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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신기후변화체재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목

재 이용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

제품의 내구성 증대 및 안전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기

반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 운영표준�을 제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3-37호)하고, 목제품 이용을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으로 제시하는 등 향후 목재

사용은 친환경 활동으로서 더욱 권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2016년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목조주택 착공동수는 2015년 대비 12% 상승해 최근 

8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The Korea wood newspaper, 2017). 그러나 실제로 

목재는 천연소재로서 외부환경 중 특히 햇빛, 바람, 

강우, 환경오염물질 등 기상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색상의 변화, 표면손상이나 거칠음, 크고 작은 할열 

발생 등 기상열화 또는 풍화(weathering)라고 불리는 

열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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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기상열화가 발생한 목재에 주로 나타나는 열

화증후가 주로 표층에 국한되어 수 mm 깊이의 목재 

내부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재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구조용 목재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ist, 1982). 그러나 국내에서 주로 사용

되는 옥외용 목재시설이나 목조주택의 경우에 사람

과의 접촉이 많은 환경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외관상 

재료가 불량해 보이는 단점이 있고, 특히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외부용으

로 잠재가능성이 높은 목재의 잠재수요로서 건축, 

조경, 도시개발, 도로, 항만, 농림토목 분야 등 폭넓

게 제시하면서, 옥외용 목재의 높은 내구성과 유지

관리를 해결과제로 적극적인 방부목재 사용과 기상

열화 방지의 표면처리를 들었다(Nobuta, 1995).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부터 국내에 경골목구조 형식

의 건축양식이 도입되면서 기설치된 목재시설물들이 

15∼20여 년이 경과되어 이들 목구조물에 나타나는 

기상열화 현상이 앞으로의 목재 선호도에 부정적 영

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상열화가 원인이 

되어 목재의 표면할열을 통해 목재부후균이 목재 조

직 속에 깊이 침투 가해함으로써 구조재의 강도감소

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호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Rowell, 2013).

근년 기상열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상재료(목재 

또는 목질재료) 자체의 기상열화특성 및 열화시험

(Weathering test), 대상재료별 기상열화 방지 기술 

및 평가 등의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주요 연구 대

상재료로는 제재목, 합판, MDF, 파티클보드, OSB, 

집성재, 방부목재 및 WPC 등의 목질재료들이고, 이

들 재료에 각기 나타나는 기상열화 특성 및 방지기

술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룬다. 목질재료별로 

기상열화의 현상과 그 원인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특

히 열화시험은 대상재료별로 각각 다른 열화시험과 

그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들이 보고된다. 즉, 제재목

과 같은 목재의 경우에는 옥외용으로 사용될 때 발

생한 기상열화 특성 구명(Schnabel et al., 2017; Kim 

et al., 2016; Cademartori et al., 2015; Kataoka et 

al., 2015; Ishikawa et al., 2014b; Evans et al., 2013; 

Ebe et al., 2011; Kataoka, 2008; Yamamoto et 

al.,2007; Nozokou & Kamdem, 2006; Pandey, 2005; 

Kataoka et al., 2004; Williams et al., 2001), 도장 등 

방지 기술 및 평가시험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Jebrand et al., 2016; Kose et al., 2014; Ozgenc et 

al., 2012; Kataoka et al., 2011; Schaller and Rogez, 

2007). 그리고, 접착제나 고분자를 사용하는 목질재

료의 경우에는 제품의 성능보존 차원에서 접착제 

및 고분자 재료와 연관된 기상열화 특성을 분석하

거나 이에 따른 고내구성 물질을 탐색하는 연구들

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Yanagawa and Harata, 

2016; Hyvarinen, 2014; Korai et al., 2014; Korai 

and Hattori, 2013; Korai et al., 2013). 

본 총설에서는 옥외용 목조시설물에 사용되는 부

재 중, 주로 제재목과 같은 목재의 내구성 향상과 

유지관리 등의 인식제고를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

으로 목재에 발생하는 기상열화에 관련된 연구동향

을 다루었다. 특히 목재의 색상, 표면의 미세구조 

및 화학적 변화 등이 나타나는 기상열화 목재의 특

성 연구들과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열화시

험과 관련된 문헌들의 연구동향에 대하여 조사분석 

하였다.

