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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염처리에 의한 톱밥-귤박 혼합파티클보드의 방염성능과 흡음성능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톱밥과 귤박을 혼합하여 

파티클보드를 제작하였다. 보드로부터 원반형 시험편을 제작하여 무처리 보드에 2마이크로폰 전달함수법으로 보드의

흡음률을 측정하고 동일한 시험편에 방염수지를 도포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흡음률을 측정하였다. 방염성능 시험은 무

처리와 방염처리 톱밥-귤박 혼합파티클보드를 45도 연소챔버에서 연소하여 탄화면적을 비교하였다. 방염처리에 의해 

시험편의 중량은 6.3% 정도 증가하였으며 탄화면적은 46.7% 정도 감소하였다. 흡음률은 측정주파수범위(500-6,400 

Hz) 에서 방염처리 시험편이 무처리 시험편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무처리와 방염처리 톱밥-귤박 혼합파티클보드의

흡음성능은 측정주파수 영역에서 상용 석고보드(두께 11 mm)보다 우수한 흡음성능을 나타내어 비내력벽 등의 흡음판

으로의 이용이 기대된다.

ABSTRACT

Sound absorption capability of the flame resistant treated sawdust-mandarin peel composite particleboard was were 

estimated by two microphone transfer function methods. The weight of flame resistant treated board slightly increased 

by the treatment. The treatment improved fire retardant performance by decreasing the charred area of flame resistant 

treated board. Sound absorption capabilities of flame resistant treated sawdust-mandarin peel composite particleboard,

in the entire estimated frequency range of 500-6,400 Hz was slightly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specimen. Sound 

absorption capability of both the control and flame resistant treated sawdust-mandarin peel composite particle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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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원이 부족하고 주로 목재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해야 하고 

각종 산업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여

러 종류의 목질부산물과 농업부산물이 있으나 적당

한 활용방안이 개발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Park et al. 2011; Kang 

et al. 2012; Yang et al. 2013).

목재가공공장에서 원목으로부터 판재류와 각재류

의 제재목을 생산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많은 양의 톱

밥과 칩이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재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톱밥은 2009년 기준 약 320,000톤 정도가 

제재부산물로 대량 발생하고 있으나 사용용도가 저

가의 농업용이나 축산용으로 한정된다. 재활용이 기

대되는 농업부산물 중에 귤박은 국내산 감귤의 연간 

생산량이 2007년도 기준 약 810,000톤이며, 외국의 

경우 2005년 브라질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의 

감귤 생산량은 122,822,000톤 정도이며, 이들 중 

85%는 주스로 가공되는데 가공 중 엄청난 양의 과

피 등이 부산물로 나온다(Im et al. 2009). 귤박은 아

주 소량이 약제로 이용되고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

로 투기되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적당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환경

소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거환경의 소음제어

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해결책이 절

실히 요청되는 실정으로 천정에 사용하는 석고보드

는 유해성과 내구성 그리고 폐기처분할 때 환경오염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흡음성능이 우수하면

서도 인체에 무해하며, 경제성, 치수 안정성, 내수성 

및 단열성이 뛰어난 석고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로운 흡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목재 제재과정

의 부산물인 톱밥과 농업 부산물인 귤박을 활용하여 

흡음보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목재와 목질보드의 흡음성과 관련하여 Kang et al. 

(2005, 2010b)은 탈리그닌처리, 폭쇄처리 등에 의해 

목재의 섬유방향, 즉 횡단면 음입사 시 흡음성능과 

기체투과성이 개선되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목질보

드의 경우 목표비중을 조절하여 저비중보드로 만들

면 흡음률이 큰 보드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Kang and Lee 2005; Kang et al. 2008b; 2010b; 

2011). 

또한 최근 우리 생활 주변에는 끊임없이 무서운 

화재가 불시에 발생하여 문화시설, 개인재산, 인명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보다 

강화되고 강력한 법규 및 법령을 제정하고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목재는 화재에 취약한 단점

을 개선시키고자 붕소화합물계, 질소화합물계, 인계

화합물계 등을 단독 또는 혼합하여 목재 내 주입, 

도포, 함침 등의 처리방법에 따른 난연성능을 분석 

평가를 해오고 있다(Wang et al. 2004; Chuang et 

al. 2008; Park et al. 2012). 따라서 흡음재를 건축재

료로 사용할 경우 화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흡

음재 표면에 난연수지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난연성

능을 개선시킬 수 있으나 난연수지 도포로 인한 흡

음성능을 변하시킬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톱밥-귤박 혼합 파티클보드의 방염처

리에 의한 흡음성능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100-6,400 

Hz 범위에서 흡음률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방염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5도 연소시험법으로 무

처리와 방염처리 톱밥-귤박 혼합파티클보드의 탄화

면적을 비교하였다. 

were higher than that of commercial gypsum boards, being widely used as a sound absorber for ceiling at the

estimated frequency.

