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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목재 수축률에 관한 1976-2015년도에 발표된 목재공학회지 논문을 정리하였다. 국내산 낙엽송(Larix 

kaempferi) 수축률을 측정한 연구자들간에 접선방향 수축률은 4.21%-9.79%, 방사방향 수축률은 2.09%-4.67%, 섬유방

향 수축률은 0.17%-0.33%로 접선방향 2.3배, 방사방향 2.2배, 섬유방향 1.9배로 연구자들마다 측정 값에 차이가 나타

났다. 소나무(Pinus densiflora) 시편 크기가 20 × 20 × 20 mm에서 100 × 100 × 100 mm로 증가함에 따라 접선방향, 

방사방향, 부피수축률은 2.61%, 1.32%, 0.80% 감소하였다. 아피통(Dipterocarpus grandiflorus)을 밀폐건조, 오븐건조, 

실온건조 하였을 때 부피수축률은 31.6%, 26.5%, 21.0%로 건조방법에 따라 5.5%-10.6% 차이가 나타났으며 건조온도

가 115℃, 120℃, 125℃로 증가함에 따라 낙엽송의 수축률은 일정한 증가, 감소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20 mm3 크기

의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시편을 한국산업규격(KS F 2203, 2004)에서 제시하는 정밀도 0.01 mm의 길이측정도

구로 수축률을 측정하였을 때, 방사, 섬유방향 수축률 측정오차는 1.97%, 35.7%로 크게 나타났다. 목재의 수축률은 시

편 크기, 건조방법, 측정방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wood shrinkage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from 1976 to 2015.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shrinkage from Larix kaempferi in the tangential, radial,

longitudinal directions ranged from 4.21%-9.79%, 2.09%-4.67%, 0.17%-0.33%, respectively. When different drying 

methods including closed cylinder drying, oven drying, and room temperature drying were used, volumetric shrinkage

of Dipterocarpus grandiflorus was different, ranging from 31.6% to 21.0%. With an increment of the drying temper-

ature of 115℃, 120℃, 125℃, the shrinkage of Larix kaempferi did not show a consistent trend. When sample size of

Pinus densiflora was increased from 20 × 20 × 20 mm to 100 × 100 × 100 mm, the tangential, radial and volumetric 

shrinkage decreased 2.61%, 1.32%, 0.80%, respectively. When a caliper having a sensitivity of 0.01 mm was used to 

measure 20 mm3 specimen from Cryptomeria japonica, the measurement error occurred 1.97% in the radi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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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는 흡습성 재료로서 외기환경 특히 습도변화

에 의해 수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한다. 

목재 세포벽에서 수분을 흡습 혹은 탈습함에 따라 

팽창 혹은 수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목재의 물리적 

성질 때문에 목재를 목제품, 가구, 건축 구조재로 활

용시 뒤틀림이나 할렬 등의 건조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Mun and Cha, 2002; Hwang and Park, 2009; 

Park et al., 2015). 선행연구자들은 목재를 보다 효율

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내산 목재의 수축률을 측정

하였으며, 수축률과 비중, 시편크기와 수축률, 건조

방법에 따른 수축률, 측정방법에 따른 수축률을 분석

하였다. Table 1에 수축률 연구에 관한 선행 연구의 

목표, 수종, 시편크기, 측정방법, 건조방법, 그 주요 

결과를 정리하였다.

Kim and Lee (1976)은 비중 및 연륜폭과 수축률

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낙엽송 외 13종을 사

용하여 접선, 방사방향 시편 30 × 30 × 5 mm, 섬유

방향 시편 5 × 30 × 60 mm 크기로 제작하였다. 시

편을 72시간 동안 물에 침지한 후 실내에서 시편의 

중량이 일정하게 되었을 때, 온도 60℃로 건조한 후 

오븐건조 하였다. 낙엽송의 접선, 방사, 섬유방향 전수

축률은 7.20%, 4.14%, 0.25%, 부피수축률은 11.64%

로 나타났다. 비중이 큰 수종에서 수축률은 크게 나

타났으며 연륜폭이 증가함에 따라 수축률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Hwang and Kim (1999)는 국내산 침엽수, 활엽수

의 용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낙엽송, 

잣나무(pinus koraiensis), 굴참나무(quercus variavilis),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의 변재 부분에서 접선, 

방사, 섬유방향 시편을 20 × 20 × 20 mm 크기로 

제작하였다. 시편은 증류수에 1주일간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생재상태로 만들고 오븐건조 하였다. 낙엽

송의 접선, 방사, 섬유방향의 전수축률은 9.79%, 

3.79%, 0.19%로 측정되었다.

