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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방성 물질인 목재는 방향별로 나타나는 세포종류, 크기, 배열에 따라 경도, 성질, 치수변화등 서로 다른 성질을 나

타낸다. 또한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재료이다. 그러나 동일수종의 목재 내에서도 변이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성질과 용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론 및 기술 등의 정립을 통해 재료 이용의 극대화

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재의 물리적 특성 및 밀도와 탄성계수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규격화

된 시편으로 얻은 값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해왔으며 목재 완제품에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야구배

트에 대한 진동거동 및 타격에 관한 논문은 많이 있으나 목재 배트를 재료로서 물성을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

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산 경단풍나무로 제작한 배트의 실제완제품을 이용하여 소재물

성을 파악하고 주파수 비교를 통해 탄성계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재물성 비교를 위해 배트의 연륜분포와 밀도 등 기

초물성을 조사하였고 공진주파수와 관계식(ASTM C1259)을 통해 탄성계수를 산출하여 재료의 반발력을 산출하였다. 

공진주파수 증가에 따른 연륜분포 비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섬유뱡향에 따른 가진 각도별 비교에서 섬유

방향과 수직한 0°방향으로 가진할 때보다 수평한 90°방향으로 가진할 때 탄성계수 값이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Wood is an anisotropic material that shows the changes in hardness, quality and dimensions depending on the types

of cells on three cross sections, size, array and so on. It can also be us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its use,

which requires a meticulous research, in order to maximize the utilization by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use; and

by clarifying the theory and technologies. The research on relationship among wood’s physical properties, density, and

elasticity of modulus have been studied in Korea and abroad, but those studies were based on correlation gained 

through standardized specimen. Rather, the study on complete product is rare. Moreover, the previous repor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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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는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제

작하여 이용하기에 용이한 재료이다. 그러나 동일수

종의 목재 내에서도 이방성으로 인한 변이가 나타나

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성질과 용도에 따른 적절한 

이용이 요구된다. 목재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 및 기술

정립이 필요하다. 

야구배트는 목재의 물성이 가치로 결정되는 재료

로써 품질안정성과 이용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주로 야구배트는 단풍나무, 물푸레나

무 등 탄성과 강도가 좋은 수종으로 제작되어 왔는

데, 단풍나무로 제작한 배트는 2001년 이후에는 선

수의 6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더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다른 수종의 배트에 비해 단풍나무 배

트는 구조 특성상 회전원심력이 커 장타를 구사하기 

유리하지만 충격저항이 낮아 손울림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러질 때 배트의 배럴과 핸들부

분(Fig. 1) 사이의 취성적 파괴가 자주 발생하여 인

명사고의 위험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때 미국 마이너리그에서는 단풍나무 배트의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점에서 단풍나무 배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성파악이 필요하다. 

배트의 진동거동을 살펴보면 타격시 여러 모드별 

형상이 나타나는데(Brody, 1990) 이때 헤드부분에서 

15 cm 정도에 노드점(node point)이 존재한다. 이 노

드점을 스윗스팟(Sweetspot)이라고 부르며 이 부분을 

타격할 때 장타를 날리기 유리하다. 또한 공을 타격

한 위치에 따라 손울림에 크게 영향을 준다. 

Rodcross (1998)는 야구배트의 스윗스팟에 관한 논

문에서 배럴(Fig. 1) 부분 내 위치별 타격에 따른 손

울림에 대해 스윗스팟을 타격했을 때 진동이 적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타격시 손울림은 선수들

의 손, 어깨 등에 큰 무리를 주며 선수들이 야구를 

그만두고 싶게 하는 요인이 된다(Daniel, 2006). 

국내의 야구배트 성능평가는 2006년 체육과학연

구원의 ‘야구공 및 야구배트의 성능평가 규격 개발’

에 제시된 장비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 개발된 장비

는 고압공기 또는 고압질소를 사용하는 수평형 충격

시험기를 이용하여 일정속도로 야구공을 발사하고 

회전가능한 피봇점에 설치된 야구배트와 충돌시켜 

야구공 입사 및 반발속도와 야구배트의 회전속도 등

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이 장비의 경우 부피가 크고 

반복적인 타격으로 인해 배트에 피로도가 누적된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동 측정은 휴대 가능하기 때

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며 배트의 타격시 피

mostly concentrating on vibration mode and batting, though the wood’s physical properties as a material have not been

in the main focus. Therefore, this study will carried out for analyzing MOE through figuring material property out and

comparing frequency adapting to the Canadian HardMaple bat. For comparison of material properties, we studied the

annual ring and density of the bat; calculated the MOE with resonance frequency and formula (ASTM C1259); and 

verified the repulsive force of this material. As a result, the relevance of the resonance frequency and annual ring is

weak, and in comparison in the grain direction in wood, the MOE value is higher when the grain direction in wood

is excited horizontally than when is excited vertically, because the material is repulsive when grain direction is 

horizontal.

