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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재 이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수축률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

하여 치수를 측정할 때, 목재 시편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 왜곡된 치수가 측정될 수 있고, 시편의 양이 많으면 치수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스캐너를 이용하여 획득한 이미지로 치수를 측정하고, 수축률을 계산하면 외력이 작용

하지 않아 치수 측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한 번의 스캔으로 여러 시편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캔 이미지 상에서 목재 시편과 배경 사이의 경계면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threshold 방

법을 적용하여 치수 측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미지를 이용하여 측정된 목재 시편의 치수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

하여 측정한 값보다 다소 크게 측정되었으며,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높은 정밀도로 수축률을 계산하기 위한 스캔 이미

지의 최대 픽셀 길이는 0.053 mm/pixel인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Wood shrinkage, an important study subject with regard to the use of wood, has long been studied by researchers. 

However, when the size of a wood specimen is measured, distort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ich can be accom-

plished by applying external force on the wood specimen. However, when measuring a large number of specimens, this 

technique can be a lengthy process. If the size is measured and the shrinkage is calculated from images acquired with

a flatbed scanner,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error in the measurement and to shorten the measurement time because

the images of many specimens can be acquired with one scan. To clearly establish the boundary between a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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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and the background in a scan, an image threshold method was applied here. The size of a wood specimen

measured by means of a scanner image was found to be longer than the value determined with a vernier caliper. The

maximum pixel size of a scan image for highly accurate shrinkage calculations compared with the use of a vernier cal-

iper was 0.053 mm/pixel.

Keywords : shrinkage, image analysis, flatbed scanner, threshold

1. 서  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친환경재료로서 목재의 이용이 크게 부

각되고 있다. 목재는 다른 재료에서는 기대할 수 없

는 촉감과 시각에서 따스한 느낌을 주는 등 사람의 

감성과 부합되는 재료라는 미관상의 장점뿐만 아니

라 가벼우면서도 강도와 강성이 크고, 열과 전기에 

대해 절연성이 크며, 열전도성이 낮다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목재는 주위 공기의 상대

습도가 증가하면 흡습하여 팽창하고, 상대습도가 낮

아지면 방습하여 수축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수축 

/ 팽윤 변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목조 건축물

이나 목가구와 같은 목제품 이용면에서 치명적인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제품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수종에 대한 수축률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Kang et al. 2008b; 

Forest Products Laboratory 2010).

목재 수축현상을 관찰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목재

를 블록 상태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치수

를 측정한 다음, 수축 / 팽윤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는 것이다(Mun and Cha 2002; Kang et al. 2008a; 

Hwang and Park 2009). 이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목재와 같은 재료의 치수를 측정

하는 경우 사용자에 의한 외력으로 인해 값의 왜곡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이미지를 이용하여 목재의 치수를 측정

하는 방법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외력에 의한 치수의 왜곡이 없으며, 화상 획득 장치

에 따라 미시적인 측정과 거시적인 측정이 모두 가능

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시편의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치수 측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이미지 분석은 DIC (Digital Image Correlation) 

방법에 적용하여 목재의 건조 중 변형이나 미시적 / 

거시적인 수축률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적용되고 있

다(Keunecke et al. 2012; Peng et al. 2012; Hong and 

Kang 2013). 하지만 광학적인 측정 방법은 광 조건에 

따라 측정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빛의 

방향과 양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미지 상의 치수가 픽셀 단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 

픽셀의 크기가 얼마인지 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

하다. 한 픽셀의 크기는 ‘실제 목재의 치수’와 ‘이미

지에서의 치수(pixel)’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이미지를 이용하여 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

하고자 하는 대상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이 매우 다양하다. 즉, 세포 수준의 미시적인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의 종류나 상이 

맺히는 초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건축 구조물

이나 건조 중인 실대재 등의 거시적인 이미지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개의 CCD 카메라와 

시편에 조사되는 빛의 방향과 양이 조절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규격의 목재 수축률 측정 방

법에 따라 목재 수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고, 그 이미지를 통해 시편의 

치수를 측정하여 수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연

구하고자 한다. 스캐너는 빛의 방향과 양이 항상 일

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한 번의 스캔으로 여러 시편

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이미지를 얻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 한국산업규격의 방법

으로 수축률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캐너의 크기와 이미지 측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스캔 이미지로 측정한 목재의 치수 

및 수축률 결과를 기존의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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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osed side surfaces of specimen from a 

scanned image.

Fig. 1. A disk from Pinus densiflora.

