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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나무 목재 내 물질전달 및 건조응력의  

비정상상태 분석 

 

Unsteady state analysis of moisture transfer and 

drying stress development in red pine wood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한연중 

 

 

  목재의 내·외부 수분 분포 및 이동은 목재 자체의 물리 · 역학적 성

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인자이다. 목재의 합리적인 이용은 수분의 

제어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수분분포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표면응력과 내부응력은 수분 흡착형 다공성 재료인 목재 조직의 변형

과 파괴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목재의 건조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건조 중 목재의 표면과 내부에 할렬이 발생하여 목재의 강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목재 가공공정 중 접착성능, 도장성능, 보존제 주입 

성능 등이 감소하기 때문에 목제품의 고부가가치창출을 방해한다. 부

재의 건조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건조스케줄과 

발전된 건조공정 제어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대단면재를 횡단면할렬 

등의 결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신속하게 건조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ii 

 

내부수분이동률과 같은 물질전달에 관련된 기본적인 인자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목재 내부의 수분이동에 관한 기하학적 수분확산모

델에 소나무재의 벽공과 방사조직의 비율을 적용하여 접선방향, 방사

방향, 섬유방향의 확산계수를 결정하였다. 수분확산모델을 통해 결정

된 확산계수의 함수율에 따른 증가와 감소 경향은 비정상상태에서 측

정된 실험치와 유사하였다. 벽공과 방사조직의 기하학적 특성을 수분

확산모델에 반영하여 결정된 방사방향의 확산계수는 접선방향에 비하

여 크게 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분확산모델 내의 각 통로의 컨덕턴스를 이용하여 수증기와 결합

수의 이동통로를 세포내강+세포벽, 세포내강+벽공벽, 연속된 세포벽의 

3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함수율이 감소하면 세포벽을 통한 결합수의 확산은 점차 감소하고, 세

포내강을 통한 수증기의 확산이 지배적으로 발생한다. 

  수분확산모델에 의해 결정된 확산계수를 함수율 예측모델에 적용하

여 건조 중 목재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하였다. 함수율 예측모델에 의

한 함수율 분포와 온도 30oC, 상대습도 60%의 조건에서 실험에 의한 

측정된 결과의 평균함수율 차이는 미미하였다. 그러므로 기하학적 수

분확산모델에 의해 결정된 확산계수를 함수율 예측모델에 적용하면 

건조 중 소나무재의 표면함수율과 내부함수율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작고 얇은 두께의 시험편을 제작하여 건조 중 무응력 상태를 가정

하고, 소나무재의 섬유직각방향 자유수축률을 분석하였다. 측정된 자

유수축률과 열기건조 중 응력해제시 변형복원량을 이용하여 열기건조 

중 발생하는 변형을 탄성·점탄성·점성변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값을 

Burger 모형에 적용하여 점탄성계수와 점성계수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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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와 실험적으로 측정된 탄성계수를 이용하면 열기건조 중 특정시

간에서의 건조응력과 변형을 예측할 수 있다. 

  소나무재의 열기건조 중 표면층에 발생하는 건조응력이 소나무재의 

평균 인장강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횡단면할렬이 발생하는 것을 관

찰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목재가 방사방향으로 수축할 때, 방사조직은 인접한 종축 가도관의 

방사방향으로의 수축을 억제하기 때문에, 방사조직의 세포에서 압축응

력이 발생하고 인접한 종축 가도관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이 때 

접촉면에서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판단하

여 소나무재의 평균전단강도와 건조응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건

조 중 방사방향으로 발생하는 횡단면할렬은 방사조직과 인접한 가도

관의 결합이 파괴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나무재의 함수율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건조 중 함수율 분포를 분

석하고, 함수율 분포에 따른 탄성·점탄성·점성계수를 Burger 모형에 적

용하여 건조응력을 산출하였다. 예측된 함수율 분포와 건조응력을 바

탕으로 온도 70 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소나무재의 건조 시 횡

단면할렬이 발생하는 시간을 예측하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예

측치와 실험치는 약 0.5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 값은 소나무재의 평

균전단강도의 표준오차범위 내의 값으로 보다 정밀한 예측을 위하여 

방사조직과 인접한 가도관의 결합력에 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면 목재의 열기건조 중 온·습도의 외부조건과 

목재의 치수 등의 조건이 주어질 경우, 목재의 표면과 내부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함수율 분포에 따른 건조응력과 목재의 평균

강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횡단면할렬의 발생조건을 예측하고,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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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할렬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보

다 정확한 제재목의 건조스케줄을 제시할 수 있으며, 건조 중 제재목

의 건조결함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확산계수; 물질전달; 자유수축률; 건조응력; 횡단면할렬 

 

학  번 : 2005-2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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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점토, 졸겔물질, 코팅필름, 식품, 농·임업 생산물 등의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다공성 재료는 주위 환경에 따라 수축 · 팽윤 등의 치수변화

가 발생한다. 각각의 물질들의 수축 메커니즘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

지만, 수분 함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 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

해되어왔다. 그 중 목재는 건조 시 수축을 동반하는 수분흡착형 다공

성 물질이다. 소나무는 어느 정도 무겁고 단단한 목재로 건조, 접착, 

도장, 가공성이 양호하여 전통 목조문화재 보수용재, 한옥용 구조용재, 

창틀재 및 각종 인테리어재로서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

실한 현재 이산화탄소의 축적체이면서 탄소중립 (carbon neutral) 자원

인 목재를 사용할 때 장기간의 내구연한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재의 합리적인 이용은 수분의 제어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목재 표면과 내부 수분의 분포와 이동속도는 

목재의 전반적인 물리적 · 역학적 · 광학적 · 전기적 · 음향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수분조절은 건조 

중 목재표면과 내부에 할렬을 유발시켜 목재강도를 떨어뜨리고, 목재

표면과 내부의 변색과 부후를 촉진시킨다. 또한 일선 목재가공 산업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수분제어는 접착성능 · 도장성능 등을 떨어뜨리

고 불안정한 전기저항과 음향방사를 유도하여 목제품의 고부가가치창

출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부재의 건조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열기건조스케줄과 발전된 건조공정 제어기술이 필요하다. 

제재목을 횡단면할렬 등의 건조결함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신속한 열

기건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목재의 내부수분이동률과 목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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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영향을 포함한 외부수분이동률과 같은 물질전달에 관련한 기본적인 

기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목재는 흡습성 재료로 건조 중 목재 내 수분의 감소 또는 증가에 

의하여 수축 또는 팽윤이 발생한다. 목재 내 수분은 일반적으로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세포내강과 세포간층에 분포하는 자유수와 수증기, 

그리고 목재세포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결합수로 구별된다. 섬유

포화점 이상의 함수율 범위에서 목재의 내부에는 자유수가 존재하고, 

자유수와 인접하고 있는 세포벽은 결합수로 포화되어 있다. 섬유포화

점 이상에서는 세포벽 간의 수분경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목재 

내의 수분이동은 세포벽을 통한 확산이동이 아닌 모세관을 통한 자유

수의 유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유수가 모두 없어진 섬유포화점 이하

의 함수율 범위에서 목재 내의 수분은 세포벽의 농도차에 기인하여 

세포벽에서는 결합수의 형태로 이동하고, 세포내강이나 벽공 등의 공

극에서는 수증기의 형태로 이동한다 (Siau 1995). 

  결합수와 수증기의 이동통로는 크게 나누어 연속되어 있는 세포벽, 

세포내강+세포벽, 세포내강+벽공벽의 3종류이며 (Stamm 1960), 물분자

는 이들 통로를 확산에 의하여 이동한다. 수분의 확산은 목재 내의 수

분경사에 따라 습한 세포내강의 수증기가 보다 건조한 세포내강 쪽으

로 이동한다. 수증기가 세포벽 내의 비결정질 영역을 통과할 때, 많은 

수증기는 응축되어 세포벽을 따라 이동하고 다음 세포내강에 이르면 

다시 수증기 상태로 변화하여 이동한다. 세포벽의 방사단면에 위치하

는 벽공과 같이 지름이 좁은 통로에서 수증기의 확산속도는 세포내강

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 수분확산 통로를 통과하는 수분량의 비율은 

목재의 비중, 확산방향, 함수율 등에 따라 다르다 (Choong et al. 1965; 

Siau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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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포화점 이하의 함수율에서 결합수의 이동에 의하여 셀룰로오스 

또는 헤미셀룰로오스와 결합하고 있던 물분자는 이탈하게 된다. 이 때, 

수막은 파괴되고 이탈된 수분이 차지하였던 공간만큼 줄어듦에 따라 

세포벽 내의 분자간 거리가 감소하여 세포벽의 두께가 감소하고 결과

적으로 목재는 수축하게 된다. 

  만약 수축이 목재의 내부에서 균일하게 발생된다면, 건조 중 변형거

동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건조 중 함수율 경사로 인한 

표층과 내층간 건조속도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함수율이 높

은 생재를 건조시키면 건조 초기에 표층에서 발생하는 수분의 증발로 

표층은 섬유포화점 이하의 상태에 도달하여도 내층은 섬유포화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목재의 표층과 내층 간에 수분경사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표면에서는 수축하려고 해도 내부는 아직 수축단계에 도달하

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접한 표층의 수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

고, 결국 표층은 정상적인 수축량만큼 수축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 

표면은 인장응력을 나타내고, 내부는 압축응력을 나타낸다. 표면의 응

력은 크지 않지만, 장시간 작용하고 있으므로 크리프와 같은 상태가 

되어 응력이 없어져도 영구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다시 

건조가 진행되어 건조 후기가 되면 내층도 섬유포화점 이하로 건조되

어 수축이 개시되나 이미 영구변형된 표층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때

의 응력관계는 건조초기와는 반대로 표면은 압축응력을 나타내고, 내

부는 인장응력을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인 열기건조공정에서 목재의 실제 수축률은 수분경사로 발생

한 응력에 의해 억제된 수축률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건조 

중 발생하는 건조응력과 실제 수축률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오랫동

안 진행되어 오고 있다 (Bodig et al. 1982; Dahiblom et al. 1996; Per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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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비록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목재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이방성 및 흡습성 등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부족한 편이

다. 제재목을 건조하면 목재는 3방향(섬유, 방사, 접선방향)으로 각각 

서로 다른 수축을 하기 때문에, 열기건조 중 틀어짐 등의 건조결함이 

발생한다 (Kininmounth et al. 1991). Boyd (1974)는 목재 내부구조의 복잡

성과 다양성 때문에 수축의 메커니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고, 수축의 메커니즘 중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목재 자체의 해석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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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Fig. 1.1에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최종목표를 흐름도로 제시하였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본 연구의 진행과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내용이다. 건조응력은 목재의 표면층과 내부층

의 함수율 경사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함수율 경사는 건조 중 온도, 

상대습도, 풍속 등의 외부조건과 목재의 이방적 · 비균질적 특성의 내

부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내부조건과 외부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건조

응력을 정량화한다면, 목재의 기계적 강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횡단면

할렬 등의 건조결함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열기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분포 (moisture content distribution)를 

예측하기 위하여 목재내부의 수분이동률인 확산계수 (diffusion 

coefficient)를 기하학적 수분확산모델을 이용하여 결정하고자 하였다. 

유한차분법 (finite difference method) 을 이용한 함수율 분포 예측모델

에 확산계수를 적용하여 열기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분포에 대한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열기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분포에 따른 건조응력을 예측하고

자 하였다. 소나무재의 소시험편을 제작하여 측정된 자유수축률 (free 

shrinkage)과 탄성계수 및 실대재의 열기건조 중 응력해제시 변형복원

량을 이용하여 열기건조 중 변형을 탄성요소 (elastic element), 점탄성

요소 (visco-elastic element), 점성요소 (viscous element)로 구분하고자 하

였다. 각각의 계수를 점탄성 모형에 적용하여 온 · 습도 조건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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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치수에 따른 건조응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 열기건조 중 발생하는 건조응력이 소나무재의 기계적 강도에 비하

여 큰 경우 횡단면할렬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온 · 습도 조건

과 시험재의 치수에 따른 함수율 분포 및 건조응력에 대한 예측을 토

대로 열기건조 중 횡단면할렬 (end check)이 발생하는 시간을 예측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건조스케줄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존의 열기건조스케줄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수행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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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low chart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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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사 
 

3.1. 목재의 구조 

 

  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질부에 존재하

는 섬유의 배열에 의하여 이방적 특성과 비균질적 특성을 갖는다. 이

러한 목재의 특징은 투과성 · 모세관거동 · 열전도 · 수분의 확산과 

같은 광범위한 물리적 성질에 반영된다. 온대기후에서 목재는 계절의 

초기에 생장하는 부위 (조재)와 후기에 생장하는 부위 (만재)로 구분

할 수 있다. 조재부는 수분 및 영양분을 이동시키고, 만재부는 목질부

를 지지하는 강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만재부의 세포는 세포벽의 두께

가 두껍고 세포내강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짙은 색을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연륜을 육안적 관찰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Fig. 1.2). 횡단

면에서 관찰되는 연륜 폭의 차이는 목재의 생장과정에서 토양, 기후 

등의 환경적 영향에 의하여 발생한다 (Bouriaud et al. 2005). 

  목재는 심재부와 변재부로 구분할 수 있다. 심재부는 비활성상태의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짙은 색을 나타낸다. 또한 심재부는 벽공

폐색, 추출물함량 등이 변재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과성

이 작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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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 block of Pinus radiata wood showing the position of the 

vascular cambium and bark (Walker 1993) 

 

 
Figure 1.3 Softwood Thuja plicata. A growth ring is clearly visible with the 

thicker-walled latewood tracheids to the top left, and the thinner-

walled and large lumened earlywood tracheids to the lower right 

(Walker 1993) 

 
 

earlywood 

latewood 

growth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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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질부는 목재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침엽수에서 전체 체적의 90 ~ 

95 %가 가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3). 가도관은 종방향으로 배

열되어 있으며, 나무의 강도적 지지와 유체이동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른 형태의 세포는 수에서 수피까지 방사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유조직이다. Panshin and de Zeeuw (1980)은 스트로브 잣나무 (white pine)

의 체적구성을 섬유방향 가도관 93 %, 섬유방향 수지구 1 %, 방사조직  

6 %로 제시하였다. Burger and Eckstein (2001)은 방사조직이 방사방향에

서 목질부의 강도적 성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가도관은 세포내강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포벽은 세포의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세포내강은 유체의 이동이 이

루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포벽은 1차벽과 2차벽으로 구성

되고, 2차벽은 3개의 벽층(S1, S2, S3)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1.4). 1차벽

과 2차벽은 실과 같은 형태의 셀룰로오스의 결합단위인 마이크로피브

릴의 배향이 서로 다르다. 얇은 1차벽 (1 μm)에서 마이크로피브릴은 

임의로 배열한다. 2차벽의 마이크로피브릴은 특정한 값으로 나타나는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 (MFA)이 나선형태로 존재한다. 외각에 존재하

는 S1층은 두께가 0.1 ~ 0.3 μm이고, MFA는 50 ~ 70o이다. 제일 두꺼운 

S2층은 전체 세포벽 두께의 70 ~ 80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재

에서 1 ~ 4 μm, 만재에서 3 ~ 8 μm의 두께를 갖는다. S2층의 MFA는 10 ~ 

30o의 범위를 갖는다 (Dinwwodie 1975; Kollmann and Côté 1968). S2층의 

구조는 목재의 강성과 수축 (Persson 2000), 기계적 성질 (Burgert et al. 

2002; Cave and Walker 1994; Reiterer et al. 1999)에 영향을 미친다. 내부에 

존재하는 S3층은 0.1 μm의 두께를 갖고, MFA는 60 ~ 90o이다 (Siau 

1995). 각각의 세포는 진정중간층 (true middle lamella)에 의하여 연결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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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cell wall structure (Dinwoodi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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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륜은 원통형의 구조로 형성된다. 이로 인하여 목재의 강성 · 강도 

· 수축 등의 물리적 성질은 목재의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강성

은 목질부의 섬유가 배열되어 있는 축방향에서 크고, 축방향과 직교하

는 횡단방향에서 낮다. 횡단방향에서도 물리적 성질의 차이가 존재한

다. 일반적으로 수에서 수피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사방향에서의 강

성은 연륜의 접선방향을 나타내는 접선방향에 비하여 2배 크다. 침엽

수의 수축과 팽윤은 접선방향에서 방사방향에 비하여 2배가 크다. 이

와 같은 수축과 팽윤의 차이는 제재목의 건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연륜의 원통형 구조와 횡단방향 내의 수축 · 팽윤의 차이로 

인하여 건조 중 판재의 변형은 원목에서 제재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

르게 발생한다 (Ormarsso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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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목재 내 물질전달 

 

3.2.1. 총  론 

 

  목재는 흡습성 재료이다. 목재는 대기 공기로부터 흡착에 의하여 수

분을 흡수하거나 액체상태의 수분을 모세관력에 의하여 흡수한다. 수

분이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Siau (1984; 1995), Skaar 

(1988), Stamm (1967a; 1967b)의 연구는 목재의 수분이동에 대한 전반적

인 내용을 언급하였다. 

  목재 내의 수분은 2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흡습성 세포벽에 흡착

된 결합수와 세포내강에 존재하는 자유수이다. 목재의 함수율은 Eq. 

(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0

0

100w wM
w
-

= ´       (1.1) 

where, M = moisture content (%); w = mass of moist wood (kg); w0 = oven dry 

mass of wood, dried at 105oC±2 (kg) 

 
  수분의 함량은 시간 t (sec)에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시험편의 질

량 w에서 전건질량을 제한 값이다. 목재의 수분농도 C와 함수율의 관

계는 아래와 같다. 

 

0
0

0 100
w w MC

V
r-

= = ×       (1.2) 

where, C = moisture concentration at time t (kg/m3); V0 = dry volume of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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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수분의 농도는 목재의 전건체적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평형상

태에서의 함수율과 수분농도는 주위 대기의 상대습도에 의하여 결정

된다. 평형함수율은 건조상태의 공기에서 0 %,  100 %의 상대습도 조

건에서 28 ~ 32 %까지 증가하고, 이 때가 이론적으로 세포벽이 100 % 

포화된 상태이다. Tiemann (1921)은 세포벽은 수분으로 포화된 반면에, 

세포내강은 비어 있는 상태의 함수율을 섬유포화점으로 정의하였다. 

수착등온선은 일정한 온도에서의 함수율과 상대습도의 관계를 제시한

다. 수착등온선은 건조재가 흡습할 때의 흡착등온선과 생재가 탈습할 

때의 탈착등온선의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Fig. 1.5에 제시된 것과 같

이, 목재의 평형함수율은 탈착과정에서 흡착과정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이력현상이라고 한다. 주어진 상대습도에서의 함수율은 이전의 

함수율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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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oisture content-relative humidity relationship for sitka spruce 

under normal desorption and adsorption conditions (Stamm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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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목재 내 수분이동 

 

  목재 내에서 유체는 유동과 확산에 의하여 이동한다. 유동은 압력차

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결된 공극을 통한 이동이고, 확산은 농도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동으로써 수증기가 공극 내에 있는 공기를 통하여 

이동하는 수증기 확산과 세포벽 내에서 발생하는 결합수 확산의 2가

지 형태가 있다. 그 밖에 자유수 표면에서의 증발과 응축, 세포벽 표

면에서의 흡 · 탈착 등이 서로 조합되어 수분이 목재 내에서 이동한다. 

목재수분의 이동경로는 수분의 상태에 따라 세포내강, 벽공, 세포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섬유포화점 이하 목재에서의 수분이동은 확산에 의해 좌우된다 

(Siau 1995). Fick의 확산 1법칙에 따르면, 유속 벡터 (J)는 확산방향의 

농도경사 (∂C/∂x)에 비례한다. 이 때의 비례상수를 확산계수 (D)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상상태 (∂c/∂x = 0)에서 확산의 3차원적 표현을 위한 

플럭스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J D c= - Ñ        (1.3) 

where, J = flux vector (kg/m2s); D = matrix of diffusion coefficient (m2/s); Ñ =  

spatial gradient operator 

 

  확산방향이 x축으로 1차원인 경우, Eq. (1.3)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CJ D
x

¶
=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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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보존의 연속방정식 (continuity equation of mass conservation)을 통하

여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고, 

 

( ) CJ
x

¶
Ñ × = -

¶
       (1.5) 

 

Eq. (1.3)을 비정상상태의 확산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c D c
t

¶
= Ñ Ñ

¶
       (1.6) 

 

Eq. (1.6)을 1차원의 형태로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2

2

c CD
t x

¶ ¶
=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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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목재의 수분확산계수 

 

  주위 환경변화에 의하여 목재 내의 수분이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 이동을 발생시키는 구동력은 수분의 농도차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임의의 농도에서의 확산계수를 상수로 가정

하면, Fick의 확산법칙의 일반해를 변수분리법 (Sherwood 1929, Crank 

195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론적으로 발전하였다 (Comstock, 1963; McNamara et al., 1971; Yeo et al. 

2002). Fick의 확산법칙의 또 다른 일반해는 변환법(transformation 

method)에 의하여 오차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오차함수 일반해

를 이용하여 확산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McNamara et 

al., 1971; Skaar, 1954; Stamm et al., 1961; Yao, 1966). 

  Comstock (1963)은 비정상상태에서 섬유포화점 이하인 목재 내 수분

의 흡착 또는 탈착 시 확산계수를 변수분리법에 의하여 유도된 Eq. 

(1.8)과 변환법에 의하여 유도된 Eq. (1.9)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2 2

2

4 ln
8

LD E
t

p
p

æ ö
= - ×ç ÷

è ø
      (1.8) 

( )
2

2
1

4
LD E
t

p
= - -       (1.9) 

where, D = diffusion coefficient (m2/s); L = half thickness of specimen (m); t = 

time (s). 

