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E04F 15/04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8월22일

10-0750479

2007년08월10일

(21) 출원번호 10-2005-0053828 (65) 공개번호 10-2006-0109242

(22) 출원일자 2005년06월22일 (43) 공개일자 2006년10월19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06월05일

(30) 우선권주장 2020050010101 2005년04월13일 대한민국(KR)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엘지화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72) 발명자 노병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주공3차아파트 323동 607호

정근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94-1 206호

민일홍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1603 신라아파트 2동 301호

강석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현대아파트 201동 508호

예성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동아1단지아파트 105동2301호

(74) 대리인 이병현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0058619 A

KR100579841 B1

KR200324825Y1

JP10086276 A

KR1020060026664 A

심사관 : 박우충

전체 청구항 수 : 총 14 항

(54)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57) 요약

본 발명은 합성수지 원료를 이용하여 내캐스터성을 부여한 마루바닥재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마루바닥재는 합성수지

층의 완충작용을 이용함으로써 마루바닥의 손상을 최소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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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마루바닥재는 내캐스터성과 내충격성 및 내수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PVC, PE, PET, PETG, PU 등과 같은 수지

를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무늬목만 사용한 제품에 비하여 충격이나 찍힘, 눌림에 의한 파손이 월등하게 개선된 우수한 물

성을 가지며, 합성수지층에 컬러 부여를 통해 인테리어 바닥재를 구현한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보강층 및 합성수지층을 갖는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을 포함하며,

상기 합성수지층에 사용되는 합성수지가 PVC(Poly Vinyl Chloride), PE(Poly Ethylene),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 PETG(Poly Ethlylene Terephthalate Glycolmodified), HIPS(High Impact Polystyrene),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PU(Poly Urethane), SBS(Styrene Butadiene Styrene block copolymer), SEBS

(Styrene Ethylene Butadiene Styrene block copolymer), SPS(Syndiotactic Poly Stylene), SEPS(Styrene Ethylene

Propylene Styrene block copolymer)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루바닥재는 아래로부터 기재층, 접착제층 및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은 아래로부터 보강층, 무늬목층 및 합성수지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은 아래로부터 보강층, 합성수지층 및 무늬목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수지층은 착색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수지층은 감온안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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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은 고압 프레스에 의한 압밀화 작업으로 일체화한 것임을 특징으

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최상부에 UV도장층을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UV도장층에 사용되는 도료가 무용제 타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보강층은 베니어, 차폐지, HDF(High Density Fiber Board), 크라프트지 중에서 선택되

는 1종 이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보강층 및 합성수지층은 두께에 따라 여러장을 적층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a) 기재층과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 사이, (b) 기재층 하부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위치에 방음기

능층이 추가로 적층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1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층은 합성수지, HDF(High Density Fiber Board), MDF(Medium Density Fiber Board), 스트

랜드보드(Paul Strand Board), 내수합판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청구항 1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층의 이면에 홈가공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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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내캐스터성과 내충격성 및 내수성이 뛰어난 마루바닥재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로부터 차례

대로 고밀도 보강층, 천연무늬목층 및 합성수지층을 포함하는 표면재가 홈가공된 기재층(합판 또는 목질계 보드)과 적층되

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 내캐스터성 목질바닥재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천연무늬목이 적층된 내수합판 온돌마루판은 도 1의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무늬목(22)의 표면에 UV 도

료만을 도장하여 일반 UV 도장층(21')을 형성하거나, 또는 무늬목층을 수지 함침만 하여 접착제층(40)을 사이에 두고 내

수합판층(10')과 적층한 구조를 가졌다.

이러한 종래의 온돌마루판의 경우 표면이 일정 하중에 눌리거나 찍히거나 또는 긁히거나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구체적

으로 다이아몬드 침으로 표면 내스크래치성을 측정한 결과 0.5 내지 1.0 N 정도이고, 228 g의 금속구를 자유낙하시켜 내

충격성을 측정한 결과 5 ㎝ 정도의 값을 보이는데, 이 정도의 수치는 사용자들이 생활도구를 사용하여 바닥재를 사용할 때

바닥의 손상으로 인하여 불만족 또는 클레임(claim)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술적 과제

였다.

