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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충청북도 태안군 안면도와 경상북도 울진군 소광리 지역 소나무재의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상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지역의 5영급과 9영급 소나무에서 생장코어를 채취하여 방사방향의 연륜폭과 만재율을 측

정하였다. 두 지역 모두에서 연륜폭은 수에서 수피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 평균 연륜폭은 안면도 지역에

서 5영급과 9영급이 각각 2.865 mm, 1.705 mm이고, 소광리 지역에서 5영급과 9영급이 각각 4.764 mm, 2.228 mm로 

안면도 지역의 값이 소광리 지역에 비하여 약 23-40% 정도 작았다. 두 지역 모두 연륜폭이 증가함에 따라 만재율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강도측정용 시험편에 대하여 소나무재의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단순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만재율과 전건밀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만재율

과 역학적 특성은 안면도 소나무재의 휨강도 시험편을 제외하고,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전건밀도와 역학적 특성은 두 지역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소광리 지역 시험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안면도 지역의 소나무재의 평균 압축강도와 휨강도는 각각 51.3 MPa와 80.5 MPa로 소광리 지역의 평균 압축

강도와 휨강도 37.7 MPa와 63.7 MPa에 비하여 크게 측정되었다. 두 지역 간의 강도 차이는 생장조건의 차이도 있지

만, 영급에 의한 연륜폭과 만재율 등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ABSTRACT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Korean red pine wood grown in Anmyeon-do, Taean-gun, 

Chungcheongnam-do and Sogwang-ri, Uljin-gun, Gyeongsangbuk-do, Korea were measured and each relationships 

between them were analyzed. The ring width and latewood proportion along radial axis in Korean red pine at 

two-regions were measured by collecting the growth core of stands with age class V and IX. The ring width in 

Korean red pine at two-regions decreased with increasing cambium age. The average ring widths in age class V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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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수종을 포함한 수목

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후와 생태조건 등에 영향을 

받고(Koch, 1985), 목재산업에서 최종 생산품의 품질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Fuglem 등, 2003). 목

재밀도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

는 지표로 이용되며, 제재목의 강도 등과 관련이 있

다(Brazier와 Howell, 1979; Panshin과 de Zeeuw, 

1980; Jyske 등, 2008). 수목 내에서 수로부터 수피까

지 방사방향의 목재밀도 변화는 10-20연륜까지 최소

값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하다가(Danborg, 1994; 

Saranpää, 1994), 이후에 성숙재 부분에서 연륜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Olesen, 1977; 

Frimpong-Mensah, 1987; Petty 등, 1990; Jaakkola 

등, 2005). 연륜폭으로 측정되는 생장률은 목재의 밀

도에 영향을 미친다. 활엽수 중 환공재의 경우, 조재 

폭은 매년 상당히 일정한 반면에 고밀도의 만재는 

연륜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높은 밀도는 수목의 빠른 생장과 관련이 있다

(Guiher, 1965; Panshin과 de Zeeuw, 1980; Guyette

와 Stambaugh, 2003). 그러나 미성숙재 부분은 위와 

같은 경향을 따르지 않으며, 서로 다른 세포들의 비

율이 목재밀도에 영향을 미친다(Zhang과 Zhong, 

1992; Tsuchiya와 Furukawa, 2009). 그러므로 활엽수 

중 환공재의 연륜폭은 목재밀도를 대표하는 정확한 

지표로 이용되지 않는다(Taylor와 Wooten, 1973; 

Knapic 등, 2007). 반면에 침엽수는 만재부의 밀도가 

조재부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만재율 

증가가 목재 밀도의 증가를 대표할 수 있다(Elliott, 

1979). 목재의 구조와 내부 변이에 관한 연구는 목재

의 특성에 대한 연구자료의 축적 및 목재의 적합한 

용도제시를 위하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소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의 40.5%를 

차지하는 침엽수림에서 56.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Park 등, 2015; Korea Forest Service, 2015), 

강원도,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생육하는 강원도 소

나무와 소나무, 남부지방 소나무 등으로 구분된다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KFRI, 2010). 이 중

에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지역(안면도; AN)에서 

생장한 소나무는 수간이 약간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

이고, 수관이 얕고 상대적으로 넓게 퍼지며, 전건비

중과 강도적 특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KFRI, 2010). 

