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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sensible characteristic and physical characteristic to es-

timate value of the craft for Pinus densiflora and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wood. The sen-

sual characteristics of wood are evaluated by wood figure, wood grain, odor,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by weathering, abrasion, surface roughness and hardness. The wood figure of 

these species were observed at flat grain in the radial section and edge grain in the tangential 

section. Also, burl’s figure was observed in Burl of Pinus densiflora wood.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wood had volatile aroma compounds such as Camphene, Thymyl ether, α

-Longipinene, etc. Pinus densiflora wood had volatile aroma compounds such as α-Longipinene, 

(+)-Cedrol, etc. The moisture soption, abrasion, hardness and roughness were very different be-

tween the two species. 

Keywords: woodcraft, Pinus densiflora, sensual characteristics, physical characteristics, wood figure, wood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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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재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

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여겨지

고 있다. 특히, 목재는 자원 및 환경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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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목재관련 산업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및 자유무역협정 등에 적극 대처하

고자 국산목재의 이용확대 및 목재산업기반 구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에서 제시한 21세기 산림비전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국내산 목재의 공급율을 10% 이하

로 유지하고 점차 자급률을 제고하여 2030년에는 

22.4%, 2050년에는 30%로 국내산 목재 공급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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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Tree age (year) DBH (cm) Locality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174 33.4 Uljin, Kyungbuk

Pinus densiflora S et Z. 32 30.5 Samcheok, Kangwon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Table 1. Sample trees

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목재를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보면 국내

산 목재 공급 확대는 국내산 목재를 고부가 가치

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목재관련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경쟁력 강화에도 상당부분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까지 공예재, 가구용재, 실내장식용재 등의 

공예적 특성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목재들은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산 목재로의 대체가 절실한 시점이다. 예로부터 우

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목재는 재

료의 특성, 재료의 수급, 가공 등이 타재료에 비해 

비교적 손쉬워 공예재, 가구재 등으로 유용하게 사

용되어 왔다. 

목재의 공예적 가치는 수종에 따라 같은 수종이

라도 그 형상과 재질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 이

것은 감각적인 특성과 물리적인 특성을 크게 구분

하여 평가하고 있다. 목재의 감각적인 특성은 문

양, 목리, 향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재는 횡

단면, 판목면, 정목면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형상들

은 수목의 생장차이, 연륜의 여러 가지 형태, 목재

내부나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상처 등에 따라 매

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제재방법에 따라 

다양하고 특징적인 형태의 문양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양들은 장식적인 효과가 매우 뛰

어난 것이 특징이다. 목재의 고유 향기는 목재가 

가지고 있는 휘발성 물질이 발산하면서 나오는 것

으로 각각의 목재마다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재의 휘발성 성분들은 사람에게 심리적

인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목재의 물리적 특성은 감각적인 특성과 함께 가

구 또는 공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물리적 특성은 각 수종이 갖는 재질의 

지표로서 흡습성, 마모성, 경도, 표면거칠기 등의 

실험결과가 공예적 가치평가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러나 국내산 수종을 이용한 재질평가에 관한 연구

는 수종별, 또는 물리적 특성에 관여하는 인자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목재의 공예적 특

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이용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연구는 금강송과 소나무에 대한 감각적 특성

과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가구나 공예재로 활용

할 수 있는 특성을 평가하고, 목공예나 가구제작에 

있어 중요한 재질지표 및 국내산 목재의 활용촉진

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본 실험에서는 국내산 금강송과 소나무를 공시

목으로 이용하였다. Table 1과 같이 금강송과 소

나무, 두 수종은 나이에 비해 흉고지름(DBH)이 

뚜렷이 구별되는 공시목을 이용하였으며 연륜폭은 

금강송 0.9 ± 0.7로 나타났으며 소나무는 5.5 ± 

1.2로 나타났다. 금강송의 재색은 황색을 나타냈으

며 소나무의 재색은 황갈색을 나타냈다.

