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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석유화학계 착제는 합 과 같은 목질계 상재료 생산을 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계 

착제의 기본 원료인 원유의 가격 상승과 포름알데히드 방산과 같은 문제로 체 착제에 한 개발이 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석유화학계 착제를 체하기 하여 바이오 디젤 부산물인 유채박을 이용하여 착제를 

조제하 으며, 이 착제를 합  제조에 용한 후 착능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조사함으로써 유채박의 

합 용 착제 제조를 한 원료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유채박 착제 조제를 하여 먼  유채박을 

수산화나트륨으로 화학 으로 개량한 후, phenol formaldehyde (PF) prepolymer와 혼합하여 착제를 제조하고 

그 착제를 합  제조에 용하 다. 유채박 착제는 가수분해 조건과 PF prepolymer의 몰비에 따라 26.08∼

36.12%의 고형분 함량을 보유하 으나, 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유채박 착제로 제조된 합

의 인장 단강도와 목 율은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건과 PF prepolymer의 종류와 상 없이 KS 규격의 보통

합  품질기 을 상회하 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1.8몰의 포름알데히드와 1몰의 phenol로 조제한 PF pre-

polymer를 사용한 착제에서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건과 상 없이 KS 규격의 E0 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 으로 유채박이 합 용 착제의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열압시간을 단축시키기 

한 유채박 착제의 고형분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착제의 목재 침투 정도와 인장 단강도 사이의 계

를 확인하는 미경  미세구조에 한 연구가 유채박 착제의 상용화를 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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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troleum-based adhesive resins have extensively been used for the production of wood 

panel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environmentally friendly adhesive resins due to the 

increase of manufacturing cost and the environmental issue, such as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of the pertroleum-based adhesive resi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ormulate environmentally friendly adhesive resins using by rapeseed flour (RSF), which is the 

by-product of bio-diesel produced from rapeseed, for replacing petroleum-based adhesives with 

them. To formulate RSF-based adhesive resins, RSF was hydrolyzed in de-ionized water, 1% and 

3% sodium hydroxide solutions. As a crosslinking agent, PF prepolymers were prepared with 1.8, 

2.1 and 2.4 mol formaldehyde and 1 mol phenol (1.8-, 2.1- and 2.4-PF), and then mixed with RSF 

hydrolyzates to complete the formulation of RSF-based adhesive resins.  The RSF-based　adhesive 

resins were applied to fabricate 3-ply plywood panels. The solid content of RSF-based adhesive 

resins were ranged from 26.08% to 36.12% depending on the hydrolysis condition of RSF and PF 

prepolymer type with a high viscosity. The tensile shear strength and wood failure of plywood 

fabricated with RSF-based adhesive resins exceeded a minimum requirement of KS standard for 

ordinary plywood regardless of the hydrolysis condition of RSF and PF prepolymer type. 

Formaldehyde emissions of the plywood panels fabricated with 1.8-PF and RSF hydrolyzates were 

lower than that of E0 specified in the KS standard.  Based on the results, RSF might be used as 

a raw material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dhesives for the production of plywood panels, but 

further researches - the increase of solid content of RSF-based adhesives for reducing press time 

and the microscopic observation of plywood specimen for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nsile shear strength and the penetration of adhesives into wood structure - are required to 

commercialize the RSF-based adhesives.

Keywords : rapeseed flour, environmentally friendly wood adhesives, plywood, shear strength, 

formaldehyde emission

1. 서  론

석유화학계 합성수지 착제는 목재업계, 특히 목

질계 상재료 제조에 보편 으로 리 이용되고 있

으나, 석유화학계 착제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 

착제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부터 발병

되는 것으로 알려진 새집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인체 

유해성  환경문제로 환경 친화 인 새로운 착제

의 개발 필요성이 두되었다. 최근까지 이러한 석유

화학계 착제에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탄수

화물(Christiansen & Gillespie, 1986), 단백질(Kuo 

et al., 2001; Riebel et al., 1997; Steele et al., 1998), 

탄닌(Barbosa et al., 2000), 리그닌(Oh et al., 1994; 

Yang et al., 2007; Olivares et al., 1995)과 같은 재생

가능 자원  산업 부산물을 목재 착제의 원료로 

이용함으로써 석유화학계 착제를 체하거나 사용

량을 이는 다양한 시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착력과 내수성 문제로 인해 상용화까지 진행되기