Kim and Lee (2002)의 연구에서는 목재의 치수안

정화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낙엽송의 

심재 부분에서 접선, 방사방향 시편을 30 × 30 × 5 

mm 크기로 제작하였다. 생재상태의 시편을 105℃ 

건조기에서 건조하였다. 낙엽송의 접선, 방사방향 전

수축률은 4.21%, 2.09%로 측정되었다. 

Mun and Cha (2002)는 비중 및 함수율과 수축률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낙엽송과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를 사용하여 45 × 45 × 7 mm 

시편을 제작하고 물에 침지 시켰다. 생재상태의 시편

을 온도 23℃, 상대습도 66% 조건으로 조습 후 오븐

건조 하였다. 낙엽송의 접선, 방사, 섬유방향의 전수

축률은 7.40%, 3.39%, 0.33%로 나타났다. 비중 및 

함수율과 수축률의 상관계수는 0.87-0.96으로 수축률

은 비중과 함수율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Hwang and Park (2009)는 시편 크기가 수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나무(pinus densi-

flora)를 사용하여 20 × 20 × 20 mm (Heartwood, 

Sapwood), 50 × 50 × 100 mm, 75 × 75 × 100 mm, 

100 × 100 × 100 mm 시편을 제작하였다. 온도 20 ± 

2℃, 상대습도 60 ± 5% (EMC 10.94-12.00%)에서 

조습 후 72시간 침지하였다. 생재상태 시편을 온도 

40-50℃에서 건조한 후 최종적으로 오븐건조 하였

다. 시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접선방향 기건수축

률은 1.51%, 방사방향 기건수축률은 1.02%, 섬유방

향 기건수축률은 0.2%, 부피수축률은 3.16% 감소하

였다. 

Kang (1994)는 건조방법에 따른 부피수축률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 아피통(dipterocarpus grandiflorus)

과 타운(pometia pinnata)을 사용하여 30 × 30 × 

20-30 mm 시편을 제작하였다. 건조방법은 밀폐건조, 

오븐건조, 실온건조 사용하였다. 아피통의 부피수축

and 35.7%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From the previous studies, wood shrinkage could be influenced by sample size,

drying method and measurement technique.

Keywords : wood, shrinkage, species, size, drying method, measuremen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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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Goal Species

Sample size 

(mm)

T × R × L

Method of 

measurement

(Sensitivity)

Drying 

methods
Results

Kim and Lee 

(1976)

비중 및 

연륜폭과 

수축률의 

상관성 분석

larix kaempferi 

외 13종

30 × 30 × 5

30 × 5 × 60

Caliper

(0.02 mm)

60℃로 

건조 후 

100℃∼105℃ 

오븐건조

비중이 크면 

수축률도 크게 

나타남. 연륜폭이 

증가할수록 

수축률은 감소.

Jung and Sim 

(1986)

건조특성 측정 

및 건조 스케쥴 

검토

pometia pinnata 30 × 30 × 5
Micrometer

(0.002 mm)

103 ± 2℃ 

오븐건조

타운의 건조 특성 중 

접선, 방사방향의 

전수축률 8.74%, 

5.96%로 나타남.

Kang

(1994)

부피수축률에 

대한 

건조방법의 

효과 조사

dipterocarpus 

grandiflorus,

pometia pinnata

30 × 30 × 20 - 30 N/A

밀폐건조,

오븐건조,

실온건조

건조방법에 따른 

아피통과 타운의 

부피수축률은 

5.1%-10.6%, 

0.8%-7.2%의 

차이를 보임.

