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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 성장한 주요 침엽수 3종(소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의 수간 내 셀룰로오스 상 결정화도와 결정

폭에 한 수평방향  수직방향 변이를 X선 회 법에 의해 조사하 다. 각 수종의 상 결정화도 평균값은 소나

무 60.6%, 잣나무 61.7%, 리기다소나무 49.4%로 리기다소나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시 수종의 상 결정화

도는 약 10∼15연륜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 주었고 만재부의 상 결정화도가 조재부의 

상 결정화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소나무 상 결정화도는 수 부보다 기부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잣나무, 리기다소나무는 수고에 따른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각 수종의 셀룰로오스 결정폭은 

3수종 모두 2.8∼3 nm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수평방향  수직방향, 조만재 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상 결정화도와 결정폭  상 결정화도는 국내산 주요 침엽수재의 미성숙재와 성숙재를 구분하는 재질 지표의 

하나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ABSTRACT

  Radial and vertical variations of relative crystallinity and crystallite width of cellulose within 
stems of three softwoods (Pinus densiflora S. et Z., P. koraiensis S. et Z, P. rigida Mill.) g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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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were examined by an X-ray diffraction method. The mean of relative crystallinity was
61.7% in P. koraiensis, 60.6% in P. densiflora and 49.4% in P. rigida. The degree of crystallinity
in earlywood and latewood increased with the age from pith to about 10∼15 years, and then re-
mained almost constant value. The relative crystallinitiy of latewood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earlywood. The relative crystallinity in P. densiflora was a little lower at the base of stem,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height was shown in P. koraiensis and P. rigida. The crystallite 
widths in the stems were 2.8 to 3.0 nm, bu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earlywood and late-
wood by height. In conclusion, the relative crystallinity appeared to be a useful index for separat-
ing juvenile wood from adult wood in the softwoods of P. densiflora, P. koraiensis, and P. rigida
grown in Korea.

Keywords : X-ray diffraction, relative crystallinity, crystallite width, cellulose, Pinus densiflora,
Pinus koraiensis, Pinus rigida.

1. 서  론

  목재의 조직이나 구성 요소의 크기는 수로부터의 

연륜 수나 지상고 등 수간 내의 부 에 따라 다르다

(George, 1991). 따라서 목재의 구조와 재질은 동일 

개체 내에서도 각 부 에 따라 변이성을 보이게 된

다. 이러한 변화는 측분열조직인 유 속형성층 세포

로부터의 분열, 확 , 성숙 목화 과정을 거치는 세포 

형성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성숙한 수목의 수간 내에서는 방사방향으로 미성숙

재, 이행재  성숙재의 3부분으로 구분된다(Pan-

shin and de Zeeuw, 1980). 이 가운데 성숙재와 미

성숙재는 물리 , 화학 , 해부학  특성에 차이가 

있어 재질에 크게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즉, 미성숙재는 성숙재보다 연륜폭의 변화(Zhu 

et al., 1998)와 마이크로피 릴경각(Fang et al., 

2006; Lichtenegger et al., 1999; Wahsusen et al., 

2005; 이와 김 2005)이 크고, 만재율과 비 이 낮으

며 가도  길이가 짧고(Alteyrac et al., 2006; Bao 

et al., 2001; Fujiwara and Yang 2000; Zhu et al., 

2000; 이와 김 2005; 박 등 2007), 상  결정화도는 

낮은 것(Andersson et al., 2003; Wellwood et al. 

1974)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결정의 폭은 Val-

onia, Cotton, Ramie, 목재 등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ngel and Wegner, 1984; 

Harada and Goto, 1982; Preston., 1974; Lewin 

and Goldstein 1991). 이러한 셀룰로오스 결정의 변

이성은 셀룰로오스를 기반으로 하는 셀룰로오스계 

생물 재료의 요한 특성으로 생각되고 있다. 목재

도 셀룰로오스계 재료의 하나로서 목재의 재질 특성

은 셀룰로오스 결정의 향을 받는다. 특히, 상  결

정화도는 목재 세포벽 의 셀룰로오스의 결정성 비

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 계수, 경도, 치수안

정성, 함수율, 연신율, 유연성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1961; Parresol et al., 

1998).

