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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산 잣나무, 일본잎갈나무, 신갈나무  산벚나무 Polyethylene glycol (PEG) 처리재의 기 

흡, 탈착과정에서 량, 함수율  치수변화의 특성을 검토하 다. 각 수종의 무처리재와 PEG 1000, 2000, 4000 

처리재는 상 습도 20%, 65%  98% 조건에서 1주일 동안 조습시켰다. 그 결과, 기 흡, 탈착과정에서 PEG 

1000과 2000으로 처리한 잣나무, 일본잎갈나무  산벚나무재의 량은 크게 증감하 지만, 신갈나무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PEG처리에 의한 함수율은 신갈나무재를 제외한 3 수종에서 상 습도의 변화에 의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수종에서 PEG처리에 의해 치수변화를 방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characteristic changes in weight, moisture content, and dimension at the early adsorption-

desorption stage of PEG-treated Korean pine (Pinus koraiensis), Japanese larch (Larix kaempferi),

mongolian oak (Quercus mongolica) and sargent cherry (Prunus sargentii) woods were investi-

gated. The wood samples were treated with PEG 1000, 2000 and 4000, and conditioned at the 

relative 98%, 65% and 20% for humidities of one week. The weight of Korean pine, Japanese larch

and sargent cherry woods treated with PEG 1000 and 2000 during the adsorption-desorption was

significantly changed, but mongolian oak was slightly changed. Moisture content was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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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e content was highly fluctuated by the change of relative humidity in the three species 

except oak wood. Although the weight of PEG-treated wood; however, changes in dimension 

could be prevented by PEG treatment in all species tested.

Keywords : polyethylene glycol (PEG), dimensional stability, korean pine, japanese larch, sargent cherry, 

mongolian oak

Species Tree age Locality

Softwood
Pinus koraiensis S. et Z. 24 Chunchon, Kangwon

Larix kaempferi CARR. 21 Chunchon, Kangwon

Hardwood
Quercus mongolica F. 22 Chunchon, Kangwon

Prunus sargentii R. 22 Chunchon, Kangwon

Table 1. Sample trees

1. 서  론

Polyethylene glycol (PEG)에 의한 목재의 치수안

정화 처리는 비교  간단한 방법으로 높은 치수안정

성을 부여하면서도 목재의 역학  특성은 거의 하

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미 오래 부터 여러 분

자량을 이용한 PEG처리재의 특성에 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어져 왔으며, 고분자량의 PEG처리에 의해

서도 치수안정효과가 확인되어졌다(Wallström & 

Lindberg, 1995;  山口 등, 1999a, 1999b; Roussel et 

al., 2001). 자 등은 旣報(권․김, 2002, 2006; 권 

등, 2003)에서 국내산 소경재의 보다 효율 인 이용

을 해 치수안정성 증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조건하에서 PEG를 처리하여 그 특성에 한 기

인 자료를 보고하 다.

PEG처리재는 분자량에 계없이 상 습도 80% 

이상에서는 PEG함유율의 증가에 따라 함수율도 증

가하는데, 이것은 PEG의 흡습성이 반 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近江 등, 2005). 한 그들은 PEG분자

내에 수산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흡습은 쉽지만, 

탈습은 어렵다고 보고하 다. 한편, PEG단독으로 

65%의 상 습도조건에서 1주일 동안 흡습에 의한 

수분함유율을 조사한 결과, 흡습기간 동안 PEG분자

량에 따라 함유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岡 등, 1973). 

PEG 4000에서는 1일간 수분흡습에 의한 함유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 다. 그러

나 PEG 1000에서는 4일까지 흡습에 의한 수분함유

율이 증가한 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 다. 이처럼 

PEG처리재는 고습환경에서 흡습성 강한 PEG에 의

한 기의 수분변화가 치수안정성에 크게 향을 끼

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간벌소경재의 효율

인 이용을 한 기 연구로서 PEG처리재의  기

(1주일) 흡착  탈착과정에서 량, 함수율변화  

치수변화를 조사하여 치수안정성을 검토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의 공시재는 Table 1과 같으며, 흉고직경 

20 cm 이하의 입목을 벌채하여 이용하 다. 

