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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는 일반적으로 농약에서 유래한 화학적 약제를 사용한 충해 방제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로 인해 Methyl oxide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화학적 약제의 사용이 점차 지양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대체 

약제의 탐색과 온도(고온·저온)처리, 저산소 처리, 이산화탄소 처리, 방사선 처리 등의 물리적 처리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었

으나 현재까지 현실적인 평가 기준과 적용 방안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국내 문화재 생물

피해 방제법의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고 그간의 연구를 통한 대체약제 및 기술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여, 국내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였다.

국내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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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약제로 사용되어 왔던 Methyl 

bromide가 2015년 이후부터 사용 금지되었다. Methyl 

bromide는 뛰어난 살충 살균효과로 국내에 도입된 후 다

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방역 훈증제로 사용되었던 성

분이었으나 1997년 9월 캐나다에서 채택된 ‘오존층 파

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1에 의거해 대기

환경에 유해한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되었다. 이에 선진국

은 2005년, 개발도상국은 2015년부터 사용이 금지됨2에 따

라 전 세계적으로 Methyl bromide를 대체할 새로운 방제

법이 요구되었다.

생물피해 방제는 크게 화학적, 물리적 처리법으로 나

뉘어진다.3 화학적 처리법은 Methyl bromide와 같이 재질

의 심층부까지 침투하여 효과를 발휘하는 훈증처리와 표면

에 정착하는 해충을 제거하는 비누화 물질 또는 화학농약

처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물리적 처리법은 온도(고온·저온)

처리, 환경조절 처리, 방사선 처리 및 이들의 혼합처리를 의

미한다.4

2005년부터 Methyl bromide의 사용 금지가 결정된 

선진국에서는 화학적 방제의 대안책으로 농업 및 방역분야

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처리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럽은 1980년대부터 저산소 처리 및 열처리 기술을 이용

하여 살충처리를 시행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를 이용한 

C.A.T(Controlled Atmosphere Treatment)처리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해왔다.5

국내에서도 새로운 훈증가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대체가스를 선정하여 살충 살균 효과와 재질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저산소 처리법과 감마선 조사법 등 물리적 

방제법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체약제의 평가 기준과 제도의 부

재, 대체 방제기술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한계 등 문제점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법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여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였다.

 Ⅱ. 본론

1. 국내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법의 역사 

1)   1980년대 - 훈증을 통한 대규모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도입

인류는 수목이나 곡식을 위협하는 해충을 신속하고 효

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제형과 성분의 

화학 약제를 개발해왔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농약으로 인식

되고 있는 유기합성 약제들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

내에 소개되었다. 사람이나 농작물에 해가 되는 곤충을 제

거하기 위한 초기의 목적에서 시작된 화학 약제는 곧 문화

재를 위협하는 해충을 제어하기 위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목적

으로 1989년 1월 발효된 국제협약.

2 검역 및 출하 전의 처리 등 일부 용도 제외.

3   Paull, R.E., Armstrong, J.W,, 1994, ‘Inserct and fresh horticultural products : treatments and responses’, CAB International, Wallingford, 

UK.

4   Carpenter, A. and Potter, M.A.,1994, ‘Controlled atmospheres. In : Quarantine treatments for pests of food plants’ (Edited by Sharp J.L. 

and Hallman G.J.),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pp.171~198.

5   Newton, J., M. Abey-Koch, and D. B. Pinniger., 1996, Controlled atmosphere treatment of textile pests in antique curtains using 

nitrogen hypoxia—a case study‘,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sect Pests in the Urban Environment, 

Cambridge, BPC Wheatons Ltd, Exeter,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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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목조건축물에 대한 본격적인 생물피해 방제

