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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재의 재질특성은 토양, 지형, 강우,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인자뿐만 아니라 임분 특성에 의해서도 바뀌게 된다. 지

역⋅성림기원에 따라 종가시나무 목재의 물리⋅역학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지역에 따른 비교분석은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종가시나무 천연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역에 따른 결과에서 제주지역은 전남지역에 비하여 높은 생장

률을 나타내었으며 역학적 특성에서는 휨강도를 제외한 여러 역학적 특성에서 상관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실제 값으로 

볼 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림기원에 따른 결과에서는 생장률 및 역학적 특성에서 특별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ABSTRACT

Wood properties are affected by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oil, topography, rainfall, and climate change.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Quercus glauca were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od properties and forest st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regions and forest origins.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 were influenced by region.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forests 

with respect to wood quality properties. Therefore,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fundamental data for 

silviculture practices of these species for wood quality.

Keywords : Quercus glauca, forest stand characteristics,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natural and artificial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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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IPCC, 2007)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상승에 대한 연구

가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Rho, 1973; Lee et al., 

2008). Lee and Kang (1997)은 우리나라의 기온이 

지난 90년간 약 0.5∼0.7℃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

으며, Kwon et al. (2007)은 A1B 시나리오에 근거한 

아열대 기후구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기온관측 

자료와 모델시나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00년에

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산지주변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열대 기후의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난대수종의 생육적지가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부지역에서는 난대수종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엽활

엽수림이 전국에 걸쳐서 발달하고 있으며, 상록활엽

수림은 남해안과 일부 도서지방에서 제한적으로 발

달하고 있다(Kim, 1992). 참나무류는 국내 산림에서 

다른 수종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왕성한 맹아력과 척박한 지역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의 이차림은 참나무류가 

우점하는 산림이 일반적이다(Song, 2007). 참나무류 

중 난대 상록활엽수인 종가시나무는 우리나라의 남

⋅서해안, 제주도를 비롯하여 네팔, 부탄, 베트남, 대

만, 일본, 중국 등의 동남아시아 일대에 주로 분포하

고 있으며, 주로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상록성 참나무

류로 수고는 15 m 정도이며, 줄기는 곧게 자라고 해

발 600 m 이하 산기슭과 계곡에 주로 자생하고 있다

(Park, 2007). 또한 종가시나무는 난대상록활엽수종 

중 내한성이 강하여 광주, 대구, 부산 등의 남부지방

에서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으며 수형이 아름답

고 내염성 및 공해에 강하여 정원수, 풍치수, 녹음수, 

생 울타리 등 조경수로 각광받는 나무이다. 목재로서

는 참가시나무와 유사하고 탄소저장 능력과 강도가 

뛰어나 건축재, 선박재, 악기재 등으로 이용 가능한 

수종(Choi et al., 2012)으로 생육적지의 확산이 진행

됨에 따라 용도개발의 잠재성이 높은 수종으로 평가

되고 있다.

최근 난대수종을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로는 임분 

특성에 따른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삼나무 등의 

목재에 대한 물리⋅역학적인 특성에 대하여 보고된 

바 있으며(Won et al., 2015; Hong et al., 2015; 

Hong et al., 2015), 종가시나무에 대한 연구로는 Lee 

(2010)가 지구온난화 처리구가 비처리구에 비하여 

생육이 더 양호함을 밝혔으며, Park (2007)과 Purohit 

(2009)는 종자발아율, 이식 시기, 수령에 따른 활착

률을 구명하였으며, 시비처리에 따른 종가시나무 용

기묘의 생리 및 생장특성(Jo, 2014) 등의 연구도 수

행되었다. 하지만 종가시나무 목재의 재질 특성에 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체계적인 산림무육에 필

요한 임분 특성에 따른 재질특성의 평가에 대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난대수종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식물 생태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임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산림무

육 방법에 따른 최종산물이 될 목재의 이용 용도를 

고려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가시나무에 대하여 임분 특

성에 따른 물리⋅역학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여 체계적인 산림무육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종가시나무(Quercus glauca 

Thunberg) 시험목은 지역에 따른 비교분석을 위해서

는 남부지역 중 전남(천연림), 제주(천연림)지역에서 

선정하였으며, 성림기원에 따른 비교를 위해서는 남

부지역 중 전남의 천연림, 경남의 인공림지역에서 선

정하였다. 시험목은 각종 위해로부터 피해가 없고 가

장 일반적인 임목을 각각 3본씩 선정하였으며, 그 개

요를 Table 1, 2에 나타내었다. 또한 종가시나무의 

육안 및 현미경을 통해 얻은 이미지 화상을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연륜의 경계와 심⋅변재간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았고 조재에서 만재로의 이행은 완만한 

수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가시나무는 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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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k at breast height Cross section (x40) Tangential section (x40)

Fig. 1. Growth ring pattern and anatomical properties from Quercus glauca Thunberg.

