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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기간의 인공열화와 옥외폭로의 두 시험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성능 차이를 비교하여 인공열

화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결과, 목재 표면에 방염제의 용융으로 인해 생성된 

탄화물이 층을 형성함으로써 연소를 지연시키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주간의 인공열화 및 6개월간의 

옥외폭로 시험처리를 마친 방염처리 된 단청시편에 대해 열방출률(HRR) 및 총열방출량(THR)을 측정한 결과, 열화 전

⋅후의 방염 성능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결과 6개월간의 옥외폭로 시편과 2주간의 인공열화(6개월의 

옥외폭로에 해당한다고 추정한 조건) 시편에서 근사한 연소실험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hort-term weathering on the flame retardant per-

formance of wood coated with Dancheong. Flame retardants were applied on the Dancheong coated Korean red pine. 

Flame retardants applied panels were layed at the two conditions of outdoor exposure and artificial aging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artificial aging. Flame retardants used were commercial products developed for historical wo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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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목조문화재는 화재 발생 시 착화를 지연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주기적인 방염처리 공사가 실시되

고 있다. 목조문화재의 대부분은 목가구를 조립한 후 

단청으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방염제 시공은 사후 

도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목조문화

재에 도채된 화려하고 장엄한 단청의 진정성과 보존

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방염제의 도포는 최소화 또

는 적량화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목조문화재

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염제가 도포된 

이후 방염성능이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조문화재용 방염제는 목조문화재가 위치한 

외부환경과 유사한 조건 및 장기간에 걸친 옥외폭로 

실험을 통해 시간경과에 따른 방염성능의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국내에서 수행된 목조문화재 방염성능에 관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등(2009)은 두께 10 

mm의 육송에 석간주를 도색한 후 인계, 브롬계, 불

소인계 방염제를 도포한 결과, 처리한 단청목재 모두 

방염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Han (2011)은 45도 

연소시험을 통해 방염성능 평가에는 변재에서 채취

한 10 mm 두께의 판목판재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결

과를 얻었으며, 콘칼로리미터법 연소성능 시험을 실

시하여 착화시간 및 총열방출량과 같은 데이터를 이

용한 방염성능의 비교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Kim 

(2012)은 소나무재의 촉진열화실험을 실시하여 시험 

초기에는 고온과 높은 조도에 따른 수분증발로 인해 

중량 및 부피의 증가를 보여주지만, 중기 이후는 중

량 및 부피 감소가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Han (2013)

은 목조문화재 방염제의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콘

칼로리미터법은 유용한 시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방염성능 유지 능력은 광열화와 관련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Son 등(2014)은 목조문화재

에 사용되는 방염제에 대한 평가방법을 연구하였으

며, 목조문화재용 방염제의 연소특성, 흡습성 평가, 

한계산소지수, 철부식성 테스트, 내후성 테스트 등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Park 등(2014)은 전통목

조건축물의 주재료인 목재에 대하여 인공촉진 열화

시험을 실시하고, 초음파 전달속도 측정을 통하여 탄

성계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초음파 전달속도, 정적탄

성계수, 동적탄성계수는 열화시간의 증가에 비례하

고, 열화 1,000시간까지 탄성계수가 감소하다가 

1,500시간 이후 다시 회복한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2015)은 인공촉진 열화시험에 따라 자외선과 수

분에 노출된 목재의 재색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목

재의 재색은 초기에 급격히 변화되나 물리적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목재의 재색변화는 

500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목조문화재에 도포된 방염제의 시간경과에 따른 

성능은 목조문화재와 유사하게 제작된 시편에 대해 

인위적인 풍화를 가한 후, 연소시험을 실시하여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조문화재가 노출되어 있는 다

양한 외부환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장기간의 옥외

폭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문화재를 구성하는 재질에 대해 인공열화 

시험기를 사용한 내후성 평가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인공열화시험은 옥외폭로시험에 비해서 시간적, 

공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제한된 작은 공간에

buildings.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revealed the forming of carbonized membrane by melting of flame retardant

on wood surface. These carbonized membranes may help delay the further combustion of wood.  Flame retardant per-

formance was assessed by measuring heat release rate (HRR) and total heat release (THR) by cone calorimetry. There 

was no difference in flame retardant perform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6-month outdoor exposure tests. And also 

no difference in flame retardant perform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2-week artificial aging which corresponds to 

6-month outdoor exposure. Both tests showed the similar results of combustion characteristics.