가 도입된 것은 1980년대이다. 문화재연구소 관계직원이 일

본에 파견되어 문화재 훈증처리에 대한 기초 연수를 받은 

뒤, 1982년 파주 공순영릉의 순릉 비각에 대한 훈증 처리

를 실시하였다(그림 1).6 이 때 두께 0.3mm 전후의 방수포 

등으로 피복하는 피복 훈증처리법이 적용되었으며 훈증 약

제로는 Methyl bromide와 Ethylene oxide의 혼합가스가 

사용되었다. Methyl bromide와 Ethylene oxide 혼합가스는 

살충성 약제인 Methyl bromide와 살균성 약제인 Ethylene 

oxide를 86 : 14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었다. 훈증처리는 기

체 약제를 사용하므로 구조가 복잡하고 재질이 취약한 유

물에 손을 대지 않고 균일한 살충·살균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처리 후 약제가 빠른 속도로 증산하므로 약제와 재질 

간의 접촉 시간이 짧아 문화재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가

해 생물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

내 목조건축물의 생물피해 방제에 훈증처리 방법이 보편적

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2) 1990년대 - 국가적 관심 증대

1990년대에는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훈증 처리 사업이 

계획되었다. 1991년에는 중요문화재의 부식이나 해충으로 

인한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보존 처리 사업으로서 문화재를 

대량 소장하고 있는 장말손 종손가 고문서고 등 11개소에 

대한 훈증소독이 실시되었다.7 1993년에는 남원 광한루 등 

6개 지역과 창덕궁 유물 창고 등 10개소에 훈증처리가 이

루어졌다.8

1998년에는 팔만대장경판이 소장되어 있는 해인사 응

향각에서 흰개미에 의한 충해 흔적을 발견하고 해인사 내 

목조건조물과 주변을 중심으로 흰개미 방제 및 살충 처리

를 진행하였다. 목조건축물 중 흰개미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 우려가 있는 건조물은 Methyl bromide 가스로 포장 

훈증 처리를 했으며 흰개미 서식처로 의심되는 장경판전 뒤

편 숲 속 등에서는 소나무 그루터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

양에 방의 처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목재 시험편을 해인

사 주변에 다수 설치해 주기적으로 시험편을 관찰함으로써 

흰개미의 재침입 여부와 활동 양식을 확인하였다.9

6 文化財管理局文化財硏究所, 1985, 『文化財硏究所十年史』, p.84.

7 문화재청, 2012, 『문화재청 50년사(본사편)』, p.355.

8 문화재청, 2012, 『문화재청 50년사(본사편)』, p.381.

9 문화재청, 2012, 『문화재청 50년사(본사편)』, p.442.

그림 1.  1982년 공순영릉 순릉비각의 피복훈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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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약제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

었다. 1996년 문화체육부에서 Methyl bromide와 Ethylene 

oxide의 혼합 약제를 사용한 경우와 Methyl bromide를 단

독 사용할 경우의 살충·살균 효과를 비교하였고,10 1999년

에 Methyl bromide와 Ethylene oxide의 혼합 가스에 의한 

훈증을 통해 조선시대 고지도와 증서 등의 변·퇴색 유무를 

조사하였다.11

3) 2000년대 이후 - 새로운 대체약제 및 기술의 연구 

2000년대에는 기후 변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높아져 

목재 문화재를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가해 곤충인 흰개미목

과 딱정벌레목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였다. 대책 마련을 위

해 전국 목조건축물의 흰개미 분포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와 경복궁 등 5대 궁의 주요 건물과 그 주변, 해인사에 

대한 흰개미 모니터링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국보 제1호 

숭례문 등 중요 목조문화재 25건에 대해서도 생물에 의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른 보존 방안을 수립하였다. 

표 1.  연도별 목조문화재 방충사업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문화재연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23건 28건 39건 44건 8건 24건 10건 176건

한편 Methyl bromide의 전폐가 논의되면서 대체 훈

증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2008년 대체가스로 Methyl iodide, Ethylene oxide 

15% + HFC134a 85%, Cyanogen을 선정하여 살충살균 효

과판정 및 재질안정성 평가와 Argon과 질소가스를 이용한 

저산소농도 처리실험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Methyl iodide, Ethylene oxide + HFC134a, 

Cyanogen, Argon이 재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12 결과를 바

탕으로 잔류 가스로 인한 경년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13

그리고 대체 훈증가스(Ethylene oxide 15% + HFC134a 

85%, Ethylene oxide 20%+CO280%, Sulfuryl flouride99% + 

 Inert Gas 1%)를 선별하여 다양한 재질 안정성 평가를 토

대로 현장 적용 시 훈증처리 약제의 적정 투약량과 농도 기

준 등 매뉴얼을 제시하였다.14

10 문화체육부, 1996, 「박물관내 전시 및 수장유물의 보존환경(대기요인을 고려한 생물학적 환경)기준연구」.