본 실험에서는 분자량 1000, 2000, 4000의 PEG 

(Kanto chemical社)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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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aratus for relative humidity control. 

2.2. 방법

2.2.1. 시편제작 및 PEG처리

旣報(권․김, 2002; 권 등, 2003)와 동일한 방법으

로 상온의 온도조건에서 실시하 다.

2.2.2. 흡⋅탈습에 의한 PEG 처리재의 중량 

및 치수변화 측정

PEG처리 시편들은 105°C에서 24시간 건조 후 

량  치수를 측정하 다. 온도 22.5°C, 습도 53%인 

항온항습실에서 Table 2에 나타낸 조습시약을 이용

하여 각각의 상 습도 조건으로 데시 이터 내부를 

조습시켰다. 조습처리장치는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데시 이터를 이용하여 포화수용액을 아랫부분

에 넣고, 데시 이터 내의 습도를 균일하게 하기 

하여 윗부분에 팬을 설치하 다. 먼  시료를 상 습

도 98%의 조건에서 1주일 동안 조습시킨 후 량  

치수를 측정하고, 그 후 시료를 상 습도 65%의 조

건에서 1주일 동안 조습시킨 후 다시 량  치수를 

측정하 다. 그 다음 상 습도 20%의 조건에서 1주

일동안 조습시킨 후 량  치수를 측정하고, 다시 

상 습도 98%의 조건에서 1주일 동안 조습시킨 후 

량  치수를 측정하 다. 

량변화율, 함수율변화, 치수변화율은 岡 등

(1973)이 이용한 방법으로 계산하 다.

 Relative 
 humidity (%)

Temperature
(℃)

Chemical agents
(saturated solution)

98

22.5

Pb(NO3)2

65 NaNO2

20 CH3COOK

Table 2. Air conditioning chemical agents

1) PEG 처리재의 량변화율

량변화율(%) = 









×

w0 : 건조 후 량 

w1 : 각 상 습도에서의 량

2) PEG 처리재의 함수율변화

RH 98%와 RH 20% 사이의 수분흡습과 탈습율을 

이용하여 구하 다. 

수분흡습율(%) = 










×

W1 : R.H. 98%에서의 량

W2 : R.H. 20%에서의 량

수분탈습율(%) = 










×

W1 : R.H. 98%에서의 량

W2 : R.H. 20%에서의 량

3) PEG 처리재의 치수변화율

흡습에 의한 치수변화(%) = 










×

l1 : 98% 상 습도에서의 치수(R, T방향),

l2 : 20% 상 습도에서의 치수(R, T방향)

탈습에 의한 치수변화(%) = 









×

l1 : 98% 상 습도에서의 치수(R, T방향),

l2 : 20% 상 습도에서의 치수(R, T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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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change

 R.H.

P. koraiensis L. kaempferi

 Day Day

1 3 5 7 1 3 5 7

0%
→

98%

 Untreated 3.5 ± 0.3 6.1 ± 0.2 8.0 ± 0.4 9.0 ± 0.3 6.2 ± 0.2 8.7 ± 0.2 10.2 ± 0.1 9.9 ± 0.1

 PEG 1000 30% 6.8 ± 0.2 14.0 ± 0.4 18.9 ± 0.5 21.6 ± 0.6 9.9 ± 0.4 17.4 ± 0.1 19.9 ± 0.1 19.8 ± 0.1

 PEG 2000 30% 4.4 ± 0.5 6.9 ± 0.2 9.0 ± 0.5 13.9 ± 0.2 8.7 ± 0.1 10.9 ± 0.3 14.1 ± 0.2 15.5 ± 0.2

 PEG 4000 30% 4.5 ± 0.0 6.4 ± 0.3 8.1 ± 0.1 8.7 ± 0.8 6.9 ± 0.2 8.5 ± 0.4 9.5 ± 0.2 10.4 ± 0.1

98%
→

65%

 Untreated 9.0 ± 0.4 8.9 ± 0.2 8.5 ± 0.1 8.2 ± 0.3 9.2 ± 0.1 9.5 ± 0.1 9.2 ± 0.3 9.0 ± 0.2

