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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  言

新安海底 遺物 인양조사가 1984年에 마무리된 이후 인양된 유물 그중에서도 금속

류와 木材類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가 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硏究室을 중심으로 실

시되었다. 특히 동양고대 선박으로는 유일한 실증적인 자료인 신안해저 고대선 (약칭 

신안선)이 인양됨에 따라 이의 保存․復元을 위해 文化財 保存科學에 거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文化財硏究所는 1981년에 木浦文化財保存處理場을 新安船의 전문적 보존처

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설립하여 구적인 보존을 위한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안선은 단일 문화재로는 동양 최대의 대형선박(길이 32m, 폭 11m, 높이 

3.7m)이라는 점에서 보존처리 규모상의 어려움이 있다.

木材는 강한 吸濕性이 있기 때문에 오랜세월 동안 해저중에서 해수분자가 細胞膜

에 침투되어 세포막 성분과 水素結合을 이루는데 그 결과로 섬유포화점에 도달할 때

까지 목재의 부피는 결합된 해수분자의 量에 비례하여 커지는 膨潤現狀이 일어난다. 

따라서 만약 주위의 관계습도가 낮게 될 경우 세포막 성분과 결합된 물분자들이 脫

着하게 됨으로써 수축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목재는 海虫(海洋穿孔虫 : Marin 

Borer), 미생물(Microorganism), 海洋菌類(Marine fungi) 등에 의하여 그 조직이 分

解, 破壞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劣化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선행조건이 되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木浦文化財保存處理場은 매년 保存科學硏究誌를 통하여 신안해저고대선의 과학적 



보존처리(Ⅰ∼Ⅳ)에 관한 조사․연구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연차적인 연구․

조사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理化學的 調査, P. E. G.溶液 再活用, P. E. G. 측정 

및 농도상승 등 보존처리 현황)을 보완하고 그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

다.

표-1에 나타난 것같이 신안해저 인양 목제유물의 보존처리는 木製遺物 2,549점중 

1,795점(船體片 434점중 80점)을 보존처리 완료하는 등 보존처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척되고 있으며 올해착공될 船舶展示館이 1991年에 완공되면 그 즉시 조립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대형 목제유물의 보존처리에는 대부분 고분자 화합물 Polyethylene Glycol을 

용제로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에 발표된 자료중에는 WOOD-FOUNDATION이 양호

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미래에 출토될 수침목재에 대한 적용 가

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本所의 연구진에 의한 타당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개

략적인 내용도 本橋에 서술하 다.

2. 基礎調査

水浸木材의 保存處理를 위해서는 먼저 木材의 腐朽, 즉 劣化정도
1)
를 조사하여야 

한다. 水沈木材의 劣化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最大含水率, 比重, 化學的 造成, 

値數安定性, 현미경 관찰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이와

같은 기준을 종합하여 열화의 정도를 판단하고 보존처리계획 수립에 자료가 되도록 

하 다.

2.1 最大含水率 및 收縮率

목재는 吸濕性 有機物質로서 특별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항상 수분을 함유하



고 있으며
2)
 목재의 含水量은 목재의 物理的 性質에 미치는 향이 대단히 크

다.

습윤목재를 대기 중에 방치하여 두면 목재 내의 수분이 점차 목재 표면으로 

이동되어 대기 중으로 증발된다. 이 과정에서 목재내부와 표면사이의 수분경

사
3)
가 생기며 이 수분경사로 인하여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수침목재는 해양천공충에 의한 대소공극이 산재하여 있고 부후균에 

의한 세포막의 薄膜化(Cell thining)가 심하여 보존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연건조될 경우 원형을 상실할 정도의 변형을 초래하게 된다.

함수율은 발굴 목재에 있어서 腐朽狀態 진단의 가장 일반적인 지표가 된다. 

