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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산 밤나무 목재의 효율  이용을 한 기  자료를 얻기 하여 밤나무 7품종(단택, 이취, 이평, 만성, 

은기, 유마, 축 )의 목재 해부학  특성의 방사방향 변이성을 조사하 다. 즉, 횡단면에서 도 요소의 방사  

선 직경, 개수  방사조직 도를 그리고 선단면에서 방사조직 높이  개수를 학 미경법으로 측정하

다. 밤나무 7품종 목재에 있어 조재 도 요소의 방사 직경이 선 직경보다 더 컸으며, 방사  선 직경은 

수령 증가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경향이 보 다. 단  면  당 도 요소의 개수는 수령 증가에 따라 차 감소하

는 경향이 있었다. 방사조직 도는 수령 증가에 따른 증감의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하 다. 방사조직의 개수는 

수령 증가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와 조 으로 방사조직의 높이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

다. 방사조직의 높이가 높을수록 단  면 (mm2) 당 방사조직 개수는 감소하고 방사조직의 높이가 낮을수록 

방사조직 개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결론 으로 방사조직 도를 제외한 도 요소  방사조직 특성들은 

밤나무의 성숙재와 미성숙재를 단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밤나무의 품종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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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wood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seven chestnut cultivars (Tanzawa, Ibuki, Arima, 
Ginyose, Tsukuba, Riheiguri, and Mansung) grown in Korea were examin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adial variation of wood components such as diameter and number of earlywood
vessel element and ray density in cross section and number and height of ray in tangential section.
Discs were taken from the stem of seven chestnut cultivars at breath height and cut into the 
radial strip. Cross, radial, and tangential sections, 10 to 20 μm thick, were sliced with a sliding 
microtome. These sections were stained, dehydrated, and mounted with Canada balsam according
to common procedure. Measurement and observation were performed with a light microscopy. In
all chestnut cultivars, radial and tangential diameter of vessel element increased but number of 
vessel element per mm2 decreased with increasing tree age. Ray spacing (per mm) in cross section
from pith to bark showed no significant variation, while number of ray per mm2 increased but
ray height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ree age. Conclusively, the results obtained in present
study were thought to be some valuable information for separating juvenile and adult wood as
well as identifying chestnut cultivars.

Keywords : chestnut, Castanea crenata, radial variation, ray, vessel element

1. 서  론

밤나무 목재는 환공재로서 연륜이 명확하고 심재

는 담갈색, 변재는 담황색으로 심⋅변재의 구분이 명

확하다. 목리가 아름답고 경도  강도  성질이 우수

하며 내구성 역시 강하고 습기에 잘 견디므로 건축재, 

가구재, 기구재, 철도침목, 갱목 등의 재료로 사용되

어 왔다(日本材料學 木質材料部門委員 , 1982; 

佐伯, 1982; 문 등, 2004; 김 등, 2005). 한 이탈

리아에서는 수세기 동안 창문이나 문틀로 밤나무 심

재를 사용하 고(Miltz 등, 2003), 지 해 연안의 국

가들, 그 에서도 포르투갈은 밤나무를 많이 생산하

고 있으며(Guiné와 Raquel, 2006), 경제  가치가 

뛰어난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Gomes-Laranjo 등, 

2006).

국내에서 자생하는 밤나무의 품종은 총 35종이 있

으며 재배품종의 특성에 따라 조생종(early-ripen-

ing cultivars), 생종(mid-ripening cultivars)과 

만생종(late-ripening cultivars), 지방품종의 특성

에 따라 토종밤과 지방품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김 등, 2006). 

목재를 구성하는 세포는 수종 고유의 유 인자, 

환경에 따른 구성요소의 크기, 형태, 배열 등이 다양

하게 변화하며 특히 침엽수에 비해 구성요소가 복잡

한 활엽수에서 변이가 심하다. 따라서 활엽수의 도

요소의 크기, 목섬유의 길이, 방사조직의 높이 등

은 목재의 성질을 악하는 기본인자로서 단히 

요하고 동일 수종 내에서도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

동한다(박, 1981).