2. 목재의 기상열화 특성

2.1. 기상열화 목재의 색상 및 표면 변화

목재가 자연에 노출되어 기상열화가 발생하면 목

재표면의 분자구조가 변화되면서 화학적 기계적 생

물학적으로 복합된 변화가 나타난다. 제재목과 같은 

목재의 기상열화를 일으키는 주요 인자로서 태양광, 

수분, 열, 미생물 및 대기오염물질(산성비 등) 등이 

소개되는데, 이들 인자 중에서 목재의 기상열화에 가

장 영향하는 인자가 태양광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

유는 많은 목재가 자외선이 침투하는 깊이에 한정되

어 열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재의 기상열

화로 변색되는 층의 깊이는 기상열화조건, 수종, 조재

와 만재 등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구보고들의 

내용을 망라하면 그 범위가 약 34∼2540 µm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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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얇은 표층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16; Kataoka, 2008; Kataoka et al., 2004; 

Williams et al., 2001; Kiguchi, 1993; Feist, 1992).

목재가 보통 태양광에 노출되면 최초 수개월에 노

랗거나 갈색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더 햇빛에 노출

되면 회색빛을 띄는 색상변화가 나타나는 특징을 가

진다(Schnabel et al., 2017; Cademartori et al., 2015; 

Ishikawa et al., 2014b; Yamamoto et al., 2007; Park 

et al., 1996). 그 예로 Cademartori et al. (2015)은 속

성수인 3종의 Eucalyptus 속에 속하는 목재를 옥외에 

폭로했을 때 목재표면에 나타나는 폭로기간별 색상

변화를 보고하였다. 기상열화에 의한 색상변화는 주

로 색차계를 이용한 CIEL*a*b*색공간에서 각 인자의 

변화가 측정되는데, Cademartori et al. (2015)은  3종

의 Eucalyptus 속 목재들은 옥외 폭로시간이 120일 

정도 경과했을 때, L* 값 변화율 폭이 240일 및 360

일 폭로에 비해 현저히 큰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

였다. a*와 b* 값의 경우에는 폭로 초기 120일 만에 

L* 값 변화에 비해 더 민감한 변화를 보였고, 360일

간 폭로했을 때는 세 가지 수종 모두가 유사한 a* 값

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a* 값의 큰 변화는 

proanthocyanidine, 리그닌 및 추출물의 산화 또는 분

해, 축합 등이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

다(Cademartori et al., 2015; Nozokou and Kamdem, 

2006). 이와 유사하게 자연폭로시험에서 폭로 직후부

터 수개월 사이에 색상변화가 급속히 변화한다는 연

구보고들이 있다(Schnabel et al., 2017; Ebe et al., 

2011; Pandey, 2005). 이 외에도 색상변화와 함께 노

출 후 1∼2년 내에 조직 붕괴로 인해 표면이 거칠게 

되는 등의 결점이 급격히 나타나고, 그 이후의 열화

속도는 느리게 진행된다(Kim et al., 2016; Kataoka 

et al., 2015; Feist, 1992; Cui et al., 2004; Nozokou

와 Kamdem, 2002; Hon과 Feist, 1986). 또한 

ISO/DIS 2810.2: 2000 (JIS K 5600-7-6)규격에 근거

하여 24개월 간의 자연내후성시험(일본, 山形市)으로 

실제 목재표면의 발수도와 색상의 변화추이를 시험

한 결과에서도 도장 처리한 표면은 6개월까지 발수

도 100%를 유지하였으나, 도장처리하지 않은 목재

표면은 자연에 폭로한 직후부터 급속히 저하하여 15

개월 후에는 5∼16%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Ebe et al., 2011).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목재가 외부에 폭로되어 사용되면 초기 

수개월에 현저한 색상변화가 일어나고 1∼2년사이

에 목재표면의 거칠음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 목재를 외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재

부재 설치 직후에 표면보호처리를 행하여만 색상보

존 및 표면보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으로 고

찰되었다. 