여 측정한 목재 치수와 수축률 결과와 비교하여 보

다 정밀하게 목재 치수와 수축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경상북도 울진군 소광리 일대의 금강송 군락지에

서 벌목한 소나무(Pinus densiflora)에서 직경 393.4 

mm, 두께 59.4 mm 크기의 디스크를 채취하여 수축

률 측정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은 한국 산업 규격의 “목재의 수축률 시험 방

법(KS F 2203)”에 따라 Fig. 1과 같이 시편의 횡단면

에 방사방향과 접선방향이 시편의 모서리와 평행하

도록 한 변의 길이가 20 mm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20개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의 횡단면에 방사방향

과 접선방향으로 측정 기준선을 그어 동일한 위치에

서 치수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이미지를 이용한 목재 수축률 측정

2.2.1.1. 스캐너를 이용한 목재 이미지 획득

시편의 이미지를 얻은 평판형 스캐너(perfection 

V200 photo, Epson, Japan)의 광전장치는 Epson 

MatrixCCD (12-line sensor)로 optical resolution은 

4,800 dpi이다. 유효 화소수는 40,800 × 56,160 픽셀

이고, 스캔 가능한 면적은 216 × 297 mm로 일반적

인 A4용지 크기이다. 스캔 가능한 이미지 형식은 흑

백, 그레이(8 bit, 16 bit), 컬러(24 bit, 48 bit)이다.

시편의 횡단면을 얻기 위하여 스캐너의 평판과 섬

유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시편을 배치하고, 시편의 경

계면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스캐너의 

뚜껑은 덮지 않고 이미지를 얻었다. 획득된 화상에서 

목재 시편은 밝게, 배경은 검정색이 되어 시편의 경

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스캐너를 이용하여 

목재 시편의 이미지를 얻는 방법은 한번에 여러 시

편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스캐너의 경우, 한 번의 스캔으로 최대 

96개 시편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편

의 모양과 스캔 원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가운데 두 

열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열의 이미지에서 시편의 

옆면이 측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Fig. 2). 시편의 

옆면이 측정되면 치수 측정을 위한 경계면 설정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시편의 옆면이 측정되지 않는 

가운데 두 열만을 이용하여 시편의 이미지를 획득하

였다. 이미지의 정보는 24 bit 컬러로 이미지 정보 손

실 없이 저장 가능한 TIFF (TIF)형식의 파일로 저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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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Scanning resolution (dpi) Pixel size (mm/pixel)

1 200 0.127

2 360 0.070

3 480 0.053

Table 1. Conditions of scanning resolution and pixel size

a. 24 bit color image

   

b. 8 bit gray image

   

c. Image after threshold

Fig. 3. Image transform procedure for measurement of length.

2.2.1.2. 최적 스캔 인자 결정을 위한 이미지 정보 

분석

스캐너뿐만 아니라 모든 광학장치를 이용하여 얻

어진 디지털 이미지의 치수 단위는 픽셀이다. 디지털 

이미지 상의 길이는 픽셀의 개수를 세어 결정할 수 

있으며, 픽셀의 개수와 한 픽셀이 대표하는 물리적 

크기를 곱하여 치수나 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평판

형 스캐너에서 획득한 이미지의 픽셀 크기는 해상도 

및 스캔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상도는 이미지의 

정보 양을 결정하는 인자로서 dpi (dots per inch) 단

위로 표현되고, 스캔 비율은 인쇄 시 이미지의 확대/

축소를 결정하는 인자이다. 치수 측정의 정확도와 정

밀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적절한 크기의 이미지 파일

을 생성하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 

적절한 해상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해상도에

서 이미지를 획득한 후, 시편의 수축률을 계산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해상도 조건과 이에 따른 픽셀 길

이는 Table 1과 같다. 

2.2.1.3. 치수 측정을 위한 화상 처리

24 bit 컬러 형식으로 얻어진 이미지는 어떠한 보

정도 없이 치수 측정이 가능하지만 치수 측정의 정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threshold 방법을 적용하여 이

미지를 변환하였다(Fig. 3). 

Threshold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24 bit 컬

러 이미지(Fig. 3a)를 상용 이미지 프로그램인 ImageJ

를 이용하여 8bit gray 이미지(Fig. 3b)로 변환하였다. 

이 작업은 이미지 상의 모든 픽셀을 0부터 255까지 

값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목재와 목재가 아닌 부분의 

경계값을 결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변환된 8 bit 

gray 이미지는 목재 시편과 배경 사이의 값을 경계값

으로 하여 threshold 방법을 적용하여 목재 시편은 검

정색으로, 그 외의 모든 배경은 흰색으로 변환하여 

목재 시편과 바탕의 경계면 결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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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histogram b. Wood histogram c. Background histogram

d. Dark side in a background histogram e. Light side in a background histogram

Fig. 4. Histograms of 8 bit gray image for deciding boundary condition.

