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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간척지에서 생장한 양마(kenaf)의 생장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보(이 등, 2007)와 동일한 시료를 이용

하여 생장기간과 높이에 따른 조직  구성 세포의 비율, 섬유 길이  도  직경을 학 미경을 이용하여 측정

하 다. 한, 세포벽 의 셀룰로오스 상 결정화도와 결정 폭을 X선회 법으로 측정하 다. 양마의 구성 비율

은 사부 10～15%, 목부 66～82%, 수 7～19% 정도 는데, 기 높이와 생장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 다. 사부 

내에서는 사부방사조직이 약 50%, 인피섬유가 약 20%, 피층, 사  등 기타 요소가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목부의 구성 비율은 목부섬유가 약 75%, 방사조직이 약 15%, 도 이 약 10%를 차지하 다. 양마 

목부의 세포벽 비율은 기부 30.92%, 최상부 46.40%로 최상부가 기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피섬유의 길이는 

기 기부에서 약 2.8 mm이고 높이가 증가할수록 감소되며 생장기간이 길어지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목부섬유 길이는 생장기간과 기 높이에 계없이 약 0.9 mm의 안정된 값을 나타내었다. 도 의 방사 

 선방향 직경은 생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 고, 기 높이가 높아질수록 감소하 다. 상 결정화도는 

사부에서 70～79%, 목부에서 50～56%로 사부가 높았고, 기 기부가 상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셀룰로오

스 결정 폭은 사부와 목부에서 약 3 nm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결론 으로 각 조직과 조직 구성 요소의 비율 

 세포의 치수는 양마의 기 높이와 생장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 지만 셀룰로오스의 결정구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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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volumetric composition, fiber length, vessel diameter, and 
crystalline properties of cellulose in kenaf (Hibiscus cannabinus L.) planted in the reclaimed land
of Buan-si, Korea were examined to understand the growth characteristics using a light 
microscopy and an X-ray diffraction method. The samples of kenaf were taken from six positions
(3 cm, 35 cm, 70 cm, 105 cm, 280 cm, and 320 cm) of each stem over the growth period (July, 
August, September, and October) after seeding in the mid-May. In the kenaf stem, phloem 
constituted 10 to 15 %, xylem 66 to 82%, and pith 7 to 19%. The ray, bast fiber, and remainder 
comprised 50%, 20%, and 30% of the phloem, respectively. The volume of vessel, ray, and fiber 
in the xylem was approximately 10, 15, and 75%,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cell wall was 
30.92% at the base of stem and 46.40% at the top of stem, respectively. The average length of bast
fiber and xylem fiber was about 2.8 mm and 0.9 mm, respectively. Radial and tangential diameters
of vessel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growth period, while they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stem height. Relative crystallinity ranged from 70 to 79% in phloem and from 50 to 56% in xylem.
Cellulose crystallite width was about 3 nm both in the phloem and xylem. Thus, the volumetric
composition and cell dimensions in the phloem and xylem appeared to be varied with the growth

period and the stem height. 

Keywords : kenaf, Hibiscus cannabinus, bast fiber,  phloem fiber, relative crystallinity

1. 서  론

  재 우리나라는 목재 펄 의 80% 이상을 외국에

서 수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할 원료의 개발과 

펄 제지  목질재료 분야에 있어서의 체원료 활

용 방안에 한 연구는 매우 요하다(산림청, 

2005; 이와 윤, 2003). 재 목재의 체자원으로 주

목 받고 있는 양마는 잠재 인 가치를 지니는 본

식물로, 산림자원의 보 을 한 목질섬유 체자원

으로써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Tuyet Lam et 

al., 2003; Pande and Roy, 1998, Morrison et al., 

1999; Villar et al., 2001).

