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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륜경사각이 가문비나무 직교형적층재의 
정적 휨 강도성능에 미치는 영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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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nnual Ring Angles on Static Bending Strength Performances of 
Cross-Laminated Woods Made with Spru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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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가문비나무를 이용하여 직교형적층재를 제작하였고, 섬유직각방향라미나의 연륜경사각이 직교형적층

재의 정적 휨 강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3층 모두가 섬유직각방향라미나로 구성된 평행형적층재(P⊥ 타
입)의 휨 강도성능은 연륜경사각 90° > 0° > 45°의 순이었고, 연륜경사각 45°에서 휨 탄성계수는 0.0989 GPa, 휨 강도

는 3.25 MPa로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P⊥ 타입의 중층에 섬유방향라미나를 배열하는 것에 의해 휨 강도성능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표층이 섬유직각방향라미나로 구성된 직교형적층재(C⊥ 타입)의 경우, 휨 강도성능은 연륜경사각 

90° > 0° > 45°의 순이었으나, 연륜경사각에 의한 차이는 평행형적층재에 비해 감소하였다. 중층에 섬유직각방향라미

나를 배열한 직교형적층재(C∥ 타입)의 경우, 휨 강도성능은 P⊥ 타입 및 C⊥ 타입과 다르게 45° > 90° > 0°의 순으로

연륜경사각 45°에서 휨 탄성계수는 12.0 GPa, 휨 강도는 55.8 MPa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cross-laminated woods were made with spruce wood and the effects of annual ring angles of perpendic-
ular direction laminae on static bending strength performance were investigated. Static bending strength performances of
parallel laminated woods with all layers composed of laminae perpendicular to the grain (P⊥ type) were in the order of
90° > 0° > 45°. The MOE and MOR for the 45° annual ring angle were 0.0989 GPa and 3.25 MPa, and it showed
the lowest values. By placing longitudinal-direction laminae in the core of P⊥ type, the strength performances were 
markedly improved. In the case of cross-laminated woods with perpendicular-direction laminae in the faces (C⊥ type),
the bending strength performances were in the order of 90° > 0° > 45°, but the differences among annual ring angles
were less than those of the parallel-laminated woods. In the case of cross-laminated woods with perpendicular-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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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inae in the core (C∥ type), the bending strength performances were in the order of 45° > 90° > 0° unlike P⊥ type
and C⊥ type. The MOE and MOR for the 45° annual ring angle were 12.0 GPa and 55.8 MPa, and it showed the
highest values.

Keywords : Spruce wood, cross-laminated woods, annual ring angle, MOE, MOR

1. 서  론

근년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득증대와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 및 인체친화성 재료인 목재에 대

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속적인 목재축적량

의 증가와 함께 목재이용확대 및 효율적인 목재이용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집성재에 관한 연구는 집성재 라미나의 배치, 강

도 및 접착성능, 타 재료와의 복합 등 다양한 연구가 

행해져 왔다(Keenan et al. 1985; Hayashi and 
Miyatake 1991; Cha 1996; Kim et al. 2007; Jang et 
al. 2009; Park et al. 2009a, 2009b; Park et al. 
2009a, 2009b). 그러나 대부분이 집성재를 구성하는 

개개의 라미나의 목리를 섬유방향으로 평행하게 적

층한 평행형적층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개개

의 집성재라미나의 목리를 직교시켜서 목재의 섬유

직각방향의 약한 강도특성을 보완하며, 광폭의 두꺼

운 패널형태로 제작되어 조립식패널구조의 구조재로 

그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직교형적층재에 관한 연구

는 그 축적량이 적다. 
선행연구에서는 삼나무를 이용한 직교형적층재 

(Park et al. 2001, 2002, 2005, 2006a) 및 삼나무, 편
백나무의 침엽수재와 오동나무, 계수나무, 너도밤나

무의 활엽수재를 혼합적층한 직교형적층재(Park et 
al. 2003, 2006b, 2009)의 정적 휨 강도성능 및 휨 크

리프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라미나의 연륜

경사각, 밀도, 전단탄성률이 직교형적층재의 휨 강도

성능 및 휨 크리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직교형적층재는 표층뿐만 아니라 중층에 배

열한 섬유직각방향라미나의 연륜경사각, 밀도 및 전

단탄성률의 영향을 현저히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
히, 횡단면 전단탄성률이 낮은 수종의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를 직교형적층재의 중층에 배열했을 때, 전단