Fig. 4는 목재 시편과 배경의 경계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분별 히스토그램 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 4a는 Fig. 3b의 전체 히스토그램으로 3개의 피

크가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배경의 어두운 부분, 

배경의 밝은 부분 그리고 목재 시편 부분을 나타낸

다. 배경은 실험에 사용된 스캐너의 구조에 의해 어

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각각의 평균

값은 34.251, 56.387이었다. 목재 부분은 심/변재 및 

춘/추재의 영향으로 히스토그램 분포가 배경에 비해 

넓게 나타났으며 109∼236의 범위에 있고, 평균값은 

173.638이다. 실험에 사용되는 스캐너, 사용된 시편

의 수종, 함수율 상태 등에 따라 히스토그램의 범위

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의 치수 측정 전에 실

험 조건을 고려하여 경계값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 히스토그램의 평균과 배경 히스

토그램의 표준편차를 고려한 아래의 식에 따라 

threshold 경계값을 목재 히스토그램의 최소값과 배

경 히스토그램의 최대값의 사이인 80으로 결정하였

다. 여기에서 는 실험 조건에 따라 변동가능한 상

수로서 본 연구 조건에서는 3을 적용하였다.

경계값 = 배경 히스토그램의 평균 +  × 배경 

히스토그램의 표준편차

2.2.1.4. 이미지를 이용한 목재 시편 치수 측정

Threshold 방법을 적용한 이미지를 ImageJ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방사방향 및 접선방향의 양 끝점 사

이의 픽셀 개수를 측정함으로써 방사방향 및 접선방

향의 치수를 측정하였다(Fig. 5).

2.2.2.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한 목재 시편 치

수 측정

이미지를 이용한 목재 시편의 치수 측정 결과의 

대조군으로 버니어 캘리퍼스(CD-20CP, Mitutoyo)를 

이용하여 0.01 mm의 정밀도로 시편의 치수를 측정

하였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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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ment of length from image. Fig. 6. Measurement of length with vernier calliper.

2.2.3. 목재 수축률 측정

목재의 수축률은 기건 수축률과 전수축률을 측정

하였고, 각각의 수축률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방사방향 기건 수축률(


) = 










×

접선방향 기건 수축률(


) = 










×

방사방향 전수축률(


) = 










×

접선방향 전수축률(


) = 










×

여기에서 는 수축률, 은 길이(치수), 은 방사

방향, 는 접선방향, 는 생재 상태, 는 기건 상

태 그리고 는 전건상태를 의미한다.

제작된 시편을 증류수에 침지시킨 상태에서 ‘감압

(10분)-가압(10분)’의 과정을 5회 반복하여 포수시킴

으로써 생재 상태를 가정하여 시편의 치수를 측정하

였다. 이때 시편의 함수율은 139.40 (± 37.37)%였다. 

생재 상태의 치수 측정이 끝난 시편을 온도 20℃, 상

대습도 65% RH인 항온항습기에서 항량에 도달하였

을 때 시편의 치수를 측정하였고, 이때 시편의 함수

율은 8.18 (± 0.27)%였다. 기건 상태의 치수 측정이 

끝난 시편은 온도 105 ± 2℃인 건조 오븐에 넣고 완

전히 전건 시킨 다음 전건 상태의 치수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치수 측정 결과

버니어 캘리퍼스 및 세 가지 조건으로 스캔한 이

미지로부터 치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치수를 측정하는 경우 

치수 측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

에 스캔 이미지를 이용하여 치수를 측정하는 경우보

다 작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수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치수를 측

정하여 수축률을 계산하는 것이 외력이 작용하는 버

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치수를 측정하여 수축률

을 계산하는 것보다 정확한 수축률 값인 것으로 생

각된다.

동일한 상태에서 스캔 조건만 변화시킨 채 얻은 

이미지를 통해 측정된 치수도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캔 조건에서의 해상도와 스

캔 비율에 따라 목재 시편의 경계면을 어느 정도로 

정밀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픽셀 길이가 가장 작은 설정3으로 스캔한 이

미지로부터 얻은 치수가 실제 목재 치수에 가장 가

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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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ing state and fiber direction

Scan image (mm)
Vernier

calliper (mm)Setting 1

(0.127 mm/pixel)

Setting 2

(0.070 mm/pixel)

Setting 3

(0.053 mm/pixel)