재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밤나무는 주로 일

본밤나무로서 재까지 많은 변종이 보고되고 있으

나(김 등, 2003; 문 등, 2004; 이 등, 2005) 그 품종

에 따른 재질 특성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보(이 등, 2008)에서는 국내산 밤나무재의 효율

 이용을 한 기  자료를 얻기 하여 7품종 목재

의 해부  물리  특성을 조사하여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보에 이어 국내산 밤나무 7품종의 목

재 해부학  특성의 방사방향 변이성을 조사하여 비

교  검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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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서는 보(이 등, 2008)와 같이 우리나

라 부와 남부지방에서 채취한 밤나무 7품종의 목

재를 공시재료로 이용하 다. 

2.2. 실험방법

2.2.1. 슬라이드 제작

흉고높이에서 원 을 채취한 후 활주식 마이크로

톰을 이용하여 3연륜 단 로 편을 제작하 다. 

편은 일반 인 방법(日本木材學 , 2000)에 의해 알

코올로 탈수한 후, 사 라닌과 라이트그린 용액으로 

이  염색하고 자일 으로 투명화한 다음 캐나다발

삼으로 입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하 다.

2.2.2. 방사방향 변이성 측정

각 슬라이드를 학 미경(Nikon ECLIPSE, E600)

과 화상분석기(IMT, I-solution Lite)를 사용하여 다음

의 항목을 측정하 다. 

도 요소 직경: 40배율의 20개 횡단면 상을 촬

하여 연륜별로 조재부 도 요소 100개의 내강직경

을 방사방향과 선방향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도 요소의 개수: 도 요소 직경 측정 후, 동일한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단  면 (mm2) 당에 분포하

는 조재부 도 요소의 개수를 50회 측정하 다. 

방사조직 높이: 40배율의 20개 선단면 상을 촬

하여 연륜별로 100개의 방사조직을 상으로 구

성 세포의 수를 측정하 다.

방사조직 개수: 방사조직의 높이를 측정한 후, 동

일한 슬라이드에서 단  면 (mm2) 당 분포하는 방

사조직의 개수를 50회 측정하 다.

방사조직 도: 20개의 횡단면 사진에서 단  길

이(1 mm) 당 출 하는 만재부 방사조직의 개수를 

50회 측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재 도관요소의 직경

Table 1은 밤나무 목재 조재 도 요소의 직경을 

연륜별로 측정한 결과이다. 환공성 수종의 일반 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조재 도 요소의 방사 직경이 

선 직경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조재 도 요소의 방

사 직경은 수심부인 3연륜에서 이평 품종의 것이 약 

248 µm로 가장 큰 반면 만성의 것은 약 187 µm로 

가장 작았다. 반면 15연륜에서는 유마 품종의 것이 

약 510 µm로 가장 큰 반면 만성의 것은 304 µm로 

가장 작았다. 조재 도 요소의 선 직경은 수심부

인 3연륜에서 이평 품종의 것이 약 188 µm로 가장 

큰 반면 만성의 것은 약 126 µm로 가장 작았다. 15

연륜에서는 이평 품종의 것이 약 308 µm로 가장 큰 

반면 만성의 것은 약 189 µm로 가장 작았다. 따라서 

품종별로 조재 도 요소의 직경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 도 요소의 방사 직경은 약 200∼500 µm, 

선 직경은 120∼370 µm까지의 범 에서 변동하 다. 

