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44 －

1)

1 Date Received March 29, 2017, Date Accepted July 31, 2017
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설환경공과대학 인테리어재료공학과. Department of Interior Materials Engineer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52725, Republic of Korea
3 FPInnovations. 2665 East Mall, Vancouver, BC V6T 1Z4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나종범(email: jb@gntech.ac.kr)

목재공학 2017, 45(5): 544~558

J. Korean Wood Sci. Technol. 2017, 45(5): 544~558

pISSN: 1017-0715 eISSN: 2233-7180

https://doi.org/10.5658/WOOD.2017.45.5.544

원저(Original Article)

야외시험을 통한 난주입수종의 방부성능 평가 및 

국내 목재보존산업에서의 시사점
1

나 종 범2,†
⋅Janet Ingram3

⋅Jieying Wang3
⋅Paul I. Morris3

Evaluation of Preservative Efficiacy for Refractory Wood Species in 

Field Tests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Wood Preservation Industry1

Jong Bum Ra2,†⋅Janet Ingram3
⋅Jieying Wang3

⋅Paul I. Morris3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야외시험을 통하여 난주입수종의 방부성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난주입수종의 방부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캐나다 방부목재 표준규격 CSA O80 Series-08 중 주거용 방부목 그룹 C와 D에 따라 방부 처리

된 웨스턴 헴록과 스프루스의 방부성능을 야외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제조된 샘플들은 자상처리를 실시한 후 alka-

line copper quaternary (ACQ)와 copper azole (CA)로 방부처리를 실시하였다. 성능시험용 시편들은 2010년 11월 경남 

진주에 조성된 야외시험장에서 AWPA E7-09와 AWPA E18-06 방법에 따라 지접부 및 지상부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

며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시편들의 부후 및 흰개미 가해상태가 조사되었다. 2017년 3월까지 약 6년 5개월 동안의 국

내 야외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무처리 시편에서는 부후와 흰개미 가해가 심하게 발생되었지만 방부처리된 시편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목재사용환경에서 5 mm 침윤깊이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준

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목재방부산업에서 난주입수종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려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침윤도와 

보유량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preservative efficacy for refractory species in field tests. The field tests

were set up to evaluate the preservative performance of western hemlock and white spruce preservative-treated to the 

residential products group C and D of Canadian standard (CSA O80 Series-08) that have been developed for residential 

use in above-ground and ground-contact conditions, respectively. They were incised and pressure-treated with alkaline 

copper quaternary (ACQ) or copper azole (CA). Treated samples for the ground contact stake test and ground proximity

test were installed in Jinju, Korea on November 2010 according to AWPA E7-09 and AWPA E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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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목재방부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까지 양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건설경

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

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근린공원이나 산책로에 목재를 이용한 조

경시설물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뿐만 아니

라 2007년부터 시작된 ACQ 및 CuAZ과 같은 비소

나 크롬화합물이 포함되지 않은 구리화합물계 방부

제의 전면적인 사용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목

재보존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치된 목

조 조경시설물의 조기부후로 인해 불량방부목에 대

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시기이기도 하다. 

불량방부목이란 방부목 규격 및 품질기준에서 정

하는 침윤도와 보유량을 만족하지 못한 방부목을 의

미한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량방부목 

문제는 목재보존산업에서 사용되는 헴록, 더글러스 

퍼, 레드파인과 같은 주요 수종들이 방부처리가 어려

운 난주입수종이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들은 

자상처리를 하지 않고 방부처리를 할 경우 국내 기

준에서 요구하는 침윤도 및 보유량 기준을 달성하기 

어렵다. 더구나 두께가 얇은 제재목의 경우는 자상처

리를 할 경우 심한 강도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

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난주입수

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사용수명을 보장하

는 보유량과 침윤깊이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미국목재보존협회의 데크용재에 대한 규격과 캐나

다 주거용 방부목 규격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AWPA, 2012; CSA, 

2015). 미국보존협회는 지상부에 사용되는 데크용재

에 대한 방부 규격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데 지상부에 사용되는 데크용재(두께 50 mm 너비 

150 mm 이하) 관련 방부규격에서는 5 mm의 침윤깊

이를 요구하며 지접부에서 사용되는 보유량을 사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WPA, 2012).

