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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 용도개발이 필요한 조선산업 폐합 의 흡음성능과 기계  성질을 악하고자 메이 과 메란티 폐합

을 층하고 재단하여 폐합 재활용보드를 만들어 달함수법으로 흡음율을 측정하고 휨강도를 측정하 다. 메

이 과 메란티에서 제작된 폐합  층 보드의 최 강도는 각각 534와 414 kgf/cm2으로 나타나 상용합 과 비

교하여 비슷한 강도성능을 나타내었다. 측정주 수범 에서 메란티 폐합 재활용보드의 흡음율은 0.25 후의 

수치를 나타내어 비교 상인 섬유 과 신갈나무 시험편보다 높은 흡음율을 나타내었다. 폐합  재활용보드의 

측면을 슬라이스 삭하여 제작한 보드는 우수한 강도  성능과 흡음성능으로 실내장식재로의 재활용이 기 되

었다. 

  

ABSTRACT

  Sound absorption capability and bending strength of laminated ship-building plywood waste of
maple and melanti wood were estimated.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of wood had been 
measured by the two microphone transfer function method and bending strength examined by 
three point loading. The maximum strength in bending of laminated ship-building plywood waste
of maple and melanti wood were 534 and 414 kgf/cm2, respectively. The sound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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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s of laminated ship-building plywood waste were higher than mongolian oak and 
fiber board, well used construction material. Especially, in the case of laminated ship-building 
plywood waste of melanti wood, averag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was about 0.25. It was 
surmised that the laminated ship-building plywood waste can be used as interior materials 
because of its good mechanical and sound absorption properties.

Keywords :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laminated ship-building plywood waste, mechanical 
properties

1. 서  론

웰빙  LOHAS (Life Style of Health and Sustai- 

nability) 등에 한 심 고조 등으로 인하여 목제품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된 산림개발과 세계

인 자원민족주의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 한 

국, 인도 등의 신흥공업국들의 산업화와 공업화 때

문에 자원소요량이 증가하나 공 원은 한정되어 있

어 주요 자원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목재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목재자원의 부족과 가격상승에 

처하고 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의 

하나가 목재부산물이나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이다.  

국내 선박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 은 다른 

용도로 재사용 되지 못하고 일반 목재가격의 1/10 이

하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부분 쇄되어 보드류생

산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쇄 후 보드

류로 생산하는 방안도 합 제작 시 사용한 착제 때

문에 새로운 보드제조에 여러 제약이 있다. 

조선산업 폐합 은 강도  성능, 내수성 그리고 치

수안정성 등의 면에서 우수한 물성을 보유하고 있으

나 재활용과 련해서는 국내, 외로 그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며, 최근 김(2009)이 조선산업 폐합 을 재

합하여 강도  성능을 구명하여 구조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 다. 한편, 목재가 내장재로 사

용되기 한 조건으로 외 , 치수안정성 그리고 강도

 성능 이외에 한 흡음능력이 필요하며 목재의 

경우, 생태 특성으로 방사단면이나 선단면보다 

횡단면의 흡음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한 활용방안이 어 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조선산업 폐합 을 재 합한 후 

재단하는 간단한 가공처리로 루바재, 마루바닥재 등

의 실내내장재료 는 다른 용도로서의 재활용 가능

성을 검토하기 하여 폐합 을 다층으로 직교로 

층하고 목재횡단면이 음입사면을 구성하도록 두께방

향의 측면을 삭하여 강도  성질과 흡음성능을 검

토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합판적층재 제조 및 휨강도시험

메이  합 층재는 국내 S 공업에서 LNG선박

제조 후 발생한 15 mm 단  9매 착 남양재합 을 

두께방향으로 5매씩 층하여 합 층재를 제작하

다. 층에는 우 탄계 착제를 사용하 으며 24

시간 냉압처리하 다. 메란티 합 층재는 국내 H 

공업에서 선박제조 후 발생한 합 을 유사한 방법

으로 층하 다. 

휨강도 시험은 KS F3113-2004 구조용 합  시험

방법에 해 실시하 다. Shimatsu사의 강도시험기

를 이용하여 합 층재의 두께방향과 두께직각방향

의 휨 괴강도를 측정하 다. 반복수는 각각 10회

으며 3 지지 앙집 하 , 변형속도 1 mm/min의 

조건을 용하 다. 

