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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톱밥과 귤박을 이용하여 혼합보드를 제조하여 기본 물성을 조사하 다. 혼합보드의 귤박 혼합율이 

10%에서 40%로 증가함에 따라 흡수율은 94.1%에서 86.5%로, 두께 팽창율은 27.2%에서 18.0%로, 휨강도는 

65.1 kgf/cm2에서 39.2 kgf/cm2로, 경도는 195.3 kgf/cm2에서 180.3 kgf/cm2로 감소하 다. 혼합보드의 도가 

0.4 g/cm3에서 0.8 g/cm3로 증가함에 따라 흡수율은 149.2%에서 58.6%로 감소하 으나, 두께 팽창율은 6.4%에

서 17.9%로, 휨강도는 4.2 kgf/cm2에서 96.6 kgf/cm2로, 경도는 40.4 kgf/cm2에서 196.2 kgf/cm2로 증가하 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plore a new application of board and obtain fundamental 

properties for producing composite board from sawdust and orange peels. As the mixing rate of

orange peels increased from 10% to 40%, water absorption, thickness swelling, modulus of rupture

and brinell hardness decreased as follows : 94.1%∼86.5%, 27.2%∼18.0%, 65.1 kgf/cm2
∼39.2 kgf/cm2

and 195.3 kgf/cm2
∼180.3 kgf/cm2, respectively. As the density of board increased from 0.4 g/cm3

to 0.8 g/cm3, thickness swelling, modulus of rupture and brinell hardness increased as follows: 6.4%

∼17.9%, 4.2 kgf/cm2
∼96.6 kgf/cm2 and 40.4 kgf/cm2

∼196.2 kgf/cm2, respectively. But the water 

absorption decreased from 149.2% to 58.6%.

Keywords : composite board, orange peel, water absorption, thickness swelling, ben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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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peels 0%

  

Orange peels 20%

  

Orange peels 40%

Fig. 1. Prepared composite board.

1. 서  론

산업사회가 발 하면서 생활쓰 기와 환경 배출

물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 상을 보이고 있

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과 생태계까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오

염에 의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 괴 원인을 찾아 해

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톱밥은 목재의 제재과정에서 발생되는 임업부산

물로서 그동안 주로 축산폐수 정화용, 유기질비료 

제조용  연료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산림조합 통

계에 의하면 2006년 말 기  연간 생산량은 27,915 

m3이며 소나무 톱밥기  평균 가격은 24,730 원/m3

으로 제재목 소비자 가격의 1/10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목재자원의 자 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목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수요 감소에 따

른 경 악화를 겪고 있는 목재 련업계의 경우 많은 

양의 톱밥이 지 않은 수입원이 되고 있는 실이

다. 그러나 톱밥이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  

리기 이 까다롭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간주

되어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톱밥을 

효과 이고 고부가가치 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임

업과 목재가공 산업의 활성화  환경오염 방지 문

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귤박은 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가

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그 양은 2005년 기

 연간 58,000톤에 이른다. 이  약 17%인 10,000

톤은 한약재로, 12%인 7,000톤은 가축사료로 이용

되며, 나머지 71%인 41,000톤은 해양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한라일보, 2005). 이에 제주도 특별

자치도에서는 많은 양의 감귤 박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고자 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귤 박은 아직도 폐기물로 분류

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재 많은 

양이 해양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비용이 

톤당 24,500원으로 높은 편이며 앞으로 더욱 비용이 

상승될 것으로 상된다(축산신문, 2005). 이처럼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 박을 재활용하

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면 농가소득증 와 해양

환경 오염원을 효과 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톱밥과 귤박을 이용하여 

혼합 성형보드를 제조하여 물성을 측정하고 톱밥과 

귤박을 이용한 건축내장재 등 새로운 용도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 재료

톱밥은 낙엽송(Larix kaemferi C.) 제재 시 발생

된 것을 제재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보드제

조 시 시료의 균일함을 하여 입자의 크기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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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water absorption 

and mixing rate of orange peels. 