Oven-dried

Radial 

direction

Average 20.00 19.84 19.90 19.42

Standard

deviation
0.20 0.19 0.18 0.27

Tangential 

direction

Average 19.76 19.92 19.79 19.46

Standard

deviation
0.33 0.33 0.34 0.29

Air-dried

(25℃, 65% 

RH)

Radial 

direction

Average 20.26 20.18 20.08 19.62

Standard

deviation
0.18 0.20 0.20 0.26

Tangential 

direction

Average 20.39 20.45 20.27 19.86

Standard

deviation
0.37 0.36 0.35 0.23

Green

Radial 

direction

Average 20.63 20.65 20.63 20.07

Standard

deviation
0.20 0.19 0.21 0.21

Tangential 

direction

Average 21.49 21.47 21.44 21.06

Standard

deviation
0.23 0.23 0.24 0.15

Table 2. Radial and tangential lengths from the scan images and with the vernier calliper

3.2. 수축률 측정 결과

스캔 이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축률과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축률 결과를 Table 3

에 정리하였다. 세 가지 스캔 조건으로 얻은 이미지

를 통해 측정한 수축률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

여 측정한 수축률에 비해 다소 크게 측정되었다. 이

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시편의 치수를 측정

할 때 작용한 외력에 의해서 목재 시편의 치수가 다

소 작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수축률 또한 작게 계산

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소나무의 전 수축률은 방사방향 4.88%, 접선방향 

9.11%로 이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축률에 

더 가까운 값이다(Kang et al. 2008b). 따라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축률보다는 스캔 이

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축률이 더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설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수축률에

서도 서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스캔 조건에 따

라 시편의 경계면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른 차이

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축률 측정 결과의 정밀도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인 변이계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변이계수는 측정방법이 다른 두 경우의 

정밀도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그 값이 낮

을수록 더욱 정밀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스캔 이미지

를 이용해 측정한 수축률에서 변이계수는 픽셀 길이

가 짧아질수록 변이계수 또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픽셀 길이가 짧아질수록 보다 정밀한 수

축률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픽셀 

길이가 0.053 mm/pixel 이하일 경우 모든 조건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보다 변이계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캐너 이외에 

다른 기종의 스캐너나 그 외의 광학장비를 이용하여 

얻은 이미지의 픽셀 길이를 0.053 mm/pixel 이하로 

조정한다면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보다 정밀하게 수축률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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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kage and fiber direction

Scan image (mm)
Vernier

calliper (mm)Setting 1

(0.127 mm/pixel)

Setting 2

(0.070 mm/pixel)

Setting 3

(0.053 mm/pixel)

Shrinkage from 

green to air-dry

(25℃, 65% RH)

Radial 

direction

Average 3.35 3.76 3.13 2.27

Standard

deviation
1.10 1.00 0.80 0.65

COV* 0.329 0.266 0.257 0.286

Tangential 

direction

Average 6.00 5.97 6.10 5.66

Standard

deviation
1.03 0.89 0.76 0.81

COV 0.171 0.149 0.125 0.143

Total shrinkage

Radial 

direction

Average 4.16 4.60 3.97 3.27

Standard

deviation
1.11 1.03 0.94 0.80

COV 0.267 0.224 0.212 0.245

Tangential 

direction

Average 8.11 7.99 8.09 7.57

Standard

deviation
1.31 1.13 1.14 1.08

COV 0.162 0.141 0.141 0.142

*COV : Coefficient of variation

Table 3. Shrinkage from green to air-dry and total shrinkage from the scan images and with the vernier calliper

생각된다.

4. 결  론

스캐너를 이용하여 목재 시편의 치수를 측정하고 

수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재 시편의 이미지를 정밀하게 얻기 위하여 시편

은 스캐너의 평판 위 가운데에 시편이 서로 겹치지 

않게 두 줄로 위치시키고, 경계면을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스캐너의 뚜껑은 덮지 않은 상태에서 스캔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목재의 치수 및 수축률을 측정하

는 방법을 정립하였다. 스캔 이미지를 이용하여 측정

한 목재의 치수와 수축률의 정확도 및 정밀도는 픽

셀 길이에 영향을 받고, 이는 해상도로 조절할 수 있

다. 정확도 및 정밀도를 높이면서 스캔 이미지 파일

의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찾기 위

하여 세 가지 조건의 픽셀 길이에서 목재의 치수를 

측정하고 수축률을 계산한 결과 픽셀 길이가 작을수

록 측정의 정밀도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0.053 mm/pixel 이하의 조건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정밀하게 수축률을 측정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많은 양의 누적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축률 시험을 스캔 이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

면 치수 측정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치수 측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화시킨다면 훨씬 더 빠르게 목재의 치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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