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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재의 역학적 특성은 생육지의 토양조건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삼나무에 대하여 경남, 전남, 제주 세 지역 간, 그리고 해당 임분의 생육

특성에 따른 목재의 역학적 특성차이를 각각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지역별 표준지의 삼나무 임분 특성과 목재의 

역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휨강도, 종압축강도, 전단강도는 수고 및 입목본수/ha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흉고직경, 표고 및 토양배수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위치한 삼나무는 해당임지의

임분 특성과 역학적 특성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고품질 목재생산을 위한 적절한

시업체계와 육림방법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s are easily affected by the differences of site environment such as soil and climate 

change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mechanical properties and growth factors for Cryptomeria japonica 

stands in Jeollanam-do Province,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Je-ju island was analyzed. From these plot data, 

bending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and shear strength were analyzed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The re-

sults of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analysis indicated that bending strength, compression strength, and shear 

strength were positively related to tree mean height, and stem number per ha, respectively, while they were inversely

proportional to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elevation, and soil drainag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are high

correlations between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 and stand characteristics of Cryptomeria japonica by the region, 

this findings are very useful to apply the silvicultural treatment system to produce high quality timber as a basic data 

on this species (distributed in southern reg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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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난대수종

에 대한 생육적지의 확산현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삼나무는 생장속도가 비교적 빠

른 수종으로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어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주로 조림되었으며

(Kim 2009) 이후 방풍림 조성과 경남, 전남, 제주도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삼나무는 생산

량이 증가하여 자원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삼나무는 

부후에 강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재와 변재간

의 큰 색상 차이와 내 부후성의 차이 및 옹이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저부가가치재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정된 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삼나무에 대한 고부

가가치화와 새로운 용도 창출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로서 Kim et al. (2009)

은 삼나무를 이용하여 구조용 집성재 제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Oh (2001)는 삼나무 간

벌재를 재료로 제조한 우드세라믹의 물성변화에 관

한 연구를 보고하였으며, Kim et al. (2009)은 삼나무

의 재색 제어에 적합한 열처리 조건을 구명하고 열

처리에 따른 재질변화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부가가치화와 

용도 창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는 기초자료

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삼나무 임분 특성에 따른 

역학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하층식생을 이용한 지위판정(Lee 1985), 

조림지의 토양환경 변화(Jin 1991), 지위지수 추정식 

개발(Lee 2003), 임분 밀도가 바이오매스 추정을 위

한 상대생장식과 줄기밀도 및 현존량 확장계수에 미

치는 영향 구명(kwon at al. 2014) 등 삼나무 조림지

를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정량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최근 임업선진국

에서는 우수한 생장과 더불어 우수한 재질의 목재 

생산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로 

유용수종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물리적⋅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Han at al. 

20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남부지역

의 특수한 입지환경 영향 인자에 따른 지역별 임분 

특성과 강도적(휨, 종압축, 전단) 특성과의 관계를 분

석하여 삼나무 이용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는 

임분 특성에 따른 역학적 특성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흉고직경, 평균수고, 평균수령, 표고, ha당 본수를 고

려하여 각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표준지에 따른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지역별 비교를 위

하여 경남(남해, 거제), 전남(순천), 제주(서귀포) 세 

지역에서 각각 6본씩 선정하였으며, 벌채 후 송풍기

를 이용한 촉진천연건조법으로 건조한 후 시험편을 

제조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휨 강도성능시험

휨 강도성능시험은 시험편(20 mm × 20 mm × 320 

mm)을 항온항습실(온도 20 ± 1℃, 습도 65 ± 2%)에

서 2주간 조습처리한 후 실시하였다. 휨 강도성능시험

은 한국산업규격(KS)의 KS F 2208에 의거하여 만능

강도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Taeshin model 

TSU-2)를 이용하여, 3점 중앙집중 하중방식으로 스

팬의 길이를 280 mm, 하중속도 2.5 mm/min의 조건

으로 실시하여 하중과 변위의 관계에서 식 (1)을 이

용하여 휨탄성계수(MOE)를 구하였고 식 (2)를 이용

하여 휨강도(MOR)를 구하였다.