Yeo and Jung 

(1994)

열판건조공정의 

기초 자료 마련

ginkgo biloba,

Tilia amurensis
140 - 260 × 601 N/A

140℃, 170℃

단속열판건조

시편 내부의 

수분이동 모델을 

사용하여 내부 

함수율의 변화 예측 

가능.

Kim

(1995)

잣나무의 

가공과 이용에 

관련된 기초적 

자료 제공

pinus koraiensis 30 × 30 × 50 N/A N/A

잣나무 심재와 

변재의 생재함수율은 

110%의 차이를 

보임. 심재와 변재의 

수축률은 

0.1%-0.6%의 

차이를 보임.

Jung et al.

(1996)

단판의 

건조온도와 

수축률의 관계 

분석

larix kaempferi, 

pinus radiata

1.5 × 250 × 250

2.5 × 250 × 250

Micrometer 

(0.001 mm)

170℃, 175℃, 

180℃, 185℃ 

고온건조

건조온도가 높은 2.5

mm 단판의 수축률은 

1.5 mm 단판보다 

크게 나타남.

Lee and Jung 

(1997)

건조온도가 

수축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larix kaempferi 50 × 50 × 600
Caliper

(0.01 mm)

115℃, 120℃, 

125℃ 

고온건조

125℃에서 고온건조 

한 경우 가장 높은 

수축률을 보임.

Kang

(1998)

건조방법이 

수축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pinus densiflora, 

alnus japonica, 

fraxinus 

rhynchophylla, 

robinia 

pseudoacacia 

30 × 30 × 30 N/A

Microwave 

오븐, 60℃ 

오븐에서 건조 

후 103 ± 2℃ 

오븐건조

Microwave 건조와 

오븐건조의 수축률은 

비슷하게 나타남.

Table 1. Summary of the previous shrinkag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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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Goal Species

Sample size 

(mm)

T × R × L

Method of 

measurement

(Sensitivity)

Drying 

methods
Results

Hwang and 

Kim 

(1999)

국내산 침엽수, 

활엽수의 

용도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quercus 

variabilis,

quercus 

mongolica

20 × 20 × 20 N/A

105℃에서

24시간

오븐건조

국내산 침엽수, 

활엽수의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

Kim and Lee

(2002)

치수안정화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larix kaempferi 30 × 30 × 5 N/A
105℃

오븐건조

치수안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Mun and Cha

(2002)

비중 및 

함수율과 

수축률의 

상관관계 분석

larix kaempferi,

quercus 

acutissima

45 × 45 × 7 N/A
103℃

오븐건조

비중 및 함수율과 

수축률의 상관계수는 

0.87-0.96으로 

나타남.

Kang

(2003)

은사시나무의 

효율적인 

건조를 위한 

기초적인 

물리적 성질 

조사

populus 

tomentiglandulosa
30 × 30 × 10 N/A

실온 3일, 

50℃ 오븐건조 

2일, 103 ± 2℃

오븐건조

심재와 변재의 

수축률 차이는 

0.1%로 심재, 변재 

수축률은 비슷하게 

나타남.

Jeong and 

Park

(2008)

수종별 

목재성질의 

자료 

정리 및 활용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pinus densiflora,

cryptomeria 

japonica

N/A N/A N/A

소나무의 접선, 

방사방향 수축률이 

9.11%, 4.88%로 가장 

크게 나타남.

Kang et al.

(2008)

미송의 조재와 

만재의 수축률 

측정

pseudotsuga 

menziesii
8 × 8 × 10 N/A

현미경의

경통 내에서 

탈습시켜 

건조

미송의 조재와 

만재의 접선, 

방사방향 수축률은 

5.26%, 3.38%로 

차이를 보임.

Hwang and 

Park

(2009)

시편의 크기에 

따른 수축률 

경향 분석

pinus densiflora

20 × 20 × 20

50 × 50 × 100

75 × 75 × 100

100 × 100 × 100

Caliper

(0.01 mm)

40∼50℃에서 

건조 후 

최종적으로

오븐건조

시편의 크기가 

증가하면 수축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Park et al.