한편, 수종별 기상열화 특성은 주로 밀도에 따라 

다른데, 밀도가 높은 활엽수의 경우, 빛의 침투깊이

가 낮아서 기상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의 

침엽수 수종에 비해 낮다(Schnabel et al., 2017; 

Kim et al., 2016; Codemartori et al., 2015; 

Yamamoto et al., 2007; Williams et al.,, 2007; Lee 

et al., 2003; Schweitzer, 1999; Sudiyani et al., 

1999; Kiguchi, 1993). 목재가 100년간 자연에 노출

되었을 때, 소나무, 삼나무, 레드우드 및 가문비나무

와 같은 침엽수의 기상열화로 인한 침식은 약 6.35 

mm, 오크와 같이 비중이 높은 활엽수는 약 3.18 

mm라는 보고가 있어 대체적으로 활엽수의 경우 침

엽수에 비해 기상열화저항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Feist, 1992). 그러나 활엽수라 하더라도 강우량이 

많거나 수분접촉이 많은 환경에서는 침엽수에 비해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스의 분해가 현저하게 크게 나

타난다는 보고가 있어 수분의 광산화반응 촉진

(Kiguchi, 1993)이 수종고유의 기상열화성에 영향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Sudiyani et al., 1999; Sudiyani 

et al., 2002).

조재와 만재 간의 기상열화저항성도 밀도에 의한 

차이로 인해 조재부에 기상열화로 인한 침식이 추재

부에 비해 현저히 커서 목재표면에 연륜을 따라 굴곡

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Williams et al., 2001; Kataoka 

and Kiguchi, 2009; Kiguchi, 1993). 특히 횡단면이 판

목이나 정목면에 비해 기상열화되기 쉽고, 판목면은 

정목면보다 열화가 적다는 보고도 있지만 수종이나 

연륜 폭에 따라 다른 기상열화성을 가진다(Kiguchi, 

1993). 외부에 설치된 데크재 등의 경우에 표면 할열

은 판목면에서 정목면의 데크보다 현저하게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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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illiams et al., 2001; 

Kiguchi, 1993). 또한 표면할열이 깊이 발생할 경우에

는 할열을 통한 부후균의 포자 침입으로 부후가 초래

되는 2차 피해의 우려도 크므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에 발수제 등으로 표면층에 발생하는 

표면 할열 방지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

다(Evans et al., 2009; Evans et al., 2000). 

근년 화석에너지사용 등으로 발생한 대기 중의 환

경오염물질과 산성비 등도 기상열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들(Park et al., 1996; 

Kim et al., 1993; Kiguchi, 1993)이 있어 지구온난화 

및 환경변화에 따른 목재 표면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2.2. 기상열화 목재의 미세구조 변화

목재가 외부 자외선에 폭로되고 수일 만에 나타나

는 현상을 SEM 등에 의해 관찰할 때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현상은 리그닌분포가 많은 중간층의 미

세구조변화이다(Turkulin, 2004; Wang et al., 2009; 

Park et al., 1996; kim et al., 2008; Evans, 1989). 이

로 인해 표면에 중간층이 많이 나타나는 방사단면에

서 접선단면보다 중간층 파괴가 더 많이 보이는 특

징을 나타낸다. 좀 더 오랜 기간 햇빛에 목재를 노출

시킬 경우에는 Williams (2005)와 Turkulin (2004) 문

헌의 사진을 보면 중간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가도관

의 길이방향으로 섬유간 분리현상이 나타나는 특징

을 가진다(Evans, 2013; Park et al., 1996; Wang et 

al., 2009). 또한 침엽수의 유연벽공에 다이아몬드형

의 미세할열이 발생하고(Park et al., 1996; Turkulin, 

2004), 벽공이 없는 경우에는 2차벽 s2층에서 마이

크로섬유각방향으로의 미세할열이 관찰된다(Wang 

et al., 2009; Turkulin, 2004).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얇

은 방사가도관이나 유세포 세포벽에서 거의 막이 소

실되어 공동이 생기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Derbyshire와 Miller, 1981; Evans, 1989; Paajanen, 

1994).

2.3. 자외선에 의한 목재의 화학적 변화 

기상열화된 목재표면의 화학적 특성을 구명하는 

데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ATR (Fourier transform attenuated total re-

flectance infrared spectroscopy), FT-Raman (Fourier 

transform attenuated raman spectroscopy), XPS 

(X-ray photoelection), EDXA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SIMS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및 SSIMS (Static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등의 다양한 분석방법이 소개되어 있

다(Tshabalala et al., 2013). FT-ATR로 분석하여 자

연내후성시험을 통해 기상열화된 목재와 건전한 목

재 표면의 화학적 성상을 비교한 예는 Jebrane et al. 