Keywords : Cryptomeria japonica, stand characteristics, bending, compression, shear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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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종압축 강도성능시험

종압축 강도성능시험 시험편(20 mm × 20 mm × 60 

mm)은 항온항습실(온도 20 ± 1℃, 상대습도 65 ± 2%) 

에서 2주간 조습처리한 후 시험편으로 KS F 2206에 

의거하여 피로겸용 만능강도시험기(Shimadzu, model 

EHF-ED10-20L)를 이용하여 하중속도(cross head 

speed): 1.0 mm/min의 조건으로 시험편의 횡단면이 

하중 블록의 사이에 상하로 향하도록 위치시키고 균

일한 하중이 횡단면에 가해지도록 시험을 실시하였

다. 종압축 강도성능시험을 통하여 하중과 변형의 관

계로부터 비례한도 내에서의 식 (3)을 이용하여 종압

축 탄성계수(EC)를 구하였고, 최대 하중으로부터 식 

(4)를 이용하여 종압축강도(


)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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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단 강도성능시험

전단 강도성능시험용 시험편은 한국산업규격(KS) 

중 KS F 2209 (목재의 전단 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으며, 하중 블록을 사용하여 시험편의 전단

면에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피로겸용 

Classification
DBH

(cm)

Height

(m)

Stand age

(year)

Elevation

(m)

Stem number per ha

(count)

Plot 1

(Namhae)
23.53 17.72 48 100∼200 1250

Plot 2

(Geoje)
18.33 18.88 37 100∼200 2750

Plot 3

(Suncheon)
32.22 19.05 46 500∼600 572

Plot 4

(Suncheon)
34.92 20.15 35 500∼600 725

Plot 5

(Seogwipo)
28.79 18.09 41 400∼500 750

Plot 6

(Seogwipo)
28.7 19.13 47 400∼500 750

Plot 7

(Seogwipo)
25.79 15.81 40 300∼400 700

Table 1. Plot data of Cryptomeria japonica due to standing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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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강도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model 

EHF-ED10-20L)를 이용하여 하중속도(cross head 

speed): 1.0 mm/min의 조건으로 전단 강도성능시험

을 실시하였다. 시험편의 최대 하중으로부터 식 (5)를 

이용하여 전단 강도(
max

)를 구하였다. 그리고 SPSS 

17.0 (Spss Inc. 2011)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임분 

특성에 따른 휨, 압축, 전단의 역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max





max

······················································ (5)


max

 최대 하중( )

  전단 면적(
)

3. 결과 및 고찰

3.1. 임분 특성에 따른 역학적 특성

Table 2에 삼나무 역학적 특성인 휨강도, 압축강

도, 전단강도를 임분 특성인 흉고직경, 평균수고, 평

균 수령, 표고, ha당 본수 및 배수와의 상관관계 및 

유의성 검토를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t 검정 결과 임분 특성과 삼나무의 역학적 

특성은 직경, 수고, 표고, ha당 본수, 배수와의 관계

에서 높은 상관관계와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임분 특성과 역학적 특성의 휨, 종압축, 전단강도

간에는 평균 수령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Kerr et al. (1996)도 페트라참나무와 루브

르참나무의 간벌 임분에서 비대생장효과와 헥타르 

당 본수 간에는 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음

을 밝혔다. 흉고직경이 클수록, 표고가 높을수록, 배

수가 잘 될수록 휨, 종압축, 전단강도는 낮은 값을 

나타내어 역학적 특성과 여러 임분 특성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수고가 높을수록, ha당 본수

가 많을수록 휨, 종압축, 전단강도가 높은 값을 나타

내어 역학적 특성과 일부 임분 특성과는 정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분 특성과 역

학적 특성간에는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

며, 특히 임목의 성장률이 역학적 특성에 대하여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Han et al. 

(2014)도 루브라참나무의 생장이 좋을수록 종압축영

계수, 휨강도와 휨 영계수 및 충격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Classification N
DBH Height Stand age

F p-value F p-value F p-value

Bending strength 319 -0.280 0.000 0.114 0.042 0.015 0.791 

Compressive 

strength
300 -0.344 0.000 0.143 0.013 0.048 0.408 

Shear

strength
314 -0.395 0.000 0.244 0.000 0.076 0.177 

Classification N
Elevation

Wood number 

per hectare
Drainage

F p-value F p-value F p-value

Bending strength 319 -0.433 0.000 0.307 0.000 -0.252 0.000 

Compressive 

strength
300 -0.486 0.000 0.317 0.000 -0.330 0.000 

Shear

strength
314 -0.318 0.000 0.222 0.000 -0.472 0.000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Cryptomeria japonica due to standing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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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에 따른 역학적 특성

지역에 따른 역학적 특성과 그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남, 전남, 제주도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휨