11 유혜영·김경수·이용희, 1999, 「훈증소독에 따른 서화류의 안료 변색 및 pH 변화 유무 조사」 『박물관 보존과학』 1, 43.

12   강대일, 2009, 「훈증 가스(Methyl Iodide, Ethylene oxide + HFC134a, Cyanogen, Argon)가 문화재 재질에 미치는 영향」, 제2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문화재 보존과학회, pp.235~239.

13 강대일, 2009, 「잔류 훈증 가스가 문화재의 재질에 미치는 경년변화 측정」 『문화재 보존연구』 6, pp.74~85.

14 김광훈 외, 2009, 『목조 문화재의 생물피해 방제기술 개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보고서.

표 2.  주요 훈증제의 특성

                             훈증제 
   항목 Methyl bromide Ethylene oxide Sulfuryl fluoride Thymol Dichlorvos (DDVP)

분자식 CH3Br C2H4O SO2F2 C10H14O C4H7C12O4P

평균분자량 95 44.1 102.10 150.2 221.0

끓는 점 (℃) 4.5 10.7 -52 232.8 35

녹는 점 (℃) -93 -112 -137 51

색/냄새 무색/무취 무색/상쾌한 냄새 무색/무취 무색/티미유향 무색/상쾌한 냄새

비중 1.732 0.8711 1.51(액체) 0.97 3.3

수용성 용해도 (mg/1) 0.075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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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약제를 이용한 생물피해 방제 약제 개발 연구도 

진행되었다. 1999년부터 전통 한약제인 정향, 유향 및 팔각

회향에서 문화재의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충 방균성 

물질을 추출하고 성능을 검증하였다.15 그 결과 문화재 보

존용 방충 방균제인 ‘문연 - 2000’의 연구 결과를 특허 등

록16하여 ‘보존(Bozone)’이라는 제품으로 상품화했다. ‘보존

(Bozone)’은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유기질 문화

재 보존을 위한 방충 방균제로 활용되었다(그림 2).

2008년에는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허브Herb에서 살

충·살균력이 있는 정유를 추출하고, 이를 소독챔버 내에서 

기화시키는 방안이 개발되었다.17 천연오일 기화방식은 이

후 국가 기록원, 역사 기록관 등 기관에서 기록물과 유물의 

소독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시판되고 있는 3종의 식물 추출 천연 살충 

살균제에 대한 문화재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18 

정유와 저산소 처리를 병용하여 목재 표면 오염균과 부후

균, 가해충의 박멸을 위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19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물리적 방제법으로는 국내 목

조건축물에 저산소와 열처리법을 현장 적용하여 성능과 안

정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그림 3).20 저산소 살충

처리 운용에 필요한 기기 개발과 성능을 평가하고21 채색 

재료 및 염색 직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으며22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박물관 내에 입수되는 유물의 저산

소 살충처리를 실시하였다.23

또한 방사선의 종류 중 하나인 감마선을 국내 목재 문

화재 대표 수종, 지류 및 섬유, 현대안료에 조사하여 살충·

살균 성능과 재질 안정성을 평가하였다.24, 25 그리고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돈궤의 미생물에 대해 방사선 조

사선량 분포를 예측하였으며, 최적 감마선 조사 선량으로 

미생물학적 제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26

그림 2.  문화재 보존용 방충 방균제 ‘보존(Bozone)’

15 정용재·이규식·한성희·강대일·이명희, 2001, 「오향성분의 살균 및 살충효과」 『보존과학회지』 10(1).