(20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Jebrane et al. (2016)의 

보고에서는 기상열화된 것과 그렇지 않은 목재에서 

구성성분별 원소결합의 변화가 있고 이를 통해서 목

재조성분의 자외선에 의한 화학적 성상 변화를 구명

하였다. 

목재의 주요성분인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

닌 및 추출물이 자외선에 노출될 때 각각의 성분은 

자외선에 대한 흡수 특성이 다르다. 셀룰로스는 파장

이 200 nm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는데 실제로 200 

nm는 지구까지 도달하지 못하므로 셀룰로스는 태양

광 흡수가 적어서 자외선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리그닌은 280∼380 nm 파장

의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짐으로 이 범위의 파장

에서 쉽게 광분해가 발생할 수 있다(Rowell, 2013; 

Kiguchi, 1993). 특히 C-C결합은 파장 346 nm, C-O

는 334 nm, C-H는 289 nm 등에서 자외선을 흡수하

므로 자외선에 의한 해리특성이 다르다(Kataoka, 

2008). 이와 같이 자외선 파장에 따라 에너지흡수가 

다른 성질을 이용하여 목재의 화학적 성상의 변화를 

구명한 많은 보고들이 있다(Jebrane et al., 2016; 

Kim et al., 2016; Lionetto et al., 2012; Kataoka, 

2008; Scheller & Roges, 2007; Williams, 2005; Cui 

et al., 2004; Nozokou & Kamdem, 2002; Sudiyani et 

al., 1999; Wang et al., 2009; Park et al., 1996; Hon 

& Feist, 1986; Gierer & Lin, 1972; Kringstad &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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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이와 같은 연구보고들로부터 밝혀진 자외선

에 의한 목재성분의 광분해 기구는 다음과 같이 설

명된다. 

리그닌의 자외선 흡수에 역할을 하는 것은 이중결

합, 페놀기나 카보닐기, quinonemethides 및 biphenyl

기 등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이 광산화반응에 의해 

리그닌고분자가 저분자화되는 등의 여러 가지의 경

로가 보고되었다(Scheller와 Roges, 2007). 우선, 빛

에 의한 리그닌 반응은 자외선이 목재의 전자쌍을 

이루어 안정된 페놀그룹에 직접 흡수되어 페놀성 수

산기로부터 수소가 탈리됨으로써 phenoxyl 자유라디

칼이 생성되거나, 방향족의 카보닐기 세 개가 빛에 

의해 여기됨에 따라 페놀기의 수소가 이탈되어 하나

의 ketyl기와 페녹시라디칼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Kringstad and Lin, 1970). 리그닌에 발생한 페녹시

라디칼은 발색단인 퀴논 구조 등을 형성하여 리그닌

의 화학결합을 개열시키고, 이들 구조는 리그닌 중

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므로 리그닌이 광분해 

되기 쉬운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Kataoka, 2008). 또

한 빛에 의해 비페놀성 phenacyl-α-O-arylehters가 개

열되어 phenacyl phenoxyl 자유라디칼 쌍을 만든다

는 이론(Gierer and Lin, 1972)과 α-guaiacyglycerol-

β-arylether 그룹 벤질의 수소 이탈로 ketyl자유라디

칼이 생성되는 원리 등이 소개되었다(Schmidt and 

Heitner, 1993). 리그닌의 자유라디칼이 산소와 반응

하여 광분해 산물인 quinoides, aromatic chromo-

phores 등과 같은 물질이 생성되면서 발색단으로 인

한 색상변화, 리그닌 분해산물인 oligomeric lignin 

성분들이 표층에 많이 축적되면서 기상열화 초기에

는 노랑과 갈색, 그리고 나중에는 회색으로 변화한다

고 보고되었다(Scheller and Roges, 2007; Cui et al., 

2004; Hon and Feist, 1986; Nozokou and Kamdem, 

2002). 그리고 리그닌의 광산화반응의 분해생성물 

중 유기산 바닐린이나 시린가알데히드 등은 수분에 

가용성이 되면서 빗물 등의 기상요건에 침식되어 표

면의 거칠음이나 표층의 강도감소 등이 유발되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고 소개되고 있다(Kiguchi, 1993). 

