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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목재는 다양한 재색과 문양을 지니고 가공이 용이하며 타 재료에 비해

비교 높은 비강도를 가져 건축 인테리어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어왔다.

특히 목재에 고온의 열을 가해 목재의 구성성분을 변형시킴으로써 성질을

개선한 열처리 목재는 소수성이 증가하여 치수안정성이 개선되고 별도의

표면처리 없이도 고 스러운 재색의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져 새로

운 건축 인테리어 재료로 각 받고 있다.

열처리 목재가 건축내장재로 사용될 경우 흡음성능이 고려되어야한다.

흡음은 음이 가진 에 지를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재료의 성질에 따라 다양

한 기작을 보인다.흡음계수는 이러한 흡음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료

의 흡음계수가 클수록 높은 흡음성능을 지닌다.

흡음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잔향실법과 내법이 있다.이 내

법은 잔향실법에 비해 실험설계가 간편하지만 수직으로 입사되는 음에

한 흡음계수만 측정 가능하고,고주 수 역의 흡음계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단 이 있다.잔향실법은 음의 회 이나 외부 소음의 향을 받

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방향으로 입사되는 음에 한 흡음계수

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잔향실법을 사용하여 열

처리 조건에 따른 낙엽송 재의 흡음계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열기건조한 낙엽송 재를 사용하 다.

목재 열처리는 200℃,220℃,240℃ 의 온도 조건과 9시간,12시간,15

시간,18시간의 시간 조건에 따라 수행되었다.각 열처리 조건별로 열처리

한 재로 제작한 시편의 흡음계수를 잔향실법을 사용하여 250Hz,500

Hz,1000Hz,2000Hz,4000Hz의 주 수 역에서 측정하 다.

열처리 조건에 따른 낙엽송 재의 흡음계수를 측정한 결과 열처리 온도

조건이 높을수록,열처리 시간 조건이 길수록 흡음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주 수 역의 흡음계수 증가율은 평균 8%로



미미하 으나 고주 수 역의 경우 평균 49%로 열처리에 의해 흡음계수

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재와 같은 다공성 재료의 흡음계수는 공극률과 공극내벽의 거칠기에

비례한다.특히 주 수 역에서는 공극 내부에서 음 가 포이쉴리 흐름

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공극내부 표면의 거칠기에 향을 더 많이 받고 고

주 수 역에서는 음 가 달될 때 포이쉴리 흐름의 형태가 붕괴되기 때

문에 공극률에 향을 더 많이 받는다.열처리에 의해 주 수 역에서

흡음계수가 증가한 것은 공극 내부 세포벽이 거칠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하지만 흡음계수의 증가폭이 미미하므로 열처리에 의한 공극 내부

세포벽의 거칠기 증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고주 수 역에

서 흡음계수 역에서 흡음계수가 증가한 것은 열처리에 의해 세포벽이 수

축하여 세포간층이 노출되고 타일로소이드 벽공폐색이 제거됨에 따라

목재의 공극률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흡음계수의 증가폭

이 매우 크므로 열처리에 의한 목재의 공극률 증가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열처리의 온도와 시간이 낙엽송 재의 흡음계수에 미치

는 향과 그 원인을 분석하 다.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는 기존에 보고

된 바가 없던 열처리 목재의 흡음계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으며 목재의

음향 성능에 한 연구의 수행을 한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열처리,낙엽송,흡음계수,잔향실법

학 번 :2014-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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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연구배경

목재는 인 이지 않은 다양한 재색과 문양을 지니고,다른 재료

와는 달리 감과 시각 으로 따스한 느낌을 주는 등 미 상의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삭과 합 등 가공성이 우수하고,다른

재료에 비해 비교 높은 비강도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목재는 건축 인테리어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어왔다.

특히 목재에 주성분의 화학 구조 변화가 발생하는 온도의 열을

가해 구성성분을 변형시켜 성질을 개선한 열처리 목재는 일반 목재

에 비해 치수안정성이 크고,별도의 표면처리 없이도 고 스러운 재

색의 연출이 가능하며,소수성이 향상된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처리 목재의 특성들로 인해 열처리 목재는 최근 새로운

건축 인테리어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열처리 목재가 건축 인테리어 재료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러한 특성들 이외에도 투습성,흡방습 성능,연소발열 특성,흡음 성

능,열 달 성능 등 다양한 성능이 고려되어야만 한다.최근 열처리

목재의 다양한 성능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흡음

성능에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서 연구결과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흡음은 음이 가진 에 지를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흡음계수라는