그러나 목재는 본래 生材含水率
4)
이 수종과 부위에 따라 다르므로 이러한 조

건의 고려없이 모든 수침목재를 동등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즉, 함

수율에 의한 부후 정도의 비교는 동일 樹種이거나 동일 比重의 목재일 때 적

합하다. 表 2는 이를 準據하여 신안선의 건전재 생재함수율과 비중을 함께 비

교하고자 한 것이다.

함수율의 측정방법은 全乾法을 사용하 다.

1) 함수율은 다음 式에 따라 계산하고 0.5%까지 구한다.

함수율(％)= W 1—W 2
W 2

×100

W1 = 건조전의 중량

W2 = 건조후의 중량



2) 전건중량은 시편을 환기가 양호한 건조기 내에서 온도 100℃∼105℃

에 건조하고 항량에 달했을 때의 중량으로 표시한다.

3) 함수율의 표시는 式 1)의 계산치를 2배로 하여 수치의 맺음법에 따라 

정리한 값을 나누어 구하는 것으로 한다.

4) 부위별 시편수는 3편 이었으며, 측정회수는 필요에 따라 2회 또는 수

회 실시하 다.

수침목재의 수축은 건전한 생재의 건조에 의한 수축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며 수침목재의 보존처리란 곧 이러한 수축에 의한 목재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表 2는 함수율 범위에 따른 수축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양자간의 연관성을 관찰할 수 있다.

수축률의 측정방법은

1) 시편은 함수율급에 따라 정확한 3단면을 갖도록 5×30×30( ℓ×r×

t)
mm
의 크기로 절취하 다.

2) 방사방향과 접선방향의 수축율은 횡단면의 중심부위에서 나이테에 직

각 및 평행하게 測定基準線을 설정하고 길이를 측정하 다. (ℓ1)

3) 섬유방향의 수축은 일반적으로 극히 작을 뿐만 아니라 수침 고목재의 

경우 동일편 내에서도 측정 위치에 따라 차이가 심하므로 제외하 다.

4) 시편은 60℃에서 24시간 정도 건조하여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 길이를 

측정하 다. (ℓ2)

5)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斷面收

縮率 = 방사방향수축율 + 접선방향수축율

2.2 腐朽組織의 微視的 觀察

부후조직의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부후정도 및 부후의 특성을 정상 조직과 

비교하 다.

세포막(cell wall)의 분해는 세포내강(cell lumen)에서 시작하여 중간층

(middle lamella)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사진 2). 또한 중간층과 2차

막(Secondary membrance)이 분리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으며(사진 3) 이

는 각 층별 化學的 結合과 構成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목재는 여러 종류의 細胞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포의 주체는 細胞壁(cell 

wall)이다. 목재의 세포벽은 一次壁(primary wall)과 二次壁(secondary wall)으

로 구성되어 있다. 1차벽은 세포의 表面生長(surface growth)期間에 만들어지

고, 2차벽은 1차벽의 안쪽에 附加生長(apposition growth)期間에 만들어진다.



세포와 세포를 접착시키는 부분을 細胞間層(intercellular layer) 또는 中間層

(middle layer)이라고 하는데, 이때 흔히 세포간층을 I, 1차벽을 P, 그리고 2차

벽을 S의 부호로 나타낸다. 또한, 세포간층 및 1차벽 부분을 합쳐서 複合細胞

間層(compound middle lamella : I + P층)이라고 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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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중간층과 2차막의 분리, 완전분해되어 소실되어버린 목재세포, 부분적으로 완

전한 세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사진3) 사진1)을 ×400으로 확대하여 관찰한 것으로 부후의 진행양태를 관찰할 수 있

다.

사진4)막공의 분해양상

일반적으로 막공에서부터 부후가 시작되며 균사의 주 이동통로가 된다.

사진5) 마이크로피브릴(microfibril)의 주향경사를 따라 부후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

다.