16 ‘생약제의 휘발성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문화재 보존용 살생물제의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문화재 보존 방법’, 특허 제10-0421538호, 2004.02.24.

17   ‘기록물과 유물의 소독장치, 이를 이용한 소독방법’, 특허 제10-0330963호, 2008.06.16.

18 오준석, 2007, 「식물에서 추출한 살충·살균제가 문화재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 『보존과학회지』 20, pp.9~22.

19 ‘유기질문화재의 친환경성 생물방제 방법’, 특허 제10-0987036, 2012.01.20.

20 장한결·백나연·강대일, 2014, 「저산소 및 열처리법에 대한 문화재 재질 안정성 평가」 『보존과학회지』 30(2), pp.149~156.

21 오준석·최정은·이장묵, 2012, 「저산소 농도 살충 챔버 시스템 시제작 및 박물관 해충 살충 성능 평가」 『보존과학회지』 28(4), pp.377~385.

22   오준석·최정은·노수정·엄상욱, 2014, 「저산소 농도 살충처리가 직물, 염색직물, 종이, 염색지 및 채색편의 색상 및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보존과학

회지』 30(2).

23 오준석, 2014, 「미술작품의 보존 -조각작품 보존처리 연구 현황 및 미술작품 훈증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세미나 발표자료.

24   장한결·박혜진·이희정·백나연·최종일·강대일, 2010, 「감마선 조사기술 적용을 통한 문화재의 재질 안정성 평가 – 옻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재보존

과학회, 제32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5   장한결·박혜진·이희정·백나연·최종일·강대일, 2010, 「감마선 조사기술 적용을 통한 문화재의 재질 안정성 평가 - 지류, 섬유 및 염료, 현대안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32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6   윤민철·정용재·강대일·김익주·김광훈·이윤종·이주운·최종일, 2011, 「목재 유물 돈궤의 미생물 제어를 위한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 

연구」 『보존과학회지』 27(2),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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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적 방제법 적용의 한계

문화재에 적용되는 화학 약제는 미국, 유럽 등지의 

자연사 박물관의 인류학, 생물학적 표본을 보존하기 위

해 정기적으로 독성물질을 적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

국 스미스소니언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은 19세기부터 20

세기 초까지 비소나 염화수은 등 독성물질을 이용해 살

충처리를 하였고 19세기 말부터는 Naphthalene, 20세기 

중반부터는 Paradichlorobenzene와 Dichloro diphenyl 

trichloroethane(DDT)를 주로 살충제로서 사용하였다.27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개방된 공간에서 사용

함으로 인해 관람객과 박물관 직원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당시 박물관에서는 해골문양과 ‘poisoned’라

는 위험 표시와 함께 박물관 소장번호와 날짜를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poison tag’ 즉 독성물질의 태그를 사용

할 것을 권장하는 기록이 남아있다(그림 4, 5).28

유해물질로 처리된 자료들은 그 독성으로 인해 박물

그림 4.    ‘1880년 독성오염’ 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는 편상화의 가죽손잡이
   (Collection of the Anthropology Department,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Smithsonian Institution)

그림 5.    독성 태그가 붙어있는 염소가죽 직물
   (Collection of the Anthropology Department, Natio1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Smithsonian Institution)

그림 3.  저산소처리의 현장 적용 연구

27   Hawks,C., Makos,K., 2000, 「Inherent and acquired hazards in Museum objects: implications for care and use of colllections」,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Published by National Park Service, U.S. Department of Interior. Washington, DC, Vol. 23, 5:31~37.