 
2

2 2

8 exp
4

avg e

i e

C C
E D t

C C L
p

p
- æ ö

= = - ×ç ÷- è ø
    (1.10) 

where, CAvg = average moisture concentration in specimen (kg/m3); Ci =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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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e concentration (kg/m3), Ce = moisture concentration at equilibrium with 

ambient air (kg/ m3). 

 

  McNamara et al. (1971)는 위의 Eq. (1.8)과 Eq. (1.9)의 미분된 형태인 

Eq. (1.11)과 Eq. (1.12)를 표현하여 임의의 시간간격 내에서 변화하는 

수분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확산계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2

2

4 1
p

= - ×
-

avg

avg e

dCLD
C C dt

     (1.11) 

( )

2

22
p -

= - ×
-

i avg avg

i e

C C dCLD
dtC C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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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목재 내 수분확산 모델 

 

  Stamm (1960)은 섬유포화점 이하의 함수율 범위에서 목재 내 수분이

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전기회로 모델을 제시하였다 (Fig. 1.6). 전기회

로는 R1: 세포벽 (cross wall)의 직교방향으로의 저항, R2: 세포내강의 저

항, R3: 벽공 또는 방사조직의 저항, R4: 세포벽 (side wall)의 평행방향

으로의 저항의 4가지 저항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밀도의 목재에서 

R4 저항은 R1-R3의 병렬과 R2 사이의 직렬연결 저항에 비하여 큰 값

을 갖는다. 또 세포내강에서 수증기의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R2 저항

은 R1-R3의 병렬연결 저항에 비하여 훨씬 더 작은 값을 갖는다. 

  R3 저항은 목재 내 부위와 목재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그 값

은 세포간 벽공 또는 방사조직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 다르며, 액체나 

기체의 목재 횡방향 투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 (Siau 1984). R3 저항은 

상대적으로 값의 변동이 크고, R1에 비하여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벽공

으로의 수분이동량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Siau (1995)는 목재 

내 수분확산 모델에서 R3를 배제하였다.  

  Kang et al. (2008)은 세포벽의 벽공과 방사조직의 투과성을 고려하여 

Stamm의 모델을 수정하였다. Fig. 1.6에서 유동 (flux)이 단위길이가 1인 

모델을 통과할 때, Stamm의 모델에서 유동이 벽공을 통과하는 길이는 

1-a인 것에 비하여 Kang et al.의 모델에서는 1이다. 이로 인하여 전기

저항 모델에서 R3 저항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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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lectrical circuit models for expressing diffusion paths, Stamm 

(a); Siau (b); Kang et 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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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목재의 수축 

 

3.3.1. 목재의 수축발생 원인 

 

  수분은 셀룰로오스 물질의 비결정질 영역 또는 결정질 영역의 표면

에서 흡착 또는 탈착한다 (Fengel and Wegener 1984). 목재의 수축은 결

합수가 탈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탈착은 노출된 목재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증발로부터 시작된다. 세포벽이 수분으로 포화된 경우, 벽의 

공극에서 발생하는 수분의 증발은 자유수면에서 발생하는 증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대기의 상대증기압이 감소할 때, 세포

벽의 수분과의 결합력이 감소하고, 물분자는 증발한다. 만일 탈착에 

의하여 수분이 지속적으로 증발하면, 셀룰로오스 체인과 접촉한 수분

에 작용하는 표면장력이 셀룰로오스 체인을 끌어당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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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자유수축률 

 

  세포벽의 수축에 기인한 목재의 치수 변화는 목재의 전체적인 구조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Stamm 1964). 그러므로 목재의 수축은 성숙재 

및 미성숙재, 조재 및 만재 등의 부위, 비중, 함수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방성에 의하여 섬유방향과 횡단방향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수

축과정에서 표면과 내부의 함수율 경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은 목

재의 수축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Stevens (1938)과 

Stamm (1964)은 비록 무응력 공정을 제시할 수 없지만, 매우 작은 시

험편을 이용하여 함수율 분포를 동일하게 한다면 건조응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얻어진 수축값을 자유수축률 

(free shrinkage)이라 표현한다. 최종함수율, 건조속도, 온도 등이 최종 

자유수축률 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높은 값의 자유수축률을 

얻기 위하여 시험편을 낮은 온도와 높은 상대습도 조건에서 비교적 

천천히 건조해야 하고, 반대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상대습도를 적용하

여 빠른 건조속도로 건조할 경우, 표면층과 내부층의 함수율 경사에 

따른 응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얻게 된다 

(Stevens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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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섬유방향과 섬유직각방향의 수축률 차이 

 

  목재의 섬유방향 수축 및 팽윤은 매우 작으며, 마이크로 피브릴 경

사각이 극단적으로 큰 경우를 제외하면, 횡단방향의 1~10 %에 불과하

다. 물분자는 셀룰로오스 주위의 비결정영역에서 셀룰로오스 체인의 

사이에 흡착되기 때문에 수축과 팽윤은 마이크로 피브릴의 장축에 대

한 직각방향으로 주로 발생하며, 평행방향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 또한 세포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2층의 마이크로 피브릴

의 장축이 섬유방향과 거의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방향

의 수축률은 횡단방향보다 매우 작다. 

  Meylan (1967; 1972)은 라디에타 소나무 (Pinus radiata)를 이용하여 마

이크로 피브릴 경사각에 따른 섬유방향과 횡단방향 수축률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Fig. 1.7). 

  Fig. 1.7의 관계 형태는 Barber and Meylan (1964; 1968)이 제시한 이론

과 일치하였다. 이 이론에서 세포벽은 높은 탄성계수를 갖는 결정질의 

마이크로피브릴로 이루어진 2층의 등방성 구조로 간주하였다. 이 구조

는 모든 방향에서 수분을 흡착하고,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수분에 영향을 받지 않아 팽윤은 하지 않

지만 결정질 영역의 인장세트에 의하여 변형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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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Microfibril angle and longitudinal shrinkage (Mayla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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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접선방향과 방사방향의 수축률 차이 

 

  횡단방향에서의 접선방향과 방사방향의 수축률 차이는 섬유방향과 

횡단방향의 수축률 차이에 비하여 많은 인자들에 영향을 받는다. 접선

방향과 방사방향의 수축률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은 조·만재 상

호작용설 (intercation between earlywood and latewood), 방사조직 제약설 

(ray cells restraint), 피브릴 경사각설 (microfibril alignment in radial and 

tangential wall), 진정중간층의 차이 (variation of middle lamella layer)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선방향과 방사방향의 치수변화에 대한 차이는 조재와 만재의 세

포벽 두께와 세포벽 층의 배향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이론이 제시

되었다 (Hale 1975). Mörath (1931)는 온대림 수종의 횡단방향 수축의 차

이는 연륜 내에 조재와 만재가 교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

다. 조·만재 상호작용설은 만재가 조재에 비하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축률도 크다는 것이다. 수축률이 큰 만재는 접선방향으로 강한 접선

띠 (tangential band)를 형성하고 약한 조재띠의 접선방향 수축을 증가

시키며, 아울러 방사방향의 수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준다. 목재는 

조재와 만재가 층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사방향에서는 양자의 평균

적 수축이 일어나지만, 접선방향에서는 강한 만재의 영향으로 약한 조

재의 수축이 접선방향으로 증가한다.  

  Pentoney (1953)는 더글라스 전나무 (Douglas fir)의 수축률 측정을 통

하여 Mörath의 이론을 검증하였다. 만재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S2층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측면방향으로 수축이 증가한다. 얇은 세포벽을 갖

는 조재는 상대적으로 S2층의 비율이 작고, S1과 S3층의 마이크로피브

릴 경사각에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조재는 만재에 비하여 낮은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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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향 수축률을 갖는다는 것이다. 만재부의 증가는 조재부의 수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접선방향의 수축은 만재에 의해 제어되지

만, 방사방향의 수축은 연륜부의 조재와 만재의 구성비율의 합으로 제

어된다. 

  목재의 방사방향 수축에 미치는 방사조직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Barkas (1949)와 Lindsay and Chalk (1954) 등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방사

조직의 존재에 의하여 방사방향의 수축이 억제된다고 할 때, 섬유방향

의 세포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방사조직은 매우 조금 수축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방사조직의 대부분은 장축이 방사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방향 조직의 방사방향 수축은 방사조직의 작은 수축

으로 인하여 억제된다. 그러나 접선방향에서 섬유방향의 세포들은 방

사조직의 억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수축할 수 있다. 

  Clarke (1930)은 방사조직의 장축방향 수축률은 2.5 %이고, 이 값은 

목재의 방사방향 수축률은 4.6 %에 비하여 작다고 보고하였다. 

McIntosh (1954; 1955; 1957)은 방사조직 세포를 포함하는 목재의 방사

방향 수축에 관한 방정식을 제시하고, 졸참나무 (red oak)와 너도밤나

무 (beech) 시험편의 방사방향 수축률 (4.64 %; 6.73 %), 방사조직만의 

수축률 (2.59 %; 2.32 %) 및 방사조직이 없을 때의 수축률 (6.80 %; 

12.7 %)을 각각 제시하였다.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설은 세포의 방사방향의 벽과 접선방향의 벽 

사이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의 차이에 의해 횡단방향 수축률의 차

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Frey-Wyssling (1940)은 방사방향과 접선방향

의 세포벽 사이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의 차이가 횡단방향의 수축

를 지배한다는 가설을 정립하고, 실험을 통하여 방사방향 세포벽의 마

이크로피브릴 경사각은 접선방향 세포벽에 비하여 0 ~ 15o크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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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Ritter and Mitchell (1952)는 세포벽 내 벽공의 효과를 포함

하여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설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침엽수 가도관의 

접선방향 세포벽에서 벽공은 거의 관찰되지 않지만, 방사방향에는 많

은 수가 존재한다. 벽공은 원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벽공 부근의 피

브릴은 정상방향에서 벗어나 있고, 이는 방사방향 세포벽의 평균 마이

크로피브릴 경사각을 접선방향에 비하여 크게 한다는 것이다. 

  Frey-Wyssling (1940)은 진정중간층의 비율 차이를 수축이방성의 원

인으로 제시하고, 주로 리그닌으로 구성된 진정중간층의 수축 특성이 

횡단방향의 수축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이론은 정

성적으로 횡단방향의 수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리그닌의 

상대적인 소수성 때문에 정량적인 관점에서 실제 수축과 진정중간층

의 체적이 이 이론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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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목재의 유변학적 거동 

 

  크리프는 목재가 장시간 또는 단시간 동안에 일정한 환경조건에서 

동일한 응력에 노출되었을 때, 시간에 따른 변형률을 의미한다. 크리

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간 t0에서 일정한 응력을 갖는 

하중은 순간적인 탄성변형을 발생시킨다 (Fig. 1.8a). 크리프 변형은 일

정한 응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시간 t1에서 하중이 제거되

면, 변형 중 탄성성분이 제거되고, 크리프 변형 중 일정량이 회복된다. 

크리프 변형 중 회복되는 요소를 지연탄성 크리프, 회복되지 않는 요

소를 점성 크리프라고 한다. 

  장시간 동안 일정한 응력이 작용하면, 크리프 변형은 3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Fig. 1.8b). 먼저, 초기 크리프는 초기 단계로서 하중이 부

여된 후 크리프가 상당히 증가하다가 점차 변형 속도가 감소하는 특

징이 있다. 2차 크리프는 긴 시간동안 변형률이 천천히 증가하는 단계

이다. 마지막 단계인 3차 크리프는 파괴가 발생하기 적전에 변형이 급

격하게 증가하는 단계이다. 하중이 부여된 시험편은 3차 크리프로 인

하여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건조 중인 시험편에 하중을 부여한 경우의 변형은 동일한 외부조건

에 하중을 부여한 변형과 하중이 부여되지 않은 건조 중 발생하는 변

형의 합보다 상당히 크다. 이것을 미케노-솝티브 (mechano-sorptive) 효

과라고 하며, Ranta-Maunus (1990)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미

케노-솝티브는 인장, 압축, 휨, 전단, 비틀림 등 모든 형태의 하중과 

섬유방향과 섬유직각방향의 모든 하중방향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미케

노-솝티브 변형률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Ranta-Maunus (1975)는 8 ~ 10 % 

범위의 함수율을 갖는 목재에서 미케노-솝티브는 극히 적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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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 Liu (1993)는 높은 함수율에서 보다 강한 미케노-솝티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Figure 1.8 Illustration of creep; deformation due to constant load and after 

unloading (a, Dinwoodie 1989), creep due to constant uniaxial 

stress and the phases of creep (b, Niemz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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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목재 내 수분경사에 의한 응력 발생 
 

  주위 상대습도의 변화는 목재 단면의 함수율 변화로 연결되고, 그로 

인한 비균일한 함수율 분포는 서로 다른 수축 · 팽윤을 발생시킨다. 

목재의 특정 부분의 수축 · 팽윤이 인접한 다른 부분에 의해 억제되

기 때문에 응력이 발생한다. 목재의 기계적 강도는 섬유방향에 비하여 

섬유직각방향에서 매우 작기 때문에 횡단방향에서의 응력은 목재의 

가공 및 이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습도 변화에 

따른 목재의 기계적 성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Mårtensson 1992; 

Hanhijärvi 1998). 

  목재의 응력을 측정하기 위한 슬라이스 법은 많은 연구에서 이용된 

방법이다 (McMillen 1955; Svensson and Toratti 2002). 응력은 시험편을 

절단하여 제작한 슬라이스의 길이변화로 결정된다. McMillen (1955)은 

적참나무 (Qurecus rubra)의 천연건조 중 응력을 측정하였다 (Fig. 1.9). 

건조 초기에 표면은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내부는 압축응력이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면의 수축은 아직 함수율의 감

소가 진행되지 않은 내부층에 의해 억제된다. 함수율의 분포에 따라 

표면의 인장응력은 점차 감소하고, 내부의 압축응력도 균형을 갖추게 

된다. 건조공정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내부의 수축은 이미 수축된 표

면층에 의해 억제된다. 이 때 응력분포가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

을 응력역전 또는 표면경화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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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train distribution in 50 mm red oak (Quercus rubra) during air 

drying, graphic according to McMillen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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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조결함 중 목재의 표면할렬, 횡단면할렬 및 내부

할렬 

 

  건조 중 발생하는 거의 모든 결함은 목재의 수축과 관련이 있다. 특

히 방향별로 불균일하게 발생하는 수축이나 판재 내에서 부위별로 다

르게 발생하는 수축이 건조결함을 유발한다. 표면할렬 (surface check)

은 주로 판목재의 표면에서 방사조직을 따라 발생하는 조직의 파괴를 

말한다. 표면할렬은 건조 과정에서 표면에 발생한 건조응력이 목재의 

횡단방향 인장강도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횡단면할렬 (end check)도 

표면할렬과 같이 목재의 방사조직을 통해 발생한다 (Keey et al. 2000; 

Simpson 1991). 표면할렬과 같이 건조 초기에 발생하며, 고온조건을 적

용하거나 횡단면 엔드코팅을 통하여 최소화시킬 수 있다. 수분은 횡단

방향보다 섬유방향으로 더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판재의 양쪽 끝 부

분이 판재의 중앙보다 더 빨리 건조되고 이로 인해 응력이 발생하여 

횡단면 할렬이 나타난다. 내부할렬 (internal check)은 방사조직을 통해 

목재 내부에서 횡단방향으로 발생한다. 이 결함은 목재 내부에 인장응

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다 (Hsu and Tang 1975; Perré 2007; Tarmian et 

al. 2009). 주로 목재 내부의 함수율이 높은 상태에서 고온으로 장기간 

건조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내부할렬은 목재 내부의 모든 자유수가 

증발할 때까지, 즉 섬유포화점 이하로 건조될 때 까지 고온에 노출시

키지 않음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할렬은 제재 및 가공공정 중 재료의 손실로 인한 수율 감소

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목재의 건조 중 이러한 결함을 줄이는 것은 필

수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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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하학적 수분 확산모델을 이용한 

소나무재의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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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포화점 이하의 목재 내에서 발생하는 수분이동은 목재의 각종 

물리 · 역학적 성능을 변화시키고, 가공공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한 현상으로써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Stamm (1960)은 

수분이동을 수증기와 결합수의 확산으로 구분하고, 세포구성요소인 세

포벽과 개구부 존재를 가정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목재의 방향별 확

산계수 평가를 시도하였다. Kang et al. (2008)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벽

공과 방사조직의 투과성을 고려한 수정모델을 제시하였다. Siau (1984; 

1995)는 개구부를 통한 수증기 확산을 무시한 단순한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었다. 

  수증기와 결합수의 통로는 크게 나누어 연속되어 있는 세포벽, 세포

내강+세포벽, 세포내강+벽공벽의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Stamm 

1967), 물분자는 이들 통로를 확산에 의하여 이동한다. 수분확산 통로

를 통과하는 수분량의 비율은 목재의 비중, 확산방향 및 함수율에 따

라 다르다 (Choong 1965; Stamm 1967). 

  벽공은 대부분 가도관의 방사단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도관 1개당 

조재부에 50~300개가 분포하고, 만재부에는 거의 없다 (Stamm 1964). 

벽공은 가도관의 접선방향으로의 수분이동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 

Panshin and de Zeeuw (1980)은 스트로브 잣나무 (Pinus strobus)를 대상으

로 수분이동에 관련된 세포의 체적 분포를 섬유방향 가도관 93%, 섬

유방향 수지구 1%, 방사조직 6%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침엽

수의 구성과 비슷하다. 방사조직은 가도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체적 분포를 갖기 때문에, 수분이동 모델을 단순화 하기 위하여 무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방사조직을 통한 수분이동을 무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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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방향의 투과성이 방사방향에 비하여 크게 평가됨으로써 방사방향

으로의 수분이동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Banks (1970)

은 구주 소나무 (Pinus sylvestris)의 방사방향 투과성이 접선방향에 비

하여 크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제시하였다. 

  건조 시에 주위 환경 변화에 의하여 고체 내 수분이 어느 한 점에

서 다른 점으로 이동할 때, 이동을 발생시키는 원동력을 수분의 농도 

차에서 유래한다고 가정하고, 임의의 수분함량 범위 내에서의 확산계

수를 상수로 가정하면, Fick의 확산법칙의 일반해를 변수분리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이 Comstock (1963), McNamara and 

Hart (1971), Yeo (2002) 등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발전하였다. 

  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하기 위하여 확산계수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수분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소나무재의 

확산계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소나무재의 벽공과 방사조직의 치수를 

측정하고, 각각의 비율을 수분확산모델에 적용하여 확산계수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또한 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변화측정을 통하여 평

균함수율의 분율변화비를 바탕으로 확산계수를 결정하여 기하학적 수

분 확산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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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하학적 수분 확산모델에 의한 이론적 확산

계수 
 

2.1. 기하학적 수분 확산모델 

 

  Stamm (1960)은 섬유포화점 이하의 함수율 범위에서 목재 내 수분이

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전기회로 모델을 제시하였다 (Fig. 2.1b). 전기회

로는 R1: 세포벽 (cross wall)의 직교방향으로의 컨덕턴스 (g) 또는 저항 

(R), R2: 세포내강 (lumen)의 컨덕턴스 (g) 또는 저항 (R), R3:벽공 (방사

조직)의 컨덕턴스 (g) 또는 저항 (R), R4: 세포벽(side wall)의 평행방향

으로의 컨덕턴스 (g) 또는 저항 (R)의 4가지 저항으로 구성된다. 일반

적인 밀도의 목재에서 R4저항은 R1-R3의 병렬과 R2사이의 직렬연결 

저항에 비하여 큰 값을 갖는다. 또 세포내강에서 수증기의 이동이 빠

르기 때문에 R2저항은 R1-R3의 병렬연결 저항에 비하여 훨씬 더 작은 

값을 갖는다. 

  R3저항은 목재 내 부위와 목재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그 값은 

세포간 벽공 (방사조직)의 크기와 갯수에 따라 다르며 액체나 기체의 

목재 횡방향 투과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 (Siau 1984). R3저항은 상대적

으로 값의 변동이 크고, R1에 비하여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벽공으로의 

수분이동량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Siau (1995)는 목재 내 수분

확산 모델에서 R3를 배제하였다 (Fig. 2.1c). 

  Kang et al. (2008)은 유동이 단위길이가 1인 모델을 통과할 때, Stamm

의 모델에서 유동이 벽공이 통과하는 길이가 1-a인 것을 1로 수정하

였다. 이로 인하여 전기저항 모델에서 Stamm의 모델과 차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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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2.1d). Han et al. (2013)은 3가지의 기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결

정한 잣나무의 확산계수 중 Kang et al.의 모델이 실험값과 제일 유사

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벽공과 방사조직의 투과성을 고려한 Kang et al.의 기

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소나무의 확산계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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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rimary paths for tangential and radial moisture transport (a), and 

electrical models for the paths (b: Stamm model, c: Siau model, d: 

Kang et al. model, 1: cross wall, 2: lumen, 3: pits (rays), 4: sid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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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d에 나타난 Kang et al. 모델에 대한 저항 (R)과 컨덕턴스 (g)

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1
1 1 1R

R R R R

=
+ +

+

, 
3 4

1 2

1
1 1g g g

g g

= + +
+

   (2.1) 

 

  Eq. (2.1)의 컨덕턴스는 각각의 요소에서 수분이 통과하는 두께 (l)와 

단면적 (A), 수분 확산계수 (D)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Ag D
l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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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포내강과 세포벽의 확산계수 

 

  수분확산계수 (D)는 목재 내부에서의 수분이동률로서 확산은 목재 

내의 수분농도의 경사로 인해 발생한 구동력에 의해 발생한다. 목재 

내 수분의 이동은 세포내강에서는 수증기의 형태, 세포벽에서는 결합

수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확산계수가 이용된다. 