(Density 0.6 g/cm
3
)

Fig. 3. Relationship between water absorption 

and density of board. (orange peels 10%)

mesh로 선별하고 함수율 7% 이하로 조 하 다.

귤박은 제주도에서 구입하여 음건 후 건조기에서 

건조한 다음 분쇄하여 입자의 크기를 18 mesh로 선

별하고 함수율은 6% 이하로 조 하여 사용하 다.

2.2. 보드제조

보드제조를 하여 균일하게 선별된 톱밥과 귤박 

 분말상 페놀수지를 충분히 혼합하여 열압기의 열

 에 있는 스테인 스 정방형 몰드 속에 넣고 시

료의 상부높이를 일정하게 조 한 후 열압 성형하여 

26 × 26 × 1.4 cm크기의 보드를 제조하 다. 보드는 

수지 혼합율 10% 기 , 도 0.6 g/cm3 일때 귤박 혼

합율을 10%, 20%, 30%, 40% 인 보드와 귤박혼합율 

10% 일때 도 0.4 g/cm3, 0.5 g/cm3, 0.6 g/cm3, 0.7 

g/cm
3, 0.8 g/cm3 인 보드를 각각 5장씩 제조하 다

(Fig. 1.). 이때 열압온도는 190°C, 가압압력 40 → 

20 → 10 kg/cm2 상태를 각각 6 → 5 → 4분간 유지

하 다. 보드제조 시 사용한 분말 페놀수지(코오롱 

유화(주) KNB-100PL)의 융 은 88°C, 경화시간 89 

sec, 수지 고형분 98%이다.

2.4. 물성측정

혼합보드를 12 × 12 × 1.4 cm 크기로 재단하여 항

온 항습기에서 조습처리한 후 각각의 조건별로 10개

씩 선정하여 흡수율  두께 팽창율을 KSF 3104에 

의거하여 측정하 다. 휨강도는 만능강도 시험기

(Shimadzu, AGS-10KN)를 이용하여 하 속도 5 

mm/min 조건으로, 경도는 Brinell 경도기(B960909, 

경테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흡수율

귤박의 혼합율  보드의 도에 따른 톱밥, 귤박 

혼합보드의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를 Figs. 2∼3에 

나타난다.

도 0.6 g/cm3인 보드의 수분흡수율은 귤박 혼합

율이 10%일 때 94.3%, 40%일 때 86.5%로 귤박 혼

합율이 높을수록 흡수율이 낮아 귤박이 수분의 흡수

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단된다. 박(2004)

이 왕겨와 톱밥으로 제조된 보드의 왕겨의 혼합비율

에 따른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혼합비가 5 : 5일때 

가장 컷으며 평균 23.7∼47% 범 라고 한 바 있다. 

한 오(2002)는 톱밥만으로 제조된 보드의 열압시

간에 따른 흡수율은 시간별로 81.9∼130.7%라고 보

고 한 바 있어, 같은 원료로 만든 보드보다 상이한 

원료를 이용한 보드제조 시 흡수율에 차이가 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귤박 10% 혼합한 보드의 수분 흡수율은 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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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thickness swel-

ling and mixing rate of orange peels.

(Density 0.6 g/cm
3
)

Fig. 5. Relationship between thickness swelling 

and density of board. (orange peels 10%)

g/cm3일 때 149.2%, 0.8 g/cm3일 때 58.6%로 도가 

증가할수록 흡수율은 감소하여, 도가 증가할수록 

공극이 어 보드 속으로 수분 침투가 어려웠기 때

문으로 단된다.

이와 윤(1994)은 MDI 수지로 제조된 톱밥보드의 

선팽창율과 물 흡수율은 비 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고 하 으며, Yoshida (1986)도 나왕으로 제조된 보

드의 도가 0.4 g/cm3에서 0.7 g/cm3로 증가함에 

따라 흡수율은 167.6∼82.6%로 감소한다고 하 으

며, 톱밥, 귤박 혼합보드의 흡수율 값이 귤박의 향

으로 약간 음을 알 수 있었다.