(2012)

열처리에 의한 

물리 및 역학적 

성질 변화 측정

pinus koraiensis 20 × 20 × 20
Caliper

(0.1 mm)

105℃

오븐건조

열처리재는 수분 

흡습량 및 

평형함수율이 낮음.

열처리는 목재의 

치수안정성 향상에 

영향을 줌.

Park et al.

(2015)

캘리퍼와 

스캐너를 

사용하여 

수축률 측정

pinus densiflora 20 × 20 × 20

Caliper

(0.01 mm)

Scanner 

(0.053 

mm/pixel)

105 ± 2℃ 

오븐건조

스캐너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축률이 

캘리퍼를 사용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남.

1 140 - 260 × 60 (diameter × thickness)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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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밀폐건조 31.6%, 오븐건조 26.5%, 실온건조 

21.0%이고 타운의 부피수축률은 밀폐건조 18.8%, 

오븐건조 12.4%, 실온건조 11.6%로 나타났다. 건조

방법에 따라 부피수축률은 아피통 21.0%-31.6%, 타

운 11.6%-18.8%로 건조방법에 따라 5.1%-10.6%, 

0.8%-7.2%의 차이를 보였다.

Kang (1998)은 건조방법이 수축률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나무, 물푸레나무(fraxinus 

rhynchophylla), 오리나무(alnus japonica), 아까시나

무(robinia pseudoacacia)의 심재와 변재 부분에서 

30 × 30 × 30 mm 시편을 10개씩 제작하였다. 

Microwave 오븐과 60℃ 오븐에서 무게변화가 매우 

적을 때까지 건조한 후 오븐건조 하였다. Microwave 

건조와 오븐건조의 부피수축률은 심재 11.4%, 

11.1%이고 변재 9.3%, 9.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Lee and Jung (1997)은 건조온도가 수축률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낙엽송 시편을 50 × 50 × 

600 mm로 제작하고 115℃, 120℃, 125℃ 온도에서 

건조하였다. 건조온도 115℃, 120℃, 125℃의 면수

축률은 4.09%, 3.82%, 4.24%로 측정되었다. 125℃에

서 고온건조한 경우 가장 높은 면수축률을 보였으며 

건조온도 증가에 의한 수축률 변화에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Park et al. (2015)은 측정도구에 따른 수축률 차이

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캘리퍼(정밀도 0.01 mm)

와 스캐너(정밀도 0.053 mm/pixel)를 사용하였다. 소

나무에서 20 × 20 × 20 mm 시편을 제작하고 접선, 

방사방향에 측정기준선을 표시하였다. 생재상태의 

시편을 온도 20℃, 상대습도 65%로 조습한 후 오븐

건조 하였다. 캘리퍼와 스캐너를 사용하여 측정한 접

선방향 기건수축률은 5.66%, 6.10%, 방사방향 기건

수축률은 2.27%, 3.13%로 나타났다. 접선방향 전수

축률은 7.57%, 8.09%, 방사방향 전수축률은 3.27%, 

3.97%로 나타났다. 스캐너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축

률은 캘리퍼로 측정한 수축률 보다 0.52%-0.86% 크

게 나타났다.

목재의 수축률을 측정한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 

낙엽송 수축률을 측정한 연구자들간에 시편의 크기

는 30 × 30 × 5 mm, 5 × 30 × 60 mm, 20 × 20 × 

20 mm, 45 × 45 × 7 mm로 상이하였으며 접선, 방사, 

섬유방향 전수축률이 4.21%-9.79%, 2.09%-4.14%, 

0.19%-0.33%로 차이를 보였다. 소나무 시편의 크기

에 따른 수축률 변화 분석 결과 시편 크기가 20 mm3

에서 100 mm3으로 커짐에 따라 수축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조방법에 따라 부피수축률이 다르

게 나타났다. 또한, 길이측정도구의 정밀도에 따라 

수축률이 1.06-1.37배 차이가 나타났다. 목재의 수축

률은 시편 크기, 건조방법, 측정방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편 크기, 건조방법, 측