2.2. 실험 방법

2.2.1. 문양의 출현형태

각 시료의 방사단면과 접선단면에 출현하는 문

양과 목리를 육안으로 관찰, 구분하여 문헌의 문양

과 목리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촬영은 Canon EOS 

350D Digital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셔터속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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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초점거리 60 mm, 노출시간 1/400 sec, ISO- 

200의 조건으로 하였다. 사용된 렌즈는 EF-S 60 

mm f/2.8 MACRO USM으로 렌즈 조리개 F/10

의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2.2.2. 향기 성분 분석

공시재료에서 발향되는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SPME (Solid Phase Micro Extration)분석을 수

행하였다. 수종의 목부 중 심재를 미세한 분말로 

제작한 후 시험병에 담고 고무재질의 stopper로 밀

폐한 후, dry bath에서 60°C로 유지한 후 SPME

를 수직으로 세운 뒤 40분 동안 시료병 내 시료의 

휘발성 성분을 PPMS Fiber에 흡착시켰다. Fiber

에 흡착된 향기성분은 250°C로 설정된 GC주입구

에 2분간 탈착시킨 후 분석하였다. 휘발성 향기성분

을 분석하기 위해 GC/MSD (Gas Chromatograph/ 

Mass Selective Detector)는 Agilent사의 MSD 

5975가 연결된 GC7890A (Agilent technologies 

Inc. USA)를 사용하여 splitless Mode로 분석하였

으며, 주입구 온도는 250°C로 하였다. Column은 

HP-5MS (30 × 0.25 mm, 0.25 µm)를 사용하였

고, 오븐의 온도는 60°C에서 시작하여, 1분에 6°C

씩 승온하여 250°C까지, 1분에 10°C 승온하여 

300°C까지 각각 분석하였다. 모든 측정은 3회 반

복하여 측정하였으며 휘발성 성분은 NIST search 

및 mass library data에 의한 검색을 동정하였다.

2.2.3. 흡습성 측정

수종별 5 mm (L) × 30 mm (R) × 30 mm (T)

의 동일한 크기의 횡단면 시편을 변재와 심재로 

각각 5개씩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KS F 

2204 (한국산업규격, 2004)에 따라 측정하였다.

2.2.4. 마모성 측정

각 수종의 방사단면과 접선단면을 원판디스크

(직경 120 mm, 두께 15 mm)를 각각 3개씩 제작

하였다. 제작된 시편을 Table식 마모시험기(WL 

210T)를 이용하여 KS M 3332(한국산업규격, 2004)

에 따라 마모량을 측정하였다. 회전수는 500회로 

하였으며, 시험 전과 후의 질량을 구하여 다음 식

으로 마모량을 측정하였다. 

마모량
시험회전수

마모손실중량
×

2.2.5. 경도 측정

각 수종의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별로 폭 

30 mm, 두께 15 mm의 시편을 10개씩 제작한 후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 KS F 2212 (한국산업규

격, 2004)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3단면에서 중앙

위치에 5.64 mm의 반지름을 갖는 쇠구슬을 압입

시켰으며 이때 하중은 매분 0.5 mm의 속도로 하

며 약 0.32 mm 깊이까지 쇠구슬을 각 단면별로 

최소 3지점 이상에서 압입시켜 다음 식을 이용하

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P : 압입 깊이가 0.32 mm인 때의 하중(N)

2.2.6. 표면거칠기 측정

각 수종의 단면별 시편을 320 mesh 샌더 페이

퍼로 가공하여 목재 표면을 휴대용 표면거칠기 측

정기(TR-200)로 방사단면과 접선단면을 섬유방향

과 평행 또는 수직방향으로 각각 3회씩 측정하여 

Ra 값(전체 측정구간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문양

금강송은 황장목, 춘양목, 적송, 반적송, 백송이

라 부르기도 하며(김 등 1999), 변재에 비해 심재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건축재로서 우수한 재

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나의 품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고정된 유전형질이 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태백산맥과 영동지방의 생육환경

이 우수한 형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전 

2008). 문화재 보수용재, 관재, 가구재 등 특수용

재로도 쓰이고 있다(김 등 1999).