3.2. 두께 팽창율

귤박의 혼합율  보드의 도에 따른 톱밥, 귤박 

혼합보드의 흡수두께 팽창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s. 

4∼5와 같다.

도 0.6 g/cm3인 보드의 두께 팽창율은 귤박혼합

율이 10%일 때 27.2%, 40%일 때 18.0%로 귤박 혼

합율이 클수록 두께 팽창율은 감소하여, 귤박성분이 

수분흡수를 억제하여 두께 팽창율에 향을 미친 것

으로 단된다. 오(2002)는 낙엽송 톱밥만으로 제조

된 보드의 열압시간에 따른 두께 팽창율은 10.8∼

14.9%라고 보고하 다. 한편, 박(2004)은 톱밥과 왕

겨 혼합보드의 두께 팽창율 측정에서 왕겨의 혼합양

이 많을수록 수분 흡수가 어려워 두께 팽창율이 

었으며, 평균 두께 팽창율은 3.8∼8.9%라고 한 바 

있어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는데, 이는 귤박 성분보

다 왕겨의 실리콘(규소) 성분이 수분침투를 더 억제

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귤박 10% 혼합보드의 두께 팽창율은 도 0.4 

g/cm3일 때 6.4%, 0.8 g/cm3일 때 17.9%로 도가 

증가할수록 두께 팽창율도 증가하 다. 이러한 이유

는 도가 작은 시험편은 팽창이 공극 내에서 발생

하는 반면, 도가 큰 시험편은 공극이 부족하고 목

재의 양이 많기 때문에 목재자체의 세포에서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 의 치수변화가 큰 것으로 사료

된다. Oh (2003)는 소나무 톱밥으로 제조된 톱밥보

드의 도에 따른 두께 팽창율 조사에서 도가 0.4 

g/cm3에서 0.7 g/cm3로 증가함에 따라 두께 팽창율

은 7.2%에서 15.8%로 증가하 다고 보고 한 바 있

다.  한 일반 으로 동일한 수지 첨가량으로 제조

된 보드의 경우 비 이 증가함에 따라 치수 안정성

이 나빠진다는 견해도 있으며(Sun et al., 1994), 

Roffael과 Rauch (1972)는 페놀수지를 이용하여 제

조된 티클보드의 비 이 0.5에서 0.9로 증가함에 

따라 두께 팽창율도 증가한다고 하 다.

3.3. 휨강도

귤박의 혼합율  보드의 도에 따른 톱밥, 귤박 

혼합보드의 휨강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s. 6∼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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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bending strength 

and mixing rate of orange peels.

(Density 0.6 g/cm
3
)

Fig. 7. Relationship between bending strength 

and density of board. (orange peels 10%)

같다.

도 0.6 g/cm3인 보드의 휨강도는 귤박 혼합율이 

10% 일 때 65.1 kgf/cm2, 40%일 때 39.2 kgf/cm2로 

귤박 혼합율이 클수록 휨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 귤박 혼합율이 증가할수록 귤박과 톱밥과의 결

합력이 떨어져 생긴 결과로 귤박성분이 강도 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단된다. 박(2004)은 톱밥과 왕

겨의 혼합비에 따른 혼합보드의 휨강도 측정에서 혼

합비율별 휨강도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으며, 도 

0.6g/cm3인 혼합보드의 경우 모든 혼합비에서 휨강

도가 60 kg/cm2 이하 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왕겨성분보다는 귤박성분이 톱

밥과의 결합력이 커서 휨강도가 약간 큰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오(2002)의 보고에 의하면 도, 열

압시간, 압력 등 본 연구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제조

된 톱밥보드의 휨강도는 87.2 kg/cm
2로 톱밥, 귤박 

혼합보드의 휨강도보다 100% 톱밥만으로 제조된 

보드의 휨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귤박 10% 혼합한 보드의 휨강도는 도 0.4 g/cm3

