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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라디에타 소나무(Pinus radiata D.Don)를 이용하여 압체 온도와 시간에 따른 압 화 목재의 경도와 치수안

정성을 조사하 다. 압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표면경도도 함께 증가하 다. 열압체 시간 30분을 기 으로 

압체 온도 70°C에서는 경도 값이 5.0 N/mm2, 220°C에서 15.6 N/mm2으로 312% 향상되었으며, 60분에서는 

313%, 90분에서는 224%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회복실험 결과 열압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치수고

정효과는 상승한 반면 압체 시간의 증가에 의한 치수고정효과는 미약하 다. 각 측정결과 압체 온도와 

시간의 증가와 함께 각도 증가했으며 압체 온도 220°C에서는 90° 이상의 각을 나타내어 표면이 소수

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t was investigated the hardness and dimensional stability of heat-compressed wood by 

compression temperature and time. The surface hardness of heat-compressed wood increased 

with increasing compression temperature. The lowest hardness value (5.0 N/mm2) was observed

in the temperature 70°C while the highest value (15.6 N/mm2) was obtained in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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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220°C. Dimensional recovery test results showed that fixation of compression set 

improved with increasing compression temperature. However, the fixation effects were negligible 

by press time. Contact angle increased with increasing press temperature and time. 

Keywords : heat-compressed wood, hardness, dimensional stability, contact angle

1. 서  론

라디에타 소나무(Pinus radiata D. Don)는 목재산

업에서 리 이용되고 있는 주요 수입산 침엽수종이

다. 라디에타 소나무의 천연 분포지는 미국 캘리포니

아 남부이지만, 조림목으로 장려되어 세계 으로 가

장 많이 식재되고 있는 수종이다. 지에 식재하 을 

때는 생장이 단히 빨라 20년이면 수고가 30 m, 직

경이 50 cm에 달한다. 기건비 은 0.48 정도로 나뭇

결은 균일하고 건조가 빠르며, 비 에 비해 단단한 

편으로 가공이 용이하나 옹이 주변에 갈라짐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내구성이 낮은 것이 흠이다. 

이러한 비 , 속성수종의 물리 ⋅기계  물성

을 향상시키기 해 열압 화 방법이 이용된다

(Norimoto, 1993; Wang, 2000). 압 화된 목재는 비

 증가에 의해 강도 인 특성이 하게 향상된다. 

열압공정은 목재의 건조속도, 평형함수율, 흡습성, 

치수안정성, 내구성, 표면품질, 괴계수, 탄성계수, 

Janka 경도, 표면 마모도, 못 뽑기 강도, 단계수 

등에 향을 미친다(Tabarsa, 1995; Kubojima 등, 

2003; Wang 등, 2005). Unsal 등(2008)은 소나무 보

드의 내부 도분포, Janka 경도, 함수율에 해 압

력과 온도가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압 화 압력과 

온도의 증가에 따라 도와 Janka 경도가 증가한다

고 보고하 다. 그리고 Unsal 등(2003)은 유칼립투

스의 물리 ⋅기계  물성에 한 열처리의 향을 

연구하여 열처리 시간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도, 팽

윤성, Janka 경도 값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Cadan 등(2010)은 열압 화한 미송 단 의 표면 품

질을 연구하여 압력이 증가할수록 단 의 표면 거칠

기가 개선된다고 보고하 다. 이 외에도 목재의 열압

화를 통한 흡수성, 팽윤성, 부패  흰개미에 한 

항성이 연구되었다(Unsal, 2009).