정방법이 수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였

으며 보다 정밀한 수축률 측정을 위해 이러한 조건

들을 고려한 수축률 실험방법의 검토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2. 연구방법

한국산업규격에서 목재의 수축률 시험 방법(KS 

F 2203, 2004)을 규정하고 있다. 시편은 방사, 접선

방향 길이 20 mm, 섬유방향 길이 10-30 mm로 제

작하고 시편의 개수는 최소 10개 이상 사용해야 한

다. 시편의 수축률 측정을 위해 횡단면 중앙에 접선

방향과 방사방향 측정기준선을 표시하고 정밀도 

0.01 mm인 길이측정도구를 사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수축률 측정을 위해 시편을 20 ± 5℃의 증류

수에 침지하여 생재상태로 만든 후 생재상태의 시

편을 온도 20 ± 2℃, 상대습도 65 ± 5%로 조습하여 

기건상태(target EMC: 12%)로 만든다. 기건상태 시

편은 온도 103 ± 2℃의 건조기 내에서 건조시킨다. 

생재상태, 기건상태, 전건상태의 측정기준선의 길이

를 측정하고 각각 생재 길이, 기건재 길이, 전건재 

길이로 정의 한다. 측정된 측정기준선의 길이를 사

용하여 수축률을 계산 한다. 식 (1), (2), (3)은 전수

축률, 기건수축률, 평균수축률을 계산하는 식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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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건조방법은 크게 KS F 

2203 (2004)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다른 건조방법을 

사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KS F 2203 (2004)에서 규정하는 103 ± 2℃의 조건

에서 건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Jung and Sim, 

1986; Hwang and Kim, 1999; Kim and Lee, 2002; 

Mun and Cha, 2002; Park et al., 2012; Park et al., 

2015) 몇몇 연구자들은 건조 결함 방지를 위해 낮은 

온도로 건조한 후 103 ± 2℃에서 건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Kim and Lee, 1976; Kang, 2003; Hwang 

and Park, 2009). Kim and Lee (1976)은 60℃로 건조

를 한 후 최종적으로 100℃-105℃에서 건조하였으며 

Kang (2003)은 실온에서 3일, 50℃에서 2일 건조한 

후 103 ± 2℃에서 최종적으로 건조하였다. Hwang 

and Park (2009)의 연구에서는 40-50℃의 조건에서 

건조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오븐건조 하였다. KS 

F 2203 (2004)에서 규정하는 건조방법 외에 다른 건

조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발견되었다(Kang, 1994; 

Yeo and Jung, 1994; Jung et al., 1996; Lee and 

Jung, 1997; Kang, 1998; Kang et al., 2008). Kang 

(1994)의 연구에서는 밀폐건조, 오븐건조, 실온건조

를 사용하였으며 Yeo and Jung (1994)의 연구에서는 

140℃와 170℃의 온도로 단속열판건조 하였다. Jung 

et al. (1996)의 연구에서는 170℃, 175℃, 180℃, 

185℃의 온도에서 고온건조 하였으며 Lee and Jung 

(1997)에서는 115℃, 120℃, 125℃의 온도에서 고온

건조 하였다. Kang (1998)에서는 Microwave 오븐과 

60℃ 오븐에서 건조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103 ± 

2℃에서 오븐건조 하였으며 Kang et al. (2009)에서

는 현미경 경통 내에서 시편을 탈습하여 건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자들마다 길이측정에 사용한 길이

측정도구의 정밀도가 상이하였다. KS F 2203 (2004)

에서 규정하는 정밀도 0.01 mm의 길이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자(Lee and Jung, 1997; Hwang and 

Park, 2009; Park et al., 2012; Park et al., 2015), 정

밀도 0.01 mm의 측정도구 외에 정밀도 0.1 mm, 

0.02 mm의 캘리퍼, 정밀도 0.002 mm, 0.001 mm의 

마이크로미터, 정밀도 0.053 mm/pixel의 스캐너를 

사용하여 수축률을 측정한 연구자로 나눌 수 있었다

(Park et al., 2012; Kim and Lee, 1976; Jung and 

Sim, 1986; Jung et al., 1996; Park et al., 2015).

