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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70∼100℃ 온도 범위에서 기건 오동나무, 소나무류, 젓나무류, 낙엽송류 층재의 건열처리시 중심부 온도

를 56℃로 상승시킨 후 30분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열처리 시간을 평가하고, 열처리 온도 및 층재 두께와 열처리 시

간과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열처리 시간은 소나무류 ≥ 전나무류 > 오동나무 > 낙엽송류 순으로 수종

간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부 수종에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성 있는 열처리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실

제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시수종을 혼합하여 열처리 해도 무방하리라 사료된다. 열처리 시간은 열처리 

온도와 거듭제곱 관계로 온도가 상승할수록 크게 단축되었다. 또한 열처리 시간은 층재 두께에 비례하여 직선상으로 

증가하였다. 열처리 온도 및 층재 두께와 열처리 시간의 상관이 매우 우수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계 함수를 이용

하면 다양한 열처리 온도와 층재 두께에서의 열처리 시간 예측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산 집성재 수입을 

통한 규제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건 층재의 열처리를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heating temperature and laminae thicknesses on the time required to heat the 

center of air-dried Paulownia tomentosa, Pinus sp., Abies sp., and Larix sp. laminae to 56℃, which is a minimum 

core temperature of wood packaging materials defined by ISPM 15 standard, and maintain for 30 minutes in dry heat 

treatment schedule. Heating times were different among wood species and were Pinus sp. ≥ Abies sp. > Paulownia 

tomentosa > Larix sp. in decreasing order. The differences in heating times of some species were significantly dif-

ferent statistically, but were not different enough in practical terms to warrant heating four species separately. 

Heating times decreased as heating temperature increased and followed approximately power-functio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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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입 집성재의 소독 및 폐기건수 상위 3개국 생산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

아 업체와 달리 중국 업체에서는 층재 대부분을 천

연건조하고 있었다(Kim 등, 2016). 이러한 결과로부

터 2012년 오동나무 집성재를 가공품목에서 제외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고시 

개정은 합당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오동

나무 외 타 수종 집성재 수입도 규제해충(이하 해충

이라 칭함)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 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층재를 열기건조 하지 

않는 이유는 업체들이 건조실 시설을 위한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세 

업체들에게 무조건 건조실을 설치하여 층재를 열기

건조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중국 업체들이 

열기건조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연건

조로 층재 함수율을 조정한 후 단시간 건열처리(이

하 열처리라 칭함)를 실시하여 층재 내에 잠복해있

는 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열기건조에 비해 시설 투자 및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면서도 층재 내 해충 구제효과는 

열기건조와 동등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

국산 집성재 수입에 따른 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

하기 위해서는 천연건조 층재의 적정 열처리 시간

(중심부 온도를 56℃로 상승시킨 후 30분간 유지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2)을 구명하여 생산업체에 사용

을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다. 

2)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15 ｢국제 교

역에서의 목재포장재의 규제에 관한 지침｣(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9)에 제시된 적정 열처리 

시간.

본 연구는 중국산 오동나무(Paulownia tomentosa), 

소나무류(Pinus sp.), 젓나무류(Abies sp.), 낙엽송류

(Larix sp.) 층재의 적정 열처리 시간을 제시하고, 열

처리 온도와 층재 두께가 열처리 시간에 미치는 영

향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수종

중국 산동성 차오(Cao)현의 집성재 생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수종인 오동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 제재

목을 구입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종식별을 의뢰하

였다. 식별 결과, 현지에서 가문비나무로 구입한 것

은 젓나무류(Abies sp.)였고, 소나무로 구입한 일부는 

낙엽송류(Larix sp.)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오동나무(Paulownia tomentosa), 소나무류(Pinus sp.), 

젓나무류, 낙엽송류 네 수종을 공시수종으로 사용하

였다.

2.2. 목재 시험편 준비

중국의 비가공 목재 수출 금지 조치 때문에 공식

적인 경로를 통한 제재목 확보가 불가능하여 중국 

업체에서 집성재 생산에 사용하는 모든 두께의 층재 

시험편을 필요량만큼 준비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3-49호(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13)에서 가공품목으로 

인정되는 집성재 최대 두께가 40 mm인 점을 고려하

여 두께 40 mm 시험편(폭 120 mm, 길이 400 mm)

을 수종별로 3개씩 준비하였다. 모든 시험편은 기건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실내에서 건조하였으며, 열처

Also, heating times increased linearly with increasing laminae thickness. These relationships make it possible to 

calculate intermediate heating times relative to experimentally observed heating ti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guideline for heat sterilization of Chinese laminae species to meet heat treatment requirements for pro-

tection against invasive pests.

Keywords : glue-laminated board, heat sterilization, Chinese laminae species, heating times



김민지⋅신현경⋅김규혁

－ 762 －

리 직전 오동나무, 소나무류, 젓나무류, 낙엽송류 시

험편의 평균 함수율은 각각 14.0%, 13.8%, 13.3%. 

12.7%였다. 