IAWA Committee (1989)는 도 요소의 선 직경 

크기에 따라 4개 등 으로 분류하 는데 본 연구에서 

얻어진 밤나무 목재 조재 도 요소의 선 직경은 3∼

4등 으로 나타나 비교  도  직경이 큰 수종인 것으

로 여겨졌다. 日本木材加工技術協 (1984)는 밤나무 

조재 도 요소의 방사 직경이 100∼400 µm, 선 직

경이 80∼250 µm인 것으로 보고하 고, 이(1994)는 

밤나무 조재 도 요소의 선 직경을 125∼270 µm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본 연구

의 경우가 다소 더 큰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은 밤나무 목재 조재 도 요소의 방사 직경

(A)과 선 직경(B)의 방사방향 변이를 나타낸 것이

다. 도 요소의 직경은 수심부에 가까운 3연륜에서 

가장 작고 수령 증가에 따라 수피부를 향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 요소 직경의 방사방향 변이에 한 연구에서 

한(1987)은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산공재의 도 요

소 선  방사 직경 모두 증가하고, 박(1981)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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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ameter of earlywood vessel element in cross section (unit : μm)

Cultivars
Growth ring. number

3 6 9 12 15 18 21 24 27 30

Tanzawa
R 222.0

± 38.4
234.3
± 73.5

356.6
± 73.5

338.3
± 54.6

414.6
± 52.3

T 178.4
± 30.1

177.8
± 51.1

224.8
± 48.9

234.8
± 42.8

270.6
± 31.8

Ibuki
R 221.9

± 28.9
339.0
± 53.8

371.8
± 50.8

417.1
± 31.9

394.1
± 41.2

T 158.5
± 24.4

214.6
± 28.7

230.2
± 30.1

270.6
± 21.3

278.6
± 31.2

Mansung
R 186.3

± 24.6
349.2
± 34.7

423.7
± 46.6

343.6
± 46.9

303.8
± 40.0

T 125.5
± 19.4

219.8
± 24.3

267.3
± 33.0

233.4
± 32.0

188.9
± 22.0

Ginyose
R 209.3

± 32.0
306.9
± 31.1

398.2
± 35.8

398.0
± 53.8

410.0
± 25.3

405.3
± 44.2

401.5
± 25.3

484.6
± 40.3

493.6
± 41.4

T 178.5
± 27.3

224.0
± 27.2

301.0
± 29.4

281.6
± 52.2

299.7
± 25.9

313.7
± 30.8

322.2
± 27.5

361.3
± 31.8

373.8
± 37.5

Arima
R 230.8

± 38.0
336.4
± 21.5

376.6
± 57.2

416.6
± 87.7

474.5
± 46.7

446.9
± 33.9

509.7
± 31.7

T 171.0
± 33..3

221.0
± 22.1

226.2
± 42.3

229.5
± 64.9

279.1
± 30.8

270.3
± 17.6

322.3
± 25.9

Tsukuba
R 232.9

± 27.8
282.1
± 36.0

351.5
± 33.9

360.6
± 28.1

386.3
± 45.3

383.3
± 30.5

376.1
± 36.6

282.2
± 32.9

448.8
± 57.0

473.8
± 32.4

T 178.3
± 23.7

226.9
± 37.5

265.0
± 23.0

247.5
± 22.6

294.4
± 25.9

291.2
± 36.6

290.4
± 34.3

193.4
± 27.2

311.3
± 33.5

322.9
± 20.5

Riheiguri
R 248.2

± 43.7
311.6
± 25.0

263.9
± 47.1

342.3
± 39.3

416.6
± 42.0

464.0
± 34.4

429.4
± 36.9

T 187.7
± 28.2

234.7
± 26.8

199.8
± 30.9

250.3
± 35.0

308.3
± 23.6

274.3
± 23.8

302.2
± 37.8

R: Radial diameter, T: Tangential diameter

공재의 도 요소 직경 역시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한 Ash (Heliῇska-Raczkowska and Fabisiak, 

1999), Teak (Bhat et al., 2001), Cork oak (Leal 

et al., 2007)와 Eucalyptus (Sharma et al., 

2005; Veenin et al., 2005)도 수령이 증가함에 따

라 도 요소의 직경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각

각 보고한 바 있다. 

3.2. 조재 도관요소의 개수

Table 2는 밤나무 목재의 단  면 (mm2) 당 조

재 도 요소의 개수를 연륜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수심부에 가까운 3연륜에서는 8∼12개, 수피부에서

는 4∼7개로 수심부에서 도 요소의 개수가 많았다. 