력에 의한 처짐에 의한 강도성능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연륜경사각 45°의 섬유직각방향라미나를 

중층에 배열할 경우, 다른 연륜경사각보다 현저히 적

은 전단력에 의한 처짐의 영향이 나타나 강도성능의 

감소가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에 부가하여 목조건축, 

특히 조립식패널 구조의 구조재로 그 사용량이 증가

되고 있는 직교형적층재를 국내 사용량이 많은 가문

비나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정적 휨 시험을 실시

하여 휨 강도성능에 미치는 섬유직각방향 라미나의 

연륜경사각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험편

본 연구에서 채택된 공시수종은 가문비나무(밀도 

0.43 Mg/m3)로 하였다. 적층재시험편의 제작법은 다

음과 같다. 가문비나무 판재로부터 7.5 mm (두께) × 
20 mm (폭) × 360 mm (길이) 및 6.7 mm (두께) × 
20 mm (폭) × 360 mm (길이)의 2종류의 엘리멘트를 

제작하였다. 여기서 엘리멘트의 연륜주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횡단면의 장축과 연륜이 이루는 각도를 연륜

경사각으로 했다. 연륜경사각은 휨 변형에 있어서 들

보의 섬유직각방향 라미나에 발생하는 인장응력 및 

압축응력의 방향과 연륜이 이루는 각도에 상당한다. 
Fig. 1에 나타내는 섬유직각방향라미나의 제작에는 

횡단면의 연륜경사각 0°(판목판), 45°(추정목판), 90° 
(정목판)의 3종류로 하여, 상기에 나타낸 전자의 엘리

멘트 7.5 mm (두께) × 20 mm (폭) × 360 mm (길이) 
형태로 제작하였다. 3종류의 엘리멘트를 각각 밀도순

으로 18개씩 밀도가 낮은 그룹에서 높은 그룹으로 6
그룹으로 나누었고, 각 그룹별로 클램프하여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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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 Spruce

C∥(90)

P∥ C∥(0)
C⊥(0)

P⊥(0)
C⊥(45) 

Longitudinal-direction lamina(20
×6.7×360mm)

Perpendicular-direction lamina
(20×6.7×360mm)

Three-ply glued lamination

Side-jointed

Cut to 20mm

C∥(45)

C⊥(90)

P⊥(45)

P⊥(90)

3kindsof annual ringangleon
crosssectionof element

0° 45° 90°

Fig. 1. Schematic diagram of parallel- and cross-laminated wood specimens made with spruce.
* 0, 45, 90 : Annual ring angles.

압체하여 폭접합한 후, 섬유직각방향으로 200 mm씩 

절단하였다. 그리고 두께 6.7 mm, 길이 360 mm로 

최종 다듬질하여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로 사용하였다. 
후자의 6.7 mm (두께) × 20 mm (폭) × 360 mm (길
이) 엘리멘트를 섬유방향 라미나(라미나의 장축이 섬

유방향으로 섬유방향의 강도성능은 연륜경사각의 영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륜경사각을 모두 90°로 하

였다)로 하였다. 적층접착하기 전에 라미나의 휨 탄

성계수를 스팬 300 mm의 3등분 4점하중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섬유방향 및 각 연륜경사각의 섬유직각

방향 라미나를 각각 휨 탄성계수의 순으로 3그룹으

로 나누었다. 각 타입의 하나의 적층재에는 가능한 

휨 탄성계수가 비슷한 순으로 라미나를 분류하였고, 
또한, 각 타입 적층재 라미나의 휨 탄성계수의 값이 

낮은 그룹에서 높은 그룹까지 타입에 따라 가능한 편

차가 적게 분류하였다. 이들 2종류의 라미나를 조합

하여 적층접착하여 Fig. 1에 나타낸 것 같이, 크게 4
종류의 형태로 3층 구성 적층재(20 × 20 × 340 mm) 
10타입을 제작하였다. 압체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목재 적층틀 및 금속제 프레임에서 실시하였고, 압체

압력은 0.34 MPa로 상정하여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압력을 계산하였다. 압체시간은 24시간으로 하였고, 
압체후 1주일 이상 양생하여 시험편으로 사용하였다. 
시험편의 개수는 각 타입당 3개씩 총 30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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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examples of stress and strain curves of P⊥ type parallel-laminated woods and C⊥ and C∥ type 
cross-laminated woods..
* 0, 45, 90: Annual ring angles.  