  양마는 1940년 부터 탄소 고정능력이 우수한 친

환경 작물로 인식되면서, 품종에 한 연구(박과 

김, 1965; Abott, 2000)가 시작되었고, 상용이나 

목재펄 의 체원료로 이용되기 시작했다(Clerk 

et al.; 1962, Kugler, 1990). 한 내수성이 강하고 

척박한 토양조건에서도 응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 면 당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오래 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섬유생산을 

목 으로 재배되었으며, 우수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

력과 질소, 인산 등의 비료 흡수 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질정화나 토지개량용으로 재배가치가 매

우 높은 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섬유 수율, 물리  화학  성질과 깊은 

련이 있는 양마의 생장과정 의 구성 세포 비율  

치수 변이성 등처럼 해부학  특성에 한 기 인 

연구는 국내외 으로 아직 미비한 실정에 있다. 

Voulgaridis et al. (2000)은 기 높이에 따른 섬유 

길이  도  직경을 측정, 보고하 다. 최근 국내에

서는 보(김 등, 2006)에서 부지역에서 생장한 

양마의 섬유 길이와 도  직경에 하여 조사하

고, 이 등(2007)이 생장기간에 따른 조직구조의 변

화 등을 조사하 을 뿐 이에 련한 연구는 거의 찾

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생장특성을 구

명하기 하여 남부지방 간척지를 시험지로 선정하

여 그 곳에서 생장한 양마를 생장기간과 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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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따라 사부, 목부  수의 구성 비율, 각 구

성 세포의 비율, 치수 변화  세포벽 의 셀룰로오

스의 상 결정화도와 결정 폭에 하여 조사, 검토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는 라북도 부안군 계화도 간척지에 

2006년 5월 19일에 종한 양마(cultivar : Dowling)

를 재료로 사용하 다. 그리고 동년 7월 25일, 8월 

24일, 9월 18일, 10월 20일, 총 4회에 걸쳐 채취한 

시료를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2.2. 실험방법

2.2.1. 슬라이드 제작

  학 미경 찰은 각 채취 시기별로 각 지상고 3 

cm, 35 cm, 70 cm, 105 cm, 280 cm, 320 cm의 부분

에서 채취하여 보(이 등, 2007)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다.

2.2.2. 구성 비율 측정

  횡단면의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생장기간과 높이

에 따라 사부, 목부, 수의 구성 비율을 측정하 다. 

한 사부에서는 인피섬유, 사부방사조직, 사 의 

구성 비율을, 목부에서는 도 , 방사조직, 목섬유의 

구성 비율을 화상분석기(IMT, i-solution Lite)로 측

정하 다.

2.2.3. 섬유 길이 및 도관 직경 측정

  각 생장기간과 높이에 따른 섬유의 길이와 도 의 

직경은 보(김 등, 2006)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2.2.4. 상대결정화도 및 셀룰로오스 결정 폭 측정

  사부와 목부의 3 cm와 320 cm 부 에서 채취한 

시료를 보(김 등, 2006)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직의 구성 비율

  Table 1는 생장기간과 기 높이에 따른 사부, 목

부, 수의 구성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사부의 구성 

비율은 10～15%의 범 로 생장기간과 기 높이에 

따른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목부의 구

성 비율은 3 cm인 기 기부에서 66～82%로 가장 

크고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 다. 생장

기간이 긴 10월에 채취한 시료에서는 기 높이 증

가에 따른 목부 구성 비율의 감소가 작게 나타났는

데 이것은 양마의 체 기 성숙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된다. 한 동일 기 높이에서도 생장기간이 길

수록 목부의 구성 비율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나

타났다. 수의 구성 비율은 기 기부에서 7～19%이

었는데 동일 기 높이에서는 생장기간이 길수록 크

게 감소한 반면, 동일 생장기간에서는 기 높이가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하 다. 이것은 양마 기의 

성숙이 기부에서 선행되고 상부로 갈수록 늦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Voulgaridis et al. (2000)