강도, 휨 탄성계수, 종압축강도, 종압축 탄성계수, 전

단강도의 데이터와 그 값의 유의성을 알기 위하여 

던컨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3과 Fig. 1에 나

타내었다. 던컨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지역에 따른 역

학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휨강도에서 경남, 전남, 제주에서는 56.01 Mpa, 

46.34 Mpa, 51.06 Mpa로 나타났고 종압축강도에서

는 경남, 전남, 제주에서 30.98 Mpa, 23.31 Mpa, 

28.03 Mpa로 나타났으며 전단강도는 경남, 전남, 제

주에서 7.58 Mpa, 6.55 Mpa, 7.53 Mpa을 값을 나타

내어 휨, 압축, 전단강도는 경남 > 제주 > 전남 순으

로 나타났다. 휨 강도와 종압축강도에서는 세 지역 

모두에서 지역에 따른 유의성이 나타났으나 전단강

도에서는 경남과 전남, 전남과 제주에서 유의성이 나

타났다. 휨 탄성계수에서는 경남, 전남, 제주에서 

7.73 Gpa, 6.31 Gpa, 6.76 Gpa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종압축 탄성계수에서는 3.09 Gpa, 2.66 Gpa, 2.91 

Gpa 값을 나타내어 휨, 종압축 탄성계수 모두 경남 

> 제주 > 전남 순으로 휨, 압축, 전단강도와 같은 경

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Park et al. (2010)은 제주

도와 한반도 남부지역 삼나무의 역학적 특성에서 제

주도의 삼나무가 한반도 남부지역의 삼나무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실험

에 사용된 임목의 평균수령은 비슷하나 역학적 특성

과 흉고직경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성장이 빠를수록 강도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된다. Han et al. (2014)도 루브라참나

무의 종압축영계수, 휨강도와 휨 영계수 및 충격강도

는 산지 간 차이를 보였으며, 생장이 좋을수록 낮아

지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Classification

Bending strength property Compressive strength property Shear strength



(Mpa)



(Gpa)



(Mpa)



(Gpa)



(Mpa)

Gyeongnam
56.01 a*

(8.88)

7.73 a

(2.38)

30.98 a

(5.37)

3.09 a

(0.63)

7.58 a

(0.93)

Jeonnam
46.34 c

(5.74)

6.31 b

(1.67)

23.31 c

(3.74)

2.66 c

(0.52)

6.55 b

(0.87)

Jeju
51.06 b

(8.46)

6.76 b

(1.68)

28.03 b

(4.29)

2.91 b

(0.55)

7.53 a

(0.93)

Notes ; *Mea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 new multiple

range test,   : modulus of rupture,   : modulus of elasticity, Parenthesis : Standard deviation.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Cryptomeria japonica due to region

Fig. 1. Mechanical properties of Cryptomeria japonica due to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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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도와 탄성계수와의 관계

Fig. 2에 삼나무의 휨강도와 휨 탄성계수, 종압축

강도와 종압축 탄성계수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휨강도와 휨 탄성계수 간에는 높은 상관계수인 

0.820으로 1% 수준의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종압

축강도와 종압축 탄성계수에서도 높은 상관계수인 

0.872을 나타내어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

다. Nakai (1984)도 일본산 조림 삼나무재의 휨 탄성

계수와 휨 강도 간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으며 Nakai et al. (1984)도 삼나무 간벌재의 휨 

탄성계수와 휨강도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

을 밝혔다. Chong et al. (2014)도 간벌 강도에 따른 

낙엽송의 휨강도와 휨 탄성계수, 종압축강도와 종압

축 탄성계수간의 관계에서 1% 수준의 유의성이 인

정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4. 결  론

목재는 다양한 환경적 인자의 영향에 의하여 역학

적 특성이 바뀌게 됨으로 용도에 적합한 삼나무생산

을 위하여 남부의 경남, 전남, 제주 세 지역의 임분 

특성이 목재의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에 

따른 역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분 특성과 삼나무의 역학적 특성은 흉고직경, 

표고, 배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수

고, ha당 본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역학적 특성은 직경, 수고, 표고, ha당 본 

수, 배수와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관계와 유의성

을 나타내었다. 

2) 각 지역에 따른 삼나무의 역학적 특성은 휨, 종

압축, 전단강도, 휨, 종압축 탄성계수는 경남 > 

제주 > 전남 순으로 모두 같은 경향을 나타내

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임목의 평균수령은 비

슷하나 역학적 특성과 흉고직경과 부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성장이 빠를수록 강

도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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