또 다른 종래의 바닥재로는 합판에다 화장단판(인쇄지)을 붙여 도장한 것이나, 또는 합판과 중밀도섬유판(MDF)을 적층한

후 다시 상기 MDF에 나무재질의 화장단판을 접합시켜 도장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합판에다 화

장시트(인쇄지)를 붙인 것과, 합판과 중밀도섬유판(MDF)을 적층시킨 적층체의 상기 중밀도 섬유판면에 화장시트(인쇄지)

를 붙인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내캐스터성에서 떨어지고, 혀와 홈을 형성시킨 경우 보풀이 일거나 끝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양말이나 스타킹의 섬유가 걸려 올이 잘 나가는 일도 가끔 볼 수가 있다. 한편, 후자는 나무재질의 화장단판(인쇄지)을 사

용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MDF가 내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침입해서 MDF가 부풀어짐으로서 의장성이 훼손되는 일

도 가끔 볼 수가 있었다.

또한, 합판보다 우수한 중밀도 섬유판의 경우 내캐스터성은 좋아지지만, 내수성 침지 박리성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온도변화에 따른 치수변화가 적고, 내캐스터성, 내수성 등의 물성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보다 값이 저렴한 건축자

재로서의 목질 바닥재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강층과 합성수지층 및 천연무늬목을 일체화하

여 표면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천연 질감은 그대로 유지하여 내캐스터성과 내충격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목질바닥재를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칼라 부여를 통해 인테리어 바닥재를 구현할 수 있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강층 및 합성수지층을 갖는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을 포함하는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보강층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적 물성과 완충작용을 보완하여, 여기에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가짐과 동

시에 외부 충격 등에 완충작용을 하도록 신율을 갖는 합성수지층을 적층함으로써, 마루바닥재에 우수한 내캐스터성과 내

충격성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두층의 내캐스터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면, 보강층:합성수지층이 대

략 40%:60% 정도이다.

본 발명의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는 아래로부터 기재층, 접착제층 및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을 포함하며, 상기 내캐스터

성 목질단판층은 아래로부터 보강층, 무늬목층 및 합성수지층을 포함하거나, 아래로부터 보강층, 합성수지층 및 무늬목층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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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이 아래로부터 보강층, 무늬목층 및 합성수지층으로 구성될 경우, 프레스에 의한 압밀화 작업

으로 목질단판층을 일체화시킬 때 무늬목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충격완화에도 더 효과적이다.

본 발명에서 내캐스터성 이라 함은 일상적인 가정에서 널리 쓰고 있는 의자 바퀴에 의한 함몰정도를 말한다.

본 발명의 내캐스터성 목질바닥재는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찍힘, 깨짐 등의 표면 손상을 방지하도록 표면물성을

개선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상기 합성수지층에는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가짐과 동시에 외부 충격 등에 완충

작용을 하도록 신율을 갖는 합성수지, 예를 들어 PVC(Poly Vinyl Chloride), PE(Poly Ethylene),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 PETG(Poly Ethlylene Terephthalate Glycolmodified), HIPS(High Impact Polystyrene),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PU(Poly Urethane), SBS(Styrene Butadiene Styrene block copolymer), SEBS

(Styrene Ethylene Butadiene Styrene block copolymer), SPS(Syndiotactic Poly Stylene), SEPS(Styrene Ethylene

Propylene Styrene block copolymer)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수지는 PVC, PETG이며, PVC의 경우 가소제를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측

면을 고려하면 PETG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바람직한 합성수지층의 조성은 PVC, PE, PET, PETG, HIPS, ABS, PU, SBS, SEBS, SPS, SEPS 중에서 선

택되는 1종 또는 1종 이상의 블랜드한 합성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가소제 또는 EVA(Ethylene Vinyl Acetate)수지 10

내지 50 중량부, 가공활제 1 내지 5 중량부를 포함한다. 합성수지층은 단일층 또는 복합층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구

성하는 수지는 1종 또는 1종 이상의 블랜드한 수지로 조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인테리어 바닥재를 구현하기 위하여, 합성수지층에 안료와 같은 착색제를 첨가하여 투명 칼라를 부여함으로

써 착색효과를 가지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합성수지층에 감온안료를 첨가하여 온도에 따른 색상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

다.