2.3 化學的 造成 및 重量減少率

목재의 元素造成은 樹種이나 材種이 서로 다르더라도 대체로 탄소 50% 수

소 6% 및 산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화학적 조성은 수종에 따라 상위할 뿐만 

아니라 동일 수종에서도 樹體에 따라, 동일수체 내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차이

가 있다.

목재의 주성분은
5)
 Cellulose, hemicellulose(Polysaccharide) 및 lignin이며 부

성분에는 油脂, 樹脂, 精油, 灰分, tanin, 色素 및 含窒素化合物 등으로 되어 있

다. 주성분은 세포벽이 세포와 세포를 膠着하고 중간벽을 조성하는 물질로 

90% 이상에 달한다.

부후된 목재는 목재 특유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갈색∼흑갈색으로 변색되며 

부서지기 쉽고 균열이 생기는 등 외관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만 물리적 변화는 



이와 같은 외관적 변화 이전부터 발생한다. 물리적 성질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변화는 중량감소로, 신안선재의 경우 중량감소율은 마미송에서 심부식층이 

52% 약부식층이 24%의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ο중량감소율= W—W 1
W

×100

  W : 부후전의 전건중량

  W1 : 부후후의 전건중량

따라서 부후에 의한 화학적 조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건전재와 비교함으로써 

목재 세포의 분해 정도를 진단하고 또한 중량감소율 및 上逑의 조건인자들과 

종합하여 볼 때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2.3.1 實驗內容

1) 알카리 추출물 정량

2) 전섬유소(Holo cellulose) 정량

3) 리그닌 정량

4) 회분(Ash) 정량
*
일반적으로 부후재에서는 알카리추출물의 量이 건전재보다 많다.

表3에 나타난 바와 같이 lignin에 비하여 Cellulose의 붕괴가 심하고 침엽

수가 활엽수보다 부후가 심한것을
6)
 알 수 있다.



2.3.2 實驗方法

1) 試料의 調製

시료는 목재를 Chip상태(성냥깨비 하나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분쇄기
7)
로 

분쇄하여 40mesh
8)
를 통과하고 60mesh에 잔존하는 목분을 시료로 하 다.

2) 分析法

목재를 화학 분석함에 있어서는 모든 組成分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 성분만을 분리시킬 수 있는 시약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여 분석 항

목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간략화한 그룹적 분석법이 채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미국 공업규격의 종이 펄프 시험법(TAPPI Standards)을 준

용하 다. 참고로 목재의 조성분 분석을 위한 용매 및 그 과정을 분류 제시

가 다(表5).

2.4 Polyethylene glycol의 一般的 性質

  2.4.1 Polyethylene glycol (이하 P.E.G.로 약칭함)의 화학적 구성

P.E.G.의 화학구조는 glycol 단량체를 기준으로 할 때 glycol은 한 분자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갖는 2水化 일차알콜이다. 모든 Ethlene glycol의 기본 분

자는 반응성이 매우 높고 ethlene과 산소로부터 직접 촉매 산화에 의하여 생

산되는 ethylene 산화물이다.



이 화합물은 CH2CH2O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긴 사슬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쉽게 그 고리가 열린다.

CH2CH2O + H2O = HOCH2 CH2 OH mol․wt 62

Ethylene 산화물의 계속되는 부가로 다음의 ethylene glycol이 만들어 진

다.

Diethylene glycol HOCH2 CH2 OCH2 CH2 OH

mol․wt 106

Triethylene glycol HOCH2 CH2 OCH2 CH2 OCH2CH2OH

mol․wt 15

Triethylene glycol 이상의 계속되는 동족류(tetra, penta, hexa ethylene 

glycol)를 전체적으로 Polyethylene glycol이라 한다. P.E.G.의 일반식은 

HO(CH2CH2O)nA이다. n은 중합도로서 분자내의 ethylene 산화물의 數를 말

한다.





2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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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형P.E.G.가 물과 혼합될 때 체적수축이 발생한다. P.E.G. # 400과 물을 

동량 혼합하면 약 2.5%의 수축이 발생하며 동시에 發熱이 있다.