경상북도 울진군 소광리 지역(소광리; SO)에서 생장

한 소나무는 다른 지역의 소나무와 비교하여 수간이 

곧고, 수관이 좁은 편이며 성숙목의 경우 목재가 황

적색을 띄며, 건조시 뒤틀림과 갈라짐이 적은 등 목

재형질이 우량한 특징이 있다(KFRI, 2012). 소나무 

생육지의 기후, 지형, 토양 등의 입지환경의 차이로 

소나무 수간의 통직성과 만곡성 등의 차이가 발생한

IX in Anmyeon-do and Sogwang-ri were 2.865 mm, 1.705 mm, 4.764 mm, and 2.228 mm, respectively. The ring

widths in Anmyeon-do were measured from 23% to 40% smaller than Sogwang-ri. The latewood proportion was 

negatively related with the ring width of Korean red pine at two-reg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nd me-

chanical properties of specimens for compressive and bending strength tests were analyzed with sim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wood proportion and oven-dry density we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wood propor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was slightly positive an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the specimens for bending strength test of Anmyeon-do. The relationship between 

oven-dry dens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was positive. It was jus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pecimens of 

Sogwang-ri. The compressive and bending strengths of Anmyeon-do and Sogwang-ri were 51.3 MPa, 80.5 MPa, 37.7

MPa, and 63.7 MPa, respectively. The strength difference between two-regions was determined to due to difference 

of ring width and latewood proportion by age class.

Keywords : ring width, latewood proportion, oven-dry density, compressive strength, bending strength, Korean red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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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되었다(KFRI, 2012). 안면도와 소광리 지

역에 관한 외형적 형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온 반면에(Park 등, 2015), 재질에 관한 연

구는 물리⋅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

만(Park 등, 2006; KFRI, 2010; Seo 등, 2014; Kim 

등, 2014; Park 등, 2015), 각 특성 상호간 상관관계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안면도와 소광리에서 생장한 소나무의 

수에서 수피까지의 방사방향 연륜폭과 만재율 등의 

연륜 구성요소를 측정하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두 지역에서 생장한 소나무

재의 압축강도, 휨강도 등의 강도적 특성을 시험하

고, 각각의 시험편에 대하여 연륜폭, 만재율, 목재밀

도를 측정하여, 연륜폭, 만재율, 목재밀도와 강도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축

적된 자료는 생장조건에 따른 소나무의 재질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공시수종은 안면도와 소광리에서 생장한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이다. 두 지역 소

나무재의 연륜폭과 만재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 10 

mm 생장추(Haglof, Sweden)를 이용하여 흉고높이에

서 생장코어를 채취하였으며 영급별 차이를 분석하

고자 각 지역에서 5영급과 9영급 임분을 선발하여 

실시하였다. 압축강도, 휨강도 등의 역학적 특성은 

동일한 임분에서 추가로 벌채된 소나무 목재를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Table 1에 영급에 따른 두 지역 소

나무의 흉고직경과 수고를 제시하였다. 

2.2. 수에서 수피까지의 방사방향 연륜폭 및 

만재율 측정

연륜폭과 만재율 측정을 위해 생장코어의 횡단면

을 마이크로톰으로 절삭한 후 스캐너(Scanner; Epson, 

Japan)를 이용하여 이미지 획득을 하였다. 획득된 이

미지로부터 조재와 만재의 폭을 WinDENDROTM 

(Régent Instrument Inc. Canada)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0.0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소나무 가도관의 길이가 안정화되는 기간은 5영급

의 경우 약 25년, 9영급의 경우 약 40년이 소요되는 

선행연구(Seo 등, 2014)의 결과를 따라 9영급 소나무

는 40년을 기준으로 미성숙재와 성숙재를 구분하였

고, 5영급 소나무는 25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두 

지역의 미성숙재와 성숙재에서의 연륜폭과 만재율을 

측정하였다.

