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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훈증방법 중에서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포함하는 훈증 약제가 문화재 재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지류, 섬유, 금속, 안료 등 4종류의 시험편을 제작하고 훈증처리 전·후의 색상, 무게, 표면 변화, 

그리고 지류와 섬유 시험편에 대한 적외선 분광분석을 실시하였다. 훈증처리는 약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군을 대조군으로 하고 에

틸렌 옥사이드 + HFC134a, 에틸렌 옥사이드 + CO2 등 2종류의 훈증제 처리군을 실험군으로 하였다. 색차 측정 결과, 소다회를 이용

하여 증해한 한지, 은, 면, 견, 모시, 황색 안료 등에서 색상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은 시험편에서 평균 6.0 이상의 높은 색차 변화

가 측정되었다. 그러나 은 시험편의 경우 훈증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시험편의 색차가 약제를 처리한 것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훈증제 처리가 시험편의 색상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훈증처리 시 주의가 요구된다. 무게 측정에서는 

전체적으로 0~2% 정도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금속 시험편의 변화가 가장 적었고 지류 시험편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

험편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일부 시험편 표면에서 색상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은 시험편에서 가장 큰 변화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류와 섬유 시험편을 대상으로 한 적외선 분광분석 결과에서 성분상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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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류, 섬유, 목재 등 유기질 문화재의 

생물피해 방제를 위해 훈증 소독을 처음 적용한 것은 파

주 공순영릉 비각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견된 것을 확인

한 1982년부터로 알려져 있다(한성희 외 1998: 143; 강대

일 2009a: 284).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 훈증 소독에 사용되

는 약제는 메틸 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CH3Br)와 에

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C2H4O)의 혼합가스(이하 

하이겐-M이라 한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하이겐-M을 이용

한 훈증 소독법은 살충·살균력이 우수하고 약제의 잔류성

이 적어 각종 유기질 문화재의 생물학적 피해를 방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김경식 1984: 

172; 유혜영 외 1999: 44; 신장하·우세린 2014: 69).

그러나 하이겐 - M 훈증제의 주요 성분인 메틸 브로마

이드가 오존층 파괴물질로 판정되면서 1987년 몬트리올 의

정서에 의해 선진국부터 순차적으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최근에는 화학적 훈증제 이외에도 저산소 처리나 열처리법 

등과 같은 친환경적 방제 처리법까지 다양한 검토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화학적 훈증제가 문화재 재질

에 미치는 영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에틸렌 옥사이드가 포

함된 훈증제를 이용하여 지류(고서적 포함), 섬유(의류 포

함), 청사진, 단청 안료 등을 대상으로 훈증 소독을 한 후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몇 가지 색상 및 이미 열화가 진

행된 고서적 등 일부 재질에서 색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

고된 결과(이길성 외 2002: 11)나, 하이겐-M을 이용하여 출

토 복식유물을 대상으로 훈증 소독을 했을 때 약제 처리 

직후에는 색차가 크게 나타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에는 안정화 된다는 연구결과(채옥자 외 2004: 675)를 보

면 재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화학적 훈증제 

처리가 문화재의 재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60년대부터 하이겐 - M 훈증제를 사용해 온 일본에

서 금속 5종류의 표면을 가공한 후 훈증처리 했을 때의 잔

류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훈증처리로 인해 금

속류의 표면 색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

였다(神谷嘉美 외 2006: 194).

이처럼 화학적 훈증제가 우수한 훈증효과 및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최근에는 화학적 

훈증제 이외의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검역 등 특정 

목적 외에는 메틸 브로마이드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

미 상품화되어 있는 화학적 훈증제를 비롯한 저산소 및 열

처리법의 문화재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2009년에는 문화재 

훈증용으로 사용되는 훈증제(Methyl Iodide, EO + HFC134a, 

EO + CO2, Sulfuryl Fluoride 등 4종)와 수출입 목재 훈증

에 사용되는 시아노겐 가스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재질에 

미치는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훈증제 종류에 따라 금속, 

안료, 지류, 섬유 시험편에서 표면 변화 및 색도 변화가 나

타났다고 발표한 사례도 있다(강대일 2009a: 290; 강대일 

2009b: 469).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화학적 훈증제와 친환

경적 방제 방법 중 경제성과 훈증 효과 측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메틸 브로마이드 훈증제를 능가하는 약제는 없

으나(강대일 2009b: 470), 친환경적 살충 처리법이 화학적 

가스 훈증에 비해서 재질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친환경적 살충 처리법은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