Fig. 2는 밤나무의 단  면 (mm2) 당 조재 도

요소 개수의 방사방향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도

요소 개수는 4∼12개 범 에서 변동하 다. 수심부

에 가까운 3연륜에서는 도 요소 개수가 상당히 많

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령이 증가할수록 차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

재 도 요소의 직경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 으로 

단  면  당 도 요소 개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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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Radial variation of radial (A) and tangential (B) diameter of earlywood vessel element.

Table 2. Number of earlywood vessel element per mm2 in cross section

Cultivars
Growth ring number

3 6 9 12 15 18 21 24 27 30

Tanzawa 9.8 ± 1.0 8.6 ± 1.2 6.6 ± 1.2 6.1 ± 1.4 5.3 ± 0.7

Ibuki 10.1 ± 1.1 7.1 ± 1.0 5.2 ± 0.8 4.0 ± 0.7 4.3 ± 0.7

Mansung 10.9 ± 1.4 6.9 ± 0.8 5.0 ± 0.7 5.1 ± 0.7 6.9 ± 1.1

Ginyose 11.5 ± 1.3 9.4 ± 0.8 5.8 ± 1.5 5.7 ± 0.7 5.5 ± 1.0 6.4 ± 0.8 5.9 ± 0.8 5.4 ± 0.7 4.9 ± 0.6

Arima 11.5 ± 1.4 6.9 ± 0.6 5.5 ± 0.6 4.9 ± 1.0 4.8 ± 0.8 4.8 ± 0.7 3.8 ± 0.8

Tsukuba 11.7 ± 1.1 9.2 ± 0.9 7.1 ± 0.8 5.8 ± 0.7 5.1 ± 0.7 5.2 ± 0.5 4.5 ± 0.5 4.0 ± 0.8 3.6 ± 0.8 3.7 ± 0.6

Riheguri 8.2 ± 1.1 6.6 ± 1.2 5.6 ± 0.8 5.0 ± 0.7 4.6 ± 0.7 4.1±0.6 4.4 ± 0.5

Fig. 2. Radial variation of the number of earlywood vesse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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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dial variation of ray spacing.

Table 3. Ray spacing (No./mm) in cross section

Cultivars
Growth ring number

3 6 9 12 15 18 21 24 27 30

Tanzawa 8.7 ± 1.5 8.2 ± 1.3 7.6 ± 1.5 9.7 ± 1.3 9.5 ± 1.3

Ibuki 10.1 ± 1.1 10.1 ± 1.7 10.1 ± 1.9 11.0 ± 1.7 10.1±1.5

Mansung 10.3 ± 1.2 10.8 ± 1.5 10.2 ± 2.2 9.7 ± 1.4 10.3 ± 1.9

Ginyose 9.6 ± 1.6 9.3 ± 1.0 9.4 ± 1.4 9.4 ± 1.5 8.3 ± 1.7 9.9 ± 1.5 9.4 ± 1.4 9.4 ± 1.5 9.0 ± 1.0

Arima 10.9 ± 1.9 10.1 ± 1.4 10.2 ± 1.3 10.1 ± 1.4 10.4 ± 1.5 10.4 ± 1.3 9.7 ± 1.4

Tsukuba 9.5 ± 1.2 10.1 ± 1.3 9.4 ± 1.2 9.5 ± 1.4 9.5 ± 1.4 9.0 ± 1.5 9.0 ± 1.1 10.3 ± 1.2 8.5 ± 1.5 8.4 ± 1.6

