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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는 건축 자재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건축 설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과거로부터 

목재를 이용한 한국의 건축 특성에서 목재는 콘크리

트 건축물이 대부분인 현재에도 건축 자재로 추가 

되어 외관적으로 아름다움을 부각 시키는 등, 건축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자재 중, 하나이다[1].

그러나 목재는 콘크리트나 석재에 비해 외부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며 그 변화 또한 가장 크게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수분은 목재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목재는 주

변 수분량의 변화에 수축과 팽윤으로 반응하는데 이

러한 수축과 팽윤의 수많은 반복으로 목재의 강도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며, 목재의 강도 저하가 지속되

면 결국, 목재 표면이 갈라지며 균열이 발생하게 된

다. 균열의 크기는 시간 경과에 따라 주변 부위의 목

재 강도 저하에 의해 더욱 그 크기가 커지게 되며 

이는 목재 외관을 해치며 목재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건축물의 안정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2]. 또

한 목재는 석재나 콘크리트와 같이 표면에 랜덤하게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표면의 형태나 나이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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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에 따라 균열이 더 쉽게 발생되는 곳이 존재

하기 때문에 표면상의 균열 발생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분이 목재에 미치는 영향

과 목재의 수축, 팽윤 변화, 강도 저하에 대해 설명하

고, 그에 따른 목재의 균열 현상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그 결과에 따른 결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 한다.

2. 관련연구

2.1 목재 수축, 팽윤 및 균열

목재는 이방성의 특징을 가져, 각 축의 방향에 따

라 각기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수분에 의한 수축, 팽윤의 크기 또한 각 축의 

방향마다 차이가 있어 수축, 팽윤이 발생할 때에 Fig.

1과 같이 그 변화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방성의 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 팽윤

에 의한 뒤틀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목재 세포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은 목재의 강도 저하를 불

러오게 된다. 이런 목재의 불균일한 수축으로 인해 

발생한 응력이 목재의 횡인장강도 또는 횡압축강도

를 초과할 때 세포가 파괴되거나 찌그러져 결국 목재

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2].

2.2 수분함수율(EMC)

앞서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목재의 수축, 팽

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수분

이다. 목재 세포내의 수분은 주변 수분량에 의해 흡,

방습을 하며 수축, 팽윤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느 시

점에 이르면 흡습량과 방습량이 같아지므로 목재는 

수분평형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때의 함수율을 평형

함수율(Equilibrium Moisture content : EMC)이라

고 한다. 이 평형함수율은 목재의 수축량 계산에 사

용이 되며 목재의 주변 습도에 의해 그 값이 결정이 

된다. 때문에 EMC 값의 크기에 따라 목재의 수축 

팽윤 현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EMC의 16.9배 값은 습도의 값과 비슷하므로 본 논문

에서는 그 차이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3].

2.2 바람에 의한 수평 빗물 영향도(WDR)

그 밖에 목조건축물의 표면의 함수율을 증가시키

는 요인으로는 빗물을 들 수 있다. 빗물은 수직으로 

내리지만,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빗물은 바람에 의한 

수평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이를 WDR(Wind Driv-

en Rain)이라 하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1)

식 (1)에서 나타나는 WDR 값 는 바람의 세기 

(m/s)와 강우량  (mm)의 값에 의해 결정 된다

[3].

2.3 국내외 관련 연구

목재의 갈라짐 현상의 가시화는 일부 다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방법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다. 모델 

메쉬 전체를 삼각 폴리곤으로 만들어 그 폴리곤들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갈라짐을 표현 하는 방법이 있으

며, 모델 메쉬 표면의 포인트들을 일정한 벡터 값의 

변환을 통해 이동시켜 갈라짐을 표현하는 방법이 존

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목재 표면적의 일정 위치마다 

갈라짐 포인트를 추가하여 그 포인트의 위치를 변환 

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4,5].

3. 연구 내용

3.1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요

목재의 갈라짐 노후화 현상을 가시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Fig. 2와 같은 순서로 가시화를 진행 한

다.

먼저, 목재의 표면 형태에 따라 갈라지기 쉬운 위

치, 갈라짐 라인과 라인을 따라 갈라짐 포인트를 작

성한다. 그 이후, 목재의 시간당 수축률의 변화와, 강

도 저하에 따른 목재의 최대 수축률의 감소량을 계산

하여 목재의 갈라짐 현상을 판별하고, 그 이후 갈라
Fig. 1. The types of drying defects due to t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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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포인트들의 변화에 따라 목재의 균열 현상을 가시

화 하여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

3.2 목재 표현에 따른 갈라짐 라인 및 포인트 작성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원통형 목재 형태를 대상

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목재 표면 형태에 따라 아래 

Fig. 3과 같이 이진화, 스켈레톤 정보를 추출하여 갈

라짐 라인을 작성 하였다. 이 때, 갈라짐 라인의 위치

는 목재 표면 형태에서 밝은 부분(춘재)이 어두운 부

분(추재)에 비해 강도 및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균열 

현상이 더 발생하기 쉽다는 물리적 현상을 고려하여 

춘재 부위에 균열 현상이 일어나도록 갈라짐 라인을 

생성 한다.