지표로 재료의 흡음성능이 표 된다.흡음계수는 재료에 입사된 음

에 지 반사되는 에 지를 제외하고 흡수되거나 투과되는 에

지의 비율로 나타내어진다.재료의 흡음계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임피던스 을 이용하는 내법과 잔향실을 이용하는 잔향실법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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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고 있다. 내법은 잔향실법과 비교하여 실험설계가 간편

하다는 장 이 있지만 재료에 수직으로 입사되는 음에 지에 한

흡음계수만 측정할 수 있고 고주 역의 흡음계수가 실제 값보다

높게 측정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이에 비해 잔향실법은 음의

회 이나 외부 소음의 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 이 있지만 모든

방향으로 입사되는 음에 지에 한 흡음계수를 측정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잔향시간은 공간의 음향 특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요하게 사

용되는 지표이다.일반 으로 공간 내에서 음 울림의 정도를 나타내

는 지표인 잔향시간은 공간에서 음원이 존재할 때의 음 에 지

도에 하여 음원이 차단된 후 잔향 음 에 지 도가 1/1,000,000

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즉,공간의 잔향시간은 음

원이 존재할 때의 정상 음에 하여 60dB이 감소할 때까지 소요되

는 시간으로 정의된다.공간의 잔향시간은 공간의 흡음력,용 ,음

원의 종류에 따라 향을 받으며 이를 고려하여 최 잔향시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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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l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온도조건과 열처리가 진행되는 시간조건에

따른 열처리 목재의 흡음계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열기건조재

의 흡음계수와 비교한다.

l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온도조건과 열처리가 진행되는 시간조건에

따라 열처리 목재의 흡음계수가 변화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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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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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목재 열처리 연구사

2.1.1.목재 열처리의 정의

목재 열처리 방법은 열처리의 목 과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온도

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첫 번째 종류는 목재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해충의 박멸을 해서 60℃ 정도의 온도조건에서 30

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동안 열처리 하는 방법이다.두 번째 방법

은 160℃ 에서 260℃ 정도의 온도조건에서 열처리하여 목재의 구

성성분인 셀룰로오스,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을 변화시킴으로써

목재의 물성을 개선하는 방법이다.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목재를 열처리하여 목재의 성질을 개선하 다.

2.1.2.목재 열처리의 효과

Tejada등(1997)은 목재 열처리에 의해 셀룰로오스의 결정화도가

증가하 으며 평형함수율의 감소로 인해서 치수안정성이 증가하

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Bhuiyan등(2000)은 열처리에 의해 목

재의 결정화도가 거의 두 배 증가하 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Garrote등(1999)은 열처리에 의한 목재의 재색변화는 헤미셀룰로오

스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목재의 열처리 온도

는 헤미셀룰로오스가 열화되는 온도인 150℃에서 230℃ 가 당

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Cooper(2009)는 180℃에서 220℃

사이의 온도에서 목재를 열처리한 결과 구성성분의 화학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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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재색이 어두워졌고,치수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흡습성이 감

소되었고,내부후성이 증가하 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윤

(2010)은 160℃에서 목재를 열처리한 결과 열처리의 효과가 미미하

으며 180℃ 이상의 온도에서는 처리온도가 높아질수록 목재 열

처리의 효과가 커졌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신 등(2010)은 6가

지 수종의 국내산 활엽수재를 열처리하여 수축률과 압축강도,휨강

도를 평가하 으며 이를 통해 열처리 목재가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하여 보고하 다.Hietala등(2002)은 목

재 열처리에 의해 공의 직경이 증가하 음을 확인하 으며

Andersson등(2005)은 목재 열처리에 의해 세포벽의 공극률이 증가

하 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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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Ⅱ-1.Effectoftemperatureandtreatmenttimeonwater

absorptionofSPFwood(Cooper,2009)

Fig.Ⅱ-2.Shrinkagewhengreentoovendry(Shinet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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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Ⅱ-3.DecrementrateofΔEbetweenheartwoodandsap

woodofcedarbyoven-heattreatment(Yo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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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흡음성능 연구사

2.2.1.흡음계수

흡음계수의 측정에는 임피던스 을 이용하는 내법(Impedance

tubemethod)과 잔향실을 이용하는 잔향실법(Reverberation room

method),무향실을 이용한 자유음장법(Freefieldmethod)이 이용되

고 있다. 임피던스 을 이용하는 내법의 경우 정재 비법

(Standing wave ratio method)과 달함수법(Transfer function

method)이 잔향실법과 더불어 흡음계수 측정 표 방법으로 지정되

어 있다(한국표 회,2001,2002,2014).