은 양마의 기 높이가 높아질수록 목부가 감소하고 

수(髓)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수의 비율

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본 연

구에서 목부 구성 비율은 기 높이 증가에 따라 감

소하여 Voulgaridis et al. (2000)의 결과와 유사하

지만 수의 구성 비율은 증가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

여주었다. 한편 이와 윤(2003)은 양마의 목부와 사

부의 비율이 각각 68%, 31.9%라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부의 비율이 약 12% 정도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생장환경, 유 특성 

등 어느 인자에 의한 것인지 후 더욱 자세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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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olumetric composition of phloem, xylem, and pith in kenaf                 (unit : %)

Sampling date
Sampling position from ground

3 cm 35 cm 70 cm 105 cm

Jul. 25

Phloem 11.5 ± 1.20 11.8 ± 0.35 11.3 ± 0.49 12.5 ± 1.06

Xylem 71.3 ± 2.90 51.0 ± 0.99 23.2 ± 1.56 15.2 ± 1.27

Pith 17.3 ± 1.70 37.5 ± 0.78 65.6 ± 2.05 72.4 ± 0.21

Aug. 24

Phloem 13.8 ± 1.06 14.3 ± 1.34 14.8 ± 1.41 15.0 ± 0.85

Xylem 66.7 ± 2.12 61.0 ± 0.92 58.6 ± 1.41 42.2 ± 0.92

Pith 19.2 ± 1.56 24.8 ± 0.42 26.6 ± 2.76 42.9 ± 0.07

Sep. 18

Phloem 10.2 ± 0.49 11.7 ± 0.64 12.2 ± 0.35 12.9 ± 0.28

Xylem 82.4 ± 1.20 62.9 ± 2.85 57.6 ± 0.57 55.2 ± 1.70

Pith 7.5 ± 0.74 25.5 ± 2.21 30.2 ± 0.28 32.0 ± 1.41

Oct. 20

Phloem 9.9 ± 0.57 10.8 ± 0.14 12.0 ± 0.49 12.1 ± 0.21

Xylem 83.9 ± 2.40 68.7 ± 0.71 67.1 ± 0.64 64.5 ± 1.41

Pith 6.2 ± 1.84 20.5 ± 0.57 21.0 ± 1.13 23.5 ± 1.63

가 필요하다.

3.2. 조직 내에서 구성 요소의 비율

  Table 2는 사부와 목부에서 각 세포의 구성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사부의 구성 비율은 사부방사조직

이 약 50%로 가장 높고 인피섬유가 약 20% 그리고 

피층, 사  등의 기타 요소가 30%인 것으로 나타났

다. 목부의 구성 비율은 목부섬유가 약 75%로 가장 

높고 방사조직 약 15%, 도  약 10% 정도 다.

  사부의 인피섬유 구성 비율은 지상고 3 cm 부 인 

기부에서 약 20% 정도 고 기 높이가 증가할수록 

비율은 약 38%까지 증가하 다. 즉 미성숙한 부

로 여겨지는 기의 윗부분에서는 사부조직 의 인

피섬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부방사조직 

구성 비율은 기부에서 높고 상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 동일 기 높이에서도 생장기

간이 길수록 사부방사조직 구성 비율이 높아졌다. 

그 밖의 피층, 사  등과 같은 기타 구성 요소의 비

율도 기부에서 25～4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생

장기간이 길수록 감소하고 기높이의 증가에 따라

서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목부의 도  구성 비율은 왕성하게 성숙하고 있는 

7월에 채취한 시료에서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

다. 즉 기부에서는 약 7%로 낮고, 기 높이에 따라 

증가하 는데 105 cm인 곳에서는 약 39% 정도를 보

다. 생장기간이 길어져도 기부에 가까운 성숙된 

부분의 도  구성 비율은 10% 미만의 비교  낮은 

구성 비율을 보여주었다. 한편 방사조직의 구성 비

율은 기부에서 10～19%로 기 높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생장기간이 길어져 성숙된 부 에서는 증

가하는 상을 나타냈다. 목부섬유 구성 비율은 기

부에서 80% 내외 고 기 높이 증가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이 있었다. 