28   Hough, W.A.M, 1887, ‘The preservation of museum specimens from insects and the effects of dampness’, In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regent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for the year ending June 30,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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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직원들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현재까지

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화학약제들은 현

재 인체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문제로 시장에서 규제되거

나 퇴출되었다.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는 EPA(미국환경청)의 독성 등

급에 따른 국내외 주요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약제의 성분 

47종(살충방충제 21종, 살균방균제 18종, 훈증제 8종)의 유

해성을 평가한 결과 이중 12종이 지극히 유독(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종이 극히 유독(Ⅱ) 10종이 매우 유독(Ⅲ)으

로 평가되었다(표 3).29

특히 Methyl bromide의 대체 약제로 언급되는 

Ethylene oxide는 IARC(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물질 

중 최고 등급인 Group1(충분한 인간대상 연구자료와 동물

실험 결과가 있는 경우)에 속하며 국내 대기환경보전법30에 

의해 대기환경오염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화학적 방

제법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신속한 대량 살충 살균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살생물제라는 특성상 독성 성분

을 기반으로 하므로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대체 약제를 선

정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 물리적 방제기술의 특징과 한계

초기에는 국내외 각국 모두 농약 및 소독 약제에서 

비롯한 원료를 차용하여 화학적 방제법을 사용하였다. 그

러나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약제의 유해성에 관한 심각성

을 인식하면서 화학 약제 대신 물리적 방제법을 적용하는 

추세이다.31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유럽 등에서는 중요 문서 보존 

및 소형 유기질 유물 보존을 위해 저산소 방식를 적용하였

다. 국내에서도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시킨 물리적 방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물피해 방제 방법에는 저산소농도법, 저온

처리법, 고온처리법, 감마선 조사기술 등이 있으며 각 방식

에 따라 적용상의 장단점이 구분된다.

29   강대일·최유리·강새롬·전아현, 2013,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약제의 인체 유해성 조사 연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37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30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12.07.22.][법률 제10893호, 2011.07.21., 타법개정]).

31 강대일·최유리, 2012,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의 대체 약제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36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표 3.    EPA의 기준에 의한 약제의 독성등급평가 결과

분류등급 살충·방충제 살균·방균제 훈증제

Ⅰ. 지극히 유독
Bendiocarb, 

Propoxur(PHC), 
Dichlorvos(DDVP)

3-iodo-2-propynyl
butyl carbamate(IPBC) Captan, 
Chloroxylenol, Tributylin oxide

Propylene oxide, Ethylene oxide,
Methyl bromide, Sulfuryl Fluoride, 

Chloropicrin

Ⅱ. 극히 유독

Cypermethrin, Cyphenothrin, 
Chlordane, Chlordecone, 

DDTLindane, Carbaryl, Diazinon, 
FenthionChlorpyrifos

- -

Ⅲ. 매우 유독
Permethrin, 

Pyrethrin, Malathion, 
Para-dichlorobenzene

Ethanol. 
Isopropyl-m-cresol(Thymol), 

Orthophenylphenol, 
thiabendazol, bipheny, 

carbendazim

-

Ⅳ. 약간 유독 - - -

※ ‘-’는 해당 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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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산소농도법

저산소농도 처리법은 식량저장 분야에서 개척된 것으

로 산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해충을 치사시키는 방법이다. 

1990년대부터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자료의 살충에 응용

되기 시작하여 질소나 아르곤 등의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

는 방법(비교적 대규모처리)과 탈산소제를 이용하는 방법

(소규모처리), 이 방법들을 조합한 방법이 있다. 살충에 필

요한 기간은 해충의 종류나 생육 단계(알, 유충, 번데기, 성

충), 가해 형태(표면, 심부), 온도, 습도, 산소 농도 등의 조건

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해충에 일률적인 처리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30℃, 50~60% RH의 조건

에서 산소 농도를 0.1% 미만으로 3주간 유지할 경우 산소 

결핍 상태에서 비교적 생존력이 강한 해충에게도 100%의 

살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32

국내에서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질소를 이용한 저산소처리법은 환경에 무해하고 문

화재 재질에 안정한 장점이 있으나 처리기간이 길고 화학 약

제 처리법에 비해 살충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3

또한 밀폐로 인한 온도차로 내부 습도가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재질의 함수율이 증가되어 미생물 생장이 우려되므로 

