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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응력  

소요에 지 분석

박  호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 공

서울 학교 학원

  목재의 효율 인 이용을 해서는 건조공정이 필수 이다. 특히 

단면재는 건조 시 내부에 큰 수분경사가 발생하여 건조결함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조결함을 최소화하면서 단면재를 

효과 으로 건조하기 한 다양한 건조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천연

건조 방법은 건조 시간이 길고 건조결함이 크게 발생한다. 열기건조

는 건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건조결함을 제어하는데 한계를 지

니고 있으며 고주 건조는 장치 제작에 비용이 많이 들고 건조 시 

에 지를 많이 사용하는 단 을 지니고 있다.

  단면재를 건조하기 한 방법으로 공가공 후 건조방법이 

용되었다. 공가공은 목재의 앙 부분을 섬유방향으로 뚫는 공정

으로 목재 심부의 미성숙재의 제거를 통하여 공가공에 따른 축

방향 강도 감소가 으며 부재 경량화  높은 방부처리효과를 지

니는 등 다양한 장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가공을 건조에 

용하 을 때 목재 내부 수분이동거리를 여 건조시간을 단축하고  

소요에 지를 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가공 후 건조하여도 건

조결함 발생을 완 히 방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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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단면재를 건조결함 없이 신속하게 건조하기 

한 방법으로 공가공과 외표면 실링처리하고 열기건조 시 열수분

달과 이에 따른 건조응력 발생 완화 효과를 구명하 으며 건조시

간  소요에 지를 분석하 다.

  원주재 천연건조에 비하여 공재 천연건조는 공가공을 통하여 

목재 내 수분이동거리를 단축함으로써 건조속도를 높이고 건조시간

을 으며 건조결함을 감시켰다. 천연건조 시 긴 건조시간을 단

축하고 건조결함 발생을 이기 하여 원주재와 공재를 열기건

조하 다. 원주재  공재 열기건조는 천연건조에 비하여 건조시

간을 크게 단축하 고 공재 열기건조는 천연건조에 비하여 건조

결함을 지만 표면할렬의 발생을 완 히 막을 수 없었다. 공재 

열기건조 시 표면할렬 없이 건조하기 하여 외표면 실링처리하고 

실링 유무에 따른 열 달  수분이동을 분석하 다. 외표면을 실링

한 공재의 열기건조는 수분이동 방향을 외표면이 아닌 내표면으

로 유도함으로써 함수율 경사를 다. 이는 공재의 형상학 인 

특성과 더불어 건조응력의 감소를 통하여 건조결함을 억제한 것으

로 사료된다.

  건조결함은 건조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

조응력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건조결함을 막기 해서 필수 인 

요소이나 목재의 건조  건조응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응력의 변화

를 유변학 인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공재 열기건조  할

렬이 없는 시험편을 단하여 부 별 탄성 변형률을 측정하고 온도

와 함수율에 변화에 따른 횡단방향 인장탄성계수를 통하여 부 별 

건조응력을 산정하 다. 

  공재 열기건조 시에는 공 외표면에서 최 인장응력이 작용하

는 반면 실링 공재의 열기건조 시에는 공 내표면에 최 인장응

력이 작용하고 외표면에는 주로 압축응력이 작용하 다. 공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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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건조 시 공 외표면의 건조응력은 실링처리를 통하여 감소하

으며 이는 건조결함의 발생을 막은 것으로 사료된다.

  목재 건조는 목제품 제조공정에 있어 큰 비 을 차지하며 많은 

에 지를 사용한다. 목재 건조 시 소요에 지를 분석하기 하여 건

조 시 에 지를 이론 으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해 필요

한 에 지와 건조 시 실제로 사용되는 에 지로 구분하고 단 수분 

제거 당 소요에 지인 비에 지를 구하 다. 이론 으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해 필요한 에 지는 목재가열, 잔존수분 가열, 

흡습열 극복, 목재로부터 제거될 수분의 가열과 증발, 외부 유입공

기의 가열과 조습에 필요한 에 지를 구하여 계산하 다. 한 건조 

시 실제 소요에 지를 송풍기 작동 에 지, 열선가동 에 지, 증습

장치 가동 에 지로 구분하 다.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론  에 지 가운데 목재로

부터 제거될 수분의 가열과 증발에 필요한 에 지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건조 시 실제로 사용되는 에 지  송풍기 작동 에

지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 고 증습장치를 가동시키는데 필요

한 에 지는 큰 값을 보 다. 원주재 열기건조는 긴 건조시간으로 

인하여 공재 열기건조에 비하여 많은 에 지를 사용하 다.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비에 지는 공재 열기건조보다 높은 값을 보

으나 원주재 열기건조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 다. 원주재와 공

재의 건조 소요에 지를 이용하여 목제품의 과정평가를 한 LCI 

DB 구축에 활용할 수 있으며 건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재 건조 시 소요에 지를 측하기 해서는 건조 시간의 추정

이 필요하다. 공재 열기건조 시 열 달  수분이동을 유한차분법

을 사용하여 측하 으며 그 결과는 실제 건조 시 열수분 달 결

과와 유사한 값을 보 다. 열 달  수분이동 시뮬 이션을 통하여 

다양한 조건의 공재 건조 시 건조시간  소요에 지를 측할 

수 있을 것이다.



iv

  공재 건조에서 공가공 크기는 건조성능에 향을 미치는 주

요한 요소이므로 공가공 크기별 실링 공재를 열기건조하 다. 

공가공크기가 작아질수록 수분이동거리가 증가하여 건조시간  

결함, 소요에 지가 증가하 다. 

  추가 으로 실링 공재 건조 시 건조속도를 높이기 하여 고온

건조를 용하 다. 고온건조를 통하여 건조시간을 단축하고 소요에

지를 감할 수 있었지만 건조스 에 따라 건조결함이 일부 발

생하 다. 따라서 고온건조를 용하기 해서는 정한 건조스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재를 공가공하고 외표면 실링처리하여 열

기건조함으로써 건조결함 없이 건조할 수 있었다. 외표면 실링 유무

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열수분 달, 건조응력  소요에 지를 

분석하여 공재의 건조성능을 구명하 다.

주요어 : 공가공; 외표면 실링처리; 열수분 달; 건조응력; 건조 

소요에 지

학  번 : 201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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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목재의 건조는 목재 이용 시 품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공

정이다. 목재는 건조공정을 통하여 치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할

렬  틀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 한 변색  부후를 막을 수 

있으며 물리역학  성질이 개선된다. 하지만 목재의 효율 인 건

조는 수종과 크기, 수축률의 차이와 건조응력의 발생 등의 요인

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단면 목재는 내부에 수분 경사가 크게 발생하여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건조응력이 크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할렬이 발생

하기 쉬워진다. 한 목재 내 수분이동거리가 길어 건조시간이 

길고 건조에 지가 많이 소요된다. 단면 목재를 건조결함 없이 

신속하게 건조하기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천연건조는 건조시간이 길고 건조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고온건조는 건조결함을 완 히 막을 수 없고 고주 건조는 

장치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조에 지가 많이 소요되는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면재 건조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안된 방법  하나는 공가공 후 열기건조하는 것이다. 이

러한 공 가공 후 열기건조를 통하여 열수분 이동거리를 단축

함으로써 건조속도를 높이고 건조결함을 일 수 있으며 강도 

감소가 작음을 보 다. 하지만 공 가공 후 열기건조를 통해서

도 단면재의 표면할렬을 완 히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단

면재를 표면할렬의 발생 없이 건조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재의 건조결함은 건조 시 수분경사로 인한 건조응력에 의해

서 발생한다. 건조응력은 목재의 품질에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 

건조스 , 목재의 확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 수축률 등 여러 요소

의 향을 받는다. 건조응력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건조결함을 막

기 해서 필수 인 요소이므로 목재의 건조  건조응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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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제품 생산을 한 단  공정 가운데 건조공정은 많은 에

지를 사용하며 큰 비 을 차지한다. 천연건조와 열기건조, 마이

크로  건조 등 다양한 건조 방법에 따른 건조 속도와 소요에

지가 연구되고 있다. 한 공재 건조 시 소요에 지를 추정하

기 해서는 다양한 온도  함수율 조건에서 건조시간을 측

할 필요가 있다. 

  공가공 크기는 공재의 건조성능을 평가하는데 필수 인 요소

이며 공가공 크기의 변화에 따른 수분이동거리와 건조시간  결

함, 소요에 지와의 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건조스 은 

건조속도와 건조결함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건조시간을 단축하

기 한 고온건조 시 건조 시간  결함의 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사용 목 에 따른 공가공 크기  건조

스 을 결정할 수 있고 공재의 품질을 규격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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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Figure 1.1과 같이 제시하 다. 리기다소

나무를 상으로 원주재와 공재를 천연건조  열기건조하

다. 공재 열기건조 시 표면할렬을 발생을 막기 하여 외표면 

실링처리를 용하 다. 외표면 실링처리의 할렬 발생 감소 효과

를 구명하기 하여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열 달, 수분이동, 변형, 건조응력, 소요에 지를 분석하 다. 

건조시간  소요에 지를 측하기 하여 공재 열기건조 시 

열수분 달을 시뮬 이션하고 실제 공재 건조와 비교하 다. 

공 크기별로 실링 공재를 열기건조하여 공크기가 건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추가 으로 실링 공재를 상으로 고

온건조를 용하여 건조속도를 높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 제 2장에서는 원주재  공재를 천연건조하며 건조시간  

결함을 평가하 다. 천연건조 시 건조시간  결함을 이기 

하여 원주재  공재를 열기건조하고 시간  결함을 평가하

고자 하 다. 공 가공 후 열기건조 시 발생하는 표면할렬의 발

생을 막기 해서 공재 열기건조 시 외표면 실링처리를 용

하 다.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목재 내 

열 달  수분이동의 변화를 분석하여 공가공  외표면 실

링처리가 건조 성능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고자 하 다.

 

- 제 3장에서는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건조 시 할렬이 

발생하지 않은 목재를 상으로 건조응력의 변화를 유변학 인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건조 시 건조결함의 발생은 

수분경사에 의한 건조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목재 건조 시 부 별 탄성 변형률과 인장탄성계수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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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조응력을 구하고 외표면 실링처리가 건조결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 제 4장에서는 공가공 유무에 따른 원주재 열기건조 시 소요

에 지와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목재의 열기건조에는 많은 에 지가 

사용되며 목제품 제조공정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에 지 측면에

서 건조공정의 최 화를 하여 건조 시 소요에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건조 시 소요에 지를 실험을 통하여 측정한 에

지와 이론 으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에 지로 구

분하고 소요에 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 제 5장에서는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시뮬 이션을 용하여 

공재의 열 달  수분이동을 측하고 실제 공재 열기건조 

시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 다. 건조 시 소요에 지의 측을 

해서는 다양한 온도  함수율 조건에서 건조시간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열 달 측을 해 비 과 열 도계수, 수분이동 

측을 해 수분확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를 구하 다. 

- 제 6장에서는 실링 공재 건조 시 공가공 크기의 향을 평

가하고 고온건조 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일반 인 목

재의 건조와는 달리 공재는 공가공 크기에 따른 향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공가공 크기에 따

른 건조시간  결함을 측정하여 공가공 크기가 건조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추가 으로 실링 공재 건조 시 

고온건조를 용하여 건조시간을 단축하고 고온건조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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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재 건조 시 다양한 조건에서의 건

조성능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단면재 건조 시 

공가공과 외표면 실링처리를 용하여 건조결함을 억제하고 

효과 으로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다른 건조공정의 최 화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7

Figure 1.11 Research proces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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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사

3.1 단면재 건조에 한 연구

  단면재는 건조속도가 낮고 건조시간동안 큰 수분경사가 발

생한다. 따라서 건조시간이 길고 표면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단면재 열기건조는 긴 건조시간으로 인해 건조에 많은 비

용이 사용된다(Simpson, 1983-1984). 단면재의 문제 을 극복하

기 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조  고온에서 

습도처리를 통해 표면할렬을 막는 연구가 수행되었다(Katagiri et 

al, 2007). 삼나무 목재의 표면할렬을 막기 해서 고온 습 처

리를 용한 결과 처리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표면할렬의 

면 은 감소한 반면 내부할렬의 길이와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Yoshida et al, 2004, Hermawan et al, 2012). 고온건조 시 

함수율 분포시험을 통해 재 함수율 경사를 평가하고 내부 잔

류응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Yeo and Shim, 2004).

  목재의 고온 감압 건조는 높은 확산과 수증기 이동으로 인한 

낮은 수분경사로 건조응력이 작게 발생하여 큰 건조결함은 없었

다(Gorbachev and Kozhin, 2009). 침엽수종의 진공건조 시 목재는 

낮은 온도경사를 보 으며 목재 심부의 최고온도는 건조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건조곡선은 거의 선형에 가까웠다(Jung 

et al, 2000). 단면재의 도가열, 고주 가열  복합가열에 의

한 진공건조특성이 연구된 바 있다. 건조속도는 복합가열에서 가

장 빨랐고 고주 가열에서 가장 느렸다. 진공건조목재의 횡단방

향 함수율 분포는 도 가열과 복합가열의 경우 볼록한 형태를 

나타냈으나 고주 가열의 경우 한쪽 표층에서 반 쪽 표층 방향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Jung et al, 2004). 마이크로  진공

건조는 행 열기건조에 비하여 건조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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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밤나무, 단풍나무, 가문비나무를 마이크로  진공 건조한 

경우 부분 짧은 건조시간으로 할렬이 발생하지 않았고 진공상

태의 온에서 건조하여 변색이 발생하지 않았다(Leiker and 

Adamska, 2004). 소나무 원목을 마이크로  건조한 경우 120℃이

하에서 별다른 건조 결함 없이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었다(Lee 

and Kim, 2009). 

  오리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 원반을 한지와 알루미늄 호일로 

엔드래핑하고 고주  진공건조  열기건조한 결과 엔드래핑을 

통하여 횡단면으로의 속한 수분증발이 억제되었으며 건조결함

의 발생을 일 수 있었다(Lee, 1990). 한 엔드테이핑처리하여 

백합나무 원반을 고주  진공 건조한 경우 두께나 직경의 크기

에 상 없이 120-180시간 이내에 실내용 이용함수율 수 까지 건

조가 가능함이 보고되었다(Lee et al, 2008).

  이와 같이 여러 공정이 단면재에 용되고 있으나 고온건조

는 건조결함을 완 히 막을 수 없고 고주 /진공건조는 장치제작

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조에 지가 많이 소요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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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 가공에 한 연구

  목재의 앙부분을 섬유방향으로 뚫는 공가공은 Mater(1972)

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철이나 알루미늄, 콘크리트는 지하에 

매설된 선 을 연결할 때 공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목재는 

공이 없어 선 을 고정하기 한 장치를 따로 부착한다. 이

는 미 상에도 좋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결함이 발생하여 

지지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목재에도 철이나 알루미늄, 콘크

리트와 같이 공을 만드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삼나무를 함수율 30%이하로 천연 건조한 변재의 부분에 방

부약제가 침투하 지만 열기건조 시에는 벽공폐색이나 표면할렬

로 인하여 변재부 에 방부약제가 균일하게 침투하지 못했다

(Momohara et al, 2009). 이러한 목재의 방부성능을 높이기 하

여 공가공이 용되었다. 가문비나무와 소나무(southern yellow 

pine)를 공 가공한 시험편과 CCA 처리한 원주재 조군을 1년 

동안 야외폭로실험 하 을 때 공재에서 할렬이 었으며 CCA

처리한 공재는 1년의 야외폭로실험 후에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다(Goodell and Pendlebury, 1991). 방부처리  물리  처리인 

공 가공을 통하여 CCA-C 방부 처리된 소나무(slash pine) 기둥

을 6주간의 야외폭로 실험을 하 을 때 할렬의 발생이 었다. 