  이와 같이 상 결정화도는 목재의 특성에 크게 

향을 미치며 성숙재와 미성숙재를 구분하는 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

산 침엽수재의 재질 평가를 한 지표를 마련하기 

하여 수간 내에서의 목재 미세구조 변이성을 수평

방향  수직방향에 하여 조사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강원 학교 구내림에서 비교  생장이 양호한 소

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각 1본을 채취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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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trees
Species Tree age Height (m) DBH* (cm) Locality

Pinus densiflora S. et Z. 47 13.5 47

Chuncheon, KoreaPinus koraiensis S. et Z. 35 13.5 35

Pinus rigida Mill. 34 11.5 24

*Diameter at breast height

Fig. 1. Representativ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earlywood in the sample trees.

시재료로 사용하 다(Table 1).

2.2. 실험방법

2.2.1. 시료 제작

  각 수종별로 0.2, 1.2, 3.2, 5.2, 7.2, 9.2, 11.2 m 

높이에서 원 을 채취하 다. X선 회  시료는 각 

원 의 수에서 수피방향으로 각 연륜마다 조재부와 

만재부를 구분하여 두께(R방향) 약 1 mm, 길이(L방

향) 20 mm, 폭(T방향) 10 mm의 크기로 각각 2개씩 

제작하 으며 제작된 시료는 데시게이터에 보 하

다.

2.2.2. 결정화도 및 셀룰로오스 결정폭 측정

  X선 회  실험은 RIGAKU社의 DMAX 2100V를 

사용하 다. X선은 Ni filter로 단색화한 CuKa선을 

사용하 으며, 조건은 40 kV, 40 mA 다. 상 결정

화도와 셀룰로오스 결정폭은 Segal법(Segal et al., 

1959)과 Scherrer식(Scherrer, 1918)으로 계산하

다. 각 수종의 평균치 통계 분석은 각 수종의 조재

부, 만재부, 미성숙재, 성숙재, 각 수고별 체 결과

를 이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상대결정화도 

  Table 2는 각 수종의 성숙재와 미성숙재, 조재부

와 만재부의 상 결정화도를 나타내고 있다. 3수종

의 조재부와 만재부의 상 결정화도 평균값은 소나

무 60.7%, 잣나무 61.6%, 리기다소나무 49.4%로서 

리기다소나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숙재와 미성

숙재를 구분하여 상 결정화도 측정한 결과 소나무 

미성숙재 58.4%, 성숙재 60.3%, 잣나무 미성숙재 

57.3%, 성숙재 64.9%, 리기다소나무 미성숙재 46.5 

%, 성숙재 53.1%로서 모든 수종에서 성숙재가 미성

숙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Wellwood et al. 

(1974)은 미송의 상 결정화도 연구에서 미성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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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of relative crystallinity in sample trees
Relative crystallinity (%)

P. densiflora t-test P. koraiensis t-test P. rigida t-test

JW vs AW 58.4 ± 3.7 60.3 ± 3.6 -7.10* 57.3 ± 4.1 64.9 ± 2.2 -5.51* 46.5 ± 4.9 53.1 ± 2.4 -5.87*

EW vs LW 58.3 ± 2.4 63.0 ± 2.7 15.4* 61.0 ± 4.3 62.5 ± 3.6 -0.74 49.5 ± 1.6 49.4 ± 2.6 -1.44

Total means 60.7 ± 2.5 61.6 ± 1.6 49.4 ± 2.1

JW: Juvenile wood, AW: Adult wood, EW: Earlywood, LW: Latewood
*P ＜ 0.0005, **P ＜ 0.005, ***P ＜ 0.05

47.6%, 성숙재 61.7%로 보고하 다. 한, Wang 

and Chiu (1990)는 일본 삼나무의 상 결정화도가 

본 실험의 결과와 비슷하게 미성숙재 56.7∼58.8%, 

성숙재 61.5∼64.6%인 것으로 보고하 다. 한 각 

수종별 조재부와 만재부의 상 결정화도는 소나무 

조재 58.3%, 만재 63.0%, 잣나무 조재 61.0%, 만재 

62.5%, 리기다소나무 조재 49.5%, 만재 49.4%로서 

리기다소나무를 제외한 두 수종에서 만재가 조재보

다 다소 높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 의 연구

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Lee, 1961; Newman 

and Hemmingson, 1990; Parresol et al., 1998; Ta-

naka et al., 1981; Wellwood et al., 1974).