Kiguchi (1993)는 50년간 외부에 노출된 목재에서 

회색으로 변한 표층의 리그닌 함량을 분석하니 목재 

내부 리그닌 함량의 약 1/5 ∼ 1/10 정도로 낮았고, 

셀룰로스는 표층과 내부조직사이에 함량차이가 거

의 없음을 보고하였다. 2400시간의 인공촉진내후성

시험에서도 목재표면의 리그닌 함량이 약 2%, 헤

미셀룰로스 10%, 셀룰로스 80% 정도로 기상열화에 

주로 리그닌 분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Kataoka, 

2008). 한편 리그닌 구조단위에 guaiacylgycerlguaiacyl 

ether, phenylcoumara 및 pinoresinol과 같이 단일결합만

의 프로판측쇄체인을 가지는 경우에는 305∼420 nm의 

빛은 흡수하지 않아 자유라디칼 형성도 매우 적어 

광산화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Williams, 2005). 

3. 목재의 내후성(기상열화) 시험 방법

목재가 옥외에 사용되면 그 지역의 기상여건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지역에 따라 기상열화의 

거동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Kiguchi et al., 

1996). 예를 들어, 핀란드 헬싱키의 연평균기온과 강

수량은 4.7℃, 630 mm, 독일의 뮌헨은 7.9℃, 930 

mm, 뉴욕은 12.1℃, 1144 mm인데 비해 서울은 

12.5℃, 1451 mm로서 타 지역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기상열화와는 확실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https://ko.climate-data.org, 2017). 도장된 목재에 대

하여 일본의 북해도에서 가고시마까지 6개 지역에 

42개월간 폭로한 시험에서, 북해도와 가고시마에 설

치된 목재표면의 기상열화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보

고 등 지역을 달리한 자연내후성시험에서 지역 간 차

이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ekino and Korai, 

2013; Korai et al., 2012; Korai, 2012; Kiguchi et al., 

1996). 이와 같은 이유로 목재의 기상열화에 대한 내

후성 등을 평가하는데 자연내후성시험방법(Natural 

weathering test)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서 촉진내

후성시험(Artificial weathering test 또는 accelerated 

weathering test)과 함께 많이 도입되고 있다

(Mokhtarruddina et al., 2015; Turkoglu et al., 2015; 

Kataya, 2015; Isikawa et al., 2014a; Isikawa et al., 

2014b; Ebe et al., 2011; Sudiyani et al., 1999; 

Kiguchi, 1993). 국제적으로 흔히 통용되는 목재표면

의 기상인자에 대한 내구성평가 시험방법의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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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tandards Subject Remark

Natural 

weathering test

KS M ISO 16053: 

2010

Paints and Varnishes−Coating Materials

and Coating Systems for Exterior 

Wood−Natural Weathering Test

EN 927-3: 2012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Paints and Varnishes−Coating Materials 

and Coating Systems for Exterior Wood−

Part 3: Natural Weathering Test

ASTM D1006-13
Standard Practice for Conducting Exterior 

Exposure Tests of Paints on Wood

ISO/DIS 2810.2: 2000
Paints and varnishes−Natural weathering of 

coatings−Exposure and assessment

JIS K 5600-7-6 

Testing methods for paints−Part 7: 

Long-period performance of film 

Section 6: Natural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test

KS M ISO 16474-2

Paints and Varnishes −Accelerated 

weathering and exposure to artificial 

radiation (Exposure to filtered xenon-arc 

radiation)

EN 927-6: 2016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Paints and Varnishes−Coating Materials 

and Coating Systems for Exterior 

Wood−Part 6: Exposure of Wood Coatings 

to Artificial Weathering Using Fluorescent 

UV Lamps And Water 

ASTM D4587-11

Standard Practice for Fluorescent 

UV-Condensation Exposures of Paint and 

Related Coatings

ASTM D6695-16
Standard Practice for Xenon-Arc Exposures 

of Paint and Related Coatings1

ISO 11341: 2004

Testing methods for paints−Part 7: 