Keywords : Canadian Hardmaple, resonance frequency, modulus of elasticity

Fig. 1. Part name of the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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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를 최소화하고 물성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물

성과 탄성계수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면 강도특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공진주파수와 진동거동을 이용하

여 옹이 및 할렬 등의 위치 및 크기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목재의 경우 탄성계수와 밀도는 목재의 가치를 결

정하는데 필수적인 값으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단

풍나무 배트의 실제완제품을 적용하여 소재물성을 

파악하고 주파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탄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소재물성 비교를 위해 배트의 연륜분포

와 밀도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공진주파수와 관계식

(ASTM C1259)을 통해 탄성계수를 산출하여 재료의 

타격방향에 따른 물성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시수종은 경단풍나무(Acer 

Saccharum)로 도장 전 상태의 배트를 구입하여 실험

을 시행하였다. 총 15개 배트의 시편길이를 배트의 

배럴 끝 부분의 단면에 따라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5개의 각도로 나누었고, 각 각도별로 배트의 

길이방향을 20등분 나누어 실험하였다(Fig. 2).

2.1. 소재 물성 측정

각 시편들은 전자식지시저울(측정단위: 0.01 g)을 

사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였고, 디지털 캘리퍼를 이용

하여 시편의 치수를 측정하였다. 부피는 90 mm × 

90 mm × 1000 mm (높이) 크기의 아크릴 상자에 물

을 채우고 배트에 파라핀을 얇게 입힌 후 완전히 침

수시키기 전과 후의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측정값은 Table 1과 같다. 평균나이테 나비측정은 

KS F2202에 준하여 값을 계산하였고 공진주파수와 

비교하였다.

2.2. 공진주파수 측정 및 분석

각 모드(mode)별 공진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해 5.3 

mV/g의 감도를 갖는 가속도계와 100 mV/l bf의 감

도를 갖는 충격해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편의 

자유 진동을 위해 공중에 매달았으며 자유 진동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무줄을 이용하였다(Fig. 

3). 고무줄을 지지한 위치는 진동이 최소화되는 노드

점에 맞춰 양끝 15 cm에 위치시켰다(Russel, 2006). 

Fig. 3과 같이 헤드부분에 가속도계(센서)를 고정하

고 충격 해머를 가진점 1번부터 20번까지 이동시켜

 

a) Excitation angle b) Position of sensor

Fig. 2. Measurement location a) excitation angle, b) Position of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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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시편의 주파수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FFT (Fast Fourier Transform) System은 signalcalc 

ace program으로 예비 실험과정을 통해 모드 3까지 

얻는 것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대역(F span)은 5000 

Hz로 적용하였고, 라인(Lines)는 1,600으로 세팅하였

다. 측정된 주파수는 진동분석 시스템인 STAR 

(Structural Testing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

으로 불러 각 공진점을 표시한 후 auto-fit과정을 통

해 각 모드별 동적거동을 측정하고 계산값을 표시하

였다. 계산된 값을 통해 각 시편의 모드 거동을 동

화상으로 표시하고 각각의 모드별 주파수를 획득하

였다.

2.3. 탄성계수 산출

탄성계수 산출에는 주파수를 이용한 원형단면의 

휨탄성계수 계산식인 ASTM C1259에 있는 식을 

이용하였다(Eq. 1). 

  
  ′ ····························  Eq. 1


′    ·· Eq. 2




 

 



′    ····························· Eq. 3

여기에서, L: 배트길이, D: 직경, m은 : 중량, f: 주

파수, T: 보정계수

　 Length (mm) Diameter (mm) Weight (g) Volume (mm3)

1 840 62.25 911.28 2008.8

2 839 62.65 932.69 2016.9

3 840 65.65 955.71 2000.7

4 840 62.70 954.61 2008.8

5 839 61.89 906.08 2025.0

6 840 63.10 879.70 1911.6

7 840 62.69 850.20 1992.6

8 840 63.69 845.86 1992.6

9 862 62.32 865.30 2008.8

10 837 63.64 905.39 1992.6

11 840 63.71 921.95 2016.9

12 843 63.00 933.08 2000.7

13 841 63.10 901.17 1968.3

14 844 63.85 930.47 1984.5

15 842 62.77 891.39 1992.6

Table 1. The dimension of tested bats

Fig. 3. Schematic diagram of vibration mod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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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 20 이고 Poisson’s ratio를 안다면 


′  (Eq. 

2)에 따라 계산하고 L/D ≥ 20이면 


′  (Eq. 3)으로 

간단하게 식을 따른다. 


′ 에서 는 포아송비를 나

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공진주파수 측정결과 1 mode 140∼155 (Hz), 2 

mode 470∼550 (Hz), 3 mode 980∼1100 (Hz)의 주파

수 범위를 나타내었다.