Fig. 1의 모식도에서 나타낸 것처럼, P∥ 타입은 3
층 모두가 섬유방향 라미나로 된 적층재, P⊥타입은 

3층 모두가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로 된 적층재(P⊥(0), 
P⊥(45), P⊥(90))이고, C∥ 타입은 표층이 섬유방향라

미나이고, 중층이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로 된 적층재  

(C∥(0), C∥(45), C∥(90)), C⊥ 타입은 표층이 섬유직

각방향라미나이고, 중층이 섬유방향 라미나로 된 적

층재(C⊥(0), C⊥(45), C⊥(90))이다. P∥ 타입 시험편

은 평행형적층재의 섬유방향 휨 강도성능을 측정하

기 위한 것이고, P⊥ 타입 시험편은 평행형적층재의 

섬유직각방향 휨 강도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C∥ 타입 시험편은 직교형적층재의 표층 섬유방향 

휨 강도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C⊥ 타입 시험

편은 직교형적층재의 표층섬유직각방향 휨 강도성능

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접착제는 비포름알데히드

계 접착제인 수성비닐우레탄(MPU-500, 주제 100부
에 경화제 15부 첨가)을 사용하였고, 도포량은 양면

도포로 약 300 g/m2로 하였다. 

2. 2. 시험방법

2.2.1. 정적 휨 시험

 
정적 휨 시험은 스팬 300 mm, 하중점과 지점간거

리 100 mm (3등분점), 하중속도 5 mm/min의 4점하

중 방식으로 만능재료시험기(Instron 4466)를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재료시험기의 하중과 크로스헤드 변

위를 측정하여 하중-변위곡선을 그렸고, 식 (1)을 이

용하여 휨 탄성계수(E)를 구하였다. 또한 각 라미나

의 휨 탄성계수로부터 적층접착후의 휨 탄성계수의 

예측치를 다음 식 (2)의 등가단면법에 의해 계산하였

고, 실측치와 비교하였다. 

       /  ··············· (1)

여기서,  : 하중,  : 하중점과 지점사이의 거리, 
  : 스팬,  : 시험편의 폭,  : 시험편의 두께,  : 
처짐.

        /  ························ (2)

여기서, , , 는 적층재의 각층라미나의 휨 

탄성계수(, 는 표층, 는 중층), , , 는 단

면의 중립축에 대한 각층라미나의 단면 2차모멘트, 
는 전단면 2차모멘트.  

3. 결과 및 고찰

3.1. 적층재의 응력-변형률곡선

적층재의 응력-변형률곡선을 Fig. 2에 나타낸다. P⊥ 

타입의 경우, 응력-변형률곡선은 곡선적 변화를 거의 

나타내지 않고 파괴되었다. 또한, 연륜경사각 45°는 

0°나 90°에 비해 비례영역의 기울기는 매우 적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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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nnual ring 
angle (°)

ρ
(Mg/m3) Es (GPa) σPLST 

(MPa)
σ

(MPa)
SEs

(GPa)
Sσ

(MPa)
ε
(%)

P∥ -
0.466 12.7 42.0 73.3 27.1 157 1.10

(4.8) (5.8) (5.9) (10.0) (6.7) (5.7) (27.4)

P⊥

0
0.450 0.458 3.00 4.07 1.02 9.04 0.97

(2.7) (2.5) (4.3) (9.3) (2.9) (7.3) (8.3)

45
0.454 0.0989 1.15 3.25 0.218 7.15 5.31

(1.3) (5.2) (32.7) (6.2) (5.0) (6.1) (8.6)

90
0.455 0.742 3.51 5.16 1.63 11.3 0.79

(0.9) (6.3) (5.5) (6.9) (5.7) (6.5) (18.5)

C∥

0
0.467 6.41 20.0 50.2 13.7 108 1.80

(2.6) (1.4) (3.6) (3.4) (3.0) (2.8) (8.4)

45
0.468 12.0 39.9 55.8 25.7 119 1.07

(2.4) (3.7) (2.3) (6.9) (1.6) (5.1) (48.2)

90
0.451 6.56 21.5 46.9 14.5 104 1.43

(0.2) (5.5) (5.7) (6.3) (5.6) (6.1) (27.0)