목재를 압 화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가장 큰 문제

은 수분에 의해 압 화목재가 스 링백 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Seborg 등(1945)

은 목재를 압 화하는 동안 열처리를 하여 Staypak

으로 알려진 도가 높고 치수안정성이 높은 목재를 

개발하 다. 그리고 Inoue 등(1993)은 수증기와 열

처리를 이용한 압 화 목재의 고정에 한 연구에서 

200°C에서 1분, 180°C에서 8분 동안 수증기 처리를 

할 경우 압 화재의 압축세트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라디에타 소나무를 각기 다른 온도

와 시간으로 열압 화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찰하 다. 경도란 목재표면에 변형을 부여

하려고 할 때, 목재가 보여주는 항의 크기를 뜻하

는데, 이는 가구와 바닥재 산업에서 매우 요한 특

성이다. 그리고 압 화 목재의 수분흡수 실험을 통한 

압 화재의 치수회복 정도를 측정하 으며 표면의 

물방울 각을 측정하여 압 화 온도와 처리시간

이 열압축 고정과 목재표면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검토 고찰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라디에타 소나무(Pinus radiata 

D.Don) 재는 경북 학교 인근 제재소에서 구입하

다. 소나무 재의 치수는 1,500 mm (L) × 140 mm 

(R) × 15 mm (T)이며, 기건함수율 11.7%, 기건비  

0.43 (± 0.05), 평균연륜폭 1.1 (± 0.11) mm의 목

재를 양면 패질하여 이용하 다. 압 화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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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 시험편은 옹이 등의 결함을 피하여 재를 

140 mm (L) × 140 mm (R) × 14.5 mm (T)로 재단하

여 사용하 다.

2.2. 실험방법

2.2.1. 목재의 열압밀화

기건상태의 시험편을 감압상태로 24시간 동안 침

지시켰다. 이 침지시험편을 온도 70°C의 건조기에서 

가열하여 시험편의 함수율이 15%가 되었을 때 압

화를 실시하 다. 열  스기를 사용하여 모든 시

험편은 stop-bar에 의해 약 50% 수 으로 압 화 되

었다. 압 화 과정에서 연륜 경계부분의 괴를 방

지하기 해 모든 시험편은 방사방향으로 압 화하

다.

압 화 조건은 압력 65 kgf/cm2, 열압체 온도 70, 

100, 140, 180, 220, 260°C의 6가지 조건과 열압시간 

30, 60, 90분의 3가지 조건으로 하 다. 시험편의 개

수는 각 조건당 3개씩 제작하여, 54개의 열압 화재

와 압 화하지 않은 조군 3개, 총 57개의 시험편을 

비하 다.

2.2.2. 브리넬경도

만능강도시험기(HOUNSFIELD TEST EQUIPMENT 

LTD, H50K-S)를 이용하여 0.5 mm/min의 하 속도

로 리넬 경도를 측정하 다. 직경 10 mm인 쇠구슬

의 압입깊이 h (mm)가 1/π ≑ 0.32 mm일 때의 P 

(N)를 측정한다. 따라서 리넬 경도 HB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D는 쇠구슬의 직경(10 mm), h는 쇠구슬

의 압입깊이(0.32 mm), P는 하 을 뜻한다. 모든 측

정은 반경방향으로 실시하 으며, 각 시험편당 6회 

반복 실시하 다.

2.2.3. 압축회복시험

열압 화 한 목재시험편의 수분에 한 치수안정

성을 평가하기 해 수분흡수 실험을 실시하 다. 회

복시험은 Inoue 등(1993)이 수증기 처리한 압 화 

목재의 치수안정화 시험과 동일한 방법인 simple 

boiling test를 이용하 으며, 이 실험의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먼  압 화 시험편을 수조에 넣고 30분간 

감압을 실시한 다음 기상태에서 210분 둔 후, 

100°C의 끓는 물에 30분간 넣어 시험편을 팽윤시킨

다. 마지막으로 팽윤된 시험편을 건조기에 넣어 건

시킨 다음 시험편의 최종 두께를 측정한다. 

시험편의 개수는 각 압 화 조건당 3개씩 측정하

다. 그리고 치수회복도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되

었다.

치수회복도 












×

여기에서 lr 은 회복시험 후 시험편의 두께, lc는 압

화 후 시험편의 두께, lo은 압 화  시험편의 두

께를 뜻한다.