이렇게 추가된 갈라짐 라인은 3차원의 원통형 모

델에 추가되고 추가된 라인을 따라 목재 모형에 갈라

짐 포인트를 추가하게 된다. 이때에 갈라짐 포인트는 

한 라인당 3점의 포인트를 추가하게 된다.

3.3 시간 흐름에 따른 목재의 수축률 변화량과 최대 

수축률 감소량

목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수축률의 변화에 따라 강도 저하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목재의 균열 

현상을 가시화하기 위해선 먼저 목재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수축하고 또한, 강도 저하에 따른 최대 수축

률의 감소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먼저, 목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수축률의 변화량은 다음 식 2와 같다.

         (2)

목재의 시간당 변화량 C(t)의 값은 EMC의 현재 

값 E(t)와 이전의 EMC의 값 E(t-1)에 WDR 값 와 

각 목재의 EMC당 수축률의 변화량 에 따라 결정이 

된다. 또한, 이런 시간당 수축률의 변화량에 따른 최

대 수축률의 감소량은 식 3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Fig. 2. The process of simulation for wood degradation phenomenon.

(a) (b) (c)

Fig. 3. Cracking line generating procedures according to the form of a wood surface. (a) Wood surface form, (b) 

Binary form, (c) Skelet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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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재의 강도 저하에 따른 최대 수축률 D(t)는 이전

의 최대 수축률 D(t-1)에 현재의 수축률 변화량 C(t)

과 상수계수 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상수 

계수는 현재 자연 상태에서의 수분에 의한 목재의 

수축, 팽윤 변화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그 근사값이 불명확하다. 이 두 수식을 이용하

여, 목재의 균열 현상은 시간당 수축률의 변화량이 

목재의 강도 저하에 따른 최대 수축률보다 커질 경우 

균열이 발생 한다는 판별 조건을 따라, 목재의 균열 

현상을 판별 하였다.

3.4 목재의 균열 현상에 따른 목재의 갈라짐 현상 가시

화 방안

목재가 3.3의 내용에 의한 균열 조건을 만족 한다

면 목재의 갈라짐 라인을 따라 생성 된 갈라짐 포인

트는 Fig. 4와 같이 포인트 변환이 이루어진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목재의 수종은 소나무 한 종에 대

해서만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간단한 원통형의 모델

을 통해 가시화를 진행 하였다. 소나무의 EMC당 수

축률의 변화량은 다음 Table 1과 같다[6].

또한, 습도와 강수량의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5년간의 대전 지방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수

치화 하여 연구에 사용 하였다. 이상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목재의 갈라짐 라인 및 포인트의 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 Fig. 5와 같다.

Fig. 5는 이전 3.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된 

목재의 형태에 따라 춘재 부위에 따라 갈라짐 라인과 

포인트를  적용하여 그 부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도록 

하는 갈라짐 라인을 목재 모델을 따라 생성한 결과이

다. 이 후 목재의 균열 현상은 갈라짐 라인과 포인트

를 따라 발생하게 되며 그 결과는 다음 Fig. 6과 같다.

Fig. 6은 그 갈라짐 라인을 따라 생성된 갈라짐 

포인트가 시간당 목재의 수축률 변화량과 목재의 최

대 수축률의 변화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게 된 지점의 

포인트가 Fig. 4와 같이 변화하여, 목재의 균열 현상

을 가시화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그 결과를 시

간 주기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시화함으로서 

목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균열이 

발생해 나가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목재가 수분에 의해 수축, 팽윤을 

Table 1. The variation of shrinkage changes per one percent of moisture content and maximum shrinkage rate

Division Maximum Shrinkage Rate(%)
Moisture content per 1% shrinkage change

amount (%)

Pine Tree
Radially Tangentially Radially Tangentially

4.88 9.11 0.17 0.34

Fig. 4. Conversion of the three points have been added 

to cracking line.

(a) (b)

Fig. 5. The results of crack line generation in cylinder-

ical wood model. (a) Single cracking line, (b) 

Several crack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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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3차원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에 대해 제시 하였다. 먼

저, 목재의 형태에 따라 밀도와 강도가 약한 춘재 부

위에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갈라짐 라인과 포인트를 

선행 작성하여 균열 위치를 판별 한 뒤, 목재의 주변 

수분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수분 함수율(EMC)의 값

과 빗물에 의한 목재의 영향도(WDR)의 값에 따라 

목재의 시간 변화에 따른 수축률을 계산 하였다. 그

렇게 계산된 시간당 수축률 변화량과 목재 자체가 

지닌 강도에 따른 최대 수축률과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여, 균열 현상을 체크 하였다. 그렇게 발생하게 되

는 균열 현상은 이전에 작성한 갈라짐 라인의 갈라짐 

포인트들의 변화에 의해 목재에 균열이 발생하는 현

상을 3차원으로 가시화 하였고, 그 결과를 시간 주기

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목재가 수분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가시화 하였다. 아직 

간단한 형태의 목재 형태로만 연구가 진행이 되었지

만, 이 연구를 진행함으로 국내에선 아직 미미한 목

재 균열 현상에 대한 연구와 현대 건축에서 목재의 

사용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목재의 노

후 현상에 대한 유지 보수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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