 

D · Concentration of water vapor in lumen = v a
cw aD C D C×¶ = ×¶  (2.3) 

D · Concentration of bound water in wood cell wall = BT
cw cwD C×¶  (2.4) 

where, D = moisture diffusion coefficient (m2/sec) of wood; Dv = diffusion 

coefficient (m2/sec) of water vapor in the air within in the lumens, and is 

associated with the difference in concentrations of bound water in the cell walls 

on either side of the lumen; Da = diffusion coefficient of water vapor in air = 2.2 

× 10-5(1.013 × 105 / P) × (T / 273)1.75(m2/sec), where P is the air pressure; BT
cwD = 

transverse bound-water diffusion coefficient of the cell wall (m2/sec); C = 

concentration of water in wood (kg/ m3); Ccw = concentration of bound water in 

the cell wall in equilibrium with the air in the lumens (kg/ m3); 

Ca = concentration of water vapor in the lumen in equilibrium with the cell wall 

(kg/ m3) 

 

  Eq. (2.1)이 목재의 확산에 적용될 때, 세포벽과 공기의 컨덕턴스는 

DBT와 Dv이고, 이 값들은 모두 세포벽의 수분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Siau 1995). 이들은 세포벽의 부피비의 역수를 단순화한 /wC C¶ ¶ 에 

의해 목재내 농도로 변환할 수 있다. 

  Eq. (2.3)의 Dv를 결정하기 위하여 ∂Ca/∂Ccw를 알아야 한다. Ca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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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Siau 1995). 

 

* *=
v

wp V R T
M

       (2.5) 

where, p* = partial water vapor pressure in lumens (Pa); w = mass of water 

vapor (kg); V = volume of air (m3); Mv = molecular weight of water vapor 

(kg/mol); R* = universal gas constant (8314 m3Pa/(kgmol K)); 

T = temperature(K) 

 

p* = ps·h 이므로 

where: ps = saturated vapor pressure (Pa); h = relative humidity. 

 

*= =
s

v
a

M p hVC
w R T

, *

¶
¶ =

s
v

a
M p hC

R T
    (2.6) 

 

수분농도경사는 함수율 경사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rD = Dm
cw cw wC G m , r¶ = ¶m

cw cw wC G m     (2.7) 

where, M
cwG  = specific gravity of cell-wall at moisture content m; m = moisture 

content; ρw = water density (kg/m3) 

 

Eq. (2.3), (2.6), (2.7) 를 이용하여 Ccw에 따른 Dv를 결정할 수 있다. 

 

*r
¶ ¶

= =
¶ ¶

s
v a aa v

m
cw w cw

C M p hD D D
C G R T m

    (2.8) 

 

  또한 Eq. (2.3)의 D를 결정하기 위하여 ∂Ccw/∂C를 알아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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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은 모두 공극률에 영향을 받고 (Siau 1995), 목재 내 세포벽의 체

적비율의 역수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1 1 1
1 1

cw
a

cw

C
C v v a

¶
= = =

¶ - -
     (2.9) 

where: vcw = volume fraction of the cell wall in wood; va = volume fraction of air 

in wood, (related to the porosity of wood, a2) 

 

공극률 ( 2av a= )은 세포벽의 전건비중 ( 0
cwG )과 함수율을 이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세포벽의 전건비중을 1.53으로 가정하고 (Siau 1995), 결

합수에 의한 효과는 무시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0

11
cw

a G m
G

æ ö
= - +ç ÷

è ø
      (2.10) 

where, G= specific gravity of wood  

 

  결합수의 확산계수는 Siau (1984)에 의해 제시된 아레니우스 

(Arrenius)형식의 방정식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Eq. 

2.11). 일반적으로 횡단방향의 결합수 확산계수 ( BT
cwD )는 섬유방향의 결

합수 확산계수 ( BL
cwD )에 비하여 2.5배 작다. 

  

( )6 *7 10 exp 38500 29000 /BT
cwD m R T- é ù= ´ - -ë û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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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포요소의 컨덕턴스 

 

  수분 확산계수를 세포벽의 결합수 확산계수와 세포내강의 수증기 

확산계수로 구분하면, 각각의 세포요소의 컨덕턴스는 Eq. (2.9)을 Eq. 

(2.2)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다 (Table 2.1). 접선방향, 방사방향, 섬유방

향의 기하학적 수분 확산모델은 Fig. 2.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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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hree directional conductance (g) of cell components 

Direction 
Cross wall 

(g1) 

Lumen 

(g2) 

Pits or rays 

(g3) 

Side wall 

(g4) 

Tangential 
    

Radial 
    

Longitudinal 
    

where, p = ratio of pits to wood cells; r = ratio of rays to wood cells. 

 

  

( )
( )( )21 1

BTD a p
a a

-

- -
( )
( )21

vD a p
a a

-

- 21
vD p
a-

( )
2

1
1

BTD a
a
-

-

( )( )21 1
BTD a

a a- - 21
vD
a- 21

vD r
a-

( )
2

1
1

BTD a r
a
- -
-

( )
( )( )21 1

BLD a a p
a a

-

- -
( )

( )21
vD a a p
L a

-

- ( )( )21 1
vD pa

a a- - ( )1
BLD

L a+ -



- 47 - 

 

 
 

Figure 2.2 Geometrical diffusion models of wood directions (T: tangential, 

R: radial, L: longitud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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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기하학적 수분 확산모델을 이용한 소나무재의 확산

계수 결정 

 

3.1.1. 소나무재의 벽공과 방사조직의 비율 측정 

 

  Table 2.1에 제시된 p와 r은 Fig. 2.2의 벽공의 비율과 방사조직의 비

율을 의미한다. 이 값에 목재세포의 실제 치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소

나무 원판의 수에서 수피까지 10 mm의 간격으로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의 시험편을 각각 10개씩 제작하였다. 각각의 단면을 전자현

미경 (SEM, JSM-5410LV)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소나무의 가도관 길이

와 폭, 방사조직의 길이와 폭, 벽공의 치수 및 개수를 분석하였다. 세

포조직의 길이와 폭은 현미경 영상의 스케일 바 (scale bar)에 대한 비

율로 ProgRes Capture Pro 2.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나무재 세포요소의 치수를 Table 2.2에 제시하였다. 이 값은 Siau 

(1995)가 제시한 침엽수재 세포요소 중 가도관의 길이 3500 μm, 직경 

35 μm, 벽공 개구부의 유효직경 0.02 ~ 4.0 μm와 유사하다. 

  Fig. 2.2의 모델에서 수분이 통과하는 단면적을 1 mm2로 가정한다. 

목재에 대한 가도관의 체적 비율 93% (Panshin and de Zeeuw 1980)를 적

용하고, 측정된 소나무재 가도관의 길이 3400 μm, 직경 24 μm을 이용

하면 단위면적 내에 배열하는 가도관의 수 (93% / 0.034 mm × 93 % / 3.4 

mm = 7.48)를 계산할 수 있다. 가도관 당 벽공의 개수를 이용하면 벽

공의 수 (7.48 × 95 = 711)를 계산할 수 있다. 벽공의 유효직경 1 μ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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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단위면적에 대한 벽공의 유효면적의 비율은 0.000559 (711 × 

0.00052 × π)이다. 목재 세포에서 벽공의 비율 (p)는 41 5.59 10p -× = ´ 를 

이용하여 0.000559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목재에 대한 방사조직의 체적 비율 6% (Panshin and de Zeeuw 1980)를 

적용하면, 단위면적 (1 mm2)에 대한 방사조직의 면적은 0.06 mm2이다. 

측정된 방사조직의 길이 250 μm, 폭 30 μm을 적용하면, 단위면적 내에 

배열하는 방사조직의 수는 약 33개 (1 / 0.03 mm)이다. 각각의 방사조직 

세포가 33개의 반연벽공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전체면적에 

대한 방사조직에 의한 벽공의 비율은 0.00817 (33 × 0.25 mm × 0.03 mm 

× 33 × 0.001 mm)이다. 목재세포에 대한 방사조직의 비율 (r)은 
31 8.17 10-× = ´r 을 이용하여 0.00817의 값을 얻을 수 있다. 

 

  



- 50 - 

 

 

 

 
 

Figure 2.3 Analysis of SEM image of red pine wood (a. diameter of tracheid; 

b. number of pits per on tracheid; c. effective area of pit openings; 

d. length and width of rays) 

 

  

(a) 

(c)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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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Dimensions of red pine wood elements 

Structural element 
 

Dimension  
(mean value ± SD and range) 

Tracheid length (μm) 3391 ± 462 (2755-3825) 

Tracheid diameter (μm) 33.7 ± 6.4 (16-37) 

Ray tracheid length (μm) 254 ± 41 (230-283) 

Ray tracheid width (μm) 27 ± 3.6 (20-30) 

Effective diameter of pit opening (μm) 1.0 ± 0.3 (0.8-1.5) 

The number of pits per tracheid 95 ± 30 (6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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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소나무재의 수에서 수피까지의 전건비중 측정 

 

  소나무재의 수에서 수피까지의 전건비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KS F 

2198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 Determination of density and 

specific gravity of wood)에 따라 Fig. 2.4와 같이 수에서 수피까지 10 mm

의 간격으로 시험편을 입방체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전건비중 (Sg)은 Eq. (2.12)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0

0 r
=

×g
w

wS
V

       

 (2.12) 

where, Sg = specific gravity; w0 = ovendry wight (kg); V0 = ovendry volume 

(m3); ρw = normal density of water = 1000 kg/m3 

 

  시험편의 전건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105oC ±2oC의 오븐에서 24시

간동안 전건을 실시하였으며, 전건체적은 입방체의 시험편을 치수법 

(dimension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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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Sectioning to determine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wood cut from 

pith to b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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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수분 확산모델을 이용한 확산계수 

 

  Table 2.1의 목재의 세포요소별 컨덕턴스 (g1, g2, g3, g4)를 Eq. 2.1에 대

입하면, 목재의 방향별 컨덕턴스 (g)를 얻을 수 있다. 목재의 세포요소

별 컨덕턴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목재세포의 공극률 (a2), 목재세포에 

대한 벽공의 비율 (p)과 방사조직의 비율 (r)이 필요하다. 목재세포의 

공극률은 측정된 전건비중을 Eq. 2.10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목

재세포에 대한 벽공의 비율과 방사조직의 비율은 3.1.1절에서 현미경

을 이용한 소나무재 세포요소의 관찰을 통해 얻어진 값을 이용하였다. 

  목재의 방향별 컨덕턴스에 Fig. 2.2의 기하학적 수분 확산모델에 제

시된 수분이 통과하는 두께 (l)를 곱하고, 수분이 통과하는 단면적 (A)

을 나누면 (Eq. (2.2)), 목재의 방향별 확산계수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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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정상상태에서 함수율 변화 측정실험을 통한 확산

계수의 결정 

 

3.2.1. 비정상상태에서 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변화 측정 

 

  소나무(red pine, Pinus densiflora)의 수에서 수피까지의 확산계수를 측

정하기 위하여 소나무 원목 디스크로부터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소나

무 원목은 경상북도 울진군 소광리 일대에서 벌채하였다.  

  접선방향과 방사방향의 확산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2.5과 같이 

심재와 변재를 구분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접선방향의 시험편은 

50 (radial) × 50 (longitudinal) × 10 (tangential) mm, 방사방향의 시험편은 

50 (tangential) × 50 (longitudinal) × 10 (radial) mm의 크기로 심재와 변재를 

구분하여 각 조건을 5개씩 제작하였다. 

  시험편을 증류수에 침지시킨 상태에서 '감압(10분)-가압(10분)'의 과

정을 통하여 포수시킴으로써 함수율 80 ~ 180%의 생재상태를 가정하

였다. 직육면체의 시험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2개의 단면을 노출시키

고, 나머지 4개의 단면은 수분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파라핀과 바

셀린 1:1 혼합물로 실링하였다. Table 2.3의 온도와 상대습도 조건에 따

라 건조시키면서 각각의 평형함수율에서의 확산계수를 측정하였다. 

30oC의 온도조건에서 4가지의 상대습도조건 (99 %, 90 %, 60 %, 30%)을 

적용하여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건조를 실시하였다. 항온

항습기의 풍속은 1 m/sec이고, 건조 중 평균함수율은 시험편의 전건 

후에 파라핀과 바셀린 혼합물을 제거한 시험편의 전건무게를 기준으

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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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Specimen for measurement of diffusion coefficient from pith to 

bark in red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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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conditions for determining 

diffusion coefficient of red pine wood  

Temperature 

(oC) 
RH 

(%) 
EMC 

(%) 
Initial MC 

(%) 
Final MC 

(%) 
Oven dry 

Sp. gr. 

30 

99 25.6 117±47 a) 28.4±1.2 

0.44 
±0.03 

90 19.9 28.4 23.9±1.2 

60 10.6 23.9 14.7±0.8 

30 5.9 14.7 7.8±0.7 
a)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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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평균함수율의 분율변화비를 이용한 확산계수의 결정 

 

  확산계수는 건조 중 변화하는 각 시험편의 평균함수율 (AMC)을 측

정하면서 결정하였다. E 는 초기함수율에 대한 시간 t에서의 평균 함

수율의 분율변화비 (fractional change in the average moisture concentration)

이고, Eq. (2.13)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average e

i e

C C AMC EMCE
C C IMC EMC

     (2.13) 

where, Ci = initial moisture concentration (kg/m3), Caverage = average moisture 

concentration (kg/m3), Ce = moisture concentration of equilibrium with ambient 

air (kg/m3), IMC = initial MC (%), AMC = average MC (%), EMC = 

equilibrium MC (%), t=time (s), L=half thickness of specimen (m) 

 

  Fick의 2차 법칙을 표현한 비정상상태에의 확산지배방정식 (Eq. 2.14)

에서 목재 내 수분농도 (C)를 Eq. (2.13)의 E 로 치환하고,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가정한 후, 변수분리법을 이용하여 풀면 

Eq. (2.15)를 구할 수 있다 (Crank 1956). 

 
2

2

¶ ¶
=

¶ ¶
C CD
t x

       (2.14) 

2

2 2

8 exp
4
p

p
æ ö

= - × ×ç ÷×è ø
E D t

L
     (2.15) 

where, D = diffusion coefficient (m2/s), C = moisture concentration (kg/m3), 

t=time (s), x = distance of movement (m), L=half thickness of specime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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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2.15)를 확산계수로 정리하면 Eq. (2.16)을 얻을 수 있다.  

 
2 2

2

4 ln
8

LD E
t

p
p

æ ö×
= - ×ç ÷× è ø

      (2.16) 

 

  확산계수는 각각의 평형함수율 조건에서 시험편의 평균함수율의 분

율변화비를 이용하여 변수분리법에 따라 유도한 비정상상태의 확산방

정식의 해인 Eq. (2.16)에 의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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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기하학적 수분 확산모델을 이용한 소나무재의 확산

계수 

 

  Fig. 2.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소나무재의 수에서 수피까지 10 mm 간

격의 전건비중은 0.449, 0.467, 0.447, 0.506, 0.503, 0.521, 0.527, 0.443, 0.483, 

0.479로 측정되었다. 전건비중은 수에서 수피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일

정한 값을 나타낸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침엽수재는 일

반적으로 수의 비중이 작고, 수피를 향하여 증가하다가 안정되는 형태 

(Kellogg and Wangaard 1969)를 제시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Table 2.1에 제시된 컨덕턴스에 수로부터 10 mm의 전건비중 0.449, 40 

mm의 전건비중 0.506, 70mm의 전건비중 0.527, 100mm의 전건비중 

0.479를 각각 적용하고, p = 0.000559, r = 0.00817을 적용하여 결정한 소

나무의 확산계수를 목재의 방향에 따라 Fig. 2.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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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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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2.6 Moisture diffusion coefficient of red pine wood (30oC, 

p=0.000559, r=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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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포화점 이하의 함수율 범위에서 함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섬유

방향의 확산계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방사방향과 접선방향의 확산계수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하학적 수분확산모델에 의해 결정된 확

산계수는 방사방향의 확산계수가 접선방향에 비하여 약 1.2배의 높은 

값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방사조직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접선방향에서 30 ~ 10 % 함수율 범위에서 함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확산계수는 감소하지만, 5%의 함수율까지는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일

정한 값으로 나타난다.  

  수에서 수피까지의 거리에 따라 확산계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는 전건비중의 차이에 따라서 Eq. (2.10)의 공극률 (a2)이 변화하기 때

문이다. 전건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의 공극률은 감소하게 되어 확

산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수분의 이동속도가 느린 세

포벽의 체적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이동속도가 빠른 세포내강의 체

적이 작아지기 때문으로, 목재 중의 수분확산은 세포내강 내에서의 수

증기 확산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건비중이 0.527로 제일 

크게 측정된 시험편의 확산계수는 함수율 10 %에서 섬유방향 4.8 × 10-

9 m2/sec, 방사방향 7.2 × 10-11 m2/sec, 접선방향 5.7 × 10-11 m2/sec로 결정

되었다. 반면에 전건비중이 0.443으로 제일 작게 측정된 시험편의 확

산계수는 함수율 10%에서 섬유방향 6.7 × 10-9 m2/sec, 방사방향 9.9 × 

10-11 m2/sec, 접선방향 8.1 × 10-11 m2/sec로 결정되어 전건비중이 약 20 % 

감소함에 따라 확산계수는 약 30 %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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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목재 내 수분의 이동경로 비율 분석 

 

  수증기와 결합수의 통로는 크게 세포내강+세포벽, 세포내강+벽공벽

과 연속된 세포벽의 3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Fig. 2.7), 물분자는 이들 

통로를 확산에 의하여 이동한다. Table 2.1에 제시된 세포요소의 컨덕턴

스 g1, g2, g3, g4를 3가지 경로로 분류하면, 각각 g2를 path 1, g3를 path 2, 

g1과 g4의 합을 path 3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 5 %, 15 %, 25 %의 함수

율에서 3가지의 수분확산 경로를 통과하는 수분량의 비율은 Table 2.4

과 같다. 

  건조로 인하여 함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접선방향과 섬유방향 세포

벽을 통한 결합수의 확산 (path 3)은 점차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세포

내강을 통한 수증기의 확산 (path 1)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함수율 10 % 이하의 범위에서는 세포내강을 통한 수증기 확산의 비율

이 99 %를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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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Effective diffusion paths through wood in drying from the fiber 

saturation point (Path 1: fiber cavity-cell wall combination, Path 

2: fiber cavity-pit combination, and Path 3: cell wall only) 

 

 

 

Table 2.4 Portion of diffusion that occurs through each of the three possible 

paths of wood (at 30oC, G=0.443) 

 MC (%) Path 1 

g2 (%) 

Path 2 

g3 (%) 

Path 3 

g1 + g4 (%) 

Tangential 10 

20 

30 

99.310 

96.427 

87.485 

0.278 

0.246 

0.206 

0.120 

3.327 

12.309 

Longitudinal 10 

20 

30 

96.862 

88.767 

67.865 

1.930 

1.497 

0.993 

1.244 

9.736 

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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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적으로 결정된 확산계수를 통한 기하학적 수분

확산모델의 검증 

 

  Table 2.5에 30 oC의 온도조건과 99, 90, 60, 30 %의 4가지 상대습도조

건에서 온 ·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평형함수율에 도달할 때까

지 건조시키면서 결정된 소나무의 확산계수를 제시하였다. 온도 30oC, 

상대습도 99% 조건에서 결정된 확산계수를 섬유포화점 이상의 함수

율에서 자유수 유동을 포함한 결과라고 가정하고, 온도 30oC, 상대습

도 90% 조건에서 결정된 확산계수를 섬유포화점에서의 확산계수라고 

가정하면, 2가지 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Yokota (1959)가 

제시한 섬유포화점 이상에서 확산계수가 일정한 값을 보인다고 보고

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8에 기하학적 수분 확산모델에 의해 결정된 확산계수와 실험

적으로 결정된 확산계수를 제시하였다. 수분 확산모델에 의한 값과 실

험에 의한 값이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 조건이 변화하여 

평형함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확산계수도 감소하였으며, 방사방향의 확

산계수가 접선방향에 비하여 약 1.2배 정도 크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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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Experimentally determined moisture diffusion coefficients of red 

pine wood  

 
Temp. 

(oC) 

RH 

(%) 

Initial MC – 

Equilibrium MC 

Diffusion coefficient (×10-10 m2/s) 

Radial Tangential 

Sapwood 30 

99 

90 

60 

30 

164 – 29.1 

29.1 – 24.8 

24.8 – 15.1 

15.1 – 8.1 

3.109 

2.950 

1.762 

1.455 

3.026 

2.947 

1.419 

0.757 

Heartwood 30 

99 

90 

60 

30 

77.5 – 27.9 

27.9 – 23.3 

23.3 – 14.3 

14.3 – 7.6 

3.448 

2.842 

1.841 

1.545 

3.261 

2.823 

1.772 

0.984 

 

 

 

 
Figure 2.8 Comparison of moisture diffusion coefficients determined by 

experimental measurement and predicted using moisture diffu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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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의 상대습도조건을 제외하고, 심재의 확산계수가 변재에 비하여 

약 5 ~ 10 % 크게 결정되었다. 이는 수분확산모델의 확산계수가 전건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의 공극률이 감소하게 되어 확산계수가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과 동일한 결과로 사료된다. 