본 연구에서 육안적 관찰을 통해 나타난 금강송

의 문양은 방사단면에서 제재하는 방법에 따라 나

타나는 정목목리가 관찰되었다(Fig. 1. A, B). 접

선단면에서는 판목목리(Fig. 1. C, D)와 현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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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Figures on the Radial section (A, B) and Tangential section (C, D) of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wood.

(A)

  

(B)

  

(C)

  

(D)

Fig. 2. Figures on the Radial section (A, B) and Tangential section (C, D) of Pinus densiflora wood.

상의 문양이 뚜렷이 나타나 공예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옹이의 흔적으로 보이는 짙

은 색채의 문양도 시각적으로 독특한 문양을 만들

어 내고 있다. 박 등(2010)은 국내산 주요 침엽수

재 문양의 출현형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접선

단면에 포상문양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소나무는 육송(경남), 솔이라고 부르며, 심․변

재의 경계가 약간 불명하고 심재는 황색을 띤 연

한 갈색이고 변재는 연한 황백색이다. 목리는 곧고 

나무갗은 거칠다. 수직수지구가 횡단면에서 쉽게 

육안 관찰되며 종단면에서는 색깔이 진한 선으로 

나타난다(박 등 1981). 조․만재의 이행은 급한 편

이다. 목재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강인한 목재이며 

심재의 내부보존성은 보통이나 수중에서의 보존성

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은 약간 거칠

지만 부드럽고 표면마무리는 양호한 편이다(이 

1997). 소나무는 한국인의 의식주와 밀착되어 실생

활의 여러 곳에 활용되었으며 조선시대의 가구에 

많이 이용되었는데, 옷장, 책장, 장이나 농, 반닫이, 

소반 등을 제작하는 중요한 재료로 널리 이용되었

다. 최근에는 건축 경구조재, 건축건구재, 건축내장

재, 토목, 기구용재(농기구, 목마, 목각, 관재 등), 

포장용재(상, 경목 등), 합판, 펄프, 목탄재, 선박, 

차량, 조각, 악기재 등으로 주로 쓰인다. 특히, 냄

새가 좋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 가구재로 많이 이용

되었고 공예재로도 매우 뛰어난 목재이다.

소나무에 나타난 문양은 방사방향에서는 일반적

인 정목목리가 관찰되었으며(Fig. 2. A), 접선방향

에서는 판목목리가 관찰되었다(Fig. 2. C). 소나무

의 혹부분에서 불규칙한 절류문양이 관찰되었다

(Fig. 2. B, D). 절류문양은 나무의 혹에 생기는 문

양으로 혹(burr, burl)이 나무의 줄기에 형성된 비

정상적으로 볼록 튀어나온 조직인데, 이부위에서 

생산된 단판은 비록 파손되기는 쉽지만 고리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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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C/MS Chormatogram of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wood.

Fig. 4. GC/MS Chormatogram of Pinus densiflora 

wood.

No. Rt (min) Compounds Peak Area (%) Molecular Weight Match Quality

1 8.42 (+)-α-Pinene 15.06 136 97

2 9.00 Camphene 26.39 136 98

3 16.44 Thymyl methyl ether 25.85 164 94

4 19.08 α-Longipinene 25.44 204 98

5 22.85 δ-Cadinene 7.26 204 99

Rt : Retintion time

Table 2. Volatile components of SPME extract of the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wood

No. Rt (min) Compounds Peak Area (%) Molecular Weight Match Quality

1 8.35 α-Pinene 16.92 136 96

2 19.07 α-Longipinene 55.10 204 98

3 19.92 Di-epi-α-cedrene-(I) 7.34 204 98

4 24.61 (+)-Cedrol 20.64 222 95

Rt : Retintion time

Table 3. Volatile components of SPME extract of the Pinus densiflora wood

모양의 어린 싹이 꽉 들어차 있는 듯한 형상의 매

혹적인 무늬를 나타내게 된다(엄과 남 2005). 절류

문양(burl figure)은 느릅나무, 측백나무, 물푸레나

무 등에 자주 출현한다.