여름철의 저산소 처리는 가급적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이산화탄소법

고농도 이산화탄소의 독성에 의해 해충을 치사시키

는 방법이다. 최초로 이산화탄소 처리가 박물관 유물에 적

용된 것은 런던의 St. John 박물관의 복식유물에 대해 버블

챔버 내부 60%의 이산화탄소로 직물에 기생하는 해충을 

사멸한 사례이다.34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치사 

조건은 일반적으로 약 60%의 농도, 25℃ 이상의 온도에서 

2주에서 5주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35 그러나 천공충

의 경우 80%의 농도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36

건축물에 적용한 이산화탄소법은 Gerhard Binker 가 

32   Gilberg, M., 1991, ‘The effect of low oxygen atmospheres on Museum Pests’, Studies in Conservation, 36, pp.93~98.

33 김광훈 외, 2011, 『목조건축물에 대한 저산소처리 및 열처리기술 효과 평가 및 적용성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보고서.

34   Child, R. E., 1988, ‘Fumigation : A new direction? Conservation Today’, Papers Presented at the UKIC 30th Anniversary Conference, vol. 

C-7, ed. Victoria Todd. London : United Kingdom Institute of Conservation.

35   Davis, R.r and E. G. Jay, 1983, ‘An overview of modified atmospheres for insect control’, Association of Operative Millers. Bulletin, 

pp.26~29.

36   Cipera, L, and M. Segal, 1996, ‘The use of carbon dioxide to control insects at the Canadian Museum of Civilization’, Hull. I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servation. Canadian Group, 22nd Annual Conference, Montreal, pp.31~41.

표 4.  Methyl bromide 훈증처리와 저산소처리의 특성 비교

처리방법 훈증가스처리법 저산소처리법

가스
Methyl bromide (CH3Br) 86% + 

Ethylene oxide (C2H4O) 14%
Nitrogen gas

기준투약량 (1m3 기준) 35 ~ 50 g 45 ~ 50 L

처리기간 1일 ~ 3일 1주 ~ 2주

가스비용 (64m3) 약 20 ~ 60 만원 (훈증 약제 1kg 당 27,000원) 약 150 ~ 300 만원 (일반 질소가스 1통 당 12,000 원)

살충효과 (쌀바구미 기준) 1일 7일 이상

장점 처리기간이 짧음, 살충효과가 매우 높음 환경에 무해함, 재질에 안정함

단점 2015년부터 사용 금지 예정, 인체에 유해함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됨, 살충효과가 적음
장기간 처리에 따른 관리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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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실시한 사례가 있다. 독일의 Schaeftlarn 에 위치

한 카톨릭 교회를 처리하기 위해 액상의 이산화탄소 기화

기를 이용하였으며 2.31×100,000m3 의 초대형 용적을 충

전하기 위해 공급탱크로 총 1,000톤을 사용하여 6주간 처

리하였다. 이때 바닥층과 지하층이 가스의 누출 요인이 된

다고 밝혔다(그림 6).37

이산화탄소법은 저산소농도법만큼 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아 종래의 훈증용 텐트와 유사한 이산화탄소  

차단성이 있는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살충 농도에 간단하

고 저렴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피복 훈증의 규

모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독성

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스를 취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저온처리법 및 고온처리법

저온처리법은 곤충응용학의 분야에서 50여 년 전부

터 검토되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적용되기 시작하였으

며, 살충 효과가 높고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

다. -20℃~-40℃에서 7일간 유지하고 -30℃ 이하에서는 5

일간 유지하면 살충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러나 급격한 온습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재

질이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이, 직물, 목재 등 단일 

재료로 이루어진 문화재에 적합하다. 또한 복수 재질로 구

성된 공예품 또는 표면에 칠막이 있거나 두꺼운 채색층이 

있는 경우, 출토 목재와 같은 함수율이 높은 경우에 뒤틀

림, 깨짐, 박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처리 시 주의를 요한

다. 저온처리법은 미국 국립기록청(NARA), 캐나다 도서기

록원(LAC) 등 에서 기록물의 생물피해 방지를 위해 적용되

고 있다.