  25 ~ 15 %의 함수율 범위에서 2가지 방법에 의한 결과는 유사한 값

을 제시하였으나, 15 % 이하에서 실험에 의한 결과가 모델에 의한 결

과에 비하여 크게 측정되었다. 실험에 의해 측정된 확산계수와 기하학

적 모델에 의해 결정된 확산계수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하학적 

모델에 이용된 p와 r 값을 보다 정확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

로 벽공과 방사조직의 정확한 정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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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목재 내부의 수분이동에 관한 기하학적 수분 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목재 3방향의 확산계수를 결정하였다. 소나무재의 수에서 수피까지의 

전건비중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벽공과 방사조직의 비율을 

적용하여 예측한 소나무재의 이론적 확산계수는 비정상상태에서 평균

함수율의 분율변화비 ( E )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결정된 확산계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함수율의 변화에 따른 확산계수의 증가와 

감소의 경향이 유사하였으며, 또한 방사방향의 확산계수가 접선방향

에 비하여 크게 결정되었다. 

  수증기와 결합수의 이동경로를 세포내강+세포벽, 세포내강+벽공벽, 

연속된 세포벽의 3종류로 구분하고, 수분 확산모델 내의 각 경로의 

컨덕턴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건조가 진행됨에 따

라 목재 내의 함수율이 감소하면, 세포벽을 통한 결합수의 확산은 점

차 감소하고, 세포내강을 통한 수증기의 확산이 지배적으로 발생하였

다. 

  기하학적 수분확산모델에 의해 결정된 확산계수를 함수율 예측모델

에 적용할 경우, 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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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분 확산모델을 통해 결정된  

확산계수를 이용한 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분포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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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가 수분의 변화에 노출될 경우, 폭굽음, 비틀림 등의 변형이 발

생할 수 있으며, 목재의 이용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

다 (Johansson et al. 1994; Perstoper et al. 1995). 이에 따라 목재의 건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건조스케줄과 발전된 건조

공정 제어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조 중 확산계수 및 표면방사계수

를 이용하여 목재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Holman (1989)은 임의의 재료 내 열전달과 물질전달 평가를 위한 유

한차분법의 적용방법을 제시하였다. Avramidis et al. (1992)과 Sutherland 

et al. (1992)은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목재내부의 함수율 분포를 1차

원적으로 해석하였고, Ranta-Maunus (1994)과 Perré et al. (1993)은 유한차

분법을 2차원 해석에 사용하였다. Kamke and Vaneck (1994)는 목재건조 

시 수분분포의 실측치와 기존의 목재건조모델이 제시한 수분분포의 

예측치를 비교하여 본 결과 확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의 적절한 선택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수분확산모델을 이용하여 결정된 확산계수

를 이용하여 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분포를 측정하여 예측치와 실험치를 

비교하고, 함수율 분포 예측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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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함수율 분포 예측 

 

2.1. 1차원적 해석 

 

  특정한 시스템에서 물질의 전달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체 시스템 

내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양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는 Eq. (3.1)과 같이 

비정상상태에서의 물질 수지 (mass balance) 또는 질량 보존 (mass 

conservation)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Input flow rate  Output flow rate
Accumulation or leaving flow rate  Generated flow rate

-
= -

 (3.1) 

 

Fig. 3.1에서 x축 방향으로의 유동률 (flow rate)는 다음과 같다. 

 

Mass flow rate ¶
= = - × ×

¶
dw CD A
dt x

    (3.2) 

where, w = mass (kg); t = time (sec); D = diffusion coefficient (m2/sec); A = 

cross sectional area (m2); C = mass concentration (kg/m3); x = distance in the 

direction of flow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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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Elemental volume for one-dimensional mass flo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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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물체 내에서 시간에 따라 농도가 변화할 경우, 새롭게 발생하

는 유동 (flow)이 없다면, 두께 ∆x의 요소에서 건조 중 물질 수지는 

Input flow rate - Output flow rate = Leaving flow rate이다. 

 

Input flow rate ¶
= - × ×

¶ x

CD A
x

     (3.3) 

Output flow rate
+D

¶
= - × ×

¶ x x

CD A
x

    (3.4) 

( )Leaving flow rate ¶
= ×D ×

¶
CA x
t

     (3.5) 

 

Eq. (3.3) ~ (3.5)를 물질 수지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Eq. (3.6)과 같이 제

시할 수 있고, 1차원 물질전달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Eq. (3.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

¶ ¶
-

¶¶ ¶
× =

D ¶
x x x

C C
Cx xD

x t
      (3.6) 

2

2

¶ ¶
× =
¶ ¶

C CD
x t

       (3.7) 

 

  알파벳 m으로 표현되는 x축 방향의 증분 (increment)으로 물체를 1

차원으로 구분하면, 노드 (node)는 Fig. 3.1과 같이 설계되고, 이 때의 

농도경사는 Eq. (3.8), (3.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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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

+

-¶ ù »ú¶ Dû
m m

m

C CC
x x

      (3.8) 

1

1
2

-

-

-¶ ù »ú¶ Dû
m m

m

C CC
x x

      (3.9) 

 

m에서의 2차 부분도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Eq. (3.10)이 된다. 

 

( )

1 12
1 12 2

22

2+ -
+ -

¶ ¶ù ù-ú ú¶ ¶û ûù + -¶
» »ú¶ D Dû

m m
m m m

m

C C
x x C C CC

x x x
   (3.10) 

 

단위시간 당 농도의 변화는 알파벳 p로 표현되는 시간증분을 이용하

여 Eq. (3.11)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1+ -¶

»
¶ D

p p
m mC CC

t t
      (3.11) 

 

그러므로 Eq. (3.7)을 유한차분의 형태로 정리하면, Eq. (3.12)를 얻을 수 

있다. 

 

( )

1
1 1

2

2 +
+ -+ - -

× =
DD

p p
m m m m mC C C C CD

tx
    (3.12) 

 

 

  



- 76 - 

 

2.2. 2차원적 해석 

 

  2차원 물질전달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Eq. (3.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2

2 2x y
C C CD D

x y t
¶ ¶ ¶

+ =
¶ ¶ ¶

      (3.13) 

where, Dx = diffusion coefficient in x direction (m2/sec); Dy = diffusion 

coefficient in y direction (m2/sec); C = mass concentration (kg/m3); x and y = 

distance in the direction of flow (m); t = time (sec). 

 

  2차원이 물체가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증분으로 분할되는 경우, 교

점은 Fig. 3.2와 같이 설계된다. m은 x축 방향의 증분, n은 y축 방향의 

증분을 의미한다. 농도경사는 Eq. (3.14) ~ (3.17)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

1 ,
2

m n m n

m n

C CC
x x

+

+

-¶
»

¶ D
      (3.14) 

, 1,

1 ,
2

m n m n

m n

C CC
x x

-

-

-¶
»

¶ D
      (3.15) 

, 1 ,

1,
2

m n m n

m n

C CC
x x

+

+

-¶
»

¶ D
      (3.16) 

, , 1

1,
2

m n m n

m n

C CC
x x

-

-

-¶
»

¶ D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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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ketch illustrating nomenclature used in two-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 78 - 

 

  점 (m, n)에서 2차 부분도함수를 표현하면 Eq (3.18)와 (3.19)으로 표

현할 수 있다. 

 

( )

1 12 , , 1, 1, ,2 2
22

,

2m n m n m n m n m n

m n

C C
x x C C CC

x x x

+ - + -

¶ ¶
-

¶ ¶ + -¶
» »

¶ D D
  (3.18) 

( )

1 12 , , , 1 , 1 ,2 2
22

,

2m n m n m n m n m n

m n

C C
x x C C CC

y y y

+ - + -

¶ ¶
-

¶ ¶ + -¶
» »

¶ D D
  (3.19) 

 

  점 (m, n)에서의 단위시간당 농도변화는 시간증분 p를 이용하여 Eq. 

(3.20)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1

, ,
p p

m n m nC CC
t t

+ -¶
»

¶ D
      (3.20) 

 

  Eq. (3.20)을 유한차분의 형태로 정리하면, Eq. (3.21)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1
1, 1, , , 1 , 1 , , ,

2 2

2 2 p p
m n m n m n m n m n m n m n m n

x y

C C C C C C C C
D D

ty y

+
+ - + -+ - + - -

× + × =
DD D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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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의 교점은 목재의 내측교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목재의 표면

과 모서리의 교점은 Fig. 3.3에 제시된 것과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표면교점에서의 농도변화는 Eq. (3.22), 모서리교점에서의 농도변화는 

Eq. (3.2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1 1 1 1 1 1
1, , , 1 , , 1 ,

1
, ,1

,

2 2

( )
2

p p p p p p
m n m n m n m n m n m n

x y y

p p
m n m np

e m n

C C C C C Cx xD y D D
x y y

C Cx yS y C C
t

+ + + + + +
- - +

+
+

- - -D Dæ ö æ ö× D × + × × + × ×ç ÷ ç ÷D D Dè ø è ø
-D ×D

+ × D × - = ×
D

 

        (3.22) 

 
1 1 1 1
1, , , 1 , 1

,

1
, ,1

,

( )
2 2 2

( )
2 4

p p p p
m n m n m n m n p

x y e m n

p p
m n m np

e m n

C C C Cy x xD D S C C
x y

C Cy x yS C C
t

+ + + +
- - +

+
+

- -D D Dæ ö æ ö æ ö× × + × × + × × -ç ÷ ç ÷ ç ÷D Dè ø è ø è ø
-D D ×Dæ ö æ ö+ × × - = ×ç ÷ ç ÷ Dè ø è ø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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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3 Convective boundary node (a) and exterior corner node with 

convective boundar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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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함수율 분포 예측을 위한 확

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 결정 

 

3.1.1. 수분 확산모델을 이용한 확산계수의 결정 

 

  함수율 분포의 예측을 위해 이용된 소나무재의 확산계수는 2장 (기

하학적 수분 확산모델을 이용한 소나무재의 확산계수)에서 제시된 값

을 이용하였다. 

  온도 30 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0.450의 전건비중을 적용하

고,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목재세포에 대한 벽공과 방사조직의 비율 

(p = 0.0006; r = 0.008)을 적용하여 소나무재의 확산계수를 예측하였다. 

예측된 확산계수는 방사방향에서 2.9 × 10-10 m2/sec, 접선방향에서 2.7 × 

10-10 m2/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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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표면방사계수 결정 

 

  수분의 탈착 중 소나무재의 방사방향과 접선방향의 표면방사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정상상태에서 함수율 변화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

다. 무결점의 통직목리인 25 mm (L) × 25 mm (R) × 25 mm (T) 치수의 정

육면체 시험편을 제작하여 6개의 면 중에서 관심있는 수분이동방향을 

유도하는 2개면은 노출시키고, 나머지 4개면은 수분의 이동을 제한하

기 위하여 파라핀과 바세린 1:1 혼합물로 실링하였다. 온도 30 oC, 상

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건조를 실시하였

다. 항온항습기의 풍속은 1 m/sec이고, 건조 중 평균함수율은 시험편의 

전건 후에 파라핀과 바셀린 혼합물을 제거한 시험편의 전건무게를 기

준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방법은 한 등 (2008)이 제시한 표

면방사계수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목재의 외부 및 표면에서 발생하는 수분이동 저항을 의미하는 표면

방사계수는 대류물질전달계수 (convective mass transfer coefficient)로부터 

전환시킬 수 있음이 Yeo and Smith (2005)에 의해 제시되었다. 수증기압

의 차이에 기인한 대류물질전달계수는 Hart 법 (1977)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 )
=

-p
s e

Jh
p p

       (3.24) 

where, hp = convective mass transfer coefficient based on the potential of water 

vapor pressure (kg/m2·s·Pa); J = moisture flux from surface to air (kg/m2·s); ps = 

water vapor pressure in air adjacent to the wood surface (Pa); pe = water vapor 

pressure in ambient air at the dry-bulb temperature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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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를 계산할 때, 포수상태에 가까운 시험편 표면 위의 수분이 표면에 

탈착할 때, 목재표면 주위 외기의 수증기압 (ps)은 습구온도에서의 포

화수증기압 (p0,wet)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다. 

  주어진 값인 RHe, P0,wet, P0,dry, RHs를 Eq. (3.26)에 대입하여 Ps의 값을 

결정한다. 결정된 Ps를 Eq. (3.25)에 대입하고, 표면함수율과 내부함수

율의 변화량을 이 식에 적용하여 표면방사계수 (S)를 결정하였다. 

 

( )
( )
( )

2 ,
, ,

100 100
r r

-
= = ×

-

-
= ×

× × - × ×

s e
H O wood p

s wood e wood

s e
p

SMC w EMC w

p p
S h h

C C

p p
h SMC EMCG G

    (3.25) 

where, S = 
2 ,H O woodh = surfaced emission coefficient (m/sec); Cs,wood = moisture 

concentration in wood at surface (kg/m3); Ce,wood = moisture concentration in 

wood in equilibrium with air (kg/m3); ρw = density of water (kg/m3); SMC and 

EMC = surface and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 GSMC and GEMC = specific 

gravities of wood based on oven-dry weight and volume at SMC and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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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where, p0,wet = saturated water vapor pressure at wet bulb temperature (Pa); p0,dry 

= saturated water vapor pressure at dry bulb temperature (Pa); RHe =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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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dity of ambient air (%); RHs = relative humidity of air adjacent to surface 

of w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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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나무재의 건조 중 함수율 분포 측정 

 

  기하학적 수분확산모델을 이용하여 결정된 소나무재의 확산계수와 

비정상상태에서 함수율 변화 측정실험을 통해 결정된 표면방사계수를 

Eq. (3.21)에 대입하여 건조 중 판재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함수율 분포의 예측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건조 실험을 통하여 소나무 

판재의 건조 중 함수율 분포를 측정하였다.  

  Fig. 3.4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강원도 삼척에서 벌채한 소나무를 폭 

150 mm × 두께 50 mm × 재장 0.5 m로 제재하였다. 시험재의 제조과정

에 측정한 초기함수율은 42 ~ 50 %의 범위였다. 준비한 건조시험재를 

온도 30 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건조하면서 24시간 경과 후의 

함수율 분포를 Fig. 3.4에 제시된 것과 같이 15등분하여 측정하였다. 

  건조 중 함수율 분포의 예측치와 실측치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비

교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항온항습기 내의 풍속은 1 m/sec로 유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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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pecimen for measuring of MC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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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소나무재의 확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 

 

  2장에 제시된 수분 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예측된 확산계수는 온도 

30 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방사방향에서 2.9 × 10-10 m2/sec, 접선

방향에서 2.7 × 10-10 m2/sec이다. 

 

  소나무재의 표면방사계수는 Yeo and Smith (2005)에 의해 제시된 대

류물질전달계수로부터 변환하는 방법 (Eq. 3.25)를 이용하였다. Hart 법 

(1977)에 의하면 목재표면에서 공기로 방습되는 수분 플럭스 (moisture 

flux)는 목재 표면과 주위 공기의 수증기압의 차이에 의하여 제어된다. 

건조 초기조건에서 플럭스가 최대일 때, 목재 표면의 수증기압은 습구

온도의 포화수증기압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Kirchhoff 식 (p0 = exp(53.421 - 6516.3/T - 4.125ln T; Siau 1995)에 의하면, 

건구온도 30 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포화수증기압 (p0)은 4213 

Pa이고, 부분수증기압 (ps)은 2527 Pa이다. 습구온도는 24 oC이고, 이 습

구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압 (p0,wet)은 2983 Pa이다. 

  건구온도 30 oC에서 소나무재의 표면에서 공기로 방습되는 수분 플

럭스는 2.0 × 10-4 kg/sec·m2이다. Eq. (3.24)에 초기 수분플럭스 (J), 습구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압 (p0,wet 단, 섬유포화점 이상에서 pS = p0,wet), 주

위 공기의 부분수증기압 (pe)을 대입하면, 대류물질전달계수 (hp)를 계

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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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얻어진 온도 30 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소나무재의 

대류물질전달계수와 Eq. (3.25)를 이용하면, 표면방사계수 (S)를 결정할 

수 있다. 초기 표면함수율을 100 %로 적용하고, 섬유포화점은 30 %로 

가정하였다. 건조 중 측정된 시험편의 최종함수율은 10 %이고, 목재의 

초기함수율에서의 비중 (GSMC)은 0.42이고, 최종함수율에서의 비중 

(GSMC)은 0.45이다. 

 

2 ,
3 3

-7

2983Pa 2527Pa
100 100.42 1000kg/m 0.45 1000kg/m
100 100

5.2 10 m/sec

-
= = ×

× × - × ×

= ´

H O wood pS h h
 

 

이와 같이 온도 30 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의 표면방사계수 5.2 

× 10-7 m/sec를 함수율 분포의 예측모델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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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정 온·습도 조건에서 건조 중 예측된 함수율 분포

와 실험치의 비교 

 

  Fig. 3.5에 온도 30oC, 상대습도 60%의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시험편의 함수율 분포를 제시하였다. 측정값 (Fig. 3.5b)은 건조가 종료

된 후 시험편을 15등분하여 전건법으로 측정한 결과이고, 예측값 (Fig. 

3.5b)은 확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를 이용하여 유한차분법으로 계산된 

결과이다. 

  함수율 분포의 측정에 이용된 건조시험재의 초기함수율은 Fig. 3.5a

에 제시된 것과 같이 42.5 %였다. 24시간 건조 후 측정한 건조시험재

의 평균함수율은 시험재의 중앙부에서 32 %, 모서리부에서 23 %로 측

정되었다. 중앙부에서 표면층의 함수율은 20 ~ 35 %의 범위이고, 내부

층의 함수율은 42 ~ 61 %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모서리부에서 표면층

의 함수율은 17 ~ 25 %의 범위이고, 내부층의 함수율은 28 ~ 31 %의 범

위로 측정되었다 (Fig. 3.5b).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24시간 후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한 결과, 중

앙부의 평균함수율은 32 %, 표면층의 함수율은 20 ~ 29 %의 범위이고, 

내부층의 함수율은 40 ~ 50 %의 범위로 예측되었다 (Fig. 3.5c). 15등분

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건조시험재의 표면층과 내부층의 함수율에 대

한 측정값과 예측값은 최대 약 10 %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함수율

은 중앙부에서 0.1 %, 모서리부에서 1.1 %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므

로 소나무재의 확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을 유한차분법에 의한 함수율 

예측모델에 적용하면 소나무재의 건조 중 함수율 분포예측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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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5 Initial MC distribution of drying specimen (a); measured (b) and 

predicted (c) MC distribution after drying during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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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수분확산모델을 이용하여 결정된 확산계수

와 대류물질전달계수를 표면방사계수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

어진 표면방사계수를 함수율 분포 예측모델에 적용하여 건조 중 소나

무재의 표면과 내부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하였다. 또한 유한차분법을 

적용한 함수율 분포 예측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온·

습도 조건에서 건조시험재의 건조를 통하여 예측값과 실험값을 비교

하였다. 

  온도 30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건조시

험재의 평균함수율은 예측값과 약 1 %의 차이로 오차가 적었다. 그러

므로 기하학적 수분확산모델에 의해 결정된 확산계수와 대류물질전달

계수로부터 변환하여 얻어진 표면방사계수를 함수율 분포 예측모델에 

적용하면, 건조 중 소나무재의 표면함수율과 내부함수율 분포를 예측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함수율 분포의 예측은 목재 내부

와 표면에서 발생하는 수분의 이동과 이에 따른 건조응력과 건조결함

을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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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유수축률과 점탄성 분석을 통한  

건조 중 목재 내  

이론적 변형률과 응력 분석 
 

  



- 93 - 

 

1. 서  론 
 

  목재는 흡습성 재료로 건조 중 목재 내의 수분 감소에 의하여 섬유

포화점 이하의 함수율에 도달하면 수축이 발생한다. 건조 중 발생하는 

건조응력은 건조스케줄, 제재방법, 제재목의 치수, 목재의 공극률, 수

분의 확산속도, 수축률, 목재의 강성, 목재의 유변학적 성질 

(rheological characteristics) 등의 여러 가지의 요소에 따라 변화한다 

(Pang 2007). 열기건조공정에서 목재의 수축은 수분경사로 발생한 건조

응력에 의해 억제되어 건조응력이 발생하고 (Bodig et al. 1982; 

Dahiblom et al. 1996; Perré 1996), 목재의 3방향 (접선, 방사, 섬유방향)으

로 각각 서로 다른 수축을 나타내는 목재의 이방성에 의하여 비틀림 

등의 건조결함이 발생한다 (Kininmounth et al. 1991). 제재목의 품질과 

관련된 잔류응력과 건조결함의 제거를 위하여 열기건조 중 건조응력

과 수축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

조 중의 응력을 측정하는 것에 기술적이 어려움이 있다 (Allegretti et al. 

2008). Boyd (1974)는 목재 내부구조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기인하여, 완

벽한 수축의 메커니즘이 제시되지 않으며, 수축의 메커니즘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목재조직의 구조라고 보고하였다. 

  목재의 점탄성 특성에 기초하여, 건조응력과 크립거동의 관계를 분

석하는 것은 목재의 건조응력과 변형률의 연구에 효과적이다. 건조 중 

제재목의 두께방향으로 슬라이스를 제작하여, 건조 변형을 슬라이스의 

치수변화로 측정한 연구가 있다 (Rice et al. 1990; Li 1999; Pang 2000). 