흡음계수를 측정하기 한 이론으로 Zwikker 등(1949),Biot

(1956,1956),Lanbert(1982),Allard등(1986)의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이론들을 발표하 다.하지만 이들이 발표한 이론식들은

무 복잡하고 일부 시료에 해 제한 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실제로는 Delany등(1969),Miki(1990),

Allard등(1992),Cummings등(1993),Wu(1998)등의 연구자들이

실험을 통해 얻어낸 실험식들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목재와 같은 다공성 재료의 음향 성능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Maa(1975)는 다공성 구조물이 흡음성능을 발휘하기 해서는

공극의 직경을 1㎜ 이하로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다

공성 재료의 공명형 구조 해석 설계를 해서는 특성 임피던스

에 한 이론 모델이 필요한데 Rayleigh(1894),Ingard(1953),

Crandall(1971)등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특성 임피던스는 다공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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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내공극의 지름 공극률,입사되는 음의 주 수 등을 변수로 하

는 함수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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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잔향시간

공간의 음향 설계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한 잔향시간을 확

보하는 것이다(Egan,1988).사용되는 공간의 용도에 따른 최 잔

향시간은 다양하게 분포하며,동일한 잔향시간이라도 사용되는 공간

의 용도에 따라 주 수 특성 시간 특성이 다르게 설계될 수 있

다(Long,2006).

공간의 사용목 용 에 맞는 한 잔향시간을 최 잔향시

간이라 하며 용도에 따른 최 잔향시간과 공간의 용 사이의

계는 Knudsen등(1950)에 의해 재정되어있다(Fig.Ⅱ-4).공간에서

음이 감쇠되는 과정과 시간은 마감면의 흡음성능과 단 시간당 반

사하는 면의 수,공간의 크기와 용 에 좌우되므로 공간의 용도에

합한 잔향시간을 산정하고 흡음과 유효한 반사음을 하게 조

하여 최 의 잔향시간을 얻도록 건축 음향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Long,2006).음의 명료도가 높아야하는 회의실과 같은 공간은 짧

은 잔향시간을 가져야 하며 좋은 음질과 풍부한 음향이 요구되는

콘서트홀과 같은 공간은 상 으로 긴 잔향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

다(Ando,1998).

공간의 잔향은 잔향이 발생하는 공간의 구조와 마감면의 흡음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마감면의 흡음계수와 한 련이

있다.마감면의 흡음계수가 클수록 다 반사에 의해 반향 세기가

약해지는 정도가 커서 공간의 잔향시간이 짧아지게 되는데 이는 시

간 으로 늦은 반향을 증가시켜 음의 이해도를 높게 만들 수 있다

(Egan,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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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Ⅱ-4.Optimum reverberationtime(Knudsenetal.,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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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재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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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공시재료

본 연구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열기건조한 길이 2600㎜,폭

110㎜,두께 30㎜ 의 낙엽송(Larixkaempferi) 재를 가공하여 사

용하 다.

실험에 사용하기 한 시편은 열처리 온도와 시간별로 각각 길이

500㎜,폭 105㎜,두께 10㎜ 로 가공한 재 5개를 폭 방향으로

나란히 부착하여 Fig.Ⅲ-1과 같이 상으로 제작하 으며 열처리

를 하지 않은 열기건조재( 조군)에 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시편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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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1.Specimenforsoundabsorptioncoefficient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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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실험방법

3.2.1.목재 열처리

목재 열처리는 Fig.Ⅲ-2의 목재 열처리 장치(목재 열처리 장치,

한울엔지니어링, 한민국)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목재 열처리 장

치는 크게 반응기,응축기,진공펌 임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반응기는 지름 640㎜,길이 2200㎜ 이다.반응기 내부의 용량

은 0.7㎥ 이며 Mantletype의 히터가 둘러싸고 있어 내부에 열을

가할 수 있으며 외표면은 단열 세라믹으로 감싸 외부로의 열손실을

최소화 하 다.반응기에는 반응기 내부의 온도와 목재의 온도를 측

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으며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정 제어가 가능하다.히터는 반응기 내부의

온도 센서와 연동되어 있어 내부 온도가 목표온도에 도달하면 자동

으로 히터가 꺼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히터가 작동하는 방식으

로 운용된다.

본 연구에서 목재 열처리는 200℃,220℃,240℃ 의 온도조건

에서 각각 9시간,12시간,15시간,18시간 동안 열처리 하 다.

온도조건의 기 은 히터의 온도 으며 시간조건의 기 은 히터가동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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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2.Woodheattreatment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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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흡음계수 측정

목재 열처리의 온도조건과 시간조건에 따른 흡음계수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열처리를 하지 않은 열기건조재로 제작한 시편과 각

각의 조건 별로 열처리한 열처리재로 제작한 시편의 흡음계수를 측

정하 다.

