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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조건축물 주변 화재방제구역에서 벌채된 후 방치된 20기의 그루터기를 3년간 조사한 결과 흰개미 군체가 빠른 속

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송광사 경내 전체 31개 목조건축물 중 4개 동에서 흰개미에 의한 손상이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어 서식지가 화재방제라인을 넘어 사찰 내부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극초단파 탐지장비

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도 내부 손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정비되지

못한 화재방제구역은 오히려 목조문화재의 잠재적인 위해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방화선 구축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목재 및 그루터기의 효율적인 제거 방안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three-year inspection of 20 tree stumps in the fire prevention area around the wooden building confirmed that

termite colonies had been rapidly spread. In particular, four buildings among thirty one wooden buildings of 

Songgwang-sa temple were infected by the termite, indicating that the habitate of termite has been spread across the 

fire prevention area over the temple area. However, a non-destructive microwave diagnosis showed that internal 

damages have been progressed until now, suggesting a high risk to the build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ire 

prevention area should be properly maintained to have harmful element controlled. Therefore, effective methods are 

required to eliminate tree stumps or wood materials used to establish fire prevention area near wooden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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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는 가공 당시 매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

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쉽게 열화되는 특징을 갖는

다. 전통 목조 건축물은 축조된 후 외기에 노출된 상

태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는다. 유기질로 구성

된 목재는 여러 열화요인 중에서도 생물학적 손상에 

가장 취약하다. 특히 목재 세포벽의 주 구성성분인 

셀룰로오스는 주변 곤충의 풍부한 영양원이 된다. 셀

룰로오스의 붕괴는 목재 강도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Son et al. 

2008). 곤충에 의한 목조문화재의 피해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면적 또한 한반도 남부지

역에서 중⋅북부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피

해의 원인은 해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한 산림 

비옥화 정책과 지구온난화현상 그리고 주거난방구조

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산림 비옥

화 정책은 흰개미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생목이나 고

사목, 낙엽, 부식토 등을 풍부하게 유지시켜 주었으

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림 특유의 수분 저장 능력

은 흰개미 번식에 도움을 주고 있다(Lee 2004).

문화재 보존분야에서는 흰개미에 의한 목조문화재

의 피해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1998

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기도 파주의 공순영릉 비

각, 경남 양산의 통도사, 경북 의성의 의성향교, 경북 

청도 대비사 대웅전, 경남 합천 해인사 등에서 일본 

흰개미의 피해 흔적과 군체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전역에 일본 흰개미가 서식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Han et al. 1998). 이후 이 등은 목조문화재

의 원형보존을 위한 충해 방제방안에 대해 보고하였

다(Lee et al. 2000). 특히 목조문화재를 가해하는 곤

충의 모니터링 방법과 방제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이

를 통해 권련벌레, 넓적나무좀 등 딱정벌레류와 흰개

미목, 벌목의 가해흔을 확인하여 부내별로 손상도 지

수를 산정한 바 있다(Lee et al. 2001). 또한 김 등은 

최근 전국목조건축물 231동을 대상으로 흰개미 손상

조사 결과 33.8%가 이미 흰개미에 의해 손상을 입었

으며, 7.8%는 현재에도 가해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한 바 있다(Kim et al. 2010).

또한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청과 산림청에 협약

에 따라 2008년부터 산림지역 내 중요 사찰 및 목조

문화재에 대한 산불 확산방지를 위하여 안전선 및 

방화선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2013). 문화재청과 산림청은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20-30 m 이

내의 수목 정비를 통해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

전선 확보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추진내용

으로는 첫 번째, 산림지역 내 중요문화재 주변의 공

간을 이격공간(안전선)과 완충지대(방화선, 방화림)

로 구분, 두 번째, 문화재 주변 임야 인화성물질(낙

엽, 잡목 등) 제거, 세 번째, 내화수림대조성 등이다. 

2008년부터 5년간 수행된 국가지정 문화재 안전선 

및 방화선 구축실적은 안동 개목사 원통전을 포함하

여 약 142건, 구축된 방화선의 넓이는 약 956.49 ha

이다(Table 1).

