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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백합나무의 변재는 매우 밝은 색을 띄나, 원목의 횡단면 심부내 일부는 녹색계열로 변색되어 있음을 찰할 

수 있다. 이러한 백합나무의 녹색계열 심재 부 와 밝은 나머지 변재의 상이한 색상차는 내장재나 가구재와 같

은 고부가가치재로의 이용을 제한한다. 본 연구에서는 백합나무의 상이한 색상차를 감소시키기 한 재색제어 

공정으로 열수처리, 진공열처리, oven열처리를 용하여 보았다. 한 열처리시 능기 변화 매커니즘과 내부후

성 증  효과를 확인하기 해 FT-IR analysis, 각 측정, 그리고 내부후시험을 실시하 다. 각 처리별 색상

차 감소율은 열수처리 45.7%, 진공열처리 26.8%, 그리고 180°C, 200°C, 220°C oven열처리는 각각 60.2%, 

87.8%, 88.8%로 평가되었다. 한 oven열처리 시 부후에 의한 질량감소가 어 내후부성 증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oven열처리는 화학물질 무첨가형 친환경 방부방충처리 기술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

  

ABSTRACT

  The sapwood of yellow poplar is very bright while its heartwood is usually greenish which 

changes to dark brown with weathering. This difference in color value between sapwood and 

heartwood causes difficulty in using yellow poplar as higher value added materials such as 

interior finish and furniture part. In this study, hot-water treatment, vacuum-heat treatment and

oven-heat treatment were carried out to reduce the difference in color value between heartwood

and bright sap wood and to increase durability. FT-IR analysis, contact angle measur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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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y test were carried out to find out the mechanism of functional group change and the 

increment of durability by heat treatment. The result of decrement ratio of color difference were 

45.7% by hot-water treatment, 26.8% by vacuum-heat treatment, and 60.2%, 87.8%, and 88.8% by 

180°C, 200°C and 220°C oven-heat treatments respectively. Furthermore, it has been found that 

oven-heat treatment causes decrement of mass loss by decay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oven-heat treatment could be environmentally friendly preservative treatment without chemicals.

Keywords :  yellow poplar, heat treatment, discoloration, durability

1. 서  론

백합나무는 미국 동부지방으로부터 1920년  말

부터 우리나라에 산발 으로 소량 도입되다가, 국가

산림정책 하에서 1967～1973년에 국립산림과학원

(구 임업연구원)이 원산지인 북미로부터 3차에 걸쳐 

종자를 도입하여 국 6개 지역에 시험조림하 다. 

2002년 국 6개 시험조림지역의 생육상황을 조사하

고 주요 조림수종과 백합나무 간의 재 생장  통직

성, 입지 응성 등을 비교한 결과, 백합나무는 산 정

상에 가까운 8～9부 능선에서도 우수한 재 생장을 

보이며, 거목으로 빠르게 생장하고, 수간은 곧으며, 

30년생의 ha당 평균 재 생장량은 330 m3에 도달하

여 타 수종에 비해 국내생육이 우수한 것으로 그 조

림  가치가 평가되어진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

요 경제 조림수종으로 확정하여 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시행기간에 확 보 하고 백합나무 시

범단지를 집  육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백합나무 조림 활성화에 따라 다량의 목

질 바이오매스 자원 생산이 기 되는 바, 재질  단

을 극복하고 장 을 극 화하기 한 목재가공 기

술개발이 요구된다. 백합나무는 균일한 세포조직을 

지녀 동일한 공정을 거친 생산품의 품질 재 성이 매

우 우수하고, 삭․도장․ 착 가공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심재와 변재의 내부후성이 약하고 

수 부 의 녹색추출물에 의한 변색은 변재의 밝은 재

색과 비되어 내장, 공   가구재로서의 미 가치

를 하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에 의한 부 별 색상 차 감소 

효과와 내부후성 증가 효과를 분석하여 백합나무 고

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백합나무 심재부의 변색은 심재 내 alkaloids추출