2.2. 흡음율측정용 시험편과 흡음시험

Fig. 1과 같은 흡음율측정용 시험편을 합 층재

의 두께방향으로 음이 입사하도록 슬라이스 삭한 

후 선삭가공하여 직경 28.9 mm 두께 8.3 mm의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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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ape of sample specimens (top : sound
absorption test specimen, bottom : bend-
ing test specimen).

Fig. 2. MOR of laminated veneer lumber of 
maple and meranti wood (top : maple, 
bottom : meranti).

형시험편을 제작하 다. 한, 합 층재를 표 으

로 하고 배면에 목재나 목질재료를 부착하여 사용하

는 경우를 상정하여 배후 부착용 목재시험편을 직경 

28.9 mm 두께 18 mm로 제작하 다. 

합 층재, 합 층재 배면에 목재를 층한 두 

경우의 흡음계수를 측정하 는데 KS F2814-2에 

하여 B＆K사의 two microphone impedance tube kit

와 pulse 분석장치를 이용하여 달함수법(transfer 

function method)으로 500 Hz∼6.4 KHz 범 에서의 

흡음율을 측정하 다. 시험편과 임피던스튜  사이의 

간극의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최 한 튜 에 착

하도록 시편을 삭하고 실리콘으로 제작된 오링을 

부착하 다. 흡음계수 측정 시 측정장소의 기압, 온도, 

상 습도는 각각 1,013 hPa, 22°C, 50.0% 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판 적층재의 휨강도

Fig. 2는 메이 과 메란티단 에서 제작한 폐합

을 각각 층한 합 층재의 측면을 슬라이스 삭

하여 두께방향으로 하 을 가한 경우의 최 휨강도

(MOR)을 나타내고 있다. 메이 과 메란티의 경우의 

두께방향 MOR이 평균 534 kgf/cm2, 평균 414 kgf/cm2

으로 나타나 상용합 과(211.08∼492.52 kgf/cm2, 

FPL : Woodhandbook, 1999) 비교하여 열등하지 않

았고 메이 단 에서 발생한 폐합  보드의 최 강

도가 메란티단 에서 층한 폐합 보드 보다 더 큰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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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분석: 일원 배치법

요약표

인자의 수 측수 합 평균 분산

Column 1 19 10145.45 533.971 2463.879

Column 2 14 5790.917 413.6369 3913.841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116720 1 116720 37.99569 7.7E-07 4.159615

잔차 95229.76 31 3071.928

계 211949.8 32

메이 과 멜란티 두 수종을 이용한 폐합  층재

의 최  휨강도간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

값이 37.99로 기각치 4.16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에는 고도의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두 집단의 최  휨강도 크기가 확연히 구

분이 되므로 용도 선정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각각

의 특성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기건비 은 각각 0.64와 0.79로 메이 이 더 

비 이 낮음에도 강도가 높아 무게를 고려한 비강도

는 메이 단  보드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는 Fig. 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메이 의 경우 길

이방향의 층두께와 폭방향 두께가 비슷한 것에 비

하여 메란티의 경우는 길이방향두께보다 폭방향두께

가 더 두꺼워서 강한 강도가 발 되는 섬유방향의 비

율이 작은 것에 의해서도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길이방향과 폭방향의 비율의 차이는 제

조회사에서 결정하므로 폐합 상태에서 재활용용도

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각각 소재

의 특성에 맞는 용도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메이 합 의 경우는 강도성능이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하고 메란티단 에서 제작한 폐합 보드는 강도

 성능은 메이 에 비해 열등하나 3.2항에서 서술

하는 바와 같이 음입사면에서의 흡음성능이 높아지

므로 높은 흡음성능이 요구되나 역학  성질은 크지 

않아도 되는 천정이나 벽 내장재로의 사용이 고려되

어질 수 있다. 