固狀 P.E.G.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높다. 물에 대한 용해도는 분자량

이 높아짐에 따라 저하되지만 P.E.G.#35,000의 경우에도 50%이하로는 내려

가지 않는다. 용해도는 가열에 의해 크게 향상되며 P.E.G.는 전해물에 민감

하지 않기 때문에 硬水(hard water)와도 잘 혼합된다.

용액형 P.E.G.의 흡습도는 분자량이 커짐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며 유효 

hydroxyl基와 접한 관계가 있다. 관계습도 50%에서 P.E.G. #200의 흡습도

는 glcerol의 약 3/4이며 P.E.G.#400은 1/2 P.E.G.#600은 1/3 P.E.G.#1,000은 

겨우 1/4이고 P.E.G.분자량 2,000이상은 일반적으로 흡수성이 매우 낮다. 그

러나 물에 대한 용해성 때문에 수분에 민감하므로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

야 한다.



또한 P.E.G.는 거의 無毒性이고 人體에 害가 없으며 취급에 있어서 安全點

檢이 필요치 않다. 분자량에 따른 P.E.G.의 引火點과 發火點은 表와 같다.

참고로 목재의 성질 중 가장 큰 결점의 하나는 열에 약하다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목재에 열을 가하면 100℃가 넘어서면 수분이 완전히 증발되어 버

리고 목재자체가 분해되기 시작하며 200℃내외에 이르면 급격히 분해가 진

행되며 가스가 발생한다. 목재의 着火點은 275℃내외이며 發火點은 330∼

470℃이다.

3. 목재치수 안정제 WOOD-FOUNDATION에 對하여

최근에 일본油脂와 住友林業이 공동으로 P.E.G.를 改良시킨 P.E.G. 

monomethylactate(상품명 : WOOD-FOUNDATION)가 개발되었기에 본 처리장은 

본제품이 출토古材의 치수안정제로 활용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적응력과 안정성에 

관하여 실험중에 있으므로 우선 간략한 개요를 서술하고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3.1 Wood-Foundation

P.E.G.에 화학적 變性을 더한 P.E.GMA를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이며 또 적

용시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 첨가제를 넣은 것이다. P.E.GMA의 MA는 

“메타크릴리트”基를 표시하며 이 “基”는 重合性이며 또한 疎水性이다. 따라서 

“PEG”는 친수성이어서 목재에 잘 흡수되고, 한편으로 “MA基”가 塗料와 친화

성을 주므로 Super Foundation은 목재의 할열, 뒤틀림, 변․퇴색방지 및 도료

와의 착성을 향상시키는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P.E.GMA의 구조식

3.2 Wood Foundation의 特性

1) 生材와 乾燥材 어느쪽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목재의 할열과 뒤틀림을 방

지하여 치수를 안정화시킨다.

2) 목재의 變․退色을 방지시킨다.

3) 도료와 塗膜의 耐久性을 증진시킨다.

4) 水溶性으로 작업성이 좋아 취급이 간편하다.

5)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합 경화함으로 젖어 있거나 흘러나오는 일이 없

다.

6) 浸透性으로 處理直後부터 材質이 무거워진다.



7) 塗裝性과 塗膜密着性을 향상시킨다.

8) 揮發性의 溶劑와 독성이 함유되지 않았으므로 安全性이 있다.