공가공 후 방부 처리하여 1년간 야외폭로 실험을 하 을 때 

할렬의 길이를 크게 일 수 있었다(Evans et al, 1997). 125 ㎜와 

150 ㎜ 라디에타소나무와 소나무(slash pine) 생재를 다양한 크기

로 공가공하고 열기 는 천연 건조한 시험편에 ACQ 가압방

부처리하고 1년 동안 야외폭로실험한 결과, 건조결함에 공의 

크기가 미치는 향은 었으며 방부처리  고온 건조한 시험

편이 천연 건조한 시험편에 비해서 할렬이 깊게 진행되지 않았

다(Evans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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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송 공재를 열기건조하 을 때 섬유방향 압축강도와 지

지력은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내부수분 분포가 균일해지고 건조

결함의 길이와 폭이 크게 감소하 으며 미 인 가치가 상승하

다. 빠른 건조 속도와 무게 감소효과는 공재가 구조재로 이

용되는데 편리하며 낮고 균일한 수분경사로 설치 후 변형이 감

소될 것이다. 건조 시간의 감소 한 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Yeo et al, 2007b) 이와 같이 공 가공은 목재의 방부 효과

를 높이고 열수분 이동거리를 단축하여 건조속도를 높이고 건조

결함을 일 수 있으며 강도 감소가 작음을 보 다. 

  공재의 강도에 한 연구로 소나무와 낙엽송을 상으로 휨

성능을 연구한 결과 수종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정각형과 

원통형의 경우에도 혼용 가능함을 보 다(Kim, 2012). 원주재와 

공재의 직경과 미성숙재 비율, 공크기가 휨성능에 미치는 

향이 연구되었으며 강도보강을 하여 추가 인 구조체의 용

이 필요하 다(Lim et al, 2013). 

  공재를 기둥과 보 등의 구조용재로 사용하고 단벽 패 에

서는 공재 심부로 포스트 텐션을 용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Batchelar and Newcomb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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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열수분 달에 한 연구

3.3.1 열수분 달 모델링에 한 연구

  건조 시 열수분 달 모델링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활엽수와 침엽수를 구분하여 침엽수재 내 수분이동 모델이 Pang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건조 모델은 평균함수율에 따른 건조속도

의 차로 건조공정을 3단계로 나 었으며 라디에타소나무 건조를 

통하여 검증되었다(Pang et al, 1994). Plumb 등에 의해 침엽수 건

조  열수분 달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유체이동에 있

어 확산뿐만 아니라 모세  이동 상을 고려하 다(Plumb et al, 

1985). Younsi 등에 의해 목재의 고온 열처리 공정에서 열  물

질 달이 모델링되었다. 열처리 공정에서 열  물질 달은 건

조 매체와 목재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목재의 수분 증발은 모세

 유동과 확산으로 일어난다. 모델의 검증은 측치와 실제 실

험에서 얻은 값을 통하여 이루어졌다(Younsi et al, 2007). Ananias 

등에 의해 목재의 함수율과 목재의 평형함수율의 차를 이용하여 

건조 속도를 상학 인 모델로 나타내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함수율의 목재의 수분이동은 물질 달계수에 의한 확산에 의해 

진행되었다(Ananias et al, 2009).

  목재의 고온 열처리 시 열 달  수분이동을 모델링하는 연

구가 수행되었다(Kadem et al, 2011). 확산모델을 사용하여 온

의 강제공기를 이용한 목재의 건조공정을 시뮬 이션하고 최

화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da Silv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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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열수분 달 요소 분석에 한 연구

  건조 시 열수분 달 요소 분석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목재의 수분이동에 있어 요한 2가지 항은 외부공기조건

과 경계층에 의한 외부 항과 목재 자체의 내부 항으로 구분된

다. 목재의 수분이동은 목재의 내부 항에 따라 변화하며 주로 

확산계수(Diffusion Coefficient)로 표 되는 목재 내부에서의 수분

이동과 목재 표면과 주  공기조건, 즉 외부요소에 따라 달라지

는 류계수 는 표면방사계수(Surface Emission Coefficient) 등으

로 설명되는 표면에서 외부로의 수분이동이 있다(Siau, 1995). 이

러한 목재의 수분이동 평가를 해 다수의 실험과 수학 인 

근이 있었다. 

  목재의 수분이동을 확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로 구분하는데 있

어 확산계수는 함수율로 표면방사계수는 공기의 속도  도로 

구분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Liu, 1989). 목재 건조  함수율과 

두께의 변화에 따른 확산계수와 표면방사계수를 분석하는 연구

가 수행되었다(Chen et al, 1995). 목재표면의 수증기압의 변화를 

이용하여 류물질 달계수로 표면방사계수를 구하는 연구가 수

행되었다(Yeo and Smith, 2005).

  비평형상태에서 소나무재의 수분이동을 평가하여 온도와 목재

의 평균함수율에 따른 내부수분이동계수와 표면방사계수를 결정

하 다(Han et al, 2008).

  다양한 수종을 상으로 재의 열기건조 시 건조속도에 따른 

건조시간과 함수율 변화와의 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

다(Tenorio et al, 2016). 건조 시 함수율과 내부 변형을 측정하고 

방향별 수분확산계수를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선방향에 

비하여 방사방향의 수분확산계수가 약 50% 높은 값을 보 다

(Sepulveda-Villarroel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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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형  건조응력에 한 연구

3.4.1 목재의 변형에 한 연구

  흡습성 재료인 목재의 함수율과 목재 내 수분 분포는 목재의 

물리·역학  성질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로 함수율 변화에 

따라 목재는 수축·팽윤하여 치수가 변화한다(Piao, 2010). 이러한 

목재의 치수변형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는 세포벽의 두께, 

마이크로피 릴각도, 세포구성요소의 형태, 목리경사각 차이, 조·

만재  심·변재 차이 등 조직학 인 요소와 셀룰로오스, 헤미셀

룰로오스, 리그닌의 함량  추출물 등 화학 인 요소가 있다. 

한 목재는 섬유방향, 방사방향, 선방향에서 방향별 수축률의 

차이가 발생하여 수축이방성을 보인다. 이러한 목재의 치수변형

을 측정하기 해서는 길이 측정 는 변형률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Lazarescu et al, 2009).

  목재의 치수변형을 측정하는 방법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

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조작이 쉽고 비교  빠르게 측정

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와 

같은 연질 재료의 길이를 측정할 경우 외력에 의해 시편의 길이

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험편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 정

한 측정이 어렵다(Park et al, 2015). 한 수작업에 의해 길이 측

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정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소부 의 변형을 측정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부 별 변형을 측정하기 한 방법 의 하나로 화상상 법이 

도입되었다. 화상상 법은 이미지의 길이정보를 이용하여 시험편

의 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재료의 길이를 측정하는데 있어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 캘리퍼스를 이용한 측정법과 달리 시험편

의 길이가 왜곡될 가능성을 일 수 있으며 디지털 화상상 기

술(Digital Image Correlation)의 발달로 국소부 의 변형을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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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할 수 있다. 미송의 만재 가도 의 미시 인 팽윤을 화

상분석법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Murata and 

Masuda, 2006). Peng 등은 화상분석법을 이용하여 뱅크스소나무

의 수축률을 측정하고 수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방향별 수축률 

구하 다(Peng et al, 2011, 2012). Keunecke 등은 가문비나무 시험

편의 방사  선단면의 수분에 따른 변형을 이미지로 분석하

다(Keuneck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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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목재의 건조응력에 한 연구

  Perré 등은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목재 건조  변형과 응력을 

계산하 으며 열·수분이동에 따른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과 변

형률을 구하고자 하 다(Perré and Passand, 1995). Pang은 목재 간의 

변이를 보기 하여 단  건조 모델, 건조스 과 목재 물성의 

향을 보기 하여 열기건조 모델, 건조  응력 변화를 보기 하여 

응력 모델을 사용하여 목재 건조 시 변형과 응력을 분석하는 연구

를 수행하 다(Pang, 2007).

  Dengyun 등에 의해 표면과 목재 심부의 함수율 경사와 수축률

을 측정하여 5 ㎜ 재의 건조응력을 구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Dengyun et al, 2007). Zhan 등은 낙엽송 재를 상으로 슬라이스

법과 유변학 인 모델을 이용하여 방향별 길이 변화를 측정하고 건

조응력을 구하 다(Zhan et al, 2009)

  Diawanich 등은 고무나무 재의 건조와 컨디셔닝 시 내부 응

력을 측정하 으며 건조 후 상 으로 높은 습도 조건에서 컨

디셔닝을 진행하면 내부응력의 완화효과가 있음을 보 다

(Diawanich et al, 2010).

  Zhan과 Avramidis는 솔송나무 재 건조 시 유변학 인 모델 사용

하여 탄성, 탄성, mechanosorptive creep 측정하고 건조응력을 분석

하는 연구를 통해 선방향의 건조응력이 방사방향의 건조응력보다 

큰 값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Zhan and Avramidis, 2011). Fu 등은 

30 ㎜ 두께의 자작나무 원 을 상으로 이미지분석법을 사용하여 

탄성 변형, 탄성 변형, MS creep 변형을 측정하고 함수율이 감소

함에 따라 인장응력이 압축응력으로 환됨을 보 다(Fu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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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조 소요에 지에 한 연구

  기후변화 약으로 인해서 건조에 소요되는 에 지를 감하기 

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Baker, 2005). 침엽수 열기건조에서 

건조공정, 건조에 지, 재색 변화를 통합 시뮬 이션 하는 방법

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통합시뮬 이션을 통하여 50-70℃ 범 에

서 재색 변화와 소요에 지가 최소화되도록 건조스 을 최

화할 수 있음을 보 다(McCurdy and Pang, 2007).

  Perré 등에 의해 용 열기건조에서 소요에 지 평가를 해 

모델링  근이 이루어졌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요에 지의 

측이 가능하고 최종함수율의 표 편차를 계산할 수 있으며 

용 열기건조에서 소요에 지를 정량화할 수 있음을 보 다(Perré 

et al, 2012). Ananias 등은 라디에타소나무의 산업용 건조 시 건

조스 을 조정하여 소요에 지를 이고자 하 다. 건조기에서 

단열이 효과 으로 이루어진다면 고온을 용하여 소요에 지를 

일 수 있다(Ananias et al, 2012). 

  Elustondo과 Oliveira는 침엽수 열기건조에서 소요에 지를 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행 열기건조에서 에 지를 감하

기 해서는 불필요한 환기, 벽체 열손실을 이고 증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목재 부산물의 활용, 제습기, 열교환기의 사용 

한 에 지를 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천연건조, 재 비 

가열, 건조스  최 화, 재 분류 등도 재 건조 시 에 지

를 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Elustondo and 

Oliveira, 2006).

  Kudra 등은 류 건조기의 에 지 성능을 평가하는 알고리즘

을 개발하 으며 소요에 지  에 지 효율을 정량화하고 비흡

습성 물질의 수착알고리즘을 통하여 최  에 지 효율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Kudr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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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gman과 Bowe는 LCI 방법을 이용하여 활엽수  침엽수 

재 제조과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재의 제조과정을 크게 

제재, 건조, 패로 나 고 소요에 지와 환경 인 향을 분석

한 결과 건조에 가장 많은 연료가 사용되었고 침엽수 건조에 진

보한 기술의 건조기를 이용하 을 때 소요에 지를 일 수 있

음을 보고하 다(Bergman and Bowe, 2008, 2010).



제 2 장

원주재와 공재 건조 

- 공재 열기건조 시 

외표면 실링처리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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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면재 건조를 하여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표면

할렬 없이 빠르게 건조하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구멍을 뚫는 공 가공 후 건조하는 방법은 건조

시간을 단축하고 할렬의 발생을 일 수 있다. 

  공가공 후 건조공정에서 성숙재 부 는 무할렬 단면 건축

용재로서 공 되고 공목재를 구조재로 사용하여 기둥보구조물

의 경량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한 공부 를 선 배 으로 이

용함으로써 기둥보구조, 한옥의 단 인 선의 외부노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공가공  목분화되는 미성숙재 

부 는 추가 인 가공비 없이 목질 상재 는 목질에 지의 원

재료로서 공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가공 시 편심 가공

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가공 후 건조하여도 건조 할렬 발생을 

완 히 막을 수 없었다.

  일반 으로 표면할렬은 표면에 인장응력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awanich et al 2010). Yeo 등에 의해 공재

의 외표면을 실링하고 건조하여 수분이동 방향을 내표면으로 바

꾸어 외표면에 압축응력을 유도함으로서 표면할렬의 발생을 억

제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Yeo et al, 2014, Park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원주재와 공재를 천연건조하여 건조 시간  

건조결함을 측정하고 공가공이 천연건조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자 하 다. 원주재와 공재를 열기건조하여 시간  결함

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의 열기건조 시 

열 달  수분이동을 측정하여 외표면 실링처리가 공재 건조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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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방법

2.1 원주재  공재 천연건조 

2.1.1 원주재  공재 천연건조 시간 측정

  공재와 원주재를 천연 건조하고 건조성능을 평가하 다. 천

연건조 실험에는 리기다소나무를 사용하 다. 경기도 안성에서 

리기다소나무 원목을 벌채하고 원주가공하여 Figure 2.1(a)와 같

이 외경 140 ㎜길이 1.2 m의 원주재 시험편 5개를 비하 다. 

한 원주가공기와 공가공기를 사용하여 Figure 2.1(b)와 같이 

외경 140 ㎜ 공직경 80 ㎜의 공재 시험편 5개를 비하 다. 

공의 크기는 횡단면 면 의 1/3을 과하지 않으면서 수분이동

거리를 이고 이  연구를 통하여 원주재 비 강도감소가 작

은 80 ㎜를 사용하 다(Lim et al, 2013).

  원주재와 공재는 함수율 측정을 하여 길이방향의 말단부

에서 함수율 시험편을 채취하 다. 시편의 기함수율과 건조  

시험편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량 감소를 확인한 후 이를 통

하여 시간에 따른 함수율 변화를 측정하 다. 자료수집장치

(U23-002, Onset Computer Corp.)를 이용하여 외기 조건인 온도와 

습도를 측정,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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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und timber

 

(b) center-bored timber

Figure 2.1 Dimension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23

2.2.2 천연건조 시 결함 측정

  원주재와 공재 천연건조 시 건조결함을 측정하여 공가공

을 통한 천연건조 시 건조결함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 다. 기 

시험편의 결함을 검사하고 천연건조 시 건조결함을 표면할렬  

갈라짐으로 구분하여 건조결함을 측정하 다.

  측정 최  길이 300 ㎜인 버니어 캘리퍼스(CD-30PSX, Mitutoyo 

Corp.)와 자를 사용하여 표면할렬과 갈라짐의 길이, 두께, 폭을 

측정하고 카메라(EOS 50D, Canon Inc.)로 기록하 다. 길이 30 ㎜ 

이상의 표면할렬  갈라짐을 상으로 원주재  공재의 건

조결함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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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주재 열기건조

2.2.1 열기건조 개요

  천연건조 시 건조시간  결함을 이기 해 원주재를 열기

건조하 다. 경기도 안성에서 리기다소나무 원목을 벌채하여 길

이 2.7 m로 조재 후 직경 140 ㎜로 원주 가공하 다. 함수율 측

정을 하여 길이방향으로 말단부와 심부에서 함수율 시험편

을 채취하고 Figure 2.1(a)와 같이 외경 140 ㎜, 길이 1.2 m의 시

험편 10개를 비하 다.

  원주재의 건조스 은 Table 2.1의 FPL의 열기건조스 을 

참고하 다. 건조 후기를 기 으로 평형함수율이 같은 조건에서 

건조속도를 높이기 하여 용온도를 10℃ 높이고 결함을 이

기 해서 상 습도 조건을 높게 설정한 Table 2.2의 건조스

에 따라 건조하 다(Simps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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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ime schedule for kiln drying softwood lumber at 

conventional temperature (76 ㎜, CC)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24 24 54 100

24 48 24 60 75

48 72 24 71 44

72 96 24 85 20

96 120 24 85 16

120 144 24 85 14

Table 2.2 Drying schedule for round timber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32 32 90 60

32 85 53 9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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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한 건조기는 한국종합기기제작소에서 제작하 으

며 외부 2,300 ㎜(길이) × 1360 ㎜(폭) × 1080 ㎜(높이), 내부 

1,570 ㎜(길이) × 1,200 ㎜(폭) × 640 ㎜(높이)의 크기로 Figure 

2.2와 같다. 바닥에 치한 열선에 의하여 가열되어 온도를 조

하며 증습장치에 의해 습도가 조 된다. 건조기 측면에 치한 

송풍기에 의해 원목 길이방향으로 바람이 작용한다. 건조 시 

용되는 풍속은 풍속계(8386A, TSI Inc.)로 측정하 으며 측정된 

풍속은 3m/s이었다.