Keywords : Dancheng, historical wooden building, flame retardant, artificial aging, outdoor exposure, flame re-

tarda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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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기간 내에 실험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인공열화한 시험편과 실제 외부에 

노출된 시험편의 풍화상태가 어느 정도로 근사한 것

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 평가도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외폭로 및 인공열화 처리

를 거친 각각의 방염처리 단청시편에 대해 콘칼로리

미터를 사용한 연소시험을 실시한 후, 두 풍화 조건

에 따른 방염성능 차이를 비교 검토하여 인공열화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표준시편 제작

조건별 열화 및 연소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표준시

편을 제작하였다. 표준시편은 국내산 소나무(Korean 

red pine, Pinus densiflora)를 사용하여 각각 길이 

100 mm × 접선 100 mm × 방사 5 mm의 크기로 제

작하였으며, 문화재수리시방(단청공사)에 지시된 안

료 중 단청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색상 

5종[뇌록(Noerok), 장단(Jangdan), 하엽(Hayeop), 석

간주(Seokganju), 양록(Yangrok)]을 선별하여 표준시

편에 채색하였다. 안료의 배합 및 채색은 단청기술자

가 수행하였으며, 채색에 사용된 교착제는 전통적으

로 사용되어 온 아교(우교)와 현재 단청현장에서 가

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아크릴에멀젼계 합성교착제

인 대양화학의 ‘포리졸 506’을 사용하였다. 

단청 채색이 완료된 후 2주가 경과된 표준시편에 

대해 방염제를 도포하였다. 방염제는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2012)’을 통과한 2종(이하 FRA, 

FRB)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방염제의 도포기준량, 도

포횟수 및 도포방법 등은 각 방염제의 제조사에서 제

시한 매뉴얼의 지침을 따랐으며(Table 1), 제작한 각 

시편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 나타냈다(Table 2).

방염제 잔류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청이 채색

되지 않은 시편에 방염제 2종(FRA, FRB)을 각각 도

포하고, 콘칼로리미터를 사용하여 연소시험을 실시

한 후 탄화된 표면에 대해 전자현미경 관찰을 실시

하였다. 콘칼로리미터 시험방법은 KS F 5660-1에 따

른 난연3급(난연)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험조건은 복

사열 50 kW/m2, 가열시간 300초로 하였다. 

2.3. 옥외폭로 및 연소시험

방염제가 단청에 도포된 후 외부환경에서의 방염

성능 지속성을 검정하기 위해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국전통문화대학교 G동 옥상에 설치된 가설시험장 내

에 표준시편을 거치하였다. 옥외폭로 시험의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었

다. 표준시편이 강우에 노출될 경우 단청표면이 훼손

될 수 있으므로, 외부환경에 노출되지만 시편 및 거치

대가 강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투명 폴리카보네

이트 소재를 사용하여 시험장 덮개를 설치하였다(Fig. 

1). 6개월간 옥외폭로를 마친 시편은 온도 60℃, 상대

습도 50% 조건에서 조습한 후, KS F 5660-1 기준에 

따라 콘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50 kW/m2 복사열로 5

분간 시험한 후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과 

총열방출량(Total Heat Release, THR)을 측정하였다. 

2.4. 인공열화 및 연소시험

인공열화시험은 Weatherometer ATLAS G 3000+ 

를 사용하였으며, ASTM G 155 기준에 의거하여 온

도 42℃, 상대습도 50%, 조도 0.35 W/m2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인공열화 시험 또한 옥외폭로 시험과 같

이 강우에 노출되지 않는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수분 분사는 제외하였으며, 자연환경

에서의 6개월 기간을 상정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에

서 2주간 연속하여 실시하였다(Fig. 2). 인공열화 시

편은 온도 60℃, 상대습도 50% 조건에서 조습한 후 

Flame 

Retardants

Applying Method

Volume /

1 time

Number of 

application times

FRA 350 mℓ/m2 2 times

FRB 167 mℓ/m2 3 times

Table 1. Flame retardan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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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Dancheong)
Medium