Riheiguri 8.8 ± 1.1 8.7 ± 1.2 8.9 ± 0.8 9.0 ± 0.7 9.2 ± 0.7 9.3 ± 0.6 9.2 ± 0.5

할 수 있다. 도 요소 개수의 방사방향 변이와 련

하여 한(1987)은 산공재의 단  면  당 도 요소 

개수를 조사한 결과 수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 고, 환공재인 Ash (Heliῇska-Raczkowska 

and Fabisiak, 1999), cork oak (Leal et al., 

2007)와 Eucalyptus (Veenin et al., 2005)에서도 

단  면  당 도 요소 개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조재 도 요소의 

직경이 수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 반비례

으로 도 요소의 개수는 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방사조직 밀도

Table 3은 밤나무 목재의 방사조직 도 방사방향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횡단면에서 선방향으로 단

 길이(mm) 당 방사조직의 도는 7∼11개 범

에서 변동하 다. 방사조직 도는 이취, 만성, 유마 

품종의 것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단택의 것이 비

교  낮은 방사조직 도를 보 다. IAWA Committee 

(1989)의 등 에 따르면 밤나무 목재의 방사조직 

도는 3개 등   2등 으로써 간 등 으로 나타

났다. 이(1997)는 밤나무의 1 mm 내 방사조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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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ay number per mm2 in tangential section

Cultivars
Growth ring number

3 6 9 12 15 18 21 24 27 30

Tanzawa 58.3 ± 2.7 64.7 ± 5.2 74.7 ± 5.9 87.2 ± 4.2 79.8 ± 4.7

Ibuki 63.5 ± 9.4 78.1 ± 4.9 78.2 ± 6.5 92.0 ± 3.4 87.9 ± 4.4

Mansung 55.9 ± 6.3 72.9 ± 6.3 72.9 ± 6.4 73.2 ± 5.0 84.5 ± 3.7

Ginyose 55.8 ± 5.5 56.5 ± 4.4 60.1 ± 2.4 62.9 ± 2.9 54.1 ± 3.6 64.4 ± 2.2 64.5 ± 1.7 65.2 ± 4.2 65.8 ± 2.8

Arima 52.3 ± 4.1 61.3 ± 2.0 61.6 ± 2.4 64.8 ± 5.3 67.6 ± 3.2 69.9 ± 5.2 73.3 ± 6.9

Tsukuba 49.5 ± 3.5 56.2 ± 4.1 59.3 ± 4.0 62.7 ± 2.6 63.6 ± 2.9 63.5 ± 5.6 67.7 ± 2.1 76.7 ± 5.5 76.6 ± 3.4 77.7 ± 6.0

Riheiguri 62.1 ± 3.3 64.2 ± 3.7 68.4 ± 1.2 69.8 ± 1.4 69.8 ± 3.0 71.4 ± 6.1 71.6 ± 2.7

Fig. 4. Radial variation of ray number in tangential section.

수가 7∼10개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상당

히 유사하 다.

Fig. 3은 밤나무 목재 방사조직 도의 방사방향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방사조직 도는 수심부와 

수피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수령 증가

에 따른 특별한 경향도 보이지 않았다.

3.4. 방사조직 개수

Table 4는 밤나무 목재 방사조직 개수의 방사방향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선단면에서 단  면

(mm2) 당 방사조직의 개수는 49∼87개 범 에서 

변동하 다. 수심부에 가까운 3연륜에서는 이취와 

이평 품종의 방사조직 개수가 많았고 축 와 유마의 

것이 었다. 수피부에 가까운 연륜에서는 이취와 

만성 품종의 것이 많았고 은기의 것이 가장 었다. 

Fig. 4는 밤나무 목재 방사조직 개수의 방사방향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방사조직의 개수는 수심부에 

가까운 3연륜에서 가장 게 나타나다가 수령 증가

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품종별로

는 이취가 가장 많은 방사조직 개수를 보인 반면 은

기가 체로 었다. Lev-Yadun (1998)은 P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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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dial variation of ray height in tangential section.