고온 처리법은 매우 속효성이 있는 살충법으로 저온처

리와 같이 재질의 건조를 막기 위해 수분 차단성 있는 필

름으로 밀봉하고 약 55~60℃로 처리한다. 고온 처리법에 의

한 방제 대상 해충으로는 구근의 해충, 저장 곡물 및 고공

품 해충이 해당된다. 가열하는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태

양열, 온탕, 화열, 적외선 등이 사용된다. 고온 처리법은 매

우 효과가 뛰어나지만, 55~60℃로 가열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재질은 매우 한정적이다. 목제품의 일부나 건

조물 등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고온에서 연화하는 왁스나 

수지가 사용된 재질에는 적용할 수 없다. 칠이나 아교 등은 

가열되면 화학적 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

다. 처리 온도를 55~60℃로 설정할 경우 살충 자체에 요하

는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매우 짧지만, 처리 대상물의 중심

그림 6.  독일 Schaeftlarn 카톨릭 교회의 밀폐와 기화기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처리

37 Charles Selwitz, Shin Maekawa, 1998, Inert Gases in the Control of Museum Insect Pest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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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처리온도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1

일 이내(8~18시간) 실시한다. 국내에서 아직 일반적으로 실

시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문화재 분야에서 연구 보고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감마선 조사 기술

감마선 조사 기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1940

년대부터 연구해 온 살균-멸균 방법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으로 250곳 이상의 조사시설을 운용중이며 이 

기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감마선 멸균된 무균 

포장필름이 간편 조리 식품이나 유제품 등의 포장에 사용

된다.

감마선은 투과력이 뛰어나 충류나 균류의 DNA에 직

접적으로 작용하므로 제어가 빠르고 효과적이며 2차 오염

이 없는 장점이 있다. 침수된 목재의 열화를 막기 위해 방

사선을 조사하여 균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마선 

100kGy는 목재의 색도, 함수율, 인장 강도 등 재질 안정성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다.38

문화재에 실시한 감마선 조사 멸균처리에는 1997년 

프랑스의 Arc-nucleart 연구소에서 람세스 2세 미이라에 적

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멸균을 위해 미이라의 머리채, 치아, 

붕대, 천조각 등에 18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이후 목

조각이나 가구 등 많은 분야의 문화재에 감마선 조사법을 

적용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서적에 피해를 입히는 곤충(P. americana) 

과 균(Stysanum sp.)을 감마선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으며 100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종이

의 색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39 또한 브라질에

서는 도서관에 책이나 서류들의 생물학적 피해를 막기 위

해 감마선 조사를 통하여 우점종인 Aspergillusvesicolor, 

Eurotium chevalieri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음이 보고

되었다.40

국내에서는 문화재에 방사선을 통한 멸균 방식이 적

38   S. B. Pointing et al., 1998, ‘Decay prevention in waterlogged archaeological wood using gamma irradiation’, International 

Biodeterioration & Biodegradation.

39   Giuseppe Magaudda, 2004, ‘The recovery of biodeteriorated books and archive documents through gamma radiation : some 

considerations on the results achieved,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40   Manuela da Silva et al., 2006, Inactivation of fungi from deteriorated paper materials by radiation, National Biodeterioration & 

Biodegradation.

그림 7.  목재의 열처리 작업 전경

그림 8.  감마선 조사를 통한 문화재의 멸균처리 (람세스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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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바 없으나 지난 2010년 감마선이 문화재 재질에 미치

는 영향과 물성 변화를 측정하고 안정성 여부를 평가를 실

시한 바 있다.41

 Ⅲ. 결론

본 연구는 80년대 목조문화재에 대규모 화학적 방제

법이 도입된 이후부터 국내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법의 주요 

연혁과 현황, 각 방제법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문화재 생물

피해 방제 분야는 기존 화학적 방제의 문제점이 지적된 이

래 대체 약제와 방제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

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 방제법의 구체적 기준과 제도

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적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실질적인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를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현재까지 연구된 방제법들은 효력, 재질 안정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비용, 시간에 있어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

다. 효과적인 생물피해 방제를 위해서는 적용대상과 환

경에 따라 방제법의 특징을 상호 보완하는 교차 적용 매

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류 및 섬유에 저산소 처리법을 적용했을 때 

재질의 변화가 적고 독성 잔류물이 없이 해충을 사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살균 효력이 낮은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저산소 방식을 적용하되 살균을 위해 화학 약