  열기건조  시험편의 무게를 측정하고, 기함수율을 근거로 

시험편의 건무게를 계산한 후, 건무게와 실험 도  변화된 

시험편의 무게를 이용하여 함수율 변화를 측정하 다.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 측정을 하여 열기건조  건조결함을 

표면할렬  갈라짐으로 구분하여 건조결함을 측정하 다. 측정 

길이 300 ㎜인 버니어 캘리퍼스(CD-30PSX, Mitutoyo Corp.)와 자

를 사용하여 표면할렬과 갈라짐의 길이, 두께, 폭을 측정하 다. 

길이 30 ㎜ 이상의 표면할렬  갈라짐을 상으로 원주재 열기

건조 시 건조결함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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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Dry kiln for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Hankuk Scientifc Technology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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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열기건조  재내 부 별 함수율 변화 측정

  원주재의 수분 달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건조 시작 후 14, 

28, 50, 60, 85시간에 Figure 2.3과 같이 횡단면으로부터 100 ㎜. 

600 ㎜, 1100 ㎜ 치인 심부와 섬유방향 양말단부에서 두께 

20 ㎜의 부 별 함수율 시험편을 채취하 다. 이를 이용하여 원

주재의 심부와 말단부의 함수율 분포  건조속도를 측정하

다. 한 횡단면 상에서 목재 외표면, 목재 심부, 목재 내부로 

나 어진 내부 부 별 함수율 분포  건조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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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Location for measuring sectional MC in roun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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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열 달 

 수분이동 측정

2.3.1 열기건조 개요

  천연건조 시 건조 시간  결함을 이기 해 공재를 열기

건조하 다. 리기다소나무 원목을 벌채하여 길이 2.7 m로 조재 

후 직경 140 ㎜로 원주 가공하고 직경 80 ㎜로 원주재 심부를 

공 가공하 다. 함수율 측정을 하여 길이방향으로 말단부와 

심부에서 함수율 시험편을 채취하고 Figure 2.1(b)와 같이 외경 

140 ㎜, 길이 1.2 m의 공재 시험편 10개를 비하 다. 

  실험  시험편의 내부 부 별 함수율을 균일화하고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하기 하여 냉장보 하고 온습도 변화를 자료수집

장치(U14-001, Onset Computer Corp.)를 이용하여 기록하 다. 

Figure 2.4는 시험편을 보 할 냉장고의 온습도 변화를 10일 동안 

측정한 그래 로 온도 조건은 5.5±0.5℃이고 습도는 94±5%RH로 

유지되었다.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의 열기건조스 은 Table 2.3-4의 

FPL의 열기건조스 을 참고하 다. 건조 후기 기 으로 건조속

도를 향상시키기 해 평형함수율이 같은 조건에서 용온도를 

10℃ 높이고 건조결함을 이기 해서 상 습도 조건을 높게 

설정한 Table 2.5-6의 건조스 에 따라 열기건조하 다.

  건조 후 건조결함을 측정하고 표면할렬  갈라짐으로 구분하

다. 측정 길이 300 ㎜인 버니어 캘리퍼스(CD-30PSX, Mitutoyo 

Corp.)와 자를 사용하여 건조결함의 길이, 두께, 폭을 측정하고 

길이 30 ㎜ 이상의 건조결함을 상으로 실링 유무에 따른 공

재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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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cold storage

Table 2.3 Drying schedule for Southern yellow pine lumber 

(25 ㎜ for lower grades, T12-C5)

MC

(%)

Dry bulb 

temp. (℃)

Wet bulb 

temp. (℃)

RH

(%)

EMC

(%)

>40 71 66 78 12

40 71 63 70 10

35 71 60 59 8

30 77 63 53 7

25 77 60 46 6

20 82 63 42 5

15 82 54 26 4



32

Table 2.4 Drying schedule for Southern yellow pine lumber 

(25 ㎜ for upper grades, T13-C6)

MC

(%)

Dry bulb 

temp. (℃)

Wet bulb 

temp. (℃)

RH

(%)

EMC

(%)

>40 77 68 69 9

40 77 66 61 8

35 77 63 53 7

30 82 66 48 6

25 82 63 42 5

20 88 68 43 5

15 88 60 29 4

Table 2.5 Drying schedule for center-bored round timber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8 8 90 60

8 32 24 95 40

Table 2.6 Drying schedule for sealed center-bored round timber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8 8 90 60

8 40 32 9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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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외표면 실링처리

  공재 열기건조 시 외표면 실링처리를 통하여 건조  수분

이동 방향을 내표면으로 유도하여 목재 내 수분경사를 이고 

외부에 압축응력이 작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표면할렬의 발생을 

막고자 하 다.

  10개의 시험편  5개는 건조  공재 외표면에 발생하는 

건조결함을 막기 해서 외표면 실링처리를 용하 다. 라스

틱 랩(polyethylene)으로 Figure 2.5(b)와 같이 공내부표면을 제외

한 공재의 횡단면과 외표면을 실링하 다. 나머지 5개의 시험

편은 외표면을 실링처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라스틱 랩(polyethylene)을 사용하여 외표면을 

실링하 으나 천, 알루미늄 랩, 철 , 종이 등 목재 외표면으로의 

수분이동을 막을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료를 사용

하여 도포하는 법 등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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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bored timber          (b) outer surface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2.5 Outer surface seal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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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열기건조  재내 부 별 온도변화 측정

  공재와 외표면을 실링한 공재(실링 공재)와 열기건조  

목재의 외표면과 목재 심부 온도를 측정하 다. 이를 통하여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열 달을 분석하고자 하

다. 

  목재 외표면과 목재 내부 15 ㎜ 지 에 열 (Thermocouple)

를 Figure 2.6과 같이 삽입하고 자료수집장치(CR1000, Campbell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 기록하 다. 측정된 온도

를 이용하여 건조 시간에 따른 공재와 실링 공재의 온도 변

화를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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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bored timber

(b)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2.6 Location for measuring temperature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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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건조  재내 부 별 함수율 변화 측정

  열기건조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의 수분이동 변

화를 분석하기 하여 건조 시작 후 2, 4, 8, 16, 24, 32, 40시간

에 공재 횡단면으로부터 100 ㎜ 치에서 두께 20 ㎜의 부

별 함수율 시험편을 Figure 2.7과 같이 잘라내었다. 이를 건하

여 공재 내부의 부 별 함수율 분포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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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bored timber

         

(b)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2.7 Location for measuring sectional MC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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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원주재  공재 천연건조

3.1.1 천연건조 개요

  원주재  공재의 천연건조 시 온습도 조건  함수율 변화

는 Figure 2.8과 같았다. 총건조시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120일이

었다. 원주재는 약 120일 이후 최종함수율인 10%에 도달하 고 

공재는 최종함수율인 10% 도달까지 약 80일이 소요되었다. 월

별 온습도 조건의 변화는 Table 2.7과 같았다.

  천연건조 시 함수율 15% 이하에서는 건조속도가 매우 낮은 값

을 보여 함수율이 15%에 도달하기까지의 원주재와 공재의 건

조시간을 비교하 다. 함수율 15% 까지의 건조시간은 원주재는 

약 80일, 공재는 약 40일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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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conditions during air 

drying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Month 7 8 9 10 11

Temp.

(℃)

27.07 28.87 25.64 21.77 17.16 

±0.60 ±0.88 ±0.94 ±2.18 ±1.52 

RH

(%)

72.30 69.40 59.96 51.28 39.07 

±3.26 ±5.41 ±6.74 ±7.15 ±8.23 

Figure 2.8 Average MC change of ∅ 140 ㎜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during air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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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재와 공재의 건조속도를 비교하 다. 공재의 건조속도

는 2.2%/day로 원주재의 건조인 0.8%/day에 비하여 2배 이상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원주재와 공재의 천연건조 시 건조시간과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도는 Figure 2.9-10과 같았다. 

  건조시간에 따른 건조속도는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지수 함수 형

태로 감소 경향을 보 다. 원주재에 비하여 공재의 건조속도의 편

차가 크게 측정되었다. 원주재는 외표면 만으로의 수분이동으로 건

조되는 반면 공재는 공 외표면과 공 내표면에서 건조가 이루

어져 기함수율 분포의 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공 가공 시 편심 가공된 경우 수분이동거리와 선과 방사방

향의 수분이동 속도의 차이가 향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재와 공재의 함수율과 건조속도의 계는 섬유포화  이하

의 함수율에서 거듭제곱 추세선형으로 감소하 다. 수분의 확산은 

함수율 경사에 향을 받으므로 높은 함수율에서 높은 건조속도를 

보인다(Siau, 1995). 건조시간과 건조속도의 계와 마찬가지로 공

재에서는 공 내표면으로의 수분이동으로 인한 함수율 분포와 편

심 가공의 향으로 편차가 조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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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und timber

(b) center-bored timber

Figure 2.9 Drying rate change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during air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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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und timber

(b) center-bored timber 

Figure 2.10 Relation between MC and drying rate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during air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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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천연건조 시 건조결함 

  원주재와 공재의 천연건조 시 건조결함은 Table 2.8과 같았

다. 원주재 천연건조 시 건조결함을 측정한 결과 Figure 2.11과 

같이 4.0±3.0개의 표면할렬이 발생하 으며 길이는 157±169 ㎜이

었다. 길이 366±275 ㎜의 갈라짐은 2.2±1.8개가 발생하 다.

  공재 천연건조시의 건조결함을 측정한 결과 3.6±2.3개의 표

면할렬이 발생하 으며 길이는 79±58 ㎜이었다. 갈라짐은 발생하

지 않았다. 

  원주재 천연건조 시에 비하여 공재 천연건조 시 건조결함이 

감소하 다. 공가공으로 인한 수분이동거리 감소하고 건조 시

간이 단축됨으로써 수분경사가 어들고 수분경사가 작용하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건조응력이 감되어 건조결함의 발생이 

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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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Air dried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Table 2.8 Drying defects of air dried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number length (㎜)

round timber
surface check 4.0±3.0 157±169

split 2.2±1.8 366±275

center-bored 

timber

surface check 3.6±2.3 79±58

split - -

(a) air dried round timber

(b) air dried center-bored timber



46

3.2 원주재 열기건조

3.2.1 열기건조 개요

  원주재 열기건조 시 수분 달을 분석하 다. 리기다소나무 원

주재 열기건조 시 건조스 에 따른 함수율 변화는 Figure 2.12

와 같았다. 건조시간은 85시간이었으며 최종함수율은 11.1±1.0%

이었다.

  원주재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에 따른 건조속도는 Figure 2.13과 

같았다. 건조 기 고습조건에서는 건조속도의 변화가 미미하

다. 건조스  95℃ 용 이후 시간에 따른 건조속도는 지수 함

수 형태로 감소하 다. 이는 건조가 진행될수록 목재 내 자유수

가 없어지고 결합수의 비율이 증가하며 자유수에 비하여 결합수

의 제거에 많은 에 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열기건조 시 건조

시간에 따른 건조속도의 변화는 천연건조 시 건조시간에 따른 

건조속도의 변화와 달리 건조스 의 용으로 차이를 보 다.

  원주재 열기건조 시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도는 Figure 2.14와 

같았다. 섬유포화  이상에서 함수율 감소에 따른 건조속도의 변

화는 작은 값을 보 다. 섬유 포화  이하에서 함수율이 감소함

에 따라 건조속도는 거듭제곱 추세선형으로 감소하 다. 건조시

간과 건조속도와의 계와는 달리 함수율에 따른 건조 속도는 

천연건조 시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도의 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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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Drying schedule and average MC change of roun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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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Drying rate change of round timber during kiln drying

Figure 2.14 Relation between MC and drying rate of roun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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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분이동 분석

  열기건조  원주재의 섬유방향 길이의 심부와 말단부의 함

수율 변화는 Table 2.9와 같았다. 횡단면을 실링하 지만 섬유방

향으로의 수분이동을 완 히 막지 못하여 말단부에 비하여 심

부의 함수율 감소는 조  느린 경향을 보 다. 이에 따라 원주재

의 말단부의 기함수율은 심부에 비하여 더 높은 값을 보

지만 열기건조 후 말단부의 함수율은 심부에 비하여 더 낮은 

값을 보 다.

  열기건조  원주재의 부 별 함수율 변화는 Figure 2.15와 같

은 경향을 보 다. 원주재의 심부와 말단부 모두 변재 부 인 

목재 외표면의 기함수율이 높은 값을 보 다. 

  원주재 열기건조 시에는 외표면으로 수분이 이동하여 증발하

므로 심부와 말단부 모두 변재부터 건조되기 시작하여 횡단면 

상에서 목재 외표면, 목재 심부, 목재 내부 순으로 건조가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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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Partial MC of round timber at center and edge position 

during kiln drying

time (hour) 0 14 28 50 60 85

MC

(%)

center 47.2 44.5 35.4 20.6 17.8 14.3

 edge 53.8 34.1 32.2 19.0 16.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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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our)

center edge

0

14

28



52

50

60

85

Figure 2.15 Sectional MC of roun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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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재 열기건조 시 수분경사는 Figure 2.16과 같았다. 건조 

기의 수분경사는 심부와 말단부 모두 변재부의 기함수율이 

높아 큰 값을 보이다가 외표면으로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변재

부의 함수율이 감소하여 건조 기까지 차 감소하게 된다. 하

지만 건조 기 이후에도 원주재의 외표면에서 수분의 증발이 

이루어지므로 변재부의 함수율이 심재부에 비하여 격하게 낮

아짐에 따라서 수분경사가 크게 발생하여 유지되었다. 이러한 수

분경사는 원주재의 심부와 말단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원주재 열기건조 시 발생하는 큰 수분경사는 건조결함의 결

과에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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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6 MC gradient in round timber during kiln drying



55

3.2.3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 

  원주재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은 Table 2.10과 같았다. 원주재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을 측정한 결과 Figure 2.17과 같이 길이 

68±41 ㎜, 44.8±44.8개의 표면할렬이 발생하 다. 갈라짐은 

2.6±1.8개가 발생하 으며 길이는 130±116 ㎜이었다. 

  원주재 천연건조 시 건조결함과 비교하면 건조결함의 길이는 

크게 감소하 으나 건조결함의 수는 증가하 다. 천연건조 시 건

조결함은 발생면 이 크고 할렬의 길이가 상 으로 긴 반면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은 작은 크기의 표면할렬이 다수 발생하여 

수가 많이 측정되었다.

  열기건조는 천연건조에 비하여 건조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건조

응력이 작용하는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큰 건조결함의 발생 가

능성은 낮아졌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목재의 강도가 감소하므

로 부 별로 작은 표면할렬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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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7 Kiln dried round timber

Table 2.10 Drying defects of kiln dried round timber

number length

surface 

check
44.8±44.8 68±41

split 2.6±1.8 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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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의 열 달  수분이

동 분석

3.3.1 열기건조 개요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의 열기건조 시 열 달과 수

분이동을 분석하 다.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스 에 따른 함수율 

변화는 Figure 2.18과 같았다. 공재의 건조시간은 32시간이었으

며 실링 공재의 건조시간은 40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재와 실

링 공재의 최종함수율은 6%이었다. 

  외표면 실링처리로 인하여 최종함수율 도달까지 실링 공재

의 건조시간이 조  증가하 지만 공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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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8 Drying schedule and average MC change of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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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열 달 분석

  공재와 실링 공재의 열기건조  열 달을 분석하 다. 

공재와 실링 공재의 기 목재온도는 약 20℃이었으며 공재

와 실링 공재의 온도변화 경향은 Figure 2.19-20과 같았다. 

  공재 외표면의 온도는 건조 1시간 후 약 75℃, 2시간 후 8

5℃에 도달하 다. 공재 목질부의 내부온도는 건조 1시간 후 

70℃, 2시간 후 80℃로 상승하 다. 건조 3시간 후 설정온도에 

도달하 으며 이후 설정온도를 유지되었다. 건조 시작 후 2시간 

동안 실링 공재는 외표면으로의 기화열에 의한 열손실이 어 

공재보다 조  더 빠른 온도 상승을 보 다. 

  건조 기 이후 실링 공재는 건조속도가 느려 공재에 비

하여 약간 높은 함수율을 유지함으로써 목질부 온도 상승이 조

 느린 경향을 보 지만 체 으로 유사한 온도상승 경향을 

보 고 이후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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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9 Temperature change in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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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our) 0 1

Time
(hour) 2 3

Time
(hour) 16 40

Figure 2.20 Temperature change in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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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재와 실링 공재의 온도경사는 Figure 2.21과 같았다. 