물  liriodenine의 산화작용에 의해 일어남이 보고

된 바 있다(Buchanan and Dickey, 1960). 약한 내부

후성 극복을 해 Slahor 등(2001)은 내부후성이 약

한 백합나무와 도밤나무의 creosote와 borate 방부

처리에 의한 내부후성 증 효과와 화학  방부공정

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유럽 국가를 심으로 화학

 방부방충제의 환경부담과 인체유해 한 우려 증

가로 인해 목재 열처리는 친환경 방부방충처리 기술

로 주목받고 있다. Militz (2002)는 핀란드(Thermo 

Wood process), 네덜란드(Plato process), 랑스

(Rectification process and Boisperdure process), 

독일(OHT-Oil Heat Treatment process)의  고온열

처리 공정과 그 효과에 해 비교평가해본 결과, 160 

～260°C의 온도 범  내에서 수종에 따라 알맞은 공

정제어가 된다면 치수안정성  내부후성 증가가 가

능하다고 보고하 다. 소나무, 나무, 도밤나무

에 한 랑스식 열처리는 내구성을 향상시키나 휨

강도는 10～50% 가량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기도 하

다(Kamdem, 2002). 한 Esteves 등(2007)은 유

칼리나무를 170～200°C 조건에서 열처리를 하면 목

질감소(mass loss)와 평형함수율 감소에 의해 치수

안정성은 높아지나 강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하 다. 

한편, Bhuiyan(2000)은 고습과 습상태의 180～

220°C 열처리 시 가문비나무와 도밤나무의 cellu-

lose 결정화도를 평가하여, 열처리가 cellulose 결정

화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하 다. 열처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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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재내부 화학성분 변화기작을 밝히기 해 

Tjeerdsma와 Militz (2005)는 구주 송(Scots pine)

과 도밤나무를 165°C와 185°C에서 열처리한 후 

FT-IR 분석하여 열처리 온도별 작용기변화를 분석

한 바 있으며, 이와 이(2008)는 500°C, 700°C, 900°C

의 소나무 탄화소재를 FT-IR  Raman을 이용하여 

탄화 메카니즘을 보고하 다.

목재의 재색제어에 한 연구로는 110°C와 180°C 

열기건조에 의한 오리나무와 도밤나무의 색상변화

와 표면거칠기 변화가 보고된 바 있으며(Aydin and 

Colakoglu, 2005), 단풍나무(Yeo and Smith, 2004)

와 리기다 소나무(Yeo et al., 2007)의 표면과 내부온

도의 변화에 의한 함수율  추출성분의 분포 변화에 

따른 재색변화에 해 보고된 바 있다. 한 국산 삼

나무의 열수처리, 열기건조, 진공건조, UV처리에 의

한 심재와 변재 간의 색상차 감소효과가 보고되었다

(윤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백합나무 기건 재에 열수처리, 진

공열처리, oven열처리를 실시하여 각 처리별로 재

색, 화학성분, 내후성 변화를 측정 분석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수종
 

경기도 남양주시 산림인력개발원 내에서 자란 15

년생 흉고직경 30 cm의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

pifera)를 벌목 후, 폭 방향으로 녹색의 심재와 변재

가 균일하게 존재하게끔 두께 40 mm ( 선방향) ×

폭 150 mm (방사방향) ×길이 2500 mm (섬유방향)

로 제재하 다.

2.2. 실험방법

2.2.1. 열수처리 및 진공열처리에 의한 재색변

화 측정

기건된 재로부터 두께( 선방향) 40 mm ×폭 

(방사방향) 125 mm×길이 (섬유방향) 300 mm 8개

의 시편을 비하 다. 횡단면으로의 속한 수분이

동과 열 달을 막기 해 양 횡단면을 이 으로 

처리하여 열수처리는 70°C의 항온수조에서 실시

하 고, 진공열처리는 90°C, 450 mmHg 조건 하에서 

auto clave 내에서 총 48시간 동안 실시하 다. 처리

시간에 따른 재색변화와 색상차 감소효과를 확인하

기 해 6시간 마다 8개의 시편을 길이(섬유방향) 방

향으로 20 mm씩 단하여 40 mm ( 선방향) × 125 

mm (방사방향) × 20 mm (섬유방향) 시편내 록색 

계열의 심재와 밝은 변재간의 색상차를 측정하 다. 