 PEG 1000 30% 19.7 ± 0.2 17.1 ± 0.4 15.6 ± 0.1 15.5 ± 0.1 17.2 ± 0.3 15.0 ± 0.4 13.6 ± 0.1 13.5 ± 0.1

 PEG 2000 30% 11.2 ± 0.3 8.4 ± 0.1 7.8 ± 0.1 7.6 ± 0.2 12.3 ± 0.2 9.4 ± 0.1 8.5 ± 0.2 8.9 ± 0.2

 PEG 4000 30% 8.3 ± 0.3 7.7 ± 0.2 7.4 ± 0.3 7.2 ± 0.2 9.0 ± 0.1 9.0 ± 0.2 8.4 ± 0.1 8.2 ± 0.1

65%
→

20%

 Untreated 7.7 ± 0.2 7.3 ± 0.2 6.90.1 ± 6.3 ± 0.2 9.0 ± 0.0 8.0 ± 0.1 7.7 ± 0.2 7.4 ± 0.3

 PEG 1000 30% 13.1 ± 0.3 8.7 ± 0.3 7.5 ± 0.1 6.3 ± 0.2 11.7 ± 0.3 8.5 ± 0.3 7.3 ± 0.3 6.7 ± 0.4

 PEG 2000 30% 6.6 ± 0.2 5.4 ± 0.2 4.9 ± 0.1 4.9 ± 0.0 7.8 ± 0.2 6.4 ± 0.4 6.2 ± 0.1 5.9 ± 0.3

 PEG 4000 30% 6.5 ± 0.1 5.2 ± 0.2 4.7 ± 0.1 4.5 ± 0.2 7.3 ± 0.1 6.7 ± 0.2 6.2 ± 0.4 6.1 ± 0.1

20%
→

98%

 Untreated 7.7 ± 0.1 9.0 ± 0.1 9.4 ± 0.1 9.8 ± 0.2 8.2 ± 0.2 9.7 ± 0.1 10.0 ± 0.2 9.8 ± 0.2

 PEG 1000 30% 12.1 ± 0.3 19.5 ± 0.2 22.5 ± 0.6 24.7 ± 0.1 11.2 ± 0.3 18.4 ± 0.3 18.1 ± 0.1 19.6 ± 0.3

 PEG 2000 30% 6.7 ± 0.5 11.5 ± 0.2 14.0 ± 0.8 20.0 ± 0.7 7.7 ± 0.1 12.0 ± 0.2 13.5 ± 0.1 17.4 ± 0.3

 PEG 4000 30% 5.8 ± 0.2 8.8 ± 0.1 8.9 ± 0.3 9.3 ± 0.3 7.4 ± 0.2 8.7 ± 0.4 10.0 ± 0.3 10.5 ± 0.1

Table 3. Weight change of PEG-treated Pinus koraiensis and Larix kaempferi woods under differ-

ent relative humidities (Unit: %)

3. 결과 및 고찰

3.1. 중량변화율

3.1.1. 잣나무와 일본잎갈나무재

Table 3은 잣나무와 일본잎갈나무재를 각 PEG 분

자량의 30% 수용액으로 처리한 후 기 흡⋅탈착과

정에서 량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흡⋅탈착과정

에서 잣나무와 일본잎갈나무재의 PEG 처리에 의한 

량변화는 두 수종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98%의 상 습도에서 PEG 1000으로 처리한 재는 흡

착에 의해 비교  높은 량증가율을 보여주었다. 

PEG 2000으로 처리한 재는 비교  서서히 량이 

증가하 고, 량증가율은 PEG 1000보다 낮았다. 

PEG 4000으로 처리한 재는 무처리재와 유사한 량

증가를 보여주었다. 98%의 상 습도에서 조습한 시

료를 65%에서 조습시킨 결과, 체 으로 탈착에 의

해 량이 차 감소하 다. PEG 1000과 2000으로 

처리한 재는 량감소율이 무처리재와 PEG 4000으

로 처리한 재에 비해 비교  크게 나타났다. 65%의 

상 습도에서 조습한 시료를 20%로 조습시킨 결과,  

PEG 1000으로 처리한 재는 탈착에 의한 량감소율

이 크게 나타났고, 그 외의 조건에서는 비교  작았

다. 20%의 상 습도에서 조습한 시료를 다시 98%에

서 조습시킨 결과, PEG 1000과 2000으로 처리한 재

는 수분흡착으로 높은 량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특

히 PEG 2000으로 처리한 재는 처음 98%의 상 습도

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재흡착에 의한 것이 더 높은 

량증가를 나타냈다.