Classification Aspect Soil drainage
Elevation

(m) 

Stand density

(tree/ha)
Slope (°)

Jeonnam S Good 156 1,000 20

Jeju-do S Good 363 1,500 8

Classification Age
DBH

(cm)

Height

(m)

Clear length

(m)

Width of crown

(m)
Basal

area

(m2/ha)

Volume

(m3/ha)
0-180 9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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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est stand characteristics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ite according to each region

Classification Aspect Soil drainage
Elevation

(m) 

Stand density

(tree/ha)
Slope (°)

Natural forest

 in Jeonnam
S Good 156 1,000 20

Artificial forest

 in Gyeongnam 
SW Good 340 1,100 31

Classification Age
DBH

(cm)

Height

(m)

Clear 

length

(m)

Width of crown

(m)
Basal

area

(m2/ha)

Volume

(m3/ha)
0-180 90-270

Natural forest in 

Jeonnam 













































Artificial forest in 

Gyeongnam 































Table 2. Forest stand characteristics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ite according to natural and artifi-

cial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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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방향으로 나열되어있는 방사공재이며 복합방사

조직과 단열 방사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확

인되었다.

2.2. 실험방법

2.2.1. 물리적 특성 시험방법

연륜폭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중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에 준하여 시험

편의 횡단면에서 연륜폭 사이의 거리를 연륜폭의 수

로 나누어서 측정하였으며, 양 횡단면을 측정하여 평

균값으로 표시하였다. 기건비중은 KS F 2198 (목재

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수축률 시험은 KS F 2204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에 준하여 시험편을 20 mm (T) × 20 mm (R) × 20 

mm (L)로 제단한 후 증류수에 포수시켜 포수 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항온항습실(온도 20 ± 1℃, 습도 

65 ± 2%)에서 2주 이상 조습시킨 후 항량에 달했을 

때 기건치수를 측정하였고 건조기 105 ± 2℃에서 목

재 내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전건치수를 측정하여 기건수축률, 전건수축률을 구

하였다.

2.2.2. 역학적 특성 시험방법

휨 강도성능시험은 시험편의 치수는 20 mm (T) × 

20 mm (R) × 320 mm (L)으로 제작하였다. 항온항

습실(온도 20 ± 1℃, 습도 65 ± 2%)에서 2주간 조습

처리한 후 실시하였다. 휨 강도성능시험은 한국산업

규격(KS)의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에 의

거하여 만능강도시험기(Taeshin model TSU-2)를 이

용하여, 3점 중앙 집중 하중방식으로 스팬의 길이를 

280 mm, 하중속도 2.5 mm/min의 조건으로 실시하

여 하중과 변위의 관계에서 식 (1)을 이용하여 휨 탄

성계수(MOE)를 구하였고 식 (2)를 이용하여 휨 강도

(MOR)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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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한도 내에서 상한 하중과 하한 하중의 

차이() 



 : 


 일 때의 지간 거리 중앙의 처짐의 차이

( )

  









max


································· (2)


max

 : 최대하중()

  : 스팬(span,  )

 : 폭(나비, )

 : 높이(두께,  )

종압축강도 시험편의 치수는 20 mm (T) × 20 mm 

(R) × 60 mm (L)으로 제작하여 실시하였으며 방사

방향전단강도는 한국산업규격 한국목재규격(KS)의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와 KS F 2209 

(목재의 전단 시험 방법)을 참조하여 실험을 실시하

였다. 시험은 피로겸용 만능강도시험기(Shimadzu, 

model EHF-ED10-20L)를 이용하여 압축강도 및 

전단강도 모두 하중속도(cross head speed)를 1.0 

mm/min의 조건으로 시험편의 횡단면이 하중 블록의 

사이에 상하로 향하도록 위치시키고 균일한 하중이 

횡단면에 가해지도록 시험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지역에 따른 재질특성 

3.1.1. 물리적 특성

종가시나무의 지역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상관관

계를 평가하고자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균 연륜폭, 비

중, 수축률을 측정하고 t-검정을 실시한 데이터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목재의 연륜폭은 생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목재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Kim and Kim, 1991; Kim, 1995). 평균 연륜폭