2.3. 시험편 열처리 및 열처리 중 중심부 

온도 측정

시험편의 열처리는 열풍순환식 건조기(convection 

oven)를 이용하여 70, 80, 90, 100℃에서 실시하였

다. Fig. 1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험편의 양 방향

으로 깊이(10 mm, 15 mm, 20 mm)별 온도를 측정함

으로써 두께 20 mm, 30 mm, 40 mm 층재의 중심부 

온도 측정을 대신하였다. 온도는 자료수집장치(data 

logger)에 연결된 열전대(thermocouple)를 필요한 위

치에 삽입하여 10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적용된 열처리 온도와 층재 두께의 조합별로 오동

나무, 소나무류, 젓나무류, 낙엽송류의 열처리 시간

을 Table 1에 보여준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열처리 

시간이 수종간에 상이하였는데, 소나무류 ≥ 젓나무

류 > 오동나무 > 낙엽송류 순으로 열처리 시간이 길

었다. 이러한 열처리 시간의 차이는 수종간 열전도율

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층

재 표층에서 중심부로 열전도율은 목재의 횡단방향 

열전도율로 밀도, 함수율, 추출물 함량의 영향을 받

는다(Kellogg, 1981). 공시수종이 추출물 함량이 높

지 않은 온대산 수종인 점과 사용된 시험편의 함수

율이 공시수종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

종간 밀도 차이가 본 연구의 수종간 열처리 시간 차

이를 영향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평균 기건밀

도가 낙엽송류(0.55) > 소나무류(0.48) > 젓나무류

Heating 

temperature 

(℃)

Thickness of 

laminae

(mm)

Heating times by wood species (HH : MM : SS)

Paulownia 

tomentosa
Pinus sp. Abies sp. Larix sp.

70

20 1 : 26 : 00 (10 : 00) B 2 : 00 : 24 (11 : 55) A 1 : 49 : 40 (08 : 39) A 1 : 14 : 50 (04 : 27) C

30 1 : 37 : 00 (08 : 02) B 2 : 06 : 10 (15 : 37) A 1 : 57 : 50 (10 : 32) A 1 : 19 : 20 (03 : 37) C

40 1 : 47 : 00 (07 : 18) B 2 : 14 : 00 (11 : 10) A 2 : 15 : 10 (11 : 36) A 1 : 21 : 30 (02 : 49) C

80

20 1 : 07 : 10 (05 : 08) B 1 : 31 : 50 (18 : 29) A 1 : 18 : 30 (10 : 44) AB 1 : 06 : 40 (03 : 21) B

30 1 : 22 : 20 (06 : 26) C 1 : 44 : 00 (07 : 18) A 1 : 34 : 10 (09 : 40) B 1 : 12 : 00 (01 : 40) D

40 1 : 29 : 20 (04 : 35) C 1 : 53 : 50 (07 : 18) A 1 : 43 : 40 (05 : 30) B 1 : 13 : 20 (01 : 51) D

90

20 0 : 58 : 50 (07 : 45) B 1 : 19 : 28 (23 : 11) A 1 : 05 : 40 (13 : 17) AB 0 : 56 : 30 (05 : 17) B

30 1 : 04 : 35 (03 : 12) B 1 : 27 : 10 (11 : 21) A 1 : 08 : 17 (06 : 06) B 1 : 01 : 10 (03 : 54) B

40 1 : 15 : 06 (03 : 12) C 1 : 42 : 23 (08 : 31) A 1 : 27 : 55 (12 : 38) B 1 : 02 : 52 (03 : 43) D

100

20 0 : 54 : 02 (00 : 59) B 1 : 08 : 47 (06 : 49) A 0 : 59 : 10 (05 : 30) A 0 : 54 : 00 (03 : 27) A

30 1 : 06 : 00 (03 : 26) B 1 : 18 : 50 (10 : 16) A 1 : 05 : 45 (05 : 32) B 0 : 59 : 00 (03 : 48) B

40 1 : 10 : 10 (02 : 36) C 1 : 32 : 20 (06 : 30) A 1 : 22 : 00 (05 : 27) B 1 : 00 : 10 (03 : 58) D

1 Values represent means of 6 heating time measurements, and values in parentheses represent one standard deviation. Means within a row fol-

lowed by the same la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99 percent significance level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Experimental heating times to heat Paulownia tomentosa, Pinus sp., Abies sp. and Larix sp. to a center

temperature of 56℃ and to maintain for a minimum 30 minutes in various heating temperatur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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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 오동나무(0.28) 순으로 높기 때문에 열처리 

시간은 오동나무 > 젓나무류 > 소나무류 > 낙엽송류 

순으로 길어야 하는데 낙엽송류를 제외하고는 일치

하지 않았다. 수종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열처리 시간

이 짧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동일 수종

에서도 임목 개체간, 그리고 동일 임목에서도 부위간 

밀도와 추출물 함량의 자연적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

이라 사료된다. 열전도율 외에 수종간 열처리 시간 

차이를 영향하는 인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열

전도율을 비열과 밀도의 곱으로 나눈 값인 목재의 

열확산계수이다. 앞서 수종간 열처리 시간 차이를 설

명하기 위해 언급된 열전도율과 밀도를 배제하면 수

종의 비열이 작을수록 열확산계수가 증가하면서 열

처리 시간이 감소될 것이다. 비열은 목재 인자인 함

수율 영향을 받는데(Kellogg, 1981),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시험편의 함수율이 수종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

