0.5 

Table 6. Fiber length increment percentage
(Unit : %)

Parameter White Jabon Red Jabon P-value

Growth ring Growth ring boundaries distinct (Feature 1) -

Porosity Diffuse porous wood (Feature 5) -

Vessel grouping Vessels in radial multiples (Feature 10) -

Vessel tangential diameter
142 ± 25 161 ± 36

**
100-200 µm (Feature 42)

Vessels per square millimeter
10.3 ± 4.2 6.5 ± 1.8

*
5～20 vessels per square millimeter (Feature 47)

Fiber length
1,402 ± 341 1,497 ± 48

ns
900-1,600 µm (Feature 72)

Axial parenchyma
Diffuse Diffuse and Diffuse-in aggregate

-
Axial parenchyma diffuse (Feature 76)

Ray width
Mostly 1 to 3 cells Mostly 1 to 2 cells

-
Ray width 1 to 3 cells (Feature 97)

Ray cellular composition
Body ray cells procumbent with over 4 rows of upright and/or 

square marginal cells (Feature 108)
-

Rays per millimeter
12.8 ± 1.9 / ≥ 12/mm 

(Feature 116)
11.4 ± 2.1 / 4～12/mm

(Feature 115)
**

*P < 0.05; **P < 0.01, ns: not significant

Table 7. Anatomical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IAWA list

심으로부터 8 cm 지 에서 각각 찰되었다. White 

Jabon은 6 cm 지  이후에도 목섬유의 길이가 균일

하게 나타나지 않고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12 cm 지 에서는 2 mm에 가까운 목섬

유가 찰되었고 이후부터 감소하 기 때문에 이 지

이 성숙재의 경계라 단된다. Red Jabon은 지속

으로 변화가 고 균일한 증가율을 보인 10 cm 지

을 실질 인 성숙재부의 시작부 로 단하 다.

3.1.5. 해부학적 특성의 분류

Table 7은 공시수종의 해부학  특성들을 IAWA

에서 제시한 분류기 에 의거하여 분류한 결과로, 

두 수종이 체 으로 동일한 분류범주에 포함되어 

상호간 차이의 규명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실질

으로 White Jabon의 횡단면에서 축방향유조직의 출

이 희귀한 , Red Jabon의 횡단면상에서 부분

으로 단 선상 유조직이 찰되는 , Red Jabon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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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의 폭이 1∼2열 주로 찰되는  등이 상

기 수종간 주요 식별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단한다.

4. 결  론

인도네시아산 White Jabon과 Red Jabon의 해부

학  특성을 조사한 결과, IAWA에서 제시한 분류기

에 의거하여 분류 시, 두 수종의 다수 특성들이 

같은 범주로 분류되어 상호간 차이의 규명이 제한되

었다. 하지만 횡단면에서 주요 차이 으로 White 

Jabon이 Red Jabon에 비해 직경이 작은 도 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 White Jabon의 축방향

유조직 찰이 어려우며 Red Jabon은 부분 으로 

단 선상 유조직이 찰되는  등이 나타났다. 

선단면에서 주요 차이 은 White Jabon 방사조직의 

형태가 Red Jabon보다 방추형에 가깝다는 과 

White Jabon 방사조직의 폭은 1∼3열로 구성되어 

있으나, Red Jabon 방사조직의 폭은 주로 1∼2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이 도출되었다. 

한, 목섬유 길이의 방사방향 변이를 찰한 결

과, 두 수종 모두 수심부에서 수피부로 이행될수록 

목섬유의 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White 

Jabon 변이곡선의 기울기가 Red Jabon에 비해 격

한 을 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White Jabon

이 성장 시, 목섬유의 길이가 격하게 증가한다는 

과, Red Jabon은 목섬유의 길이가 증가하나, 그 

증가폭이 완만하다고 단된다.

목섬유 길이의 방사방향 변이를 토 로 White 

Jabon의 경우  부분이 미성숙재로 단되었고, 

Red Jabon의 경우 수로부터 10 cm 이후의 지 부터 

성숙재부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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