칼라 합성수지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착색제는 유기 또는 무기 염료 또는 안료이다. 유기 안료로는 아조 또는 디스아조 안

료, 레이크화된 아조 또는 디스아조 안료 또는 다중환상 안료, 프탈로시아닌, 퀴니크리돈, 페릴렌, 디옥사진, 안트라퀴논,

티오인디고, 디아릴 또는 퀴노프탈론 안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무기 안료로는 염색성 금속 산화물, 혼합된 산화물, 황산 알루미늄, 크롬산염, 금속분말, 펄안료, 인광체, 산화티탄, 산화철,

카본블랙, 규산염, 티탄산니켈, 코발트 안료 또는 산화크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나타난 안료 외에 필요에 따라 컬러

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위에 나열된 것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감온 안료에 있어서는 발색성분으로서 2,2-디부틸아미노-6-메틸-7-아닐리노플루오란(2,2-dibutylamino-6-methyl-

7-anilinofluorane), 2,2-부틸이소아밀-6-메틸-7-아닐리노플루오란(2,2-butylisoamyl-6-methyl-7-

anilinofluorane), 3,3-디메틸아미노-6-메틸-7-아닐리노플루오란(3,3-dimethylamino-6-methyl-7-anilinofluorane)

등이 있으며, 현색제로서는 비스페놀에이(Bisphenol-A), 비스페놀에스(Bisphenol-S) 등의 페놀계 화합물과 파라히드록

시벤질벤조익엑시드(p-hydroxy benzyl benzoic acid), 파라페닐페놀((p-phenyl phenol) 및 산성 백토 등과 혼합되어 전

자의 주고 받음에 의해 발색 또는 소색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감온색소들은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이 이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며,

상용화된 여러 감온색소 및 유.무기안료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첨가되는 양으로는 색상의 정도에 따라 5%

미만으로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보강층과 무늬목층 및 합성수지층을 포함하는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을 고압 프레스에 의한 압밀화 작업으로

일체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내캐스터성과 내충격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는 최상부에 UV도장층을 더욱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UV도장층에 사용되는

UV도장도료는 무용제 타입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UV도장도료로서 무용제 타입을 사용함으로써 새집증후군을 미

연에 방지하고 친환경적 마감재를 제공할 수 있다.

용제타입의 경우, 벤젠, 톨루엔, 자이렌와 같은 용제 등에 의해 친환경 건축자재의 인증등급을 양호한 수준 정도만 얻을 수

있으나, 무용제 타입의 경우는 최우수 등급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친환경에 가장 적합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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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등급은 5단계로, 즉 최우수(크로바 5개), 우수(크로바 4개), 양호(크로바 3개), 일반Ⅰ(크로바 2개), 일반Ⅱ(크

로바 1개) 등의 순으로 나누어지는데, 실내 공기질 환경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우수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보강층은 베니어, 차폐지, HDF(High Density Fiber Board), 크라프트지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이며, 저

가의 보강층과 합성수지층을 사용함으로써 내캐스터성과 내충격성 등을 개선하면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상기 보강층 및 합성수지층은 두께 및 단가에 따라 저평량 및 고평량을 선택하여 1매 또는 그 이상을 적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는 층간 소음을 개선하고 방음기능을 부여할 목적으로, (a) 기재층과 내캐스터성 목질단

판층 사이, (b) 기재층 하부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위치에 방음기능층을 추가로 적층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기재층은 염화비닐수지층, HDF(High Density Fiber Board), 스트랜드 보드(Paul Strand board), 내수합판

중에서 선택되는 1종이며, 바람직하게는 그 이면에 홈가공된 것을 사용함으로써 치수안정성과 틈 벌어짐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이하 첨부도면 및 실시예에 의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첨부도면 및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의 권리범위

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종래의 온돌마루판의 단면도로서, 위로부터 일빈 UV도장층(21'), 천연무늬목(22), 접착제층(40), 내수합판층(10')

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 및 이면 홈가공 기재층이 적층된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의 단

면도로서, 상기 마루바닥재는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이 접착제층(40)을 사이에 두고 기재층(10)의 상부에 적층된 구

조를 가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은 도면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아래부터 차례대

로 베니어(또는 차폐지, HDF, 크라프트지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 고밀도 보강층(24), 천연무늬목층(22), 합성수지층

(23), 무용제타입 UV도장층(21)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은 도 2와 같이, 아래부터 차례대로 베니어(또는 차폐

지, HDF, 크라프트지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 고밀도 보강층(24), 합성수지층(23), 천연무늬목층(22), 무용제타입 UV

도장층(21)으로 구성된다.