2.2.4. 접촉각 측정

열압 화 목재 시험편의 표면에 10 ㎕의 물방울을 

떨어뜨려 시험편의 표면과 물방울이 이루는 각

을 측정하 다. 각 측정에는 비디오 미경

(SDC-411, SAMSUNG, Korea)으로 50배율로 상

을 촬 한 다음 각 측정 소 트웨어 로그램인 

i-solution을 이용하여 시험편마다 10분간 분당 1장

씩 각을 촬 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압밀화 온도에 따른 경도의 변화

열압 화 온도에 따른 압 화재의 경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압 화 시간에서 온도가 증가할

수록 경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먼  압 화 처리하지 않은 조군의 경도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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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at-compressed wood (Left  before

compression, Right - after compression).

Fig. 2. Relationships between hardness and

compression temperature of heat-

compressed wood at treatment time

30, 60 and 90 min.

Fig. 3. Relationships between hardness and 

compression time of heat-compressed 

wood at various temperatures.

N/mm2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도 220°C, 압 화 시

간 90분인 시험편의 경도가 17.0 N/mm2로 가장 높은 

경도 값을 나타냈으며, 온도 70°C, 압 화 시간 30분

인 시험편의 경도가 5.0 N/mm2로 가장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김 등(2009)은 삼나무 열처리재의 역학  

성능을 조사한 연구에서 열처리에 의해 목재 내부의 

수분 양이 감소하면서 재질이 경화되고 연성이 감소

하여 반 인 역학성능이 증가된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경도 증가는 압 화에 의한 

도의 증가와 더불어 수분이 공 되지 않는 조건에서 

목재에 가해진 높은 열에 의해 목재의 연성이 감소되

어 경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각 압 화 처리 시간별 온도에 따른 경도의 최소값

과 최 값을 비교하면 30분 처리 시 70°C에서 경도

가 5.0 N/mm2, 220°C에서 15.6 N/mm2으로 312% 향

상되었다. 60분에서는 70°C에서 5.4 N/mm2, 220°C

에서 16.9 N/mm2로 온도상승에 따라 경도가 313% 

향상되었다. 그리고 90분에서는 70°C에서 7.6 N/mm2, 

220°C에서 17.0 N/mm2로 경도가 224% 향상되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Inoue 등(1993)이 연구했

던 50%의 압축률로 압 화한 삼나무재의 경도가 0.7

∼0.28 MPa로 약 3배 정도 상승한 결과와 거의 일치

한다.

3.2. 열압밀화 시간에 따른 경도의 변화

열압 화 시간의 증가에 따른 경도 값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반 으로 압 화 시간이 길

어질수록 경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70°C를 제외하고 부분의 온도에서 증가폭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열압 화 온도 

100°C와 180°C에서는 압 화 시간이 60분에서 90분

으로 넘어가면서 경도 값이 소폭 감소했다. 

이 실험결과를 통해 열압 화 목재의 경도를 결정

하는데 압 화 시간보다는 가열온도가 더욱 큰 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3.3. 압축회복시험

열압 화 목재의 치수회복을 알아보기 해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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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s between recovery of set

and compression conditions of heat-

compressed wood.

Fig. 5. Relationships between recovery of set 

and compression temperature of heat- 

compressed wood.

ple boiling test한 시험편의 두께방향 치수회복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열압 화 온도가 증가할수록 

치수고정 효과가 히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Fig. 5). 압 화 온도 70°C에서 약 90% 정도의 치

수회복도를 보 지만 220°C에서는 약 40% 수 으로 

히 감소하 다. 그리고 압 화 온도 260°C에서

는 30분간 압 화한 시험편의 치수회복도가 2.2%, 

60분과 90분간 압 화한 시험편의 경우 치수회복도

가 1.1%로 매우 우수한 치수고정 효과를 나타내었

다. 그러나 압 화 온도 260°C의 경우 높은 열로 인

해 목재의 재색이나 무늬결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표면이 심하게 탄화되었다. 따라서 목재 고유의 미

가치가 요한 내장용재로 열압 화 목재를 사용하

기 해서는 260°C 이상의 고온은 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실험을 통해 열압 화 목재의 

치수고정에는 압 화 시간보다 열압 화시 가열 온

도가 더욱 큰 향을 미친다고 단되었다.

