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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산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 et Zucc.) 열압밀화재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열압밀화 후 열처리를 실시하

여 흡수시험을 실시하였다. 잣나무재를 압축세트량 50%로 열압밀화하여 비중 0.84의 고비중재를 얻을 수 있었다. 열

처리 온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열압밀화재의 흡수성과 팽윤성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열압밀화 후 열처리에 의해 

열압밀화재의 치수안정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대조군의 두께 회복률이 11.5%인 반면, 120℃ 온도에서 24시간 열처리

된 그룹의 두께회복도는 3.8%로 나타났다. 열압밀화 후 열처리는 열압밀화재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

인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dimensional stability of thermally compressed Korean pine

(Pinus koraiensis Sieb. et Zucc.) wood by post heat treatment. Specific gravity of compressed wood was notably in-

creased with thermal compression. In the compression set 50%, compressed Korean pine showed a specific gravity of

0.84. The amount of water absorption and swelling of thermally compressed Korean pine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time of the heat treatment. Set recovery also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time of heat

treatment. Thermally compressed Korean pine that heat-treated in 120℃ for 24 hours showed a set recovery of 3.8%, 

whereas non-treated group showed 11.5%.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thermal treatment was a very effective

method for the dimensional stability of the heat compressed wood.

Keywords : Korean pine, thermal compression, heat treatment, dimension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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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의 열압밀화 가공은 저비중 수종의 고밀도화

를 통한 물리 및 역학적 성능의 향상이 주요 목적

이다. 목재의 역학적 성능은 비중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열압밀화된 목재의 역학적 성질은 

비중의 증가와 함께 크게 향상된다(Tabarsa 1995; 

Kubojima et al. 2003; Hwang and Lee 2011a).

열압밀화재의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치

수안정성의 확보이다. 치수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열압밀화재는 열과 수분에 의해 목재 내부에 저장되

어 있던 탄성에너지가 해소되면서 형상이 회복된다. 

이러한 형상회복은 실용적 측면에서 열압밀화재의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열압밀화재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260℃ 온도에서 30분간 열

압한 라디에타소나무 열압밀화재의 두께 회복률이 

2.2% (Hwang and Lee 2011b)로 나타났으며, 소나무 

열압밀화재를 120℃의 수증기로 100분간 처리했을 

때의 두께 회복률이 1.9% (Jung and Lee 2000)로 나

타났다. 그리고 삼나무 열압밀화재를 180℃에서 20

시간, 220℃에서 5시간 건조했을 때의 두께 회복률

은 2% 이하(Inoue 1993)로 보고된 바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열압밀화 과정에서 열압 온도가 증

가됨에 따라 치수안정성은 향상된다. 그러나 열압 

온도 180℃ 이상에서 열압밀화를 실시할 경우 고온

에 의한 목재의 열화가 발생하여 역학적 성능이 저

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Morsing 2000; Hwang 

and Lee 2011c; Hwang et al. 2015). 또한 200℃ 이

상의 고온에서 제작된 열압밀화재는 재색의 암색화

가 매우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다(Hwang and Lee 

2011d).

따라서 본 연구는 열압밀화를 통한 국내산 침엽수

의 고부가가치화 연구의 일환으로 치수안정성 확보

를 위해 실시하였다. 역학적 성능의 저하 없이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압밀화 후 열처리를 실시

하였다. 선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의 역학적 

성능을 나타내었던 열압온도 180℃에서 열압밀화 목

재를 제작한 후(Hwang and Lee 2011a; Hwang et al. 

2014) 열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열처리 온도 및 시간

이 치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공시재료는 대표적인 국산 침엽수종 중에서 잣나

무(Pinus koraiensis Sieb. et Zucc.)를 이용하였다. 제

재된 잣나무 판재 중 판목판재를 선별한 후 60 mm 

(L) × 60 mm (R) × 24 mm (T) 크기로 시험편을 절

삭하여 열압밀화 가공에 이용하였다. 잣나무재 시험

편의 기건비중은 0.48 (± 0.03), 함수율은 12.6% (± 

0.8%). 평균연륜폭은 3.8 mm (± 0.5 mm)이었다.

2.2. 실험방법

2.2.1. 열압밀화재 제작

열압밀화재의 제작은 선행연구(Hwang et al. 2014, 

2015)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두께 24 mm

의 잣나무재를 압축률 50%로 열압밀화하여 두께 12 

mm의 열압밀화재를 제작하였다. 열압밀화 전 함수

율 약 13%의 잣나무재 시험편을 폴리에틸렌 필름으

로 밀봉한 후 700 W 출력의 마이크로파 오븐으로 

90초간 가열하여 시험편을 연화하였다. 이후 열판프

레스를 이용하여 열압온도 180℃, 열압시간 60분, 압

력 80 kgf/cm2의 조건에서 시험편의 방사방향으로 

열압밀화를 실시하여 총 36개의 열압밀화재를 제작

하였다.