공재와 실링 공재의 온도경사는 모두 1℃/㎜이하로 작은 값을 

보 다. 건조 1시간 후 공재의 온도경사는 0.5℃/㎜이었고 실링 

공재의 온도경사는 0.7℃/㎜로 공재의 온도경사와 유사한 값

을 보 다. 건조 2시간 후 온도경사는 공재에서 0.3℃/㎜, 실링 

공재에서 0.4℃/㎜이었으며 건조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감

소하여 부 별 온도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열기건조  공재와 실링 공재의 부 별 온도경사는 미미

하 으며 균일한 온도상승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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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 Temperature gradient in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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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수분이동 분석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부 별 함수율 

변화는 Figure 2.22-23과 같았다.

  건조  공재와 실링 공재의 기함수율은 약 30%이었다. 

공재는 공 외표면에서 함수율 감소가 진행되었고 실링 공

재는 공 내표면에서 함수율 감소가 크게 발생하 다. 

  건조 4시간 후 공재는 공 외표면의 함수율이 크게 감소하

다. 건조 16시간 후 공재는 공 외표면에서 실링 공재는 

공 내표면에서 가장 낮은 함수율 값을 보 다. 

  실링 공재는 외표면 실링처리로 인하여 목재 내 물분자들이 

내표면으로 이동, 증발하기 한 수분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건조시간이 약간 길어졌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표면 실링처리를 하여도 일부 수분은 외표면으로 이동하여 

증발한다. 한 외표면 실링처리로 인하여 수분이동거리는 증가

하지만 외표면에서의 열손실이 어 수분이동속도가 높아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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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 Sectional MC of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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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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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3 Sectional MC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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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부 별 건조속도는 Figure 

2.24와 같았다. 건조 기 공재는 공 외표면부터 빠르게 건

조되었으며 외표면의 건조속도는 3.9%/hour로서 공재 목질부나 

공 내표면의 건조속도보다 2배 이상의 큰 값을 보 다.

  반면 건조 기 실링 공재에서 공 내표면(2.1%/hour)의 건

조속도는 공 외표면(1.97%/hour)의 건조속도와 유사하 고 이러

한 경향은 건조 기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공재의 부 별 건조속도는 공 외표면, 공 내표면, 공

재 목질부 순으로 부  간 큰 차이가 있었으나, 실링 공재의 

부 별 건조속도는 유사한 값을 보 다.

  표면할렬은 수분경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표층세포에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재는 부 별 건조속도의 

큰 차이로 인해 수분경사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인장

응력을 받는 외표면의 표층 세포가 측면세포를 밖으로 어내면

서 두 세포 사이에 틈이 발생하여 표면할렬이 일어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실링 공재에서는 유사한 부 별 건조속도로 인하여 

외표면에 인장응력이 작게 작용하여 건조결함의 발생을 일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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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er surface section

(b) middle section

 (c) inner surface section

Figure 2.24 Drying rate of each section in center-bored wood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69

  공재와 실링 공재의 공 외표면 부 와 공 내표면 부

의 수분경사는 Figure 2.25와 같았다. 

  공재와 실링 공재의 부 별 건조속도를 통해 함수율 경사

를 측한 결과와 같이 공재 건조 시 외표면의 최 수분경사

는 0.84%/㎜로 실링 공재 건조 시 외표면의 최 수분경사인 

0.5%/㎜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 다.

  실링 공재는 공재에 비하여 공 내표면에서 높은 수분 

경사를 가졌으나 공 내표면은 공재의 형태  특성으로 인해

서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공재에 비하여 실링 공재의 작은 부 별 건조속도 차이는 

작은 수분경사를 유지하고 작은 수분경사는 건조응력을 감시

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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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er surface section

(b) inner surface section

Figure 2.25 MC gradient at outer section in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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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

  공재와 실링 공재의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은 Table 2.11과 

같았다. 공재와 실링 공재의 부 별 건조속도와 함수율 경사

의 차이로 인하여 Figure 2.26과 같이 실링 공재에서는 건조결

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재 열기건조 시에는 3.0±0.8개의 표

면할렬이 발생하 으며 길이는 90±45 ㎜이었다. 갈라짐은 52±3 

㎜길이로 1.0±0.8개가 발생하 다.

  공재와 실링 공재의 부 별 수분이동속도와 수분경사의 

차이가 건조결함 결과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

하여 외표면 실링처리는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을 막을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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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6 Kiln dried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Table 2.11 Drying defects of kiln dried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number length (㎜)

center-bored 

timber

surface check 3.0±0.8 90±45

split 1.0±0.8 52±3

sealed 

center-bored 

timber

surface check - -

split - -

(a) kiln dried center-bored timber

(b) kiln dried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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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원주재와 공재 천연건조에 비하여 원주재와 공재의 열기

건조는 건조시간  결함을 일 수 있었다.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은 원주재 열기건조에 비하여 1/2로 단축되었다. 원주재 

열기건조 시 발생하는 건조결함은 공재 열기건조를 통하여 

일 수 있었으며 공가공 후 외표면 실링처리하여 건조함으로써 

표면할렬 없이 빠르게 건조할 수 있었다.

  원주재와 공재의 천연건조는 열기건조에 비하여 건조시간이 

길고 건조결함이 크게 발생하 다. 공재 건조와 원주재 건조를 

비교하면 천연건조와 열기건조 모두에서 공재 건조 시 건조결

함이 더 작게 측정되었다. 공재와 원주재의 수분이동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수분이동거리의 감소에 따른 수분경사의 완화 효

과가 건조결함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재 열기건조 시 외표면 실링처리는 열 달에 있어 건조 

기 외표면에서 기화열에 의한 열손실을 임으로써 목재의 온

도를 빠르게 상승시켰다. 하지만 건조 기 이후 외표면에서의 

수분이탈이 방지되어 건조속도가 감소하는 특성을 보 다. 건조 

기 실링처리를 통하여 신속한 온도상승을 유도하고 건조 기 

이후에는 실링처리를 해제하여 건조속도를 진하는 방법의 개

발이 요구된다.

  외표면 실링처리는 공재 열기건조 시 부 별 건조속도를 균

일화함으로써 건조 시 발생하는 수분경사를 완화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건조응력의 감소로 건조결함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 3 장 

공재 열기건조 시 

변형  건조응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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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면재는 건조시간이 길고 내부에 큰 수분경사가 발생하여 

건조결함이 많이 발생한다. 단면재를 공 가공하고 외표면 실

링처리를 용하여 열기건조함으로써 건조응력을 이고 단면

재의 건조결함을 막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링 유무에 따

른 공재 열기건조 시 변형  건조응력을 측정하여 건조결함

을 억제하는 기작을 구명하고자 하 다.

  표면할렬은 수분경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표층세포에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원주재와 공재의 경우 인장

응력을 받는 외표면의 표층세포가 측면세포를 밖으로 어내면

서 두 세포 사이에 틈이 발생하여 할렬이 일어난다. Figure 3.1과 

같이 공재는 인장응력을 받는 공 내표면의 세포들이 측면의 

세포를 밖으로 어내도 구조상 측면의 세포가 서로 압축응력을 

받음으로써 할렬의 발생을 억제한다.

  실링 공재는 건조 시 공 외표면으로의 수분이탈을 억제함

으로써 내부수분경사가 완화되고 작은 수분경사는 작은 건조응

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외표면에 인장응력이 아닌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원주재 건조 시 발생하는 표면할렬을 감소

시키며 공재 내표면에서 발생한 인장응력은 공 부 의 세포

구성배열의 형태  특징 때문에 할렬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실링 공재 열기

건조 시 부 별 변형률을 측정하고 화상분석법과 유변학 인 모

델을 이용하여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건

조응력을 산정함으로써 외표면 실링처리가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응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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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und wood

(b) center-bored wood

    

(c) sealed center-bored wood

Figure 3.1 Drying stress of round wood, center-bored wood and 

sealed center-bored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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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방법

2.1 스트 인게이지를 통한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부 별 변형률 측정

  리기다소나무 원목을 벌채하여 길이 2.7 m로 조재 후 직경 

140 ㎜로 원주 가공하고 직경 80 ㎜로 원주재 심부를 공 가

공하 다. 말단부와 심부에서 함수율 시험편을 채취하고 직경 

140 ㎜, 공크기 80 ㎜, 길이 1.2 m인 리기다소나무 시험편 12

개를 사용하 다. 기함수율은 약 37%이었다.

  건조결함을 이기 해서 외표면  횡단면을 Figure 2.5(b)와 

같이 실링하고 Table 3.1의 건조스 에 따라 Figure 2.2의 건조

기로 열기건조하 다. 건조  시험편의 무게를 측정하여 함수율 

변화를 측정하 다.

  공재 열기건조 시 스트 인게이지(KFG-5-120 -C1-11L1M2R, 

Kyowa Co, Japan)를 이용하여 Figure 3.2와 같이 부 별 변형률 

측정하고 자료수집장치(TDS-303, TML, Japan)로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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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Time schedule for sealed center-bored timber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6 6 95 60

6 44 38 95 40

Figure 3.2 Image of kiln-dri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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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변학  거동을 이용한 공재 열기건조 시 

부 별 건조응력 측정

2.2.1. 열기건조 개요

  리기다소나무 원목을 벌채하여 길이 2.7 m로 조재 후 직경 

140 ㎜로 원주 가공하고 직경 80 ㎜로 원주재 심부를 공 가

공하 다. 말단부와 심부에서 함수율 시험편을 채취하고 직경 

140 ㎜, 공크기 80 ㎜, 길이 1.2 m인 리기다소나무 시험편 10

개를 비하 다. 기함수율은 약 60%이었고 길이방향의 확산

을 억제하기 하여 횡단면을 실링하 다.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변형률  건조

응력의 차이를 측정하기 하여 5개의 시험편은 Figure 2.5(b)와 

같이 외표면 실링처리하고 나머지 5개의 시험편은 실링처리하지 

않았다. Table 3.2-3의 건조스 에 따라 Figure 2.2의 건조기로 

열기건조하며 할렬이 발생하지 않은 시험편에서 부 별 변형률

을 측정하여 건조응력을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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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Drying schedule for center-bored timber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8 8 90 60

8 42 34 95 40

Table 3.3 Drying schedule for sealed center-bored timber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8 8 90 60

8 50 42 9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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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건조  재내 부 별 온도  함수율 측정

  열 달 측정을 해 Figure 2.6과 같은 치에서 공재와 실링 

공재의 건조  부 별 온도변화를 측정하 다. 온도 측정을 

하여 J type 열 와 자료수집장치를 사용하 다.

  건조  4, 16, 24, 32, 42시간에 Figure 2.7과 같이 시험편의 횡

단면에서 100 ㎜의 거리에서 두께 20 ㎜의 내부 부 별 함수율 

시험편을 채취하고 이를 건하여 내부 부 별 함수율을 측정하

고 수분이동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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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건조  재내 부 별 탄성 변형률  건조응력 측정

  건조응력을 측정하기 한 건조  목재의 탄성 변형률은 식 

3.1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3.1)

ɛe : 탄성 변형률

L0 : 시험편 단  길이

L1 : 시험편 단 후 길이

  공재 열기건조  재내 부 별 탄성 변형률을 측정하기 

하여 4, 16, 24, 32, 42시간에 할렬이 발생하지 않은 시험편을 

상으로 변형률 시험편을 채취하 다. Figure 3.3과 같이 시험편의 

횡단면에서 100 ㎜의 거리에서 두께 약 25 ㎜의 시험편을 단

하 다. 공재 시험편에서 변형률 시험편 단  부 별 변형

률을 측정하기 한 길이 표식을 남기고 길이정보를 포함한 이

미지를 획득하 다.

  공재 시험편에서 부 별 변형률 시험편을 채취하고 슬라이

스법으로 단한 후 탄성 변형률을 측정하기 해 단 과 같

은 방법으로 길이정보를 포함한 이미지를 획득하 다. 

  각 시험편의 길이는 ProgResⓇ CapturePro 2.7 로그램을 사용

하여 이미지 상의 길이정보를 바탕으로 측정하고 부 별 탄성 

변형률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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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efore cutting         (b) after cutting

Figure 3.3 Deformation measurement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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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의 건조응력은 식 3.2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Zhan and 

Avramidis, 2011). ɛe는 탄성 변형률, E(M,T)는 온도  함수율에 따

른 인장탄성계수이다.

 × (3.2)

  열기건조  온도와 함수율의 변화에 따른 인장탄성계수는 식 

3.3, 3.4를 통하여 구하 다(Dengyun et al, 2007, Han, 2014). 

 



×

 


℃≤≤℃  (3.3)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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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스트 인게이지를 통한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변형률 결과

3.1.1 열기건조 개요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온습도 설정에 따른 함수율 변화는 

Figure 3.4와 같았다. 리기다소나무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

은 44시간이었고 최종함수율은 6%이었다.

  건조시간과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도는 Figure 3.5-6과 같았다. 

건조 기 결과는 목재 가열과 스  변경으로 인한 건조속도

의 차이를 보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건조시간에 따른 건조속도는 이  공재 천연건조  열기건

조 시 연구결과와 다르게 건조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도에서도 함

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그 

경향성은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외표면 실

링처리로 인한 건조속도의 변화가 향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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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Drying schedule and average MC chang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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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Drying rate chang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Figure 3.6 Relation between MC and drying rat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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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열기건조 시 변형률 변화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스트 인게이지를 통한 부 별 변형률

은 Figure 3.7과 같았다. 선방향이 방사방향보다 큰 변형률을 보

으며 섬유방향의 변형률은 미미하 다. 열기건조 시 공 내표면의 

변형률이 공 외표면의 변형률 보다 큰 값을 보 다. 외표면 실링

처리로 인하여 공 내표면으로 건조되어 내표면의 함수율이 더 낮

아 변형률이 크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선 방향은 외표면에서 

조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변재부의 변형률은 심재부

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공 외표면과 내표면의 선방

향 변형률 결과에 향을 미친 요소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공재 열기건조 시 스트 인게이지를 통하여 부

별 변형률을 측정하 으나 건조응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없어 유

변학 인 모델을 사용하여 건조응력을 산정하 다. 공재 열기건조 

시 스트 인게이지로 부 별 변형률을 측정하고 동시에 부 별 함

수율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면 건조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Dengyu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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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er surface

(b) inner surface

Figure 3.7 Partial shrinkage during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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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변학 인 거동을 이용한 공재 열기건조 시 

변형률  건조응력 결과

3.2.1 열기건조 개요

  변형률 측정을 한 열기건조 시 공재의 건조시간은 42시간

이었고 실링 공재의 건조시간은 50시간이었다.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온습도 설정에 따른 함수율 변화는 Figure 

3.8과 같았다. 공재의 최종함수율은 9%, 실링 공재의 최종함

수율은 12%이었다.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에 따른 건조속도

는 Figure 3.9와 같았다.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에 따른 건

조속도는 건조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수 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에 따른 건조

속도는 선형 으로 감소하 다.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도는 

Figure 3.10과 같았다. 공재 열기건조 시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

도는 함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거듭제곱 추세선형으로 감소하

으며 경향성은 높게 나타났다.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함수율

에 따른 건조속도는 함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하

으며 경향성 한 높게 나타났다.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기간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

도의 변화는 Figure 3.5-6의 결과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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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Drying schedule and average MC change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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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bored timber

(b)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3.9 Drying rate change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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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Relation between MC and drying rate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a) center-bored timber

(a)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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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건조  재내 부 별 온도  함수율 결과

  열기건조  공재와 실링 공재의 온도  온도경사는 

Figure 3.11-12와 같았다. 공재와 실링 공재는 비슷한 온도 상

승 경향을 보 고 온도경사 한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건조 3

시간 후 설정온도에 도달하 으며 이후 설정온도를 유지되었다. 

이는 Figure 2.19-21의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열 달 분석과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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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er surface

(b) middle

Figure 3.11 Temperature change in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97

Figure 3.12 Temperature gradients in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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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부 별 함수율 변화와 건조

속도는 Figure 3.13-14와 같았다. 건조 기 공재는 공 외표면

에서 빠르게 건조되었다. 공 외표면의 건조속도는 1.3%/hour로

서 공재 목질부나 공 내표면의 건조속도보다 큰 값을 보

다. 건조 기 실링 공재에서 공 외표면의 건조속도

(0.9%/hour)는 공 내표면의 건조속도(0.3%/hour)보다 큰 값을 보

으나 그 차이는 공재에 비하여 크지 않았다.