Table 5. Ray height in tangential section (unit : cells)

Cultivars
Growth ring number

3 6 9 12 15 18 21 24 27 30

Tanzawa 10.9 ± 5.1 9.9 ± 5.0 7.3 ± 3.6 6.5 ± 3.5 6.0 ± 2.7

Ibuki 9.4 ± 4.4 7.7 ± 4.2 6.7 ± 3.3 5.9 ± 3.2 6.1 ± 3.1

Mansung 10.5 ± 5.2 8.8 ± 3.4 7.6 ± 3.5 7.1 ± 3.2 6.2 ± 2.7

Ginyose 8.8 ± 3.6 8.0 ± 3.3 7.2 ± 3.1 6.7 ± 2.9 6.7 ± 2.9 6.8 ± 3.3 6.9 ± 2.5 6.7 ± 3.1 6.5 ± 2.8

Arima 10.8 ± 3.9 9.6 ± 4.1 8.2 ± 3.5 7.4 ± 3.4 7.2±3.2 7.1 ± 3.1 6.7 ± 2.9

Tsukuba 11.4 ± 3.5 9.9 ± 3.9 8.9 ± 3.7 8.1 ± 3.0 7.5 ± 3.5 7.3 ± 3.4 7.1 ± 3.3 6.7 ± 2.1 5.9 ± 2.1 5.4 ± 1.7

Riheiguri 10.1 ± 3.5 9.1 ± 4.1 7.9 ± 3.6 7.2 ± 2.9 7.6 ± 2.7 7.6 ± 2.5 7.0 ± 2.4

halepensis와 Pinus pinea의 그리고 Leal et al. 

(2006)은 Cork oak의 방사조직의 개수를 조사한 결

과, 단  면 (mm2) 당 방사조직의 개수는 수령이 증

가할수록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 등(1987)은 활엽수재의 

방사조직의 개수는 수령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고

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3.5. 방사조직 높이

Table 6은 밤나무 목재에 있어 수령 증가에 따른 

방사조직 높이의 방사방향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방사조직의 높이는 5∼12 세포고의 범 에서 변동 

하 다. 체로 수심부에서 높고 수피부에서 낮은 

경향을 보 다. 수심부에 가까운 3연륜에서는 축  

품종의 것이 약 11세포고로 가장 높았고 은기의 것

이 약 9 세포고로 가장 낮았다. 반면 수피부에 가까

운 연륜에서는 이평의 것이 약 7 세포고로 가장 높은 

반면 축 의 것이 약 5 세포고로 가장 낮았다. 日本

木材加工技術協 (1984)는 밤나무의 방사조직 높이

가 1∼21 세포고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보다 

그 범 가 다소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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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밤나무 목재 방사조직 높이의 방사방향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수심부에 가까운 3연륜에서

는 방사조직의 높이가 높았으나 수령 증가에 따라 

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방사조직 개수의 

방사방향 변이와 상반되는 결과로, 방사조직의 높이

가 낮을수록 방사조직의 개수가 증가하고 방사조직

의 높이가 높을수록 방사조직의 개수가 감소하는 경

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한(1987)은 

산공재의 방사조직 높이는 수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

하다가 일정해진다고 보고하 고, 박(1981)은 환공

재의 방사조직 높이는 수종에 따라 다른데 변화가 없

거나 격하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고 보고하 다 한 Lev-Yadun (1998)은 Pinus 

halepensis와 Pinus pinea의 방사조직 높이는 수령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박 등(1987)은 도

밤나무의 방사조직 높이는 수령 증가에 따라 낮아진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

었다.

4. 결  론

국내산 밤나무 목재의 효율  이용을 한 기  자

료를 얻기 하여 밤나무 7품종의 도 요소와 방사조

직의 방사방향 변이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밤나무 도 요소의 방사 직경이 선 직경보다 더 

컸으며, 방사  선 직경 모두 수령 증가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단  면  당 도 요

소의 갯수는 수령 증가에 따라 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방사조직 도는 수령 증가에 따른 증감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 방사조직의 개수는 수령 증가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방사조직의 높이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방사조직의 높이가 높을

수록 단  면 (mm2)당 방사조직의 개수는 감소하

고 방사조직의 높이가 낮을수록 방사조직의 개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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