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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속성수의 이용가능성을 악하기 하여 일본산 속성수 의 하나인 찬친모도키(Choerospondias)의 물리

성질, 역학  성질 그리고 흡음특성을 조사하여 주거재료로서의 용가능성을 검토하 다. 찬친모도키재는 평

균연륜폭이 약 8 mm 정도로 생장이 빨랐으며 기건비 은 약 0.55이었다. 찬친모도키재는 다른 건축자재에 비하

여 흡음성능이 열등하지 않았고 비교  우수한 강도  성질을 나타내어 구조재나 마감재 등에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ABSTRACT

  To suggest the practical use of fast growing tree, we estimated the physical and sound 
absorption properties of Cherospondias axillaris which is one of the japanese fast growing 
species. The average annual ring width and air dry specific gravity were 8 mm and 0.5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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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of Cherospondias axillaris wood generally seemed to be a 
little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6 mm thick gypsum board and 
18 mm thick fiberboard, and considered that it could be used as a constructing material owing 
to relatively good mechanical properties and sound absorption properties. 

Keywords : fast growing tree, physical properties, sound absorption properties

1. 서  론

목재는 임목상태에서나 제재목 상태에서 고분자 

형태로 탄소를 고정하여 지구온난화 등의 주범인 탄

산가스를 감시키며 주거재료로 사용될 때에는 보

온성, 단열성이 뛰어나고 유독성 물질을 방출하지 않

으며 흡음성능도 콘크리트나 리석보다 우수한 장

이 있다. 

한편, 국내의 목재수 상황은 약 90% 이상을 수입

에 의존하고, 나머지 10% 미만을 국내산 목재로 충

당하고 있으나 이 소량의 목재도 소경재나 만곡재가 

부분으로 가구용재나 구조용재로는 합하지 않

고, 펄 재로 사용되거나 목질보드의 원료로 사용되

고 있어 양 인 면과 질 인 면 모두 선진목재이용국

가에 뒤져 있는 실이다. 

국내의 목재수 상황을 개선하기 해서는 산림의 

효율 인 운용과 국내의 조건에 합한 최 의 수종

을 계획 으로 육종하는 것이 실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려되어질 수 있는 방안 의 하나

가 속성수의 육림이라고 생각된다. 속성수의 이 으

로서는 성장이 빠르므로 벌도기에 경목을 얻을 수 

있고, 최종용도를 정해 두고 육종하는 계획육종이 생

장이 느린 수종에 비해 비교  용이하며, 높은 탄소

고정능력을 갖게 되므로 지구온난화방지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이다. 

속성수에 한 일본의 보고 에서, 高木 등은

(1994), 1988년에 熊本 에 식재된 활엽수 20수종의 

5년생까지의 생장량을 조사하여, 유카리(Eucalptus), 

센단(Melia), 키리(Paulownia), 찬친모도키(Choero- 

spondias)의 순으로 생장량이 컸다는 보고가 있다. 

그런데 이들 속성수종 에서 찬친모도키의 경우, 분

포지역이 큐슈북부지역에서 생장이 가능하여 기온조

건이 비슷한 한국의 남부지역에서도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고, 빠른 생장에 비하여 비 이 커서 

강도  성질이 비교  우수하며 수간의 통직성이 높

아서 차세 의 자원림 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

료되었다.

한편, 재료의 흡음성능은 음에 지의 반사비율을 

나타내는 물리정수로 재료에 의한 에 지의 감쇠와 

강체를 통과하는 에 지의 투과손실의 합계로 정의

되어지며 엄 하게는 겉보기 흡음율로 표 된다. 

목재의 흡음성능과 련한 보고로 Watanabe (1967)

와 홍 등(1989)은 목재의 단면별 흡음률을 조사한 결

과 횡단면이 가장 높은 흡음률을 나타내었다고 보고

하 다. 한편, Wassilieff (1996)는 공기흐름 항이 

흡음성능을 좌우하는 주요한 향인자라고 보고하

으며 Xie 등(2004)의 보고에서도 유사하 다.