그러나 예산부족 등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수행되어지지 못하여 사업지역 내 벌목되고 남은 

목재와 제거되지 않은 그루터기가 목조건축물 주변 

수림에 무질서하게 적재되었고, 이로 인해 흰개미의 

서식처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흰개미의 

서식처 확산은 흰개미의 섭식 영양원이 되는 목조

건축물 쪽으로 유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Chungcheongnam-do Province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곤충에 의한 목조건축물의 

생물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전남 순천의 송광사

를 대상으로 현재 목조건축물의 생물피해 현황을 조

사하였으며, 화재방제라인 구축에 따른 흰개미 군체

의 변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수림 및 그루터기 

조사를 실시하여 목조건축물의 잠재적인 생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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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rack record

Number of case Safety line Defense line

2008 Total 18 buildings including Gamok-sa temple, Andong 12.15 ha 185.96 ha

2009 Total 36 buildings including Bongjeong-sa temple, Andong 36.561 ha 210.04 ha

2010 Total 42 buildings including Beomeo-sa temple, Busan 52.59 ha 224.68 ha

2011 Total 33 buildings including Imcheonggak, Andong 32.91 ha 158.63 ha

2012 Total 13 buildings including Kwonsijongtaek, Yecheon 18.95 ha 177.18 ha

Table 1. Present condition of fire prevention area and fire safety line in Korea

위험도를 산정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 장소 및 기간

곤충에 의해 가해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송광사(전남 순천)를 조사장소로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곤충의 활성이 가장 높은 

여름철(8월)이다.

2.2. 화재방제구역 흰개미 분포조사

목조건축물의 곤충 피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찰 경내 및 화재방제구역(사찰 주변 수림)의 

흰개미 분포 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찰경내와 주변 

수림에서 벌채된 후 방치된 20기의 그루터기를 대상

으로, 목재 그루터기의 수피부를 제거한 후 흰개미

의 서식유무를 육안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3년간

(2010-2012) 흰개미가 서식 중인 그루터기 수치를 

파악하여 서식지 확산여부를 분석하였다. 

2.3. 송광사 경내 흰개미 피해조사

송광사 경내 목조건축물의 흰개미에 의한 피해 조

사는 육안 상으로 가해흔적을 조사하는 방법과 극초

단파(Microwave) 탐지장비를 이용한 방법을 병행하

여 수행하였다. 목재외부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가해

흔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외부로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 극초단파 탐지장비(Termatrac, Australia)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극초단파 탐지 장비는 목재의 내부에 존재하는 곤

충의 움직임을 탐지하여 실제 가해 곤충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Kim et al. 2010). 극

초단파 탐지장비는 민감도를 5단계로 조정할 수 있

으며 목재 내부 깊은 곳에 존재하는 곤충을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다만, 목재내부에 존재하는 

곤충의 활동성만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곤충 종

을 분석하거나 이미 가해가 완료되고 군체가 이동된 

경우에는 분석이 불가능한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기계적 탐지와 육안으로 군체의 탐지를 동시에 수행

하여 상호 보완하였다. 모든 측정값은 극초단파 탐지 

장비 LCD 표시 창에 5 mm 간격의 35 mm 스케일을 

놓고, 5 mm씩 7구간으로 나누어 활성도를 측정하

였다. 

2.4. 목조건축물 충해피해 조사

곤충의 가해흔적 조사 방법은 목조건축물에 피해

를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6종의 가해흔 특징을 파악

한 후 역으로 가해해충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Table 2). 가해흔적 조사는 건축물의 부재별, 

높이별로 구분한 후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재방제구역과 흰개미 분포 조사

사찰 주변 수림조사를 통해 그루터기 20기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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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rmite colony stump at the back side of Mokwooam in Songgwang-sa temple.

Order Family Classification standard (Feeding trace) Damage degree
*

Isoptera Kalotermitidae
Found a long traces of gnaw and gap below the bottom of 

the timber or pillar
+++

Coleoptera

Andobiidae
Rough wood powder sticks to the hand when touched by hand, 

and found small escape hole round of 1-2 mm
+++

Lyctidae
Thin wood powder sticks to the hand when touched by hand, 

and found escape holes of irregular small circular of 1-2 mm
+++

Hymenoptera

Sphecodae Found large escape holes about 5 mm, and filled with soil +

Bombidae
Found large escape holes approximately 5-10 mm, 

and filled with soil
+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8, Museum and Pest Management

Table 2. Classification keys and damage degree of wood boring insects

한 결과 2010년 12기(60%)에서 흰개미의 서식이 관

찰된 반면, 2012년에는 모든 그루터기에서 흰개미의 

서식이 확인되었다(Table 3). 또한 송광사 경내 목조

건축물인 목우암, 적광전, 관음전 주변의 그루터기 

내부에서 흰개미 군체의 서식이 확인되었다(Fig. 1). 