Keywords :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flame resistant treatment, weigh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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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톱밥-귤박 혼합파티클보드

톱밥은 라디에타 파인(Pinus radiata) 제재 시 발

생한 톱밥을 입자크기 10∼20 mesh로 선별하고 건

조하여 사용하였다. 귤박은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

한 후 10∼20 mesh로 선별하고 함수율은 9% 이하로 

건조하였다. 수지는 E1급 요소수지(고형분 60%)를 

사용하였으며 1.1 cm × 35 cm × 35 cm의 보드를 제

조하였다. 보드 제조 조건은 요소수지 첨가율은 보드

무게의 10%, 목표밀도를 0.4 g/cm3로 제조하였고, 귤

박의 첨가율을 보드무게의 10%, 20%, 30%, 40%로 

각 5매씩의 보드를 제조하였다. 열압온도는 150℃, 

가압압력은 45 kgf/cm2 → 35 kgf/cm2 → 20 kgf/cm2 

(3단 가압), 가압시간 9분 → 2분 → 1분으로 3단 가

압하여 제조하였다. 

방염시험에는 각 5매씩의 무처리와 방염처리보드

를 이용하였다. 흡음률 시험에는 5매의 보드에서 임

피던스(Impedance) 튜브용 원통형시험편을 각 보드

에서 채취하여 방염제 도포 전과 후의 흡음률 측정

에 사용하였다.

2.2. 방염처리

톱밥-귤박 혼합파티클보드의 표면에 농도가 30%

인 인산암모늄계 수용성 방염제를 2회(1회 도포 시 

도포량은 350 g/m2) 도포하였다. 이때 1회 도포 후 

24시간 건조한 후에 2회 도포 후 다시 24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도포 전후의 중량변화를 측정하였다.

2.3. 흡음률 측정

흡음률 측정은 Fig. 1과 같이 B＆K사의 impedance 

tube, pulse 분석장치 그리고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이용하여 전달함수법(transfer function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흡음률측정 시, 직경 29 mm의 소형 임

피던스관을 이용하여 100-6.4 kHz 구간의 주파수변

화에 따른 흡음률 변이를 측정하였다.

시험 시 방염처리 전의 외부조건은 온도, 상대습

도, 기압이 각각, 24.5℃, 47%, 1005.5 hPa, 또한 음

속, 공기밀도 그리고 음향임피던스는 각각 345.86 

m/s, 1.175 kg/m3, 406.3 Pa/(m/s) 조건에서 시험하였

으며 방염처리 후의 시험 시 외부조건은 온도, 상대

습도, 기압이 각각, 22℃, 46%, 1019.5 hPa, 또한 음

속, 공기밀도 그리고 음향임피던스는 각각 344.41 

m/s, 1.201 kg/m3, 413.7 Pa/(m/s)이었으며 처리 전과 

처리 후의 흡음률은 외부조건의 차이가 보정되어 계

Mixing rate of 

mandarin peels (%)
Before coating After coating

10% 215.95 228.68

20% 218.46 232.41

30% 210.92 225.06

40% 211.46 224.24

Table 1. The weight of sawdust-mandarin peel com-

posite particleboards before and after flame resistant

coating

Fig. 1. Measuring apparatus for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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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므로 외부 시험조건의 차이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2.4. 방염성능 비교

방염시험은 무처리보드와 방염처리보드를 KS F 

2189에 따라 Fig. 2와 같이 45도 경사로 시편을 고정

한 상태에서 일정시간동안 화염을 가한 후 탄화길이

와 탄화면적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방염성

능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방염처리에 의한 중량 증가

방염제 코팅 후 톱밥-귤박 혼합 파티클보드의 무

게는 코팅전보다 평균 13.4 g 증가하였으며 무게 증

가율은 6.3% 미만이었다. 본 시험에 사용된 인산암

모늄계 방염제는 목재성분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방

염제를 보드표면에 코팅처리 후 건조되는 과정에서 

방염제의 고형분이 보드표면에 정착되어 무게증가를 

일으킨 것이다.

3.2. 방염처리에 의한 흡음성능의 변화

Figs. 3, 4는 무처리와 방염처리한 톱밥-귤박 혼합

파티클보드 시험편의 500 Hz-6.4 KHz의 주파수범위

에서의 흡음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X축이 측

정주파수, Y축이 흡음률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전

반적으로 50% 이상의 높은 흡음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저주파수대역보다 고주파수대역에서 흡음률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전형적인 다공질체의 

흡음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주파수범위에서 방염처리 한 후의 흡음률

이 처리 전의 흡음률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 전반적으로 10%전후로 흡음률이 저하하였으

며 2-3 kHz주파수대역에서는 귤박첨가율 10%에서는 

52%에서 46%로 6% 정도, 귤박첨가율 20%에서는 

65%에서 55%로 10% 정도, 귤박첨가율 30%에서는 

66%에서 62%로 4% 정도, 귤박첨가율 40%에서는 

76%에서 70%로 6% 정도가 감소하고 3 k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는 귤박첨가율 10%에서는 54%에서 

Fig. 2. Photograph of flame retardancy test. Fig. 3.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versus fre-

quency of sawdust-mandarin peel composite 

particleboard. 