부 별 색상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L*a*b*

색상 값을 분 측색계(Konika minolta Inc., CM- 

2600d)를 이용하여 10회 반복 측정한 후, 최 값과 

최소값을 제거한 뒤 총 8개의 측정치의 평균을 부

별 표치로 이용하 다. 녹색의 심재와 밝은 변재간

의 색상차는 L*a*b* 3차원 색차공간의 두 지 간의 

거리로 표 되는 △E △
   △   △ 을 

용하여 결정하 다.

2.2.2. Oven열처리

2.2.2.1. Oven열처리에 의한 재색변화, 함수율  

질량변화 측정

기건 재의 시편 40 mm ( 선방향) ×125 mm (방

사방향) × 30 mm (섬유방향) 7개를 비하 다. 

비된 시편을 oven내에서 180°C, 200°C, 220°C 조건

하에 1시간 단 로 총 6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재색변

화, 함수율  질량변화를 측정하 다.

2.2.2.2. Oven열처리재 FT-IR 분석

FT-IR 분 도계(Thermo Scientific Inc., Nicolet 

6700)를 이용하여 무처리 백합나무 시편과 200°C 

oven 열처리된 백합나무 시편의 IR 스펙트럼을 측정

하 다.

2.2.2.3. Oven 열처리재 증류수 각 측정

무처리, 180°C, 200°C, 220°C oven열처리한 백합

나무 시편을 각 측정기(Surface Electro Optics 

Inc., Poenix 330)를 이용하여 증류수에 한 3단면

(횡단면, 선단면, 방사단면)의 각을 측정하

다. 증류수  후 5  후의 각을 측정하 으

며, 5회 반복 측정치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평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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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ange of △E (difference of color 

value) during hot-water and vacuum- 

heat treatment.

2.2.2.4. Oven열처리재 내부후성 시험

고온 열처리된 백합나무의 내부후성 증  효과를 

확인하기 해 한국산업규격 KS F 2213의 �목재의 

내후성 시험 방법�에 따라 열처리되지 않은 기건상

태의 백합나무의 변재와 4시간 동안 200°C로 oven열

처리한 백합나무의 변재를 20 mm× 20 mm× 20 mm

의 정육면체 각 6개씩 총 12개의 시편을 비하 다. 

이를 부후개떡 버섯균(Fomitopsis palustris)과 구름

버섯균(Trametes versicolor)이 배양된 배양병에 각 

3개의 시편을 넣어 12주간의 부후 시험을 실시하

다. 12주 후 시편의 균체를 제거한 뒤 질량감소율

(%)을 산출하여 내부후성을 평가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수처리와 진공열처리에 의한 색

상차 감소

Fig. 1은 열수처리와 진공열처리 시 녹색의 심재와 

밝은 변재간의 색상 차(△E) 변화를 처리시간별로 

보여 다. 열수처리  심재와 변재 간의 색상 차는 

25.49에서 처리 후 13.83으로 11.66 감소하여 열수처

리 후 심재와 변재간의 색상차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 색상 차는 처리 후 30시간까지 크게 감소하다가 

처리시간 30시간 이후 색상 차 감소효과는 어듦을 

확인하 다. 

Fig. 2. The change of △E (difference of color 

value) during oven-heat treatment.

한편, 진공열처리  심재와 변재 간의 색상 차는 

24.90에서 처리 후 18.22로 6.68 감소하여 열수처리 

후 심재와 변재간의 색상차가 감소함을 확인하 다. 

색상 차는 처리 후 24시간까지 감소하다가, 처리시

간 24시간 이후에는 색상 차 감소효과가 어듦을 확

인하 다.

3.2. Oven열처리

3.2.1. 색상차 감소 및 함수율, 질량변화

Fig. 2는 oven열처리 시 녹색의 심재와 밝은 변재

간의 색상차(△E) 변화를 처리시간별로 보여 다. 