旣報(권과 김, 2002; 권 등, 2003)에서 상온의 온

도조건으로 각 분자량별 30%의 수용액을 처리하여 

얻어진 PEG 주입율은 잣나무재 52～55%, 일본잎갈

나무재 32～37%, 신갈나무재 12～13%, 산벚나무재 

23 ～26%이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잣나무

재와 일본잎갈나무의 PEG 주입율이 다른 수종들과 

비교하여 높았고, 이로 인하여 좋은 치수안정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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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ght change

  R.H.

Q. mongolica P. sargentii

Day Day

1 3 5 7 1 3 5 7

0%
→

98%

 Untreated 4.7 ± 0.2 7.6 ± 0.1 9.3 ± 0.1 10.2 ± 0.2 5.4 ± 0.3 8.3 ± 0.2 10.3 ± 0.2 10.1 ± 0.1

 PEG 1000 30% 5.5 ± 0.4 8.3 ± 0.1 10.7 ± 0.2 11.6 ± 0.2 6.0 ± 0.3 11.5 ± 0.1 14.1 ± 0.1 15.4 ± 0.2

 PEG 2000 30% 6.2 ± 0.1 8.7 ± 0.2 10.5 ± 0.3 11.8 ± 0.1 4.6 ± 0.2 7.6 ± 0.2 10.2 ± 0.1 13.0 ± 0.1

 PEG 4000 30% 7.1 ± 0.3 8.8 ± 0.2 10.9 ± 0.1 11.5 ± 0.2 4.5 ± 0.3 6.3 ± 0.1 8.2 ± 0.2 9.5 ± 0.2

98%
→

65%

 Untreated 9.4 ± 0.1 9.5 ± 0.1 9.4 ± 0.2 9.3 ± 0.1 9.7 ± 0.1 9.5 ± 0.3 9.5 ± 0.2 9.4 ± 0.1

 PEG 1000 30% 10.6 ± 0.2 9.9 ± 0.3 9.5 ± 0.1 9.2 ± 0.1 12.2 ± 0.2 10.4 ± 0.1 9.5 ± 0.1 8.9 ± 0.1

 PEG 2000 30% 10.7 ± 0.2 10.1 ± 0.4 9.8 ± 0.3 9.4 ± 0.2 9.9 ± 0.2 8.1 ± 0.2 7.5 ± 0.2 6.8 ± 0.1

 PEG 4000 30% 10.6 ± 0.1 10.3 ± 0.2 10.1 ± 0.1 9.6 ± 0.2 8.0 ± 0.1 7.6 ± 0.3 7.2 ± 0.2 7.0 ± 0.2

65%
→

20%

 Untreated 8.8 ± 0.3 8.3 ± 0.1 7.8 ± 0.2 7.5 ± 0.1 8.7 ± 0.1 8.1 ± 0.1 7.4 ± 0.4 7.3 ± 0.1

 PEG 1000 30% 8.0 ± 0.3 7.0 ± 0.2 6.7 ± 0.2 6.4 ± 0.1 6.8 ± 0.3 4.9 ± 0.2 4.5 ± 0.1 4.5 ± 0.1

 PEG 2000 30% 8.9 ± 0.4 7.6 ± 0.3 7.1 ± 0.1 7.0 ± 0.2 5.8 ± 0.1 4.4 ± 0.2 4.3 ± 0.2 3.9 ± 0.2

 PEG 4000 30% 9.2 ± 0.1 8.2 ± 0.1 7.6 ± 0.1 7.4 ± 0.1 6.6 ± 0.2 4.5 ± 0.1 4.4 ± 0.1 4.0 ± 0.1

20%
→

98%

 Untreated 8.7 ± 0.2 9.2 ± 0.2 10.1 ± 0.1 10.6 ± 0.1 9.1 ± 0.1 9.0 ± 0.2 9.8 ± 0.3 9.5 ± 0.2