이는 흰개미가 자신의 먹이이자 서식처인 화재방제

구역 내 그루터기를 중심으로 생육반경을 점차 확산

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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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Year 2010 2011 2012

Number of stumps damaged by 

termites

12/20

 (60%) 

16/20 

 (80%) 

20/20

 (100%) 

Table 3. Changes of termite distribution area in the vicinity of Songgwang-sa temple

Termite damage building
Activity Termite verified outside 

of woodPeak Sensitivity

Samilam 3 mm 5 ○

Dosungdang 10 mm 3 ○

Mokwooam 35 mm 3 ○

Jeokgwangjeon (1) 15 mm 5 ×

Jeokgwangjeon (2) 30 mm 5 ×

Table 4. Survey of the wooden buildings damaged by termites in Songgwang-sa temple

Fig. 2. The living termites in the wood box at the back side of Mokwooam.



화재방제구역에 따른 목조문화재 생물손상 및 생물위험도 평가

－ 109 －

3.2. 송광사 경내 목조건축물 흰개미 피해 

조사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목재 내부에 존재하는 흰개

미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삼일암, 도성당, 목우암, 적

광전 총 4개 건물에서 흰개미 활성 양성반응이 확인

되었다(Table 4). 삼일암과 도성당의 경우, 극초단파 

탐지장비를 통해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탐지된 

기둥 하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각 건물 기둥 

1개소에서 흰개미 서식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목우암 뒤편에 적재되어 있던 나무상자(뒤주)에서 

민감도 3에서도 35 mm까지 매우 높은 피크 값이 

나타났으며, 육안으로도 서식이 확인되었다(Fig. 2). 

그 외 송광사 경외에 위치한 적광전에서도 기둥 1개

소와 방 내부의 바닥 1곳에서 곤충의 활성이 확인되

었다. 극초단파 탐지장비의 경우 곤충의 활동을 탐지

하는 장비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가해 해충의 동정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주변 화재방제구역(수림)과 경

내에서 흰개미의 서식이 확인된바 흰개미에 의한 피

해로 예상되었다.

그 외에 기기에서 탐지는 되지 않았으나 육안으로 

흰개미 가해흔적이 파악된 건물은 약사전(정면 좌측 

기둥 상부, 우측 주선), 하사당(후면 우측 첫 번째 기

둥), 화엄전(좌측면 상방, 중방, 하방)이다.

3.2. 송광사 경내 목조건축물 충해 피해도

목조건축물 충해 조사 결과 국사전, 대웅전, 목우

암, 설법전, 승보전, 약사전, 영산전, 하사당, 화엄전 

총 9개 건물에서 곤충에 의한 피해가 발견되었다

(Table 5). 국사전의 경우, 정면 우측 첫 번째 기둥에

서 상, 중, 하 모두 구멍벌과에 의한 피해가 심한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후면의 좌측 2번째 기둥은 빗살

수염벌레과의 탈출공이 확인되어 그 피해 정도가 심

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웅전의 경우 2개의 기둥, 

각각 중, 하 부위에 그 피해 정도가 약한 구멍벌과의 

피해흔이 확인되었다. 목우암의 경우 10개의 기둥 

상, 중, 하 부위 고르게 구멍벌과의 피해가 나타났으

며, 정면 좌측 세 번째 기둥은 상부와 중부에서 뒤영

벌과의 피해흔적이 확인되었다. 설법전의 경우 좌측

면의 기둥 4개소에서 넓적나무좀과 구멍벌과의 피해

흔적이 상, 중, 하 고르게 나타났다. 승보전의 경우 4

개의 기둥에서 넓적나무좀과 구벙벌과의 피해가 확

인 되었다.