  공재의 부 별 건조속도는 공 외표면, 공재 목질부, 공 

내표면 순으로 부  간 큰 차이가 있었으나, 실링 공재의 부 별 

건조속도는 공재에 비하여 차이가 었다. 

  공재에 비하여 실링 공재의 작은 부 별 건조속도 차이는 

Figure 3.15와 같이 작은 수분경사를 유지하게 하여 작은 건조응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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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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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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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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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our)

4 16

Time
(hour) 24 42

(b)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3.13 Sectional MC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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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er surface section

(b) middle section

 (c) inner surface section

Figure 3.14 Drying rate of each section in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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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er surface section

(b) inner surface section

Figure 3.15 MC gradient at outer section in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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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건조  재내 부 별 탄성 변형률  건조응력 결과

  리기다소나무 공재와 실링 공재의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

에 따른 탄성 변형률은 Figure 3.16과 같았다. 건조 기 공재

는 공 외표면에서 실링 공재는 공 내표면에서 수축이 크

게 발생하 다. 공재는 공 외표면에서 실링 공재는 공 

내표면에서 빠른 건조속도를 보이며 이러한 결과가 탄성 변형률 

값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공재와 실링 공재 모두 건조 후기로 진행될수록 부 별 

건조속도가 감소하여 탄성 변형률은 작은 값을 보 으며 이로 

인하여 건조 후기 건조응력이 작게 산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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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bored timber

(b)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3.16 Elastic strain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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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다소나무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에 

따른 부 별 건조응력은 Figure 3.17-18과 같았다. 리기다소나무의 

섬유직각방향의 인장강도는 3.8 ㎫이며 0℃에서 100℃ 범 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Jo et 

al, 1982, Youngs, 1957, Gerhards, 2007). 

  열기건조 시 온도 변화에 섬유직각방향 인장강도(F t⊥)를 결정

하기 해서 식 3.5의 선형 회귀식을 이용하 다. T는 건조 시 

목재의 온도(℃)이다(Palka, 1973, Wu, 1993).

⊥ ℃≤℃                (3.5)

  공재의 최 인장응력은 건조 기 공 외표면에서 0.7 ㎫의 

값을 보 으며 실링 공재의 최 인장응력은 공 내표면에서 

0.2 ㎫의 값을 보 다.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최

인장응력은 온도 변화에 따른 리기다소나무의 섬유직각방향 인

장강도인 1.5 ㎫을 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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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Sectional drying stress of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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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Sectional drying stress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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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4시간 후 공재와 실링 공재의 부 별 건조응력은 

Figure 3.19와 같았다. 공재의 외표면에는 큰 인장응력이 발생

하 으나 실링 공재의 외표면은 건조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

았다. 실링 공재는 공 내표면에서 인장응력이 작용하 다.

  건조 16시간 후 공재와 실링 공재의 부 별 건조응력은 

Figure 3.20과 같았다. 공재의 외표면에서는 여 히 인장응력이 

작용하 으나 실링 공재의 외표면은 압축응력이 작용하 다. 

반면 공재의 내표면은 압축응력이 실링 공재의 내표면은 인

장응력이 작용하 다.

  건조 24시간 후 공재와 실링 공재의 부 별 건조응력은 

Figure 3.21과 같았다. 공재와 실링 공재 모두 외표면에서 압

축응력이 작용하 다. 공재와 비교하여 실링 공재 내표면에

서 압축응력이 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 다. 

  건조 42시간 후 공재와 실링 공재의 부 별 건조응력은 

Figure 3.22와 같았다. 공재와 실링 공재 모두 외표면의 건조

응력은 압축응력이 계속 작용하 다. 건조 후기 건조응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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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bored timber

(b)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3.19 Sectional drying stress in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at 4 hours after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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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bored timber

(b)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3.20 Sectional drying stress in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at 16 hours after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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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bored timber

(b)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3.21 Sectional drying stress in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at 24 hours after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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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bored timber

(b)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3.22 Sectional drying stress in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at 42 hours after kiln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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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유변학 인 모델을 사용하여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탄성 변형률을 측정하고 건조응력을 분석하 다. 

공재의 최 인장응력은 실링 공재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 다. 

공재는 공 외표면에서 최 인장응력이 발생한 반면 실링 

공재는 반면 공 내표면에서 최 인장응력이 발생하 다. 최  

압축응력은 공재와 실링 공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표면 실링처리로 최 인장응력을 1/3로 일 수 있었으며 외

표면 실링처리를 통한 건조응력의 감 효과로 공원주재 열기

건조 시 건조결함의 발생이 히 감소하 다. 

  건조 기는 실링처리를 통하여 건조응력을 최소화하고 건조 

기 이후에는 실링처리를 해제하여 건조속도를 진하는 방법

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직 인 실링처리가 아닌 건조조건, 

즉 증습처리 등을 통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한 공재 열기건조 후 건조결함과 건조응력의 발생은 미미

하므로 건조시간을 단축시키기 하여 고온건조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 4 장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 분석



116

1. 서론

  목제품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이용함수율에 맞추어 

한 건조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건조방법  천연 건조는 

건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 이 있으나 건조시간이 길고 건

조결함이 많이 발생하는 단 을 지닌다. 열기건조는 건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목재는 열기건조 

시 많은 에 지를 사용하며 건조 시 소요에 지는 목제품 제조

공정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건조공정에 사용되는 에 지를 감하기 하여 여러 가지 노

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면재 건조 시 공가공 후 열기 

건조하는 방법은 소요에 지를 크게 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가공 유무에 따른 원주재와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117

2. 재료  방법

2.1 건조 시 총소요에 지

  건조에 사용되는 총소요에 지는 건조기에 산 력계를 부착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건조 시 소요에 지를 측정하 다. 건

조 시 총소요에 지는 송풍기 작동 에 지, 열선가동 에 지, 증

습장치 가동 에 지로 구분하 다.

  건조실의 풍속을 유지하기 해 가동되는 송풍기에 필요한 에

지인 송풍기 작동에 지는 건조기의 송풍기를 가동하여 실측

한 시간당 소요에 지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구하 다. 

  건조스 에 따른 건조기 내 온도 유지  열손실에 지에 

이용되는 에 지인 열선가동 에 지는 실제 건조 시 용한 스

과 동일한 온도조건으로 빈 건조기를 가동하여 구한 시간당 

소요에 지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Eom et al, 2008).

  건조스 의 습도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에 지를 증습장치 가

동에 의해 소요되는 에 지로 가정하 으며 실제 측정된 총소요

에 지에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해 필요한 이론  에

지, 송풍기 작동 에 지, 열선가동 에 지를 제외한 값으로 증

습장치 가동 에 지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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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

  이론 으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해 필요한 에 지

는 목재가열, 잔존수분 가열, 흡습열 극복, 목재로부터 제거될 수

분의 가열과 증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의 가열과 조습에 

필요한 에 지로 나  수 있다. 이러한 에 지는 아래의 식을 이

용하여 구하 다. 목재 가열을 한 에 지(H1)는 식 4.1과 같이 

계산하 다. W0는 목질의 건 무게(g), Cw는 목질의 비열(cal/g℃), 

T0는 목질의 가열 후 온도(℃), T1은 목질의 가열  기온도(℃)

이다. 

  ··············································································· (4.1)

  이 때 목질의 비열은 일정 온도 범 에서 식 4.2와 같이 표

된다. 

      ······························································ (4.2)

  잔존수분 가열을 한 에 지(H2)는 식 4.3과 같이 계산하 다. 

mR은 목재 내 잔존수분의 양을 나타내는 분율 함수율(g/g), Cwater

는 물의 비열(cal/g℃)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의 비열은 1cal/g℃를 

사용하 다.

  ····································································· (4.3)

  흡습열 극복을 한 에 지(H3)는 식 4.4와 같이 계산하 다.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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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e는 목질의 단 무게당 탈착열(cal/g)이며 식 4.5와 같이 계산

하 다(Jung et al, 2008). 

 
  ········································································· (4.5)

  목재로부터 제거될 수분의 가열과 증발을 해 계산된 에 지

(H4)는 식 4.6과 같이 계산하 다. Δmci는 건조스 의 각 단계

별 감소되는 함수율(g/g), ΔTi는 각 단계별 건구온도와 외기온도

의 차(℃), hwater는 물의 기화잠열(cal/g)이다.

 
 



  ················································ (4.6)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의 가열과 조습을 해 계산된 에

지(H5)는 식 4.7과 식 4.9를 더하여 계산하 다. 유입공기의 가열

을 해 계산된 에 지는 식 4.7과 같이 계산하 다. Cpa는 건조

공기의 비열(=0.24cal/g℃), G는 비습도(kg/kg)이다.

 
 





∆∆
····································································· (4.7)

  비습도 G는 식 4.8로 구할 수 있다. H는 상 습도(분율), pat는 

기압(76cmHg), pv는 온도 T(℃)에서의 물의 포화증기압(cmHg)이다.

 


··············································································· (4.8)

  수증기의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는 식 4.9와 같이 계산하

다. Cps는 증기의 비열(=0.45cal/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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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이를 통해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론  에 지

(H6)는 H1, H2, H3, H4, H5의 합으로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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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조 소요에 지 효율  비에 지

  건조에 사용되는 총소요에 지와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를 바탕으로 에 지 효율 Ee을 식 4.10을 사용하여 결정하

다(Menshutina et al, 2004, Jung et al, 2008). 

 
required energy to remove the water from the wood 

consumed energy during drying   (4.10)

  건조 소요에 지 효율은 건조시간과 기함수율, 최종함수율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건조시간과 기함수율 등 조건의 차

이가 있는 건조공정의 에 지 효율을 비교하기 하여 단  수

분 제거량 당 소요에 지인 비에 지 Es를 식 4.11에 따라 구하

다(Soysal et al, 2006). 

 
consumed energy during drying

amount of removed water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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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원주재와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

3.1.1 건조 시 총소요에 지

  원주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는 Figure 2.12의 실험결과를 사

용하 고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는 Figure 3.8의 실험결

과를 사용하 다. 원주재와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는 Table 

4.1과 같았다. 원주재 열기건조에는 357.3 kWh, 공재 열기건조에

는 185.9 kWh가 사용되었다. 공가공을 통하여 건조 시간을 단축

함으로써 총소요에 지를 1/2로 감할 수 있었다. 

  건조기 작동 시 풍속은 3m/s이었으며 Fan 작동 에 지는 시간당 

0.24 kWh가 사용되었으며 건조 조건에 계없이 일정한 값을 보

다. 건조기 내 온도 설정에 따른 열손실 에 지는 총소요에 지의 

약 30%를 차지하 으며 증습장치 가동 에 지는 총소요에 지의 약 

50%를 차지하여 온습도 유지에 많은 에 지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건조기는 연구용으로 제작되어 건조 용량이 크

지 않아 에 지 효율이 높지 않고 실험  데이터 측정을 하여 

환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열손실량과 증기 손실량이 상 으

로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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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Actual energy (kWh) for kiln drying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Fan operation
Set-temperature 

maintenance

Total 

consumed 

energy

round timber 20.4 113.0 357.3

center-bored  

timber 
10.1 56.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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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Energy consumption for kiln drying of round timber

Figure 4.2 Energy consumption for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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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

  원주재와 공재 열기건조 시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2와 같았다. 원주재 열기건조 시 목재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H1)는 2.7 kWh, 잔존수분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H2)는 0.9 kWh, 흡습열 극복을 한 에 지(H3)는 0.5 kWh, 

목재로부터 제거될 수분의 가열과 증발을 해 계산된 에 지(H4)는 

27.5 kWh,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의 가열과 조습을 해 계산

된 에 지(H5)는 2.2 kWh이었다. 이를 통해 계산된 목재로부터 수

분을 제거하기 한 이론  에 지는 33.8 kWh이었다. 

  공재 열기건조 시 목재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H1)는 1.8 

kWh, 잔존수분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H2)는 0.5 kWh, 흡습열 

극복을 한 에 지(H3)는 0.4 kWh, 목재로부터 제거될 수분의 가열

과 증발을 해 계산된 에 지(H4)는 21.1 kWh, 외부로부터 유입되

는 공기의 가열과 조습을 해 계산된 에 지(H5)는 2.0 kWh이었

다. 이를 통해 계산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론  에

지는 25.8 kWh이었다. 공재는 원주재에 비하여 공가공으로 

목질부가 감소하 기 때문에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

론  에 지가 작게 계산되었다. 

 



126

Figure 4.3 Required energy to remove the water from the wood 

for kiln drying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Table 4.2 Theoretical energy (kWh) for kiln drying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round timber center-bored timber

Wood volume (m3) 0.18 0.12

Initial MC (%) 61 61

Final MC (%) 11 9

H1 2.7 1.8 

H2 0.9 0.5

H3 0.5 0.4 

H4 27.5 21.1

H5 2.2 2.0

H6(H1+H2+H3+H4+H5) 33.8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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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건조 소요에 지 효율  비에 지

  원주재 열기건조에는 357.3 kWh가 사용되었고 목재의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는 33.8 kWh이었다. 이를 통해 계산된 에 지 효

율은 9.4%이었다. 반면 공재 열기건조에는 185.9 kWh가 사용되었

으며 목재의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는 25.8 kWh이었다. 이

를 통해 계산된 에 지 효율은 13.9%이었다. 공재 열기건조는 원

주재 열기건조에 비하여 건조시간 단축을 통하여 소요에 지를 크

게 감하여 공가공으로 인해 목재의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가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건조 소요에 지 효율이 높게 나

타났다.

  건조공정의 차이에 따른 건조 소요에 지 효율을 알아보기 한 

원주재 열기건조 시 비에 지(단  수분 제거량 당 소요에 지)는 

9.3 kWh/kg이었으며 공재 열기건조 시 비에 지는 6.3 kWh/kg이

었다.

  원주재와 공재 열기건조 시 시간에 따른 비에 지의 변화는 

Figure 4.5와 같았다. 건조 기 비에 지 감소하다가 건조 기 이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함수율에 따른 원주재와 공재 열기건

조 시 에 지 효율과 비에 지는 Figure 4.6-7과 같았다. 건조 기 

에 지 효율이 낮고 비에 지가 높은 것은 가열기간으로 수분 증발 

없이 에 지가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에 지 효율과 비에 지는 상

반된 경향을 보 으며 섬유포화  이하에서 함수율이 감소함에 따

라 에 지 효율은 감소하고 비에 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비에 지를 구한 결과 공재 열기건조 공정은 원주재 열기건조 

공정에 비하여 단 수분을 제거하기 한 에 지가 작은 값을 보

으므로 소요에 지 측면에서 효율 인 건조공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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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Consumed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for kiln drying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Figure 4.5 Specific energy for kiln drying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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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Specific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change by MC 

during kiln drying of round timber

Figure 4.7 Specific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change by MC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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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

3.2.1 건조 시 총소요에 지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는 Figure 3.8의 

실험결과를 사용하 다.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는 Table 4.3과 같았다. 공재 열기건조에는 185.9 kWh, 실링 

공재 열기건조에는 220.1 kWh가 사용되었다. 실링 공재 열기건

조는 공재 열기건조에 비하여 긴 건조시간으로 인해 총소요에

지가 조  더 큰 값을 보 다.

  건조기 작동 시 풍속은 3m/s이었으며 Fan 작동 에 지는 시간당 

0.24 kWh가 사용되었으며 건조 조건에 계없이 일정한 값을 보

다. 건조기 내 온도 설정에 따른 열손실 에 지는 총소요에 지의 

약 30%를 차지하 으며 증습장치 가동 에 지는 총소요에 지 약 

50%를 차지하여 온습도 유지에 많은 에 지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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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Actual energy (kWh) for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Fan operation
Set-temperature 

maintenance

Total 

consumed 

energy

center-bored 

timber 
10.1 56.5 185.9

sealed 

center-bored  

timber 

12.0 67.4 220.1

Figure 4.8 Energy consumption for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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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

  공재 열기건조 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론  에

지는 Table 4.2의 공재 열기건조 시 실험결과를 사용하 다. 실

링 공재 열기건조 시 목재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H1)는 1.8 

kWh, 잔존수분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H2)는 0.6 kWh, 흡습열 

극복을 한 에 지(H3)는 0.3 kWh, 목재로부터 제거될 수분의 가열

과 증발을 해 계산된 에 지(H4)는 17.5 kWh, 외부로부터 유입되

는 공기의 가열과 조습을 해 계산된 에 지(H5)는 1.7 kWh이었

다. 이를 통해 계산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론  에

지는 21.9 kWh이었다. 