새로운 흡음재료의 개발가능성에 한 연구로 Xie 

등은(2004) 발포마그네슘의 공극구조를 조정하여 고

흡음성재료의 제조를 시도하 고, 강 등(2008)은 버

섯을 재배하고 난 후 발생하는 버섯폐골목의 흡음률

이 높아 흡음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산 속성수 의 하나인 찬친모

도키(Choerospondias axillaris)의 함수율, 비  그

리고 연륜폭 등의 물리 성질, 휨탄성계수와 휨강도 

등의 역학 성질 그리고 흡음특성을 조사하여 구조

재로서의 용가능성을 검토해보고 국내에서의 육종

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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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mension of trees used in experi-
ment

Tree Diameter at breast height (cm) Height (m)

A 34.9 20.31

B 39.5 19.51

C 31.9 18.93

Fig. 1. Relationship between ring number from 
pith and diameter growth.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2.1.1. 공시목

공시목은 일본 큐슈 熊本 에 식재된 19년생의 찬

친모도키 3개체로서 공시목의 흉고직경과 수고는 

Table 1과 같다. 

2.1.2. 시험편

두께 20 mm의 찬친모도키를 직경 99.0 mm의 

주 수 역시험용과 직경 28.9 mm의 고주 수 역

시험용으로 선삭가공하여 흡음율을 측정하 다. 각 

처리 당 반복수는 3회이었고, 시험편 간의 변이를 최

소화하기 해 연륜폭과 무게 등을 측정, 비교하여 균

일한 원반을 흡음율시험에 공시하 다.

2.2. 시험방법

2.2.1. 물리적 성질

지상고 0.35 m부터 두께 약 10 cm의 원반을 1개체 

당 10개씩 채취하 다. 이 원반에서 연륜폭과 기건

비  등의 물리  성질을 측정하 다. 

2.2.2. 흡음율과 투과성 측정

흡음율 측정방법에는 잔향실법과 내법이 있는데 

내법이 장치와 방법이 간단하고 정 도가 높다. 

내법 에서도 달함수법은 측정시간이 짧고 연속

인 주 수 역에서의 흡음계수를 얻는 것이 가능

한데, 본 연구에서는 “KSF2814-2 임피던스 에 의한 

흡음계수와 임피던스의 결정방법-제2부 : 달함수법”

에 따라 흡음율을 구하 다. 이때, impedance tube의 

직경에 따른 주 수제한으로 50 Hz에서 1.6 KHz까지

의 주 수 역에서는 내경이 99.7 mm, 500 Hz에서 

6.3 KHz까지의 주 수 역에서는 내경이 28.9 mm

인 임피던스 을 사용하 으며, B＆K사의 two mi-

crophone impedance tube와 pulse분석장치를 이용

하여 50 Hz∼6.4 KHz의 주 수범 에서의 수직입사

흡음율을 측정하 다.

흡음율에 크게 향하는 기체투과성은 PMI (Porous 

Materials Incorperate)사의 CFP (Capillary Flow 

Poro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CFP는 습윤액

체에 침 된 시료에 압력을 가하여 액체와 기체를 각

각 통과시키면서 압력과 유량을 감지하여 공극형태, 

공극분포 그리고 기체투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2002, 

jena and gupta).

2.2.3. 구조적 특성 관찰

목재의 구조  특성을 악하기 하여 자 미경

으로 시편의 횡단면을 찰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물리적 성질

3.1.1. 방사방향에서의 비대생장의 추이

생장특성은 Fig. 1에 흉고직경 31.9 cm, 수고가 

1,893 cm인 수목의 연륜폭으로 나타내고 있는

데, 지상고가 낮은 부 에서 수부근의 비 생장이 활

발하여 연륜폭이 2 cm 이상으로 매우 커서 유령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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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quency versus sound absorption co-
efficients of 6 mm thick gypsum board.