C⊥

0
0.467 0.830 4.78 11.0 1.78 23.7 2.36

(2.1) (9.4) (11.8) (26.8) (11.3) (26.5) (26.0)

45
0.465 0.622 5.99 11.5 1.34 24.7 4.36

(2.6) (13.9) (7.1) (1.7) (16.2) (4.0) (4.0)

90
0.448 1.11 6.19 12.4 2.48 27.6 2.50

(2.1) (11.4) (9.0) (2.4) (13.5) (2.0) (12.6)

* ρ: Density, Es: Modulus of elasticity (MOE), σPLST : Proportional limit stress, σ: Modulus of rupture (MOR), SEs: Specific modulus of elas-
ticity (SMOE), Sσ: Specific modulus of rupture (SMOR), ε: Strain at maximum load. Each value is the average of three measurements, and
each value in parentheses i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 

Table 1. Results of static bending test of parallel-laminated woods and cross-laminated woods made with spruce

파괴변형률은 5배 정도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C⊥ 

타입의 경우, 중층에 섬유방향 라미나를 배열하는 것

에 의해 연륜경사각이 응력-변형률곡선에 미치는 영

향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연륜경사각 0°와 90°에서는 

P⊥ 타입에 비해 파괴변형률이 현저히 증가하였지만, 
비례한도를 넘어서면서 여러 번의 표층파괴를 일으

켰고, 응력의 증감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파괴에 도

달하였다. 
한편, C∥ 타입의 경우, P⊥ 타입이나 C⊥ 타입과 

역으로 연륜경사각 45°가 비례역의 기울기가 크고, 
파괴변형률이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연륜경사각 0°

와 90°의 경우 비례한도 내에서는 거의 같은 양의 

변형률을 나타내었지만, 비례한도를 넘어서면서부터 

0°의 경우 긴 곡선역을 나타내면서 파괴되었고, C∥ 

타입 중에서 가장 많은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3.2. 적층재의 휨 탄성계수

3.2.1. 휨 탄성계수

평행형 및 직교형적층재의 정적 휨 시험의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낸다. 적층재의 휨 탄성계수와 연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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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annual ring angles on MOE for P⊥ type, C⊥ type and C∥ type specimens.
* 0, 45, 90: Annual ring angles.  * Legend: ▲: Average MOE.

사각과의 관계를 Fig. 3에 나타낸다.
3층 모두가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로 구성된 P⊥ 타

입의 경우, 연륜경사각 90°가 0.742 GPa의 값으로 

가장 높은 휨 탄성계수를 나타내었고, 연륜경사각 

45°가 0.0989 GPa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연륜경사각 0°, 45°, 90°의 비는 1 : 0.220 : 1.62로 

연륜경사각에 의한 차이를 뚜렷이 나타내었다. 이 값

은 P∥ 타입보다 약 17배(90°)∼128배(45°)의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층이 섬유직각방향이고, 중층이 섬유방향 라미

나로 구성된 C⊥ 타입의 경우, P⊥ 타입과 같이 휨 탄

성계수의 크기는 90° > 0° > 45°의 순이었고, 연륜경

사각 90°는 1.11 GPa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중층에 섬유방향 라미나를 배열하는 것에 의해 연륜

경사각 0°, 45°, 90°의 휨 탄성계수의 비는 1 : 0.749 
: 1.34가 되어, 연륜경사각이 적층재의 휨 탄성계수

에 미치는 영향은 P⊥타입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

다. 이것은 중층의 섬유방향라미나의 높은 휨 탄성계

수의 기여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고, 선행연구(Park 
et al. 2003, 200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표층이 섬유방향라미나이고 중층이 섬유직

각방향 라미나로 된 C∥ 타입에서는 P⊥, C⊥ 타입과 

역으로, 연륜경사각 45°의 휨 탄성계수가 12.0 GPa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휨 탄성계수의 크기

는 연륜경사각 45° > 90° > 0°의 순이었고, 연륜경사

각 0°, 45°, 90°의 비는 1 : 1.87 : 1.02의 값을 나타

내었다. 이 값은 3층 모두가 섬유방향 라미나로 구성

된 P∥ 타입의 휨 탄성계수에 비해 연륜경사각 0°, 
45°, 90°에서 각각 0.51배, 0.94배, 0.52배의 값을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이 섬유직각방향의 휨 탄성계수가 