캐나다는 난주입수종을 활용하기 위해 산업적 용

도가 아닌 주거용 방부 규격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

으며 지면과 접하지 않는 실외 사용의 경우 5 mm의 

침윤깊이를 요구한다(CSA, 2015). 주거용도란 목재

부후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식별되는 곳에 사용되

는 경우, 그리고 부후보다는 디자인과 같은 외관적 

요소에 의해 목재의 사용수명이 결정되는 곳에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캐나다에서 주거용 방부 규격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 규

격은 방부목에서 할렬이 발생하여 방부처리가 되지 

않은 곳이 노출되더라도 이동성 구리 이온에 의해 

목재가 부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 및 오

랜 시간 동안 수행된 야외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제

정되었다(Choi et al., 2001; 2002; 2004; Morris et 

al., 2004; Morris and Ingram, 2011; Morris et al., 

2012).

본 연구는 경남 진주에서 수행된 야외시험을 통하

여 캐나다 표준규격에 따라 방부처리된 난주입성수

종의 방부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지상

부와 지접부에 사용되는 주거용 방부목 그룹 C와 D

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보유량과 침윤

도 관점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방부목 품질기준을 국

내 기준과 비교하여 국내 방부처리표준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수행되는 야

respectively. Each sample has been annually assigned ratings for decay and termite attack, based on AWPA E7 grading

system. After six years and five months of exposure, the untreated samples showed decay and particularly severe dam-

age by termite attack but all the preservative-treated samples showed no deca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5-mm pen-

etration depths may be applicable for the treatment of refractory species. This paper discusses what to consider for the

use of refractory species in Korean wood preservation industry from the penetration and retention points of view. 

Keywords : alkaline copper quarternary, copper azole, field test, wood decay, ter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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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험의 특성상 일부 야외시험 결과는 프로시딩에 

보고되었음을 밝혀둔다(Morris et al., 2016; Wang et 

al., 2014).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시편 제조 및 방부처리는 캐나다 벤쿠버에 위치한 

FPInnovations에서 수행되었다. 웨스턴 헴록(Tsuga 

heterophylla Raf. Sarg.)과 화이트 스프루스(Picea 

glauca Moench. Voss) 2 × 4 규격재(38 × 89 mm)를 

이용하여 지접부 및 지상부 시험용 시편이 제조되었

다. 화이트 스프루스는 대표적인 난주입수종이며 반

면에 웨스턴 헴록은 자상처리를 하였을 때 방부처리

가 다소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per and 

Morris, 2007). 

지상부 및 지접부 성능시험은 각각 AWPA E 

18-06와 AWPA E7-09 방식에 따라서 수행되었다. 

지상부 성능시험용 시편은 AWPA E 18-06에 제시된 

20 × 50 × 125 mm 대신 38 × 89 × 125 mm로 제조

되었고 지접부 성능시험용 시편은 AWPA E7-09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서 38 × 89 × 460 mm로 제조되

었다. 

목재 방부제로는 Alkaline copper quaternary (ACQ-D, 

AWPA P29-11)와 copper azole (CA-B, AWPA P32-10)

이 사용되었으며 각각 Timber Specialties와 Arch 

Chemicals로부터 공급받았다. 방부처리 전에 자상깊

이 8 mm, 자상밀도 8233개/m2로 자상처리를 실시하

였으며 지접부 시험용 시편은 길이 약 1 m, 지상부 

시험용 시편은 길이 약 350 mm로 자른 후 방부처리를 

실시하였다. 