요되며 살균효과가 미흡하여 살균 목적으로 훈증할 경우

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학적 훈증법을 완

전히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

라 앞으로는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재질이 무엇인지, 훈

증 소독의 목적이 살충인지 살균인지, 훈증 소독의 규모

와 방법은 무엇인지(밀폐, 피복, 포장 훈증 등) 등 여러 조

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이번 원고에서는 화학적 훈증제 중에서 재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확인된 에틸렌 옥사이드 포함 

약제를 중심으로 훈증 소독에 따른 재질 안정성 평가를 실

시함으로써 훈증제 선택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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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훈증 약제 및 처리조건

본 실험에서 사용된 훈증 약제는 Ethylene oxide 

15% + HFC134a 85% 혼합가스(상품명 : 에키흄s, 일본액탄주

식회사), Ethylene oxide 20% + CO2 80% 혼합가스(상품명 

: 카복스 20, 일본액탄주식회사) 등 2종을 사용하였으며, 

문화재 재질에 대한 안정성 평가 결과 비교를 위해 약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군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훈증처리는 평균 온도 15℃, 습도 40%의 환경에서 실

시하였으며, 2m×2m×2m의 실험 챔버를 제작한 후 훈증처

리 자격을 보유한 훈증업체의 훈증공이 피복하여 처리하였

다. 챔버 내부에는 실험용 시험편과 공시균으로 검은곰팡이

(Aspergillus niger)를 설치하였으며, 처리시간은 처리시기의 

온도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 처리시간인 72시간으로 하였다.

2) 실험용 시험편

문화재 재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화

재 재질 중 대표성을 지니며 일부 훈증가스에 의해 변색 등 

영향이 있다고 확인된 금속, 지류, 섬유, 안료 등 4종류의 재

질을 선택하여 실험용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금속은 구리(copper), 은(silver), 납(lead), 철(iron)을 

25mm×25m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으며, 시험편의 

개수는 처리 조건에 따라 5개씩으로 하였다. 구리와 은은 

호일(foil) 타입(Sigma Aldrich)을 사용하였고, 함량은 구

리 99.8%, 은 99.9%(두께 0.1mm)였다. 철은 99.99%(두께 

0.1mm)의 호일 타입(Alfa Aesar)을 이용하였고, 납은 두께 

0.13mm의 호일 타입(Fisher Scientific)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지류는 자숙제의 종류(육재, 소다회)를 달리하여 초

지한 한지와 여과지 등 3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육재로 증

해한 한지는 문경한지(두께 0.14mm, 밀도 0.37g/cm3)에서 

구입하였고, 소다회로 증해한 한지는 의령한지(두께 0.08 

mm, 밀도 0.29g/cm3)에서 초지한 한지를 사용하였다. 여

과지는 직경 300mm의 원형 제품(advantec)으로서 시험편

의 크기를 50mm×50mm로 절단하여 사용하였으며, 개수

는 처리 조건에 따라 7개씩으로 하였다.

섬유는 염색하지 않은 광목(면), 명주(견), 삼베, 모시를  

구입(모두 황해상회)하여 사용하였다. 광목은 두께 0.28mm 

의 면 재질을 선정하였으며, 명주는 두께 0.18mm의 견, 삼베

는 두께 0.52mm의 대마를, 모시는 두께 0.29mm의 저마로 

하였다. 시험편 크기는 50mm×50mm로 절단하여 사용하

였고, 시험편의 개수는 처리 조건에 따라 7개씩으로 하였다. 

안료는 한지(문경한지)를 일정한 크기(30mm×80 

mm)로 절단하여 채색하였으며, 시험편의 개수는 처리 조

건에 따라 5개씩으로 하였다. 색상은 오방색을 기준으로 유

기안료인 먹을 제외한 자황, 남청, 주사, 호분 등 4종류와 바

탕 가칠에 사용되는 뇌록을 추가하여 총 5종으로 하였다. 

안료는 모두 구입(가일전통안료)하였으며, 자황, 남청, 주사, 

뇌록은 입도 #10이었고 호분은 입도 Ⅳ의 안료를 구입하였

다. 시험편을 제작할 때의 교착제는 아교(알아교, 일본봉황)

와 아크릴 에멀전(포리졸 506, 대양화학)의 두 종류를 사용

하였다.