180°C oven열처리  심재와 변재 간의 색상 차는 

23.53에서 6시간 처리 후 9.37로 14.16 감소하 고, 

200°C oven열처리 시 25.58에서 4시간 처리 후 3.12

로 22.46 감소하 으며, 220°C oven열처리 시 24.85

에서 4시간 처리 후 2.78로 22.07 감소하 다. 180°C 

oven열처리 시 처리 후 6시간까지 진 으로 색상

차가 감소하 으며, 200°C와 220°C oven열처리 시 

처리 후 2시간까지 속도로 색상차가 감소하 으

며, 3시간 이후 색상 차 감소 효과가  어듦을 확인

하 다. 한편, 200°C와 220°C oven열처리 시 4시간 

이후 색상 차 감소는 거의 없고, 백합나무 목재 내의 

속한 열화가 진행되어 더 이상 oven열처리를 하지 

않았다.  

Table 1과 Fig. 3은 각 처리별로 녹색의 심재와 밝

은 변재 간의 색상차 감소분과 감소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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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crement rate (%) of △E in each treatment

△Ebefore △Eafter �△Ebefore － △Eafter� Decrement rate of △E

Hot-water TR 25.50 13.83 11.67 45.76 

Vacuum-heat TR 24.90 18.22 6.68 26.83 

180°C Oven-heat TR 23.53 9.37 14.16 60.18 

200°C Oven-heat TR 25.58 3.12 22.46 87.80 

220°C Oven-heat TR 24.85 2.78 22.07 88.81 

* Decrement rate = 
△    △  

△  
× 

Fig. 3. Decrement rate (%) of △E (difference 

of color value) in each treatment.

색상차 감소분은 “｜처리  심재와 변재 간의 색상차 

- 처리후 심재와 변재 간의 색상차｜”(｜△Ebefore - 

△Eafter｜)로 정의되며, 이 값은 열수처리 11.67, 진

공열처리 6.68, 180°C oven열처리 14.16, 200°C oven

열처리 22.46, 220°C oven열처리 22.07로 평가되었

다. 처리  심재와 변재 간의 색상차가 상이하여 이

를 보정하기 해 색상차 감소율을 “색상차 감소분/

처리  심재와 변재간의 색상차 × 100”으로 정의하여 

처리별 색상차 감소효과를 비교하 다. 이 처리별 색

상차 감소율은 열수처리 45.76%, 진공열처리 26.83%, 

oven열처리는 180°C, 200°C, 220°C 조건에서 각각 

60.18%,  87.80%,  88.81%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다른 처리에 비해 oven 열처리가 특히 200°C와 

220°C에서 백합나무의 심재와 변재간의 색상차 감소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하 다.

  Fig. 4는 각 처리 온도별로 oven열처리 시 질량감

소율(%)과 함수율(%) 변화를 보여 다. 질량감소율

은 최  시편의 질량에 한 질량감소분(최 시편의 

Fig. 4. Mass loss and moisture content by oven- 

heat treatment. 

질량-처리 후 시편의 질량)의 백분율로 계산하 다. 

180°C 처리 시에는 처리 후 4시간까지의 질량 감소

율이 15.47% 정도로 낮고 완만하게 증가하 으며, 

목재 내 수분은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모두 제거 

되었다(함수율 0%). 반면 200°C와 220°C oven열처

리 시 시작에서 4시간까지의 질량감소율이 28.34%

와 31.02%로 높았으며, 3시간 내에 목재 내 수분이 

모두 제거 되고, 이후 질량감소율이 속도로 증가하

다. 이로써 oven열처리 시 열에 지에 의해 우선

으로 목재 내 자유수와 결합수가 제거된 후, 셀룰

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의 열화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열화에 의한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

스의 감소는 목재의 강도를 낮추는 단 이 있으나, 

함수율 감소와 당류인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

의 열에 의한 변화로 치수안정성과 균에 한 내부후

성 증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00°C oven열처리 시 색상변화에 해 좀 더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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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hange of L* during heat-treatment 

by 200°C oven-heat treatment.

보면, 녹색의 심재와 밝은 변재의 명도와 색상변화에 

의해 색상차 감소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Fig. 5

는 200°C oven열처리에서 백합나무 심재와 변재의 

명도 변화를 보여 다. 명도값(L*)은 0에서 100까지

의 수치로 100에 가까워질수록 명도가 높은 밝은 색

을 의미한다. 처리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심재와 변재

간의 명도 차가 어드는데, 심재는 처리  66.21에

서 26.64로, 그리고 변재는 89.45에서 28.92로 명도

값이 낮아졌다. 이는 녹색의 심재부에 비해 밝은 변

재부의 명도값 하락폭이 커서 200°C oven열처리 후 

비슷한 명도값을 가져 색상차 감소효과를 보임을 확

인시켜 다.