우측면의 기둥에선 상단부에 구멍벌과의 가해흔이 

확인되었다. 영산전의 경우 기둥 6개소에서 빗살수

염벌레과와 구멍벌과의 가해흔이 확인되었으며, 정

면 좌측 2번째 기둥의 경우 우측 주선의 상, 중, 하 

부분에 빗살수염벌레과의 피해양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3년에 걸친 사찰 화재방제구역의 흰개미 분포를 

조사한 결과 매년 흰개미의 분포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봄철 군비를 

통해 흰개미가 경내의 목조건축물에 유입될 잠재

적인 위험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2013). 흰

개미는 한번 발생하고 나면 방제가 어렵고 재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흰개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흰개미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흰개미의 서식지를 제

거해야 한다. 화재방제구역 구축을 위해 간벌된 목재

와 그루터기의 제거는 흰개미 서식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현재 흰개미에 의해 

피해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대해 주기적인 화학방제처리(훈증, 토양처리 

등)를 수행하여야 한다.

흰개미의 경우 지중성으로 주로 빛을 피해서 땅이

나 내부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목조건축물의 외부에

서 확인이 어렵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2012). 따라서 흰개미의 식흔이나 가해흔이 

외부에서 확인될 경우 이미 내부의 공동화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된 경우가 많다. 극초단파 탐지장비를 

이용한 목조 건축물의 내부가해곤충 조사를 통해 손

상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송광사

의 경우 전체 31동 중 4개 동에서 흰개미에 의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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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name

Checking the wood elements damaged by insects

RemarkIsoptera Coleoptera Hymenoptera

Kalotermitidae Andobiidae Lyctidae Sphecodae Bombidae

Guksa

-jeon
- 2 - 3 1

Daewoong

-jeon
- - - 2 -

Mokwoo

-am
1 - - 10 1 Stump

*

Sulbeop

-jeon
- - 5 4 -

Seongbo

-jeon
- - 2 2 -

Yaksa

-jeon
2 - - 2 -

Youngsan

-jeon
- 4 - 5 -

Hasa

-dang
2 1 1 4 -

Hwaum

-jeon
6 1 - 8 -

Samil

-am
1 - - - -

Dosung

-dang
1 - - - -

Jeokgwang

-jeon
2 - - - - Stump

*

Gwaneum

-jeon
- - - - - Stump

*

* 

Be verified insect habitats near temple and around forest

Table 5. Number of wood elements damaged by wood boring insects in Songgwang-sa Temple

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송광사 

주변 수림 그루터기와 목우암 뒤편 뒤주(나무상자)에

서 흰개미의 서식이 확인되는바 언제든 흰개미에 의

한 손상이 예상된다.

송광사에서는 흰개미, 빗살수염벌레, 넓적나무좀, 

구멍벌, 뒤영벌 등 목조문화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생물피해의 양상들이 종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목조건축물에서 발생한 피해양상은 구멍

벌과의 탈출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흰개

미, 빗살수염벌레와 넓적나무좀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멍벌과의 탈출공은 목조건축물의 구조

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외관상 그 직경이 다

른 가해 곤충에 비해 크고 분포가 넓어 미관상 해를 

입힌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2012). 다만 큰 탈출공을 통해 다른 충이나 균의 유

입이 용이해질 수 있어 추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빗살수염벌레와 넓적나무좀 성충은 도관 내에 산

란관을 삽입시켜 목재 내에서 산란을 하는데, 부화된 

유충은 섬유방향으로 불규칙하게 공도를 뚫고 나간

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2012). 

유충이 목재를 내부에서 극심하게 갉아먹어도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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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부에서는 확인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

우 구조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재 주변 수림의 안전선 및 방화선 구축은 산

불 발생을 통한 문화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방화선 구축 실시지

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와 나무 그루터기는 흰개미의 

서식지를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

해 화재방제라인 구축에 따른 생물손상 및 생물위험

도 평가를 통해 생물종의 서식지 확산과 잠재적인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나무 그루터기의 

전면적인 제거 또는 방제처리 등의 구체적인 방안 

없이는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생물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보존 전문가 및 전문 업체를 통해 방제

와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목조문

화재 보존을 위해서 방화선 구축사업으로 인해 발생

된 목재 및 그루터기의 효율적인 제거 및 방제방안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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