가장 낮았던 연륜경사각 45°를 중층에 배열한 경우

에 오히려 적층재의 휨 탄성계수가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선행연구(Park et al. 2001)에서도 보고한 바

와 같이 연륜경사각 45°의 경우 0°나 90°에 비해 전

단탄성률이 월등히 높고, 전단력에 의한 처짐의 영향

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교적층하는 것에 의해 적층재의 표층이 섬유방

향에 대한 표층이 섬유직각방향의 휨 탄성계수의 이

방성은 1 : 0.008∼0.059에서 1 : 0.052∼0.169로 현

저히 감소하였다. 
적층재의 비 휨 탄성계수(휨 탄성계수/비중)는 P∥ 

타입에서는 27.1 GPa, P⊥타입에서는 0.214 GPa(45°)
∼1.63 GPa(90°), C⊥ 타입에서는 1.34 GPa (45°)∼
2.48 GPa(90°), C∥ 타입에서는 13.7 GPa(0°)∼25.7 
GPa(45°)로 휨 탄성계수보다 약 2.1∼2.2배 높은 값

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3.2.2. 휨 탄성계수의 계산치와 실측치와의 관계

평행형적층재의 실측치 휨 탄성계수를 적층재라미

나의 휨 탄성계수로 가정하여 식(2)의 등가단면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직교형적층재의 예측치 휨 탄성계

수에 대한 실측치 휨 탄성계수의 비(Re)를 Fig.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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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 (ratio of measured value of MOE to val-
ue calculated from true MOE of laminae) for C⊥

and C∥ type cross-laminated wood specimens.
* 0, 45, 90: Annual ring angles.

나타낸다. 
표층이 섬유직각방향 라미나이고, 중층이 섬유방

향 라미나로 구성된 C⊥ 타입의 Re 값은 0.97(0°)∼
1.41(45°)로 연륜경사각 0°와 90°에서는 거의 1에 가

까운 값을 나타내어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이는 적었

으나, 연륜경사각 45°에서는 실측치가 예측치보다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표층 45° 섬유

직각방향 라미나의 낮은 휨 탄성계수에 비해 접착층

의 높은 휨 탄성계수의 영향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

된다. 
표층이 섬유방향 라미나이고, 중층이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로 구성된 C∥ 타입의 경우, Re 값은 0.70(0°)
∼1.30(45°)으로 연륜경사각 0°와 90°의 경우, 실측치

가 예측치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것은 다수의 선행연

구(Park et al. 2001, 2003, 2004, 2006a)에서도 확인

된바와 같이 E/G의 비에 비례하는 전단력에 의한 처

짐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삼나무의 

연륜경사각(Park et al. 2001, 2006a) 및 표중층 라미

나의 구성비율을 달리한 직교형적층재(Park et al. 
2006a), 침엽수 2수종 및 활엽수 3수종으로 구성된 

직교형적층재(Park et al. 2003), 삼나무와 알루미늄을 

복합한 복합적층재(Park et al. 2004)의 휨 모멘트에 

대한 전단력에 의한 처짐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16.1%∼51.8%의 전단력에 의한 처짐의 영향이 있는 

것을 보고하였고, 횡단면 전단탄성률이 적은 침엽수 

섬유직각방향 라미나가 중층 라미나로 사용될 경우, 
그 영향이 컸고, 연륜경사각 0°와 90°가 45°에 비해 

그 영향이 현저히 큰 것이 확인되었다. 
4점 휨 하중에 있어서 들보의 처짐(Ya)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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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휨 모멘트에 의한 처짐, 는 전단

력에 의한 처짐, E는 진 휨 탄성계수, G는 전단탄성

률, P는 하중, b와 h는 들보의 폭 및 두께, l은 스팬, 
l1은 하중점과 지지점사이의 거리(l/3), k는 들보가 장

방형단면의 경우 6/5(Sakai, 1970).
상기 식 (3)에서 알 수 있듯이 들보의 총 처짐은 

휨 모멘트에 의한 처짐과 전단력에 의한 처짐으로 

나누어지고, 전단력에 의한 처짐은 식 (3)의 우측항

의 E/G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층이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로 된 C⊥ 타입은 중층 섬유방