에는 여러 문제 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원유 공 의 불안정과 수요가 증함에 따라 

원유 가격이 등하 고, 결과 으로 석유화학계 

착제의 체 착제로 재생가능 자원을 이용하는 방

안이 다시 심을 받기 시작하 다. 를 들면 탄수

화물계인 분(Kuo, et al., 1994)과 단백질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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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박(Yang et al., 2005, 2006a, 2006b)을 이용한 

착제를 조제하여 합 , 섬유 , oriented strand-

board (OSB) 등과 같은 목질계 상재료의 제조에 

용하 다. 목재 착제로써 분  두박의 사용은 

성공 이었으나, 국내에서 그 원료를 착제 제조에 

이용하기 해 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결과

으로 원료에 한 높은 구매 비용과 수  불안으로 

재 국내에서 목재 착제의 원료로써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화학계 착제를 신할 수 있는 

체 착제의 제조와 용이한 원료 확보의 문제 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오 등(2008), 

양 등(2009), Yang et al. (2009)는 단백질계 원료로써 

두부 생산 폐기물인 두부비지를 원료로 착제를 조

제하 다. 이 게 조제된 두부비지 착제는 도가 

높고 고형분 함량이 낮은 계로 합  는 무늬목 

착과 같이 도포형 착제로만 사용이 가능하 으며, 

이 게 조제된 착제는 석유화학계 착제에 비교

하여 경화를 해 긴 시간과 높은 온도가 요구되었

다. 한 두부비지는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계로 두부비지 착제로 제조된 합

의 경우 내수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체 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두부비지에 비

해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 디

젤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용이하게 원료 확보가 가

능한 유채박을 친환경 착제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

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유채박은 유채씨 는 캐놀라로부터 식용유  바

이오디젤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부산물로써 재 

부분이 사료 는 비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어 재자원

화에 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채박의 확보 가능량을 환산하면, 2007년 약 33만 톤의 

유채씨가 인도, 국, 캐나다로부터 수입되었으며 

그 양을 액으로 계산하면 5,500만 달러이었으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여 2008년 11월까지 약 42만 

톤의 유채씨(12,300만 달러)가 수입되었다(농수산물 

무역정보, 2009). 따라서 유채씨로부터 식용유와 바

이오디젤을 생산한 후 확보가 가능한 유채박의 양은 

매년 25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결과 으로 

유채박을 이용한 효율 인 재자원화 방안이 수립된

다면, 바이오디젤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채박을 친환경 착제

의 주원료로 이용하기 하여 수산화나트륨으로 이

화학  성질을 개량한 후, 이 게 개량된 유채박을 

이용하여 착제를 조제하 다. 이 게 조제된 유채

박 착제를 라디에타 인 단 을 이용한 합  제조

에 용하 으며, 착능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조사함으로써 유채박의 친환경 착제 원료화에 

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유채박은 유기비료를 제조하기 

해 (주)  TMS (경기, 평택)에서 국  인도

에서 수입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착제 제

조에 앞서 가정용 믹서로 분쇄한 후, 60 mesh 이하의 

분말을 친환경 착제의 원료로 사용하 다. 유채박의 

개량을 해 사용된 수산화나트륨(NaOH)과 phenol- 

formaldehyde (PF) prepolymers를 조제하기 해 

사용된 페놀, 포르말린 등은 화학실험용 시약을 구입

하여 사용하 다.  

합  제조를 해 사용된 단 은 라이에타 인 

(Pinus radiata D. Don) 단 으로 국내 합 생산 공

장(이건산업)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단 의 

두께는 2.7 mm이며, 합  제조에 앞서 함수율은 5%

로 조 하 다.

2.2. 유채박의 이화학적 성질 

유채박의 목질계 상재료용 착제 원료로써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기  자료인 고형분 함량, 

함수율  pH를 조사하 으며, Van der Riet et al. 

(1989)이 수행한 방법에 의해 단백질, 섬유소, 지방, 

회분 등의 화학  성분을 조사하 다.   

 



양  인⋅정재훈⋅한규성⋅최인규⋅사공문⋅안세희⋅오세창

－ 326 －

2.3. 유채박 접착제의 조제 

유채박의 이화학  성질 개량을 하여 수산화나

트륨을 이용하여 가수분해를 실시하 으며,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에 따른 착능  포름알데히드 방산

량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1%  3%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유채박 분말을 넣고 80°C에

서 60분간 가수분해를 실시하 다. 한 유채박의 

알칼리 가수분해 여부에 따른 착능과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증류수를 이용하여 

80°C에서 60분간 반응시킨 유채박 가수분해물도 

착제 조제에 사용하 다.  