흡음계수는 잔향실법(KSF 2805잔향실법 흡음 성능 측정방법)

음원 단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잔향실은 시멘트를 사용하여

모서리의 길이가 0.5m 인 정육면체 상자 모양으로 벽체와 바닥을

제작하 다.잔향실 내부의 모든 면에 차음재와 흡음재를 설치하여

잔향실법의 단 인 외부 소음의 향 가능성을 최소화 하 다. 한

흡음계수 측정실험을 진행할 때 잔향실과 시편을 착시키고 시편

에 무거운 추를 올려 시편과 잔향실 사이의 틈을 최소화함으로써

잔향실법의 단 인 음의 회 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 다.

흡음계수 측정에는 음향특성 분석 시스템(Fig.Ⅲ-3,Fig.Ⅲ-4)

을 사용하 다.음향특성 분석 시스템은 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발

생기(SFG2110,SW INSTEK,Taiwan),신호발생기의 신호를 음향

신호로 환하는 스피커,음향신호를 수집하는 마이크로폰(Type

46AE,Brüel& Kjær,Denmark),데이터 수집 장치(ApolloBox,

SINUS, Germany), 분석 로그램(Amadeus 2ch SLM/Multi

Analyzer,SINUS,Germany)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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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3.Acousticpropertyanalysis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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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4.Mimeticdiagram ofacousticpropertyanalysis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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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5와 같이 잔향실에 덮개를 덮어 잔향실 내부 6면이 모

두 흡음재로 된 경우의 잔향시간 τ1과 Fig.Ⅲ-6과 같이 잔향실에

시편을 덮어 잔향실 내부 5면이 흡음재,1면이 시편인 경우의 잔

향시간 τ2를 주 수 역별로 측정하 다.측정 주 수는 「KSI

ISO 266음향 – 추천주 수」를 참고하여 250㎐,500㎐,1000

㎐,2000㎐,4000㎐ 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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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5.Reverberationchamberwithcover

Fig.Ⅲ-6.Reverberationchamberwithwood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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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ine의 잔향식을 이용하면 각각의 경우에 해 주 수 역 별

로 측정한 잔향시간으로부터 등가흡음면 은 (식 3-1)과 (식 3-2)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


··········································································(식 3-1)

 ×


··········································································(식 3-2)

여기에서,

 :6면이 흡음재인 경우의 등가흡음면 (m2)

 :5면이 흡음재,1면이 시편인 경우의 등가흡음면 (m2)

 :음속 (㎧)

 :6면이 흡음재인 경우의 잔향시간 (sec)

 :5면이 흡음재,1면이 시편인 경우의 잔향시간 (sec)

 :잔향실의 용 (m3)

 : 워감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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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흡음면 을 구하는 식에서 음속과 워감쇠계수는 (식 3-3)

(식 3-4)와 같이 나타난다. 기에 의한 감쇠계수는 「KS I

ISO9613-1음향 – 실외에서 음이 될 때의 감쇠 – 제 1부 :

기에 의한 음의 흡수 계산」(한국표 회,2005)에 따른 값을 사

용하 다.

  ···················································································(식 3-3)

×log


··················································································(식 3-4)

여기에서,

 :잔향실 내부의 온도 (℃)

 : 기에 의한 감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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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향실 내부 6면이 모두 흡음재인 경우와 잔향실 내부 5면이

흡음재,1면이 시편인 경우에 해 구한 등가흡음면 의 차이를 이

용하면 시편만의 등가흡음면 ()은 (식 3-5)와 같이 나타난다.

  








···················································(식 3-5)

시편의 등가흡음면 을 시편의 면 으로 나 어 시편의 흡음계수

를 (식 3-6)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식 3-6)

여기에서,

 :시편의 흡음계수

 :시편의 면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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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흡음계수 측정법의 검증

일반 으로 잔향실법에 사용되는 잔향실은 건물 수 으로 그 크

기가 매우 크다.하지만 이러한 건물 수 의 잔향실을 연구에 사용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우선 흡음계수 측정을 해서

는 잔향실의 한 면을 시편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건물 수 의 잔향

실을 이용할 경우 한 번의 측정을 해 매우 많은 양의 시편이 소

비된다. 한 잔향실 확보에 공간상,비용상의 제약이 있다.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직 제작한 소규모의 잔향실을 이용