 PEG 1000 30% 7.6 ± 0.2 9.0 ± 0.1 10.6 ± 0.2 11.6 ± 0.2 10.4 ± 0.2 11.1 ± 0.1 13.0 ± 0.2 14.3 ± 0.3

 PEG 2000 30% 8.6 ± 0.1 9.6 ± 0.2 11.4 ± 0.1 12.6 ± 0.1 7.5 ± 0.2 8.1 ± 0.2 9.7 ± 0.3 12.6 ± 0.1

 PEG 4000 30% 9.1 ± 0.1 10.0 ± 0.1 11.2 ± 0.1 11.7 ± 0.1 6.6 ± 0.1 7.8 ± 0.3 8.6 ± 0.1 9.3 ± 0.2

Table 4. Weight change of PEG-treated Quercus mongolica and Prunus sargentii woods under dif-

ferent relative humidities (Unit: %)

타낸 것을 보고하 다. 

따라서 PEG 1000으로 처리한 잣나무재와 일본잎

갈나무는 높은 PEG 주입율과 PEG의 고흡습성으로 

인해 고습조건에서 높은 량변화를 보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PEG 4000으로 처리한 재는 PEG 

주입율은 높으나, PEG 1000보다 상 으로 고분자

량으로 흡습성이 낮아 상 습도변화에 따른 량변

화가 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재내에 주입

된 PEG 분자량과 주입량이 습도변화에 따른 량변

화에 크게 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3.1.2. 신갈나무와 산벚나무재

Table 4는 신갈나무와 산벚나무재를 각 PEG 분자

량의 30% 수용액으로 처리한 후 기 흡⋅탈착과정

에서의 량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신갈나무재는 

98%의 상 습도에서 조습한 결과, 침엽수재인 잣나

무와 일본잎갈나무재보다는 낮은 량증가를 보여주

었다. 한 PEG 처리재와 무처리재 간에 차이없이 

량증가량이 거의 비슷하 다. 한 PEG 분자량별 

량변화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 98%의 상 습도에

서 조습한 후 65%에서 조습시킨 PEG 처리재는 탈착

에 의해 량이 다소 감소하 지만, 무처리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65%의 상 습도에서 조습한 시료를 

20%에서 조습시킨 결과, PEG 처리재와 무처리재 모

두 비슷한 량감소율을 보여주었다. PEG 처리재와 

무처리재를 20%의 상 습도에서 조습한 후 다시 

98%의 상 습도에서 조습시킨 결과, PEG 처리재와 

무처리재 모두 유사한 량증가를 보여주었다.

자 등은 旣報(권 등, 2003)에서 신갈나무재의 도

 내에 타일로시스가 존재하고 가도 에 비해 내강

이 좁은 목섬유와 기 성이 큰 유세포의 존재로 인해 

목재내부로 PEG의 침투가 어려운 구조를 가진 수종

으로서, 낮은 PEG 주입율에 의해 치수안정효과도 상

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따라서 기 흡⋅

탈착과정에서 량변화가 무처리재와 비슷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잣나무재와 일본잎갈나무재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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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tment

Species

Untreated PEG 1000 30% PEG 2000 30% PEG 4000 30%

Increase of 
water

Decrease 
of water

Increase of 
water

Decrease 
of water

Increase of 
water

Decrease 
of water

Increase of 
water

Decrease 
of water

P. koraiensis (+)2.6 ± 0.1 (－)2.6 ± 0.2 (+)12.6 ± 0.3 (－)14.4 ± 0.1 (+)7.9 ± 0.1 (－)8.6 ± 0.1 (+)3.9 ± 0.2 (－)4.0 ± 0.1

L. kaempferi (+)2.3 ± 0.2 (－)2.3 ± 0.3 (+)11.0 ± 0.1 (－)12.3 ± 0.1 (+)8.2 ± 0.2 (－)9.0 ± 0.1 (+)3.9 ± 0.1 (－)4.0 ± 0.2

Q. mongolica (+)2.4 ± 0.2 (－)2.5 ± 0.1 (+) 4.7 ± 0.2 (－)14.9 ± 0.2 (+)4.3 ± 0.1 (－)4.5 ± 0.2 (+)3.7 ± 0.3 (－)3.8 ± 0.1

P. sargentii (+)2.5 ± 0.1 (－)2.6 ± 0.2 (+) 9.5 ± 0.3 (－)10.5 ± 0.2 (+)8.1 ± 0.3 (－)8.8 ± 0.1 (+)5.0 ± 0.1 (－)5.3 ± 0.2

Table 5. Change of moisture content in PEG-treated woods during adsorption and desorption 