Zhan et al. (2009)은 자유수축률을 이용하여 건조 중 변형을 탄성, 점탄

성, 미케노-솝티브 크리프로 구분하였다. 이론적으로 시험편의 두께가 

매우 얇아서 건조 중 수분경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조응력이 없는 



- 94 - 

 

상태에서 목재의 수축률을 측정할 수 있다. 비록 위와 같은 방법이 목

재 내의 응력을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할 수 없지만, Stamm (1964), 

Lazarescu et al. (2009), Zhan et al. (2009)은 함수율 변화에 따른 자유수축

률을 측정하고, 함수율과 수축률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목재의 건조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많은 유변학적 모델이 제시되어 

왔다. 일정한 함수율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측정된 점탄성 요소는 

미케노-솝티브 요소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많은 연구의 건조 모델에

서 무시되었다 (Wu 1995; Ormarsson et al. 1998; Harque et al. 2000). 본 연

구는 열기건조 중 소나무의 섬유직각방향 변형과 건조응력에 초점을 

맞추고, 건조 중 발생하는 변형을 소형시험편에서 측정된 자유수축률

과 실대재의 건조 중 슬라이스법을 적용하여 측정된 응력해제시 변형

복원량을 이용하여 탄성요소, 점탄성요소, 점성요소의 3가지로 구분하

고자 하였다. 또한 3가지의 요소를 점탄성 모형에 적용하여 점탄성계

수와 점성계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함수율에 따라 측정된 인장 탄

계수를 이용하여 소나무의 열기건조 중 건조응력을 결정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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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의 점탄성 모델 
 

  건조의 유변학적 모델은 Fig. 4.1과 같이 자유수축 성분, 탄성변형 

성분, 점탄성변형 성분, 점성변형 성분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Hanhijarvi 2000; Pang 2000; Moutee et al. 2007; Zhan et al. 2009). 이와 같

은 유변학적 모델은 목재의 건조응력과 크리프의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각각의 변형률은 실험에 의한 측정과 Kelvin의 점탄성 

이론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자유수축에 의한 변형률은 실험에 

의한 측정값을 함수율 변화에 따른 회귀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탄성

변형률은 실험에 의해 측정된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점탄성변형률은 n개의 Kelvin 요소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점

성 변형률도 Kelvin 모델을 수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건조 중 발생하는 변형은 자유수축 변형률 (εf), 탄성 변형률 (εe), 점

탄성 변형률 (εve), 점성 변형률 (εms)과 함수율의 감소에 따른 실제 변

형률 (εa)로 구분할 수 있다 ( f a e ve ve e e e e- = + + ). 본 연구에서는 열

기건조 중 발생하는 판재의 변형을 구분하고, 건조응력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형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유수축 변형률은 소형

시험편을 이용한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실제 변형률은 실대재의 

건조 실험과정에서 측정하고, 탄성 · 점탄성 변형률은 실대재의 열기

건조스케줄의 각 단계가 종료한 후 슬라이스를 제작하여 변형량을 측

정하였다. 점성 변형률은 점탄성 모델을 이용하여 자유수축 변형률에

서 나머지 변형률을 제한 값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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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proposed rheological model (Ee: 

elastic modulus, Eve: visco-elastic modulus, ηve: viscosity 

coefficient for visco-elastic strain, ηv: viscosity coefficient for 

permanent strain, εe: elastic strain, εve: visco-elastic strain, εv: 

visocous strain, εa: actual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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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소나무재의 섬유직각방향 자유수축률 측정 

 

3.1.1. 함수율 변화에 따른 수축률 측정 

 

  건조과정 중 작고 얇은 크기의 시험편에 전체적으로 수분이 균일하

게 분포하면 건조 중 발생하는 건조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과정

을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무응력상태로 가정하면, 이 때의 수축률

은 자유수축률로 정의할 수 있다. 섬유직각방향의 자유수축률을 측정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소광리 일대에서 채취한 소나무 디스크

에서 무결점의 통직목리를 지니는 시험편을 50 mm (Tangential) × 50 

mm (Radial)의 치수로 제작하였다. 시험편의 두께에 따른 자유수축률

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께 (Longitudinal)를 1.6 mm ~ 10.5 mm의 

범위로 제작하였다. 시험편은 증류수에 침지한 상태에서 감압 (5분)과 

가압 (5분)의 처리를 실시하였다. 초기함수율은 193 ~ 228 %의 범위였

다. 시험편의 건조조건은 Table 4.1에 제시된 것과 같이, 건조응력의 발

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도 30 oC, 상대습도 99 %의 항온항습기에서 

상대습도를 30 %까지 변화시켰다. 건조종료 후 105 oC의 온도조건에서 

24시간동안 전건한 후에 무게와 치수를 측정하였다. 시험편의 전건비

중은 0.483 (± 0.0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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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Drying conditions and specimens properties for measuring 

transversal free shrinkage of red pine wood 

Thickness of specimens 

(mm) 

Temperature 

(oC) 

RH 

(%) 

Initial MC 

(%) 

Equilibrium 

MC (%) 

1.6 ~ 10.5 30 

99 217 (± 9.6) 25.6 

90 24.9 (± 1.0) 19.9 

60 20.6 (± 0.9) 10.6 

30 12.6 (± 0.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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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중 시험편의 횡단면 변형률 측정은 디지털 이미지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용 이미지의 측정은 Epson 사의 스캐너

(Perfection V200 Photo)를 이용하였다. 이미지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CCD 카메라 (charge-coupled device camera)가 이용되고 있지만, 시험편

에 조사되는 빛의 양과 시험편과 카메라 렌즈 사이의 각도를 일정하

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캐너를 이용하였다. 스캐너를 이용하여 

얻어진 이미지는 픽셀단위로 크기가 결정되고, 각 픽셀의 크기는 해상

도 및 스캔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스캔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360 

dpi (dot per inch)이고, 이미지 파일은 TIFF파일로 설정하였다 (Fig. 4.2). 

  건조 중 변형률 분석을 위한 디지털 이미지 분석기법은 존스 홉킨

스 대학 (Johns Hopkins University)과 카를스루어 공과대학 (Karlsruhe 

Institue of Technology)에서 개발된 Matlab (Mathworks)기반의 코드를 이

용하였다 (Eberl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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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Specimen for measuring shrinkage of wood in transversal 

direction of wood (a. green condition; b. 25.7 % EMC condition; 

c. 20.1 % EMC condition; d. 10.8 % EMC condition; e. 6.0 % 

EM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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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의 가상 마커 (virtual makers)의 격자를 Fig. 4.3와 같이 설계하였

다. 각각의 마커사이의 거리는 50 × 50 pixel2로 설정하였다. 시험편의 

모서리부터 건조가 시작되어 색상차이가 발생하여, 마커의 추적은 모

서리를 제외하고, 시험편의 중앙에 집중하였다. 적절한 거동을 하지 

않는 마커는 검사 후 제거하여 변형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기준 영상에 대한 x축 (접선방향), y축 (방사방향)의 

변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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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Virtual grid of about 35 markers used for digital imag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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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건조 중 표면함수율 측정 

 

  무응력상태의 자유수축률을 정의하기 위하여, 시험편의 두께에 따른 

함수율 경사를 측정하였다. 건조 중 시험편의 평균함수율은 무게를 측

정하여 계산하였고, 표면함수율은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였다. 

  목재의 표면함수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근적외선 분광분석 시스템

(Fig. 4.4)을 이용한 목재 표면 반사율 스펙트럼의 다변량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다. 근적외선 분광분석 시스템은 광원, 광프로브, 검출기로 구

성된다. 광원 (HL-2000, Ocean Optics Inc.)으로 20 W의 텅스텐-할로겐 

램프를 이용하였으며, 스펙트럼 획득을 위한 광프로브는 광원에서 피

조사물로 빛을 보내는 6개의 광섬유와 대상체에서 검출기로 빛을 보

내는 1개의 광섬유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출기

(NIRQUEST 256-2.5, Ocean Optics Inc.)는 900 ~ 2,500 nm의 파장을 갖는 

근적외선을 평균 6.4 nm 파장 단위로 검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율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편의 근적외선 반사 스펙트럼 

측정 이전에 광원에서부터 조사된 광을 반사율 100%인 표준물질에 

조사하여 최대 광 반사량과 최소 광 반사량을 분광기로 측정하여 보

정하였다. 보정 후, 시험편의 반사율은 Eq. (4.1)과 같이 표준 시료의 

반사광에 대한 시험편의 반사광 비율로 결정된다. 

 

,

,

100= ´s i
i

ref i

R
R

R
       (4.1) 

where, Ri = reflectance of the sample at λi; Rs,i = intensity of radiation 

reflected by sample at λi wavelength; Rref,i = intensity of radiation by an non-

absorbing standard material at λ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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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Schematic diagram of near infrared spectroscopy 

 

 

 
Figure 4.5 Specimen for measuring the surface moistur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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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소나무의 건조 중 표면함수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하므

로, 건조 중 획득한 반사율 스펙트럼을 표면함수율로 변환할 회귀모델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나무 시편을 다양한 함수율이 되도록 유도

한 다음, 각각의 함수율 상태에서 스펙트럼을 획득하여 다변량 통계분

석을 수행하면 소나무의 표면함수율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50 mm(R) × 30 mm(T) × 10 mm(L) 크기의 소나무 소시편

을 20개(심재 15개, 변재 5개) 제작하였다 (Fig. 4.5).  

  모든 시편은 전건한 후,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20℃에서 흡착과정

으로 시편의 함수율이 증가하도록 상대습도를 Table 4.2과 같이 7단계

로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상대습도 단계에서 모든 시편의 무게와 근적

외선 반사율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각 시편의 전건법에 의한 평형함

수율과 반사율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한 표면함

수율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Fig. 4.6는 소나무의 표면함수율 예측 모델의 검정 결과로, 전건법에 

의해 측정된 실제 함수율과 표면에서 획득한 반사율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회귀모델에 의해 예측된 표면함수율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회귀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는 0.98, 표준검정오차는 

0.95로, 본 실험에서 개발된 회귀모델은 매우 높은 예측성능을 나타내

었다. 본 소나무 표면함수율 측정 모델을 이용하여, 건조 중 시험편의 

반사율 스펙트럼을 획득, 표면함수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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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humidifying red pine specimens 

Temperature (oC) Relative humidity (%) 

20 15 30 45 60 75 90 99 

 

 

 

 
Figure 4.6 Validation result of red pine's surface moisture content predi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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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세포벽과 가도관의 수축률 측정 

 

  자유수축률은 무응력상태에서의 수축률로 정의할 수 있다. 소형시험

편을 제작하여 표면층과 내부층의 함수율 경사를 최소화하더라도 건

조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세포벽과 가도관의 횡단방향 수축률은 소나

무재 소형시험편의 수축률을 자유수축률로 정의를 내리기 위한 적합

성을 판단하기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을 판단하였다. 

  세포벽의 수축을 관찰하기 위하여 자유수축률의 측정에 이용한 것

과 동일한 소나무의 횡단면에서 30 μm의 두께의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편 제작을 위해서 박편제작기 (microtome)를 이용하였고, 30 μm 두

께의 시험편을 포수시키고, 기건상태에서 광학현미경 (S16C, Bimeince)

을 이용하여 횡단면의 동일한 위치를 250 ~ 400배로 관찰하고, TIFF파

일의 이미지로 저장하였다. 기건상태에서 더 이상의 수축이 없는 경우, 

105oC 오븐에서 전건시킨 후 최종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이미지를 저

장하였다. Pax-cam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는 스케일 바가 없기 때문에 

횡단면에서의 세포벽의 수축률은 ProgRes Capture Pro 2.7을 이용하여 

이미지 내의 세포벽의 픽셀 개수의 변화를 통해 측정하였다. 

  소나무재의 가도관을 각각 분리하여 가도관 1개의 횡단방향 수축률

을 측정하였다. 가도관의 분리는 20 %의 염산에 플로로글루시놀 

(phloroglucinol) 수용액을 첨가한 용액을 이용하였다 (Sundberg and 

Little 1990). 분리된 가도관에 수분을 넣어 포수상태를 가정한 후 세포

벽의 수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건 및 전건상태에서의 수축률을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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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조 중 슬라이스법을 이용한 변형의 구분 및 건조

응력 산출 

 

3.2.1. 소나무재의 섬유직각방향 탄성계수 및 인장강도 측정 

 

  섬유직각방향의 인장강도와 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KS F 2207 

(목재의 인장 시험 방법: Method of tension test for wood)에 따라 20 mm 

(Radial) × 20 mm (Longitudinal) × 60 mm (Tangential)의 치수 시험편을 제

작하였다 (Fig. 4.7). 만능강도시험기를 이용하여 3 mm/min의 속도로 실

험을 수행하였다. 함수율에 따른 인장강도와 탄성계수의 변화를 측정

하기 위하여, 인장강도 시험편을 25.6 %, 19.9%, 10.6%, 5.9%의 평형함

수율 조건에서 조습한 후에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중 측정된 인장강도 시험편의 최대하중으로부터 인장강도 σt, 

max를 Eq. (4.2)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max
,maxt

P
A

s =        (4.2) 

where, Pmax = maxium load (N); A = area of cross section (mm2) 

 

  섬유직각방향의 인장 탄성계수는 비례한도 내에서의 하중과 변형의 

관계로부터 Eq. (4.3)를 이용하여 탄성계수 Et를 계산하였다. 

 

l
t

l

P lE
A
×

=
D ×        (4.3) 

where, Pl = difference between upper load and lower load in limit of 

proportionality (N); l = gauge length (mm), ∆l = tensile deformation by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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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Specimen for measuring tensile strength of wood in transversal 

direction of wood 

 

 

  



- 110 - 

 

3.2.2. 소나무재의 열기건조 중 슬라이스법의 적용 

 

  열기건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강원도 삼척에서 벌채하여 

인천 소재의 신대림제재소에서 폭 150 mm × 두께 50 mm × 길이 

2.7 m로 제재하였다. Fig. 4.8a와 같이 재장 2.7 m의 제재목에서 재장 1 

m의 건조시험재를 각각 2매씩 총 30 매를 제작하였다. 건조시험재의 

사이에서 채취한 함수율 시험편을 통해 측정된 초기함수율은 34 ~ 

130 %의 범위이다.  

  열기건조 스케줄은 Table 4.3의 소나무 건조스케줄 (T12-D5)를 적용

하였다. 건조 종료 후 온도 65oC, 상대습도 77 %에서 컨디셔닝 처리를 

실시하여 건조시험재 내의 응력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열기건조 중 발생하는 변형과 응력의 측정을 위하여 슬라이스의 치

수변화를 측정한 이전의 연구 (Rice et al. 1990; Li et al. 1999; Pang 2000)

에 근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4.8b). 건조스케줄의 각 단계가 

종료된 후 건조시험재 중 1개를 선택하여 길이방향의 끝에서 0.2 m 

떨어진 곳에서 함수율 시험편과 슬라이스 시험편을 채취하였다. 슬라

이스 시험편을 표면에서 약 3 mm 두께로 시험편을 절단하여 각각의 

변형량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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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Specimen preparation of the drying specimens and the 3 mm thick 

s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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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Drying schedule (T12-D5) separating type of deformation of red 

pine lumber 

Step Moisture 

content (%) 

Dry-bulb 

temperature (oC) 

Relative 

humidity (%) 

Equilibrium 

MC (%) 

1 

2 

3 

4 

5 

6 

7 

8 

above 50 

50 to 40 

40 to 35 

35 to 30 

30 to 25 

25 to 20 

20 to 15 

15 to final 

60 

60 

60 

60 

65 

70 

75 

80 

86 

82 

74 

64 

57 

50 

45 

25 

15.6 

13.9 

11.5 

9.5 

8.0 

6.7 

5.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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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자유수축률과 응력해제시 변형복원량을 이용한 건조 중 변

형량의 구분 및 건조응력 산출 

 

  열기건조 중 제작된 슬라이스의 치수변화는 Fig. 4.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탄성변형은 열기건조 중인 건조시험재에서 제작한 슬라이스 

시험편에서 슬라이스의 제작을 위해 절단한 순간의 횡단방향 길이변

화로 정의하였다. 점탄성변형은 일정시간동안 함수율의 변화없이 시간

의 경과에 따른 길이변화로 정의하였다. 점탄성변형의 측정을 위하여 

슬라이스를 폴리프로필렌 필름으로 밀봉하여 함수율의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였다. 점성변형은 자유수축률에 의한 변형량에서 탄성변형량, 

점탄성변형량, 수분에 의한 수축량을 제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Fig. 4.9에 제시된 시험편의 치수와 변형량을 자유수축률 (εf), 탄성변

형률 (εe), 점탄성변형률 (εve), 점성변형률 (εv), 수분의 감소에 의한 실

제수축률 (εa)로 구분하면 아래의 식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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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1 1

f a
total

L L
L L

d d
e

--
= =      (4.9) 

where, δf = deformation by free shrinkage (mm); δe = elastic deformation (mm); 

δve = visco-elastic deformation (mm); δv = viscous deformation (mm); δa = 

apparent deformation (mm). 

 

  Ugolev and Skuratov (1992)는 열기건조 중 목재의 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탄성변형률과 탄성계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차원의 선형 탄

성에 기초하여 소나무의 건조 중 발생하는 응력을 산출하였다. 탄성계

수는 슬라이스의 함수율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를 이용하였다.  

 

( )e E Ms e= ×        (4.10) 

where, σ = drying stress (MPa); E(M) = MOE as a function of wood moistur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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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Dimensional changes of slice during the dry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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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함수율 변화에 따른 소나무재의 섬유직각방향 자유

수축률 분석 

 

4.1.1. 섬유포화점 이상에서 25.6% 함수율까지의 수축률 

 

  섬유포화점 이상의 함수율에서의 수축률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험편

이 포수상태에서 평형함수율 25.6 % (온도 30oC, 상대습도 99 %)에 도

달할 때까지의 수축률을 디지털 이미지 영상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Fig. 4.10에 시험편의 두께에 따른 수축률을 함수율의 감소에 따

라 제시하였다. 시험편의 두께는 1 mm, 3 mm, 5 mm, 10 mm로 구별하였

다. 섬유포화점을 28 ~ 30 %의 함수율이라고 할 때, 시험편의 두께와 

관련없이 섬유포화점 이상의 함수율에서 접선방향과 방사방향에서 약 

0.5 %의 수축률을 보였다. 섬유포화점 근처에서 시험편은 수축하기 시

작하여 시험편의 평형함수율인 25.6%에서 접선방향의 수축률은 0.7 ~ 

1.6 %, 방사방향의 수축률은 0.4 ~ 0.6 %로 제시되었다. 

  Table 4.4에 100 %에서 25 %까지 건조되는 과정의 함수율 변화에 따

른 수축률을 지수함수 형태로 제시하였다. 시험편의 수축률은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접선방향의 수축률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것은 함수율 경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편의 두께를 얇게 제작하

였지만,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시험편의 표면과 내부에 함수율 경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11에 평형함수율 25.6 %의 조건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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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험편의 평균함수율과 표면함수율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평균함

수율은 시험편의 무게에 기초하여 측정하였으며, 표면함수율은 근적외

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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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mm-thickness 

 

 
(b) 3 mm-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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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 mm-thickness 

 
(d) 10 mm-thickness 

Figure 4.10 Determination of free shrinkage above fiber saturation point using 

digital imag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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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Regression equations for predicting the transversal shrinkage of 

wood dired from 100 % MC to 25 % MC 

Thickness of  

specimen (mm) 

Direction Regression  

equation 

R2 Shrinkage 

rate (%) 

1 Tangential y = 5.889e-0.044x 0.936 1.63 

Radial y = 0.782e-0.021x 0.987 0.41 

3 Tangential y = 2.806e-0.031x 0.987 1.43 

Radial y = 0.682e-0.014x 0.968 0.48 

5 Tangential y = 1.909e-0.029x 0.914 1.13 

Radial y = 0.687e-0.015x 0.934 0.51 

10 Tangential y = 1.833e-0.030x 0.852 0.67 

Radial y = 0.730e-0.012x 0.883 0.59 

 

 

 
Figure 4.11 Difference between average moisture content and surface 

moisture content of wood above FSP at 25oC and 99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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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1에 서로 다른 두께의 시험편이 평형함수율에 도달하는 시간

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간의 차이와 함수율 경사를 이용하면 

두께 변이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Fig. 4.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시험편은 건조초기에 표면은 빠

르게 평형함수율에 도달하기 때문에, 표면과 내부의 함수율 경사가 존

재한다. 그러나 각각의 시험편은 두께의 변이에 의한 건조속도의 차이

로 함수율 경사에 노출된 시간은 서로 다르다. 본 연구에 이용된 소나

무의 표면함수율 측정 모델은 섬유포화점 이상의 범위에서 ±2 %의 오

차범위를 갖기 때문에, 수축이 발생하는 표면이 섬유포화점 이하에 도

달한 시점부터 함수율 경사가 4 ~ 5 %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각각

의 시험편 별로 구분하였다. 

  1 mm 시험편은 15시간 경과 후 표면함수율이 38 %에 도달하였고, 

이 때 표면과 내부의 함수율 경사는 33 %였다. 24시간 경과 후에 표면

함수율은 24 %, 함수율 경사는 5 %에 도달하였다. 시험편이 함수율 경

사에 노출된 시간은 약 9시간이다.  

  3 mm 시험편은 47시간 경과 후 표면함수율이 34 %에 도달하였고, 

함수율 경사는 26 %였다. 62시간 경과 후 표면함수율은 25 %, 함수율 

경사는 5 %에 도달하였고, 함수율 경사에 노출된 시간은 약 15시간이

다.  

  5 mm 시험편은 62시간 경과 후 표면함수율이 31 %에 도달하였고, 

함수율 경사는 53 %였다. 87시간 경과 후 표면함수율은 23 %, 함수율 

경사는 4 %에 도달하였다. 함수율 경사에 노출된 시간은 약 25시간이

다. 

  10 mm 시험편은 96시간 경과 후 표면함수율이 32 %에 도달하였고, 

함수율 경사는 26 %였다. 134시간 경과 후 표면함수율은 26 %,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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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는 5 %에 도달하였다. 함수율 경사에 노출된 시간은 약 38시간이

다. 

  시험편의 표면층과 내부층의 함수율 경사는 건조초기에 시험편의 

표면층에 인장응력을 발생시킨다. 인장응력은 시험편의 수축을 억제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함수율 경사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표면층은 인장응력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 시험편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수축률이 감소하는 것은 인장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변

형억제가 영구변형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1 mm 시험

편의 수축률을 자유수축률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시험편의 수축률 

차이를 점성변형률의 차이로 고려할 수 있다.  