PF prepolymer는 포름알데히드와 페놀의 몰비를 

1.8/1, 2.1/1, 2.4/1로 조 하여 3 종류를 조제하 으

며, 이 때 페놀과 수산화나트륨의 몰비를 0.1로 고정

하 다. PF prepolymer의 조제는 반응기에 페놀, 포

름알데히드  수산화나트륨을 넣고 75°C에서 90분

간 교반하면서 1차 반응을 완료한 후, 나머지 수산화

나트륨을 넣고 95°C에서 60분간 추가 으로 교반하

여 2차 반응을 시켜 실험실에서 합성하 다. 조제된 

PF prepolymers의 최종 고형분 함량은 50% 내외

으며, 도는 50~150 m․Pa․s로 나타났다. 

유채박 착제의 합성은 세 종류의 유채박 가수분

해물(0%, 1%, 3%)과 세 종류의 PF prepolymers 

(1.8-PF, 2.1-PF, 2.4-PF)를 고형분 함량을 기 으

로 70/30으로 조정하여 혼합한 후, 70°C에서 10분간 

교반하면서 총 9종류의 합 용 착제를 조제하 다.  

2.4. 합판 제조 및 물성 평가 

건조된 단 을 알맞은 크기(30 cm × 30 cm)로 재

단한 후 조제된 착제를 도료용 붓을 사용하여 단

에 도포량이 200 g/m2되도록 양면 도포를 실시하

다. 도포된 단 의 상⋅하에 각각 한 장의 단 을 

층하 으며, 층된 단 을 열압 공정에 투입하기에 

앞서 개방퇴 시간과 폐쇄퇴 시간을 각각 5분으로 

조 하 다. 합 제조에 사용된 열압기의 온도는 140°C, 

압력은 12 kg/cm2, 그리고 열압시간은 5분으로 고정

하 다. 열압을 마친 후, 각 합 은 착력  포름알

데히드 방산량 측정시까지 조습실에서 조습처리하 다. 

착력 시험은 “KS F 3101 보통합 ”에 제시된 인장 

단 착력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건조  내수 조

건에서 각각 착력 테스트를 실시하 다. 인장 단 

착력은 만능강도 시험기로 건조 상태 조건에서 10

개의 시험편에 해 테스트를 수행하 으며, 다른 

10개의 시험편에 해서는 70°C의 온수에 두 시간동안 

침지와 순차 으로 60°C의 오 에서 3시간 건조시킨 

후, 인장 단강도 테스트를 수행하 으며, 인장강

도와 목 율로 착능을 측정하 다. 제조된 합 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의 품

질인증 시험방법 규정에 따라 24시간 데시 이터법

으로 측정하 다.    

2.5. 실험설계 및 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인자(factor)는 세 종류의 F/P 

몰비와 세 종류의 유채박 가수분해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따라서 3 × 3 다원변량분석(factorial design)

에 따른 실험설계 방법을 도입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

행하 다. 측정된 건조  내수 조건에서 착력과 

포름알데히드 방산 결과에 한 데이터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로그램에 의해 통계학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분석은 95%의 신뢰범 에서 실시

하 다(SAS, 2002). 상기 측정치에 한 각 인자의 

향은 분산분석을 통하여 확인하 으며, 통계학

으로 p < 0.05 수 에서 향을 받았을 경우 Fisher’s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t : 최소유의차) 검정

을 다 비교 방법 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Student 

t-test에 의해 수행하여 각 데이터의 평균치 간의 차

이가 유의한지 분석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채박의 이화학적 성질

유채박의 화학  조성을 확인한 결과, 41%의 섬

유소, 30%의 단백질, 12%의 지방, 9%의 수분, 8%의 

회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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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rapeseed flour
(unit: %)

Protein Holocellulose Fat/oil Moisture Ash

Rapeseed–I 23.22 43.11 25.81 3.48 4.38

Rapeseed-II 21.51 46.45 24.72 3.51 3.81

Rapeseed flour 29.58 41.47 11.67 9.24 8.04

Soybean 37.40 40.22 11.34 5.52 5.52

Table 2. Characteristics of rapeseed flour hydrolyzates and rapeseed flour-based adhesives