2. 평가방법

본 실험에서는 재질별 안정성 평가를 위해 훈증처리 

전·후의 표면변화, 무게, 색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지

류와 섬유 시편의 경우에는 적외선 분광분석(FT-IR)을 추

가로 실시하였다. 표면 변화는 디지털카메라(MARK Ⅲ/

Canon)와 금속현미경(Axiotech/Carl Zeiss, 50배), 실체현미

표 1. Treatment conditions of fumigant 

Fumigant
Concentration
(g/m3)

Exposure
time

Remarks

Non-fumigation Control

Ethylene oxide 15% 
+ HFC134a 85%

200 72h

Ethylene oxide 20% 
+ CO2 80%

200 7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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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perimental samples used for this study

No. Experimental samples Size

1
Paper
(undyed)

50mm×50mm

Mulberry paper 
(lye)

Mulberry paper
(soda-ash)

Filter paper

2 Metal 25mm×25mm

Copper Lead Silver Iron

3
Textile
(undyed)

50mm×50mm

Cotton Silk Hemp Ramie

4 Pigment 30mm×80mm
Hobun(W) Namcheong(B)

Cinnabar(R) Yellow(Y) Noero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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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Stemi 2000-C/Carl Zeiss, 10배)을 이용하여 10~50배(지

류, 섬유, 안료는 10배, 금속은 50배)로 관찰하였다. 무게 변

화는 각 시험편당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분

석용 전자저울(ML 204/Mettler Toledo)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색도변화는 색도계(spectro-guide/BYK gardner)를 

사용하여 훈증처리 전·후에 동일한 위치에서 색도를 3회 

측정한 후 색차(△E)를 산출하여 색도 변화의 정도를 평가

하였다(표 3). 적외선 분광분석은 지류와 섬유 시편을 대상

으로 적외선분광기(Vertex 70/Bruker)를 이용하여 훈증처

리 전·후의 성분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조건은 <표 4>와 

같다.

표 3. Degree of color difference (△E)

No. Degree of color difference △E

1 very slight difference 0 - 0.5

2 slight difference 0.5 - 1.5

3 discern in eyes 1.5 - 3.0

4 significant difference 3.0 - 6.0

5 very significant difference 6.0 - 12.0

6 different color ≥ 12.0

표 4. Condition of FT-IR measurement

IR measurement condition

Scan number 16

Resolution 4cm-1

Range 4,000~600cm-1

ATR crystal material ZnSe

Ⅲ. 연구결과

1. 색도변화

1) 무처리 시험편

훈증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시험편의 처리 전·후 

색도를 측정한 후 색차를 계산하였다. 지류와 삼베, 은을 

제외한 금속, 안료 시험편의 색차는 1.0 이하로 측정되었으

나, 면, 견, 모시와 은 시험편의 경우에는 색차가 2.0 이상으

로 나타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정도의 색상 변화를 확인

하였다. 특히, 은 시험편의 경우에는 훈증제를 처리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색차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훈증제 처

리 유무와 상관없이 대기환경 및 공기 중의 온·습도 등의 

원인에 의해 변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2) Ethylene oxide + HFC134a 처리 시험편

Ethylene oxide와 HFC134a 혼합 가스를 처리한 후 훈

증처리 전·후의 색차를 측정한 결과, 소다회로 증해하여 초

지한 한지와 은 시험편 등 두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편

에서는 색차가 1.5 미만으로 나타나 훈증제 처리에 따른 색

상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 시험편의 경우, 색차

값이 5.57로 측정되었으나 훈증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그림 1.  Color difference of non-treatmen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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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에서 오히려 더 큰 색상 변화가 나타나 훈증제가 시

험편의 변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안료 시험편의 경우, 전체적으로 1.0 미만의 낮은 색차

값을 보였으나 아크릴 에멀전을 이용하여 채색한 황색 시

험편의 경우 다른 시험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색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Ethylene oxide + CO2 처리 시험편

Ethylene oxide와 CO2 혼합 가스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 시험편만 색차가 6.16으로 측정되어 무처리 시험편 다음

으로 높은 색상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시험편은 모

두 색차가 1.5 미만으로 나타나 다른 종류의 훈증제에 비

해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무게 변화

지류, 섬유, 금속, 안료 시험편을 대상으로 훈증처리 

전·후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0~2% 정도의 무

게 변화가 나타났다. 훈증제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

는 있었지만, 금속 시험편에서 변화가 가장 적었고 지류 시

험편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류 시험편의 경

우, 약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시험편의 무게 감소율이 

약제를 처리한 것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약제 처리

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류와 안료 시험

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험편에서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섬유의 견 시험편과 금속의 구리, 납, 은 시험편

