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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산 산공재  구조  특징이 목재흡음에 합하다고 생각되는 백합나무 목재 횡단면의 흡음성능과 기체투

과성의 방사방향 변동과 폭쇄처리 향을 찰하고자 무처리와 폭쇄처리 목재원반에서 방사방향 치가 다른 원

형시험편을 채취하여 달함수법과 CFP (capillary flow porometry)법으로 흡음율과 기체투과성을 각각 측정, 

비교하 다. 측정주 수범 에서 폭쇄처리 횡단면의 흡음율이 무처리재보다 높은 흡음성능을 나타내었으며 횡

단면에서는 경 도 이 다수 존재하여 다공질형흡음에 유용한 연속된 모세 이 다량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방향으로는 심재부 에서 채취한 시험편보다 변재부 에서 채취한 시험편의 흡음계수가 높은 

흡음율을 나타내었으며, 기체투과성도 변재부 가 심재부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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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dial variation of sound absorption capability and air permeability of yellow poplar (Liriodendron 

tulipifera) wood in cross sectional surface and effect of steam explosion treatment were 

estimated by the two microphone transfer function method and the capillary flow porometry, 

respectively.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of steam explosion treated wood was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wood and these values increased with frequency. Abundant and big vessel may 

behave as sound absorbing pore observed on the cross sectional surface of yellow poplar wood.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and air permeability of sapwood were higher than those of 

heartwood for Liriodendron tulipifera. 

Keywords :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air permeability, radial variation, steam explosion treat-

ment

1. 서  론

목재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고 구성세포는 

수종 간, 수종 내 그리고 동일 임목 내에서도 수종 고

유의 유  특징 는 생육환경에 따라 세포 크기, 

형태 그리고 배열이 다르다. 이러한 목재 구성세포의 

변이는 목재조직의 변이는 물론, 비 , 수축, 팽윤 투

과성 등의 물리  성질의 변이를 나타내게 하고 건조

특성, 삭특성 등의 가공특성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된다(Erickson, 1970; Perng and Sebastian, 1983).

목재세포의 변이와 련하여, 침엽수의 경우에는 

다수의 연구자가 가도  길이의 변화를 보고하 으

며,  활엽수의 경우, 수에서 수피쪽으로 수체 내 치

에 따른 목섬유의 길이 변동은 수에서 수피쪽으로 갈

수록 증가한 후, 일정연륜에 달한 후 감소하거나, 일

정해진다고 보고하 다(한, 1987). 한, 박(1981)은 

목섬유의 길이는 수에서 가까운 연륜에서 속히 증

가하여 어느 연륜에서 일정해진다고 보고하 고, 한

(1987)은 주요산공재 구성요소의 방사방향변이에 

하여 수에서 가까운 부 에서 일정 연륜까지 도 직

경이 속하게 증가한 후 거의 안정되는 직선형, 완

만하게 계속 증가하는 곡선형  서서히 감소하는 포

물선형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 다. 한편, 도 요소

의 형태  치수는 수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증가하거

나, 격히 증가하다 안정되거나, 서서히 증가하다

가 안정된다고 보고하 다. 한 박(1981)은 주요 환

공재에서 도  등의 구성요소가 방사방향에서 여러 

형태로 변화함을 보고하 다. 이외에도 목재구성요

소의 수간 내 변이에 하여는 여러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침엽수와 활엽수 공히 수간 내에서 구성요소

의 형태나 크기가 변동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이 게 목재구성요소가 변화하면 그

에 따라 비 , 강도 그리고 기체투과성 등도 변화하

게 되며 이와 련한 가공특성과 물리  특성도 변화

하게 된다.  