  실링 공재는 공재에 비하여 기함수율이 낮고 최종함수율은 

높은 값을 가졌기 때문에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론  

에 지가 작게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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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Required energy to remove the water from the wood 

for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Table 4.4 Theoretical energy (kWh) for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ed 

timber

sealed center-bored 

timber

Wood volume (m3) 0.12 0.12

Initial MC (%) 61 57

Final MC (%) 9 12

H1 1.8 1.8

H2 0.5 0.6

H3 0.4 0.3

H4 21.1 17.5

H5 2.0 1.7

H6(H1+H2+H3+H4+H5) 25.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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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건조 소요에 지 효율  비에 지

  공재 열기건조에는 185.9 kWh가 사용되었고 목재의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는 25.8 kWh 이었다. 이를 통해 계산된 에 지 

효율은 13.9%이었다. 반면 실링 공재 열기건조에는 220.1 kWh가 

사용되었으며 목재의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는 21.9 kWh이

었다. 따라서 계산된 실링 공재의 에 지 효율은 10%이었다. 

  공재 열기건조에 비하여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기함수율

은 낮고 최종함수율은 높아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

론 인 에 지 값이 작게 계산되었으며 실링 공재의 건조시간이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보다 길어 에 지 효율은 낮은 값을 

보 다.

  건조공정의 차이에 따른 건조 소요에 지 효율을 알아보기 한 

공재 열기건조 시 비에 지는 6.3 kWh/kg 이었으며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비에 지는 9.0 kWh/kg 이었다. 

  공재와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시간과 함수율에 따른 비에

지의 변화는 Figure 4.11-12와 같았다. 건조 기 이후 함수율이 감

소함에 따라 에 지 효율은 감소하고 비에 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비에 지를 구한 결과 공재 열기건조 공정이 실링 공재 열기

건조 공정에 비하여 단 수분을 제거하기 한 에 지가 작은 값을 

보 으므로 소요에 지 측면에서 효율 인 건조공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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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Consumed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for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4.11 Specific energy for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and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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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Specific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change by MC 

during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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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공가공 후 열기건조는 원주재 건조에 비하여 건조시간을 크

게 단축할 수 있었으며 소요에 지를 1/2로 감할 수 있었다. 

외표면 실링처리를 통하여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

는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보다 조  증가하 으나 원주

재 열기건조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원주재를 공 가공 후 열기건조하는 것이 

건조 소요에 지 측면에서 효율 임을 보 다. 비에 지를 구한 

결과 공재 열기건조가 가장 낮은 값을 보 고 실링 공재 열

기건조 시 비에 지가 원주재 열기건조 시 비에 지에 비하여 

조  낮은 값을 보 다.

  실링 공재 열기건조는 외표면 실링처리를 통하여 공재 열

기건조 시 건조결함을 막을 수 있으며 원주재 열기건조에 비하

여 건조시간  에 지를 감할 수 있었다.

  원주재와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 분석 결과는 목제품

의 과정평가를 한 LCI DB 구축에 활용할 수 있으며 건조공

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공재 열기건조 시

열수분 달 측 



140

1. 서론

  목재의 함수율  수분 분포는 목재의 물리역학  성질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향인자이다. 외표면 실링처리를 통한 공 

가공 후 열기건조 공정을 효율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온도  

함수율 조건에서의 건조 시간을 이론과 실험 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  소요에 지

를 측하기 해서는 열 달  수분이동에 한 시뮬 이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재 열기건조 시 열 달  수분이동을 2차

원 유한차분모델을 이용하여 측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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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방법

2.1 공재 열 달 시뮬 이션

2.1.1 열 달 향인자 산정

  열 달 시뮬 이션을 한 열 류계수는 층류에서 식 5.1을 사

용하여 결정하 다. Ka는 공기의 열 도도(W/m℃), L은 목재의 

길이(m)이다(Holman, 2005). 




Pr     (5.1)

  이 때 Re와 Pr은 식 5.2, 5.3에 따라 결정하 다. v는 풍속(m/s), ρ

a는 공기 도(kg/m3), μa는 공기의 도(kg/ms), ca는 공기비열

(J/Kg℃)이다.

 


 

 Pr



  리기다소나무의 건비 (ρwood)은 KS F 2198을 참고하여 

20×20×20 (㎜) 크기의 시험편을 제작하고 길이  무게를 측정하

여 결정하 다.

  목재의 비열(Cwood)은 비 과 수종의 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

려져 있다. 온도와 함수율에 따른 비열은 식 5.4, 5.5를 사용하여 

결정하 으며 0.3-0.6cal/g℃이었다(Jung et al, 2008). T는 목재의 

온도(℃), m은 분율 함수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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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5.5)

  목재의 열 도계수(Kwood)는 식 5.6, 5.7에 따라 결정하 다 

(Jung et al, 2008).

  ×
 (5.6)

  (5.7)

KT : 목재의 횡단방향 열 도계수(W/m℃)

KL : 목재의 섬유방향 열 도계수(W/m℃)

ρwood : 목재의 건비

M : 목재의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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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열 달 측

  공재 열기건조 시 열 달을 측하기 하여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2차원 모델을 사용하 다. Figure 5.1과 같이 증분 △x와 

△y로 분할되어 있는 2차원의 목재에서 하첨자 m은 x방향의 

치를 n은 y방향의 치를 나타낸다. 

Figure 5.1 Nomenclature of two-dimensional heat transfer model

  물성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목재 내의 2차원 열 달의 지

배하는 미분방정식은 식 5.8과 같이 표 된다(Holman, 200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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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미분항은 다음과 같이 근사 으로 표 할 수 있다. 



≈∆


      (5.9)



≈∆


       (5.10)

  한 식 5.8에 한 미분항은 다음과 같이 근사식으로 쓸 수 

있다. 




≈∆






          (5.11)

  의 계식을 결합하면 식 5.8에 한 차분 방정식이 된다. 

∆






∆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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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2와 같이 류경계의 에서는 식 5.13, 류경계를 

갖는 외부모퉁이에서는 식 5.1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


 





∆
∆


 



∆∞
 

 (5.13)



∆


∆
∆








∆
∆


 





∆
∆

 
 





∆
∞

 

∆
∞

 

 (5.14)

  Figure 5.3과 같이 2차원 열 달 시뮬 이션을 해 20개의 

에 하여 건조시간에 따른 목재의 온도변화를 후진차분법을 

사용하여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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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2 Convective boundary node (a) and exterior corner node 

with convective boundary (b)



147

Figure 5.3 Nodes used in two-dimensional heat and moisture 

transfer model of wood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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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재 수분이동 시뮬 이션

2.2.1 수분이동 향인자 측정

  목재의 수분이동을 시뮬 이션하기 한 비정상상태에서 탈착 시 

리기다소나무의 수분확산계수는 20×20×20 (㎜) 크기의 시험편을 

이용한 실험값과 식 5.15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Han et al, 2008). 




 


            (5.15)

D : 확산계수 (m2/s)

L : 시편의 길이 (m)

 : 함수율 분율

t : 시간 (sec, s)

  확산계수를 구하기 하여 시편의 평형함수율을 통하여 E값(분율)

을 구하 다. 

 


×             (5.16)

MC : 함수율 (%)

  : 기 무게 (g)

 : 건 무게 (g)

  식 5.16을 통해 함수율을 구한 뒤, 식 5.17을 이용하여 분율 함수

율 변화비( )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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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AMC : 시간 t에서의 시편 함수율(%)

EMC : 평형 함수율(%)

IMC : 기 함수율(%)

 

  표면방사계수는 식 5.18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



 ∙

∙∙


∙∙





             (5.18)

 = S : 표면방사계수 (m/sec)

hp : 류물질이동계수 (kg/msPa)

ps : 목재표면에서의 수증기압 (Pa)

pe : 기상태의 수증기압 (Pa)

Cs,wood : 목재표면에서의 수분의 농도 (kg/m)

Ce,wood : 평형상태에서의 수분의 농도 (kg/m)

ρW : 물의 도 (kg/m)

SMC and EMC : 표면함수율과 평형함수율 (%)

GSMC and GEMC : 표면함수율과 평형함수율에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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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수분이동 측

  공재 열기건조 시 수분이동을 측하기 하여 열 달과 같

이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2차원 모델을 사용하 다. Figure 5.1과 

같이 증분 △x와 △y로 분할되어 있는 2차원의 목재에서 하첨자 

m은 x방향의 치를 n은 y방향의 치를 나타낸다. 

  물성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목재 내의 2차원 수분이동을 

지배하는 미분방정식은 식 5.19와 같이 표 된다. 









  (5.19)

  2차 미분항은 아래와 같이 근사 으로 표 할 수 있다. 



≈∆


  (5.20)



≈∆


     (5.21)

  한 식 5.19에 한 미분항은 다음과 같은 근사식으로 쓸 수 

있다.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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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계식을 결합하면 식 5.19에 한 차분 방정식이 된다. 

∆






∆

 

 


∆

 

 


(5.23)

  Figure 5.2와 같이 류경계의 에서는 식 5.24, 류경계를 

갖는 외부모퉁이에서는 식 5.25와 같이 표면방사계수를 용하여 

표 할 수 있다.



∆
∆∆






∆∆


 







∆
∆


 





∆
∆

 
 



∆∞
 

(5.24)



∆


∆
∆








∆
∆


 





∆
∆


 





∆
∞

 

∆
∞

 

(5.25)

  열 달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Figure 5.3과 같이 2차원 열

달 시뮬 이션을 통해 20개의 에 하여 건조시간에 따른 

목재의 함수율 변화를 후진차분법을 사용하여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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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공재 열 달 시뮬 이션 결과

3.1.1 열 달 향인자 결과

  온도와 풍속, 상 습도 조건에 따라 산정된 목재의 열 류계수

는 Table 5.1과 같았다.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열 류계수는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한 상 습도 조건이 증가할수록 열 류계

수 값은 증가하 다.

  측정된 리기다소나무의 건비 은 0.47±0.04로 이  연구결과

와 유사하 다(Jung et al, 2008, Cha, 2008).

  온도와 함수율, 건비 에 따른 목재의 횡단방향 열 도계수

는 Table 5.2와 같았다.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열 도계수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 고 건비 이 증가할수록 열 도계수 값은 

증가하 다. 

  열 달 향인자 결과는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공재 열기건

조 시 열 달 측에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열 달을 

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3

Table 5.1 Heat convection coefficient (m/s, L: 1 m) by 

temperature, velocity and RH condition

30℃
velocity (m/s)

0.5 1 1.5 2 2.5 3

RH

(%)

10 2.74 3.88 4.75 5.49 6.14 6.72 

30 2.75 3.89 4.76 5.50 6.14 6.73 

50 2.75 3.89 4.77 5.50 6.15 6.74 

70 2.76 3.90 4.77 5.51 6.16 6.75 

90 2.76 3.90 4.78 5.52 6.17 6.76 

50℃
velocity (m/s)

0.5 1 1.5 2 2.5 3

RH

(%)

10 2.75 3.89 4.76 5.49 6.14 6.73 

30 2.76 3.90 4.78 5.52 6.17 6.76 

50 2.77 3.92 4.80 5.54 6.19 6.79 

70 2.78 3.93 4.82 5.56 6.22 6.82 

90 2.79 3.95 4.84 5.59 6.25 6.85 

70℃
velocity (m/s)

0.5 1 1.5 2 2.5 3

RH

(%)

10 2.76 3.90 4.77 5.51 6.16 6.75 

30 2.79 3.94 4.83 5.57 6.23 6.82 

50 2.82 3.99 4.88 5.64 6.30 6.90 

70 2.85 4.03 4.94 5.71 6.38 6.99 

90 2.89 4.09 5.01 5.78 6.46 7.08

90℃
velocity (m/s)

0.5 1 1.5 2 2.5 3

RH

(%)

10 2.77 3.92 4.81 5.55 6.20 6.80 

30 2.85 4.03 4.93 5.70 6.37 6.98 

50 2.94 4.15 5.08 5.87 6.56 7.19 

70 3.03 4.29 5.25 6.06 6.78 7.42 

90 3.09 4.37 5.35 6.18 6.91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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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Transverse thermal conductivity (W/m℃) by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oven-dry specific 

gravity

30℃
MC (%)

5 10 15 20 25 30

oven-dry 

SG

0.1 0.05 0.05 0.05 0.05 0.05 0.06 

0.3 0.09 0.10 0.10 0.11 0.11 0.12 

0.5 0.13 0.14 0.15 0.16 0.17 0.18 

0.7 0.18 0.19 0.21 0.22 0.23 0.24 

0.9 0.22 0.24 0.26 0.27 0.29 0.31

50℃
MC (%)

5 10 15 20 25 30

oven-dry 

SG

0.1 0.06 0.06 0.06 0.06 0.06 0.07 

0.3 0.11 0.11 0.12 0.12 0.13 0.14 

0.5 0.15 0.16 0.17 0.18 0.19 0.20 

0.7 0.19 0.21 0.22 0.24 0.25 0.27 

0.9 0.23 0.25 0.27 0.29 0.30 0.32

70℃
MC (%)

5 10 15 20 25 30

oven-dry 

SG

0.1 0.06 0.07 0.07 0.07 0.08 0.08 

0.3 0.12 0.13 0.13 0.14 0.15 0.16 

0.5 0.17 0.18 0.19 0.20 0.21 0.23 

0.7 0.21 0.22 0.24 0.25 0.27 0.29 

0.9 0.24 0.26 0.28 0.30 0.32 0.33 

90℃
MC (%)

5 10 15 20 25 30

oven-dry 

SG

0.1 0.07 0.08 0.08 0.08 0.09 0.09 

0.3 0.13 0.14 0.15 0.16 0.17 0.18 

0.5 0.18 0.20 0.21 0.22 0.24 0.25 

0.7 0.22 2.39 0.26 0.27 0.29 0.31 

0.9 0.25 0.27 0.29 0.31 0.33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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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열 달 측결과

  공재 열기건조 시 Figure 5.3의 을 사용하고 Table 2.5의 

건조스 을 용하여 2차원 유한차분법으로 측된 공재의 

부 별 온도변화는 Figure 5.4와 같았다. N1은 공재 말단부의 

외표면, N4는 공재 심부의 외표면, N9는 공재 말단부의 

공 내표면, N12는 공재 심부의 내표면 온도이다.

  공 외표면에서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 고 공재 목질부에

서 온도가 느리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 으며 실제 공재 열기 

건조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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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Partial temperature change calculated by 2-dimensional 

heat transf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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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재 열기건조 시 공재의 외표면과 목질 심부의 측된 

온도변화와 실제 공재 열기건조 시 온도변화는 Figure 5.5와 같

았다. 

  공재의 외표면에서 건조 1시간 후 실제 목재의 온도는 77℃, 

측된 목재의 온도는 78℃이었으며 건조 2시간 후 실제 목재의 

온도는 87℃, 측된 목재의 온도는 83℃이었다. 건조 3시간 후 

실제 목재의 온도는 89℃, 측된 목재의 온도는 85℃이었다. 

  공재의 목질 심부에서 건조 1시간 후 실제 목재의 온도는 

69 ℃, 측된 목재의 온도는 69℃이었으며 건조 2시간 후 실제 

목재의 온도는 82℃, 측된 목재의 온도는 78℃이었다. 건조 3

시간 후 실제 목재의 온도는 88℃, 측된 목재의 온도는 82℃이

었다. 

  공 외표면과 목질 심부에서 건조 기 측된 목재의 온

도 변화는 실제 온도 변화보다 조  느렸지만 체 인 경향은 

유사하 다. 