9) 가격이 저렴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

이와 같은 利點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재문화재에 응용하여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고 100年 1,000年 후의 경시변화는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테스트를 실시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목재문

화재 보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P. E. G. 용액의 재활용

4.1 槪 要

P.E.G.含浸法으로 선체편을 硬化處理하는 과정중 저농도(5%∼10%)의 

P.E.G.용액에서 선체편 내부의 有機物 및 無機物의 湧出로 인해 심한 濕濁度

를 보이며 아울러 악취가 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처

리 과정에서 P.E.G. 浸透速度의 둔화, 微生物繁殖 등의 우려 때문에 P.E.G. 용

액을 고농도로 올릴 때 용액을 交換해 주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필자는 지난해 寄橋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P.E.G.용액의 재활용 방

안에 대하여 小案을 제시했었다. 그때는 여과지(filter peper)를 이용한 濾過방

법을 시도해 보았는데 역시 P.E.G.의 높은 점도(viscosity) 때문에 濾過速度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금번 실험에서는 吸着現象을 이용하여 P.E.G.용액

중에 산재해 있는 浮游 이물질을 吸着하는 방법을 택하 다.

吸着은 氣相 또는 液相중의 물질이 그 相과 접촉하는 외의相(液相 또는 固

相)과의 界面에 있어서의 相內部와 다른 濃度를 보유하고 평형에 도달하는 現

象을 말한다.

吸着은 表面現象인데 吸着에 의하여 다량의 기체나 액체로부터의 물질이 物

理的 혹은 化學的 힘에 의하여 表面에 붙어있게 된다.

吸着은 고체나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표면의 종류와 吸着에 

작용하는 힘의 형태에 따라서 吸着된 분자들이 한층 혹은 여러층을 만든다. 

吸着의 범위는 표면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표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주어진 물질에 대한 표면적이 클수록 吸着이 많이 일어난다. 액체의 표

면이 매끄러우므로 고체에 비하여 그 吸着力이 한정된다. 고체는 잘게 나누어

질 수 있고 吸着에 유리한 갈라지고 깨진 금들이 많이 있다. 가장 좋은 吸着

劑는 아주 잘게 나누어지는 물질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유용한 고체吸着劑

중에는 실리카겔(SiO2)과 活性炭이 있다. 그리고 그박에 알루미나(Al2O3) 

Tricalcium phosphate (Ca3(PO4)2) Calcium sulfate (CaSO4) 등을 들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吸着力도 뛰어나고 구입이 용이한 점에서 活性炭을 택하 다.

4.2 實 驗



吸着劑로서 活性炭을 택하 는데 活性炭에는 骨炭과 木炭등이 있으며, 또 

이를 粒子狀과 粉末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차후 실용화 방안에 있어서 보다 구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공업용 木炭을 사용하 으며 粒子狀과 粉末狀을 비교 시험해 보았다.

4.2.1 粉末狀을 통과시킬 때

그림 3과 같은 장치의 Column에 1g의 活性炭을 넣고 5%의 含浸 P.E.G.용

액 10ml를 통과시켰다.

통과시간은 20分 정도이고 통과후 상태는 아주 좋왔다. 즉, 濕濁했던 용액

이 거의 투명해졌으며 악취도 제거되었다. 이때 Column을 이용해 여과시킨 

것은 活性炭을 용액에 직접 投與해 吸着정도를 관찰하려 했을 때 微粒子들

이 용액중에 散漫해 있기 떄문에 정확한 肉眼的 관찰이 곤란하 을 뿐 아니

라, 이 용액을 여과지로 濾過했을 때 통과해 버릴는 粒子도 있었다. 그리고 

실용화 문제에 있어서도 活性炭을 濾過해야 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2차 실험

에서는 粒子狀에 용액을 직접 投與해서 관찰해 보았다.

4.2.2 용액에 活性炭을 직접 投與시킬 때

5개의 삼각플라스크에 각각 100ml씩의 P.E.G.용액을 넣는다. 그리고 각 삼

각플라스크에 100ml에 대한 1%, 5%, 10%, 20%, 30%에 해당하는 活性炭을 



重量比로 投與한다. 이때 活性炭은 잘 씻어서 불순물을 없앤후 완전 건조시

켜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 가끔 흔들어주면서 시간이 경과

할 때마다 관찰하며 하루동안 방치한다.