은 무게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    Weight reduction rate of non-treatment samples그림 3.    Color difference of samples treated with ethylene 
oxide + CO2

그림 5.    Weight reduction rate of samples treated with ethylene 
oxide + HFC134a

그림 6.    Weight reduction rate of samples treated with ethylene 
oxide +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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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변화

훈증 약제 처리에 따른 시험편의 표면 변화를 확인하

고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훈증처리 전·후의 표면 상태를 관

찰하였다. 이미지 분석 결과, 지류 시험편은 약제 처리 전·

후를 비교했을 때 명도(L)는 86.99에서 88.88로 증가해 약

간 밝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시험편 일부의 표면에서 

검은색 반점들이 발견되었다. 안료 시험편은 명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a값(적 - 녹 색도)과 b값(황 - 청 색도)

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은 시험편의 경우 명도(L)는 94.15에

서 90.16으로 감소하고 a값과 b값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

내면서 색차가 7.63 정도로 크게 나타나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의 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Changes in surface observation on samples before and after fumigant treatment

Material Fumiga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Silver control

L a b L a b

94.15 1.19 5.68 90.16 2.10 12.12

Soda-ash 
cooked Hanji

EO + HFC134a

L a b L a b

86.99 -0.76 5.09 88.88 -0.13 5.16

Yellow pigment EO + CO2

L a b L a b

79.12 8.78 61.66 79.12 9.03 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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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IR spectrum of papers

Lye cooked 
paper

Soda-ash 
cooked paper

Filter paper

4. 적외선 분광분석

훈증 약제 처리에 따른 지류, 섬유 시험편의 성분 변

화를 확인하고자 적외선 분광분석(FT-IR)을 실시하였으

나, 훈증제 처리에 따른 유의미한 성분 변화는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지류와 섬유 재질별 IR 스펙트럼을 보면, 무

처리 시험편 및 훈증제 처리 시험편에서 파장에 따라 peak 

intensity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훈증제 처리 이후

에도 성분 변화에 수반되는 peak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험편의 경우, 1,000cm-1에서 나타난 C-O 

band와 2,900cm-1의 hydrocarbon chain, 3,300cm-1에서 

peak가 확인되었으며, 약제 처리 전과 비교해 처리 이후에

도 peak의 이동(shift)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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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IR spectrum of textiles

Cotton

Silk

Hemp

R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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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

한 훈증 방법 중에서 가스를 이용하는 화학적 훈증법을 중

심으로 문화재 재질에 미치는 영향 및 변화 정도를 관점으

로 분석하였으며, 지류, 섬유, 금속, 안료 등 4종류의 시험편

에 대한 훈증처리 전·후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안정

성 평가는 무게, 색도, 표면 관찰, 지류와 섬유 시험편에 대

한 적외선 분광분석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무처리 시험편 대비 2종류의 대체 훈증제를 적용한 

후 지류, 섬유, 금속, 안료 시험편의 색차를 측정한 결과 일

부 시험편을 제외하고 육안으로 변화를 판단할 수 있을 정

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속 시험편의 경우, 평균 

6.0 이상의 색차 변화를 나타낸 은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질

에 비해 안정한 색도 변화를 보였다. 은 시험편의 경우, 훈

증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시험편의 색차가 약제를 처리

한 것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 훈증제 처리가 시험편의 색

상 변화에 결정적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무게 변화에서는 0~2%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약

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시험편의 무게 감소율이 약제

를 처리한 것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약제 처리에 따

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험편의 표면을 현미경(10~50배)으로 관찰한 결과, 

일부 시험편의 표면에서 색상 변화가 확인되었다. 색상 변

화가 발생한 지류와 섬유 시험편을 대상으로 적외선 분광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학적 성분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에 따르면, 은 시험편 등 일부를 제

외하고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포함된 훈증제를 이용하여 훈

증 소독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

음의 몇몇 사항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에틸렌 옥사이드가 포함된 훈증제는 금속, 지류, 

섬유, 안료 등 재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다만, 에틸렌 옥사이드 훈증제의 경우, 가연성과 폭발성

으로 인해 훈증 소독 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으며, 

메틸 브로마이드,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등 소화성消火性 

가스와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혼합했을 때 약제의 효

과에 따라 훈증제 투약량이나 처리시간이 정해진다. 메틸 

브로마이드에 비해 이산화탄소나 대체 프레온가스 등을 혼

합한 훈증제로 처리하는 경우, 약제의 투약량과 처리시간

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하이겐-M 훈증제를 사

용할 때와는 달리 폭발성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험상의 제약 조건으

로 인해 소규모 챔버 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훈증 소독을 할 때의 상황들이 전부 재현되