한편, Fig. 6은 200°C oven열처리 시 심재와 변재

의 a*, b*값의 변화를 보여 다. CIE L*a*b* 색상표

(Commission Internationale d' Eclairage에서 

1976년 정립)에서 a*와 b*값을 결정한다. a*값이 양

수인 경우 붉은 계열, 음수인 경우 녹색계열이며, b*

값이 양수인 경우 노란색 계열, 음수인 경우 란색

계열의 색상을 가진다. 200°C oven열처리 시 심재와 

변재 모두 a*값은 모두 양수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

는데, 처리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붉은색계열이 짙어

짐을 확인하 다. 이는 열에 의한 목재 표면의 색상

이 짙은 고동색으로 변하면서 a*값이 상승한 것이다. 

반면 oven열처리에 의해 변재의 b*값은 상승하고 심

재의 b*값은 감소하면서 열처리 후 약 20 정도의 비

슷한 b*값을 가지면서 색상값이 유사해졌다.

Fig. 6. The change of a* and b* value during 

200°C oven-heat treatment.

Fig. 7. IR spectra of standard sample of cellu-

lose, lignin and their mixture.

3.2.2. FT-IR분석

Oven열처리에 따른 목재의 능기 변화를 확인하

기 해, 무처리 백합나무 시편과 200°C oven열처리 

시편의 FT-IR spectra를 분석하 다. Fig. 7은 목재

의 주요 구성 성분인 셀룰로오스와 리그닌 표 물질, 

그리고 두 성분의 혼합물에 한 FT-IR spectra를 

보여 다(이, 2008).

Fig. 8은 무처리 시편과 200°C oven 열처리 시편의 

FT-IR spectra를 보여 다. 3400 cm-1에서 셀룰로오

스와 련된 수소결합으로 보이는 O-H 피크가 찰

되는데, 200°C oven열처리 시편에서 무처리 시편에 

비해 상 으로 O-H피크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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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ater contact angles of oven-heat treated yellow-poplar on tangential section.

Fig. 8. FT-IR spectra of non-treated and 200°C 

oven-heat treated yellow-poplar.

있다. 이로써 oven열처리재의 소수화가 기 된다. 

셀룰로오스와 련된 피크의 감소는 열처리 시편의 

C-H피크(2997 cm-1)감소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 무처리 시편에 비해 200°C oven열처리 백합나

무 시편에서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의 C-O피

크(1048 cm-1)와 C-O-C피크(1122 cm-1)  C-H피크

(1330/1320 cm-1)가 감소하 다. 리그닌과 련된 

C-O피크(1268 cm-1)도 다소 감소하 으나, 리그닌과 

련된 다른 피크들(1200～1350 cm-1)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200°C oven열처리 시 

목재 내 자유수와 결합수 제거 과정과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의 열화과정에서 탈수  탈카르복실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 다. 상 으로 높은 

열화온도(280～400°C)를 지니는 리그닌은 셀룰로오

스와 헤미셀룰로오스에 비해 상 으로 분해가 덜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200°C oven열처

리 시 탈수와 탈카르복실 과정에 의해 백합나무의 소

수성 강화와 내부후성 증 를 기 할 수 있다. 

3.2.3. 접촉각 분석

  Oven열처리에 의해 백합나무의 소수성이 향상되

는지 확인하기 해 각기 다른 온도에서 처리된 목재

표면의 증류수 각을 측정하 다. Fig. 9는 처리

되지 않은 백합나무와 각 온도별로 oven열처리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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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ecay test for 200°C oven-heat treated yellow-poplar.

Fig. 10. Water Contact angles on each direc-

tional sections of oven-heat treated 

yellow-poplar.