  탄성변형은 표면과 내부의 함수율 경사가 없어지면서, 표면에 작용

하는 응력이 제거되는 시점의 변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함수

율 경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자유수축률

의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탄성변형률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점

탄성변형은 시험편의 평균함수율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의 경

과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편의 변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5에 시험편의 평균함수율이 섬유포화점 이상에서 온도 25oC, 

상대습도 99 %의 조건에서 건조 시 시험편의 두께에 따른 점탄성변형

률, 점성변형률을 제시하였다. 두께 1 mm의 시험편의 수축률이 자유

수축률이라고 가정할 때, 시험편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층에 인

장응력이 작용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탄성변형률과 점성변형

률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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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Visco-elastic strain (εve), visco-elastic deformation (δve), viscous 

strain (εv), and viscous deformation (δv) of wet wood at 25oC and 

99 %RH 

 Direction εve (%) δve (mm) εv (%) δv (mm) 

3 mm  

Tangential 

 

0.12 0.054 0.03 0.013 

5 mm 0.16 0.071 0.09 0.040 

10 mm 0.28 0.124 0.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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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섬유포화점 이하 (25.6 % ~ 0 %)의 수축률 

 

  섬유포화점 이하의 수축률을 제시하기 위하여 섬유포화점 이상에서 

25.6% 함수율까지 자유수축률 측정을 이용한 시험편을 온도 30oC에서 

상대습도 조건을 90 % (평형함수율 20 %), 60 % (평형함수율 10 %), 30 % 

(평형함수율 5 %)으로 변화시키면서 수축률을 측정하였다. 평형함수율 

5 %의 시험편을 온도 105oC ±2의 조건에서 전건시킨 후 수축률 및 함

수율을 측정하였다.  

  Fig. 4.12에 시험편의 두께에 따른 수축률을 함수율의 감소에 따라 

제시하였다. 접선방향의 수축률은 7.5 ~ 7.2 %, 방사방향의 수축률은 

3.5 ~ 2.7 %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Panshin and de Zeeuw (1980)는 목재의 

치수변화가 함수율에 따라 선형의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 측정된 섬유포화점 이하의 범위에서 목재의 함수율 변화에 따

른 수축률은 선형의 관계로 제시되었다. Table 4.6에 선형의 관계를 방

정식으로 제시하였다. 

  Fig. 4.13에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에 의해 측정된 표면함수율을 이용

하여 결정된 함수율 경사를 제시하였다. 상대습도 조건을 변화시킨 순

간 함수율 경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 %를 초과하지 않았다. 섬유포화점 이상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두께

의 차이에 의한 변형률의 차이를 점성변형률로 판단할 경우, 접선방향

에서 3 mm 시험편은 0.15 %, 5 mm 시험편은 0.17 %, 10 mm 시험편은 

0.21 %로 측정되었다. 방사방향은 섬유포화점 이상의 범위에서 두께에 

의한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여 수축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섬

유포화점 이하의 범위에서는 3 mm 시험편은 0.66 %, 5 mm 시험편은 

0.60 %, 10 mm 시험편은 0.81 %로 접선방향에 비하여 크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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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방사방향에서 발생하는 건조응력의 원인이 함수율 경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방사방향에서 발생하는 건조응력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방사조직에 

의한 가도관의 수축억제를 제시할 수 있다. 건조가 진행될 때, 방사조

직과 인접한 가도관은 횡단방향으로 수축을 하는 것에 비하여 방사조

직은 섬유방향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가도관과 방사조직 사이에 응

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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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mm-thickness 

 

 
(b) 3 mm-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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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 mm-thickness 

 
(d) 10 mm-thickness 

Figure 4.12 Determination of free shrinkage below fiber saturation point using 

digital imag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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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Regression equations for predicting the transversal shrinkage of 

wood dried from 25 % MC to 0 % MC 

Thickness of  

specimen (mm) 

Direction Regression  

equation 

R2 Shrinkage 

rate (%) 

1 Tangential y = -0.218x + 7.79 0.912 7.45 

Radial y = -0.131x + 3.79 0.946 3.54 

3 Tangential y = -0.258x + 7.36 0.987 7.30 

Radial y = -0.100x + 3.03 0.968 2.88 

5 Tangential y = -0.230x + 7.28 0.970 7.28 

Radial y = -0.101x + 3.26 0.982 2.94 

10 Tangential y = -0.262 x+ 7.62 0.993 7.24 

Radial y = -0.101 + 2.880 0.923 2.73 

 

 

 
Figure 4.13 Difference between average moisture content and surface 

moisture content of wood below F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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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세포벽 및 가도관 수축률 

 

  자유수축률의 측정 결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시험편의 두께가 두

꺼워질수록 함수율 경사에 의해 발생하는 건조응력의 영향으로 수축

률은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무응력 상태의 자유수축률을 정의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응력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선방향과 방사방향

의 수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께 30 μm의 횡단면에서 세포벽의 수

축률을 분석하고 (Fig. 4.14), 소나무에서 분리한 가도관 1개의 횡단방

향 수축률을 분석하였다 (Fig. 4.15). 

  섬유포화점 이상의 함수율에서 전건상태까지의 수축률은 조재부에

서 접선방향 7.5 % (± 0.8), 방사방향 3.6 % (± 0.4)이고, 만재부에서 접선

방향 7.8 % (± 1.2), 방사방향 3.8 % (± 0.9)이다. 가도관의 횡단방향 수축

률은 5.8 % (± 0.8)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두께 1 mm의 시험편의 접선방향 수축률 7.45 %, 방사방

향 수축률 3.54 %에 비하여 큰 값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점성변형률의 결정을 위해 두께 1 mm의 시험편의 수축률을 자유

수축률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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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state 

 

 
(b) after oven drying at 105oC 

 

Figure 4.14 Shrinkage of 30 μm-thickness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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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Shrinkage of tracheid 

 

 

 

  



- 132 - 

 

4.2. 건조 중 변형의 구분 및 점탄성 특성을 고려한 건

조응력 산출 

 

4.2.1. 소나무재의 섬유직각방향 탄성계수 및 인장강도 

 

  온도와 함수율은 목재의 섬유직각방향의 인장강도와 탄성계수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Zhan et al. 2009). 본 연구는 온도의 영향

은 고려하지 않고, 함수율 조건의 변화에 따른 섬유직각방향의 인장강

도와 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평형함수율 5.9 ~ 25.6 %의 범위에서 측정된 탄성계수와 인장강도는 

Fig. 4.16와 같이 제시된다. 함수율의 변화에 따라서 탄성계수는 220 ~ 

141 MPa로 측정되었으며, 인장강도는 5.5 ~ 2.3 MPa로 측정되었다. 함

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탄성계수와 인장강도 모두 증가하는 선형의 관

계를 나타내었다.  

 

3.74 241.33E M= - +  (R2 = 0.977)    (4.11)  

0.15 5.93t Ms = - +  (R2 = 0.866)     (4.12)  

where, E = modulus of elasticity in transversal direction(MPa); M = moisture 

content (%); σt = tensile strength in transversal direction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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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16 Modulus of elasticity (a) and tensile strength (b) of red pine wood 

in transversal direction of red pine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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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소나무재의 열기건조 중 함수율 변화 

 

  Fig. 4.17에 건조스케줄 T12-D5의 온 · 습도 변화와 건조시간에 따른 

소나무 시험재의 함수율 변화를 제시하였다. 그림에 제시된 시험재의 

번호 (예: 1-1) 중 앞 번호는 재장 2.7 m인 제재목의 번호 (1 ~ 15)이고, 

뒷 번호는 2.7 m의 제재목을 실재 건조에 이용되는 길이 1 m의 시험

재로 제작한 번호 (1 ~ 2)이다. 대부분의 시험재가 목표함수율인 8 %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컨디셔닝 처리 14시간을 포함한 총 158

시간의 열기건조 중 평균 건조속도는 0.451 %/hr (±0.256) 이다. 초기

함수율의 변이가 약 100 %정도로 크기 때문에 건조속도는 최대 

1.183 %/hr에서 최소 0.169 %/hr로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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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Average MC of specimens during kiln-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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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건조응력과 탄성변형률 분석 

 

  T12-D5의 열기건조 스케줄에 의한 건조와 온도 65oC, 상대습도 77 %

의 조건에서 컨디셔닝 처리를 실시한 소나무 판재의 시간에 따른 탄

성변형률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Fig. 4.18; Table 4.7). 건조 중 발생하는 

응력은 Eq. (4.10)과 같이 탄성변형률과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Fig. 4.19에 열기건조 스케줄의 각 단계를 수행한 후 슬라이스

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건조응력을 제시하였다. 

  목재의 탄성계수는 함수율과 온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Zhan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측정한 탄성계수는 30 oC의 온도조건에서 측정한 

결과이므로 온도조건에 따른 보정이 필요하다. 

  Gerhards (1982)는 20 oC에서 측정한 섬유직각방향의 탄성계수는 

50oC 이상에서 측정할 경우 시험편의 함수율이 6 %에서 20 %, 함수율

이 12 %일 때 35 %, 함수율이 20 % 이상일 때 38 % 감소한다고 보고

하였다. 30 oC에서 측정한 탄성계수를 50 oC 이상의 조건에 적용하면 

함수율 5.9 % ~ 25.6 %의 범위에서 4.21 195.91E M= - +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건조 초기에 건조시험재의 표면층은 내부층에 비하여 빠르게 섬유

포화점 이하로 건조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축이 발생한다. 그러나 

표면에서 발생하는 수축은 아직 섬유포화점 이상인 내부층에 의해 억

제된다. 따라서 표면층의 내부층에 의해 그 수축이 억제되고 있어 인

장응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열기건조 스케줄 중 1단계를 마친 시험편

(#11-2)은 섬유포화점 이상의 함수율로 특별한 건조응력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단계를 마친 시험편 (#10-2)에서 시험편의 표면부터 건조되

기 시작하면서 약 2.4 MPa의 인장응력이 발생하였다. 3단계를 마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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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편(#10-1)에서 응력의 역전이 진행되어 표면과 내부에 압축응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최종단계인 8단계의 표면에서 약 8.4 MPa의 압축

응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컨디셔닝 처리를 마친 후 표면의 압축응력

은 0.3 MPa로 건조응력의 완화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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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Elastic strain changes as a function of time during kiln-drying 

 

 

Table 4.7 Elastic strain of surface layer of wood and center layer of wood 

Position Early stage  

(at 38 hr) 

Late stage 

(at 144 hr) 

After conditioning 

(at 158 hr) 

εe MC (%) εe MC (%) εe MC (%) 

Surface layer 0.020 18.0 -0.046 6.0 -0.002 7.1 

3 mm to surface 0.003 23.3 -0.039 6.1 -0.001 7.8 

6 mm to surface 0.002 25.1 -0.037 7.0 -0.001 6.8 

12 mm to surface -0.001 26.5 -0.030 6.9 0.00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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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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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i)  
 

Figure 4.19 Determination of drying stress during kiln-drying using sli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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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응력해제시 변형복원량을 이용한 점탄성변형률 분석 

 

  Fig. 4.20과 Table 4.8에 건조시간에 따른 점탄성변형률을 제시하였다. 

점탄성변형률의 측정은 슬라이스를 제작한 후 48시간의 경과 후 측정

된 변형량을 기준으로한 결과이다. 열기건조 과정에서 소나무 판재의 

점탄성변형률은 탄성변형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건조 초기에는 

인장 점탄성변형률이 건조재의 표면층에 나타나고, 내부층에는 압축 

점탄성변형률이 발생한다. 건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점탄성변형률

은 제재목의 두께방향으로 응력의 역전이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건조의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탄성변형률과 마찬가지로 컨

디셔닝 처리 후에 변형률이 감소하는 경향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점탄성변형률은 탄성변형률의 1/10의 값으로 발생하는 

것에 비하여 (Zhan et al. 2009),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였다. 이는 선행된 연구들에서 응력완화의 시간을 2시간에서 12시간

의 범위로 측정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의 응력완화 시간이 48시간으

로 비교적 길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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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0 Visco-elastic strain changes as a function of time during kiln-

drying (drying stress relaxation time is 48 hr) 

 

 

Table 4.8 Visco-elastic strain of surface layer of wood and center layer of 

wood 

Position Early stage  

(at 38 hr) 

Late stage 

(at 144 hr) 

After conditioning 

(at 158 hr) 

εve MC (%) εve MC (%) εve MC (%) 

Surface layer 0.014 18.0 -0.007 6.0 -0.004 7.1 

3 mm to surface -0.001 23.3 -0.005 6.1 -0.008 7.8 

6 mm to surface 0.001 25.1 -0.003 7.0 -0.012 6.8 

12 mm to surface 0 26.5 -0.006 6.9 0.00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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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자유수축률을 이용한 점성변형률 분석 

 

  Fig. 4.21와 Table 4.9에 건조시간에 따른 점성변형률을 제시하였다. 

점성변형률은 1 mm 두께의 시험편의 자유수축률을 기준으로 결정된 

결과이다. 건조 초기 목재의 표면함수율은 급속하게 섬유포화점 이하

로 감소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장응력 하에서, 표면층의 수축률은 

동일한 함수율 시험편의 자유수축률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축률의 차이는 시험편이 건조되는 과정에 점차 커지게 된다. 

표면층의 점성변형률은 함수율이 건조스케줄의 3단계를 종료한 후 슬

라이스를 제작한 # 10-1 시험편의 15 ~ 18 %의 함수율 범위에서 제일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표면층의 응력역전이 발생하였다. 

건조스케줄의 4단계를 종료한 시험편은 표면층을 제외한 슬라이스의 

함수율이 34 % 이상으로 수축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험

편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표면층에 발생하는 탄성변형률과 점탄성변형률은 인장 

점성변형률로 상쇄되고, 그로 인하여 표면의 인장응력은 점차 완화된

다. 그러나 표면의 인장 점성변형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것은 

인장세트로 변환되고, 표면경화 (case hardening)를 야기한다. 이러한 인

장세트는 건조 중기/말기에 내부층의 수축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내

부층에 인장응력이 점점 커지게 된다. 

  자유수축률의 측정에 제시한 것과 같이 시험편의 두께에 따라 수축

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함수율 경사에 의해 발생한 표면의 인장응

력이 수축을 억제하여 인장세트를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건조재 내부층의 함수율은 건조초기에 섬유포화점보다 높은 함수율

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축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면층의 수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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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내부층은 압축응력이 발생하고, 건조가 계속되어 섬유포화점에 

도달하면 압축 점성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압축 점성변형률은 슬라이

스 함수율이 20 ~ 22 %인 범위에서 제일 큰 값으로 제시되었다.  

  건조 중기와 말기 단계에서 표면층이 평형함수율에 도달하면, 수분

의 증발이 점차 감소한다. 이 때, 내부층의 수축이 증가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표면층의 건조응력은 인장에서 압축으로 역전된다. 압축응력

의 증가로 표면층의 인장 점성변형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압축응력에 의해 발생하는 표면의 압축 점성변형은 이미 표면에 작용

하고 있던 인장응력에 의한 점성변형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건조가 종료된 후에도 표면층에는 인장 점성변형률이 존재

하게 된다. 반면에 건조 중기와 후기에 내부층이 수축하기 시작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내부층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에 의한 점성

변형을 상쇄하기 때문에, 건조가 종료한 후 시험편에는 인장에 의한 

점성변형만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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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1 Viscous strain changes as a function of time during kiln-drying  

 

 

Table 4.9 Viscous strain of surface layer of wood and center layer of wood 

Position Early stage  

(at 38 hr) 

Late stage 

(at 144 hr) 

After conditioning 

(at 158 hr) 

εve MC (%) εve MC (%) εve MC (%) 

Surface layer 0.023 18.0 0.020 6.0 0.013 7.1 

3 mm to surface 0.013 23.3 0.009 6.1 0.007 7.8 

6 mm to surface 0.013 25.1 0.008 7.0 0.002 6.8 

12 mm to surface 0.011 26.5 0.010 6.9 0.005 5.4 

 

 

 

  



- 146 - 

 

4.2.6. 점탄성 모델의 점탄성계수 및 점성계수의 결정 

 

  목재의 유변학적 거동은 용수철상수와 감쇠상수를 이용하여 점탄성 

모델의 4가지 요소 ke, kve, rve, rv로 표현할 수 있다. 점탄성 거동에 대한 

Burger 모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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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P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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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í ý

î þ
    (4.13) 

where, uB = displacement of the Burger body; P0 = force on the Burger body; τ 

= rve / kve 

 

Eq. (4.13)의 상수와 변수를 단축응력을 적용한 상태로 정리하면, 

탄성계수 · 점성계수 · 응력 · 변형률로 이루어진 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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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where, Ee = elastic modulus; Eve = visco-elastic modulus; ηv = viscosity 

coefficient for permanent strain; τ' = ηve / Eve 

 

  건조 중 시험편을 절단한 순간의 시간을 0 (t0)으로 가정할 수 있으

므로, Eq. (4.14)는 

 

e
eE

se =        (4.15) 

와 같이 주어지고, 실험적으로 측정된 탄성계수와 탄성변형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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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시간 t0에서 탄성변형이 발생한 후 시간 t1까지 지속적으로 하중이 

부여될 경우, Eq. (4.14)는 점성요소만 남게 된다. 

 

1v
v

tsh
e

=        (4.16) 

자유수축률을 이용하여 결정된 점성변형률과 응력을 이용하면 점성계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시간 t1에서 하중을 제거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t2, t3에서의 점탄

성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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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가지 식을 서로 나눌 경우, τ'을 계산할 수 있다. Eve는 Eq. (4.17)

에 τ'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ηve는 τ' = ηve / Eve를 이용하여 결정된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T12-D5의 건조스케줄을 이용한 소나무의 열기

건조 중 2단계 종료 후 2.4 MPa의 인장응력이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계수를 계산하였다. 실험으로 측정된 탄성계수 (Ee) 120 MPa와 변형률

을 이용하여 계산된 점탄성계수 (Eve) 412 MPa, 점성계수 (ηv) 3887 MPa-

hr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 491 1 11
120 412 3887

t
f a e te e s -ì ü- = + - +í ý

î þ
 

  이를 이용하면 특정시간에서의 변형과 이에 따른 응력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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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무응력 상태의 자유수축률을 정의하기 위하여 시험편의 두께 차이 

에 따른 섬유직각방향의 수축률을 측정하였다. 시험편의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 표면층과 내부층의 함수율 경사의 영향으로 수축률이 감소

하였다. 두께 1 mm의 시험편은 접선방향에서 7.45 %, 방사방향에서 

3.54 %의 수축률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두께 30 μm의 횡단면 시험편

의 세포벽 수축률 (접선방향 7.5 ~ 7.8 %, 방사방향 3.6 ~ 3.8 %)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측정되었으나, 실대재의 

열기건조 중 변형량의 구분에 자유수축률을 이용하기 위하여 두께 1 

mm의 시험편의 수축률을 소나무재의 자유수축률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대재의 열기건조 중 슬라이스법을 적용하여 슬라이스의 제작시의 

변형량을 탄성변형, 응력해제시 변형복원량을 점탄성변형으로 정의하

고,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점성변형은 자유수축 변형량에서 탄성 · 점

탄성 · 실제 변형량을 제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각각의 변형량을 

Burger 모형에 적용하여 점탄성계수와 점성계수를 도출하여, 열기건조 

중 특정시간에의 판재의 변형량과 건조응력을 산출하기 위한 식을 제

시하였다. 그러므로 각각의 계수와 실험적으로 측정된 탄성계수를 이

용하면 열기건조 중 특정시간에서의 변형과 건조응력을 예측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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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건조 중 온·습도조건과  

소나무재의 치수에 따른  

할렬발생 시간 예측 
 

  



- 150 - 

 

1. 서  론 
 

  목재 건조 중 품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표면할렬, 비틀림 등의 건

조결함은 제재목의 등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건조 중 발생하는 결함

을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Perré 2007). 목재의 

할렬은 판목재의 표면에서 방사조직을 따라 발생하는 조직의 파괴이

다. 할렬은 표면할렬, 횡단면할렬, 내부할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할렬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고, 건조된 목재의 내부에서 방사조

직을 따라서 발생한다 (Perré 2007; Simpson 1991; Tarmian et al. 2009). 이

와 같은 건조 중 목재의 할렬은 표면층과 내부층의 함수율 경사에 의

해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목재의 평균 인장강도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건조 중 목재의 횡단면에서 발생하는 표면 및 횡단면할렬

은 방사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할렬은 표

면층과 내부층의 함수율 경사와 함께 횡단방향 내의 접선방향과 방사

방향의 수축에 미치는 방사조직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직각방향의 수축이방성의 원인 중 1가지인 방사

조직제약설을 분석하고, 건조시험편의 두께에 따라 횡단면의 표면에 

횡단면할렬이 발생할 때의 함수율 경사와 건조응력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3장에서 제시된 함수율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목재

의 건조 중 표면 및 내부함수율 분포를 예측하고, 건조시간의 경과에 

따른 함수율 경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4장에서 제시된 소나무

재의 자유수축률과 점탄성 모형을 이용하여 표면층과 내부층의 함수

율 경사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를 분석하고, 건조응력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고자 하였다. 함수율 분포에 따른 건조응력과 목재의 평균 강도를 

비교분석하여 온 · 습도의 외부조건과 소나무재의 치수변화에 따른 



- 151 - 

 

횡단면할렬 발생시간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 152 - 

 

2. 방사조직과 종축가도관 사이의 전단응력 발생 
 

2.1. 방사조직의 제약 

 

  목재의 수축률과 팽윤율은 접선방향, 방사방향, 섬유방향의 순서이

다. 대부분의 수종에서 수축률은 접선방향 3.5 ~ 15.0 %, 방사방향 2.4 ~ 

11.0 %, 섬유방향 0.1 ~ 0.9 %의 범위에 속하며, 이 3가지의 비는 대략 

10 : 5 : 0.5 정도이다 (Siau 1995). 