  각 수종의 성숙재와 미성숙재, 조재부와 만재부간

의 셀룰로오스 결정화도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잣

나무 조재부와 만재부, 리기다소나무 조재부와 만재

부를 제외한 모든 부 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3.1.1. 수평방향 변이

  Fig. 2는 각 수종의 수에서 수피방향으로의 연륜 

증가에 따른 조재부와 만재부의 상 결정화도를 측

정한 결과이다. 상 결정화도는 3수종 모두 수 부

에서 낮고 약 10∼15 연륜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거

의 일정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삼나무 수간 내에

서의 상 결정화도에 한 연구에서 組父江 등

(1970)은 수에서 수피방향을 향해 10∼15 연륜까지 

증가하다가 거의 일정해진다고 보고하 다. 한 

Andersson et al. (2003)은 노르웨이 가문비나무의 

경우 4∼10 연륜까지 증가하다가 일정해졌다고 보

고하고 있다. 김과 이(1998)는 편백나무 각 연륜의 

상 결정화도를 측정한 결과 수심부에 가까운 5 연

륜과 10 연륜의 상 결정화도는 20 연륜 이상 부

보다 10% 정도 낮은 결과 값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는 비교  많은 편이다

(Lee, 1961; Jahan and Mun, 2005; Wang and 

Chiu, 1990). 이러한 수간 내 변이성은 성숙재와 미

성숙재를 나타내는 요한 지표로 생각된다. 성숙재

와 미성숙재를 구분하는 인자로서 가도  길이와 마

이크로피 릴 경각 등에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져 왔다. 즉, 가도  길이 변이에 한 연구에서 이

와 김(2005)은 일본잎갈나무의 가도  길이는 15∼

20 연륜까지 증가하다가 거의 일정해진다고 보고하

다. 박 등(2007)은 일본잎갈나무의 가도  길이 

변이는 10∼15 연륜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일정해 지

며, 마이크로피 릴 경각은 21 연륜까지 차 감소

하며 이후 안정된다고 보고하 다.

3.1.2. 수직방향 변이

  Table 3은 수고별 조재부와 만재부의 상 결정화

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소나무의 경우 0.2와 11.2 m

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잣나무, 리기다소나무는 

수고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수직방향 

변이성에 하여 祖父江 등(1970)은 수고에 따른 상

결정화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하 다. 한, 

Wang and Chiu (1990)는 일본 삼나무에 있어 기부

와 단부(梢端部)의 상 결정화도가 다른 높이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하 는데 이는 본 

연구의 소나무 결과와 략 일치한다. 수직방향의 

재질 단을 한 연륜폭, 도  만재율 등(Ban-

na, 1965; Larson, 1962a, b; Zhu et al., 1998 ; 祖

父江 등, 1970)에 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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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patterns of relative crystallinity with age in the sample trees.

나 결정성의 변이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의 결과처럼 수고방향에서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다른 인자들보다 비교  어렵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는 각 수종의 흉고높이를 기 으로 수고에 

따른 조재부와 만재부 상 결정화도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소나무 조재부 11.2 m, 만재부 11.2 

m, 잣나무 만재부 1.2, 3.2 m, 리기다소나무 만재부 

1.2 m에서 부분 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따라

서 각 수종별 수고에 따른 상 결정화도 상 계는 

수종의 조재부와 만재부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

냈다.

3.2. 결정폭

  Table 5는 각 수종의 성숙재와 미성숙재, 조재부

와 만재부의 결정폭을 나타낸 결과이다. 3수종의 조

재부와 만재부의 결정폭 평균값은 소나무 2.87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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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of relative crystallinity at each height of sample trees
Relative crystallinity (%)