158

(a) outer surface

(b) middle

Figure 5.5 Comparison between actual temperature change and 

calculated temperature change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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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재 수분이동 시뮬 이션 결과

3.2.1 수분이동 향인자 결과

  확산계수 측정을 한 시험편의 함수율 변화는 Figure 5.6과 같았

다. 방향별 건조속도는 섬유방향에서 가장 크고 선방향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건조속도는 증가하 고 상

습도 조건이 낮아질수록 건조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동일한 온도에서 낮은 상 습도 조건은 높은 상 습도 조건에 비

하여 낮은 평형함수율을 가진다. 이에 따라 같은 온도에서 높은 상

습도 조건에 비하여 낮은 상 습도 조건에서 평형함수율에 도달

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건조속

도가 느린 선 방향에서의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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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0℃ 30%RH

(b) 70℃ 60%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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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0℃ 30%RH

(d) 50℃ 60%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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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0℃ 30%RH

(f) 30℃ 60%RH

Figure 5.6 Directional MC change for measuring diffu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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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15을 사용하여 구한 리기다소나무의 방향별 확산계수의 값은 

Table 5.3과 같았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방향별 확산계수는 증가하 고 상 습도

가 높아질수록 확산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방향별 확산계

수는 섬유 > 방사 > 선 순으로 큰 값을 나타내었다. 

  식 5.18을 사용하여 구한 30%RH에서의 리기다소나무의 표면방사

계수(m/sec)의 값은 Figure 5.7과 같았다. 높은 온도 조건일수록 함수

율 조건이 감소할수록 표면방사계수의 값이 증가하 다. 

  수분 달 향인자 결과는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공재 열기건

조 시 수분이동을 측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수분이동을 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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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Directional diffusion coefficient of wood by temperature 

and RH condition

Temp.

(℃)

RH 

(%)
IMC-EMC(%)

Diffusion coefficient (m2/sec)

DL DR DT

30

30 165.4-6.0
1.6E-09

±2.7E-10

9.4E-10

±8.9E-11

2.4.E-10

±4.3E-11

60 99.6-10.6
1.7E-09

±3.7E-10

8.2E-10

±5.2E-11

4.5.E-10

±4.4E-11

50

30 165.1-5.2
3.9E-09

±3.2E-10

1.9E-09

±1.8E-10

6.7.E-10

±1.3E-10

60 152.3-9.3
1.9E-09

±1.2E-10

1.2E-09

±1.1E-10

9.6.E-10

±4.0E-10

70

30 156.1-4.5
5.2E-09

±8.3E-10

3.0E-09

±1.3E-10

9.8.E-10

±7.4E-11

60 162.8-8.1
6.7E-09

±2.1E-10

2.9E-09

±3.1E-10

1.4.E-09

±1.9E-10



165

(a) cross section

(b) tangential section

Figure 5.7 Surface emission coefficient by temperat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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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수분이동 측결과

  공재 열기건조 시 2차원 모델링을 통한 별 수분이동 시

뮬 이션 결과는 Figure 5.8과 같았다. 실제 건조와 같이 공 외

표면에서 수분이동이 빠르게 일어났으며 공재 목질부에서 수

분이동이 가장 느리게 나타났다. 

  공재 열기건조 시 2차원 모델을 이용한 수분이동 시뮬 이

션 결과와 실제 건조 시 공재의 함수율 변화는 Figure 5.9와 같

았다. 측된 수분이동 결과는 실제 건조 시 평균 함수율의 변화

와 유사한 값을 보 다. 부 별 수분이동 시뮬 이션 결과와 실

제 공재 건조 시 부 별 함수율 변화는 유사한 결과를 보 으

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조건의 공재 건조 시 함수율 변화를 

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공재 열기건조 시 수

분이동을 측함으로써 건조시간  소요에 지를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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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Partial MC change calculated by 2-dimensional moisture 

transf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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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er surface 

(b) middl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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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Comparison between actual MC change and calculated 

MC change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c) average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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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40 ㎜ 리기다소나무 공재( 공직경 80 ㎜)의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열수분 달 시뮬 이션 결과는 실제 열기건조 시 열 달 

 수분이동 결과와 유사하 다.

  열 달을 시뮬 이션하기 하여 열 달 향인자를 산정하고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2차원 열 달 시뮬 이션을 통하여 공재 

열기건조 시 온도 변화를 측할 수 있었다. 측 결과는 실제 

부 별 공재 열기건조 시 온도 변화와 유사한 값을 보 다. 

  수분이동을 시뮬 이션하기 해 수분이동 향인자를 소시험

편 실험을 통하여 구하고 열 달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공

재의 수분이동을 측하 다.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2차원 수분이

동 시뮬 이션 결과는 실제 부 별 공재 열기건조 시 함수율 

변화와 유사한 값을 보 다. 

  공재 열기건조 시 열수분 달 측을 통하여 다양한 건조 

조건에서의 공재 건조 시 건조시간  소요에 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실링 공재

공크기별 열기건조 

고온건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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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재에서 공가공의 크기는 강도 등 다양한 물성에 향을 

주는 인자이다(Lim et al, 2013). 공재 건조 시 공가공의 크기

를 달리하 을 때 건조시간  결함과 소요에 지를 측정하고 

공크기가 건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건조 시 용 온도는 건조 스 을 구분하는 기 으로 온도

의 변화는 건조시간  결함에 큰 향을 미친다(Ranta-Maunus et 

al, 1999). 실링 공재 건조 시 고온건조 스 을 용하고 건

조시간  결함과 소요에 지를 분석하여 공재 건조 시 고온

건조의 용 가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가공 크기별 실링 공재를 열기건조하여 

공크기가 건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실링 공재 건조 

시 고온건조를 용하여 건조시간을 단축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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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방법

2.1. 공크기별 실링 공재 열기건조 

  공가공 크기와 공재 건조와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외경 140 ㎜, 길이 1.4 m인 리기다소나무 원주재를 공직경 60 

㎜, 40 ㎜으로 가공하 다. 

  함수율 측정을 하여 양말단부에서 20 ㎜의 함수율 시험편을 

단하고 Figure 6.1과 같이 공직경 60 ㎜와 공직경 40 ㎜인 

공재 시험편을 10개씩 비하 다. 시험편의 길이는 1.2 m이었

으며 기함수율은 약 40%이었다.

  Table 2.1의 FPL의 건조스 을 참고하여 최고온도 95℃를 

용하고 Figure 2.2의 건조기로 공직경 60 ㎜와 40 ㎜인 공재

를 열기건조하 다. 직경별 건조스 은 Table 6.1-2와 같았다.

  공재 열기건조 시 표면 할렬의 발생을 억제하기 하여 

라스틱 랩으로 공내부표면을 제외한 공재의 횡단면과 외표

면을 Figure 2.5(b)와 같이 실링하 다. 건조  무게를 측정하여 

량 감소를 확인한 후 시험편의 기함수율을 이용하여 함수율 

변화를 측정하 다. 

  건조 후 측정 길이 300 ㎜인 버니어 캘리퍼스(CD-30PSX, 

Mitutoyo Corp.)와 자를 사용하여 표면할렬과 갈라짐의 길이, 두

께, 폭을 측정하 다. 길이 30 ㎜이상의 표면할렬  갈라짐을 

상으로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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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 ㎜ diameter sealed center-bored timber

 (b) 60 ㎜ diameter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6.1 Dimension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with 40 ㎜

and 60 ㎜ center-boring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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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Drying schedul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60 ㎜)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8 8 90 60

8 72 64 95 40

Table 6.2 Drying schedul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40 ㎜)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8 8 90 60

8 90 82 9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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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링 공재 고온건조

  외경 140 ㎜ 길이 2.7 m인 리기다소나무 원주재를 공 직경 

80 ㎜으로 가공하 다. 함수율 측정을 하여 심부와 양말단부

에서 20 ㎜의 함수율 시험편을 단하고 Figure 2.1(b)과 같은 크

기의 시험편 15개를 비하 다. 시험편의 길이는 1.2 m이었다.

  건조 시 표면 할렬의 발생을 억제하기 하여 라스틱 랩으

로 공내부표면을 제외한 공재의 횡단면과 외표면을 Figure 

2.5(b)와 같이 실링하 다. 

  실링 공재 건조 시 건조온도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악하

기 하여 리기다소나무 공재를 Table 6.3-5의 FPL의 고온건조

스   리기다소나무 30 ㎜ 재의 고온건조 시 용한 스

을 참고하여 Figure 2.2의 건조기로 Table 6.6-7과 같이 건조하

다(Simpson, 1991, Yeo and Shim, 2004, Yeo et al, 2007a). 

  Table 6.6의 고온건조 스  (A)는 FPL의 고온건조스  

Table 6.3을 참고하여 120℃에서 고온건조하 고 Table 6.7의 고

온건조 스  (B)는 설정온도를 변경하여 건조결함을 이고자 

하 다. 건조  무게를 측정하여 량 감소를 확인한 후 시험편

의 기함수율을 이용하여 함수율 변화를 측정하 다. 

  건조 후 측정 길이 300 ㎜인 버니어 캘리퍼스(CD-30PSX, 

Mitutoyo Corp.)와 자를 사용하여 건조결함을 측정하 다. 표면할

렬과 갈라짐의 길이, 두께, 폭을 측정하고 길이 30 ㎜이상의 건

조결함을 상으로 공재 고온건조 시 표면할렬  갈라짐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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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Time schedule for high temperature drying softwood 

lumber (51 ㎜ by 102 ㎜)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24 24 116 29

24 Equalization - 116 15

Table 6.4 Suggested high temperature drying schedule for large 

southern pine timbers and poles (up to 152 ㎜ by 152 

㎜ in timbers)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36 36 110 -  

Table 6.5 Suggested high temperature drying schedule for large 

southern pine timbers and poles (52 ㎜ by 152 ㎜ and 

greater timbers and poles)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48 48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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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8 8 100 65

8 18 10 120 30

18 24 6 110 30

24 30 6 100 30

Table 6.6 High-temperature drying schedule A for sealed 

center-bored timber

Start

(hour)

End

(hour)

Operation

(hour)

Temp.

(℃)

RH

(%)

0 20 20 120 30

Table 6.7 High-temperature drying schedule B for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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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공크기별 실링 공재 열기건조

3.1.1 열기건조 개요

  공직경 6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온습도 설정에 따

른 함수율 변화는 Figure 6.2와 같았다. 공직경 60 ㎜인 실링 

공재의 건조시간은 72시간이었고 최종함수율은 10%이었다.

  공직경 60 ㎜인 실링 공재의 건조시간과 함수율에 따른 건조

속도의 변화는 Figure 6.3-4와 같았다. 시간과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

도와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도는 공직경 80 ㎜인 실링 공재 열

기건조 시 결과와 같이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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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Drying schedule and average MC chang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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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Drying rate chang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center-boring size : ∅ 60 ㎜)

Figure 6.4 Relation between MC and drying rat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center-boring 

size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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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경 4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온습도 설정에 따

른 함수율 변화는 Figure 6.5와 같았다. 공직경 40 ㎜인 실링 

공재의 건조시간은 90시간이었고 최종함수율은 15%이었다. 

  공직경 40 ㎜인 실링 공재의 건조시간과 함수율에 따른 건조

속도의 변화는 Figure 6.6-7과 같았다. 시간과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

도는 공직경 6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결과와 같이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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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Drying schedule and average MC chang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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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Drying rate chang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center-boring size : ∅ 40 ㎜)

Figure 6.7 Relation between MC and drying rat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kiln drying (center-boring 

size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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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

  공직경 60 ㎜인 실링 공재와 공직경 40 ㎜인 실링 공

재의 열기건조 시 건조결함은 Table 6.8과 같았다. 

  공직경 6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176±166 ㎜ 길이

의 표면할렬이 4.8±4.0개 발생하 다. 갈라짐은 1.6±1.7개가 발생

하 으며 그 길이는 255±163 ㎜이었다. 

  공직경 4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9.1±5.5개의 표면

할렬이 발생하 으며 그 길이는 164±144 ㎜이었다. 갈라짐은 

247±194 ㎜ 길이로 2.3±1.3개가 발생하 다.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공직경이 작아질수록 건조결함의 

수와 길이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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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8 Drying defects of kiln dried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60, ∅ 40 ㎜)

center-boring size (㎜) surface check split

∅ 60 
number 4.8±4.0 1.6±1.7

length (㎜) 176±166 255±163

∅ 40
number 9.1±5.5 2.3±1.3

length (㎜) 164±144 24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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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크기별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

3.2.1. 건조 시 총소요에 지

  공 크기별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는 Table 6.9와 

같았다. 공직경 8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는 

Figure 3.4의 실험결과를 사용하 다. 공직경 8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는 161.2 kWh, 공직경 60 ㎜인 실링 공

재 열기건조에는 302.5 kWh, 공직경 40 ㎜인 실링 공재 열기건

조에는 375.9 kWh가 사용되었다. 

  건조기 작동 시 풍속은 3m/s이었으며 Fan 작동 에 지는 시간당 

0.24 kWh가 사용되었으며 건조 조건에 계없이 일정한 값을 보

다. 건조기 내 온도 설정에 따른 열손실 에 지는 총소요에 지의 

약 30%를 차지하 고 증습장치 가동 에 지는 총소요에 지의 50%

를 차지하여 온습도 유지에 많은 에 지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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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9 Actual energy (kWh) for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80, ∅ 60, 

∅ 40 ㎜)

center boring 

size (㎜)
Fan operation

Set-temperature 

maintenance

Total 

consumed 

energy

∅ 80 10.6 54.4 161.2

∅ 60 17.3 97.3 302.5

∅ 40 21.6 121.8 375.9

Figure 6.8 Energy consumption for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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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Energy consumption for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60 ㎜)

Figure 6.10 Energy consumption for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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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

  공 직경의 변화에 따른 실링 공재 건조 시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10과 같았다. 

  공직경 8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목재 가열을 해 계

산된 에 지(H1)는 1.7 kWh, 잔존수분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

(H2)는 0.3 kWh, 흡습열 극복을 한 에 지(H3)는 0.2 kWh, 목재로

부터 제거될 수분의 가열과 증발을 해 계산된 에 지(H4)는 12.8 

kWh,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의 가열과 조습을 해 계산된 

에 지(H5)는 1.6 kWh이었다. 이를 통해 계산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론  에 지는 16.5 kWh이었다. 

  공직경 6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목재 가열을 해 계

산된 에 지(H1)는 2.1 kWh, 잔존수분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

(H2)는 0.6 kWh, 흡습열 극복을 한 에 지(H3)는 0.4 kWh, 목재로

부터 제거될 수분의 가열과 증발을 해 계산된 에 지(H4)는 13.8 

kWh,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의 가열과 조습을 해 계산된 

에 지(H5)는 1.4 kWh이었다. 이를 통해 계산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론  에 지는 18.2 kWh이었다. 

  공직경 4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목재 가열을 해 계산

된 에 지(H1)는 2.3 kWh, 잔존수분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H2)

는 1.0 kWh, 흡습열 극복을 한 에 지(H3)는 0.3 kWh, 목재로부터 

제거될 수분의 가열과 증발을 해 계산된 에 지(H4)는 14.5 kWh,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의 가열과 조습을 해 계산된 에 지

(H5)는 1.4 kWh이었다. 이를 통해 계산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

하기 한 이론  에 지는 19.6 kWh이었다. 

  공가공크기가 작아질수록 목질부의 양이 증가하여 수분을 제거

하기 한 이론  에 지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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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1 Required energy to remove the water from the wood 

for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80, ∅ 60, ∅ 40 ㎜)

Table 6.10 Theoretical energy (kWh) for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80, ∅ 60, 

∅ 40 ㎜)

Center-boring size(㎜) 80 60 40

Wood volume (m3) 0.12 0.15 0.17

Initial MC (%) 37 37 40

Final MC (%) 6 10 15

H1 1.7 2.1 2.3

H2 0.3 0.6 1

H3 0.2 0.4 0.3

H4 12.8 13.8 14.5

H5 1.6 1.4 1.4

H6 (H1+H2+H3+H4+H5) 16.5 18.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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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건조 소요에 지 효율  비에 지

  공 크기별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와 에 지 효율

은 Figure 6.12와 같았다. 공직경 8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 소요에 지 효율은 10.2%, 공직경 6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 소요에 지 효율은 6%, 공직경 4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 소요에 지 효율은 5.2%이었다. 

  공 직경이 작아질수록 수분이동거리가 증가하여 건조시간이 증

가하 다. 이에 따라 건조 소요에 지는 크게 증가하 고 에 지 효

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공 크기별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비에 지는 공직경 8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9.0 kWh/kg이었으며 공직경 60 ㎜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15.7 kWh/kg, 공직경 4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18.5 kWh/kg를 보 다. 