결과는 다음 표5에 活性炭의 量과 방치시간에 따라서 용액이 맑아지는 정

도를 명시하 다. ◦표를 한 부분은 용액의 적갈색 혼탁함이 없어질때를, △

표를 한 부분은 약간 맑아질때를 기준으로 하 다.

이때 吸着효과는 投入된 量과 방치된 時間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정수준에 달하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때

를 最大吸着能點이라 할 수 있다. 1∼5%정도에서는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

하 다.

4.3 考 察

活性炭을 이용해 P.E.G. 용액중의 이물질들을 吸着해 본 결과 효과는 비교

적 만족할만 하 다.

여기서 실험 사항의 미흡한 점과 향후 보충과제에 대해 고찰해보면 먼저 

실험1에서 活性炭에 이물질이 충분히 吸着되는 정도를 時間과 量따라 실험

하지 않아 粒子狀과의 吸着能의 차이를 비교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용화 방안을 생각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내에 많은 양의 용액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당치 못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험2에서 시간과 양

에 따른 비교에서는 肉眼的 관찰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와 효과면을 고려할 

때 실제 응용시 活性炭 投與量은 5∼10%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방법은 용액을 분리수거해 吸着하는 방법과 선체가 침적되 그대로 차후 

活性炭의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직접 투여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본 실험에서 活性炭이 浮游 이물질을 흡착하는 효과가 좋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용액중 P.E.G.분자 자체를 吸着하는지의 여부와, 吸着한다면 어느정

도 인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게된다. 만일 P.E.G.가 活性炭 吸着된다면 

活性炭의 投與量着에 따른 P.E.G 吸着率을 비교함으로서 適正 투여량을 결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차후 活性炭의 投與前과 後

의 濕濁度를 UV(Ultraviolet)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실험해보거나 密屠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등 보다 세부적인 실험계획이 요망된다.

5. P.E.G. 溶液處理狀況 및 濃度測定

新安海底 發掘調査時 인양된 船體片을 포함한 각종 목제유물들의 保存處理는 本所

에서 그동안의 水浸木材處理에 관한 先例를 참고하고 自體內에서의 基礎實驗을 토대

로 P.E.G.含浸法(Polyethylene glycol method)을 채택하고 있는데, 脫鹽處理 과정을 

거친 船體片들은 선체의 중요한 부위를 피하여 우선 규모가 작은 小片들부터 처리하

기로 하 다. 이는 유물의 보존처리후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체의 

복원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1982. 1. 21에 목제유물의 파편을 침적한 이후 본격적인 목제유물의 P.E.G. 含浸은 

탈염처리후 1983. 4. 1에 P.E.G.분자량 4,000 5% 용액에 小形船體片 8점을 침적시켜 

1985. 11. 4에 98.2% 농도에서 처리를 마무리 하 다(表-7). 또한 1984. 11. 13에 小

形船體片 11점과 선체편과 함께 인양된 용도불명의 圓筒木 45점을 P.E.G.분자량 

4,000 5%에 침적시켜 1987. 8. 13에 86.3%에서 처리 완료시켰다(表-8). 그 외의 현재

처리중에 있는 선체편 및 기타목제유물의 침적상황은 다음 章에서 언급하기로 하겠

다.

處理完了의 기준은 P.E.G.용액의 농도와 유물내의 침투 여부의 확인에 의해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에 침적된 유물중 一點을 선별하여 生長錐로 Core를 추출, P.E.G. 

침투상태를 파악한다. 이렇게 하여 처리완료된 선체편은 遺物保管庫에서 자연건조 

시키는데, 處理 前의 實測遺物記錄카드의 실측치와 處理 後 유물과의 변형상태를 확

인하여 본 결과 상태가 양호하 다(사진-6).