2.2.2. 열처리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잣나무재를 열압밀화한 

다음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잣나무 열압밀화재의 열

처리에는 열기건조오븐을 이용하였다. 열처리는 80℃, 

100℃, 120℃의 각 온도조건에서 2, 6, 12, 24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각 조건당 3개의 시험편을 이용하

여 총 36개의 열압밀화재가 열처리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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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흡수시험

치수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S F 2204에 의거

하여 24시간 흡수시험을 실시하였다. 침지 초기 2시

간 동안은 30분 간격, 침지 5시간까지는 1시간 간격, 

침지 9시간까지는 2시간 간격, 이후 24시간까지는 3

시간 간격으로 시험편의 두께와 중량을 측정하였다. 

각 측정 시점에서 측정된 두께와 중량을 바탕으로 

두께 팽윤율과 흡수량을 측정하였다. 흡수량 측정 시

험편의 경우 단위면적당 흡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

험편의 횡단면을 제외한 나머지 단면에는 아크릴계 

방수용 페인트(Damplock, Seal-Krete, USA)를 2회 

도포하여 시험편의 횡단면을 통한 흡수를 유도하였

다. 최종적으로 흡수 24시간 종료 후 시험편을 전건

하여 측정된 두께를 바탕으로 치수회복도를 측정하

였다. 팽윤율(ST), 흡수량(WA), 치수회복도(RT)는 다

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ST (%) = 







 



×  ································· (1)

WA (g/cm2) = 








··································· (2)

RT (%) = 














×  ··································· (3)

여기에서, ST : 두께 팽윤율, WA : 단위면적 당 흡수

량, RT : 치수회복도, tm : 흡수시험 중 각 측정시점에

서의 시험편 두께, tc : 열압밀화 후 시험편 두께, tr : 

흡수시험 후 전건상태의 시험편 두께, to : 열압밀화 

전 시험편 두께, wm : 흡수시험 중 각 측정시점에서

의 시험편 중량, wc : 흡수시험 전 열압밀화재의 중

량, A : 시험편의 흡수단면적(cm2)을 의미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압밀화 후 비중의 변화

열압밀화 후 잣나무재의 비중은 0.84 (± 0.04)로 

나타났다. 이 값은 열압밀화 전의 비중 0.48에 비해 

75% 증가된 수치이다. 증가된 비중은 잣나무재의 역

학적 성능의 향상을 수반한다. 국내산 침엽수 열압밀

화재의 역학적 성능을 연구한 Hwang et al.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압축률 50% 수준의 잣나무 열압밀화

재는 대조군 대비 종압축강도가 약 76%, 휨강도가 

약 83%, 표면경도가 약 55% 향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역학적 성능의 향상은 열압밀화에 의한 

비중의 증가에 기인한다.

3.2. 흡수성

잣나무 열압밀화재의 단위시간 당 흡수량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모든 열처리 조건별 그룹에서 흡수초

기 1시간 동안 최대 흡수량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흡

수량은 급격히 줄어 흡수 5시간 경과 이후 안정화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열압밀화 후 열처리의 

온도 및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편의 흡수성은 

감소하였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흡수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높은 흡수량을 나타낸 흡수 1시간 경과 시점에

서의 단위시간 당 흡수량을 살펴보면, 열처리를 실

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흡수량은 0.069 g/cm2
⋅hr로 

나타났다. 그러나 80℃ 열처리 시험편의 경우 

0.066-0.057 g/cm2
⋅hr의 흡수량을 나타내었으며, 

100℃ 열처리는 0.056-0.050 g/cm2
⋅hr, 120℃ 열처

리는 0.052-0.044 g/cm2
⋅hr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흡수량이 안정화되는 시점인 흡수 5시간 경과 이후

의 흡수량은 80℃ 온도에서 2시간 열처리한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대조군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흡수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흡수성은 감소

되었다. 80℃ 열처리 그룹의 경우, 흡수 초기 1시간 

시점에서의 단위시간당 흡수량은 2, 6, 12, 24시간 

열처리 조건에 따라 각각 0.066, 0.061, 0.057, 0.057 

g/cm2
⋅hr의 흡수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00℃와 

120℃ 열처리에서도 열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라 흡

수성은 감소하였으며, 120℃에서 24시간 열처리한 

시험편의 경우 흡수 1시간 경과 후 0.44 g/cm2
⋅hr의 

흡수량을 나타내었다. 열처리 시간 증가에 의한 흡수

량 감소의 경향은 흡수 종료시점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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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의 증가는 열압밀화재의 절

대적인 흡수성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열처리에 의한 흡수성의 감소는 열처리 과

정에서 높은 온도에 의해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

스, 리그닌, 추출물 등 목재 주요성분 분자구조의 극

성기(polar groups)가 변화된 결과이다(Hillis 1984). 