  공크기별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시간에 따른 비에 지의 변

화는 Figure 6.13과 같았다. 건조 후기 비에 지는 큰 값을 보 다. 

함수율에 따른 직경별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에 지 효율과 비

에 지 변화는 Figure 6.14-16과 같았다. 섬유포화  이하에서 함수

율이 감소할수록 에 지 효율은 감소하고 비에 지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 다.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공크기가 작아질수록 비에 지가 증

가하 으며 소요에 지 면에서 비에 지가 작은 값을 보인 공직

경 8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가 효율 인 공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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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2 Consumed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for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80, ∅60, ∅ 40 ㎜)

Figure 6.13 Specific energy for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center-boring size : ∅ 80, ∅ 6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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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4 Specific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change by MC 

during kiln drying of 80 ㎜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6.15 Specific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change by MC 

during kiln drying of 60 ㎜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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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6 Specific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change by MC 

during kiln drying of 40 ㎜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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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링 공재 고온건조

3.3.1 고온건조 개요

  실링 공재 고온건조 (A) 시 온습도 설정에 따른 함수율 변화

는 Figure 6.17과 같았다. 공재 고온건조 (A) 시 건조시간은 20

시간이었고 최종함수율은 6%이었다.

  실링 공재의 고온건조 (A) 시 건조시간과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

도의 변화는 Figure 6.18-19와 같았다. 건조시간이 경과할수록 함수

율이 감소할수록 건조속도는 선형 으로 감소하 고 매우 높은 경

향성을 보 다. 이는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시간과 함수율에 

따른 건조속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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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7 High temperature drying schedule (A) and average MC 

chang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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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8 Drying rate chang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high temperature drying (A)

Figure 6.19 Relation between MC and drying rat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high temperature dry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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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링 공재 고온건조 (B) 시 온습도 설정에 따른 함수율 변화

는 Figure 6.20과 같았다. 실링 공재 고온건조 (B) 시 건조시간

은 30시간이었고 최종함수율은 6%이었다.

  실링 공재 고온건조 (B) 시 건조시간에 따른 건조속도의 변화는 

Figure 6.21과 같았다. 건조시간에 따른 건조속도는 고온건조 (A)와 

달리 지수 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시간에 

따른 건조스 의 온습도 변경으로 인한 건조속도의 변화가 반

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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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0 High temperature drying schedule (B) and average MC 

chang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6.21 Drying rate change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during 

high temperature drying (B)



201

3.3.2 고온건조 시 건조결함

  실링 공재 고온건조 (A, B) 시 건조결함은 Table 6.11과 같았

다. 공재 고온건조 (B) 시 건조결함은 발생하지 않았다. 

  실링 공재 고온건조 (A) 시 41±15 ㎜ 길이의 표면할렬이 

0.4±0.5개 발생하 다. 갈라짐은 0.2±0.4개가 발생하 으며 그 길

이는 87 ㎜이었다. 

  실링 공재 고온건조 시 건조결함은 1미만의 값을 보 으며 

다른 건조 조건에서의 건조결함과 비교하여 작은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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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1 Drying defects of high temperature dried sealed 

center-bored timber

high temperature 

drying schedule
surface check split

A
number 0.4±0.5 0.2±0.4

length(㎜) 41±15 87

B
number - -

leng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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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링 공재 고온건조 시 소요에 지

3.4.1. 건조 시 총소요에 지

  실링 공재 열기건조  고온건조 시 소요에 지는 Table 6.12와 

같았다.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는 Table 6.9의 결과를 사용하 고 

고온건조 시 소요에 지는 Figure 6.20의 결과를 사용하 다. 실링 

공재 열기건조에는 161.2 kWh, 실링 공재 고온건조에는 133.4 

kWh가 사용되었다.

  건조기 작동 시 풍속은 3m/s이었으며 Fan 작동 에 지는 시간당 

0.24 kWh가 사용되었으며 건조 조건에 계없이 일정한 값을 보

다. 건조기 내 온도 설정에 따른 열손실 에 지는 총소요에 지의 

약 30%를 차지하 고 증습장치 가동 에 지는 총소요에 지의 약 

50%를 차지하여 온습도 유지에 많은 에 지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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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2 Energy consumption for high temperature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Table 6.12 Actual energy (kWh) for kiln drying and high 

temperature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Fan operation
Set-temperature 

maintenance

Total 

consumed 

energy

kiln drying 10.6 54.4 161.2

High 

temperature 

drying

7.2 48.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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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수분제거를 한 이론  에 지

  실링 공재 고온건조 시 소요에 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13

과 같았다. 열기건조 시 실험결과는 Table 6.10의 공직경 80 ㎜인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결과를 사용하 다. 

  공재 고온건조 시 목재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H1)는 2.5 

kWh, 잔존수분 가열을 해 계산된 에 지(H2)는 0.4 kWh, 흡습열 

극복을 한 에 지(H3)는 0.2 kWh, 목재로부터 제거될 수분의 가열

과 증발을 해 계산된 에 지(H4)는 13.4 kWh, 외부로부터 유입되

는 공기의 가열과 조습을 해 계산된 에 지(H5)는 0.8 kWh이었

다. 이를 통해 계산된 목재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한 이론  에

지는 17.3 kWh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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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3 Required energy to remove the water from the wood 

for kiln drying and high temperature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Table 6.13 Theoretical energy (kWh) for kiln drying and high 

temperature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kiln dry High temperature 

Wood volume (m3) 0.12 0.11

Initial MC (%) 37 40

Final MC (%) 6 6

H1 1.7 2.5

H2 0.3 0.3

H3 0.2 0.2

H4 12.8 13.4

H5 1.6 0.8

H6 (H1+H2+H3+H4+H5) 16.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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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건조 소요에 지 효율  비에 지

  실링 공재 고온건조 시 에 지 효율은 Figure 6.24와 같았다. 고

온건조를 용하 을 때 소요에 지를 감할 수 있었으며 열기건

조 시에 비하여 고온건조 시 에 지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 비에 지는 9.0 kWh/kg이었으며 실링 

공재 고온건조 시에는 7.3 kWh/kg이었다. 실링 공재 열기건조 

시와 고온건조 시 비에 지 변화는 Figure 6.25와 같았다. 건조 후기

로 진행될수록 비에 지가 커지는 경향을 보 다. 고온건조 시 함수

율에 따른 비에 지와 에 지 효율은 Figure 6.26과 같았다. 함수율

이 감소할수록 비에 지는 커지고 에 지 효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실링 공재를 고온건조함으로써 건조시간을 단축하 고 비에

지도 낮은 값을 보 다. 소요에 지 측면에서 고온건조는 열기건조

에 비하여 효율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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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4 Consumed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for kiln drying 

and high temperature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Figure 6.25 Specific energy for kiln drying and high temperature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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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6 Specific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change by MC 

during high temperature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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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외표면을 실링한 공재 열기건조 시 공직경의 변화에 따라

서 건조성능의 차이를 보 다. 공크기가 작아질수록 건조시간 

 건조결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수분이동거리의 증

가에 따른 향으로 외표면 실링처리를 통하여 공재 열기건조 

시의 건조결함을 일 수 있었지만 공가공크기에 향을 받았

다. 

  공가공 크기에 따른 실링 공재의 열기건조 시 공 직경

이 커질수록 에 지 효율이 높아졌다. 건조 소요에 지 효율의 

주요한 향인자는 건조시간이다. 공가공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건조속도는 낮아지고 건조시간은 증가함으로써 에 지 효율은 

낮아졌다. 

  실링 공재 고온건조는 열기건조에 비하여 건조시간을 단축

하고 소요에 지를 일 수 있었으며 에 지 효율을 높일 수 있

었다.

  외표면을 실링한 공재 건조 시 고온건조를 용하여 건조시

간을 이고 건조결함 없이 건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온건조 

스 에 따라 건조결함이 일부 발생하 다. 따라서 공재 고온

건조 시 정한 건조스 과 건조응력 분석에 한 연구가 추

가 으로 필요하다.



제 7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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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표면할렬 없이 단면재를 빠르게 건조하기 

한 방법으로 목재의 앙부분을 섬유방향으로 뚫는 공가공과 

외표면 실링처리를 제시하 다. 단면 원주재 건조 시 공가공

을 통하여 건조시간을 단축하고 건조결함을 일 수 있었으며 

외표면 실링처리를 통하여 표면할렬 없이 건조할 수 있었다.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열수분 달을 

측정하여 수분경사를 분석하 다. 외표면을 실링하지 않은 공

재의 열기건조 시에는 주로 목재 외표면으로 수분이 이동함에 

따라 목재 외표면의 건조속도가 높은 값을 보 다. 반면 외표면

을 실링한 공재의 열기건조 시에는 외표면 실링처리로 수분이

동 방향을 공 내표면으로 유도함으로써 부 별로 균일한 건조

속도를 보 다. 이로 인하여 외표면을 실링한 공재는 외표면을 

실링하지 않은 공재에 비하여 낮은 수분경사로 인한 건조응력

의 감으로 건조결함의 발생이 억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공재 열기건조 시 건조응력의 변화를 유변학  모델을 사용

하여 분석하 다.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 열기건조 시 

부 별 탄성 변형을 측정하고 온도  함수율 변화에 따른 인장

탄성계수를 용하여 건조응력을 산정하 다. 

  외표면을 실링하지 않은 공재의 최 인장응력은 공 외표

면에서 발생한 반면 외표면을 실링한 공재의 최 인장응력은 

공 내표면에서 발생하 다. 건조 기 외표면을 실링하지 않은 

공재의 외표면에서는 높은 인장응력을 보 으나 외표면을 실

링한 공재의 외표면에서는 건조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건조 후기 외표면을 실링하지 않은 공재와 외표면을 실링한 

공재의 외표면은 압축응력이 작용하 으며 큰 변화가 없었다. 

건조 기 외표면 실링처리로 인하여 건조응력은 크게 감소하

으며 이로 인하여 건조결함의 발생이 억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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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재 열기건조 시 변형률 분석을 통하여 외표면 실링처리를 

통한 공 외표면의 건조응력 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표면 

실링처리한 공재를 열기건조하여 표면할렬 없이 건조할 수 있

음을 보 다. 

  공재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를 분석하 다. 건조 기 가열

기간에는 수분증발 없이 에 지가 소모되어 에 지 효율이 낮고 

단 수분제거를 한 소요에 지인 비에 지가 높은 값을 보

다. 한 건조 후기 함수율이 낮아질수록 에 지 효율은 낮아지

고 비에 지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공재 열기건조는 공

가공을 통한 건조시간의 단축으로 원주재 열기건조에 비하여 소

요에 지를 감하 으며 비에 지가 낮고 에 지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가공 유무에 따른 원주재와 외표면 실링 유무에 따른 

공재의 열기건조 시 소요에 지를 분석한 결과 외표면을 실링한 

공재의 열기건조는 외표면을 실링하지 않은 공재의 열기건

조에 비하여 높은 비에 지와 낮은 에 지 효율을 보 으나 원

주재 열기건조에 비하여 낮은 비에 지와 높은 에 지 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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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ing is required for efficient use of wood. Large cross-sectional 

timber is especially likely to incur drying defects due to its large 

internal moisture gradient. Therefore, various methods for drying large 

cross-sectional timber effectively while reducing drying defects have 

been studied. The air drying method has a long drying time and causes 

many drying defects. Kiln drying can shorten drying time, but it is 

limited in reducing drying defects. Equipment for high-frequency drying 

is expensive to manufacture and uses a lot of energy during drying.

  To dry large cross-sectional timber, the center-bored timber drying 

method was applied. The center-boring process involves drilling a hole 

along the central longitudinal axis of the wood. It has many 

advantages, such as requiring less axial strength reduction for removing 

juvenile wood in the central part of the timber, lightening th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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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wood, and being an outstanding preservative treatment. Using the 

center-boring process for large cross-sectional timber drying reduced 

drying time and energy by decreasing the internal moisture movement 

distance. However, the process could not prevent drying defects 

completely.

  In this study, to dry large cross-sectional timber quickly without 

drying defects, the center-boring process and an outer surface sealing 

treatment were applied to large cross-sectional timber. Heat and 

moisture transfer during kiln drying and the mitigating effect of drying 

stress according to change of heat and moisture transfer were 

investigated, and drying time and drying energy consumption were 

evaluated.

  Compared to air drying of round timber, air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increased the drying rate and reduced drying time and drying 

defects due to the decrease in moisture movement distance created by 

the center-boring process.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were 

kiln dried to shorten the long drying time and reduce the drying 

defects incurred during air drying. Kiln drying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reduced the drying time significantly.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reduced drying defects, but it could not prevent the 

occurrence of surface checks completely. To prevent surface checks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an outer surface sealing 

treatment was applied. Transfer of heat and moisture with and without 

outer surface sealing treatment were also analyzed.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with the outer surface sealing treatment reduced the 

moisture gradient by inducing moisture movement direction in the inner 

surface rather than the outer surface. It is thought that drying defects 

were inhibited through the reduction of drying stress made possibl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enter-bored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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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ing defects are known to be caused by drying stres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level of drying stress accurately in order to 

prevent drying defec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drying 

stress during wood drying. The change of drying stress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with and without outer surface sealing 

treatment was analyzed using the rheological model. Partial drying 

stress was estimated for the transverse tensile modulus of elasticity 

according to changes of temperature and moisture content, and the 

elastic strain was measured by cutting the specimens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Maximum tensile stress occurred in the outer surface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while during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maximum tensile stress occurred in the inner 

surface, and compressive stress mainly occurred in the outer surface. 

Drying stress in the outer surface decreased via the outer surface 

sealing treatment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drying defects. 

  Wood drying uses a lot of energy. Moreover, the energy consumption 

of wood drying occupies a large proportion of energy used in wood 

products manufacturing. In order to analyze wood drying energy 

consumption, consumed energy during drying was separated into the 

theoretical energy required to remove the water from the wood and the 

energy actually used during drying. Moreover, specific energy, or the 

energy required per unit weight of water removal, was also calculated. 

The theoretical energy required to remove water from the wood was 

calculated to obtain the energy required for heating the wood substance, 

heating the remaining water in the wood, recovering the moisture 

adsorption, heating the water removed from the wood, water 

evaporation heat, and the heating and humidity control of the influx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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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air. Also, the energy actually used during drying was separated 

into energy for fan operation, temperature maintenance, and steam 

boiler operation.

  The energy required for heating the water removed from the wood 

and water evaporation heat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theoretical energy required to remove the water from the wood. Fan 

operation energy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drying time. Moreover, 

steam boiler operation energy showed a large value in the energy 

actually used during drying. Kiln drying of round timber used a lot of 

energy compared to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due to the long 

drying time. The specific energy used during kiln drying of sealed 

center-bored timber was higher than the specific energy used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However, it was lower than the 

specific energy used during kiln drying of round timber.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by the LCI DB for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round 

timber and center-bored timber wood products. They can also be 

utiliz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drying process for these 

products.

  In order to predict the required energy for wood drying,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drying time.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the heat and moisture transfer was predicted using 

the finite difference method. The predicted result was similar to the 

actual result of heat and moisture transfer during drying. The simulation 

of heat and moisture transfer can be used to predict the drying time 

and energy consumption during center-bored timber drying in various 

conditions.

  Since center-boring size is the main factor affecting the drying 

performance of center-bored timber, sealed center-bored timber was kiln 

dried according to center-boring size. The smaller the center-boring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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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orter the drying times and the fewer the defects. The consumed 

energy was increased by increasing the moisture movement distance.

  Additionally, high-temperature drying was applied to sealed 

center-bored timber in order to increase the drying rate. This method 

was able to shorten the drying time and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However, certain drying defects occurred because of the 

drying schedule. Therefore, an appropriate drying schedule is necessary 

for applying high-temperature drying.

  In this study, large cross-sectional timber was kiln dried without 

drying defects by application of the center-boring process and an outer 

surface sealing treatment. The drying performance of center-bored 

timber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heat and moisture transfer, drying 

stress, and energy consumption during kiln drying of center-bored 

timber with and without an outer sealing treatment.

Keywords : Center-boring process; outer surface sealing; Heat and 

moisture transfer; Drying stress; Drying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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