제, 저온 및 고온처리법 등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또한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경우 물리적 방제법을 단독

으로 적용할 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적합

하지 않다. 그러므로 화학적 방제법과의 병행 처리를 통

해 살충효과는 증가시키면서 약제사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2.   국내 생물피해 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목조건축

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 시행되었던 

저산소 처리법 등의 연구는 소형문화재 또는 서적을 대

상으로 시행되어 이러한 국내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목조건축물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다루는 소형 문화

재와 달리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생물피해의 

양상이 다르고 큰 규모로 인해 비용과 시간, 요구되는 

성능효력에 차이가 있다.

현재 기존 국내 목조문화재의 방제는 대규모 화학 방제

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목조문화재

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생물피해 방제 방안이 수립되

어야 한다.

3.   화학적 방제법에 대한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약제 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 전용 방제 약제를 인증하는 행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일본문화재충균해연구소’, ‘일본

흰개미대책협회’, ‘일본목재보존협회’에서 담당하며 각 기

관은 설립 목적에 차이가 있어 인증 대상이 되는 약제

의 종목이 다르다. ‘문화재충균해연구소’는 방의·방부 약

제 및 공법재료 등의 인정 등록제를 담당하며 ‘일본흰개

미대책협회’에서는 토양처리제, ‘일본목재보존협회’에서는 

약제의 효력, 안정성, 환경에의 영향, 사용법, 사용 후 폐

기방법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체적인 검

증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제

의 성분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다.

국내 문화재 방제 약제의 주성분은 농약 및 방역용 의약

41   장한결·박혜진·이희정·백나연·최종일·강대일, 2010, 「감마선 조사기술 적용을 통한 문화재의 재질 안정성 평가 – 옻칠을 중심으로」, 제32회 추계 국

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장한결·박혜진·이희정·백나연·최종일·강대일, 2010, 「감마선 조사기술 적용을 통한 문화재의 재질 안정성 평가 - 지류, 섬유 및 염료, 현대안료를 중

심으로」, 제32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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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품의 유효성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국

내 외 농약 및 방역용 의약외품의 관리 및 인증 제도, 안

전지침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방

제 약제의 인증제 도입에 활용해야 한다.

인증 제도를 통해 문화재에 적용되는 화학 약제의 효과, 

재질 안정성, 유해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적

합한 사용지침이 수립될 수 있다. 나아가 재질별(목재, 섬

유, 안료, 금속, 지류)로 적용 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문화재 특화 인증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새로운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농업의 충해 제어 체계에

서 발전하여 문화재로 도입된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종합적충해관리) 프로그램을 유수의 박

물관과 기관에서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IPM은 초기 단

계에서 화학적, 물리적 방제법을 적용하여 피해 발생 레

벨 이하로 해충 수를 줄이고 그 이후에 개체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

한 추세에 따라 일본에서는 ‘IPM Coordinater’제도, 즉 

IPM에 관한 공인자격체계를 갖추어 예방적 차원의 종합

적 충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종합적인 방제법의 적용에 주목하

고 있으나 국내의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에 관한 자격제

도는 화학 약제를 사용하는 훈증처리공이 유일하다. 그

러므로 방제기술의 변화에 따른 국가적인 공인자격체계

를 갖추고 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분야

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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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issues on prevention from the 
biological damage of cultural property

For preventing the biological damage domestically, insect damage control method using chemical medicine 

has been applied. However, it is trend to avoid existing chemical medicine such as Methyl bromide because of 

the problem of being harmful to human body and environment. Therefore, the research for new medicine to 

replace this has been done and the interest to the physical treatment such as temperature(high & low) treatment, 

hypoxic treatment, carbon dioxide treatment, and radiation treatment has increased. However the systematic 

application standard and way has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are going to organize 

present condition of domestic cultural asset preventing biological damage after the 1980's. It will also consider 

the direction through the characteristic of technology, limit, and replacement medicine by examining the pas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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