특히 열에 의한 헤미셀룰로오스의 열화는 목재의 흡

습성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Inoue 

et al. 1993).

3.3. 팽윤성

열압밀화 후 열처리한 시험편의 팽윤율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흡수시험에 의한 열압밀화

재의 팽윤은 흡수 시작과 동시에 가장 높은 팽윤율

을 나타내고 이후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Jung 

and Lee. 1998; Laine et al. 2013a).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본 연구에서의 팽윤율은 흡수 초기 0-1시간 경

과 시점보다 1-2시간 흡수 구간에서 더 높은 팽윤율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량의 송진을 함유하

고 있는 국산 잣나무재의 특성상 열압밀화 및 열처

리 과정에서 내부의 송진이 용출되고, 이렇게 용출된 

송진이 흡수면을 코팅하여 흡수 초기의 팽윤을 다소 

지연시킨 결과라 판단된다. 잣나무재의 열처리에 대

한 연구를 실시한 Park et al. (2012)에 의하면 잣나

무재를 200℃에서 10시간 동안 열처리할 경우 약 

34.9%의 송진 제거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Fig. 2를 살펴보면 열처리 온도 80℃를 제외한 

100℃와 120℃ 온도조건에서 열압밀화 후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팽윤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흡수 종료 시점에서 대조군의 팽윤

율은 13.0%로 나타났으며, 80℃ 열처리 그룹의 팽윤

율은 15.5-12.0%의 팽윤율을 나타내었다. 80℃ 온도

에서 6시간 열처리한 시험편의 경우 가장 높은 팽윤

율인 15.5%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00℃와 120℃에

서 열처리된 시험편의 팽윤율은 각각 12.6-11.1%, 

12.0-8.4%로 나타나 열처리 온도의 상승에 따라 팽

윤율은 감소되었다.

수분 흡수에 의한 열압밀화 목재의 팽윤은 가역적 

팽윤과 비가역적 팽윤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역적 

팽윤은 흡수 후 건조에 의해 팽윤이 원상태로 회복

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가역적 팽윤은 건조 후에도 

팽윤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Laine et al. 

2013a). 가역적 팽윤은 목재 고유의 흡습성에 의한 

(a) Heat treatment temperature 80℃

(b) Heat treatment temperature 100℃

(c) Heat treatment temperature 120℃

Fig. 1. Amount of water absorption per unit time of

heat-treated Korean pine wood after thermal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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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비가역적 팽윤은 압밀화 목재가 부분적으로 

압축 전 형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의 결과로써 

이것은 압밀화 목재의 치수회복으로 나타난다. 

각 열처리 조건별 총 팽윤율에 대한 가역적 팽윤

과 비가역적 팽윤의 비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열압밀화 후 열처리 온도

가 높아질수록 팽윤율은 감소한다. 그리고 전반적으

로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비가역적 팽

윤은 감소한 반면, 가역적 팽윤은 다소 증가하는 것

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가역적 팽윤의 증가는 비가역

적 팽윤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증가라 할 수 있다.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의 증가는 총 팽윤에 있어 치수

회복을 나타내는 비가역적 팽윤을 감소시키고 상대

적으로 가역적 팽윤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120℃에

서 12시간, 24시간 열처리된 그룹의 경우 각 팽윤의 

상대적인 양이 역전되어 비가역적 팽윤이 가역적 팽

윤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열압밀화 동안 마이크로피브릴의 결정영역은 주

로 탄력적으로 변형된다. 이때 탄성에너지는 셀룰로

오스의 고분자에 저장되며, 탄성에너지가 해소되면

서 치수회복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부

응력이 생성되고, 내부응력은 헤미셀룰로오스의 비

결정영역, 리그닌, 셀룰로즈의 반결정영역에 저장되

는 것으로 추정된다. 압밀화될 때 목재의 구조는 새

로운 형태로 배치되고, 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 사

이의 공유결합과 헤미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 사

이의 수소결합은 파괴되지 않고 변형되는데, 이 변

형은 준안정상태로서 가역적 팽윤을 나타내며, 수분

접촉과 열에 의해 다시 회복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압축과정에서 마이크로피브릴과 매트

릭스 사이의 결합이 파괴되어 세포벽이 손상을 받는

다면 열압밀화재 내부에 생성된 응력은 부분적으로 

해소된다. 따라서 비가역적 팽윤은 감소되고 그 결

과 치수 회복도 감소하게 된다(Morsing 2000; Laine 

et al. 2013a).