P. densiflora P. koraiensis P. rigida

Earlywood Latewood Earlywood Latewood Earlywood Latewood

0.2 m 55.9 ± 4.7 59.7 ± 5.3 62.8 ± 6.5 60.1 ± 6.7 50.2 ± 6.5 49.4 ± 6.3

1.2 m 54.9 ± 3.8 60.7 ± 2.4 62.4 ± 6.0 64.6 ± 4.9 47.6 ± 5.6 49.8 ± 7.4

3.2 m 57.9 ± 4.7 63.4 ± 3.9 59.2 ± 4.7 61.6 ± 4.8 48.9 ± 6.1 51.5 ± 6.2

5.2 m 56.8 ± 4.7 62.3 ± 5.3 60.6 ± 4.8 62.6 ± 3.9 51.7 ± 5.5 52.6 ± 6.6

7.2 m 58.8 ± 3.7 66.4 ± 3.9 58.2 ± 4.6 61.9 ± 4.0 50.6 ± 6.6 48.9 ± 6.0

9.2 m 61.6 ± 3.6 63.0 ± 4.5 62.7 ± 5.5 63.9 ± 3.3 46.9 ± 7.4 44.2 ± 7.1

11.2 m 62.6 ± 2.7 66.0 ± 4.2 61.2 ± 6.6 63.4 ± 3.7 48.9 ± 5.9 49.5 ± 5.8

Means 58.3 ± 2.6 63.0 ± 2.4 61.0 ± 1.7 62.5 ± 1.5 49.5 ± 1.6 49.4 ± 2.6

Table 4. T-test of relative crystallinity at each height
0.2 m 3.2 m 5.2 m 7.2 m 9.2 m 11.2 m

P. densiflora (1.2 m)
Earlywood 1.26 -2.96 -1.29 -4.80 -6.18 -8.27*

Latewood -1.72 -4.43 -2.06 -7.62 -2.37 -6.34*

P. koraiensis (1.2 m)
Earlywood 0.33 1.71 0.26 1.45 -2.50 -2.06

Latewood -5.06* 3.34*** 1.00 0.72 -2.25 -1.63

P. rigida (1.2 m)
Earlywood -1.15 -2.02 -2.41 -0.71 0.12 -5.04

Latewood 1.57 0.98 -3.71*** -3.26 -1.67 -2.80

*P ＜ 0.0005, **P ＜ 0.005, ***P ＜ 0.05

Table 5. Means of crystallite width in sample trees
Crystallite width (nm)

P. densiflora t-test P. koraiensis t-test P. rigida t-test

JW vs AW 2.88 ± 0.05 2.85 ± 0.05 0.27 3.01 ± 0.02 3.02 ± 0.09 -2.29 2.86 ± 0.07 2.85 ± 0.05 0.77

EW vs LW 2.86 ± 0.08 2.88 ± 0.08 0.39 3.02 ± 0.02 3.00 ± 0.06 -2.11 2.87 ± 0.04 2.87 ± 0.02 -2.19

Total means 2.87 ± 0.08 3.01 ± 0.04 2.87 ± 0.02

JW: Juvenile wood, AW: Adult wood, EW: Earlywood, LW: Latewood
*P ＜ 0.0005, **P ＜ 0.005, ***P ＜ 0.05

잣나무 3.01 nm, 리기다소나무 2.87 nm로 각 수종 

간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 성숙재와 미성

숙재를 구분하여 결정폭을 측정한 결과 소나무 미성

숙재 2.88 nm, 성숙재 2.85 nm, 잣나무 미성숙재 

3.01 nm, 성숙재 3.02 nm, 리기다소나무 미성숙재 

2.86 nm, 성숙재 2.85 nm로서 성숙재와 미성숙재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국내산 목

재의 셀룰로오스 결정폭 연구에서 침엽수 3.11 nm, 

활엽수 3.22 nm라고 보고한 이와 김(1992)의 결과

와 유사하 다. 결정의 폭은 Valonia 14.3 nm, 

Cotton 2.5 nm, Ramie 2.5 nm, 목재 2∼3 nm 등 재

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Fengel and 

Wegner, 1984; Harada and Goto, 1982; Preston, 

1974; Lewin and Goldstein, 1991)되고 있다.

  각 수종의 성숙재와 미성숙재, 조재부와 만재부 

간의 셀룰로오스 결정폭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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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crystallite width with age from pith in latewood of the sample trees at breast 
height.