3.2. 향기성분 분석

SPME 분석을 이용하여 금강송(Fig. 3)과 소나

무(Fig. 4)의 심재부에서 발향되는 휘발성 물질을 

분석한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match quality가 94 이상 되는 물질들만 검출

되었다(Table 2, 3). 금강송은 Camphene (26.39%), 

Thymyl methyl ether (25.85%), α-Longipinene 

(25.44%)와 같은 휘발성 향기성분의 순으로 함량

이 높았다. 소나무는 α-Longipinene (55.10%), 

(+)-Cedrol (20.64%)과 같은 성분의 순으로 확인

되었다. 두 수종에서 검출된 성분들은 대부분 휘발

성이 높은 테르펜 물질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목재

사부조직에서 주로 발향되는 휘발성분으로 알려지

고 있다(Sjödin et al., 2004). Koulos em (2000)은 

목재의 향기성분(정유, esssential oils)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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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40°C (75%) 40°C (90%)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S 6.08 ± 0.95 10.09 ± 0.49

H 6.88 ± 0.51  9.34 ± 0.49

Pinus densiflora S et Z.
S 6.40 ± 0.11  9.06 ± 0.16

H 5.12 ± 0.33  8.12 ± 0.47

H : Heartwood, S : Sapwood

Table 4. Moisture sorptions of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and Pinus densiflora wood

(A)

 

(B)

Fig. 5. Moisture sorptions of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and Pinus densiflora wood.

로 테르펜 물질로 테르펜의 발생량은 수종, 계절, 

일,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테

르펜 물질, 특히, 정유물질은 침엽수재가 활엽수재

보다 많이 방출된다고 하였다. 또한 테르펜 성분들

은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 2008). 따라서 테르펜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금강송과 소나무와 같은 침엽

수재를 이용한 공예품은 시각, 촉각, 청각, 후각을 

모두 자극시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어 심신에 좋

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흡습성

목재는 고습조건하에서 박테리아, 균조류 등의 

침해를 받아 성장에 필요한 기질로 작용하기 때문

에 물리․화학적 특성에 손상을 받을 수 있다. 따

라서 외기조건에 따른 목재의 수분변화율을 검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4는 금강송과 소나무

에 대한 흡습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40°C, 75%의 

온습도 조건에서 평형함수율은 변재는 6.1~6.8%

의 범위였고, 심재는 5.1~6.8%의 범위였다. 이 조

건에서 금강송은 변․심재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소나무는 심재가 다소 낮았다. 40°C, 90%의 조건

에서 평형함수율은 변재는 9.1~10.1% 범위였고, 

심재는 8.1~9.3%의 범위였다. 두 수종 모두 변․

심재 간의 흡습성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40°C, 75%와 40°C, 90%의 습도차이에 따른 수종

간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Fig. 5는 40°C, 75%의 흡습조건에서 금강송과 

소나무의 수분흡습에 따른 중량변화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변․심재 모두 수분흡습에 의한 중량변

화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금강송은 5일째까지 

수분흡습에 의한 급속한 중량변화를 보여준 후, 수

분흡습에 의한 중량변화가 크지 않았다. 9일째부

터 11일째까지 다시 급격한 중량변화를 보여주다

가 이후부터 완만한 중량변화를 보여주었다. 20일

째부터 변․심재 모두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나무는 변․심재 모두 17일째까지 수분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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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Oven-dried Density 