Rapeseed flour hydrolyzates a Rapeseed flour-based adhesives b

1% NaOH 3% NaOH D-water 1% NaOH 3% NaOH D-water

RH/PFa 100/0 100/0 100/0 70/30 70/30 70/30

Viscosity (m․Pa․s) > 5,000 1,670 1,250 > 5,000 3,690 4,050

pH 9.92 12.57 5.4 10.03 10.59 6.22

Solid content (%) 19.73 25.86 26.17 26.08 34.14 36.12
a RH/PF : rapeseed hydrolyzates/phenol-formaldehyde prepolymer.  
b This RSF-based adhesive resins were formulated with RSF hydrolyzates and 2.4-P/F PF prepolymer.   

유채박의 지방 함량은 유채씨에 비해 낮은 반면 단백

질  회분의 함량이 유채씨와 비교하여 증가한 이유

는 채유과정에서 지방이 추출되며 상 으로 단백

질과 회분의 함량이 올라갔으며, 섬유소의 함량이 

감소한 것은 채유과정에서 수용성 당류가 추출된 결

과라 상된다. 한편, 유채박의 함수율은 유채씨  

두의 함수율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유채씨로부터 

오일를 추출한 후 발생한 유채박을 운송 는 보 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하며 함수율이 상승한 것으로 

추측된다.

3.2. 유채박 가수분해물 및 유채박 접착

제의 물성

Table 2는 유채박의 알칼리  증류수 가수분해물, 

그리고 유채박 가수분해물과 phenol-formaldehyde 

(PF) prepolymer로 조제한 유채박 착제의 물성을 

보여 다. 1%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이하 1%-NaOH)

에 반응시켜 얻은 유채박 가수분해물은 낮은 고형분 

함량과 매우 높은 도를 보 는데, 이 결과는 유채

박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소 물질의 팽윤에 의한 것

이라 단된다. 그러나 3% 수산화나트륨 용액(이하 

3%-NaOH)에서는 높은 고형분 함량에 비해 도가 

크게 감소하 는데, 이는 유채박 내에 함유된 섬유소, 

단백질과 같은 조성분들의 결합이 높은 알칼리 조건

에서 끊어지면서 분자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한편 증류수(이하 D-water)만을 이

용한 유채박 가수분해물의 경우 높은 고형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결과는 

유채박 내에 존재하는 섬유소  단백질 분자간의 

결합이 유지된 상태에서 코일과 같이 꼬여있는 유채박의 

삼차원 인 구조가 열에 의해 펼쳐짐(unfolding)에 따

라 친수성의 능기가 많이 노출되면서 도가 낮아

진 것으로 생각한다(Lambuth, 1989).

유채박 가수분해물과 PF prepolymer로 조제한 유

채박 착제의 성질은 26.08∼36.12%의 고형분 함

량에 매우 높은 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추가 으로 충 제나 증 제의 첨가 없이 도포형 

착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3%-NaOH로 조제한 착제의 경우 pH가 무 높아 

목재 착제로 합  제조에 사용시 목재 표면의 열화

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용시 주의가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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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ry tensile shear strength (top) and 

wood failure (bottom) of plywood panels

fabricated with RSF-based adhesive resins.

Different capital letters over columns in-

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test). 

3.3. 건조상태 인장 전단강도 및 목파율

Fig. 1은 유채박 착제로 조제한 합 의 건조 상태 

인장 단강도  목 율에 해 가교제로 사용된 

PF prepolymer의 포름알데히드와 페놀(이하 F/P)의 

몰비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건의 향을 보여 다.  

유채박 착제로 제조한 합 의 건조상태 인장 단

강도  목 율은 착제 내에서 가교제로 사용된 PF 

prepolymers의 F/P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는데(p = 0.01), 이는 높은 F/P 몰비의 PF prepol-

ymer가 유채박 가수분해물과의 가교결합 정도를 증가

시키고 결과 으로 착제의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압과정 에 목재 내로 히 침투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라 추측한다. 한편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건에 따른 건조 상태에서의 인장 단강도  목

율은 D-water 착제에서 가장 높았으며, 3%-NaOH, 

1%-NaOH 순으로 조사되었다(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D-water 유채박 가수분해물의 경우 구조

으로 unfolding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능기가 노출

되고 결과 으로 PF prepolymers와 유채박 가수분

해물 사이에 한 가교결합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3%-NaOH 착제의 경우, 높은 알칼리 처리

로 유채박 내의 조성분인 섬유소와 단백질의 결합이 

단되며 유채박의 조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착력이 하되어 D-water 착제보다 착력이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Lambuth, 1977). 한편 1%-NaOH 

가수분해물에 PF prepolymers를 첨가시 도가 크게 

증가하 는데, 어떠한 착제에서 도의 증가는 각 

조성분 간의 결합에 따른 분자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

으로 1%-NaOH와 PF prepolymer로 조제한 착제

에서 분자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목재 안으로 한 

침투가 일어나지 않아 낮은 인장강도  목 율을 보

인 것으로 생각한다.   