2.2. 방부처리

방부처리는 CSA O80 Series-08에 기술되어 있는 

주거용 방부목 그룹(Residential products group) C와 

D에 사용되는 보유량 및 침윤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주거용 방부목 그룹 C는 국내 목재 사

용환경범주에 의하면 실외비접지로서 강우로부터 보

호되지 않는 지상부인 H3B에 해당하며 침윤도는 심

재 5 mm와 변재 90% 이상을 요구한다. 주거용 방부

목 그룹 D는 접지에 사용하는 환경 H4A에 해당하며 

심재 5 mm (8 mm 이상 60%)와 변재 90% 이상의 

조건을 요구한다. 주거용 방부목 그룹 C와 D에서 요

구되는 보유량은 ACQ Type D의 경우 각각 4.0 

kg/m3와 6.4 kg/m3, 그리고 CA-B는 각각 1.7 kg/m3

와 3.3 kg/m3이다. 

목표 보유량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작업액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낮은 농도의 ACQ를 이용하여 예비 

시편을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해 본 실험용 시

편들을 처리할 작업액 농도를 결정하였다. 가압처리

는 시험편을 주약관 내에 위치시킨 후 75 kPa에서 

전배기 30분, 1034 kPa의 가압력으로 두 시간, 다시 

75 kPa에서 후배기 15분을 실시하였다. 모든 처리는 

20 ± 2℃에서 실시하였으며 처리종료 후 각 시편들

의 무게를 측정한 후 자연건조를 실시하였다. 

보유량에 근거하여 지상부 및 지접부 성능시험용 

실험그룹 별로 각각 13개씩의 방부처리 시편을 배치

한 후 각각의 시편으로부터 두 개의 성능시험용 시

편과 침윤도 및 보유량 분석용 샘플을 제조하였다. 

지접부 성능시험용 시편에서 노출된 절단면은 cop-

per napthenate (2% Cu)를 사용하여 방부처리를 실

시하였다. 이 부분은 야외시험장에서 시편을 설치할 

때 땅 속에 묻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시험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둔다. 460 mm 

길이의 지접부 샘플과 125 mm 길이의 지상부 성능

시험용 샘플이 2010년 11월 국내 진주에 설치된 야

외시험장에 설치되었다.

2.3. 침윤도 및 보유량 분석

방부처리된 시편의 가운데 부위를 절단하여 50 

mm 길이의 분석용 샘플을 획득하였다. 침윤도는 

chrome azurol 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면에서 

13 mm까지를 보유량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보유

량 분석용 시편들을 분쇄한 후 X-ray spectroscopy를 

사용하여 구리의 양을 정량⋅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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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야외시험장 설치

각각 26개씩의 ACQ와 CA 처리 시편, 그리고 10

개의 무처리 시편, 그리고 같은 수의 지상부 성능시

험용 시편이 2010년 11월 진주에 조성된 야외시험장

에 설치되었다(Fig. 1). 지접부 시험용 시편은 AWPA 

E7-09 방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보유량 분석을 위

한 샘플을 제조하기 위해 절단된 부분을 위로 하여 

토양 속에 시편 길이의 반(약 230 mm) 정도를 삽입

하였다. 같은 수의 지상부 성능시험용 시편이 AWPA 

E18-06 방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지상부 성능시험용 

샘플들을 시멘트 블록 위에 위치시킨 후 빛 투과율

이 75%인 차광막을 사용하여 빛을 차단하였다. 

진주에 위치한 야외시험장은 1990년대에 과수원

으로 사용되다가 약 15년 동안 방치된 곳을 이용하

여 조성하였다. 현재는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

으며 배수가 양호한 편이지만 토심이 최소 50 cm 이

상으로 토양이 부후와 흰개미 활동에 적합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곳의 목재부후지수는 55 정도로 

목재부후위험이 중간정도인 곳으로 평가된다(Kim 

and Ra, 2014). 

2.5. 정기점검

2010년 11월 야외시험이 시작된 이래 시편들의 정

기점검은 2015년까지는 매년 11월 수행되었다. 마지

막 점검은 2017년 3월에 수행되어 현재까지 총 야외

시험 기간은 약 6년 5개월(77개월)이 소요되었다. 정

기점검에서는 균사의 존재, 변색 발생, 흰개미 가해 

흔적 등이 세심히 관찰되었고, 부후발생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목재의 연화정도를 면밀히 조사한 

후 AWPA E7 평가 방법에 의해 각각의 시편들에 진

단 점수를 부여하였다(Table 1). 