한편, 목재를 건축용 흡음재료로 사용해 보려는 시

도는 례가 었으나 최근 웰빙과 로하스에 한 

심 고조로 목재와 목질보드의 흡음성능에 한 연구

가 시도되고 있다(강과 박, 2001; Yang et al., 2004; 

강 등, 2008; 강 등, 2010; Kang et al., 2008;  Kang 

et al., 2010). 지 까지의 연구로 목재의 흡음율은 

수종 간 차이가 크고 동일 수종에서는 횡단면이 방사

단면과 선단면보다 높은 흡음율을 나타내며 그러

한 차이는 기체투과성과 한 계가 있음이 규명

되었다(Watanabe et al., 1967; Wassilieff, 1996). 즉 

목재투과성이 증가할수록 흡음계수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재의 기체투과성 

개선이 흡음능력 개선에 기여할 것을 상정하여 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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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e specimen preparation from tree

disk for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estimation.

Fig. 2. Low pressure steam explosion apparatus.(2005)은 낙엽송을 목재원반형태로 가공하여 탈리그

닌처리함으로써 기체투과성을 증 시켜 고주 수

역에서의 흡음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 다. 한 

강 등(2008)은 백합나무를 폭쇄처리함으로써 기체

투과성을 증 시켜 흡음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목재구성세포의 형태변

화가 기체투과성과 흡음율의 변화에 향하므로, 목

재 방사방향에서 구성요소의 변이, 즉 심, 변재 차이

나 수에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도 이나 가도 의 

직경, 추출물 유무 등의 변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변

이가 목재의 횡단면을 음입사면으로 하는 흡음재료

의 심, 변재 부 차이나 수에서부터의 거리 등에 따

라 투과성과 흡음계수에 향하므로 이에 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극구조가 흡음에 합하다고 생각되는 국내산 활

엽수인 백합나무재를 원반(log cross section)형태로 

가공하여 목재표면의 구조  특징과 실용주 수 역

에 해당하는 500∼6,400 Hz 내에서의 흡음율과 기체

투과성의 변화를 측정하 다. 이때 원반형태의 목재

를 폭쇄처리하여 무처리재와 비교하여 흡음성능의 

방사방향변이를 찰하 다. 이를 통하여 목재횡단

면 흡음성능과 기체투과성의 방사방향변이에 한 

기 지식을 악하고자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흡음율시험편은 두께 30 mm의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원반을 고주 진공건조하여 직경 29 mm

의 고주 수 역시험용으로 선삭가공하여 흡음율을 

측정하 다. Fig. 1과 같이 원형시험편의 앙부의 

연륜번호를 달리하여 수심부 에서부터 연륜이 증가

한 부 에서 차례로 번호를 부여하며 하나의 원반에

서 3∼4개의 흡음율측정용 시편을 채취하여 측정, 

비교하 다. 

기체투과성용 시험편은 시험조건의 제약으로 백합

나무원반의 심재부에서 채취한 시험편을 심재부 시

험편으로, 변재부 에서 채취한 시험편을 변재부 시

험편으로 하여 각각의 기체투과성을 측정하 다. 

2.2. 흡음율측정

흡음율 측정은 보(강 등, 2008)와 마찬가지로 B

＆K사의 impedance tube, pulse 분석장치 그리고 스

펙트럼 아날라이 를 이용하여 달함수법(transfer 

function method)으로 실용주 수범 에서의 흡음

율을 측정하 다. 흡음율측정 시, 달함수법, 정재

비법 공히 임피던스튜 를 사용하는데 임피던스튜

 직경의 주 수 제한으로 고주 수 역은 29 mm, 

주 수 역은 99.0 mm의 두 직경에서 흡음율을 

측정해야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사방향부 에 따른 

흡음성능비교에 큰 직경의 시험편이 합하지 않기 

때문에 직경 29 mm의 소형임피던스 을 이용하여 

500∼6,400 Hz 구간의 주 수변화에 따른 흡음율 변

이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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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ypical plots of sound absorption co-

efficient vs. frequency for 30mm thick

yellow poplar wood (top : small diame-

ter tree disk, bottom : big diameter

tree disk, -number: center annual ring

number from pith).