향 라미나의 높은 전단탄성률에 비해 표층이 섬유직

각방향으로 되어 적층재 전체의 휨 탄성계수가 적어 

E/G의 비가 적어지고,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이가 적

어진다. 그러나 C∥ 타입은 표층이 섬유방향 라미나

로 구성되어 적층재의 휨 탄성계수는 커지나, 전단의 

영향이 가장 큰 중층이 전단탄성률이 적은 섬유직각

방향 라미나로 구성되어 적층재의 전단탄성률은 감

소하고 식 (3)의 E/G의 비가 커지기 때문에, 전단력

에 의한 처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실측치 휨 탄성계수는 예측치 휨 탄성계수보다 

적어지고,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연륜

경사각 45°의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를 중층에 배열할 

경우, 전단탄성률은 0°나 90°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

고, 전단력에 의한 처짐의 영향이 적어짐에 따라 실

측치 휨 탄성계수의 값이 예측치와 대등하거나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륜경사각이 가문비나무 직교형적층재의 정적 휨 강도성능에 미치는 영향

297 

Fig. 5. Effects of annual ring angles on proportional limit stress for P⊥ type, C⊥ type and C∥ type specimens.
* 0, 45, 90: Annual ring angles.  * Legend: ▲: Average proportional limit stress.

연륜경사각 45°의 경우, 예측치에 대한 실측치의 비

가 선행연구(Park et al. 2001, 2006a)의 결과보다 높

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적층재시험편의 처짐

의 측정시 시험편중앙부를 다이얼게이지로 측정한 

선행연구와 달리 시험기의 크로스헤더의 변위량을 

이용해서 휨 탄성계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선행연구

와 다소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3.3. 직교형적층재의 비례한도응력

적층재의 휨 비례한도응력과 연륜경사각과의 관계

를 Fig. 5에 나타낸다. 단, 비례한도응력은 응력-변형

률곡선의 비례역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 응력-변형

률곡선의 비례역을 이탈하는 최초의 부분의 5% 이

내로 결정하였다. 
P⊥ 타입의 휨 비례한도응력은 연륜경사각 90°가 

3.51 MPa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연륜경사각 0°
의 3.00 GPa, 그리고 연륜경사각 45°의 1.15 GPa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륜경사각 0°, 45°, 90°의 휨 비례

한도응력의 비는 1 : 0.383 : 1.17이 되어 휨 탄성계

수와 같은 순이었지만, 45°와 0°, 90° 사이의 차이는 

휨 탄성계수보다 낮았다. 이것은 Table 1에 나타낸 

것처럼, 연륜경사각 45°의 비례한도 변형률이 0°나 

90°보다 약 2배정도 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C⊥ 타입에서는 휨 비례한도응력은 연륜경사각 

90°에서 6.19 MPa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연륜경사

각 45°, 그리고 연륜경사각 0°의 순이었고, 연륜경사

각 0°, 45°, 90°의 휨 비례한도응력의 비는 1 : 1.25 
: 1.29의 값을 나타내었고, 연륜경사각 45°의 경우, 
휨 탄성계수와 다르게 연륜경사각 90°와 비슷한 값

을 나타내었다. 직교적층 하는 것에 의해 표층이 섬

유직각방향의 휨 비례한도응력은 P⊥ 타입에 비해 0°
에서 1.59배, 45°에서 5.21배, 90°에서 1.76배의 증가

를 나타내었다. 한편, C∥ 타입에서는 연륜경사각 45°
가 39.9 MPa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

은 연륜경사각 90°, 그리고 0°의 순이었다. 연륜경사

각 0°, 45°, 90°의 휨 비례한도응력의 비는 1 : 2.00 : 
1.08의 값을 나타내었고, 그 순서는 휨 탄성계수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값은 P∥ 타입의 그것보

다 0.48배∼0.95배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3.4. 직교형적층재의 휨 강도

적층재의 휨 강도와 연륜경사각과의 관계를 Fig. 6
에 나타낸다. 또한, 각 적층재의 변형률을 Table 1에 

나타낸다. P⊥ 타입의 휨 강도는 연륜경사각 90°가 

5.16 MPa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연륜경사각 0°
의 4.07GPa, 그리고 연륜경사각 45°의 3.25 GPa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륜경사각 0°, 45°, 90°의 휨 강도

의 비는 1 : 0.799 : 1.27로 연륜경사각에 의한 차이

는 휨 탄성계수에 비해 매우 적었다. 이것은 연륜경

사각 45°의 변형률이 0°나 90°에 비해 현저히 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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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annual ring angles on MOR for P⊥ type, C⊥ type and C∥ type specimens.
* 0, 45, 90: Annual ring angles.  * Legend: ▲: Average MOR.