을 측정한 결과 제주와 전남에서 각각 4.45, 3.83 

mm로 나타나 제주지역이 전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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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실제로 임목의 생장량은 표고, 배수, 임분 

밀도, 토양, 위도, 강수량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지

역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Kennedy (1995)는 목재의 재질적 지표로써 여

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지역에 따른 비교에서 제주

와 전남지역에서 각각 0.80, 0.82의 값을 나타내어 

제주지역이 전남지역에 비하여 비중이 약간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Paul (1963)은 환공재의 경우 

생장속도가 빠를수록 목재의 밀도가 커진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종가시나무는 참나무과

에 속하지만 방사공재이기 때문에 생장률이 높은 제

주지역 종가시나무의 비중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종가시나무의 접선, 방사, 

길이 방향의 전건수축률은 제주지역이 각각 10.29, 

3.73, 0.23%, 전남지역은 각각 11.1, 4.28, 0.25%로 

지역에 따른 접선⋅방사 방향에서의 수축률은 생장

속도가 빠른 제주지역이 전남지역에 비하여 수축률

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종가시나무의 전

건수축률은 난대 상록활엽수로 참나무과에 속하며 

광방사조직을 갖는 참가시나무의 전건수축률의 값 

10.31, 4.42, 0.46%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Chong 

et al., 2004). 또한 복렬방사조직을 갖는 구실잣밤나

무의 접선⋅방사방향 전건수축률은 7.80, 3.88%로 

접선방향에서는 종가시나무의 수축률이 크지만 방사

방향에서는 비슷한 수축률을 나타내었다(Won et al., 

2015).

3.1.2. 역학적 특성

종가시나무의 지역에 따른 역학적 특성과 상관관

계를 평가하고자 지역별로 구분하여 강도성능을 측

정하고 t-검정을 실시한 데이터를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종가시나무를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역학적 특성을 

시험한 결과 제주와 전남의 휨 강도는 각각 126.22, 

130.01 MPa, 휨 탄성계수는 각각 16.57, 18.06 GPa, 

압축강도는 각각 54.78, 58.57 MPa, 압축 탄성계수

는 각각 6.01, 6.62 GPa, 전단강도는 각각 17.51, 

18.34 MPa로 나타났다. 역학적 특성에서 휨강도를 

제외한 여러 역학적 특성에서 유의성이 인정되는 상

관관계를 나타내어 제주지역이 전남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실제 값으로 

볼 때 특별한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

다. Wang & Ko (1998)도 임팩트 해머법을 이용한 

동적탄성률과 휨 강도에서 삼나무는 각 지역별로 수

목의 밀도, 토양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고 보고하였

으며, Park et al. (2010)도 제주도 삼나무의 역학적 

성질이 남부지역의 삼나무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어 입지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

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Won et al. (2014)은 경남, 전남, 제주의 졸참나

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제주 졸참나무

의 강도성능이 전남보다 높은 값을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여 수종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lassification

Average annual 

ring width of 

specimen

(mm)

Air-drid 

specific 

gravity

Oven dry shrinkage (%)
Air-dried shrinkage 

(%)

T R L T R L

Quercus 

glauca

Jeonnam
3.83*

(1.10)

0.82*

(0.02)

11.10*

(0.78)

4.28*

(0.29)

0.25

(0.16)

9.82*

(1.45)

2.91*

(0.43)

0.18

(0.14)

Jeju-do
4.45*

(0.99)

0.80*

(0.04)

10.29*

(1.01)

3.73*

(0.65)

0.23

(0.21)

8.71*

(1.14)

2.32*

(0.31)

0.16

(0.24)

t-test -2.493 2.175 3.680 4.436 0.411 3.438 4.442 0.658

Notes; Parenthesis is a 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 at 5% level, T: Tangential direction, R: Radial direction, L: Longitudinal direction.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Quercus glauca Thunberg from Jeonnam and Jej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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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림기원에 따른 재질특성