이상과 같이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을 이루는 각 층들은 아래로부터 고밀도 보강층(24), 천연무늬목층(22), 합성수지

층(23)의 순서 또는 아래로부터 고밀도 보강층(24), 합성수지층(23), 천연무늬목층(22)의 순서로 재치한 후, 프레스에서

110 내지 180℃의 온도조건에서 20 내지 200 ㎏/㎠의 압력으로 15 내지 60분간 가열 및 가압한 뒤, 같은 압력하에서 15

내지 30분간 냉각한 다음,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을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조된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과 기재층(10)을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접착제층(40)을 기재층

(10) 상부에 형성시킨다.

접착제층(40)을 이루는 접착제는 열경화용 멜라민 수지, 열경화 또는 상온경화형 우레탄 또는 에폭시 수지 및 폴리비닐알

콜, 폴리비닐아세테이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열경화형 멜라민 수지의 경우 기재층(10) 상부에 도포량을 80 내지 300 g/㎡으로 도포하여 접착제층(40)을 형성하

고, 열경화 또는 상온경화형 우레탄 또는 에폭시 수지의 경우는 기재층(10) 상부에 도포량을 80 내지 250 g/㎡으로 도포하

여 접착제층(40)을 형성시킨다. 그런 다음,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을 재치하고, 열경화형의 경우 10 내지 15 ㎏f/㎠의

압력으로 1 내지 5분간 열압하면 경화가 완료되며, 상온경화형의 경우 10 내지 15 ㎏f/㎠의 압력으로 하루 동안 압착하면

접착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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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재층(10)과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을 상온 조건에서 압착시킴으로써 열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 2의 구조에서 방음기능층이 추가로 적층된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의 단면도이다.

도 3에서는 제1방음기능층(30)이 접착제층(40)과 기재층(10) 사이에, 제2방음기능층(31)은 기재층(10) 하부에 각각 적층

되어 있으나, 방음기능층의 위치 및 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상기 방음기능층(30, 31)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PVC: Polyvinylchloride)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 acetate),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폴리우레탄(PU: Polyurethane), 폴리에

스테르(Polyester) 부직포, 클로로프렌 고무(CR: Chloroprene rubber), 아크릴로 나이트릴 부타디엔 고무(NBR: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등이며, 소재의 표면에 양각 및/또는 음각의 엠보 가공을 포함하여 화학적으로 가교하고

발포하여 성형하는 공법과 가압발포에 의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실시예]

1. 기재층(10)의 제조

염화비닐 수지층은 PVC 수지, 가소제, 필러(Filler), 안정제 등으로 조성되며, 두께 1.0 내지 5.0 ㎜까지 제조하였다. 기재

층에 사용되는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 및 열가소성 수지 중에서 1종 이상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스트랜드보드, 고밀도 섬유판은 목재로부터 재단하거나 섬유화한 스트랜드 및 파이버를 멜라민 수지를 사용하여 가압, 성

형하여 제조하였다.

내수합판층은 3 내지 7층의 단판을 멜라민 수지 또는 페놀수지 등을 사용하여 나무결 방향이 직교되도록 접착하고 프레스

로 압착하여 제조하였다.

2.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의 제조

1) 무용제타입 UV도장층(21)의 제조

표면 보호 및 고급감 부여를 위한 UV도장을 6 내지 10회 실시하였으며, 이때 UV도료는 무용제 타입을 사용하였다.

2) 천연무늬목층(22)의 제조

천연무늬목층(22)은 천연목을 로터리 레이스, 슬라이서로 절삭하여 0.12 내지 5 ㎜의 두께로 절삭하여 사용하였다.

3) 합성수지층(23)의 제조

합성수지층은(23)은 PETG 100 중량부, EVA 30 중량부, 가공활제 3 중량부로 조성하여 통상의 카렌다 공법으로 제조하

였다.

4) 고밀도 보강층(24)의 제조

베니어는 천연목을 로터리 레이스, 슬라이서를 이용하여 0.3 내지 8 ㎜ 두께로 절삭하여 사용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취급

시 결방향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양면 테이핑을 실시하여 보관하며, 치수안정성을 높이고 굴곡 발생을 최소

화하기 위해 함수율 10% 이내로 건조시켜 제조하였다.