하 으며 이에 흡음계수를 알고 있는 재료들(스테인 스 스틸,알루

미늄,천장용 흡음보드)의 흡음계수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방법

으로 측정하여 측정법을 검증하 다.TableⅢ-1에 각 재료의 실제

흡음계수 값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방법으로 측정한 흡음계수

값을 비교하여 나타냈다.TableⅢ-1과 FigureⅢ-7∼9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평균 1.5%의 오차가 있지만 실제 흡음계수 값과 거의

같은 값으로 측정되어 본 측정법으로 열처리 목재의 흡음계수를 측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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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Hz)

Stainlesssteel Aluminium
Ceiling

acousticboard

Actual

value

Measured

value

Actual

value

Measured

value

Actual

value

Measured

value

250 0.040 0.039 0.050 0.050 0.400 0.403

500 0.060 0.059 0.080 0.077 0.500 0.483

1000 0.060 0.061 0.080 0.082 0.500 0.492

2000 0.060 0.060 0.070 0.070 0.500 0.503

4000 0.060 0.059 0.060 0.059 0.500 0.500

TableⅢ-1.Soundabsorptioncoefficientsofvarious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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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7.Soundabsorptioncoefficientsofstainlesssteel

Fig.Ⅲ-8.Soundabsorptioncoefficientsofalu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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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Ⅲ-9.Soundabsorptioncoefficientsofceilingacoustic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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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결과 고찰



40

4.1.목재 열처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재 열처리의 조건은 200℃,220℃,240

℃ 세 가지의 온도조건과 9시간,12시간,15시간,18시간 네 가

지의 시간조건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목재 열처리를 수행하 다.

설정한 온도조건은 히터온도 으며 설정한 시간조건은 히터가동시

간이었다.각각의 조건에서 목재 열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측정한 반

응기 내부의 공기온도와 목재 내부의 온도는 Fig.Ⅳ-1∼12와 같

다.측정된 반응기 내부의 공기온도가 목재 내부의 온도보다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온도센서를 설치한 치에 따른 오차인 것으로

단된다.온도센서를 설치한 치는 반응기 내부에 잔 한 목재 사

이의 한 가운데이며 잔 사이로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지 않아 온

도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목재 내부의 온도는 설정

한 히터의 온도와 약 20℃의 차이를 보이며 일정하게 유지되어 열

처리 자체는 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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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1.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00℃,heateroperationtime:9hours)

Fig.Ⅳ-2.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00℃,heateroperationtime:12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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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3.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00℃,heateroperationtime:15hours)

Fig.Ⅳ-4.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00℃,heateroperationtime:18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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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5.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20℃,heateroperationtime:9hours)

Fig.Ⅳ-6.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20℃,heateroperationtime:12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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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7.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20℃,heateroperationtime:15hours)

Fig.Ⅳ-8.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20℃,heateroperationtime:18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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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9.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40℃,heateroperationtime:9hours)

Fig.Ⅳ-10.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40℃,heateroperationtime:12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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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11.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40℃,heateroperationtime:15hours)

Fig.Ⅳ-12.Temperatureofairandwoodduringheattreatment

(targettemperature:240℃,heateroperationtime:18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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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열처리 조건에 따른 흡음계수 변화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열기건조재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

수는 Fig.Ⅳ-13과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35,500Hz

주 수 역에서 0.0344,1000Hz주 수 역에서 0.0117,2000Hz

주 수 역에서 0.0122,4000Hz주 수 역에서 0.0278의 흡음

계수를 보 다.

Fig.Ⅳ-13.Soundabsorptioncoefficientsofuntreated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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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의 온도조건에서 9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14와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59,500Hz주 수 역에서 0.0332,1000Hz주 수 역에서

0.0128,2000Hz주 수 역에서 0.0143,4000Hz주 수 역에서

0.0299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14.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00℃,9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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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의 온도조건에서 12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15와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47,500Hz주 수 역에서 0.0344,1000Hz주 수 역에서

0.0140,2000Hz주 수 역에서 0.0175,4000Hz주 수 역에서

0.0310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15.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00℃,12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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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의 온도조건에서 15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16과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59,500Hz주 수 역에서 0.0344,1000Hz주 수 역에서

0.0140,2000Hz주 수 역에서 0.0175,4000Hz주 수 역에서

0.0310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16.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00℃,15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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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의 온도조건에서 18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17과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70,500Hz주 수 역에서 0.0356,1000Hz주 수 역에서

0.0151,2000Hz주 수 역에서 0.0195,4000Hz주 수 역에서

0.0321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17.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00℃,18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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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의 온도조건에서 9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18과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70,500Hz주 수 역에서 0.0344,1000Hz주 수 역에서