Table 6. Means of crystallite width at each height of sample trees
Crystallite width means (nm)

P. densiflora P. koraiensis P. rigida

Earlywood Latewood t-test Earlywood Latewood t-test Earlywood Latewood t-test

0.2 m 2.89 ± 0.09 2.88 ± 0.10 0.39 2.98 ± 0.12 3.02 ± 0.09 -1.57 2.82 ± 0.08 2.90 ± 0.08 -3.95

1.2 m 2.76 ± 0.13 2.83 ± 0.06 -2.60 3.05 ± 0.06 3.01 ± 0.06 2.85 2.80 ± 0.09 2.86 ± 0.08 -2.99

3.2 m 2.88 ± 0.07 2.89 ± 0.08 -0.75 3.00 ± 0.07 2.96 ± 0.06 2.48 2.89 ± 0.09 2.86 ± 0.07 0.97

5.2 m 2.77 ± 0.08 2.84 ± 0.09 -3.50 3.01 ± 0.06 2.98 ± 0.05 1.91 2.87 ± 0.08 2.90 ± 0.07 -0.97

7.2 m 2.82 ± 0.06 2.84 ± 0.07 -0.51 3.01 ± 0.05 2.98 ± 0.03 2.09 2.94 ± 0.13 2.88 ± 0.14 1.79

9.2 m 2.97 ± 0.07 2.86 ± 0.08 5.27 3.05 ± 0.07 3.03 ± 0.06 1.46 2.86 ± 0.14 2.90 ± 0.14 -1.22

11.2 m 2.96 ± 0.06 3.00 ± 0.09 -1.60 3.03 ± 0.03 3.01 ± 0.04 1.56 2.89 ± 0.15 2.93 ± 0.16 2.44

Means 2.86 ± 0.08 2.88 ± 0.05 3.02 ± 0.02 3.00 ± 0.06 2.87 ± 0.04 2.87 ± 0.02

*P ＜ 0.0005, **P ＜ 0.005, ***P ＜ 0.05

부분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3.2.1. 수평방향 변이 

  Fig. 3은 각 수종별 수에서 수피방향으로의 연륜 

증가에 따른 셀룰로오스 결정폭 측정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3수종 모두 2.8∼3 nm로서 연륜 증가에 따

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Andersson et al. (2003)은 

가문비나무의 셀룰로오스 결정폭이 약 3.2 nm로 연

륜 증가에 따른 변화는 없다고 보고하 다. 한 김

과 이(1998)는 편백나무의 수간 내에서 셀룰로오스 

결정폭변이는 3∼3.5 nm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

고하 다. 이처럼 셀룰로오스 결정폭은 수간 내에서 

변이성을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숙재와 미성숙

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로 삼기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되었다. 

3.2.2. 수직방향 변이

  Table 6은 각 수종별 셀룰로오스 결정폭의 수고별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소나무 조재 2.86 nm, 만

재 2.88 nm, 잣나무 조재 3.02 nm, 만재 3.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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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다소나무 조재 2.87 nm, 만재 2.87 nm로 나타

났다. 이는 소나무의 셀룰로오스 결정폭이 수간  

부 에 걸쳐 약 3.2 nm로 일정하다고 한 Tanaka et 

al. (1981)의 보고와 유사하 다.

  각 수종별 수고에 따른 조재부와 만재부의 셀룰로

오스 결정폭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4. 결  론

  국내산 주요 침엽수재의 수간 내 미세구조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 결정화도는 수 부근에서 낮고 수피 쪽을 

향해 약 11∼15 연륜까지 증가하다가, 그후 거의 일

정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미성숙재와 성숙재에 따

라 비교  명확한 차이를 보 다.

  2) 소나무와 잣나무 만재부의 상 결정화도 값이 

조재부의 것보다 다소 큰 값을 나타냈다. 

  3) 상 결정화도는 잣나무가 가장 크고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순으로 작았다. 

  4) 수고에 따른 상 결정화도는 소나무 기부의 조

재부와 만재부 그리고 단부(梢端部)에서 다소 낮

게 나타났으나, 잣나무와 리기다소나무는 수고에 따

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5) 결정폭은 수종, 조⋅만재, 수고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결론 으로 상 결정화도는 소나무, 잣나무, 리기

다소나무의 미성숙재와 성숙재를 구분할 수 있는 하

나의 지표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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