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실제 현장에서 에틸렌 옥사이

드가 포함된 훈증제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훈증대상

물의 규모나 밀폐 여부 등 주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약제

의 투약량이 급증하게 된다면 폭발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

아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기존의 하이겐-M 훈증제는 30년 이상 문화재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훈증대상물의 

규모별 적정 투약량, 훈증 소독 중에 대상물 내부의 가스농

도나 가스 누출 여부 등 훈증 소독에 따른 점검해야 할 제

반 사항들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으나, 대체 훈증제

의 경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또한 훈증 소독의 투

약량과 처리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온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에는 온도보다 습도에 의한 영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

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완연

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재 재질을 먹이원으로 하는 다양한 해충

과 곰팡이 피해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살충살균

처리는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문

화재 재질뿐만 아니라 사람, 토양, 수질 등 주변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은 없는지 검토한 후 적용해야 한다. 훈증 소독

의 효과와 비용 측면만 고려한다면, 화학적 훈증법이 당연

히 우수한 방법일 수 있으나, 문화재 재질 및 처리자와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화학적 훈증법과 친환경적

인 방법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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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1990년대부터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등을 이용한 

저산소(탈산소) 처리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

과 저산소 처리법이 가스 훈증에 비해 처리시간은 오래 걸

리지만,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문화재 재질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위험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日高眞吾 외 2002: 77).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

산소 및 열처리법 등 친환경적 방법의 문화재 적용 가능성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산소 및 열처

리법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미생물

에 대한 완벽한 살균에는 한계가 있으나, 살충 처리법으로

는 비교적 안정한 방법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

다(장한결 외 2014: 155). 이외에도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저산소 농도 살충 챔버를 제작하여 박물관 소장품을 대상

으로 저산소 살충처리의 효과 및 지류, 직물 재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30일간 처리했을 때 색차와 인장강

도 측정값을 비교해 본 결과 재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

다고 보고하였다(오준석 외 2014: 233). 따라서 훈증 소독 

약제와 방법을 선택할 때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

토, 비교한 후 훈증 소독 대상 및 영향을 고려하여 최적 방

법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훈증 소독이 보편화된 이후 일부 박물

관에서는 소장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훈증

고를 구입하였거나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다. 과거에 하이

겐-M 가스를 이용하여 훈증 소독을 할 때 훈증 소독의 효

과, 재질 안정성 평가, 훈증 소독용 가스의 특성 등 다양

한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훈증 소독의 효과와 경제적 측면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 훈증 소독의 방법이나 훈증제

의 종류를 다양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는 각 기관별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종류 및 특성에 맞춰 

소독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장 

유물의 종류 및 상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기관에서의 다양한 시도는 필요불가결할 것으로 여겨지

며, 향후 훈증 소독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연구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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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g Soyoung·Kim Young-hee·Lee Jeung-min
Conservation Scienc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tability Assessment on Materials of Cultural 
Property by Fumigants Containing Ethylene Oxide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stability on materials of cultural property when the fumigant 

containing ethylene oxide was applied among some kinds of fumigant. Four kinds of specimens from paper, 

textile, metal and pigment were prepared to compare color difference, weight, surface condition before and 

after treatment and FT-IR analysis was carried out on specimens of paper and textile. In the case of fumigation 

treatment, it was conducted by two groups : one is made up of specimens with the non-fumigation as control 

groups, the other is made up of specimens treated with ethylene oxide + HFC134a and ethylene oxide + CO2 as 

experimental groups. The result of color difference showed that there were color differences on the specimens 

of Hanji(Korean traditional paper), silver, cotton, ramie and yellow pigment. Especially, it was found out there 

was color change more than 6.0 on average from the silver specimen. However, in the silver specimen's case, 

color change in the non-fumigated specimen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fumigant-treated specimen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fumigant doesn't have a decisive effect on color change in specimens, but required 

caution while fumigating. The result of weight measurement, there were totally 0~2% weight changes and the 

slightest change was found in the metal specimen, the biggest change in the papers. The result of microscopic 

observation on the surface of specimens showed color changes and especially, the biggest change on the silver 

specimen was observed. But no change in components was identified from FT-IR analysis of papers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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