Fig. 4. Typical plots of sound absorption co-

efficient vs. frequency for steam ex-

ploded 30mm thick yellow poplar wood

(top : small diameter tree disk, bottom

: big diameter tree disk, -number: cen-

ter annual ring number from pith).

2.3. 목재조직관찰

백합나무 목재시험편에서 소시편을 취하여 자

미경으로 목재횡단면, 방사단면 그리고 선단면

의 미세구조를 찰하 다. 

2.4. 저압스팀폭쇄처리

폭쇄처리는 Fig. 2와 같은 일본 야스지마에서 주문 

제작한 폭쇄처리장치를 사용하 다. 폐된 속

에 목재원반을 넣고 뚜껑을 덮은 후 하고 과열증

기보일러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의 스 을 주입한 후 

설정온도와 압력에 도달하면 일정시간 그 상태를 유

지하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압축공기로 작동하는 밸

를 이용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기압상태로 바꾸

어주면 고온, 고압의 스 이 빠르게 이동하며 목재 

구성조직에 변화를 야기하는데 투과성과 건조속도가 

증가한다(Kanazawa, 1992).

폭쇄처리온도와 압력은 158°C, 5기압으로, 처리시

간은 600  가열, 가압유지 후 폭쇄, 60  휴지를 1

회로 하여 3회 처리하 다. 

2.5. 기체투과성 측정

흡음율에 크게 향하는 기체투과성은 보(강 등, 

2010)와 마찬가지로 PMI (Porous Materials Incor- 

perated)사의 CFP (Capillary Flow Porometry)를 

이용하여(Jena and Gupta, 2002) 측정하 으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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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y of yel-

low poplar wood (top : cross section,

bottom : radial section).

력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유동의 양으로 겉보기 투

과성을 측정하여 여러 압력에서의 겉보기 투과성의 

평균치를 심재, 변재 간 특성치로 사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목재의 흡음성능의 방사방향 변이

Fig. 3은 두께 30 mm의 낙엽송 시험편의 500 Hz에

서 6,400 Hz의 주 수범 에서의 흡음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X축이 측정주 수, Y축이 흡음율을 나타내

고 있다. 이때 흡음율의 수치는 최소 0에서 최  1의 

수치를 나타내는데, m은 mili의 약자로 1/1,000을 의

미하며 각각의 그래 가 1개씩의 시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그래 에 첨부된 숫자는 시험편의 

앙부의 수에서부터 계수한 연륜번호를 나타내고 있

다. 흡음율은 측정주 수범 까지 주 수증가에 따

라 흡음율이 증가하여 다공질형 흡음특성을 나타내

었다. 수심쪽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즉 수피쪽으로 

갈수록 흡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심부  수의 번호가 큰 

시험편이 은 시험편보다 높은 흡음율을 나타내었

다. 한편, 주 수가 증가할수록 흡음율이 증가하여 

다공질형 흡음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4에 폭쇄처리한 두께 30 mm의 백합나무의 시

험편의 500 Hz에서 6,400 Hz의 주 수범 에서의 

흡음율을 나타내고 있다. 무처리 시험편과 마찬가지

로 주 수에 따라 흡음율이 증가하고 시험편부 가 

수피로 갈수록 증가하 으며 체 으로 높은 흡음

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폭쇄처리에 의해 목재세포의 

구조가 변화한 것에 기인하는데, 가나자와는(1992) 

침엽수재의 6기압 폭쇄처리에 의해 막공의 국부 손

상이 발생하여 투과성이 증가하여 건조속도가 증가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백합나무 수피부근의 