  횡단면에서 수축과 팽윤의 이방성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접선

방향과 방사방향의 수축률의 비율인 T/R율 이용하고 있다. Mörath 

(1931)는 목재 비중이 클수록 수축·팽윤율은 증가하지만, T/R율은 감소

한다고 보고하였다. 목재의 횡단면에서 수축 · 팽윤 이방성의 원인은 

주로 목재 세포벽의 이방적 구조에 있다. 접선방향과 방사방향의 치수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조·만재 상호작용설 (Hale 1957), 방사조

직제약설 (Clarke 1930; Barkas 1949; Lindsay and Chalk 1954), 마이크로 피

브릴 경사각설 (Frey-Wyssling 1940) 등이 제시되었다. 

  그 중 방사조직제약설에 따르면 목재의 방사조직은 방사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조직의 방사방향 수축은 세포장축의 수축에 해당

하기 때문에 대단히 작다는 것이다. McIntosh (1954; 1955; 1957)은 졸참

나무 (red oak)와 너도밤나무 (beech) 시험편의 방사방향 수축률 

(4.64 %; 6.73 %), 방사조직만의 수축률 (2.59 %; 2.32 %) 및 방사조직이 

없을 때의 수축률 (6.80 %; 12.7 %)을 각각 제시하였다. 방사조직의 작

은 수축량은 인접한 다른 조직의 방사방향 수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접선방향에서 세포조직의 수축은 방사조직의 억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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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없이 자유롭게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접선방향과 방사방향의 수축

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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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설 : 방사조직과 인접한 종축가도관 사이의 전단

응력 발생 

 

  건조 중 발생하는 목재의 방향별 불균일한 수축은 표면할렬 · 횡단

면할렬 등의 건조결함을 유발시킨다. 표면할렬 · 횡단면할렬은 주로 

판목재의 표면에서 방사조직을 따라 발생하는 조직의 파괴로 일반적

으로 건조응력이 목재의 횡단방향 인장강도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Simpson 1991). 

  얇은 목재 시험편에서 개별적인 세포의 수축을 관찰하면, 방사단면

에서 종축가도관 등의 방추조직 (prosenchyma) 세포와 방사조직 세포

의 사이에서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조 초기단계에

서 가도관 등의 방추조직이 횡단방향으로 수축할 때, 방사조직은 장축

의 방향으로의 수축률이 작기 때문에, 방추조직 세포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방사조직 세포에서 압축응력이 발생한다 (Fig. 5.1). 4장에서 

횡단면에서 세포벽의 수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편 (두께 30 μm)

을 전건시킨 경우 (Fig 4.14), 가도관과 가도관의 사이에서 할렬이 발생

하지 않고, 방사조직과 방사조직에 인접한 가도관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방사조직에 인접한 종축가도관에서 인

장응력이 발생하고, 방사조직에 압축응력이 발생할 때, 접촉된 면에서

는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함수율 경사에 따른 건조응력과 소나무재의 횡단방향

의 인장강도와 전단강도를 비교하여 횡단면할렬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할렬이 발생하는 시기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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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Contact area between ray cell and fibers in the radial plane 

 

 

 
Figure 5.2 Shear stress developed between ray cell and trach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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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건조 중 소나무재의 치수에 따른 건조응력 정량화 

 

3.1.1. 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분포 예측 

 

  건조 중 소나무재의 함수율 분포를 2차원 해석에 의한 예측하기 위

하여 온 · 습도 조건에 따른 확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를 아래의 유한

차분의 형태로 제시된 모델에 적용하여 소나무재의 치수에 따른 표면

과 내부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하였다.  

  3장에 서술한 것과 같이 목재의 내부에서의 수분농도 변화를 표현

하는 Eq. (5.1), 목재의 표면에서의 농도변화를 표현하는 Eq. (5.2), 목재

의 모서리에서의 농도변화를 표현하는 Eq. (5.3)에 특정 온 · 습도조건

에서의 확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를 대입하면 함수율 분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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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건조 중 함수율 분포 예측을 위한 확산계수는 2장에 제시된 수분 

확산모델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표면방사계수는 3장에 제시된 대

류물질전달계수를 표면방사계수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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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특정 조건에서 건조 중 함수율 경사에 의한 건조응력 정량

화 

 

  건조응력은 4장에서 제시된 소나무 판재의 열기건조 중 슬라이스법

을 적용하여 결정된 점탄성계수와 점성계수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목재의 변형은 4장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자유수축요소, 탄성요소, 점

탄성요소, 점성요소로 구분하면 e e e e e- = + +f a e ve v 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Burger 모형에 적용하면, Eq. (5.4)와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 )/ '11
t

f a
e ve v

e t
E E

t

e e s
h

-é ù-
ê ú- = + +
ê úë û

    (5.4) 

where, εf = free shrinkage; εa = actual shrinkage; σ = drying stress (MPa); Ee = 

elastic modulus; Eve = visco-elastic modulus; ηv = viscosity coefficient for 

permanent strain; τ' = ηve / Eve 

 

  건조 중인 시험편의 실제수축률을 측정하고, 함수율 분포를 예측할 

경우, 함수율에 따른 자유수축률과 탄성계수, 함수율 경사에 따른 점

탄성계수와 점성계수를 점탄성 모형에 적용하면 건조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건조 중 자유수축률은 시험편의 표면함수율의 변화에 따라 계산할 

수 있고, 실제수축률은 4장에서 소나무재의 횡단방향 자유수축률을 측

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의 디지털 이미지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실험적

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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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정조건에서 건조 중 소나무재의 치수에 따른 횡

단면할렬 발생시간 예측 

 

3.2.1. 소나무재의 섬유직각방향 인장강도 및 전단강도 측정 

 

  소나무재의 섬유직각방향 인장강도는 4장에서 측정된 함수율 변화

에 따른 접선방향의 인장강도를 이용하였다. 

  소나무재의 섬유방향과 방사방향 전단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S F 

2209 (목재의 전단 시험 방법: Method of shear test for wood)에 따라 Fig. 

5.3과 같이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만능강도시험기를 이용하여 3 

mm/min의 속도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단강도 시험편을 20 %, 10 %

의 평형함수율 조건에서 조습한 후에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중 측정된 전단강도 시험편의 최대하중으로부터 전단강도 

(τmax)를 Eq. (5.5)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max
max

P
A

t =        (5.5) 

where, Pmax = maximum load (N), A = shear area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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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Specimen for measuring shear strength in radial (a) and 

longitudinal (b) direction of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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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특정 조건에서 건조 중 소나무재의 치수에 따른 횡단면할

렬 발생시간의 예측치와 실험치의 비교 

 

3.2.2.1. 온도 30oC, 상대습도 30 %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횡단면할렬 분

석 

 

  건조 중 소나무재의 횡단면할렬 발생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원도 삼

척에서 벌채한 폭 150 mm (T) × 두께 50 mm (R)의 판재를 길이 10 mm, 

30 mm, 50 mm (L)로 제작하였다 (Fig. 5.4). 

  온도 30 oC, 상대습도 30 %의 조건에서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

하는 함수율을 측정하였다. 건조 중 시험편의 평균함수율은 실험이 종

료된 후 측정된 시험편의 전건무게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시험편의 

치수변화에 따른 표면과 내부의 함수율 분포의 차이를 측정하여, 표면

함수율이 외기조건과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과 함수율 경사에 노출되

는 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표면함수율은 4장에 제시된 근적

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내부함수율은 함수율 분포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함수율 변화에 따른 시험편의 수축

률은 4장에 제시된 디지털 이미지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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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Specimens for observation of end check at 30 oC and 30 %R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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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온도 70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횡단면할렬 발생시간 예

측 

 

  온도 70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소나무재의 건조 중 소나무

재의 치수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건조응력과 소나무재의 강도를 비교

하여 횡단면 표면에서 횡단면할렬이 발생하는 시간을 예측하였다. 

  목재의 탄성계수는 함수율과 온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Zhan et al. 

2009). 본 연구의 4장에서 측정된 소나무재의 탄성계수는 30oC 조건에

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온도조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Gerhards (1982)는 20oC에서 측정한 섬유직각방향의 탄성계수는 50oC 

이상에서 측정할 경우, 6 %의 함수율에서 20 %, 12 %의 함수율에서 

35 %, 20 %이상의 함수율에서 38 %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전단강

도는 25 %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전단강도에 

관한 연구는 Sano (1961), Ohsawa and Yoneda (1973)에 의해 수행되었다.  

Fig. 5.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천연건조된 목재의 전단강도는 섬유포화

점 이상의 목재의 전단강도에 비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영향이 적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소나무의 전단강도는 탄성계수와 마찬가지로 

30oC 조건에서 측정된 결과로 온도변화에 따른 보정이 필요하다. 70oC

에서의 소나무의 전단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Sano (1961)의 결과에 

따른 Eq. (5.6)선형의 회귀식을 이용하였다. 

 

( ) 200.458 ( 20) 100t t= - × - + ×T T     (5.6) 

where, τT = shear strength at certain temperature (MPa); τ20 = shear strength at 

20oC (MPa); T = temperature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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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의 수분확산모델에 의한 확산계수와 3장의 함수율 분포 예측모

델을 이용하여 건조 중 표면층과 내부층의 함수율 분포를 예측하였다. 

온도 70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소나무의 확산계수(L: 5×10-9 

m2/sec; R: 9×10-10 m2/sec)와 표면방사계수 (1.2×10-6 m/sec)를 적용하였다. 

건조응력은 온도 70oC조건을 적용하였을 때의 탄성계수 120 MPa, 점

탄성계수 284 MPa 점성계수 3887 MPa-hr를 Burger 모형에 적용하여 계

산하였다. 횡단면할렬이 발생하는 조건은 건조응력이 Eq. (5.6)을 이용

하여 얻어진 70oC에서의 전단강도 1.13 MPa을 초과하는 순간으로 정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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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Effect of temperature on shear strength parallel to the grain for 

two moisture conditions (100 % at 2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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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온도 70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횡단면할렬 발생시간 예

측치와 실측치의 비교 

 

  3.2.2.1절에서 온도 30oC, 상대습도 30 %의 조건에서 소나무재의 표

면에서 발생하는 횡단면할렬을 분석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

여 온도 70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횡단면할렬이 발생하는 시

간을 측정하였다. 이 값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의 예측값과 비교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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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건조 중 횡단면할렬의 발생 원인 분석 

 

4.1.1. 소나무재의 섬유직각방향 인장강도 및 전단강도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의 건조 중 발생하는 응력과 접선방향 인장

강도와 방사방향의 전단강도를 비교하여 횡단면할렬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함수율의 변화에 따른 소나무재의 강도를 제시하였

다. 

  소나무재의 접선반향의 인장강도는 3장의 3.2.1.절에 제시된 것과 같

이 온도 30oC에서 평형함수율이 5.9 ~ 25.6 %의 범위일 때 5.5 ~ 2.3 

MPa로 측정되었고, 함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시험편의 함수율이 20 %, 10 %일 때, 소나무재의 인장강도는 각각 3.1 

(± 0.3) MPa, 4.6 (± 0.3) MPa이다. 

  소나무재의 온도 30 oC, 함수율이 20 %, 10 %일 때, 방사방향과 섬유

방향의 전단강도를 Fig. 5.6에 제시하였다. 섬유방향의 전단강도가 방

사방향의 전단강도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크게 측정되었다.  

  방사방향의 전단강도은 시험편의 함수율이 20 %일 때 변재부에서 

2.7 MPa (±0.07), 심재부에서 1.5 MPa (±0.12)로 측정되었다. 함수율이 

10 % 일 때 변재부에서 3.1 MPa (±0.11), 심재부에서 2.4 MPa (±0.11)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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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6 Shear strength in radial (a) and longitudinal (b) direction of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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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온도 30oC, 상대습도 30 %의 조건에서 건조 중 횡단면할렬

의 발생 시기에 관한 분석 

 

  Fig. 5.7 에 온도 30 oC, 상대습도 30 %의 조건에서 디지털 이미지 분

석기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소나무 시험편의 수축률을 제시하였다. 소

나무재의 횡단면에 표면할렬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총 6.5시간을 건조

하였다. 10 mm 길이의 시험편에서 표면함수율은 32 %에서 18 %로 감

소하였고, 평균함수율은 40 %에서 23 %로 감소하였다. 이 때, 시험편

의 접선방향 수축률은 0.95 %, 방사방향 수축률은 0.43 %이다. 30 mm 

길이의 시험편에서 표면함수율은 28 %에서 20 %로 감소하였고, 평균

함수율은 37 %에서 28 %로 감소하였다. 이 때, 시험편의 접선방향 수

축률은 0.42 %, 방사방향 수축률은 0.20 %이다. 50 mm 길이의 시험편에

서 표면함수율은 27 %에서 20 %로 감소하였고, 평균함수율은 34 %에

서 29 %로 감소하였다. 이 때, 시험편의 접선방향 수축률은 0.33 %, 방

사방향 수축률은 0.16 %이다. 

  시험편의 길이 (섬유방향)가 증가함에 따라 횡단면의 실제 수축률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시험편의 길이가 증가함

에 따라 횡단면 표면층과 내부층의 함수율 경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

하고, 건조시간에 따른 표면함수율과 내부함수율의 차이를 Fig. 5.8에 

제시하였다. 함수율 경사는 건조가 진행되어 표면층의 함수율이 급속

히 마르기 때문에 건조초기에 증가하다가 그 후 평균함수율의 감소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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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Actual shrinkage of 10 mm, 30 mm, and 50 mm thin specimens 

 

 

 
Figure 5.8 Difference between average MC and surface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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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30oC, 상대습도 30 %의 조건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길이 10 

mm의 시험편에서는 표면할렬이 발생하지 않았다. 길이 30 mm와 길이 

50 mm의 시험편에서는 각각 3.5시간과 2.5시간 경과 후 횡단면할렬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9). 횡단면에 발생한 할렬은 공통

적으로 방사방향으로 발생하였다. 이것은 길이방향 30 μm로 제작한 

현미경 시험편을 전건시켰을 때, 방사조직과 인접한 종축가도관이 분

리되는 현상과 동일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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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9 End check occurrence during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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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mm 시험편에서 할렬이 발생한 3.5시간 경과 후 표면함수율은 

22 %, 평균함수율은 32 %이다 (Fig. 5.10a). 이 때 시험편의 표면층의 

방사방향의 자유수축률은 0.97 %이고, 실제수축률과의 차이는 0.87 %

이다. 

  건조초기 표면이 인장응력을 받는 상태에서 표면함수율이 18%일 

때의 점탄성계수와 점성계수를 이용하여 Burger 모형의 형태로 표현하

고, 탄성계수 175 MPa, 점탄성계수 284 MPa, 점성계수 5644 MPa-hr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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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f - εa에 0.0087을 적용하면 건조응력 σ은 1.43 MPa을 얻을 수 있다. 

  동일한 방법을 50 mm 시험편에 적용하면, 할렬이 발생한 2.5시간 

경과 후 표면함수율은 22 %, 평균함수율은 32 %이다 (Fig. 5.10b). 이를 

통하여 얻어진 건조응력 σ은 1.46 MP이다. 이 값은 22 %의 함수율에

서의 평균 인장강도 2.63 MPa에 비하여 작은 값이다. 그러므로 건조응

력이 목재의 평균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표면할렬이 발생하는 것으로 

횡단면할렬의 원인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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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10 Moisture content of 30 mm-length specimen at 3.5 hr (a); and 50 

mm-length specimen at 2.5 h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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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방사조직과 인접한 가도관의 결합 파괴에 의한 횡단면할렬  

 

  건조 중 판재의 횡단면에서 발생하는 할렬은 대부분 방사방향을 따

라서 발생한다. 4장에서 30 μm 두께의 횡단면에서 세포벽의 수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105 oC의 오븐에서 시험편을 전건할 때, 횡단면에서 

발생하는 할렬은 대부분 방사조직과 인접한 가도관의 사이에서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11). 

  건조 중 목재가 방사방향으로 수축할 때, 방사조직은 인접한 가도관

이 횡단방향으로 수축하는 것에 비하여 길이방향으로 수축하게 되어 

그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가도관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방사조직

에는 압축응력이 발생한다. 

  Fig. 5.2 (2.2절)에 제시된 것과 같이 방사조직에 인접한 가도관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방사조직에 압축응력이 발생할 때, 접촉된 면에

서 전단응력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함수율 20 %에서 소나무 심재부의 방사방향 전단강도는 1.5 MPa 

(±0.12)로 온도 30oC, 상대습도 60 %의 조건에서 건조 중 발생한 건조

응력 1.4 MPa와 유사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건조 

중 발생하는 횡단면할렬은 건조응력이 목재의 방사방향 전단강도를 

초과할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방

사방향의 전단강도는 가도관과 가도관의 결합을 포함한 시험편의 전

단강도를 측정한 결과로 방사조직과 가도관의 결합력을 측정하는 시

험이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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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1 End check occurred between ray cell and tracheid 

 

 

  



- 177 - 

 

4.2. 특정조건에서 건조 중 횡단면할렬 발생시간의 예측

치와 실험치의 비교 분석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소나무재의 건조 중 온·습도의 외부조건에 

따라 횡단면 표면에서 횡단면할렬이 발생하는 시간을 예측하고자 하

였다. 횡단면할렬이 발생하는 조건은 건조응력이 온도 70oC에서 방사

방향의 전단강도 1.13 MPa을 초과하는 순간으로 정의하였다. 

  Table 5.1에 시험편의 표면함수율, 평균함수율, 건조응력을 제시하였

다. 길이 10 mm 시험편은 최대 건조응력이 1.04 MPa로 소나무의 평균

전단강도를 초과하지 않아 횡단면할렬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하였다. 길이 30 mm와 50 mm 시험편은 건조시작 1.5시간 경과 후 건

조응력이 각각 1.18 MPa, 1.25 MPa로 평균전단강도를 초과하여 횡단면

할렬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Fig. 5.12에 70oC에서 소나무재 횡단면에서 시험편의 길이에 따른 할

렬발생 과정을 제시하였다. 총 6.5시간의 건조과정에서 길이 10 mm의 

시험편은 특별한 횡단면할렬이 발견되지 않았다. 길이 30 mm와 50 

mm의 시험편은 건조 시작 1시간 후 횡단면할렬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1.5시간 후 많은 할렬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예측결과에 비하여 약 30

분 정도 횡단면할렬이 빠르게 발생한 것이다. Fig. 5.13에 건조과정에서 

측정한 표면함수율과 평균함수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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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Change of moisture content and drying stress in wood at 70oC, 

60 % RH condition 

 Time (hr) 0.5 1 1.5 2 2.5 3.5 4.5 5.5 6.5 

10 mm 

SMC (%) 22.4 19.3 17.1 15.4 14.0 12.0 10.8 10.0 9.4 

AMC (%) 28.7 24.5 21.3 18.7 16.7 13.7 11.9 10.7 9.9 

σ (MPa) 0.43 0.67 1.04 0.43 0.35 0.22 0.14 0.09 0.06 

30 mm 

SMC (%) 21.5 19.0 17.6 16.6 15.8 14.7 13.9 13.1 12.5 

AMC (%) 31.2 29.1 27.4 26.0 24.7 22.5 20.6 19.0 17.6 

σ (MPa) 0.67 1.01 1.18 1.37 1.27 1.08 0.90 0.76 0.64 

50 mm 

SMC (%) 21.2 18.8 17.4 16.4 15.7 14.7 14.0 13.4 13.0 

AMC (%) 32.7 31.5 30.6 29.7 29.0 27.7 26.6 25.6 24.7 

σ (MPa) 0.73 1.07 1.25 1.36 1.43 1.51 1.54 1.56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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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mm length specimen 

 

 
(b) 30 mm length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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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0 mm length specimen 

Figure 5.12 End check occurrence on wood during drying at 70oC, 60 % RH 

condition 

 

 

 
Figure 5.13 Difference between average moisture content and surface 

moistur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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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통해 관찰된 횡단면할렬은 건조응력이 1 MPa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할렬발생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온도와 함수율의 영향을 고려한 실험에 의한 전단강도의 제시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결점재에 대한 전단강도는 횡단면할렬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조직과 가도관의 결합 파괴에 비하여 

큰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방사조직과 가도관의 결합이 파괴되는 전

단강도에 대한 정확한 값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건조 중 제재목의 횡단면 표면에 횡단면할렬이 발생하

는 조건을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제재목의 열기건조 중 온·

습도의 외부조건과 제재목의 치수 등의 조건에 따른 할렬발생 조건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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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소나무의 열기건조 중 표면층에 발생하는 건조응력이 소나무재의 

평균 인장강도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횡단면할렬이 발생하는 것을 관

찰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목재가 방사방향으로 수축할 때, 방사조직은 인접한 종축 가도관의 

방사방향으로의 수축을 억제하기 때문에, 방사조직의 세포에서 압축응

력이 발생하고 인접한 종축 가도관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이 때 

접촉면에서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판단하

여 소나무재 방사방향의 평균 전단강도와 건조응력을 비교하였다. 이

를 통해 건조 중 방사방향으로 발생하는 횡단면할렬은 방사조직과 인

접한 가도관의 결합이 깨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건조시험편의 두께에 따라 횡단면의 표면에 횡단면할렬이 발생할 

때의 함수율 경사와 건조응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3장에서 제

시된 함수율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목재의 건조 중 표면 및 내부함수

율 분포를 예측하고, 건조시간의 경과에 따른 함수율 경사를 제시하였

다. 또한 4장에서 제시된 소나무재의 자유수축률과 점탄성 모형을 이

용하여 표면층과 내부층의 함수율 경사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를 분석

하고, 건조응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함수율 분포에 따른 건조응

력과 목재의 평균 강도를 비교 및 분석하여 온 · 습도의 외부조건과 

소나무재의 치수변화에 따른 횡단면할렬 발생시간을 예측하였다. 함

수율에 관한 예측값과 실험값에서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방사조직과 

인접한 가도관의 결합력에 대한 정확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

확한 할렬예측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면 제재목을 건조스케줄에 따라 건조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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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발생하는 건조응력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중 제재목의 건조결함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의 건조스케줄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제시된 것에 비하여 함수율 

분포의 예측과 건조응력의 산출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건조스케

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184 - 

 

 
 

 

 

 

 

 

 

참고문헌 
 

 

 

  



- 185 -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 KS F 2198: 2001 

 

목재의 인장 시험 방법, KS F 2207: 2004 

 

목재의 전단 시험 방법, KS F 2209: 2004 

 

한연중, 박병수, 강호양, 변희섭, 이원희, 엄창득, 여환명, 비평형상태에

서 소나무재의 내부수분이동 및 표면방사 계수 결정, 산림바이

오에너지 27(1): 11-18 (2008). 