3.1. 평균나이테 나비(KS F 2202)와 공진

주파수 비교

경단풍나무배트의 평균나이테 나비와 공진주파수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Fig. 4에 나타내었

다. 여기서 평균나이테 나비는 배트의 헤드부분의 지

름을 측정하여 측정 길이 내에 포함되는 완전한 나

이테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래프를 통해 1 

mode와 2 mode의 R2값이 각각 06.5, 06.5로 나타났

다. 평균나이테 나비 증가에 따라 공진주파수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단풍나무는 산공재

이기 때문에 연륜 내 관공의 지름의 이행이 거의 없

거나 지극히 완만하여 횡단면 상에서 지름이 거의 

일정한 관공이 연륜 전체에 걸쳐서 고르게 흩어져 

있어(Park 등, 1990) 연륜폭이 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배

트의 연륜각도 및 연륜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2. 가진 각도별 공진주파수(f) 비교

접선단면과 방사단면의 경우 세포 형태 차이로 인

해 물리적인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물리적 차이는 

배트의 타격방향에 따라 진동에 영향을 미치며 손울

림과 반발력에 상관관계 갖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5은 공진주파수의 1 mode 값을 비교한 그래프로 가

진 각도에 따라 방사방향을 가진한 0°와 접선방향을 

가진한 90°의 비교를 나타냈다. 0°는 140∼155 (Hz)

의 주파수영역을 나타내었고 90°는 135∼166 (Hz)의 

주파수 영역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0°의 주파수 

값보다 90°의 주파수 값이 1.84% 높게 나타났다. 배

트 타격시 섬유방향의 수평으로 타격할 때보다 수직

으로 타격할 때 반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3.3. 보정계수 비교

ASTM C1259 원형단면의 휨탄성계수 계산식에 

a) 1 mode b) 2 mode

Fig. 4. Relationship between Resonance frequency and Average width of growth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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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L/D 값에 따라 보정계수가 


′ (Eq. 2)과 


′

(Eq. 3)로 나눠져 있다. 여기서 


′ 은 L/D < 20이고 

포아송비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고 L/D ≥ 20일 때 




′ 는 포아송비값을 대입하지 않고 간단하게 식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포아송비의 계산이 어려운바 포

아송비를 대입하지 않은 


′ 식과 


′ 을 비교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물성측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 의 포아송비는 시험편 배트

의 포아송비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Wood Handbook

에 제시된 Redmaple 값 0.50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

다. 


′ 과 


′ 의 값을 적용한 각각의 휨탄성계수 값

을 비교한 결과 가장 오차가 큰 값이 0.667%로 경단

풍나무 배트에 적용함에 있어 포아송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3.4. 탄성계수(E)

공진주파수를 이용한 휨 탄성계수 계산식에 따라 

포아송비를 고려하지 않은 보정계수 


′ 를 적용하여 

0°와 90°의 탄성계수 비교값에 대해 그래프를 나타

내었고 비교값을 상단에 표기하였다(Fig. 6). 탄성계

수산출 결과 전체 시험편에서 0° 방향보다 90° 방향

의 탄성계수 값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탄성계수

가 높은 90° 방향으로 타격하는 것이 반발력을 높이

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단풍나무배트

의 반발력 확인을 위해 소재물성을 파악하고 공진주

파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탄성계수를 산출하였다. 

15개의 경단풍나무 배트의 공진주파수 측정결과 1 

mode 140∼155 (Hz), 2 mode 470∼550 (Hz), 3 

mode 980∼1100 (Hz)의 주파수 범위를 나타내었으

며 소재물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균나이테 나비 증가에 따라 공진주파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관관

계를 통해 배트 선별시 육안평가 항목으로 

평균나이테 나비 값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

단되며, 연륜이 배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

확한 분석을 위해 연륜 각도 및 연륜두께 등 

연륜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2) 배트의 방사방향인 0° 방향으로 가진할 때보다 

접선방향인 90° 방향으로 가진할 때 주파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트 타격시 

0°보다 90° 방향으로 타격할 때 반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탄성계수 계산을 위한 L/D 값에 따른 보정계수

(


′ , 


′ ) 비교 결과, 경단풍나무 배트의 


′ , 




′  값의 차이가 0.062%로 나타났다. 


′ 를 적

Fig. 5. A comparison of 0° and 90° in Resonance 

Frequency.

Fig. 6. A comparison of 0° and 90° in Modulus of 

Elastic (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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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휨탄성계수 비교에서 전체적으로 90° 값 

높게 나타났다. 접선방향인 90°로 가진할 때 탄

성계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진 각도에 따

른 공진주파수 비교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공진주파수와 탄성계수의 상관관계

를 통해 배트 간 반발력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

단된다.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의 종류는 다양하며 휴대 가

능하여 실제 현장에서도 간편하게 적용 가능한 방법

으로 판단된다. 추후 공진주파수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제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배트상태를 

체크하거나 목재배트의 수명예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 실험에서는 타격방향별 

반발력 비교를 위해 원형단면의 탄성계수 계산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각각의 배트가 갖는 형상이 

상이하므로 추후 이를 고려하여 탄성계수 값을 계산

하기 위한 방법 및 계산식 도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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