0.0117,2000Hz주 수 역에서 0.0185,4000Hz주 수 역에서

0.0310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18.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20℃,9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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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의 온도조건에서 12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19와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70,500Hz주 수 역에서 0.0356,1000Hz주 수 역에서

0.0140,2000Hz주 수 역에서 0.0216,4000Hz주 수 역에서

0.0342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19.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20℃,12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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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의 온도조건에서 15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20과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82,500Hz주 수 역에서 0.0368,1000Hz주 수 역에서

0.0151,2000Hz주 수 역에서 0.0247,4000Hz주 수 역에서

0.0352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20.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20℃,15hours)



55

220℃ 의 온도조건에서 18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21과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82,500Hz주 수 역에서 0.0356,1000Hz주 수 역에서

0.0162,2000Hz주 수 역에서 0.0277,4000Hz주 수 역에서

0.0373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21.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20℃,18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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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의 온도조건에서 9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22와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70,500Hz주 수 역에서 0.0356,1000Hz주 수 역에서

0.0140,2000Hz주 수 역에서 0.0216,4000Hz주 수 역에서

0.0342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22.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40℃,9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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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의 온도조건에서 12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23과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82,500Hz주 수 역에서 0.0356,1000Hz주 수 역에서

0.0162,2000Hz주 수 역에서 0.0257,4000Hz주 수 역에서

0.0394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23.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40℃,12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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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의 온도조건에서 15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24와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70,500Hz주 수 역에서 0.0344,1000Hz주 수 역에서

0.0162,2000Hz주 수 역에서 0.0296,4000Hz주 수 역에서

0.0434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24.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40℃,15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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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의 온도조건에서 18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주 수

역별 흡음계수는 Fig.Ⅳ-25와 같다.250Hz주 수 역에서

0.0282,500Hz주 수 역에서 0.0356,1000Hz주 수 역에서

0.0173,2000Hz주 수 역에서 0.0345,4000Hz주 수 역에서

0.0454의 흡음계수를 보 다.

Fig.Ⅳ-25.Soundabsorptioncoefficientsofheattreatedspecimen

(240℃,18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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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수 역별로 측정한 모든 조건의 시편들의 흡음계수를

TableⅣ-1에 정리하 다.

TableⅣ-1.Soundabsorptioncoefficientsofspecimens

freq

temp/time
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Hz

Control 0.024 0.034 0.012 0.012 0.028

200

℃

9hr 0.026 0.033 0.013 0.014 0.030

12hr 0.025 0.034 0.014 0.017 0.031

15hr 0.026 0.034 0.014 0.017 0.031

18hr 0.027 0.036 0.015 0.020 0.032

220

℃

9hr 0.027 0.034 0.012 0.019 0.031

12hr 0.027 0.036 0.014 0.022 0.034

15hr 0.028 0.037 0.015 0.025 0.035

18hr 0.028 0.036 0.016 0.028 0.037

240

℃

9hr 0.027 0.036 0.014 0.022 0.034

12hr 0.028 0.036 0.016 0.026 0.039

15hr 0.027 0.034 0.016 0.030 0.043

18hr 0.028 0.036 0.017 0.03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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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온도조건과 시간조건에 따른 흡음계수 측정결과를 주 수

에 따라 정리하면 Fig.Ⅳ-26∼30과 같이 나타난다.모든 주 수

역에서 열처리 온도조건이 높아질수록,열처리 시간조건이 길어질

수록 흡음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 다. 주 수 역에서

는 열처리의 온도조건이 높아지고 열처리의 시간조건이 길어짐에

따른 흡음계수의 증가율이 미미하 으나 고주 수 역에서는 증가

율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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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26.Soundabsorptioncoefficientsofspecimens(250Hz)

Fig.Ⅳ-27.Soundabsorptioncoefficientsofspecimens(5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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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28.Soundabsorptioncoefficientsofspecimens(1000Hz)

Fig.Ⅳ-29.Soundabsorptioncoefficientsofspecimens(20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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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30.Soundabsorptioncoefficientsofspecimens(40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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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모든 주 수 역에서 열처리 온도 조건이 높을수록,열처

리 시간조건이 길수록 흡음계수가 상승하 다.목재 열처리가 진행

된 정도가 가장 큰 240℃ 에서 18시간동안 열처리한 시편의 흡음

계수와 열처리를 하지 않은 건조재 시편의 흡음계수를 주 수별로

비교하면 250Hz주 수 역에서는 17.5%,500Hz주 수 역에

서는 2.6%,1000Hz주 수 역에서는 36.0%,2000Hz주 수

역에서는 150.7%,4000Hz주 수 역에서는 46.1%의 증가율을 보

여 주 수 역에서는 증가율이 미미하고,고주 수 역에서는

증가율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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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주 수 역에 따른 흡음계수 변화 원인