Long-period performance of film−Section 

7: Accelerated weathering and exposure to 

artificial radiation (Exposure to filtered 

xenon-arc radiation

JIS K 5600-7-7

Testing methods for paints−

Part 7: Long-period performance of film 

Section 7: Accelerated weathering and 

exposure to artificial radiation (Exposure 

to filtered xenon-arc radiation)

ISO/FDIS 11507: 1997

Paints and varnishes−Exposure of coatings 

to 

artificial weathering−Exposure to 

fluorescent UV and water

JIS K 5600-7-8 

Testing methods for paints−

Part 7: Long-period performance of film

Section 8: Accelerated weathering 

(Exposure to fluorescent UV lamps)

Table 1. Weathering testing methods applicable for assessment of wood surface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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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목재표면의 도장성 또는 표면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연내후성시험방법과 촉진내후성시험방

법으로 분류되어 있다. 자연내후성시험은 실제로 야

외에 폭로하여 장기간 햇빛과 빗물 등과 같은 인자에 

의한 열화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이다. 촉진내후성시험

은 그와 달리 인공내후성장치에 목재시험편을 설치

하고 인공적인 빛과 물 등의 가혹한 조건으로 내후성

을 시험하는 방법이다. 촉진내후성시험에는 자연의 

태양광과 매우 유사한 분광 복사량 분포를 가지는 광

원이 이용되는데, 광원의 종류로는 카본 아크, 형광 

UV 램프, 크세논 아크 램프 그리고 메탈 헬라이드 

램프 등(Shin, 2006)이 사용될 수 있다. Table 1에 제

시된 목재 표면을 대상으로 한 내후조작에는 형광 

UV 램프와 크세논아크램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

되어 있다. 형광 UV 램프를 사용하는 EN 927-6:2016 

및 ASTM D4587-11에 제시된 내후시험장치에는 320

∼340 nm 파장의 복사조도 분포가 많은 UVA-340램

프를 사용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형광 UV 

램프 시험기를 사용하는 ISO/DIS 11507: 1997 (KS 

ISO 11507와 JIS K 5600-7-8)의 경우에는, 313 nm 

방사조도(300∼340 nm 분광방사조도 70% 중에 313 

nm가 41.4%)가 가장 높은 UVB (313)형, 340 nm의 

방사조도(320∼380 nm 분광방사조도 85% 중 340 

nm 가 34.4%)가 높은 UVA (340)형, 351 nm의 방사

조도(320∼380nm의 분광방사조도 91% 중 351 nm가 

43.4%)가 가장 높은 UVA (351)형 중의 하나를 선택

해서 사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ASTM D6695-16과 

ISO 11341: 2004 (JIS K 5600-7-7)에서 제시된 크세

논아크램프를 사용한 시험기는 다른 광원보다도 UV

와 가시영역의 태양 에너지를 잘 시뮬레이션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Shin, 2006). 

Ishikawa et al. (2014a)은 크세논아크램프를 사용

한 ISO 11341: 2004 (JIS K 5600-7-7)에 준한 시험

과 형광 UV 램프를 사용하는 EN 927-6의 촉진내후

성시험을 시행하여 색상과 발색도의 변화를 비교 해

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Ishikawa et al., 2014a). 그 

결과에서 2년간의 자연내후성시험에 상당하는 열화

수준으로서 크세논아크램프 사용에서는 2500시간(촉

진배율: 약 7배), 형광UV램프 사용에서는 약 2000시

간(촉진배율 약 8.7배) 소요되어 사용램프차이에 의

한 열화수준의 차이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색상변화

와 광택도변화를 기준으로 크세논아크램프를 장착한 

시험과 형광 UV 램프시험 결과를 자연내후성시험결

과에 비교해보면 크세논아크램프를 장착한 시험보다

는 형광 UV 램프를 사용한 시험결과가 자연내후성시

험결과와 상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Ishikawa 

et al., 2014b). 그러나 크세논아크램프가 태양광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필터를 이용하여 분광 복사량 

분포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연광에서 시

험해야 하는 재료를 시험할 때 가장 선호되는 광원

으로 소개(한국의류시험연구원 자료, 2006)되고 있

어, 전술한 Ishikawa et al. (2014b)의 목재에 대한 결

과와 상이하여 목재 적용시험에서 조명도구 및 조건 

등 촉진열화방법 선택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고찰

되었다. 또한 목재표면에 도장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지나 안료에 따라 옥외내후성시험과 촉진내후성