이 등(2000)은 수증기 처리한 열압 화 목재의 압

축고정에 한 연구에서 소나무재를 압축률 50%로 

압 화한 다음 120°C의 수증기로 100분간 처리한 결

과 치수회복도가 1.9%로 매우 양호한 치수고정 효과

를 보고하 다. 그리고 Inoue 등(1993)의 연구에 의

하면 열압 화 후 180°C에서 20시간, 220°C에서 5시

간 건조할 경우 회복률이 2%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

한 압 화에 의한 치수고정은 열에 의한 목재의 흡습

성 하  결정화도의 증가, 성분분해에 따른 변형 

회복력의 약화, 분자 간의 가교 형성과 응집력의 향

상 등의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Dwianto 등 

199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열압 화 목재를 가구

재나 마루재 등의 내장재로 사용하기 해서는 

220°C 이하의 온도에서 열압 화를 실시한 다음 추

가 으로 수증기 처리나 열처리 등의 후처리과정이 

수반되어야만 치수안정성이 뛰어난 소재로서 그 가

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4. 접촉각의 변화

각 측정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반

으로 열압 화 온도와 압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각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편 표면

과 물방울이 이루는 각이 90° 이상이 되면 시험편의 

표면은 소수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압

화 가열온도가 220°C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시험편

의 표면에 물방울이 젖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220°C에서는 모든 각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표면이 소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은 차 

감소하여 10분이 지났을 때 30분과 60분 압 화재의 

경우 각이 각각 70°와 71°로 감소되었으나,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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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contact angle with time

Treatment 
condition 

Contact angle with time (∡°)

Temp.
(°C)

Time
(min)

0 min 1 min 3 min 5 min 10 min

70

30 59 0 0 0 0

60 64 0 0 0 0

90 68 0 0 0 0

100

30 76 67 44 6 0

60 81 31 0 0 0

90 90 37 0 0 0

140

30 57 42 31 28 13

60 45 12 0 0 0

90 68 34 16 0 0

180

30 42 29 8 0 0

60 69 40 35 34 33

90 66 65 54 50 39

220

30 91 89 83 79 70

60 95 88 81 75 71

90 103 100 99 98 92

간 압 화한 시험편은 10분이 경과한 후에도 92°의 

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압 공정 시 스기 열 의 높은 열이 시험편의 

표면을 직 으로 가열하게 된다. 이때 높은 열에 

의해 흡착매체인 표면의 셀룰로오스 결정화도의 증

가  열에 의한 물분자의 이탈로 인해 셀룰로오스 

체인간  체인 내의 수소결합이 생성되어 열압

화재의 표면이 소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4. 결  론

열압 화 온도와 시간에 따른 경도  치수회복도

를 조사하기 해 압축율 50% 수 으로 압 화된 라

디에타 소나무를 재료로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압 화 가열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경도가 

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 화 시

간 30분을 기 으로 압 화 온도 70°C에서는 경도 

값이 5.0 N/mm2, 220°C에서 15.6 N/mm2로 312% 향

상되었으며, 60분에서는 313%, 90분에서는 224%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압 화 시간의 증가

에 따라 경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열압온도의 향과 비교할 때 그 증가 폭은 매우 

었다.

둘째, 치수회복실험 결과 열압체 가열온도가 상승

함에 따라 치수고정효과도 상승한 반면 압 화 시간

의 증가에 의한 치수고정효과는 미약하 다. 그리고 

열압 화 목재를 내장재로 이용하기 해서는 260°C 

이하의 온도에서 압 화를 실시한 다음 후처리로서 

열처리나 수증기처리 등의 추가 인 처리방법이 수

반되어야 한다고 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압 화 온도와 압체 시간의 증가와 함

께 각도 증가했으며, 압 화 온도 220°C 이상에

서는 90° 이상의 각을 나타내어 압 화목재의 

표면이 소수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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