흡음이 일어나는 기작은 크게 다공질형 흡음, 진동형 흡음,공

명기형 흡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이 목재의 흡음 기작은 다공질

형 흡음의 유형에 속한다.다공질형 흡음의 경우에 재료에 음이 입

사되면 음 가 공극 내부로 되고 공극 내벽과의 마찰이나 성

항에 의해 음에 지의 일부가 열에 지로서 소비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목재 열처리의 시간조건이 길어짐에 따라,그

리고 온도조건이 높아짐에 따라 흡음계수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 하 듯이 목재 열처리의 조건변화에 따른 흡

음계수의 증가율이 주 수 역에서는 미미하나 고주 수 역에

서는 흡음계수의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이는 주 수 역별로 각각

다른 인자들이 흡음계수 변화에 향하기 때문이다.

Biot(1956)등의 흡음이론에 따르면 목재와 같은 다공성 재료의

흡음계수는 재료의 공극률과 공극 내벽의 거칠기에 비례한다.특히

주 수 역에서는 공극 내부에서 음 가 진행할 때 Figure.Ⅳ

-28과 같이 포이쉴리 흐름의 형태를 띠며 진행한다.포이쉴리 흐름

은 상 성 흐름의 특수한 경우로서 공극 내에서 음이 진행할 때,

공극 내벽 쪽에서 공극 내벽과의 마찰에 의해 에 지 손실이 일어

난다.따라서 흡음계수가 공극내벽의 거칠기에 지배 인 향을 받

는다.하지만 고주 수 역에서는 공극 내부에서 음 가 진행할 때

는 포이쉴리 흐름의 형태가 붕괴되기 때문에 공극내벽의 거칠기보

다는 재료의 공극률 그 자체에 더 지배 인 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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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31.Poiseuilleflow oflow frequencyband

ininternal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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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열처리에 의해 목재는 구성성분이

변성되고 재배치되며 이에 따라 세포의 미세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특히 다공성 흡음 기작에 향하는 세포 공극 내벽의 경우 열처리

에 의해 Fig.Ⅳ-29와 같이 표면 조직이 거칠어지는 상을 자

미경을 통해 찰할 수 있다.이는 앞에서 언 한 주 수 역의

흡음계수 증가에 향하는 것으로 단된다.목재 열처리의 온도조

건이 높을수록,시간조건이 길수록 열처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목재 내부의 공극 내벽이 거칠어짐으로 인해

공극 내벽과의 마찰로 손실되는 에 지가 증가하여 주 수 역

의 흡음계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주 수 역의 흡음

계수 증가율이 미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열처리에 의한 공극 내

벽의 거칠기 증가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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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32.Cellwallsurfaceofinternalporeofwood

beforeheattreatment(up)andafterheattreatmen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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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재가 열처리되는 과정에서 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익

히 알려져 있으며,타일로소이드와 벽공폐색이 제거되고 Fig.Ⅳ-30

과 같이 세포벽이 수축함에 따라 세포간층이 노출되어 공극률이 상

승하게 된다.국립산림과학원(2007)의 연구에 따르면 목재를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할수록 비표면 이 증가하며 이는 열처리가 많이

진행될수록 공극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앞서 언 하 듯

이 다공성 흡음기작에 있어서 고주 수 역의 경우 포이쉴리 흐름

의 형태가 붕괴되기 때문에 공극 내벽의 거칠기보다는 공극률 자체

에 더 큰 향을 받는다.즉,목재 열처리로 인해 고주 수 역의

흡음계수가 증가한 것은 목재 열처리 과정에서 공극률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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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Ⅳ-33.Cellwallstructureofwood

beforeheattreatment(up),afterheattreatmen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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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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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본 연구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1)200℃,220℃,240℃ 의 온도 조건 9시간,12시간,15시

간,18시간의 시간 조건으로 목재를 열처리하고 각각의 조건으

로 열처리한 시편의 흡음계수를 250Hz,500Hz,1000Hz,2000

Hz,4000Hz의 주 수 역에서 측정한 결과 열처리를 하지 않

은 열기건조재와 비교하여 모든 주 수 역에서 열처리 온도

조건이 높을수록,열처리 시간 조건이 길수록 흡음계수가 상승

하 다.즉,목재가 열처리된 정도가 클수록 흡음계수가 상승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측정한 모든 주 수 역에서 목재의 열처리 정도가 클수록 흡

음계수가 상승하 으나 주 수 역에서는 상승폭이 미미하

고,고주 수 역에서는 상승폭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 수 역의 경우 목재의 공극 내부에서 음 가 진행될 때