P.E.G.용액에 선체편을 침적하여 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농도상승시 적

정농도의 여부를 측정하여 주어야 한다. P.E.G. 용액의 농도측정 방법에 관하여는 保

存科學硏究 第 7輯에서도 업급한 바와 같이 용액의 농도별로 나타내는 屈折角을 이

용하는 방법, 濃度別 고유한 비중의 差에 의한 방법, 용액 건조후 중량측정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비파괴적인 重量乾燥方法을 本所에서는 적용하고 있다.

1986. 6. 30에 龍骨中央部 및 船尾, 이음부의 3점이 침적된 含浸槽 J의 P.E.G용액 

농도측정 결과를 보면 表-9와 같이 水浸木材 침적후 저동도에서의 P.E.G.용액은 木

材 內部에로의 침투 속도가 빠르고 목재 내부의 수분이 용출되어 최초의 침적농도보

다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6. P.E.G. 溶液 濃度上昇



本所에서는 基礎調査와 脫鹽處理가 끝난 유물(船體片․木片類․기타)들을 부후상

태와 크기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P.E.G.含浸處理에 들어간다. P.E.G. 5%에서부터 함

침수조를 이용하여 적당한 기간을 설정, 점차 10%, 15%순으로 농도를 상승하여 주

고 있다.

이들 遺物이 침적된 含浸槽의 용액은 폐된 상태로 오랜 기간 처리중에 있기 때

문에 매일 1회씩 유물과 용액의 상태를 파악하여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용액의 상태

에 따라 防微劑(붕산7 : 붕사3)를 투입하고 있다. P.E.G. 5%에서 15%까지 저농도에

서의 含浸槽용액 상태는 심한 악취와 함께 용액의 혼탁도가 높은데, 이러한 현상은 

선체편이 수백년 동안 바다밑 펄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P.E.G.와 치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含浸槽別 농도상승은 먼저 예비수조에서 P.E.G.를 적정농도로 용해시킨 후 그 용

액으로 농도를 상승시켜 준다. 또한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용액이 수조밖으로 넘칠 

수 있는데, 잔여분의 용액은 다른 유물의 P.E.G.침적시에 사용하면 약품을 절감시키

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와같은 과정으로 실질적인 유물의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1987. 10. 30 현재, 

침적되어진 含浸槽의 종류와 數量은 다음과 같다(表-10). 먼저 加溫處理가 가능한 함

침조는 함침조(A․B․J)와 新設된 수조 2개를 더하여 5개가 있고, 常溫處理만 가능

한 스텐레스 및 목재수조는 10여개에 이른다.

대체로 농도가 낮은 상온처리는 목재수조와 스텐레스수조를 이용하여 처리하다가 

농도 50%가 되면 加溫浸積槽에 遺物을 옮겨 약 20°에서부터 서서히 온도를 높여 

55°∼60°의 온도로 유지시켜 준다. 이때 50% 이상에서의 加溫도 P.E.G.의 物性에 

의한 高濃度에서의 용액이 응고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表-11, 12, 13).

P.E.G.처리된 유물의 경우 1982. 1. 21 船體小片, 木片類 破片 64점을 침적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1987. 10. 30) 사용된 P.E.G. 量은 #200, #400, #1,500, #4,000을 모

두 합하여 13,753.1kg으로 P.E.G. 20kg 1포당 시중가격이 6만원으로 계산하면 금액으

로는 41,259,300원의 예산이 소모되었다(表-14).









7. 結  言



新案船의 主槽成 재료인 木材는 기초조사 결과 海洋菌類 및 海洋穿孔虫에 의한 浸

蝕이 심하 으며 특히 내부의 덜 腐朽된 부분과 더 부후된 表面과의 차이가 심한 多

特質的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지금까지의 P.E.G. 처리는 단일 P.E.G.분자량에 의한 한단계 처리가 일반적인 방법

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그것만으로는 이러한 多特質 木材에 대한 P.E.G.침적과 건조

처리 후에 만족할만한 안정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본 處理所에서는 2단계 처리방법