건조 상태에서 인장 단강도와 목 율에 한 F/P 

몰비와 가수분해 조건의 상호 효과는 Fig. 2에 나타

내었다. 건조상태 인장 단강도와 목 율은 1.8-과 

2.1-F/P 몰비에서 D-water 착제로 제조한 합 에

서 매우 높은 값을 보 으나, 1%-NaOH 착제로 제

조한 합 에서 크게 하되었다. 한편 2.4-F/P로 제

조한 합 에서는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건과 상 없

이 낮은 착능 결과를 보 다.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면, 

1.8-F/P 는 2.1-F/P PF prepolymer와 D-water 그

리고 1.8-F/P PF prepolymer와 3%-NaOH로 조제한 

착제의 착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유채박 착제로 조제한 모든 합 의 건조상태 

인장 단강도는 KS F 3101 보통합 의 품질기 인 

최  인장 단 착력인 0.6 N/mm2를 상회하 으

며, 목 율은 1.8-F/P 몰비와 D-water 착제에서 

품질기 인 5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습윤상태 인장 전단강도 및 목파율

Fig. 3은 유채박 착제로 제조된 합 의 시험편을 

내수 조건에 노출시킨 후 측정한 습윤상태 인장 

단강도  목 율 결과를 보여 다. F/P 몰비에 따른 

인장 단강도  목 율은 2.1-F/P로 제조한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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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action effect of hydrolysis condition

and PF prepolymer type on the dry ten-

sile shear strength (top) and wood fail-

ure (bottom) of plywood panels fabricated

with RSF-based adhesive resins.  

Fig. 3. Wet tensile shear strength (top) and 

wood failure (bottom) of plywood panels 

fabricated with RSF-based adhesive resins.

Different capital letters over columns in-

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test).

에서 가장 높았으며, 2.4-F/P로 제조한 시편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p = 0.01). 이와 같은 결과들은 

2.4-F/P로 조제된 착제의 경우 착제 내에 상

으로 많이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가교반응

을 통한 완  경화를 해 외부로부터 많은 열에 지

의 공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열압조건이 2.4-F/P의 경화를 해 불충분하여 

착제의 완  경화가 발생하지 않아 습윤상태 인장 

단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단된다. 한편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건에 따른 내수 인장 단강도  목

율 결과를 보면, D-water로 조제한 착제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 NaOH, 1% NaOH로 조제한 

착제 순으로 조사되었다(p = 0.01). 이와 같은 결

과는 건조 상태에서의 인장 단강도  목 율과 마

찬가지로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건에 따라 PF pre-

polymer와 가교결합 정도에 차이가 일어나며, 결과

으로 분자량이 큰 1%-NaOH로 조제한 착제 분

자가 목재 내로 침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분자량이 

제일 작은 3%-NaOH로 조제한 착제는 과도한 침

투가, D-water로 조제한 착제의 경우 한 침투

로 높은 인장 단강도  목 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추론을 확인하기 하여 유채박 

착제의 목재 침투 정도를 학 는 자 미경으로 

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일정한 F/P 몰비에서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

건에 따른 습윤 인장 단강도와 목 율을 비교한 결

과, 2.1-F/P PF prepolymer와 D-water 착제로 제

조한 합  시편에서 가장 높았다(Fig. 4). 그러나 유

채박의 가수분해 조건과 상 없이 2.1-과 2.4-F/P 

PF prepolymers로 조제한 착제로 이용하여 제조한 

합  시편의 인장강도  목 율은 상 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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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raction effect of hydrolysis condition

and PF prepolymer type on the wet 

tensile shear strength (top) and wood 

failure (bottom) of plywood panels fab-

ricated with RSF-based adhesive resins.