Fig. 3. Frequency versus sound absorption co-
efficients of 18 mm thick medium den-
sity fiber board.

Fig. 4. Frequency versus sound absorption co-
efficients of Cherospondias axillaris wood
in low frequency range.

생장이 왕성하 다. 유령기 이후로 생장량이 약간 감

소하지만 어느 지상고에서도 양호한 성장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외측으로 갈수록 생장량의 증가가 

어져서 성장륜폭이 감소하여 벌도  수년간은 성

장속도가 하하 다. 

3.1.2. 기건비중과 역학적 성질

기건비 의 개체별의 평균은 각각 0.55, 0.57, 0.53

이었고, 흉고부 에서의 비 성장이 빠를수록 기건

비 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松村 등(2007)은 찬친모도키의 역학  성질을 측

정하여 휨탄성계수, 휨 괴계수 모두 수부근의 원추

형부에서는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외측의 시험편이 

큰 수치를 나타내어 기건비 의 추이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한 휨시험에 의한 강

도  특성으로 MOE는 10.48 ± 1.25 (GPa), MOR은 

85.50 ± 17.10 (MPa)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일반 인 속성수의 특성으로 생장이 빠른 반면 

도가 낮고 강도가 떨어지는 단 이 있으나 일본산 찬

친모도키의 경우 기건비 이 0.55 후이면서 휨강

도성능이 비교  우수하여 가구재나 마감재로의 사

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흡음특성

Figs. 2와 3은 달함수법에 의한 흡음율측정으로 

얻은 6 mm 두께의 석고보드, 18 mm 두께의 도

섬유  그리고 20 mm 두께의 찬친모도키재의 주

수변화에 따른 흡음성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

편, 석고보드와 도섬유 은 500∼6.4 kHz에서

의 고주 수 역에서의 흡음율을 나타내고 있고 찬

친모도키재는 주 수 역과 고주 수 역을 구분

하여 나타내고 있다. 

내법에 의한 흡음율측정 시 임피던스  직경의 

주 수 제한으로 28.9, 99.0 mm의 두 직경에서 흡음

율을 측정하는데, Fig. 4의 왼쪽은 50∼1.6 kHz의 

주 수 역에서의 흡음율을, 오른쪽은 500∼6.4 kHz

에서의 고주 수 역에서의 흡음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편, B＆K사의 two microphone impedance 

tube와 pulse분석장치의 경우, 50 Hz에서 1.6 KHz와 



일본산속성수 찬친모도키재의 물리  성질과 흡음성능 평가

－ 467 －

Fig. 5. Frequency versus sound absorption co-
efficients of Cherospondias axillaris
wood in high frequency range.

Fig. 6. Anatomical features of Cherospondias 
axillaris wood in cross sectional surface.

500 Hz에서 6.4 KHz까지의 주 수범 의 결과를 각

각 얻어내어 첩되는 주 수범 는 주 수 역과 

고주 수 역의 수치를 컴퓨터로 보정하여 나타내는

데 주 수와 고주 수용의 시험편 간의 연속성이 

없고 보정치에 에러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50∼1.6 kHz의 결과와 500 Hz에서부터 6.4 KHz까지의 

주 수범 에서의 흡음율을 별도로 나타내고 있다. 