때문으로 생각된다. 
C⊥ 타입에서의 휨 강도는 연륜경사각 90°에서 

12.4 MPa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연륜경사각 45°, 
그리고 연륜경사각 0°의 순이었고, 연륜경사각 0°, 
45°, 90°의 휨 강도의 비는 1 : 1.05 : 1.08의 값을 나

타내었고, 연륜경사각 45°의 경우, 휨 탄성계수와 다

르게 연륜경사각 0° 및 90°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

다. 직교적층하는 것에 의해 표층이 섬유직각방향의 

휨 강도는 P⊥타입에 비해 0°에서 2.70배, 45°에서 

3.54배, 90°에서 2.40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휨 강

도가 연륜경사각에 의한 차이가 적은 것은 파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인장측의 섬유직각방향 

라미나에 귀열이 발생하고, 변형이 증가하면서 중층

에서도 파괴가 일어남에 따라 C⊥타입의 휨 강도는 

중층 섬유방향 라미나의 휨 강도에 의존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한편, C∥ 타입에서는 연륜경사각 45°가 55.8 MPa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은 연륜경사

각 0°, 그리고 90°의 순이었다. 연륜경사각 0°, 45°, 
90°의 휨 강도의 비는 1 : 1.11 : 0.841의 값을 나타

내었고, 연륜경사각에 의한 차이는 휨 탄성계수에 비

해 현저히 적었다. 이것은 변형률이 연륜경사각 45°
에 비해 0°와 90°에서 현저히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

로 생각되고, 선행연구(Park et al., 2001)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직교적층하는 것에 의해 표층이 

섬유방향의 휨 강도는 P∥ 타입에 비해 0.64배(90°)

∼0.76(45°)배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적층재의 표층이 섬유방향에 대한 표층이 섬유직

각방향의 휨 강도의 이방성은 직교적층하는 것에 의

해 1 : 0.044∼0.070에서 1 : 0.206∼0.264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적층재의 비 휨 강도(휨 강도/비중)는 Table 1에 

나타내는 것처럼, P∥ 타입에서는 157 MPa, P⊥ 타입

에서는 7.15 MPa(0°)∼11.3 MPa(90°), C∥ 타입에서

는 104 MPa(90°)∼119 MPa(45°), C⊥ 타입에서는 

23.7 MPa(0°)∼27.6 MPa(90°)로 휨 강도에 비해 2.1
∼2.2배의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이용확

대를 목적으로, 가문비나무를 이용하여 직교형적층

재를 제작하였고, 정적 휨강도 성능에 미치는 섬유직

각방향 라미나의 연륜경사각의 영향을 조사하여 다

음의 결론을 얻었다. 
1) 3층 모두가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로 구성된 평

행형적층재의 경우, 섬유직각방향의 휨 탄성계수, 휨 

비례한도응력, 휨 강도는 연륜경사각 45°에서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중층에 섬유방향 라미나를 배

열하는 것에 의해 강도성능은 현저히 향상되었고, 그 

정도는 휨 강도특성치의 종류 및 연륜경사각에 따라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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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층에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로 구성된 C⊥ 타

입 직교형적층재의 경우, 휨 탄성계수는 90° > 0° > 
45°의 순으로 연륜경사각 45°에서 가장 적었다. 휨 

비례한도 응력과 휨 강도는 90° > 45° > 0°의 순을 

나타내었으나, 연륜경사각에 의한 차이는 매우 적었

고, 휨 강도특성치의 종류에 따라 연륜경사각의 영향

의 방식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3) 중층에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를 배열한 C∥ 타

입 직교형적층재의 경우, 휨 탄성계수와 휨 비례한도

응력은 45° > 90° > 0°, 휨 강도는 45° > 0° > 90°의 

순으로 P⊥ 및 C⊥ 타입과 다르게 연륜경사각 45°에
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휨 강도에서

는 연륜경사각 사이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 
4) 연륜경사각 45°의 섬유직각방향 라미나를 직교

형적층재의 표층에 배열할 경우 유연성이 좋아 많은 

변위를 발생 시키면서 파괴를 지연시켰고, 중층에 배

열할 경우 전단력에 의한 처짐의 영향이 적어져서 

휨 강도성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재료설계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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