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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요 구조재  마감재로 리 사용되고 있는 목재는 수종에 따라 매우 다양한 물리  

성질을 가지며, 동일한 수종일지라도 성장한 기후  지역에 따라 목재 조직의 성분에 차이가 발

생하기 때문에 연소특성에 한 정립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축 재료에 속한다. 한 한 나무에

서서도 재료를 재제하는 방식이나 추출 치에 따라 도  나이테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그 물리

인 성질까지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재 제재 방법을 달리하여 추출한 목제 시편의 연소

시험을 통해 재제방법과 연소특성의 연 성을 찰  분석을 수행하 다.

1. 실험 방법

연소실험을 해 사용한 목재는 국내에서 일반 으로 유통되고 있는 미송의 원목을 사용하 으

며, 하나의 원목에서 나이테의 결 방향  치를 달리한 A, B, C의 3가지 방식으로 원목을 재제

하여 각 방식별로 3개씩 총 9개의 시험편을 제작하 다. A 타입은 목재의 변재에서 추출한 재목

이며, B 타입은 목재의 변재에서 추출한 정재목이고, C 타입은 원형나이테와 수평하게 재제한 심

재목이며 각 시험편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100×100×10 mm 로 하 다. Figure 1은 각 타입

별로 나이테의 방향과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 Figure 2는 각 타입별 시험편의 사진이다.

Figure 1. Wood specimen types by annual ring (Type-A:left, Type-B:middle, Type-C:right).
   

 

Figure 2. Pictures of wood specimen by annual ring (Type-A:left, Type-B:middle, Type-C:right).

  

재제된 목재 시험편 에 무게가 비슷한 것을 골라 각 타입별로 3개씩 비하 고 건조기에서 

100℃의 온도에서 14일간 건조하여 평균 함수율을 3% 이하로 조정하 다. 각 시험편의 도와 함

수율의 측정값을 Table 1에 표시하 다. 목재 시험편의 연소시험은 Cone Calorimeter를 사용하

고, ISO 5660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편을 상부에서 방출되는 50kW의 복사열에 노출하여 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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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밀도측정 함수율(%)

두께
(mm)

가로
(mm)

세로
(mm)

무게
(g)

밀도
(kg/m3)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A-1 103.1 95.7 9.6 36.5 385.35 1.6 1.9 1.4 3.3 2.9 2.3

A-2 103.3 96.5 10.5 36.5 348.72 2.8 2.8 2.1 2.9 3.7 3.0

A-3 104.5 97.9 10.2 35.1 336.36 2.6 3.5 3.3 2.6 2.8 1.6

B-1 100.5 96.4 9.8 33.7 354.94 2.8 2.8 2.5 2.5 2.1 1.7

B-2 101.2 97.3 10.3 37.9 373.69 2.7 2.7 2.0 3.4 2.9 1.7

B-3 100.7 96.2 10.4 33.7 334.50 4.0 2.3 1.9 2.2 2.7 2.9

C-1 96.8 99.1 9.8 39.3 418.04 4.2 4.7 3.9 3.9 4.4 3.7

C-2 96.6 99 9.6 39.3 428.06 3.6 4.1 3.2 3.2 2.6 3.4

C-3 98.9 96.9 9.9 37.9 399.47 3.4 3.7 2.7 3.2 4.0 3.0

Table 1. Measuring density and moisture content of wood specimens.

유도하 으며 연소시험은 시험편의 량변화가 없을 때 까지 진행하 다. 

2. 실험 결과

목재 시험편의 연소시험에서 측정된 일반 인 연소특성은 불꽃연소 과정에서 2개의 최  열방출

율 을 가지며 이후의 훈소연소 과정이 매우 길다는 이다. 불꽃연소 과정은 열방출율이 최  

150~180kW 까지 상승하며 약 5분을 후로 종료되었지만, 훈소연소는 불곷연소 이후로 열방출율

이 약 40kW 지 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감소하며 약 20분간 지속되었다. 한 각 타입별로 약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A 타입의 경우 불꽃연소 에 발생한 두 번의 최  열방출율  두 번째의 

것이 평균 으로 더 높게 측정되었으나, B 타입의 경우 두 번의 최 열방출율이 거의 비슷하게 측

정 되었다. C 타입의 경우 A, B 타입과는 달리 두 번째의 최  열방출율이 400kW가지 상승하는 

특징을 보 으나 이는 나이테의 향이라기보다 심재의 특징인 도가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Figure 3. Results of woos combustion test (Type-A:left, Type-B:middle, Type-C:right).
  

3. 결 론

본 연구는 건축용 재료로 리 사용되고 있는 목재의 재제방법에 따른 목재의 연소특성 변화가 

있는지에 해 찰하 으며 이를 해 목재의 재제방법과 추출 치를 달리한 세가지 타입의 목

재 시험편을 비하 다. 목재의 연소시험 결과 나이테의 방향에 해서는 특별한 연소특성의 변

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목재의 도가 높아질수록 불꽃연소과정 에 두 번째 최  열방출율 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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