  10월에 채취한 양마 목부의 지상고 3 cm와 320 cm 

부 의 단 면 (1 mm2) 내 세포벽 비율을 측정한 결

과, 3 cm 부 에서 30.92%, 320 cm 부 에서 

46.40%로 상부가 기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마의 세

포벽율에 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목재의 세포

벽 비율에 하여 Ona et al.(2006)은 Eucalypt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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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ntage of cell components in phloem and xylem of kenaf               (unit : %)

Sampling date
Sampling position from ground

3 cm 35 cm 70 cm 105 cm 280 cm 320 cm

Phloem

Bast fiber

Jul. 25 22.7 ± 0.57 25.0 ± 0.49 27.7 ± 0.64 28.4 ± 1.06

Aug. 24 21.0 ± 0.78 23.2 ± 0.57 26.6 ± 0.21 28.8 ± 0.71

Sep. 18 21.5 ± 1.63 22.1 ± 1.41 25.3 ± 0.64 29.6 ± 0.92 38.3 ± 2.12

Oct. 20 20.1 ± 1.20 21.8 ± 1.06 27.5 ± 1.56 28.6 ± 0.64 34.6 ± 0.92

Phloem ray

Jul. 25 38.9 ± 0.49 32.6 ± 0.64 26.5 ± 1.63 17.7 ± 2.12

Aug. 24 38.7 ± 1.56 37.1 ± 0.42 30.6 ± 2.19 29.1 ± 0.85

Sep. 18 44.9 ± 0.28 42.0 ± 0.28 35.5 ± 1.77 36.0 ± 1.48 16.4 ± 2.97

Oct. 20 55.1 ± 0.71 51.1 ± 1.34 44.1 ± 2.40 29.9 ± 1.98 15.5 ± 1.98

Remainder

Jul. 25 38.5 ± 1.06 42.5 ± 0.14 46.0 ± 2.19 53.9 ± 3.18

Aug. 24 40.4 ± 2.40 39.7 ± 0.14 42.8 ± 2.19 41.6 ± 0.85

Sep. 18 33.7 ± 1.98 35.9 ± 1.13 39.4 ± 1.06 34.5 ± 2.40 45.3 ± 5.09

Oct. 20 24.9 ± 0.49 27.2 ± 2.40 28.4 ± 0.92 36.6 ± 4.45 49.9 ± 1.06

Xylem

Vessel

Jul. 25 6.5 ± 0.99 10.4 ± 1.34 19.8 ± 2.47 39.1 ± 1.63

Aug. 24 7.9 ± 0.64 10.5 ± 2.40 10.9 ± 2.62 14.0 ± 3.39

Sep. 18 7.2 ± 0.35 9.5 ± 1.84 9.7 ± 1.13 11.5 ± 2.47 29.9 ± 0.07

Oct. 20 7.1 ± 0.07 8.6 ± 1.06 9.8 ± 1.27 11.4 ± 2.05 23.1 ± 2.47

Ray

Jul. 25 10.0 ± 0.71 9.2 ± 0.57 8.9 ± 0.35 5.9 ± 0.92

Aug. 24 11.1 ± 0.71 9.9 ± 0.28 7.8 ± 0.92 6.5 ± 0.28

Sep. 18 16.7 ± 2.47 12.7 ± 1.77 10.0 ± 0.57 8.4 ± 0.71 6.8 ± 0.78

Oct. 20 18.8 ± 4.24 15.3 ± 0.49 12.2 ± 0.85 12.4 ± 1.48 6.2 ± 1.41

Xylem fiber

Jul. 25 83.5 ± 0.28 80.5 ± 1.91 71.4 ± 2.76 55.1 ± 0.71

Aug. 24 81.1 ± 1.34 79.6 ± 2.69 81.3 ± 3.54 79.5 ± 3.11

Sep. 18 76.3 ± 2.76 79.9 ± 6.58 80.3 ± 1.70 80.2 ± 3.18 67.1 ± 0.42