3.4. 치수안정성

24시간 흡수시험에 의한 잣나무 열압밀화재의 치

수회복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압밀화 

후 열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치수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열처리 온도에 따른 치수안정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열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열압밀화재의 경

(a) Heat treatment temperature 80℃

(b) Heat treatment temperature 100℃

(c) Heat treatment temperature 120℃

Fig. 2. Thickness swelling of heat-treated Korean

pine after thermal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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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두께 회복률이 11.5%로 나타났으며, 80℃ 온도로 

열처리한 그룹은 11.2∼8.0%, 100℃ 열처리 그룹은 

6.8∼6.0%의 두께 회복률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20℃ 열처리의 경우 7.2∼3.8%의 두께 회복률을 

나타내어 가장 뛰어난 치수안정을 보였다.

열처리 시간의 증가와 함께 치수안정성도 향상되

었다. 열처리 온도 80℃의 경우 2시간 열처리한 그

룹의 두께 회복률은 10.2%인 반면, 24시간 열처리한 

그룹은 8.0%의 두께 회복률을 나타내었다. 100℃ 열

처리의 경우 80℃ 열처리와는 달리 열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른 치수안정성 향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는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은 동일하였다. 120℃ 

열처리 그룹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20℃에서 2시간 열처리 시 두께 회복률은 7.2%에

서 24시간 처리 시 3.8%로 매우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치수안정성을 나타낸 

열처리 온도 120℃에서 24시간 처리한 그룹의 두께 

회복률 3.8%는 열처리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두께회복률이 약 67% 감소된 수치이다. 그리고 

3.8%의 두께 회복률은 열압온도 200℃에서 30분간 

열압밀화한 잣나무재의 두께 회복률 14.6% 보다 낮

은 수치이다(Hwang et al. 2015).

열압밀화에 의한 치수고정은 고온에 의한 목재의 

흡습성 저하 및 결정화도 증가, 성분분해에 따른 변

형 회복력의 약화, 분자 간의 가교결합 형성과 응집

력 향상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Dwianto 

et al. 1997). 그리고 Norimoto et al. (1993)은 열압밀

화 목재의 압축 회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

트릭스 구성 성분의 분자 사이의 가교결합 형성, 둘

째, 목재 내부에 형성된 내부 응력의 해소, 셋째, 재

연화(re-softening) 방지를 위해 수분과 열로부터 목

재 고분자, 특히 헤미셀룰로오스를 격리해야 한다고 

Temp. (℃) Time (hr)
Swelling (%)

TS IS RS S.D.

Control (non-heat treatment) 100.0 91.4 8.6 3.6

80

2 100.0 80.1 19.9 3.4

6 100.0 75.6 24.4 7.0

12 100.0 71.1 28.9 3.0

24 100.0 69.0 31.0 3.6

100

2 100.0 61.1 38.9 2.8

6 100.0 59.2 40.8 1.5

12 100.0 54.8 45.2 5.2

24 100.0 53.2 46.8 2.2

120

2 100.0 63.4 36.6 3.8

6 100.0 61.0 39.0 2.7

12 100.0 46.7 53.3 2.5

24 100.0 46.3 53.7 1.7

Notes) TS, total swelling; IS, irreversible swelling; RS, reversible swelling; S.D., standard deviation of irreversible and reversible swelling.

Table 1. The proportion of irreversible-to-reversible swelling of heat-treated Korean pine after thermal compression

Fig. 3. Recovery of compression set by water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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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열압밀화 후 열처리에 의한 

치수회복의 감소는 압밀화 목재의 형상 회복을 억제

하는 가교결합의 형성과 압밀화재의 열처리 동안 리

그닌의 연화 및 압축 상태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Inoue et al. 2008).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압밀화재의 치수 회

복을 크게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열압밀화 후 열처리

와 같은 후처리가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압밀화재를 120℃ 이하에서 

열처리를 실시하여 기존의 200℃ 이상 고온에서 열

압된 압밀화재보다 뛰어난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였

다. 이를 통해 치수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고온에 의

한 역학적 성능의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국내산 잣나무 열압밀화재를 제작한 후 열처리를 

실시하여 열처리 조건에 따른 치수안정성을 조사하

였다. 비중 0.48의 국내산 잣나무재를 압축세트량 

50%로 열압밀화하여 비중 0.84의 열압화재를 얻을 

수 있었다. 열처리 온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열

압밀화재의 흡수성과 팽윤성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열압밀화 후 열처리에 의해 열압밀화재의 치수안정

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120℃ 온도에서 24시간 열처

리된 그룹의 두께회복도는 3.8%로써 열처리를 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두께회복률이 약 67% 감소된 

매우 우수한 치수안정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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