 

Allegretti, O. and Ferrari, S., A sensor for direct measurement of internal stress 

in wood during drying: Experimental tests toward industrial application, 

Drying Technology 25(3): 421-431 (2008). 

 

Avramidis, S., Papathanasiou, T., and Englezos, P., Modeling of dynamic 

nonisothermal moisture diffusion, Paper presented at the 3rd IUFRO 

International Wood Drying Conference, Vienna, Austria, pp. 29-37 

(1992). 

 

Banks, W.B., Some factors affecting the permeability of Scots pine and Norway 

spruc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Wood Science 5(1): 10-17 (1970). 

 

Barber, N.F., and Meylan, B.A., The anisotropic shrinkage of wood: A 

theoretical model, Holzforschung 18(5): 146-156 (1964). 

 

Barkas, W.W., The Swelling of Wood under Stress, London, H.M. Stationery 

Office, pp. 103 (1949). 



- 186 - 

 

 

Bodig, J., and Jayne, B.A., Mechanics of Wood and Wood Composites, New 

York, Van Norstand Reinhold Company Inc., pp.712 (1982). 

 
Bouriaud, O., Leban, J.M., Bert, D., and Deleuze, C., Intra-annual variations in 

climate influence growth and wood density of  Norway spruce, Tree 

Physiology 25: 651-660 (2005). 

 

Boyd, J.D., Anisotropic shrinkage of wood: identification of the dominant 

determinant, Mokuzai Gakkaishi 20: 473-482 (1974). 

 

Burgert, I. and Eckstein, D., The tensile strength of isolated wood rays of beech 

(Fagus sylvatica L.)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biomechanics of living 

trees, Trees-Structure and Function 15(3): 168–170 (2001). 

 

Burgert, I., Keckes, J., Frühmann, K., Fratzl, P., and Tschegg, S.E., A 

comparison of two techniques for wood fibre isolation evaluation by 

tensile tests on single fibres with different microfibril angle, Plant 

Biology 4(1): 9–12 (2002). 

 

Cave, I.D. and Walker, J.C.F., Stiffness of wood in fast-grown plantation 

softwoods -the influence of microfibril angle, Forest Products Journal 44: 

43–48 (1994). 

 

Choong, E.T., Diffusion coefficient of softwoods by steady-state and theoretical 

methods, Forest Products Journal 15(1): 21-27 (1965) 

 

Clarke, S.H., The differential shrinkage of wood, Forestry 4(2): 93-104 (1930). 

 



- 187 - 

 

Comstock, G.L., Moisture diffusion coefficient in wood as calculated from 

adsorption, desorption, and steady state data, Forest Product Journal 

13:97-103 (1963). 

 

Crank, J., The Mathematics of Diffusion, Clarendon press, Oxford, 1956. 

 
Dahiblom, O., Ormarsson, S., and Petersson, H., Prediction of deformation in 

wood during drying by an extended two-dimensional formu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5th IUFRO International Wood Drying Conference, 

Quebec City, pp. 67-76 (1996)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 Matlabⓒfunctions,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the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www.mathworks.com/ 

matlabcentral/fileexchange/12413. 

 

Dinwoodie, J.M., Timber - a review of the structure-mechanical property 

relationship, Journal of Microscopy, 104(1): 3–32 (1975). 

 

Dinwoodie, J.M., Wood - Nature’s cellular, polymeric fibre-composite, The 

Institute of Metal, London, 1989. 

 

Eberl, C., Gianola, D.S., Wang, X., He, M.Y., Evans, A.G., and Hemker, K.J., A 

method for in situ measurement of the elastic behavior of a columnar 

thermal barrier coating, Acta Materialia 59(9): 3612-3620 (2011). 

 

Fengel, D. and Wegener, G., Wood,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pp. 613, 

1984. 

 



- 188 - 

 

Fery-Wyssling, A., Die anisotropie des schwindmasses auf dem holzquerschnitt, 

Holz als Roh- und Werkstoff 3(2): 43-45 (1940) 

 

Gerhards, C.C., Effect of moisture content and temperatur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 An analysis of immediate effects, Wood and Fiber 

14(1): 4-36 (1982) 

 

Hale, J.D., The anatomical basis of dimensional changes of wood in response to 

changes in moisture content, Forest Products Journal 7(4): 140-144 

(1975) 

 
Han, Y., Park, J.-H., Chang, Y.-S., Eom, C,-D., Lee, J.-J., and Yeo, H., 

Classification of the conductance of moisture through wood cell 

components, Journal of Wood Science 59(6): 469-476 (2013). 

 
Hanhijärvi, A., Deformation properties of finish spruce and pine wood in 

directions in association in high temperature drying I: Experimental 

technique for conditions simulating the drying process and results on 

shrinkage, hygrothermal deformation, modulus of elasticity and strength, 

Holz als Roh- und Werkstoff 56(6): 373-380 (1998). 

 

Hanhijarvi, A., Deformation properties of finish spruce and pine wood in 

directions in association in high temperature drying III: Experimental 

results under drying conditions (mechano-sorptive creep), Holz als Roh- 

und Werkstoff 58(1-2): 63-71 (2000). 

 

Harque, M.N., Langrish, T.A.G., Keep, L.B., Model fitting for visco-elastic 

creep of Pinus radiata during kiln drying, Wood Science and 

Technology 34(5): 447-457 (2000). 



- 189 - 

 

Hart, C.A., Effective surface moisture content of wood during sorption, Wood 

Science 9(4): 194-201 (1977). 

 

Holman, J.P., Heat Transfer, Singapre, McGraw-Hill, pp. 423 (1989). 

 

Johansson, G., Kliger, I.R., and Perstorper, M., Quality of structural timber-

product specification system required by end-user, Holz Roh- Werkstoff 

52(1): 42-49 (1994). 

 

Kamke, F.A., and Vaneck, M, Comparison of wood drying models, Paper 

presented at the 4th IUFRO International Wood Drying Conference, 

Rotorua, New Zealand, pp. 1-21 (1994) 

 

Kang, W., Kang, C. -W., Chung, W. Y., Eom, C. -D., and Yeo, H., The effect of 

openings on combined bound water and water vapor diffusion in wood, 

Journal of Wood Science 54(5): 343-348 (2008). 

 

Kellogg, R.M. and Wangaard, F.F., Variation in the cell-density of wood, Wood 

Fiber 1(3): 180-204 (1969). 

 

Kininmounth, J.A. and Whitehouse, L.J., Properties and Uses of New Zealand 

Radiata Pine Vol. 1, Wood Properties, Rotorua, New Zealand Forest 

Research Institute, pp. 150 (1991). 

 

Kollmann, F., and Côté, W.A., Principles of Wood Science and Technology: 

Solid wood, Berlin, Springer-Verlag, pp. 592 (1968). 

 
  



- 190 - 

 

Lazarescu, C., Avramidis, S., and Oliverira, L., Modeling shrinkage response to 

tensile stresses in wood drying: I. Shrinkage-moisture interaction in 

stress-free specimens, Drying Technology 27(10): 1183-1191 (2009). 

 

Li, D.G., and Gu, L.B., The mechano-sorptive behavior of poplar during high 

temperature drying, Drying Technology 17(9): 1947-1958 (1999). 

Lindsay, F. W. and Chalk, L. The influence of rays on the shrinkage of wood, 

Forestry 27(1): 16-24 (1954). 

 

Liu, T., Creep of wood under a large-span of loads in constant and varying 

environments. 1. Experimental-observations and analysis, Holz als Roh- 

und Werkstoff 51(6): 400-405 (1993). 

 

Mårtensson, A., Mechanical behaviour of wood exposed to humidity variations, 

Ph.D. dissertation, Dept. Mechanics and Materials, Lund University, 

Lund, 1992. 

 

McIntosh, D.C., Some aspects of the influence of rays on shrinkage of wood, 

Journal of Forest Products Research Society 4(1): 39-41 (1954). 

 
McIntosh, D.C., Shrinkage of red oak and beech, Forest Products Journal 5(5): 

355-359 (1955). 

 
McIntosh, D.C., Transverse shrinkage of red oak and beech, Forest Products 

Journal 7(3): 114-120 (1957). 

 

McMillen, J.M., Drying stresses in red oak, Forest Products Journal 5: 71-76 

(1955). 

 



- 191 - 

 

McNamara, W. S. and Hart, C. A., An analysis of internal and average diffusion 

coefficients for unsteady-state movement of moisture in wood, Wood 

Science 4(1): 37-45 (1971). 

 

Meylan, B.A., The measurement of microfibril angle in Pinus radiata by X-ray 

diffraction, Forest Product Journal 17(5): 51-58 (1967). 

 
Meylan, B.A., The influence of microfibril angle on the longitudinal shrinkage-

moisture content relationship, Wood Science and Technology 6(4): 293-

301 (1968) 

 

Mörath, E., Swelling phenomenon of beech wood, Cited by Pentoney (1953), 

Kolloidchem, Beihefte 30: 55-64 (1931) 

 

Moutee, M., Fortin, Y., and Fafard, M., A global rheological model of wood 

cantilever as applied to wood drying, Wood Science and Technology 

41(3): 209-234 (2007). 

 

Niemz, P., Physik des Holzes und der Holzwerkstoffe, DRW-Verlag, Leinfelden-

Echterdingen, 1993. 

 
Ormarsson, S., Dahlblom, O., and Petersson, H., A numerical study of shape 

stability of sawn timber subjected to moisture variation Part 1: Theory, 

Wood Science and Technology 32(5): 325-334 (1998). 

 

Ormarsson, S. Dahlblom, O., and Petersson, H. A numerical study of shape 

stability of sawn timber subjected to moisture variation Part 2: 

Simulation of drying board, Wood Science and Technology 33(5): 407-

423 (1999). 



- 192 - 

 

 

Ohsawa, J. and Yoneda, Y., Shear test of woods as a model of defibration, 

Mokuzai Gakkaishi 24(4): 230-236 (1978). 

 

Pang, S., Modeling of stress development during drying and relief during 

streaming in Pinus radiata lumber, Drying Technology 18(8): 1677-

1696 (2000). 

 

Pang, S., Mathematical modeling of kiln drying of softwood timber: Model 

development, valid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Drying Technology 

25(3): 421-431 (2007). 

 

Panshin, A.J., and de Zeeuw, C., Textbook of wood technology Vol. 1. McGraw-

Hill, New York, pp. 705 (1980). 

 

Pentoney, R.E., Mechanisms affecting tangential vs. radial shrinkage, Journal of  

Forest Products Research Society 3(2): 27-32 (1953). 

 

Perré, P., Moser, M., and Martin, M., Advances in transport phenomena during 

convective drying with superheated steam and moist air,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36(11): 2725-2746 (1993). 

 
Perré, P., The numerical modelling of physical and mechanical phenomena 

involved in wood drying, Paper presented at the 5th IUFRO International 

Wood Drying Conference, Quebec City, pp. 11-38, (1996) 

 

Perré, P., Fundamentals of Wood Drying, Nancy, France, A.R.BO.LOR, pp. 366 

(2007) 

 



- 193 - 

 

Persson, K., Micromechanical modelling of wood and fibre properties, PhD 

dissertation, Dept. Mechanics and Materials, Lund University, Lund, 

2000. 

 

Perstorper, M., Pellicane, P.J., Kliger, I.R., and Johansson, G., Qualitu of timber 

products from Norway spruce, Part I: Quality optimization, key 

variables and experimental study, Wood Science Technology 29(3): 157-

170 (1995). 

 

Ranta-Maunus, A., The viscoelasticity of wood at varying moisture content, 

Wood Science and Technology 9(3): 189-205 (1975). 

 
Ranta-Maunus, A., Impact of mechano-sortive creep to the long-term strength of 

timber, Holz als Roh- und Werkstoff 48(2): 67-71 (1990). 

 

Ranta-Maunus, A., Computation of moisture transport and drying stresses by a 

2-D FE-programme, Paper presented at the 4th IUFRO International 

Wood Drying Conference, Rotorua, New Zealand, pp. 187-194 (1994) 

 

Reiterer, A., Lichtenegger, H., Tschegg, S., and Fratzl, P., Experimental 

evidence for a mechanical function of the cellulose microfibril angle in 

wood cell walls, Philosophical Magazine A - Physics of Condensed 

Matter Structure Defects and Mechanical Properties 79(9): 2173–2184 

(1999). 

 
Rice, R.W., Youngs, R.L., The mechanism and development of creep during 

drying of red oak, Holz Roh-Werkst 48(1): 73-79 (1990). 

 

 



- 194 - 

 

Sherwood, T.K., The drying of solids. I,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21: 12-16 (1929). 

 
Ritter, G.L., and Mitchell, R.L., Fiber studies contributing to the differential 

shrinkage of cellulose, Paper Industry 33(10): 1189-1193 (1952). 

 

Sano, E., Effect of temperature effect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 II. 

Tension parallel-to-grain, Mokuzai Gakkaish 7(5): 189-191 (1961). 

 

Siau, J. F., Transport Processes on Wood, New York, Springer-Verlag, pp. 245 

(1984). 

 

Siau, J. F., Wood: Influence of moisture on physical properties, Blacksburg, VA,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pp.227 (1995). 

 
Simpson, W.T., Dry kiln operator's manual,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Forest Products Laboratory, USA, pp. 274 

(1991) 

 

Skaar, C., Analysis if methods for determining the coefficient of moisture 

diffusion in wood, Journal of Forest Products Research Society 4:403-

410 (1954). 

 

Skaar, C., Wood-Water relations, Berlin, Springer, pp. 283 (1988). 

 

Stamm, A.J., Combined bound-water and vapour diffusion into sitka spruce, 

Forest Products Journal 10(12): 644-648 (1960) 

 

 



- 195 - 

 

Stamm, A.J. and Nelson, R.M.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theoretical 

drying diffusion coefficients for southern pine, Forest Products Journal 

11:536-543 (1961). 

 

Stamm, A.J., Wood and Cellulose Science, New York, Ronald Press, pp. 549 

(1964). 

 

Stamm, A.J., Movement of fluids in wood. Part I: Flow of fluids in wood, Wood 

Science and Technology 1(2):122–141 (1967a). 

 

Stamm, A.J., Movement of fluids in wood. Part II: Diffusio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1(3):205–230 (1967b). 

 

Stevens, W.C., The shrinkage and expansion of wood, Forestry, 12: 38-43 

(1938). 

 

Stevens, W.C. The transverse shrinkage of wood. Forest Product Journal, 13(9): 

386–389 (1963). 

 

Sundberg, B. and Little, C.H.A., Tracheid production in response to change in 

internal level of indole-3-acetic acid in 1-year-old shoots of scot pine, 

Plant Physiology 94: 1721-1727 (1990). 

 

Sutherland, J.W., Turner, I., and Northway, R.L., A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convective drying of Australian pinus radiata timber, 

Paper presented at the 3rd IUFRO International Wood Drying Conference, 

Vienna, Austria, pp. 145-155 (1992). 

 



- 196 - 

 

Svensson, S., and Toratti, T., Mechanical response of wood perpendicular to 

grain when subjected to changes of humidity, Wood Science and 

Technology 36 (2) 145-156 (2002). 

 
Tarmian, A., Sepegh, A., Rahimi, S., Tension wood drying stresses and strains 

and a conventional kiln schedule to efficiently dry mixed tension/normal 

wood board in poplar (Populus nigra), Drying Technology 27(10): 1033-

1040 (2009). 

 

Tiemann, H.D., Kiln Drying of Lumber, Philadelpia, J.P. Lippincott Coy 4th 

edn., pp. 316 (1921). 

 

Ugolev, B.N., and Skuratov, N.V., Stress-strain state of wood at kiln drying, 

Wood Science and Technology 26(3): 209-217 (1992). 

 

Walker, J.C.F., Primary Wood Processing: Principles and Practice 2nd edn., 

Dordrecht, Springer, pp. 596 (1993). 

 
Wu, Q.L., Millota, M.R., Mechano-sorptive deformation of Douglas fir 

specimens under tangential tensile stress during moisture adsorption, 

Wood and Fiber Science 27(3): 285-295 (1995). 

 

Yao, J.,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drying diffusion coefficient of wood, 

Forest Products Journal 16(6): 61-69 (1966). 

 

Yeo, H., Smith, W.B., and Hanna, R.B., Mass transfer in wood evaluated with a 

colorimetric technique and numerical analysis, Wood and Fiber Science 

34:657-665 (2002). 

 



- 197 - 

 

Yeo, H. and Smith, W.B., Development of a convective mass transfer coefficient 

conversion method, Wood and Fiber Science 37(1): 3-13 (2005). 

 

Yokota, T., Diffusion of sorption-water through the cell wall of wood, Mokuzai 

Gakkaishi 5(4): 143-149 (1959). 

 

Zhan, J.F., Gu, J.Y., and Shi, S.Q., Rheological behavior of larch timber during 

conventional drying, Drying Technology 27(10): 1041-1050 (2009). 

  



- 198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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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isture profile and movement on the surface and inside of wood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could change the overall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 Moisture control is very important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wood. The surfacial and internal stress profile caused by change of 

the moisture profile induces destruction and deformation of the cell wall 

structure. If wood drying proceeds in unmanaged and improper conditions, 

surfacial and internal crack occurs. These defects reduce the strength of wood. 

In addition, the creation of high-value wood products is inhibited because the 

performance of adhesives, paints, and preservatives with wood processing are 

reduced. As the demand for drying lumber is increasing, an advanced drying 

schedule and more precise control of the drying process are needed for 

production. In order to control the drying defect, we ne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incipal mechanism on mass transfer properties such as internal moisture 

movement in woo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geometric diffusion model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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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 the diffusion coefficients in tangential, radial, longitudinal direction 

using the ratio of pits and rays. Although the model values were not the same as 

the experimental values, the tendency in diffusion rate change with moisture 

content, were similar to the geometric model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In 

particular, the geometric model, which took into consideration the role of pits 

and rays in moisture transport, showed that transverse diffusion is consistently 

faster in the radial direction than in the tangential direction. 

  The conductance of each pathway within the geometric diffusion model was 

analyzed to evaluate the fraction of diffusion that occurs through each of three 

possible paths (lumen; pit or ray; cell wall) in wood. As the moisture content 

decreases during drying, bound water diffusion through the cell wall in 

tangential and longitudinal directions decrease, and water vapor diffusion 

through the lumens becomes more dominant. 

  Moisture profiles during wood drying at 30oC and 60% relative humidity 

conditions were predicted using diffusion coefficients determined by the 

diffusion model.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results, the predicted moisture 

profiles were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values. The error of predicted and 

experimental values was insignificant. Therefore, surface and internal moisture 

content of red pine wood during drying can be predicted using the moisture 

content prediction model by applied the determined diffusion coefficients. 

  It is assumed that the stress-free process, and the free shrinkage in radial and 

tangential direction of red pine wood during drying were analyzed using very 

thin and small specimens. Drying deformation was separated into elastic, visco-

elastic, and viscous elements using free shrinkage and recovery deformation of 

stress relief. These values were applied to the Burger model, and the visco-

elastic modulus and viscosity were derived. The drying stress and deformation 

of red pine wood at specific times during drying can be predicted using each 

constant and elastic modulus determined by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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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ing stress in the surface layer during did not exceed the average tensile 

strength. However, end check was observed on the surface of red pine wood. In 

this study, the cause of end check was analyzed.  

  Because the effect of ray cells restraint on radial shrinkage of adjacent 

tracheid cells obviously exists, the compressive stress and tensile stress occurred 

in ray cells and tracheid cells, respectively. At this moment, it can be considered 

that shear stress acted on the interface between ray cells and tracheid cells. 

Moisture induced stress during drying and average shear strength in radial 

direction of red pine wood were compared, and it was judged that the end check 

was generated as the bond between ray cells and tracheid cells broke. 

  The time of occurrence of end check on the surface of wood during drying 

conditions of 70oC, 60% RH was predicted and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using the predicted moisture profile and the calculated drying stress. There was 

a difference of 0.5 hours between predicted values and experimental values. 

This value is considered an acceptable value within the range of the standard 

deviation of shear strength of red pine wood. To conduct a more precise 

predic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for the binding force of the ray cells and 

adjacent tracheid cells. 

  If temperature, RH, and wood dimensions are provided, moisture profiles of 

wood during drying can possibly be predicted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moisture induced stresses and strength of 

wood, it is possible to predict and prevent the end check of wood during drying. 

It can be possible to present a more accurate drying schedule and to control the 

drying defect during drying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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