Flame 

Retardant
Weathering Condition Sample Name

None None
FRA None 1

FRB None 2

Noerok

Animal Glue

FRA

None NGA-1

Outdoor Exposure NGA-2

Artificial Aging NGA-3

FRB

None NGB-1

Outdoor Exposure NGB-2

Artificial Aging NGB-3

Polysol 506

FRA

None NPA-1

Outdoor Exposure NPA-2

Artificial Aging NPA-3

FRB

None NPB-1

Outdoor Exposure NPB-2

Artificial Aging NPB-3

Jangdan

Animal Glue

FRA

None JGA-1

Outdoor Exposure JGA-2

Artificial Aging JGA-3

FRB

None JGB-1

Outdoor Exposure JGB-2

Artificial Aging JGB-3

Polysol 506

FRA

None JPA-1

Outdoor Exposure JPA-2

Artificial Aging JPA-3

FRB

None JPB-1

Outdoor Exposure JPB-2

Artificial Aging JPB-3

Hayeop

Animal Glue

FRA

None HGA-1

Outdoor Exposure HGA-2

Artificial Aging HGA-3

FRB

None HGB-1

Outdoor Exposure HGB-2

Artificial Aging HGB-3

Polysol 506

FRA

None HPA-1

Outdoor Exposure HPA-2

Artificial Aging HPA-3

FRB

None HPB-1

Outdoor Exposure HPB-2

Artificial Aging HPB-3

Table 2. Classification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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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5660-1 기준에 따라 콘칼로리미터를 이용하여 

50 kW/m2 복사열로 5분간 시험한 후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과 총열방출량(Total Heat Release)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목조문화재용 방염제의 방염성능

본 연구에 사용된 2종의 방염제는 문화재청의 “목

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 지침”에 의거하여 성능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이 지침에서는 목조문화재에 

적합한 방염제에 대한 내후성, 방염성, 잔류성, 흡습 

및 건조성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방염 처리한 목재시편(Sample 1, Sample 2)에 대

해 콘칼로리미터로 연소시험을 시행한 후 시편의 표

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두 시편 모두 목재 표면에 공 모양의 탄화물이 

형성되었다. 이때 생성된 공 모양의 탄화물은 열전달

을 늦추기에 적합한 많은 격실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온도상승에 따른 방염제의 용융 발포로 인해 목

재 표면에 피막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러

한 작용으로 인해 방염제의 성능이 발현되어 연소를 

지연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ig. 3, 4). 

Table 2. Continued

Color

(Dancheong)
Medium

Flame 

Retardant
Weathering Condition Sample Name

Seokganju

Animal Glue

FRA

None SGA-1

Outdoor Exposure SGA-2

Artificial Aging SGA-3

FRB

None SGB-1

Outdoor Exposure SGB-2

Artificial Aging SGB-3

Polysol 506

FRA

None SPA-1

Outdoor Exposure SPA-2

Artificial Aging SPA-3

FRB

None SPB-1

Outdoor Exposure SPB-2

Artificial Aging SPB-3

Yangrok

Animal Glue

FRA

None YGA-1

Outdoor Exposure YGA-2

Artificial Aging YGA-3

FRB

None YGB-1

Outdoor Exposure YGB-2

Artificial Aging YGB-3

Polysol 506

FRA

None YPA-1

Outdoor Exposure YPA-2

Artificial Aging YPA-3

FRB

None YPB-1

Outdoor Exposure YPB-2

Artificial Aging YP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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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등(2005)은 난연처리된 목재는 열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으로써 불연소가스를 발생시켜 이를 

차단물질로 변환하고, 연소의 확산을 지연시키면서 

목재 표면의 온도를 낮추며, 표면에 형성된 탄화물이 

층을 형성하여 화염의 전파 및 연소를 차단한다고 

보고한바 있다. Park 등(2013)은 단청과 방염제를 혼

합처리하여 방염성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박 등의 보고에 따르면 사용한 방염제는 구아닌계와 

인계 약제이며, 약제간의 방염성능 차이는 구성성분

에 따른 차이라고 보고하였다. 

목조문화재용 방염제의 성능발현 기작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사례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목조문화

재용 방염제의 성능발현 기작에 대한 작업으로서 수

행한 것이다. 따라서 Fig. 3, 4의 분석결과는 목재 내

에 고착된 약제에 대하여 화염에 의한 일차적인 약

제의 용융 및 탄화층 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목

조문화재 등 목재에 사용되는 방염제의 성능발현 기

작에 대한 검증이 인정된다.

3.2. 방염처리 단청시험편의 시간경과별 

열화 거동 

옥외폭로와 인공열화한 시편의 연소시험 전 스캔 

이미지를 통해 열화 조건에 따른 성상을 비교하였으

며, 콘칼로리미터 시험 이후의 조건별 시편들의 연소 

잔존물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6개월 조건의 열화시

험을 거친 시편들에는 단청색상의 변화가 관찰되었

으나, 옥외폭로 및 인공열화 시편의 변색 정도는 육

Fig. 3. SEM micrograph of carbonized surface of 

FRA treated wood.