Fig. 4.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versus fre-

quency of flame resistant treated sawdust-mandarin 

peel composite particleboard. 



방염처리가 톱밥-귤박 혼합파티클보드의 흡음성능에 미치는 영향

－ 515 －

48%로 6% 정도, 귤박첨가율 20%에서는 60%에서 

47%로 13% 정도, 귤박첨가율 30%에서는 62%에서 

52%로 10% 정도, 귤박첨가율 40%에서는 74%에서 

55%로 19% 정도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방염약제가 표면의 미세공극에 침투

하여 표면의 유효흡음면적을 감소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방염처리에 의한 보드표면의 국부

적인 미세구조변화로 흡음률이 저하했을 것으로 추

측되며 전자현미경레벨에서의 고찰이 요구된다. 또

한 재료의 흡음률의 변화는 음이 입사하는 재료표면

의 탄성률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방염처리에 의한 보

드표면의 변화로 탄성률이 변화하면서 진동감쇠능력

이 변화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무처리와 방염처리한 톱밥-귤박 혼합파티클

보드 모두 측정 전 주파수대역에서 상용 흡음재료로 

쓰이는 두께 11 mm 석고보드(밀도 0.5 g/cm3)보다 

높은 흡음률을 나타내어 흡음재로의 적용이 기대된

다(Figs. 3, 4). Oh (2013)는 밀도 0.4 g/cm3의 톱밥-

귤박 혼합파티클보드는 휨강도가 약하다고 보고한 

바 이는 오히려 하중부담이 적은 비내력벽의 흡음재

로의 적용이 기대되는데 이때 방염성능이 요구되고 

특히 점화가 쉬운 실내장식물의 경우 화재 시 대류

에 의한 화염의 상승으로 방염성능이 더욱 필요한데 

이 내용은 3.3절의 방염성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톱밥과 귤박을 재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흡음재료

로의 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재료와의 조합 등으로 

흡음능력의 제고가 기대되어 흡음재료로 적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결과는 임피던스튜브 내에서 

전달함수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로서 사면입사 또

는 난입사하는 음에 대하여서는 잔향실법으로 흡음

률을 측정해 보는 등의 추후 검토가 요구된다.

3.2. 방염성능의 변화

Fig. 5는 무처리와 방염처리한 톱밥-귤박 혼합파티

클보드 시험편의 방염성능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림에서 방염처리한 보드는 탄화면적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탄화면적은 플래니미터로 측정한 결

과로서 Table 2에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이 방염처리 전후 잔염과 잔신은 모두 발생하지 않

았으나 방염처리에 의해 표면의 탄화길이는 35.4% 

감소하였고 탄화면적은 46.7% 정도 감소하여 방염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톱밥-귤박 혼합파

티클보드는 휨강도와 휨탄성계수 등의 역학적 성질

이 우수하지 못하여 벽체의 단열재처럼 하중부담이 

적은 장소의 흡음재로의 적용이 기대되는데 화재 시 

대류에 의한 화염의 상승으로 방염성능이 더욱 필요

하다. 방염성능은 탄화길이와 탄화면적의 변화로 일

정 부분 파악할 수 있으나 착화온도, 화염지속시간 

그리고 방출열량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방염처리에 의한 톱밥-귤박 혼합파티클보드의 방

염성과 흡음성능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무처리와 방

염처리한 보드의 방염성능을 비교하고 무처리상태와 

처리한 후의 보드를 전달함수법에 의한 흡음률측정

으로 흡음성능의 변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a)

(b)

Fig. 5. Comparison between control and flame 

resistant treated sawdust-mandarin peel composite 

particleboard on flame retardancy test (a: Control; b: 

Flame resistan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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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었다.

1. 방염처리한 시험편이 거의 전 주파수대역에서 

보통의 목재보다 낮은 흡음률을 나타내었다. 

2. 방염처리한 목재는 중량이 약간 감소하고 보드

표면의 변화로 인하여 흡음효과가 감소되는 것

으로 사료되었다. 

3. 방염처리한 시험편의 흡음효과가 감소하였으나 

흡음성능이 석고보드보다 우수하고 방염성능이 

개선되어 비내력벽 등의 흡음재로의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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