(g/cm
3
)

Latewood percentage 

(%)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Radial section Tangential section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37 24.9 0.066 ± 0.000 0.056 ± 0.003

Pinus densiflora S et Z. 44 18.1 0.047 ± 0.007 0.058 ± 0.006

Table 5. Abrasion of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and Pinus densiflora wood

Species Cross section Radial section Tangential section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S 28.6 ± 2.0  9.4 ± 1.2  6.6 ± 0.8

H 32.6 ± 2.8  8.9 ± 0.8  8.4 ± 0.9

Pinus densiflora S et Z.
S 19.9 ± 2.6 11.6 ± 2.4 13.7 ± 3.7

H 21.6 ± 3.8  8.1 ± 1.9 10.6 ± 1.9

H : Heartwood, S : Sapwood

Table 6. Hardness of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and Pinus densiflora wood

에 의한 중량변화가 완만하게 일어났다. 그 후 평

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송은 심

재가 변재보다 평형함수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

만, 소나무는 변재가 심재보다 다소 높았다.

친수성 재료인 목재는 가구나 공예품에 있어서 

흡습성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물리적 특성지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구나 목공예품 제작 과정 중

의 흡습성과 제작 후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흡습

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본 실험의 결과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마모성

Table 5는 금강송과 소나무재에 대한 단면별 마

모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금강송은 방

사단면 마모량이 접선단면에 비해 다소 높았고, 소

나무는 접선단면 마모량이 방사단면 마모량에 비

해 다소 높았다. 마모저항은 비중에 비례하기 때문

에 밀도가 높은 수종이 마모량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강 등 2008). 따라서 금강송에 비해 

밀도가 높은 소나무는 방사단면에서 마모성이 낮

았다. 그러나 접선단면에서의 마모량은 금강송이 

소나무에 비해 적었다. 이것은 만재율이 다소 영향

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단면과 접선단면에

서 마모량 차이는 두 수종 모두 크지 않았다.

3.5. 경도

목공예나 가구에 있어서 경도는 긁힘에 대한 저

항 타 물체의 압입에 대한 저항, 도구나 기계의 절

삭에 대한 저항 등을 표시(강 등 2008)하는 것으로 

목재의 표면에 대한 경도의 연구는 오래전부터 몇

몇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측정기술에 따른 결

과 변이 뿐만 아니라 함수율, 밀도, 수종 등이 경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Jank 1906; Kollman 

and Côte. 1968; Trendleburg,1933). 

Table 6은 금강송과 소나무재의 경도값을 나타

낸 것이다. 각 단면별 경도는 두 수종 모두 횡단면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금강송은 방

사단면, 소나무는 접선단면이 높게 나타났다. 강 

등(2008)은 목재의 경도가 수종에 따라 다르며 동

일 수종 내에서도 비중, 섬유방향, 함수율, 옹이의 

유무 또는 춘․추재 등에 의한 변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일 비중재에서 횡단면의 경도가 가장 크

고 종단면에서는 접선단면이 방사단면보다 약간 

크다고 보고하였다. 홍과 이(1992)는 변․심재 경

도값이 수종에 따라 다르며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

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단면별 경도값

이 횡단면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강 등(2008)의 결과

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두 수종에서 방사단면과 

접선단면의 경도값의 차이는 수종간 특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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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Parallel to the grain or 

annual ring (Ra)

Perpendicular to the grain or 

annual ring (Ra)

Heartwood Sapwood Heartwood Sapwood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R 1.202 ± 0.250 1.652 ± 0.150 2.084 ± 0.151 2.767 ± 0.028

T 2.608 ± 0.478 2.024 ± 0.511 3.114 ± 0.056 3.382 ± 0.310

Pinus densiflora S et Z.
R 3.083 ± 0.491 3.021 ± 0.062 6.926 ± 0.077 6.862 ± 0.063

T 2.094 ± 0.312 2.354 ± 0.283 2.732 ± 0.144 3.448 ± 0.272

R : Radial section, T : Tangential section

Table 7. Roughness of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and Pinus densiflora wood

(Unit : µm)

경향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도 실험의 결과로 볼 

때 금강송과 소나무는 공예재료나 가구재료로의 

가치가 충분한 수종으로 판단된다.