2.3. 소형시험편을 이용한 휨강도, 압축강도 

측정

2.3.1. 압축강도, 휨강도 측정

한국산업규격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Korea 

Standards Association, 2004; KS F 2206)에 따라 종

압축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편은 30 mm (L) ×

20 mm (R) × 20 mm (T) 크기인 직육면체로 지역별

로 각각 30개씩 제작하였다. 실험은 만능재료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USA)를 이용하

였으며, 하중속도는 2 mm/min로 설정하였다.

휨강도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 ‘목재의 휨 시험 방법’

Site AN SO

Age class V IX V IX

DBH (mm)a 376 421 341 459

Height (m)b 10.9 15.3 14.1 16.1
a Average diameter at brest height (1.3 m) of the sample trees.
b Average height of the sample trees.

Table 1. Summary of experimental trees (Pinus densiflora) in Anmyeon-do (AN) and Sogwang-ri (SO) for 

measuring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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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tandards Association, 2004; KS F 2208)에 

따라 수행하였다. 시험편은 300 mm (L) × 20 mm 

(R) × 20 mm (T) 크기인 직육면체 시험편을 지역별

로 30개씩 제작하였다. 실험은 만능재료시험기를 이

용하였으며, 하중속도는 3 mm/min로 설정하였다.

역학적 특성의 측정을 위한 시험편은 할렬, 옹이 

등의 결함이 없도록 제작되었으며, 온도 25℃, 상대

습도 60% 조건의 항온항습기(Thermohygrostat; 태광

이엔에스, 대한민국)에서 1주일 동안 조습 처리하였다. 

실험종료 후 시험편의 무게를 측정하고, 105 ± 5℃

의 건조장치(Drying oven; Daihan Scientific, 대한민

국)에서 전건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각 시험편의 

함수율을 산출하였다.

2.3.2. 소형시험편의 물리적 특성 측정

압축강도와 휨강도 측정에 이용될 시험편의 횡단

면에서 연륜수, 연륜폭, 만재율을 위에서 제시한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강도시험 종료 후 시험편의 파괴

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밀도 측정을 위하여 직

육면체 형태로 제작하였다. 105 ± 5℃의 건조장치에

서 전건시킨 후 전건상태의 무게를 측정하고, 침지법

(Smith, 1955)을 이용하여 부피를 측정하여 전건밀도

를 산출하였다.

2.4. 상관관계 분석

수에서 수피까지 연륜에 따른 방사방향의 연륜폭

과 만재율 사이의 상관관계, 만재율과 밀도 사이의 

상관관계,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 사이의 상관관

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

륜폭과 만재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미성숙재와 성숙

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륜폭, 만재율과 밀도 

사이의 상관관계와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 사이

의 상관관계는 성숙재 부위에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에서 수피까지의 방사방향 연륜폭 및 

만재율의 상관관계

안면도의 5영급과 9영급 임분에서 벌채된 1969년

생과 1915년생 소나무와 소광리의 5영급과 9영급 임

분에서 채취된 1961년생과 1933년생 소나무의 전체 

평균 연륜폭, 조⋅만재의 연륜폭, 미성숙재와 성숙재

의 연륜폭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두 지역 모두 평

균 연륜폭, 조⋅만재의 연륜폭, 미성숙재와 성숙재의 

연륜폭이 영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선행연

Site AN SO

Age class V IX V IX

Ring width

(mm)

Mean
2.865

(1.1 SD)a
1.705

(1.2 SD)

4.764

(1.6 SD)

2.228

(1.4 SD)

Maximum 5.140 5.427 8.412 4.000

Minimum 0.520 0.193 0.878 0.670

Earlywood
2.257

(1.0 SD)

1.321

(1.0 SD)

3.555

(1.5 SD)

1.674

(0.7 SD)

Latewood
0.608

(0.2 SD)

0.384

(0.3 SD)

1.208

(0.5 SD)

0.553

(0.2 SD)

Juvenile wood
2.985

(1.4 SD)

2.727

(1.3 SD)

5.352

(1.8 SD)

2.698

(0.6 SD)

Mature wood
2.716

(0.7 SD)

1.023

(0.6 SD)

4.257

(1.2 SD)

1.769

(0.6 SD)

a Standard deviation.