Figs. 4, 5에서 알 수 있듯이 찬친모도키 횡단면의 

흡음율은 50 Hz에서 6.4 KHz의 주 수범 에서 5∼

10%의 흡음율을 나타내어 석고보드나(6 mm) 섬유

의 흡음율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치

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00 Hz 부근

에서 약간 흡음율이 높아지는 것은 3.2항의 결과의 

그림에서와 같이 찬친모도키재가 환공재로서 커다란 

도 을 함유하여 도 과 강체사이에 형성되는 공극

이 공명기로 작용하여 도  부분에서 공명기형 흡음

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찬친모도키재의 흡음율은 유리솜이나 암면의 흡음

계수 보다는 낮지만 콘크리이트나 유리, 시멘트벽 그

리고 리석 등에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치로 흡음측면

에서는 건축용재로의 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한 약품이나 균류의 처리에 의해 투과성을 향상시

키는 방법이나(1979, Johnson) 입사면에 작은 구멍을 

천공하여 반 면에 큰 구멍을 천공하여 목재와 벽체 

사이에 공명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2001, 강과 박) 

흡음성능을 제고시키면 흡음성능이 높아질 것이다.  

3.3. 구조적 특성과 투과성

다공질재의 흡음은 다공성과 구조에 의해 향받

는데, 목재는 도 과 같은 통공극(through pore), 

횡단면이 표면에 노출되어 한면이 개방되고 반 면

이 폐쇄된 유세포나 가도 과 같은 맹공극(blind 

pore) 그리고 표면에서 떨어져 두께방향의 앙에 존

재하는 세포에서 형성되는 폐공극(closed pore)으

로 구성되는데 통공극만이 유체의 투과에 여하

여 투과성을 증진시키고 흐름 항을 하시켜 흡음

에 기여하게 된다. 

다공질재의 흡음능력은 투과성에 비례하는데, 

통공극의 비율이 늘어나고 공극의 통로가 커야 흡음

율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목재의 경우, 방사단면

이나 선단면보다 횡단면이 흡음에 유리하고, 세포

의 양단이 막 있는 가도 으로 구성된 침엽수보다

는 도 을 포함하고 있는 활엽수가 흡음에 유리하며 

활엽수 에서는 경도 을 많이 함유하고 타일로

시스와 같은 흐름 항요소가 으면서 도 과 도

의 연결부 인 천공 이 단일천공 으로 구성되어 

유체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수종이 흡음계수가 높아

진다. 

이와 같은 수종 간의 구조  차이에 의한 흡음성능

과 투과성의 차이는 수많은 목재수종을 상으로 

측하는 것은 다 한 시간과 재료를 요구하므로 구조

 특성과 투과성 그리고 주 수에 따른 흡음성능의 

계를 수치해석으로 분석, 측하는 연구가 선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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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 of flow rate of air through choero-
spondias axillaris in longitudinal direction
as a function of pressure.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림에서 찬친모도키재는 생장이 빠른 속성수임에

도 횡단면에서의 공극율이 낮아 비 이 크고 강도

성질이 비교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직경 

100 µm 후의 경 도 이 존재하지만 환공재의 특

성으로 도 의 분포 수가 고 타일로시스가 다수 발

견되어 흐름 항이 크고 투과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 Fig. 7에 CFP에 의한 기체투과성을 압력변

화에 따른 유량변화로서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 0.15 

darcy 정도의 비교  낮은 투과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일본산 속성수 의 하나인 찬친모도키(Choero- 

spondias axillaris)의 비 과 연륜폭 등의 물리 성

질, 휨탄성계수와 휨강도 등의 역학  성질 그리고 

흡음특성을 조사하여 구조재로서의 용가능성을 검

토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찬친모도키는 비 생장과 길이생장이 빠르고, 

기건비 이 커서 강도  성질이 비교  우수하여 효

율 인 육림수종이라고 생각되었다. 한 수간의 통

직성이 높고, 수고상승에 따른 비 하가 어서 

부분의 수간이 이용가능 할 것이다.

2) 찬친모도키재의 흡음율이 석재나 콘크리트 등

의 건축재료에 비하여 약간 우수한 수치를 나타내어 

구조재료나 건물의 내장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었다. 

3) 속성수의 육종과 이용은 국내목재수 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국내목재산업의 발 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과 련되는 환경문제에의 기

여도 크다고 사료되므로, 유용한 속성수종의 도입과 

육종 그리고 용도개발에 심과 노력이 실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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