Oct. 20 74.2 ± 4.17 75.9 ± 1.56 78.0 ± 0.42 76.3 ± 3.54 64.5 ± 5.02

세포벽 비율이 27∼35%로 보고하고 있어, 양마의 목

부는 목재의 목부와 비슷한 세포벽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섬유 길이

  Fig. 1은 양마 사부의 인피섬유와 목부의 목부섬

유 사진이다. 인피섬유가 목부섬유에 비해 그 길이

가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생장기간과 기 높이 별로 섬유의 길

이를 측정한 결과이다. 인피섬유의 길이는 기부에서 

약 2.8 mm 으며, 기 높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고 생장기간이 길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

었다. 목부섬유 길이는 생장기간과 기 높이 증가

에 계없이 약 0.9 mm로 일정한 값이 나타났다. 

Voulgaridis et al. (2000)은 기 높이가 증가할수

록 인피섬유와 목섬유의 섬유길이는 증가한다고 보

고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피섬유만이 증가하

을 뿐, 목부섬유의 길이는 거의 일정하 다. 인피섬

유의 길이에 하여 김 등(1989)은 황마 섬유 1.5 

mm, 양마 섬유 2.0～2.1 mm, 보(김 등, 2006)에

서는 양마 섬유 2.43 mm, Fuwape (1993)는 양마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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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 Xylem fibers(a) and bast fibers(b) of the kenaf.

Table 3. Fiber length of the kenaf

Sampling date
Sampling position from ground 

3 cm 35 cm 70 cm 105 cm

Bast fiber
(㎜)

Jul.25 - - -

Aug.24 2.74 ± 0.41 2.70 ± 0.15 2.51 ± 0.12 2.73 ± 0.07

Sep.18 3.01 ± 0.16 2.98 ± 0.17 2.72 ± 0.28 2.69 ± 0.53

Oct.20 3.09 ± 0.37 3.01 ± 0.41 2.88 ± 0.32 2.78 ± 0.39

Xylem fiber
(㎜)

Jul.25 - - - -

Aug.24 0.90 ± 0.03 0.90 ± 0.09 0.89 ± 0.06 0.91 ± 0.07

Sep.18 0.90 ± 0.04 0.09 ± 0.05 0.89 ± 0.07 0.91 ± 0.04

Oct.20 0.90 ± 0.07 0.91 ± 0.09 0.88 ± 0.07 0.90 ± 0.13

유 2.66 mm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 사용된 시

료의 섬유 길이가 다소 길었다. 목부섬유의 길이는 

김 등(2006)이 보고한 0.74 mm～0.82 mm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다. 

3.4. 도관직경

  보(김 등, 2006, 이 등, 2007)에서 보고하 듯이 

양마의 횡단면에서 찰되는 조재부의 도 은 고립

공과 방사방향으로 2～3개가 복합되어 있는 방사

복합 공이 확인되었다. 조재부 도 의 생장기간과 

기 높이에 따른 직경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냈다. 방사방향  선방향의 도  직경은 생

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 고 기 높이가 높아

질수록 감소하 다. 한 도 의 직경은 방사방향의 

직경이 선방향의 직경보다 크게 나타났다. 성숙한 

기부의 도  직경은 약 70 µm 정도로 목재의 도  

직경을 구분한 IAWA의 기 의 Ⅲ등 (50～100 µm, 

작음)에 속하 다(박 등, 1987). Voulgaridis et al. 