Table 2. Annual ring width analysis of Korean red pine wood at Anmyeon-do (AN) and Sogwang-ri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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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제시된 안면도 9영급 임분 소나무와 울진군 

7영급 임분 소나무의 평균 연륜폭은 각각 1.69 mm, 

3.18 mm이었다(KFRI, 2010). 위의 값과 본 연구의 

측정값을 비교하면, 9영급의 동일한 영급을 측정한 

안면도 소나무의 전체 평균 연륜폭은 1.705 mm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소광리 소나무는 영급의 차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5영급과 9

영급의 전체 평균 연륜폭이 각각 4.764 mm, 2.228 

mm로 두 값의 중간치인 3.496 mm와 약 10%의 차

이를 나타냈다. 안면도와 소광리 소나무의 전체 평균

값을 비교하면, 안면도 소나무가 소광리 소나무에 비

하여 5영급은 약 40%, 9영급은 약 23% 작은 값으로 

측정되었다. 조⋅만재의 평균 연륜폭은 안면도 소나

무가 소광리 소나무에 비하여 5영급에서 37%-50%, 

9영급에서 21%-31% 작은 값으로 측정되었다. 미성

숙재와 성숙재의 평균 연륜폭은 성숙재의 경우 안면

도 소나무가 소광리 소나무에 비하여 5영급과 9영급

에서 각각 36%와 42% 작은 값으로 측정되었고, 미

성숙재의 경우 안면도 소나무가 소광리 소나무에 비

하여 5영급에서 44% 작은 값으로 측정된 반면에 9

영급은 서로 유사한 값을 보였다. 서로 다른 지역에

서 생장한 나무의 연륜폭은 온⋅습도 등의 기후조건

에 따라 변화하는데, 기후는 목재의 연륜폭과 해부학

적 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García-González와 

Fonti, 2006; Raiskila 등, 2006). 두 지역의 기후조건

에 따라 형성층의 분화활동 기간 및 성숙세포의 수

량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Park 등, 2015), 연륜폭

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에 두 지역의 5영급과 9영급 소나무의 연륜

폭을 연륜의 생성년도에 따라 제시하였다. 두 지역의 

소나무의 연륜폭은 약 5-10년의 연륜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그 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수종에 따른 상관계수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엽수의 연륜폭은 수에서 수피

까지 방사방향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와 유사하다(Zhang, 1998; Koga와 Zhang, 

2004; Jyske 등, 2008).

Fig. 2에 안면도와 소광리 5영급과 9영급 소나무

재의 연륜폭에 따른 만재율을 제시하였다. 소나무재

의 연륜폭과 만재율은 지역 및 영급별 음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연륜폭과 만재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P-값(P-value)

은 안면도 5영급과 9영급에서 각각 4.64 × 10-2과 1.40 

× 10-4이고, 소광리 5영급과 9영급에서 각각 2.45 × 

10-3와 6.34 × 10-7로 0.05보다 작은 값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5영급에 비

하여 9영급의 P-값이 작은 것으로 영급이 증가함에 

따라 성숙재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신뢰성 있는 연륜폭

과 만재율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영급과 더불어 

생장지역⋅고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1. Inter-annual ring width variations of Korean

red pine at Anmyeon-do (AN) and Sogwang-ri (SO).

Fig. 2. Relationship between latewood proportion 

and ring width of Korean red pine at Anmyeon-do 

(AN) and Sogwang-ri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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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도측정용 소형시험편의 만재율과 

전건밀도의 상관관계 분석

안면도 소나무재의 평균 연륜폭과 만재율은 각각 

1.709 mm와 21.2%이고, 소광리 소나무재의 평균 연

륜폭과 만재율은 각각 3.460 mm와 20.1%로 측정되

었다(Table 4). Table 2에 제시된 영급에 따른 지역별 

소나무의 평균 연륜폭에 근거하여 안면도의 시험편

은 대부분 9영급으로 제조된 반면에, 소광리의 시험

편은 9영급과 더불어 5영급이 혼재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영급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지역 시험편의 만재

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면도 소나무재의 

전건밀도는 소광리에 비하여 압축강도 시험편에서 

약 7%, 휨강도 시험편에서 약 10% 정도 크게 측정

되었다.