시험 후에 도막의 표면에 나타나는 화학적 변화가 

다르게 나오는 보고(Yabe et al., 2006)도 있고, 촉진

내후성시험보다는 자연내후성시험을 중시하는 경우

(Katakawa, 2015)도 있어 국내에서 목재표면의 기상

열화 또는 표면도장의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연 환경에서의 자연내후성시험과 다양한 촉

진내후성시험과의 비교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고찰되

었다. 특히 WPC, OSB나 집성재와 같이 기상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은 목질재료의 경우에도 자연내후성

시험과 촉진열화시험의 기상열화수준과 양상이 다르

거나 촉진열화시험조건과 재료의 열화성이 다르다는 

보고들(Kojima and Suzuki, 2011; Yanagigawa and 

Sonota, 2011a; Yanagigawa and Sonota, 2011b; 

Fugimura et al., 1991)이 있어 국내 자연환경에 근접

한 촉진시험방법의 모색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Sekino et al. (2014)은 8년간의 옥외폭로시험

에서 목질재료의 기상열화특성이 시험지역의 기상청

자료, 즉, Climate Index (CI), Aridity Index (AI)와 

옥외폭로에서 얻어진 Deterioration Index (DI) 등이 

Weathering Intensity (WI)와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ekino 등(2014)이 세계 각 도시의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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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도출한 목질재료의 기상열화에 소요되

는 기간을 산출하였다. WI를 파티클보드, MDF, 

OSB, 합판 등의 다양한 목질재료에 적용한 결과에

서 기상열화 수준과 WI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들(Watanabe et al., 2015; Kojima et al., 2012; 

Kojima et al., 2011)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내 WI적

용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목재의 기상열화를 추정

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시사되었다.

4. 결  론

옥외용 목조시설물에 사용되는 부재 중, 주로 제

재목과 같은 목재에 발생하는 기상열화, 특히 목재의 

색상, 표면의 미세구조 및 화학적 변화 및 기상열화 

시험방법 등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한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목재의 기상열화는 기상열화조건, 수종, 조재와 

만재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34∼2540 

µm 범위의 깊이로 얇은 표층에 한정되어 발생

한다. 특히 목재의 기상열화는 밀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종, 조재와 만재, 판목정목 간 

침식의 수준이 상이하다.

2. 기상열화된 목재표면의 미세구조 변화는 중간

층 붕괴와 가도관의 길이방향으로 섬유간 분리

현상, 유연벽공에 다이아몬드형의 미세할열 발

생 등이 대표적 특징이다.

3. 목재의 기상열화에 의한 화학적 변화는 FTIR과 

같은 분석방법이 많이 사용되며, 주로 리그닌의 

이중결합, 페놀기나 카보닐기, Quinomethides 

alc biphenylrl 등에 흡수된 빛에너지에 의해 발

생한 자유라디칼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화가 유

도된다. 광분해로 인해 quinoides, aromatic 

chromophores 등과 같은 물질이 생성되면서 색

상변화가 시작되고 올리고머형의 리그닌과 함

께 기상열화 초기에는 노랑과 갈색, 그리고 나

중에는 회색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4. 목재의 기상열화는 초기 수개월 내에 현저한 

색상변화가 일어나고, 1∼2년 사이에 목재표면

의 거칠음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 이후에는 

색상과 표면성의 열화가 완만하게 진행함으로 

표면보호처리는 목재부재 설치 직후에 시행하

여야만 색상보존 및 표면보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5. 목재의 기상열화 특성을 시험하는데 자연내후

성시험방법과 촉진인공내후성시험방법이 이용

된다. 이 두 방법으로 도출된 기상열화 정도와 

양상이 달라 특정지역에서의 정확한 기상열화 

구명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채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자연 환경에서

의 목재의 기상열화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자연내후성시험과 다양한 촉진내후성시

험과의 비교해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고찰

되었다. 

6. Climate Index (CI), Aridity Index (AI)를 활용

한 Weathering Intensity (WI)와 목질재료의 기

상열화 간에 유의적 상관성이 보고되어, 국내

에서도 WI적용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목재의 

기상열화를 추정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시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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