에 수종간 열확산계수 차이로 열처리 시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이지

만 동일 두께에서는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열 전

달 추진력인 표면과 중심부간 온도경사가 커지면서 

열전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열처리 시간이 단축되

었고, 또한 동일 열처리 온도에서는 두께가 얇을수록 

열전달 거리가 짧아지면서 열처리 시간이 단축되었

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건열처리에 의한 열

처리 시간은 수분 증발에 의한 목재표면의 냉각효과 

차이 때문에 열기건조(습열처리)에 의한 시간보다는 

길다. 이는 열기건조에 비해 건습구 온도차가 큰 건

열처리에서는 목재 표면으로부터 수분 증발이 많아

지면서 목재 표면이 냉각되면 목재 표면과 중심부간 

온도경사가 작아지면서 중심부로 열 전달이 느려지

기 때문이다(Simpson, 2002).

복합 수종을 층재로 사용하는 집성재 생산업체에

서는 수종간 열처리 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경

우에는 대상 수종을 혼합하여 열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시수종의 혼합 열처리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다중검정법을 

이용하여 열처리 시간의 수종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Table 1). 수종간 혼합 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

Fig. 1. Measurement of temperature at the different depths of wood specimen by thermocouple probe with data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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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처리 온도와 층재 두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 온도 70℃에서는 층재 두께에 관

계없이 소나무류와 젓나무류의 혼합 열처리는 가능

하였으나 이들 수종과 오동나무 및 낙엽송류의 혼합 

열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 온도 

80℃ 이상에서는 층재 두께에 따라 혼합 열처리 가

능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 두께가 두꺼울 때는 수

종간 혼합 열처리가 불가능하고 얇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 온도 80℃에서 두께 30 

mm와 40 mm 층재와 열처리 온도 90℃와 100℃에

서 두께 40 mm 층재는 네 수종간 혼합 열처리가 불

가능하였다. 그러나 열처리 온도 80℃에서 두께 20 

mm 층재와 90℃와 100℃에서 두께 20 mm 및 30 

mm 층재의 경우에는 젓나무류, 오동나무, 낙엽송류 

세 수종의 혼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처럼 일부 수종에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성 있

는 열처리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열처리 시간이 

가장 긴 소나무류와 열처리 시간이 가장 짧은 낙엽

송류의 시간 차이가 최대 52분 30초(40 mm 층재의 

70℃ 열처리 시)로 1시간 이내였다. 이러한 열처리 

시간의 차이는 생산현장의 실제적 측면에서 큰 의미

가 없기 때문에 수종간에 혼합 열처리를 해도 무방

하리라 사료된다. 

층재에 기 서식하고 있는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는 일단 기건함수율까지 천연건조된 층재를 Table 1

에 보여주는 시간만큼 열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

나 천연건조 정도에 따라 열처리 직전 층재의 함수

율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편의 함수율과 상이할 

수 있고, 층재의 보관 장소 및 계절에 따라 층재 자

체의 초기 온도가 상이할 수 있고, 또한 동일 수종의 

층재라도 원목 산지와 동일 원목에서도 층재의 채취 

부위에 따라 밀도와 추출물 함량이 상이할 수 있으

므로 실제 현장에서는 확실한 검역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 결과 얻어진 열처리 시간보다 조금은 

길게 열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회귀분석 결과, 열처리 온도 및 층재 두께와 열처

리 시간과의 관계를 각각 다음의 식 (1)과 (2)에 보

여주는 거듭제곱 및 직선 관계로 나타낼 수 있었다. 

Fig. 2와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수종에서 열

처리 온도와 열처리 시간, 그리고 층재 두께와 열처

Fig. 3. Relation between heating time and thickness of lami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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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간 간의 상관이 매우 우수하여 상기 식 (1)과 

(2)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되지 않은 열처리 

온도와 층재 두께에 대한 열처리 시간 예측이 가능

하였다.

(B > 0)

···························································································· (1)

············································································· (2)

4. 결  론

중국산 층재 수종의 적정 열처리 시간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열처리 시간은 소나무류 ≥ 젓

나무류 > 오동나무 > 낙엽송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종간 혼합 열처리 가능 여부는 열처리 온도와 층

재 두께에 따라 상이하였다. 70℃에서는 층재 두께

에 관계없이 소나무류와 젓나무류의 혼합 열처리는 

가능하였으나 이들과 오동나무 및 낙엽송류와 혼합 

열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에서

는 층재 두께에 따라 혼합 열처리 가능 여부가 상이

하여 두께가 두꺼울 때는 수종간 혼합 열처리가 불

가능하나 얇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 

온도 및 층재 두께와 열처리 시간의 관계는 각각 거

듭제곱과 직선 관계로 양자간의 상관이 매우 우수하

여 본 연구에서 측정되지 않은 열처리 온도 및 층재 

두께에서의 열처리 시간 예측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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