만재율과 연륜폭에 따른 침엽수의 밀도는 편상관

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에 비하여 단순회

귀분석의 상관계수 값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Wimmer와 Downes, 2003; Jyske 등, 2008), 강도측

정용 시험편의 만재율에 따른 전건밀도를 Fig. 3에 

제시하였다. 두 지역의 소나무재에서 만재율과 전건

밀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만재율과 전건

밀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P-값은 안면도와 소광리에서 각각 2.53 × 10-4와 

1.32 × 10-2로 두 지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제시되었다.

Site
Age 

cla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squared

Adjusted

R-squared
Constant t-statistic P-value

AN

V

Latewood

proportion

Y-intercept
0.089 0.068

26.727 10.683 1.12 × 10-13

Ring width (X1) -1.670 -2.052 4.63 × 10-2

IX
Y-intercept

0.138 0.129
29.765 20.100 1.54 × 10-36

Ring width (X1) -0.050 -3.965 1.40 × 10-4

SO

V
Y-intercept

0.163 0.147
38.314 9.949 1.24 × 10-13

Ring width (X1) -2.439 -3.185 2.45 × 10-3

IX
Y-intercept

0.271 0.262
43.391 13.363 9.54 × 10-39

Ring width (X1) -7.487 -5.418 6.34 × 10-7

Table 3. Simple regression analysis on latewood proportion (Y) and ring width (X1)

Site
AN SO

Compressive Bending Compressive Bending

Ring width

(mm)

Mean
1.710 

(0.5 SD)a
1.708 

(0.5 SD)a
3.836 

(1.0 SD)

3.083 

(1.2 SD)

Maximum 2.765 2.742 6.112 5.182

Minimum 0.857 1.180 1.818 1.615

Latewood proportion (%)
21.833 

(10.6 SD)

20.472 

(5.1 SD)

18.042 

(8.4 SD)

22.171 

(13.0 SD)

Oven-dry density (kg/m3)
508

(53.6 SD)

475

(40.8 SD)

493

(48.1 SD)

445

(53.5 SD)

a Standard deviation.

Table 4. Annual ring width, latewood proportion, and oven-dry density of specimens for compressive and bend-

ing strength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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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나무재의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6에 안면도와 소광리 소나무재의 압축강도

와 인장강도를 제시하였다. 강도 측정에 이용된 시험

편의 함수율은 11.3% (1.17 SD)이었다. 안면도의 평

균 압축강도와 평균 휨강도는 각각 51.3 MPa와 80.5 

MPa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수령 92년의 안면도 소

나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KFRI, 2010)인 압축강도 

50.8 MPa, 휨강도 82.3 MPa와 유사한 값으로 측정

되었다. 소광리의 평균 압축강도와 평균 휨강도는 각

각 37.7 MPa와 63.7 MPa로 수령 75년의 울진 지역 

소나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KFRI, 2010)인 42.0 

MPa와 67.3 MPa에 비하여 약 5-10% 정도 작은 값

으로 측정되었다. 두 지역 간의 역학적 특성 차이는 

생장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영급에 의한 연륜폭

과 만재율 등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소나무재의 만재율과 전건밀도 등의 물리적 특성

과 압축강도와 휨강도 등의 역학적 특성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기 위하여 만재율과 전건밀도에 따른 역학

적 특성 변화를 Fig. 4와 Fig. 5에 제시하였다. 안면

도 소나무재의 휨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역학적 특성

은 만재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정계수

는 안면도 소나무재의 압축강도에서 0.119, 소광리 

소나무재의 압축강도와 휨강도에서 각각 0.090, 

0.182로 제시되었으며, 단순회귀분석에 통해 결정된 

P-값은 0.069-0.645의 범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로 제시되지 않았다.

Fig. 5에 제시된 소나무재의 전건밀도에 따른 압축

Sit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squared

Adjusted

R-squared
Constant t-statistic P-value

AN

Oven-dry 

density

Y-intercept

0.314 0.295

429.28 23.86 1.18 × 10-23

Latewood 

proportion (X1)
3.238 4.060 2.53 × 10-4

SO

Y-intercept

0.159 0.136

421.08 25.61 1.05 × 10-24

Latewood 

proportion (X1)
1.859 2.61 1.32 × 10-2

Table 5. Simple regression analysis on latewood proportion (Y) and oven-dry density (X1)

Fig. 3. Relationship between oven-dry density and 

latewood proportion of Korean red pine at 

Anmyeon-do (AN) and Sogwang-ri (SO).