3. 결과 및 고찰

Table 2에 선행연구자들이 측정한 수종별 접선, 방

사, 섬유방향 전수축률, 기건수축률, 평균수축률, 부

피수축률에 대해 정리하였다. 수종 별로는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수축률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

행되었다. 그 외 수종으로는 굴참나무, 신갈나무, 상

수리나무,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의 수축률이 

측정되었고 측정된 수종들의 방향별 전수축률은 접

선방향 4.21%-12.77%, 방사방향 2.09%-4.98%, 섬유

방향 0.14%-1.69%로 나타났다. 접선방향 전수축률은 

굴참나무가 12.77%로 가장 크고 낙엽송이 4.21%로 

가장 작았다(Hwang and Kim, 1999; Kim and Lee, 

2002). 방사방향 전수축률은 신갈나무가 4.98%로 가

장 컸으며 낙엽송이 2.09%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Hwang and Kim, 1999; Kim and Lee, 2002). 섬유

방향 전수축률은 소나무가 1.69%로 가장 컸으며 삼

나무가 0.14%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Hwang and 

Park, 2009; Jeong and Park, 2008). 부피수축률은 소

나무가 19.15%, 8.54%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이 측

정되었다(Jeong and Park, 2008; Hwang and Pa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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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Species

Dimension

(mm)

Shrinkage (%) from 

green to ovendry 

moisture content

Shrinkage (%) from 

green to air dry 

moisture content

Average shrinkage 

(%) of 1% moisture 

content change from 

air dry to ovendry 

moisture content

Volumetric 

shrinkage 

(%) from 

green to 

ovendry 

moisture 

content

T × R × L T R L T R L T R L

Kim and Lee 

(1976)

larix 

kaempferi

30 × 30 × 5 7.20 4.14 0.25¹ 0.23 0.18 0.06¹ 11.64

Hwang and 

Kim

(1999)

20 × 20 × 20 9.79 3.79 0.19 13.78

Kim and Lee 

(2002)
30 × 30 × 5

Sap

wood
4.21 2.09

Mun and Cha 

(2002)
45 × 45 × 7 7.40 3.39 0.33 3.65 1.58 0.20

Jeong and Park 

(2008)
N/A 8.44 4.67 0.17 6.43 3.32 0.14 0.18 0.12 0.01 13.11

Kim 

(1995)

pinus 

koraiensis

Tree1

30 × 30 × 50

Heart

wood
6.5 2.8 0.3 9.3

Sap

wood
6.5 3.1 0.2 9.5

Tree2

30 × 30 × 50

Heart

wood
6.9 2.8 0.2 9.7

Sap

wood
6.5 2.5 0.3 9.1

Hwang and 

Kim (1999)
20 × 20 × 20 6.62 2.59 0.41 9.62

Jeong and Park 

(2008)
N/A 7.41 2.82 0.38 4.34 1.80 0.01 0.27 0.09 0.02 11.11

Jeong and Park 

(2008)

pinus 

densiflora

N/A 9.11 4.88 0.31 5.40 2.97 0.16 0.34 0.17 0.02 19.15

Hwang and 

Park (2009)

20 × 20 × 20

Heart

wood
6.81 3.74 1.69 3.03 2.34 0.36 0.33 0.12 0.11 11.70

Sap

wood
7.00 3.54 0.18 4.13 2.64 0.04 0.25 0.08 0.01 9.34

50 × 50 × 100
Sap

wood
6.31 4.78 0.22 4.01 2.03 0.12 0.20 0.23 0.01 10.34

75 × 75 × 1002 5.71 3.72 0.55 2.04 1.76 0.21 0.31 0.17 0.03 9.50

100 × 100 × 100
Heart

wood
5.89 2.77 0.28 1.52 1.32 0.16 0.37 0.12 0.01 8.54

Park et al. 