(Unit: %)

낮은 PEG 주입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산벚나무재는 98%의 상 습도에서 조습한 PEG 

1000과 2000은 처리재가 비교  높은 량증가율을 

보여주었고, PEG 4000으로 처리한 재는 무처리재와 

비슷한 량증가를 보여주었다. 98%의 상 습도에

서 조습한 PEG 처리재를 65%에서 조습시킨 결과, 

탈착으로 량이 차 감소하 고, 무처리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65%의 상 습도에서 조습한 시료를 20%에서 조

습시킨 결과, PEG 처리재와 무처리재 모두 량이 

다소 감소하 다. 20%의 상 습도에서 조습한 시료

를 다시 98%에서 조습시킨 결과, PEG 처리재는 흡

착에 의해 다소 량이 증가하 지만, 무처리재는 거

의 변화가 없었다.

자 등(권 등, 2003)은 PEG 처리에 의한 활엽수

재의 산공재와 환공재의 치수안정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목재의 구조(도 의 분포상태  타이로시스 

존재유무)의 차이로 산공재가 환공재에 비해 PEG 

주입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치수안정효과도 좋게 나

타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산공재인 산벚나무재는 환공재인 신갈나무

재보다 높은 PEG 주입율로 인해 흡⋅탈착과정에서 

수분변화에 따른 량변화가 신갈나무보다 다소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 본 실험에서 무처리재는 흡⋅탈착과정에서 

수분변화에 따른 량변화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

은 건재를 사용한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幡와 冨

田(2002)는 spruce재를 이용하여 여러 온도조건에서 

열처리하고, 2개월간 조습시켜 흡습성을 조사한 결

과, 100°C 이상의 열처리에 의해 목재 의 비결정 분

자쇄가 annealing 효과로 흡습성이 일시 으로 하

한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처리재는 흡

⋅탈착과정에서 수분변화에 따른 량변화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3.2. 함수율변화

Table 5는 기 흡⋅탈착과정에서 PEG 처리재 내

의 함수율변화를 분석하기 해 7일간 상 습도 

98%와 20%의 조건에서 조습시킨 PEG 처리재의 수

분 흡․탈착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무처리재의 함수

율변화는 2.5%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나, PEG 처리

재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PEG분자량에 따른 함

수율변화는 PEG 100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PEG 

2000, 4000순으로 나타나서 고분자량일수록 수분에 

의한 변화가 낮았다. 수종간에 있어서 잣나무, 일본

잎갈나무와 산벚나무재는 PEG 1000과 2000으로 처

리한 것이 높은 함수율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신갈나무재의 PEG 처리재는 다른 수종보다 함수율

변화가 낮았다. 이것은 PEG 주입율이 높은 목재는 

습도변화에 따른 PEG 자체의 높은 흡습성으로 인하

여 흡착과 탈착과정에서 PEG 처리재 내의 수분이 크

게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3.3. 흡⋅탈습에 의한 치수변화

기 흡⋅탈착과정에서 PEG 처리재의 치수변화는 

Table 6과 7에 나타냈다. 체 으로 흡⋅탈착과정

에 있어 PEG 처리재의 치수변화는 거의 없었다. 일

반 으로 PEG는 흡습성이 높은 고분자로서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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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G