선박건조 후 발생하는 폐합 을 층하여 재단하면 

두께방향, 두께직각방향 모두 인테리어재료, 렛트 

재료, 기타 목조건축물의 외장재나 내장재, 조경시

설물, 야외 편의 시설물 등으로의 재활용이 기 되었

다. 특히, 두께직각방향의 경우, 섬유횡단면에 하

이 가해지는 구조  특징으로 경도와 내마모성이 클 

것이므로 마루바닥재로의 재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2. 합판 적층재의 흡음성능

Fig. 3은 두께 18 mm의 섬유 , 두께 30 mm의 신

갈나무 횡단면, 두께 10 mm의 메이 합 , 메란티 

합 층재와 각각의 층재의 후면에 두께 18 mm

의 목재를 층한 상태에서의 500 Hz에서 6.4 KHz

의 주 수범 에서의 흡음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합 층재는 거의 모든 주 수범

에서 10∼30%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어 두께 18 mm

의 섬유 이 5% 미만이고 30 mm의 낙엽송 횡단면이 

10∼20%를 나타내는 것보다 높은 흡음성능을 나타

내었다. 특히 메란티합  층재의 경우, 표면구조가 

Fig. 4처럼 다공질형 흡음에 유리한 구조를 나타내어 

흡음계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 2 kHz를 넘어서는 고주 수 역에서 높은 흡

음율을 나타내어 다공질형흡음특성을 나타내었는

데, 합 층재의 측면을 슬라이스 삭하여 음입사

표면의 반이상이 목구면으로 이루어진 합 구성으

로 목재의 횡단면의 공극구조가 흡음에 기여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ig. 3의 c, d는 메이 단 에서 구성된 합

층재 후면에 두께 2 cm의 합 을 부착한 경우에서

의 흡음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 유의성검증 분석

에 의하면 maple의 경우 분산분석 실시의 결과 F값

이 기각치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통계 인 유의성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 층재와 합 층

재에 목재를 부착한 두 집단 간의 흡음성능은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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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dium density fiberboard 
(18 mm) 

b) Mongolian oak, cross section 
(30 mm)

c) Laminated veneer lumber 
(maple) 

d) wood attached laminated 
veneer lumber (maple)

e) laminated veneer lumber 
(melanti)

f) wood attached laminated 
veneer lumber (melanti)

Fig 3. Frequency versus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분산 분석: 일원 배치법

요약표

인자의 수 측수 합 평균 분산

Column 1 801 67.44835 0.084205 0.416639

Column 2 801 69.49259 0.086757 0.337736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0.002609 1 0.002609 0.006916 0.933734 3.847277

잔차 603.5002 1600 0.377188

계 603.5028 1601

Fig. 3의 e, f는 메란티단 에서 구성된 합 층

재 후면에 두께 2 cm의 목재를 부착한 경우에서의 

흡음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 melanti의 분산분

석 결과도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F 값이 기각치

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즉, 합 층재와 합 층재에 목재를 부착한 두 집

단 간의 흡음성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 분석: 일원 배치법

요약표

인자의 수 측수 합 평균 분산

Column 1 801 152.5691 0.190473 0.002781

Column 2 801 151.3642 0.188969 0.0041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0.000906 1 0.000906 0.2634 0.607864 3.847277

잔차 5.505024 1600 0.003441

계 5.50593 1601

따라서 합 층재 단  후면에 목재를 층하는 

것은 흡음계수의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하므로 합

층재 단독으로의 사용이 제안된다. 한 메란티단

과 메이 단 의 흡음율차이가 크므로 3.1항에서 

서술한 것처럼 두 단 으로 재구성한 합 층재의 

용도 선정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각각의 특성에 맞

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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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anatomical features of 
laminated veneer lumber (top : maple,
bottom : meranti).

4. 결  론

선박제조 후 발생한 폐합 을 재활용하여 실내내

장재료로서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폐합

을 다층으로 층하고 재단하여 강도  성질과 흡음

성능을 구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선박제조 후 발생한 폐합 은 비교  간단하게 

합 층재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 다.

2) 폐합  층재는 강도  성능이 비교  우수하

여 인테리어재료, 렛트 재료, 기타 목조건축물의 

외장재나 내장재, 조경시설물, 야외 편의 시설물 등

으로도 재활용이 기 되었다. 

3) 폐합  층재는 상용합 과 유사한 휨 괴강

도를 나타내었으며 메이 단 에서 제작한 경우의 

강도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4) 조선산업 폐합  층재의 측면은 목재의 횡단

면이 노출되어 우수한 흡음성능을 나타내어 실내장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음 감이 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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