Fig. 5. Formaldehyde emission of plywood pan-

els fabricated with RSF-based adhesive 

resins.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결과들을 토 로 1.8-F/P 

PF prepolymer와 D-water 가수분해물로 조제한 유

채박 착제가 내수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인장 

단강도  목 율을 가진 합 을 제조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3.5. 포름알데히드 방산    

유채박 착제로 제조한 합 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한 PF prepolymers의 F/P 몰비와 유채

박의 가수분해 조건의 향을 조사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유채박 가수분해물에 1.8-, 2.1-, 2.4-F/P PF 

prepolymers로 조제된 착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합 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각각 0.43, 0.96, 2.73 mg/ℓ

로, F/P의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방산

량이 증가하 으며, 특히 2.4-F/P PF prepolymer를 

함유한 착제로 제조한 합 의 포름알데히드 방산

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PF prepolymer의 F/P 몰비가 높을수록 

유채박의 가수분해물과 가교반응에 이용되지 못한 

유리 포름알데히드가 증가하고 결과 으로 포름알데

히드 방산량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높

은 F/P 몰비의 PF prepolymer로 조제한 유채박 

착제를 사용할 경우 착력의 향상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의 감소를 하여 열압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재 

표면에 열화가 일어나지 않는 범 에서 열압온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건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방

산량의 향을 보면, 1%-NaOH의 경우 1.8-F/P PF 

prepolymer와 조제한 착제에서 1.0 mg/ℓ 이하, 2.1- 

 2.4-F/P PF prepolymers로 조제한 착제에서는 

1.32 mg/ℓ과 1.14 mg/ℓ의 포름알데히드가 방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Fig. 5), 이 결과는 본 연구에 사

용된 열압조건에서 1%-NaOH의 경화정도가 D-water

와 3%-NaOH에 비교하여 향상됨으로써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D-water 

는 3%-NaOH와 2.4-F/P PF prepolymers로 조제한 

착제에서는 3.0 mg/ℓ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방산

되었는데, D-water  3%-NaOH의 경우 2.4-F/P PF 

prepolymers와 가교결합을 할 수 있는 많은 능기가 

노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압조건에서 열

에 지의 공  부족으로 충분한 경화가 일어나지 않아 



유채박의 알칼리 가수분해물을 이용한 합 용 착제의 개발

－ 331 －

가교결합에 사용되지 못한 많은 유리 포름알데히드가 

방산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결과를 토 로 KS F 

3101에서 규정된 E0 의 포름알데히드 평균 방산량 

(0.5 mg/ℓ)에 근하기 해 높은 F/P 몰비의 PF 

prepolymer로 유채박 착제를 제조할 경우 유리 포름

알데히드를 최소화하기 해 한 유채박의 생화

학  개량  착제의 완  경화를 한 충분한 열

압조건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 결  론

유채박의 화학  조성을 확인한 결과 주로 섬유

소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채박 착제는 유

채박의 가수분해 조건에 따라 도와 고형분 함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3%-NaOH를 이용하여 조제한 

착제의 경우 높은 고형분 함량에 비해 상 으로 

도가 낮아 취   용이 매우 용이하 다. 유채박 

착제를 이용하여 제조한 합 의 인장 단강도  

목 율은 KS F 3101 보통합 의 품질기  최소값인 

0.6 N/mm2  50%를 상회하 다. 건조조건에서의 

단 인장강도  목 율은 착제 내에서 가교제로 

사용된 PF prepolymers의 F/P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으며,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건에 의한 비교

에서는 D-water 착제에서 가장 높았으며, 3%-NaOH, 

1%-NaOH 순으로 조사되었다. 내수 조건에서의 

인장 단강도  목 율은 2.4-F/P로 제조한 시편

에서 가장 낮았으며, 가수분해 조건에 의한 측정치는 

건조 상태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

데히드 방산량은 2.4-F/P PF prepolymer를 사용한 

착제를 제외하고 매우 낮은 수 을 유지하 으며, 

특히 1.8-F/P PF prepolymer를 사용한 착제의 경우 

유채박의 가수분해 조건과 상 없이 E0 수 (0.5 mg/ℓ)

보다 낮았다.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면, 1.8-F/P PF 

prepolymer와 D-water로 조제한 유채박 착제가 

라디에타 인 합  생산을 한 최  제조 조건이라

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유채박 착제의 상용화를 

해 착력과 목질 재료로의 침투 정도 간의 상

계를 확인하는 미경  찰과 최  용 조건을 찾

는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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