 Species

Untreated PEG 1000 30% PEG 2000 30% PEG 4000 30%

R T R T R T R T

P. koraiensis 0.1 ± 0.2 0.7 ± 0.1 －0.1 ± 0.1 －0.1 ± 0.1 0.0 ± 0.1 0.8 ± 0.1 0.0 ± 0.2 1.0 ± 0.1

L. kaempferi 0.3 ± 0.1 0.6 ± 0.1 －0.1 ± 0.1  0.2 ± 0.2 0.2 ± 0.2 0.8 ± 0.1 0.3 ± 0.2 1.0 ± 0.1

Q. mongolica 0.5 ± 0.1 0.8 ± 0.1  0.3 ± 0.1  0.8 ± 0.2 0.3 ± 0.1 0.7 ± 0.2 0.4 ± 0.1 1.0 ± 0.2

P. sargentii 0.4 ± 0.1 1.0 ± 0.1 －0.1 ± 0.1  0.7 ± 0.1 0.2 ± 0.1 1.7 ± 0.1 0.3 ± 0.1 1.9 ± 0.1

* R : Radial direction  T : Tangential direction  

Table 7. Dimensional change of PEG-treated woods in adsorption from R.H. 20% to R.H. 98% (Unit: %)

            PEG

 Species

Untreated PEG 1000 30% PEG 2000 30% PEG 4000 30%

R T R T R T R T

P. koraiensis 0.3 ± 0.1 0.9 ± 0.1 0.0 ± 0.1 0.1 ± 0.2 0.1 ± 0.1 0.8 ± 0.2 0.1 ± 0.1 1.2 ± 0.1

L. kaempferi 0.4 ± 0.1 0.8 ± 0.1 0.0 ± 0.1 0.4 ± 0.1 0.3 ± 0.1 0.9 ± 0.1 0.4 ± 0.1 1.4 ± 0.1

Q. mongolica 0.7 ± 0.2 1.1 ± 0.1 0.5 ± 0.1 1.1 ± 0.1 0.5 ± 0.2 1.2 ± 0.3 0.5 ± 0.1 1.3 ± 0.1

P. sargentii 0.5 ± 0.2 0.9 ± 0.1 0.0 ± 0.1 0.5 ± 0.2 0.3 ± 0.1 1.4 ± 0.2 0.4 ± 0.1 1.6 ± 0.1

* R : Radial direction  T : Tangential direction  

Table 6. Dimensional change of PEG-treated woods in desorption from R.H. 98% to R.H. 20% (Unit: %)

의 PEG주입율이 높으면 고습도 역에서 량증가

가 높고, PEG주입율이 낮으면 량증가가 낮다(則

元, 1989). 본 실험에서 PEG주입율이 낮은 신갈나무

재와 PEG 주입율이 높은 잣나무, 낙엽송, 산벚나무

재의 사이에 치수변화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Table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PEG처리재의 수분변화

는 PEG의 수분흡착에 따른 것으로서 목재실질 내의 

수분변화는 은 것으로 생각된다. 무처리재는 2.5%

정도로 낮은 수분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이를 증명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PEG 처리재는 목재 내로 주입된 PEG 분자

의 흡습성으로 인하여 흡⋅탈착과정에서 수분의 흡

⋅탈착에 따른 량변화가 무처리재 보다 높게 나타

났지만, 이에 따른 목재실질의 치수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치수안정성효과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하 다. 

4. 결  론

기 흡⋅탈습과정에서 각각 다른 분자량의 PEG

로 처리한 재의 량변화율, 함수율변화  치수변화

율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PEG1000으로 처리한 잣나무, 일본잎갈나무  

산벚나무재는 고습도조건에서 무처리재보다 량이 

크게 증가하 다. 그러나 PEG처리한 신갈나무재는 

흡⋅탈착과정에서 량변화율이 무처리재와 비슷하

게 낮게 나타났다.

2) 함수율변화는 PEG처리한 잣나무, 일본잎갈나

무  산벚나무재에서 다소 높았지만, 신갈나무재는 

낮았다.

3) 모든 수종의 PEG 처리재는 흡⋅탈착과정에서 

치수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흡⋅탈착과정에서 PEG 처리재

는 수종, PEG 분자량과 주입율에 따라 함수율변화가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 흡⋅탈착과정에서 

PEG처리재는 수분의 흡⋅탈착으로 량변화가 크

게 나타났지만, 치수변화는 거의 없어 PEG처리가 목

재의 치수안정증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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