3.2.1. 물리적 특성

종가시나무의 성림기원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상

관관계를 평가하고자 성림기원에 따라 구분하여 평

균 연륜폭, 비중, 수축률을 측정하고 t-검정을 실시한 

데이터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종가시나무 평균연륜폭 값은 인공림과 

천연림에서 각각 3.94, 3.83 mm, 기건비중은 각각 

0.82, 0.81로 나타났으며, 전건수축률에서도 접선 방

사 길이방향으로 인공림에서는 각각 10.08, 4.53, 

0.28%, 천연림에서는 각각 11.10, 4.28, 0.25%로 나

타나 성림 기원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반면 Kim (2003)은 인공 조림된 자작나무류의 

연평균 직경생장량은 다른 수종들과 경쟁하면서 자

라는 천연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i and Park (1993)도 굴참나무와 현사시나무의 

생체량 연구에서도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인공

림이 천연림보다 연간 물질 생산량이 더 높게 나타

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이것은 수종이나 기타 환경 요인에 의한 영

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2. 역학적 특성

종가시나무의 성림기원에 따른 역학적 특성과 상

관관계를 평가하고자 성림기원에 따라 구분하여 강

도성능을 측정하고 t-검정을 실시한 데이터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성림기원에 따른 천연림과 인공림의 역학적 특성

에서 휨 강도는 각각 130.01, 129.96 MPa, 휨 탄성계

수는 각각 18.06, 17.41 GPa, 압축 강도는 각각 

58.57, 57.24 MPa, 압축 탄성계수는 각각 6.62, 5.98 

GPa, 전단강도는 각각 18.34, 17.95 MPa로 천연림의 

역학적 특성이 인공림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t-검

Classification

Bending properties Compressive properties Shear strength

MOR

(MPa)

MOE

(GPa)

c

(MPa)

MOE

(GPa)

s

(MPa)

Quercus glauca

Jeonnam
130.01

(11.96)

18.06*

(2.40)

58.57*

(4.51)

6.62*

(1.32)

18.34*

(1.12)

Jeju-do
126.22

(9.11)

16.57*

(1.86)

54.78*

(3.56)

6.01*

(0.71)

17.51*

(1.33)

t-test 1.510 2.838 3.953 2.425 2.843

Note; Parenthesis is a 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 at 5% level, MOR: Modulus of rupture, MOE: Modulus of elasticity,  c: Compressive 

strength,  s: Shear strength.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Quercus glauca Thunberg from Jeonnam and Jeju-do

Classification

Average 

annual ring 

width 

(mm)

Air-drid 

specific 

gravity

Oven dry shrinkage (%) Air-dried shrinkage (%)

T R L T R L

Quercus 

glauca

Natural 

forest

3.83

(1.10)

0.82

(0.02)

11.10* 

(0.77)

4.28

(0.29)

0.25

(0.16)

6.81 

(1.45)

2.90*

(0.43)

0.19

(0.13)

Artificial 

forest

3.94

(0.98)

0.81

(0.14)

10.08* 

(0.68)

4.53

(0.67)

0.28

(0.17)

6.87 

(1.37)

3.42*

(0.68)

0.21

(0.17)

t-test 0.453 0.280 -5.671 1.961 0.987 0.149 3.683 0.648

Note; Parenthesis is a 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 at 5% level, T: Tangential direction, R: Radial direction, L: Longitudinal direction.

Table 5. Physical properties of Quercus glauca Thunberg from natural and artificial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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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 성림기원에 따른 압축 탄성계수, 전단강도에

서는 유의성이 인정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휨 강도, 휨 탄성계수, 압축강도는 유의성이 인정되

지 않았으며 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차이는 

미미하여 성림기원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종가시나무의 체계적인 산림무육을 위한 목재의 

재질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하여 남부지역을 중심으

로 지역 및 성림기원에 따른 목재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에 따른 물리적 특성에서 제주지역이 전남

지역에 비하여 생장률이 높고 비중과 수축률은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역학적 특성에

서는 휨 강도를 제외한 여러 역학적 특성에서 

유의성이 인정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

한 제주지역이 전남지역에 비하여 휨⋅압축⋅

전단강도 및 탄성계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

으나 실제 값으로 볼 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2) 성림기원에 따른 재질특성에서 천연림과 인공

림 간의 물리⋅역학적 특성에서는 특별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이나 성림기원 등 임분 특성에 따른 

물리⋅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량과 재질 중 어

느 항목에 중점을 두는 산림무육방법을 선택하여 실

행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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