일 때 4.2 kgf/cm2, 0.8 g/cm3일 때 96.6 kgf/cm2로 

도가 클수록 휨강도는 증가하 다. 이와 윤(1994)

은 MDI수지로 톱밥보드를 제조하여 비 이 증가하

면 휨강도도 증가한다고 하 으며, Yoshida (1986)

은 나왕으로 제조된 티클보드도 도가 증가하면 

휨강도와 탄성계수가 증가하 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일반목재의 특성과 같은 경향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 이와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 박(2004)이 톱밥과 

왕겨의 혼합비율 별로 제조된 보드의 휨강도를 측정

한 결과 도 0.7 g/cm3일때 83.2 kgf/cm2로 최고치

를 나타낸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 같은 도일

때 귤박이 10%를 혼합하여 제조된 보드는 94.6 

kgf/cm2로 왕겨 혼합보드보다 휨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KS F 3104 PB 8형 품질기 (8.0 

N/mm2)은 만족 시켰다.

3.4. 경도

귤박의 혼합율  보드의 도에 따른 톱밥, 귤박 

혼합 보드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s. 8∼9에 나

타냈다.

도 0.6 g/cm3인 보드의 경도를 귤박 혼합율이 

10%일때 195.3 kgf/cm2, 40%일때 180.3 kgf/cm2로 

귤박 혼합율이 클수록 경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귤박성분이 경도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오(2002)는 본 연구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제조된 톱밥보드의 경도는 215.7 kgf/cm2라고 보고

한 바 있다.

귤박 10% 혼합한 보드의 경도는 도 0.4 g/cm3 

일 때 40.4 kgf/cm2, 0.8 g/cm3 일 때 196.2 kgf/cm2

로 도가 클수록 경도는 증가하 다. Oh (2003)는 

완 히 톱밥만으로 제조된 보드의 경도 조사에서 

도가 0.39 g/cm3에서 0.69 g/cm3로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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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between brinell hardness 

and mixing rate of orange peels.

(Density 0.6 g/cm
3
)

Fig. 9. Relationship between brinell hardness 

and density of board. (orange peels 10%)

경도는 225.8 kgf/cm2에서 365.2 kgf/cm2로 증가하

다고 하 으며, 伏谷(1985)와 北原(1977)은 일반

으로 목재의 비 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한

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다. 

이상의 결과에서 도 0.60 g/cm3, 귤박 혼합율 

10%의 동일 조건으로 제조된 보드의 도별, 귤박 

혼합율별 실험결과가 다른 이유는 보드제조 시 부

별로 균일한 도의 보드가 제조되지 않은 결과로 

단된다. 한 당한 용도가 없어 폐기되고 있는 

귤박과 활용가치가 은 톱밥을 이용하여 건축내장

재 등 새로운 용도개발을 해서는 귤박 혼합율 10%, 

도 0.7 g/cm3인 보드가 휨강도 KS F 3104 PB 8형 

품질기 은 만족시켜 보드제조 시 한 조건으로 

단되며, 앞으로 난연성, 단열성  흡음능력에 

한 추가 인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톱밥과 귤박을 이용하여 혼합율  

도별로 톱밥, 귤박 혼합보드를 제조하여 물성을 

조사하 다.

1) 도 0.6 g/cm3인 혼합보드의 귤박 혼합율이 

10%에서 40%로 증가함에 따라 흡수율은 94.1%에

서 86.5%로, 두께 팽창율은 27.2%에서 18.0%로, 휨

강도는 65.1 kgf/cm2에서 39.2 kgf/cm2로, 경도는 

195.3 kgf/cm2에서 180.3 kgf/cm2로 감소하 다.

2) 귤박 혼합율 10%인 혼합보드의 도가 0.4 

g/cm3에서 0.8 g/cm3로 증가함에 따라 흡수율은 

149.2%에서 58.6%로 감소하 으나. 두께 팽창율은 

6.4%에서 17.9%로, 휨강도는 4.2 kgf/cm2에서 96.6 

kgf/cm2로, 경도는 40.4 kgf/cm2에서 196.2 kgf/cm2

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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