Site
AN SO

Compression Bending Compression Bending

Mean (MPa)
51.3

(6.3 SD)a
80.5

(7.4 SD)

37.7

(3.6 SD)

63.7

(5.6 SD)

Maximum (MPa) 65.2 92.9 51.0 72.2

Minimum (MPa) 39.1 68.2 27.1 55.8

a Standard deviation.

Table 6. Compression and bending strength of Korean red pine wood at different site



한연중⋅이현미⋅엄창득

－ 702 －

강도와 휨강도의 변화는 두 지역 모두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전건밀도와 역학적 특성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는 안면도 소나무에서 결정계수는 압

축강도와 휨강도에서 각각 0.170과 0.017로 낮은 값

으로 나타났으며, P-값도 각각 0.080과 0.600으로 통

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소광리 소나무

에서 결정계수는 압축강도와 휨강도에서 각각 0.650

과 0.448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값은 각각 0.0000307과 0.00172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장지역별 역학적 특성의 측정을 

위하여 압축강도와 휨강도 측정용으로 각각 30개의 

시험편을 제작하였으나, 영급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나무재의 연륜폭, 전건밀도, 강

도 등의 결과가 안면도에서 소광리에 비하여 높은 

값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를 생장지역별 차이에 의한 

결과로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의 상관관계 분석이 

향후 지역별 수목의 재질 차이를 분석하는 기초자료

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장코어를 이용하여 소나무재의 

생장지역과 영급별 방사방향의 연륜폭과 만재율을 

측정하고,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연륜폭과 만재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두 지역의 강도측정용 

시험편의 연륜폭, 만재율 등의 물리적 특성과 압축

강도, 휨강도 등의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안면도와 소광리의 전체 평균 연륜폭은 안면도 

소나무의 평균 연륜폭이 소광리 소나무에 비하

여 5영급에서 약 40%, 9영급에서 약 23% 정도 

작은 값으로 측정되었다. 두 지역의 소나무의 

연륜폭은 약 5-10년의 연륜까지 급격하게 증가

하다가 그 후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며, 형성층 연령에 따른 방사방향의 연륜폭 

변화를 회귀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두 지역의 연

륜폭에 따른 만재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으며, 단순회귀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2. 강도측정용 소형시험편의 평균 연륜폭과 만재율

은 안면도 소나무재에서 1.709 mm와 21.2%이고, 

소광리 소나무재에서 3.460 mm와 20.11%로 측

정되었다. 전건밀도는 안면도 소나무재가 소광

리에 비하여 약 7-10% 정도 크게 측정되었다. 단

순회귀분석 결과, 만재율과 전건밀도는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안면도 소나무재의 평균 압축강도와 평균 휨강

도는 각각 51.3 MPa와 80.5 MPa로 측정되었

Fig. 4. Relationship between latewood proportion

and strength properties of Korean red pine at 

Anmyeon-do (AN) and Sogwang-ri (SO).

Fig. 5. Relationship between oven-dry density and 

strength properties of Korean red pine at 

Anmyeon-do (AN) and Sogwang-ri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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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광리 소나무재는 각각 37.7 MPa와 63.7 

MPa로 측정되었다. 두 지역 간의 강도 차이는 

생장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영급에 의한 

연륜폭과 만재율 등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

단된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만재율과 역학적 

특성은 안면도 소나무재의 휨강도를 제외하고,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반면에, 전건밀도와 역학적 특성은 

두 지역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안

면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

광리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강도측정용 시험편에 대한 영급별 구분이 수행되

지 못한 한계로 인하여 소나무재의 압축강도와 휨강

도 등의 역학적 특성이 소광리에 비하여 안면도에서 

높은 값으로 측정된 원인을 생장지역별 차이에 의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물리

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의 상관관계 분석은 지역별 

수목의 재질 차이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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