을 채택하 으며 저농도에서는 낮은 분자량으로 1단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

리까지 고분자량의 P.E.G.용액으로 2단계 처리함으로서 만족할만한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처리된 목재라 할지라도 온․습도 조건에 따라서는 P.E.G.의 

溶脫이나 分解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충분한 고려와 실험이 계속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新安船을 항구적으로 전시․보관하기 위해서 1991年에 완공할 

예정인 선박진열관의 온․습도 조절을 위해서는 다른 일반 博物館보다 완벽한 기능

을 갖춘 공기조화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전시중 뒤틀

리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경시변화가 생겨 항구적 전시보관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물인 목재의 腐朽程度를 數量化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개발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목재의 상태에 따른 P.E.G.처리 종료농도 및 처리기간의 설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할 계획으로 있다.

수침목재내의 P.E.G. 침투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試驗片이 아닌 處理 對象遺物 

木材에서 生長椎(increment borer)로 木心(Core)를 채취하여 走査型電子현미경(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또는 偏光현미경(Polarization Microscope)으로 관

찰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으로 본 處理所에서는 활용하고 있으나 소형 목재에는 치수

를 조금이나마 파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끝으로 S.E.M. 관찰에 협조해 주신 全南大學校 電子顯微鏡 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 註 >>

1) 木材를 비롯한 高分子 材料가 變質되고 성능이 低下되는 것을 劣火(degradation, 

deterioration)라고 한다.

2) 목재내의 수분은 목재조직 중의 어느부위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自由水(遊離水 : free water)는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간의 間隙 또는 細胞內腔

에 유리상태로 존재하는 수분을 말하며 纖維飽和點(Fiber Saturation Point)이상에서

의 수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양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목재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목재의 중량만을 변화시킬 뿐이다.

結合水(吸着水 : Absorbed water, Bound water)는 세포막 중에 浸潤되어 있는 수분



으로서 미셀(micell)의 표면 또는 간극내에 흡수되어 셀룰로오스와 물분자 간의 分子

引力에 의하여 강하게 흡착되어 있는 수분을 말한다. 결합수는 목재에 化學的 變化를 

일으키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며, 이의 증감은 목재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에 큰 향

을 미치기 때문에 목재 이용상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결합수는 다시 세포

막 내에 존재하는 상태에 따라 木材構成水(water of constitution), 表面吸着水

(surface-bound water, Surface absorbed water), 毛管 縮水(capillary-condensed 

water)와 같이 세가지로 나뉜다.

全乾木材라 하더라도 1% 정도의 함수율이 있다는 것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수분인 

木材構成水를 말하며 이는 목재 세포막의 化學的 組成을 變化시킴으로써 만이 제거

할 수 있는 수분이다.

3) 목재건조시에는 목재의 表面水分이 먼저 증발하므로 表面層의 함수율이 감소됨에 

따라 內部水分이 표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목재의 표면과 내부사이에는 함수

율의 差異에 의해 어떠한 水分傾斜(moisture gradient)를 나타낸다. 목재수분의 이동

은 自由水流動, 結合水의 확산이동과 細胞內腔내의 수증기의 확산이동이 조합해서 이

루어 진다.

4) 벌채 직후의 목재를 生材라 하며, 이때의 함수율을 生材含水率이라 한다.

5) 목재의 主成分은 세포벽 및 세포간층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樹體의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성분이다. 즉 주성분은 모든 수종에 널리 다량으로 존재하며 그 합계는 

90% 이상에 이른다. 한편, 부성분은 세포벽에 함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細

胞內腔(cell lumen) 혹은 특수한 조직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樹木

의 生理作用과 관계가 있다.  부성분의 함량은 수종에 따라 현저히 다르며 어떤 성분

은 특정한 수종에만 존재한다.

6)



7) 가로, 세로가 각각 1 inch 크기인 것을 1 mesh라 하며, 1/2일 때 2 mesh, 1/10일 

때 10 mesh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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