Fig. 4. SEM micrograph of carbonized surface of 

FRB treated wood.

Fig. 1. Outdoor exposure test. 

Fig. 2. Artificial ag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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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ne Calorimetry
Weathering condition

Before exposure After outdoor exposure After artificial aging

NGA

Before

After

NGB

Before

After

JGA Before

Table 3. Comparison of Glue sample between before and 6 month after exposure (artificial/outdoor)



손동원⋅홍종욱⋅박진호⋅이화수⋅정용재⋅한규성

－ 792 －

Table 3. Continued

Sample Cone Calorimetry
Weathering condition

Before exposure After outdoor exposure After artificial aging

After

JGB

Before

After

HGA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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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Sample Cone Calorimetry
Weathering condition

Before exposure After outdoor exposure After artificial aging

HGB

Before

After

SGA

Before

After

SGB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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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Sample Cone Calorimetry
Weathering condition

Before exposure After outdoor exposure After artificial aging

After

YGA

Before

After

YGB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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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ne Calorimetry
Weathering condition

Before exposure After outdoor exposure After artificial Aging

NPA

Before

After

NPB

Before

After

JPA Before

Table 4. Comparison of Polysol 506 sample between before and after exposure (artificial/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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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Sample Cone Calorimetry
Weathering condition

Before exposure After outdoor exposure After artificial Aging

After

JPB

Before

After

HPA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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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Sample Cone Calorimetry
Weathering condition

Before exposure After outdoor exposure After artificial Aging

HPB

Before

After

SPA

Before

After

SPB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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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Sample Cone Calorimetry
Weathering condition

Before exposure After outdoor exposure After artificial Aging

After

YPA

Before

After

YPB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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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 조사에서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연소시험 후 잔존물의 경우 재(Ash)의 형태로 잔존

하거나 폭로 후에도 잔존물이 탄화물의 형태로 존재

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시편에서는 연소 시험 

후에도 안료의 형태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편들의 연소결과 양상에서 열화조건에 따른 유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Park 등(2013)은 방염처리 한 단청목재의 내후성 

검정 시험을 통하여 6개월간의 옥외폭로 시 일부시

험편에서 백화현상 및 단청박락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단청 처리시험편에서의 방염제

의 침투가 불균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였다. 특히 문화재용 방염제의 주 구성 성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어 문화재용 약제의 선택 시 약제의 

구성성분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Park 등(2013)의 보고에서는 옥외폭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어 본 연구와 단순비교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6개월간의 옥외폭로

에서 폭로 조건에 상관없이 백화 및 할렬, 탈리 등의 

결함요소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또한 2가지 약제간

의 단청에 대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고 방염제 처

리로 인한 백화 및 얼룩 등의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

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현상도 없었다. 단, 6

개월간의 옥외폭로기간에서 나타나지 않은 현상에 대

해서도 폭로기간의 연장에 따라 변화가 관찰될 수 있

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방염제 도포가 단청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단청

에 대한 손상뿐만 아니라 내화성능과도 직결되므로, 

이러한 성능 변화에 대해서도 색상 및 백화 등의 변

화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Cha 등(2011)은 6가지 단청이 도색된 

시료 위에 방염액을 도포한 후 2개월간 노출한 결과, 

장단에서 백화현상 및 단청의 탈리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백화현상은 2개월의 경과 시점이 아닌 시험

개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기상적인 영향이 

아닌 단순히 방염제와 단청 간의 문제로 볼 수 있으

며, 특별히 함수율이 높아진 경우에 발생하여 동일 

시험편 간에서는 습도가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출시편에서 백화 및 탈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수분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3. 방염처리 단청시험편의 기상열화에 따른 

성능변화 분석 

3.3.1. 열방출률(HRR)

폭로조건별로 처리한 시험편에 대한 내화성능 변

화를 콘칼로리미터로 분석하였다(Figs. 5 ∼ 24). 목

조문화재에 대한 성능 요구 기준은 목조문화재용 방

염제 검정기준에 따르며, 45도 연소시험(방염제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통하여 방염성능을 

측정하여 탄화면적이 50 cm2 이내 탄화길이가 20 

cm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설계

한 시험방법은 시간경과별로 연소 거동을 관찰할 수 

있는 콘칼로리미터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시험방법

을 통하여 폭로 전 후, 시험편의 내화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시험 결과, 열방출률에서 단청처리 후 방염처리 