흡음율은 1 kHz 부근에서 200∼300 m, 2∼5 kHz 부

근에서는 100∼500 m 그리고 5 kHz 이상의 주 수 

부근에서는 300∼600 m 정도의 높은 흡음율을 나타

내어 건축용 내장흡음재로 많이 사용되는 석고보드

보다 높은 흡음율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백합나무재 원반의 흡음계수가 비교

 넓은 주 수 역에서 흡음성이 높아서 환경친화

인 흡음재료로의 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재료와의 

조합 등으로 흡음능력의 제고가 기 된다. 한편, 동

일 수종이라도 수에서의 거리와 춘, 추재 간의 차이

에 의하여 흡음계수가 다른 사실을 인지하고 횡단면

이 음입사면이 되도록 가공할 때 방사방향 변이를 고

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3.2. 백합나무재의 구조적 특징

강(2010)은 흡음성은 재료의 흐름 항과 련하고 

목재의 흐름 항을 낮추는 것은 도 과 같은 통공

극(through pore)이며 도 의 직경이 크고 수가 많

을수록 흡음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했는데 백합나무는 

Fig. 5와 같이 횡단면에서 직경이 큰 다수의 도 이 

산재해 있다. 도 의 직경은 약 50 µm부터 100 µm 

내외의 상당히 큰 직경의 도 이 다량으로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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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air permeability between

sapwood and heartwood of yellow pop-

lar in longitudinal direction (top : heart-

wood, bottom : sapwood).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계단형 천공 으로 

연결되어 연속통로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특징들로 인하여 공극율이 높아지고 다공질형흡음에 

유리한 연속된 모세 이 조성되어 백합나무가 높은 

흡음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백합나무의 수심부 가 흡음율이 낮은 것은 

3.3항의 백합나무재 심, 변재 간 투과성변이 고찰에

서도 나타나듯이 수피부 보다 기체투과성이 낮아서 

흡음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심재부의 투과성이 

변재부보다 낮은 것은 육안 인 찰에 의한 재색차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심재부의 추출물 함량이 높아서 

기체투과성이 하되고 이외에도 타일로시스의 빈

도, 도 직경과 개수의 변이 등이 여할 것으로 생

각되나 향후 미세구조 인 찰이 필요하다.

3.3. 백합나무재 심, 변재 간 투과성변이

3.2항에서 백합나무재는 횡단면에서의 경 공

이 다수로 존재하여 공극율이 크고 비 이 작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직경 50∼100 µm 후의 도 이 다

수로 존재하는 산공재로 도 의 분포 수가 많아서 투

과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Fig. 6에 X축에 

압력을, Y축에 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계산

되어지는 수치는 변재의 평균 투과성이 14.338 dar-

cy로 비교  높은 투과성을 나타내었고 심재는 

0.826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평균투

과성은 각각 다른 압력에서 다른 유동이 발생하여 투

과계수가 달라지는데 다른 압력에서의 투과성들을 

산술평균해서 계산하 다. 

심재와 변재 간에는 15배 정도의 투과성차이가 있

었는데 이는 심재와 변재간 추출물 함량의 차이와 공

극의 크기 그리고 심재와 변재 간의 미세공극비율 차

이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투과성차이가 

음 가 가지고 있는 에 지를 달하는 매질인 공기

의 유동차이를 나타나게 하고 다공체인 목재 내에서 

유체이동에 따른 에 지소비를 유발하는 유동의 변

이로 인해 심재와 변재 간 기체투과성차이가 나타나

며 이로 인하여 3.1항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심재와 

변재 간 흡음율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4. 결  론

백합나무원반의 횡단면에 입사하는 음 에 한 

목재의 방사방향 변이와 폭쇄처리에 의한 흡음성능

의 변화를 악하기 하여 달함수법으로 흡음율

을 측정,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백합나무 시험편은 거의  주 수 역에서 건

축용 내장흡음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보다 높은 흡

음율을 나타내었다. 

2) 백합나무의 목재표면에 경의 도 이 다량으

로 존재하고 도 요소가 천공 으로 연결되어 흡음

성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3) 수피에 가까운 부 의 흡음율이 수심에 가까운 

부 보다 주 수 역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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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 폭쇄처리에 의해 흡음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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