차폐지는 평량 50 내지 150 g/㎡인 종이를 페놀수지 또는 멜라민 수지로 함침시킨 후, 80 내지 150℃의 오븐에서 0.5 내

지 3분간 건조 및 반경화시켜 제조하였다. 차폐지는 두께에 따라서 여러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HDF는 목재 침엽수, 활엽수로부터 파이버를 얻은 후 멜라민 또는 페놀수지로 처리한 후 성형하고 고온 열압하여 경화시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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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프트지는 평량 80 내지 300 g/㎡인 종이를 멜라민 또는 페놀수지로 함침시킨 후, 80 내지 150℃의 오븐에서 0.5 내지

3분간 건조 및 반경화시켜 제조하였다. 크라프트지는 두께에 따라서 여러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고밀도 보강층(24), 천연무늬목(22), 합성수지층(23)의 일체화

합성수지층(23)을 고밀도 보강층(24)과 천연무늬목(22)의 사이에 배치하는 방법과 합성수지층(23)을 천연무늬목(22)의

상부층으로 배치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프레스에서 110 내지 170℃의 온도에서 20, 40, 60, 80, 100, 120,

150 ㎏/㎠의 압력으로 15, 20, 25, 30분간 가열 및 가압한 다음, 같은 압력 하에서 동시에 25분간 냉각하여 일체화시켰다.

3. 기재층(10)과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의 적층

기재층(10) 상부에 열경화형 멜라민 수지의 경우 도포량을 150 g/㎡으로 도포하여 접착제층(40)을 형성하고, 열경화 또는

상온경화형 우레탄 또는 에폭시 수지의 경우 도포량을 200 g/㎡으로 도포하여 접착제층(40)을 형성시킨 뒤, 그 상부에 내

캐스터성 목질단판층(20)을 배치하여 열경화형의 경우 8 내지 12 ㎏f/㎠의 압력으로 2 내지 5분간 열압한 후 경화시켰으

며, 상온경화형의 경우 15 ㎏f/㎠의 압력으로 하루동안 압착하여 접착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한 본 발명에 따른 내캐스터성이 보강된 목질바닥재(실시예)와 도 1과 같이 종래의 온돌마루(비교예)의 표

면물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때 온돌마루의 표면강도는 통상적인 온돌마루 표면강도 측정법에 따라 상온에서 일정 크기의 시편을 재단한 후, 내스크

래치성은 다이아몬드 침법을 이용하여 0.5 N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내충격성의 경우 225 g의 추를 이용하여 10 ㎝ 단위로

자유 낙하시켜 표면의 손상 유무를 육안으로 판정하여 측정하였으며, 내캐스터성의 경우 속도 12 m/min, 중량 60 ㎏, 반복

회수 100회로 하여 표면의 눌림 및 깨짐을 육안 또는 광학현미경으로 판정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실시예 비교예

내스크래치성(N) 3 내지 4 0.5 내지 1

내충격성(㎝) 80 이상 5 내지 10

내캐스터성(60㎏) 100회 이상(변화없음) 10회 이하(도막깨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천연 내캐스터성 강화 목질바닥재는 종래의 온돌마루에 비하여 표면물성이 획기적으

로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내스크래치성의 경우 최고 4 N까지 향상되었으며, 내충격성의 경우도 최고 100 ㎝까지 개선되

었으며, 내캐스터성의 경우는 60 ㎏에서 100회 이상에서 표면의 눌림현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천연무

늬목의 내캐스터성의 강화를 통하여 클레임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표면물성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목질바닥재는 고밀도 보강층 및 합성수지층의 구성과 이들을 포함하는 목질단판층의 일체화 기술로 종래 제품

보다 우수한 내캐스터성, 내수성, 내스크래치성 및 내충격성을 제공하며, 특히 합성수지층에 착색제나 감온안료를 첨가하

여 인테리어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무용제 UV 도장 처리함으로써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고압프레스에 의한 압밀화 작업으로 보강층과 합성수

지 및 천연무늬목의 일체화로 표면강화를 이루었으며, 기재층의 이면에 홈을 형성시킴으로써 기존 온돌마루 대비 표면강

도를 개선하고, 방음기능층을 추가하여 방음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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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천연 무늬목이 상부에 적층된 내수합판 온돌마루판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내캐스터 목질단판층 및 이면 홈가공 기재층이 적층된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의 단면

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 2의 구조에서 방음기능층이 추가로 적층된 내캐스터성 마루바닥재의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기재층 10': 내수합판층

20: 내캐스터성 목질단판층 21: 무용제타입 UV도장층

21': 일반 UV도장층 22: 천연무늬목

23: 합성수지층 24: 고밀도 보강층

30: 제1방음기능층 31: 제2방음기능층

40: 접착제층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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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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