한 시험편에서의 성능은 탄화층의 형성 전 방염제의 

용융 연소 거동에 의한 일차적인 피크의 형성이 급

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본 연구의 

3.1항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탄화층 형성으로 인한 

연소 지연에 따라 2차 피크의 형성이 급격하게 발생

되지 않고 분석시험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재료의 연소에 의한 2차적인 피크가 

발생된 시험편은 폭로 시험편 중 장단과 하엽을 칠

한 조건이며, 200초 이후의 열방출률이 높아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Park 등(2013)의 보고에 따르면, 45도 연소시험기

를 통한 방염성능의 평가에서 구아닌계와 인산계 방

염제는 성능 차이를 보였으며 단청 간에도 다소 영향

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방염제의 분산정도 및 침

투깊이 등도 방염성능에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청에 대한 방염처리 후 콘칼로리미

터 분석을 통한 열방출률의 차이는 초기단계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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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eat release rate of NGA (Noerok/Animal 

Glue/FRA).

Fig. 8. Heat release rate of JGB (Jangdan/Animal 

Glue/FRB).

Fig. 6. Heat release rate of sample NGB (Noerok/Animal 

Glue/FRB).

Fig. 9. Heat release rate of HGA (Hayeop/Animal 

Glue/FRA).

Fig. 7. Heat release rate of JGA (Jangdan/Animal 

Glue/FRA).

Fig. 10. Heat release rate of HGB (Hayeop/Animal 

Glue/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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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eat release rate of SGA (Seokganju/Animal 

Glue/FRA).

Fig. 14. Heat release rate of YGB (Yangrok/Animal 

Glue/FRB).

Fig. 12. Heat release rate of SGB (Seokganju/Animal 

Glue/FRB).

Fig. 15. Heat release rate of NPA (Noerok/Polysol 

506/FRA).

Fig. 13. Heat release rate of YGA (Yangrok/Animal 

Glue/FRA).

Fig. 16. Heat release rate of NPB (Noerok/Polysol 

506/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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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Heat release rate of JPA (Jangdan/Polysol 

506/FRA).

Fig. 20. Heat release rate of HPB (Hayeop/Polysol 

506/FRB).

Fig. 18. Heat release rate of JPB (Jangdan/Polysol 

506/FRB).

Fig. 21. Heat release rate of SPA (Seokganju/Polysol 

506/FRA).

Fig. 19. Heat release rate of HPA (Hayeop/Polysol 

506/FRA).

Fig. 22. Heat release rate of SPB (Seokganju/Polysol 

506/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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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장단과 하엽의 경우에는 일

정시간 이후 성능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단청의 성분

에 따라서는 방염제와 결합이 약하며, 물리적으로도 

침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

된다.

아교를 사용한 시편의 단청간 폭로 전⋅후에 대한 

열방출률(HRR)의 경우, 6개월간 옥외폭로 및 2주간 

인공열화 후의 방염성능 저하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6개월간 옥외폭로와 2주간 인공열화 간의 

시험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시험조건에서 방염성능의 차이가 약간 나타나

고 있으나, 이 결과는 처리목재의 시편이 갖는 성상

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포리졸을 사용한 단청 표준시편의 열방출률(HRR) 

분석 결과, 역시 방염제의 광열화에 의한 방염성능의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제간의 방염성능의 차

이 또한 미미하였다. 하지만, 뇌록과 같이 인공풍화 

조건에서 1차적 연소 피크가 크게 상승하여 초기 탄

화층 형성까지의 차이가 큰 시험편은 약제의 소실 

및 단청의 박리 등 내화영향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3.3.2. 기상열화 시험편의 총열방출량(THR) 분석 

기상열화 시험편의 처리조건에 따른 콘칼로리미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열방출량으로 비교 분

석하였다(Figs. 25 ∼ 44). 