포이쉴리 흐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흡음계수가 공극 내벽의

거칠기에 지배 인 향을 받는다. 주 수 역에서 목재가

열처리된 정도가 클수록 흡음계수가 상승한 이유는 열처리 과정

목재의 구성성분 변성으로 인해 공극 내벽의 거칠기가 증가

하여 공극 내벽과의 마찰로 인한 에 지 손실이 증가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목재 열처리가 진행된 정도가 흡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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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승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므로 열처리가 진행됨에 따른

공극 내벽의 거칠기 증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4)고주 수 역의 경우 주 수 역과는 다르게 목재의 공극

내부에서 음 가 진행될 때 포이쉴리 흐름의 형태가 붕괴되기

때문에 흡음계수가 공극 내벽의 거칠기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고 목재의 공극률 자체에 지배 인 향을 받는다.고주 수

역에서 목재가 열처리된 정도가 클수록 흡음계수가 증가한 이

유는 열처리 과정 세포벽이 수축하여 세포간층이 노출되고

타일로소이드 벽공폐색이 제거됨에 따라 목재의 공극률이 상

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목재 열처리가 진행된 정도

가 흡음계수 상승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므로 열처리가 진행

됨에 따른 목재의 공극률 증가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단된다.

(5)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바가 없던 열처리 목

재의 흡음계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으며 목재의 음향 성능

에 한 연구의 수행을 한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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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unwooChung

DepartmentofForestSciencie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Woodhavevariouscolorandpattern,easeofprocessing,and

highspecificstrengthcomparedtoothermaterials.Soithave

beenusedtointeriormaterialsinceoldentimes.Especially,heat

treated wood, which is thermally modified wood at high

temperature,increases in hydrophobicity and improves in its

dimensionalstability.Soheattreatedwoodisattractingattention

asnew interiormaterial.

Whenheattreatedwoodisusedasinteriormaterial,thesound

absorption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Sound absorption,

which isaprocesstoreducetheenergy ofsound,showsa

varietyofmechanismsinaccordancewiththepropertiesofthe

material.Soundabsorptioncoefficientisanindicatorofthesound

absorption.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can be measured with

impedance tube method and reverberation room method.The

impedancetubemethodhasadvantagesineaseofexperiment,

but it can measure only absorption coefficient of vertically

incidentsound wave.In comparison,the reverberation room



method has possibility in effectofdiffraction and effectof

externalnoise,butitcanmeasureabsorptioncoefficientofsound

waveineverydirection.Thus,inthisresearch,thereverberation

room methodwasusedtomeasuresoundabsorptioncoefficient

ofLarix kaempferiwood in accordance with heattreatment

conditions.

In this research,Larix kaempferiwood,which is kiln dried

under15% MC washeattreatedat200℃,220℃ and240℃

for9,12,15and18hours.Andthesoundabsorptioncoefficient

ofthetreatedwoodsamplesweremeasuredat250Hz,500Hz,

1000HZ,2000Hzand 4000Hzby using reverberation room

method.

Accordingtoresults,thesoundabsorptioncoefficientincreases

with the treatment temperature and the treatment time.

Especially,theincreaserateofsound absorption coefficientof

highfrequencyrangewasdramaticwith49%,comparedtolow

frequencyrangewith8%.

Soundabsorptioncoefficientofporousmaterials,suchaswood,

areproportionaltoporosityandroughnessofinternalporewall.

Atthelow frequencyrange,theeffectofroughnessofinternal

porewallisdominantbecausethesoundwavepropagateswith

form ofpoiseulle flow.In comparison,atthehigh frequency

range,theeffectofporosity isdominantbecausetheform of

poiseulle flow is collapsed.The increase ofsound absorption

coefficientatlow frequencyrangeisduetotheroughnessof



internalporewallincreased.But,itisdeterminedtotheeffectof

heattreatmenttoincreaseofroughnessofinternalporewallis

slight,becausetheincreaserateofsoundabsorptioncoefficientis

low.The increase of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at high

frequency rangeisduetotheincreaseofporosity.Anditis

determinedtotheeffectofheattreatmenttoincreaseofporosity

isgreat,becausetheincreaserateofsoundabsorptioncoefficient

ishigh.

Through thisresearch,theeffectofheattreatmenton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of Larix kaempferiwood was

analyzed,andthecausewasdetermined.Thisstudyisexpected

toserveasafoundation forfutureresearch related with the

acousticpropertiesofheat-treatedwood.

keywords:heattreatment,soundabsorptioncoefficient,

Larixkaempferi,reverberationroo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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