3.6. 표면거칠기

목재의 표면거칠기는 표면의 미세한 요철의 정

도에 따라 변하게 된다. 목재는 표면의 연마상태와 

같은 표면의 가공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목재 조직구조의 거친 정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목공예나 가구제작에 있어 연마, 도

장 등과 같은 목재 표면의 가공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본 실험은 320 mech 샌

더 페이퍼로 가공하여 목재표면의 거칠기를 측정

하였는데, 이는 목공예나 가구제작시 도장을 하기

전의 표면 마감처리가 가장 안정화될 수 있는 상

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목재표면의 거칠기

는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양적으로 표현한 값으로 

Ra (Roughness average, 중심선 평균값)를 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7은 2수종에 대한 방사단면과 접선단면

의 표면거칠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섬

유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한 결과, 두 수종 

모두 심재와 변재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

나 단면별로 보면 금강송은 접선단면, 소나무는 방

사단면이 다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면별

로는 금강송은 접선단면, 소나무는 방사단면의 표

면이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금강송은 

접선단면, 소나무는 방사단면의 표면이 거친 것으

로 나타났다. 표면거칠기가 가장 낮은 값은 섬유방

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한 금강송 심재의 방사

단면으로 1.202 µm였으며, 가장 높은 값은 섬유방

향과 직각방향에서 측정한 소나무 심재의 방사단

면으로 6.926 µm였다.

표면거칠기는 밀도, 경도, 마모성, 흡습성 등의 

물리적 특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

지만 목공예나 가구제작시 연마, 도장 등과 같은 

표면의 가공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활용도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금강송과 소나무의 공예적 가치를 평

가하기 위해 감각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

여 국산 목재의 활용촉진을 위한 중요한 재질지표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금강송과 소나무에 출현하는 문양과 목리는 방

사단면에서 정목목리, 접선단면에서는 판목목리가 

관찰되었다. 또한 소나무 혹 부분에서 불규칙적인 

절류문양이 관찰되었다. 

향기는 금강송에서 Camphene, Thymyl methyl 

ether, α-Longipinene 등과 같은 휘발성 향기성분

이 검출되었고, 소나무에서는 α-Longipinene, 

(+)-Cedrol 등과 같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흡습성은 40°C, 75%의 온습도 조건에서 금강송

은 변․심재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소나무는 심재

가 다소 낮았다. 40°C, 90%의 조건에서 두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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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변․심재 간의 흡습성 차이는 크지 않았다. 

40°C, 75% 흡습조건에서 두 수종의 수분흡습에 

따른 중량변화는 모두 변․심재 간 중량변화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금강송은 20일째부터 변․심

재 모두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

나무는 18일째부터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모성 평가에서 금강송은 방사단면 마모량이 

접선단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소나무는 접

선단면 마모량이 방사단면 마모량에 비해 다소 높

았다.

경도는 두 수종 모두 횡단면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금강송은 방사단면, 소나무는 

접선단면이 높게 나타났다. 

표면거칠기는 섬유방향과 평행한 방향에서는 두 

수종 모두 심재와 변재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금강송은 접선단면, 소나무는 방사단면이 다소 거

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방향과 직각방향에서는 

소나무의 접선단면에서 심재가 변재보다 다소 거

친 것으로 나타났고, 금강송은 접선단면, 소나무는 

방사단면의 표면이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으로 금강송은 접선단면, 소나무는 방사단면의 표

면이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산 목재(금강송과 

소나무)를 목공예나 가구제작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 후 합리적인 목재이용

을 위한 재질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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