Cha 등(2011)의 보고에 따르면, 소나무 시험편의 

총열방출량은 51.8 MJ/m2으로 난연약제를 처리한 경

우는 42.9 MJ/m2였다. 단청 위에 방염제를 처리한 

본 연구의 시험편의 경우, 최정민의 난연약제와 비교

하였을 때, 안정적인 방염성능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시험편이 기상열화 후 방염성능이 

완전히 소실되었을 경우의 값의 최대치가 무처리 시

험편의 값이라고 가정하면, 6개월간의 풍화 후 시험

편의 총열방출량 값은 30 MJ/m2 이하로서 옥외폭로

시험 후에도 시험편의 내화 성능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값의 차이가 현저히 발생하는 시점 및 

한계조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목조문화재의 재방염시기 및 약제 선정 등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편이 연소되면서 5분간 방출한 총열방출량

(THR)의 경우, 아교를 사용한 시편에서 6개월간 옥

외폭로와 2주간 인공열화 시편 간의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포리졸을 사용한 시편에서도 옥외폭로 및 

인공열화 시편 모두에서 총열방출량(THR)의 분석 

결과가 유사하며, 방염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의 시험조건은 외기조건 및 실내시험 

조건 모두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수분 스프레이 조건

을 배제하여 전개한 것으로, 비록 6개월의 노출에서

도 시험편은 백화 및 물리적인 탈리가 일어나지 않

았고 이러한 점이 내화성능의 유지에도 영향을 준 

Fig. 23. Heat release rate of YPA (Yangrok/Polysol 

506/FRA).

Fig. 24. Heat release rate of YPB (Yangrok/Polysol 

506/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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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Total heat release of NGA (Noerok/Animal 

Glue/FRA).

Fig. 28. Total heat release of JGB (Jangdan/Animal 

Glue/FRB).

Fig. 26. Total heat release of NGB (Noerok/Animal 

Glue/FRB).

Fig. 29. Total heat release of HGA (Hayeop/Animal 

Glue/FRA).

Fig. 27. Total heat release of JGA (Jangdan/Animal 

Glue/FRA).

Fig. 30. Total heat release of HGB (Hayeop/Animal 

Glue/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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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Total heat release of SGA (Seokganju/Animal 

Glue/FRA).

Fig. 34. Total heat release of YGB (Yangrok/Animal 

Glue/FRB).

Fig. 32. Total heat release of SGB (Seokganju/Animal 

Glue/FRB).

Fig. 35. Total heat release of NPA (Noerok/Polysol 

506/FRA).

Fig. 33. Total heat release of YGA (Yangrok/Animal 

Glue/FRA).

Fig. 36. Total heat release of NPB (Noerok/Polysol 

506/FRB).



손동원⋅홍종욱⋅박진호⋅이화수⋅정용재⋅한규성

－ 806 －

Fig. 37. Total heat release of JPA (Jangdan/Polysol 

506/FRA).

Fig. 40. Total heat release of HPB (Hayeop/Polysol 

506/FRB).

Fig. 38. Total heat release of JPB (Jangdan/Polysol 

506/FRB).

Fig. 41. Total heat release of SPA (Seokganju/Polysol 

506/FRA).

Fig. 39. Total heat release of HPA (Hayeop/Polysol 

506/FRA).

Fig. 42. Total heat release of SPB (Seokganju/Polysol 

506/F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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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방염제가 도포된 단청도채 시편에 대해 6개월간에 

걸친 옥외폭로와 2주간의 인공열화를 실시한 후, 콘

칼로리미터 연소시험을 통해 방염성능을 평가하였

다. 연구결과, 6개월의 단기간에서는 방염성능의 변

화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6개월의 옥외폭로 

조건으로 상정한 2주간의 인공열화 결과가 실제 옥

외폭로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방염제 도포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방염

성능을 평가할 경우에 인공열화에 의한 시편 내후성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콘

칼로리미터를 이용한 시험은 방염제 처리된 단청시

편의 내후성 분석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6개월간 옥외폭로 및 2주간 인

공열화는 단청처리 후 방염 처리한 시편의 내후성 정

도를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장기간에 걸친 방염제의 내후성 시험을 실시한

다면, 옥외폭로 시험을 인공열화 시험으로 대체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용 방염제의 방염성능 발현 분석결과 두 

종류의 방염제 모두 목재 표면에 용융으로 인

한 공 모양의 탄화막을 형성하였으며, 이 탄화

막이 연소 시 지연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2. 옥외폭로 및 인공열화 시험에 따른 시편의 변색 

정도는 육안적인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연소 

잔존물의 상태에서도 폭로조건에 따른 차이점

이 없었다. 

3. 옥외폭로 및 인공열화 시편에 대한 열화 전⋅

후의 열방출률(HRR) 분석 결과, 폭로조건에 따

른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료 

및 교착제 그리고 방염제 종류에 따른 결과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4. 금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방염제의 방염

성능의 지속기간 및 기상열화 요인 등의 분석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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