(2000)과 김 등(2006)도 기 높이 증가에 따라 도

 직경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본 연구 결과에서의 도  

직경이 Voulgaridis et al. (2000)이 보고한 55 µm 보

다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3.5. 상대결정화도 및 결정 폭 

  Fig. 2는 양마 사부와 목부의 지상고 3 cm 부 와 

320 cm 부 에서 측정한 X선 회 강도곡선으로 천

연 셀룰로오스 결정의 회 형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는 양마의 X선 회 강도곡선으로부터 계산

한 셀룰로오스의 상 결정화도  결정 폭의 결과이

다. 상 결정화도는 사부가 70～79%, 목부가 50～

56%로 사부가 목부에 비해 약 20% 정도 높게 나타

나 보(김 등, 2006)의 결과와 유사하 다. 이것은 

사부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인피섬유의 결정성이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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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essel diameter of the kenaf

Sampling date

Sampling position from ground 

3 cm 35 cm 70 cm 105 cm

R T R T R T R T

Vessel
diameter

(μm)

Jul.25 77.56
± 15.33

66.16
± 13.21

70.26
± 16.65

57.83
± 20.09

64.84
± 12.76

49.60
± 14.11

57.73
± 12.33

47.18
± 10.08

Aug.24 84.75
± 20.65

65.33
± 16.18

84.44
± 17.24

65.93
± 17.26

82.92
± 18.88

64.87
± 19.13

81.00
± 15.13

64.31
± 17.64

Sep.18 95.77
± 12.22

71.68
± 14.42

90.23
± 14.73

69.71
± 13.56

83.14
± 16.87

67.99
± 16.92

82.09
± 15.20

67.33
± 69.88

Oct.20 98.21
± 15.24

76.47
± 18.31

92.77
± 19.88

73.10
± 20.11

88.92
± 15.66

71.11
± 14.55

86.12
± 14.11

69.88
± 15.44

* R: radial direction, T: tangential direction, ±: indicates standard deviation

Fig. 2. X-ray diffractograms of the kenaf.

Table 5. Relative crystallinity and crystallite 
width of the kenaf harvested on 
October 20

Sampling position from 
ground

3 cm 320 cm

Relative crystallinity (%)
Phloem 79 70

Xylem 56 50

Crystallite width (nm)
Phloem 3.1 3.0

Xylem 3.0 2.9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성숙한 기부의 결정화도가 

미성숙한 상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셀룰로오스

의 결정 폭은 사부가 3.0～3.1 nm, 목부가 2.9～3.0 

nm로 사부와 목부의 결정의 폭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김(1992)은 목재 셀룰로오스 

결정 폭이 침엽수재 3.11 nm, 활엽수재 3.22 nm 라

고 보고하 고, 보(김 등, 2006)에서는 부지방

에서 생장한 양마의 결정 폭이 사부가 2.68～3.24 

nm, 목부가 2.46～2.95 nm라고 보고하 다. 

4. 결  론

  양마의 생장기간과 기 높이에 따른 해부학  특

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마의 성숙에 따라 목부의 구성 비율은 증가

한 반면 수의 구성 비율은 감소하 고, 사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 사부에서 인피섬유  사 과 피층 등 기타 구

성요소의 구성 비율은 양마의 성숙에 따라 감소한 

반면 사부방사조직의 비율은 증가하 다.

  3) 목부에서 도  구성 비율은 기부가 낮고, 기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 다. 방사조직의 

구성 비율은 기 높이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고 성

숙된 부 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목부섬

유의 구성 비율은 기부에서 80% 내외로 높고 기 

높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10월에 

채취한 양마 목부의 단 면 (1 mm2) 내 세포벽 비

율은 기부에서 30.92%, 최상부에서 46.40%로 최상

부가 기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인피섬유의 평균 길이는 2.8 mm (2.4 mm~3.1 

mm)로 생장기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목섬유

의 길이는 평균 0.9 mm (0.8 mm~1.0 mm)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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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5) 도 의 방사 직경은 평균 82 µm, 선 직경은 

평균 62 µm로 방사 직경이 선 직경보다 컸고 기 

높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 다.

  6) 상 결정화도는 사부 70～79%, 목부 50～56%

로 사부가 목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7) 셀룰로오스 결정 폭은 사부 3.0～3.1 nm, 목부 

2.9～3.0 nm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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