(2015)
20 × 20 × 20 7.57 3.27 5.66 2.27

Hwang and 

Kim (1999)

quercus 

variabilis
20 × 20 × 20 12.77 4.97 0.48 18.22

Hwang and 

Kim (1999)

quercus 

mongolica
20 × 20 × 20 10.51 4.98 0.35 15.85

Mun and Cha 

(2002)

quercus 

acutissima
45 × 45 × 7 10.74 4.80 0.44 7.26 2.66 0.23

Jeong and Park 

(2008)

cryptomeria 

japonica
N/A 7.96 2.53 0.14 5.37 1.71 0.09 0.23 0.07 0.004 10.49

1 5 × 30 × 60 (T × R × L), 2 Sapwood + Heartwood

Table 2. Shrinkage of the different species from the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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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낙엽송의 접선, 방사, 섬유방향의 전수축

률(Kim and Lee, 1976; Hwang and Kim, 1999; Kim 

and Lee, 2002; Mun and Cha, 2002; Jeong and Park, 

2008), 잣나무의 접선, 방사, 섬유방향 전수축률

(Kim, 1995; Hwang and Kim, 1999; Jeong and Park, 

2008), 소나무의 접선, 방사, 섬유방향 전수축률을 보

여준다(Jeong and Park, 2008; Hwang and Park, 

2009; Park et al., 2015). 낙엽송의 접선방향 전수축률

은 4.21%-9.79%, 방사방향 전수축률은 2.09%-4.67%, 

섬유방향 전수축률은 0.17%-0.33%로 측정되었다. 

잣나무의 접선방향 전수축률은 6.54%-7.41%, 방사

방향 전수축률은 2.59%-2.82%, 섬유방향 전수축률

은 0.25%-0.41%로 측정되었다. 소나무의 접선, 방사, 

섬유방향 전수축률은 6.34%-9.11%, 3.27%-4.88%, 

0.31%-0.58%로 측정되었다. 선행연구자들간의 낙엽

송의 접선, 방사, 섬유방향의 전수축률은 2.3배, 2.2

배, 1.9배 차이를 보였다. 잣나무의 접선, 방사, 섬유

방향 전수축률의 차이는 1.13배, 1.08배, 1.64배 나타

났다. 소나무의 접선, 방사, 섬유방향 전수축률은 

1.43배, 1.49배, 1.87배 차이를 보였다. 측정된 낙엽

송의 전수축률이 연구자들 간에 1.9-2.3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Fig. 2는 Hwang and Park (2009)의 연구에서 시편 

크기에 따른 소나무의 기건수축률 측정 결과를 보여

준다. 시편 크기가 20 × 20 × 20 mm, 50 × 50 × 

100 mm, 75 × 75 × 100 mm, 100 × 100 × 100 mm

로 증가함에 따라 접선방향 기건수축률은 4.13%에

서 1.52%로 감소하였고 방사방향 기건수축률은 

2.64%에서 1.32%로 각각 2.61%, 1.32% 감소하였다. 

섬유방향 기건수축률은 0.04%에서 0.16%로 0.12% 

증가하였고 부피수축률의 경우 9.34%에서 8.54%로 

0.80% 감소하였다. 이는 시편 크기가 커짐에 따라 

방사방향 영향이 증가하고 72시간 시편의 침지시간

에 따른 시편 크기 별 팽창 정도 차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3은 Kang (1994)의 연구에서 아피통과 타운

을 밀폐건조(Closed cylinder drying), 오븐건조(Oven 

drying), 실온건조(Room temperature drying) 하였을 

때 부피수축률을 보여준다. 아피통의 부피수축률은 

밀폐건조 31.6%, 오븐건조 26.5%, 실온건조 21.0%

이고 타운의 부피수축률은 밀폐건조 18.8%, 오븐건

조 12.4%, 실온건조 11.6%로 측정되었다. 건조방법

에 따라 아피통의 부피수축률은 5.1%-10.6% 차이를 

보였고 타운의 부피수축률은 0.8%-7.2%의 차이를 

보였다. 건조방법에 대한 수축률 차이는 다른 연구에

서도 발견되었다(Lee and Jung, 1997). 고온건조의 

온도조건을 115℃, 120℃, 125℃로 증가하였을 때, 

낙엽송 수축률은 4.09%, 3.82%, 4.24%로 건조온도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pinus densiflora

Fig. 1. Total shrinkage of the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pinus densiflora from the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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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은 125℃에서 가장 큰 수축률을 보였다.