합나무의 선단면(tangential section)에서의 

면의 사진과 각을 보여 다. 선단면에서 무처

리 백합나무는 증류수가 되는 순간 즉시 퍼져 

각이 0°이 으며, 180°C, 200°C, 220°C로 oven열

처리한 백합나무는 증류수를 떨어뜨린 뒤 5  후에 

각각 73°, 60°, 74° 정도의 각을 보 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는 열처리 온도와 각 간의 상 계

를 확인하지는 못하 지만, 180°C 이상 온도의 oven열

처리 시 백합나무의 소수성이 향상됨은 확인하 다.

  Fig. 10은 무처리 백합나무와 각 온도별 oven열처

리한 백합나무 시편의 세단면에 한 증류수의 

각을 보여 다. 무처리 백합나무 시편은 세 단면 모

두 각이 0°로 열처리 시편에 비해 상 으로 친

수성임을 확인하 고, 180°C, 200°C, 220°C oven열

처리 모두 각이 약 60° 이상으로 향상되어 oven

열처리 시 소수성으로 변함을 확인하 다. 이 결과를 

통해 180°C 이상의 고온 oven열처리 시 소수화 효과

와 백합나무의 평형함수율 감소에 따른 치수안정성 

증가  내부후성 증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3.2.4. 내부후성 시험

Oven열처리에 의한 백합나무의 내부후성 증 효

과를 확인하기 해 한국산업규격 목재의 내후성 시

험 방법(KS　F2213)을 따라 내부후성 실험을 실시하

다. Fig. 11은 무처리 백합나무 시편과 4시간 동안 

200°C로 oven열처리한 백합나무 시편에 백색부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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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ass loss in decay test (* TYP :

Fomitopsis palustris, TRV : Trametes 

versicolor).

인 구름버섯균(TRV, Trametes versicolor)과 갈색부

후균인 부후개떡버섯균(TYP, Fomitopsis palustris)

을 종한 후 6주 후와 12주 후의 사진을 보여 다. 

200°C oven열처리한 백합나무 시편에는 무처리 시편

에 비해 두 균의 균사가 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는 내부후성 시험 개시 12주 후 구름버섯균

과 부후개떡버섯균에 의한 질량감소율(%)을 보여

다. 무처리 시편의 경우, 12주간 부후개떡버섯균에 

의한 질량 감소율이 48.24%, 구름버섯균에 의한 질

량감소율이 27.28%인 반면, 200°C oven열처리 백합

나무 시편은 부후개떡버섯균에 의한 질량감소율이 

8.13%, 구름버섯균에 의한 질량감소율이 5.69%

다. 12주 내부후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200°C oven열

처리 시편의 내부후성은 무처리 시편에 비해 부후개

떡버섯균의 경우 83%[={(48.24-8.13)/48.24}×100], 

구름버섯균의 경우 79%[={(27.28-5.69)/27.28}×100]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처리재에 비해 200°C 

oven열처리재의 경우 80% 정도의 질량감소 는 부

후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백합나무의 내구연한을 상

당히 많이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백합나무 내 녹색의 심재와 밝은 변재간의 상이한 

색상차는  열수처리와 진공열처리, 그리고 oven열처

리에 의해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

다. 열수처리에 의한 색상 차 감소율은 45.76%, 진공

열처리에 의한 감소율은 26.83%, oven열처리에 의

한 감소율은 180°C 60.18%, 200°C 87.80%, 220°C 

88.81%로 평가되었다. 백합나무 내 이러한 심․변재 

간의 색상 차는 내장재, 가구재, 공 재 등의 부가가

치가 높은 용도로 백합나무의 사용을 제한하는데, 

oven열처리는 백합나무의 재색제어 공정에 효과

이라 단된다. Oven을 이용한 고온 열처리는 백합

나무의 심재와 변재간의 색상 차 감소효과 외에도 백

합나무의 평형함수율을 낮추고 소수화를 증 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균에 의한 내부후성 증 에

도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 다. 이로써 열처리 기술은 

화학 방부방충제의 환경부담과 인체유해에 한 우

려를 해소시킬 친환경 방부방충처리 기술의 하나로 

기 된다. 그러나 고온 열처리에 의한 목재 자체의 

질량감소로 인한 강도 감소가 상되어, 재색제어 처

리재를 외장재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색

제어 효과와 내부후성 증 효과 외에도 강도 평가에 

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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