Fig. 4는 잣나무의 심재와 변재의 접선, 방사, 섬유

방향 전수축률과 부피수축률을 보여준다(Kim, 

1995). 심재와 변재의 접선방향 전수축률은 6.7%, 

6.5%, 방사방향 전수축률은 2.8%, 2.8%로 나타났다. 

섬유방향 전수축률은 0.25%, 0.25%, 부피수축률은 

9.5%, 9.3%로 측정되었다. 접선, 방사, 섬유방향 전

수축률과 부피수축률은 심재와 변재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경

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Kang, 2003; Hwang 

and Park, 2009). 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

losa)의 접선방향 수축률은 심재 7.2 ± 0.3%, 변재 

7.3 ± 0.4%, 방사방향 수축률은 심재와 변재에서 2.4 

± 0.3%로 심재와 변재의 수축률은 비슷하게 나타났

다(Kang, 2003). Hwang and Park (2009) 연구에서 

소나무의 심재와 변재의 접선방향 수축률이 각각 

6.81%, 7.00%이고, 심재와 변재의 방사방향 수축률

이 각각 3.74%, 3.54%로 접선, 방사방향에서 0.19%, 

0.2%의 작은 차이를 보였다. 

수축률 측정시 길이측정도구의 정밀도에 따라 측

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나무 시편의 

크기가 20 × 20 × 20 mm일 때, 삼나무의 접선, 방

사, 섬유방향 전수축률 7.96%, 2.53%, 0.14%이고 실

제 접선, 방사, 섬유방향의 수축 길이는 1592 µm, 

506 µm, 28 µm로 계산 되어진다. 따라서 KS F 

2203 (2004)에서 규정하는 정밀도 10 µm의 길이측

정도구를 사용하여 접선, 방사, 섬유방향의 전수축률

을 측정하게 된다면 수축률 측정오차는 0.62%, 

1.97%, 35.7% 발생할 수 있다. 섬유방향 수축률은 

매우 작기 때문에 수축률 측정오차로 인하여 측정된 

수축률 값과 실제 수축률 값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측정자가 캘리퍼를 사용하여 수축

률을 측정할 때 주는 압력에 의해 그 측정값이 차이

가 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목재 수축률에 관련하여 목재공학

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국내산 낙

엽송 접선방향 수축률이 4.21%-9.79%, 방사방향 수

축률 2.09%-4.67%, 섬유방향 수축률 0.17%-0.33%로 

선행연구자들의 측정결과가 접선방향 2.3배, 방사방

향 2.2배, 섬유방향 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소나무 

시편 크기가 20 × 20 × 20 mm에서 100 × 100 × 

100 mm로 증가함에 따라 접선방향 수축률은 4.13%

에서 1.52%로 2.71배 감소하고 방사방향 수축률은 

Fig. 2. Air-dried shrinkage of the pinus densiflora 

from different sizes (Hwang and Park, 2009).

Fig. 4. Total shrinkage of Heartwood and Sapwood 

from pinus koraiensis (Kim, 1995).

Fig. 3. Total volumetric shrinkage of apitong and

taun from different drying methods (Kang,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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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에서 1.32%로 2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한, 건조방법 차이에 의해 아피통과 타운 수축률이 

0.8%-10.6%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산업규격(KS F 

2203, 200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밀도 0.01 mm의 

길이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수축률을 측정할 경우 접

선, 방사, 섬유방향에서 0.62%, 1.97%, 35.7%의 측정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목재의 수축률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결과 시편크기, 건조방법, 측정방법에 의

해 수축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

다. 따라서 정밀한 수축률 측정을 위해 수축률에 영

향을 주는 시편 크기, 건조방법, 측정방법을 고려한 

수축률 실험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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