2.6. 난주입수종 활용을 위한 품질기준 비교

국내에서 방부목과 관련된 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8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규

정되어 있다. 이 고시에서는 목재보존제의 약제보유

량 적합 기준, 침윤도 적합 기준, 품질표시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별도로 부록에 사용환경범주 

분류 및 가압처리 대상이 되는 주요 수종의 천연내

구성과 약제처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방부목

에서 목재보존제의 침윤도 및 약제보유량에 대한 품

질시험은 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6-04호)에 따라 

행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및 미국의 방부목 

규격 및 품질기준 중 난주입수종에 활용가능한 보유

량 및 침윤도 규정을 국내의 것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목재 사용환경 및 부후위험 

각 나라별 실외비접지환경에 사용되는 목재부후위

(A) Ground-Contact stake test

(B) Ground proximity test

Fig. 1. The field test site in Jinju (Nov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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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정도는 Scheffer에 의해 개발된 목재부후위험지수

를 사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Brischke et al., 2001; 

Kim and Ra, 2013; Kim and Ra, 2014; Morris and 

Wang, 2008; Setliff, 1986; Scheffer, 1971; Wang et 

al., 2007). Scheffer 지수는 온도, 강우량, 강우일수 

등과 같은 정량적인 기후정보를 사용하여 지리적 위

치에 따른 목재의 부후위험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를 말한다. 

Scheffer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부후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일반적으로 Scheffer 지수가 35 

이하인 지역은 목재부후위험이 낮은 곳, 70 이상인 

지역은 목재부후위험이 높은 곳으로 간주된다. 국내

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5에서 

70 사이의 값을 보여 부후위험이 중간 정도인 것으

로 판명된다. 

캐나다의 Scheffer 지수를 살펴보면 인구가 집중되

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35에서 70 사이로 부후위

험이 중간 정도인 곳으로 국내와 비슷하다. 이에 비

해 미국의 부후위험정도는 아주 적은 지역부터 아주 

높은 지역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플로

리다주를 포함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남부지역 

및 하와이의 경우 부후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실외 접지 또는 담수접촉환경에서의 목재부후위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각 나라에 

존재하는 목재부후균류 및 충류의 종류가 상이할 뿐

만 아니라 기후와 토양의 상태가 목재부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광대한 

영토에 다양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미국은 지접부에 

사용되는 목재의 부후위험을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목재와 접하는 지면의 상태에 따라 사용

되는 방부제의 보유량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AWPA, 2012). 미국에서 사용되는 ACQ-2 방부목의 

경우 6.4 kg/m3와 9.6 kg/m3의 보유량을 사용하고 있

으며 이는 캐나다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에 비해 실

외접지 및 담수 접촉환경에 사용되는 국내 ACQ-2 

방부목의 보유량은 5.2 kg/m3인데 이로 미루어 볼 때 

국내 목재부후위험이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보다 높

지 않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의 목재사용환경 분류 방법 및 

Rating Condition
Description

Decay Termite

10 Sound
No sign or evidence of decay, wood softening, or 

discoloration caused by microorganism attack.

Sound

9.5
Trace-

suspect

Some areas of discolouration and/or softening 

associated with superficial microorganism attack.

Trace, surface nibbles permitted.

9 Slight attack
Decay and wood softening is present. Up to 3% 

of the cross sectional area affected.

Slight attack, up to 3% of cross sectional 

area affected.

8 Moderate attack
Similar to “9” but more extensive attack with 

3-10% of cross sectional area affected.

Moderate attack, 3-10% of cross sectional 

area affected.

7
Moderate/severe 

attack

Sample has between 10-30% of cross sectional 

area decayed.

Moderate/severe attack and penetration, 

10-30% of cross sectional area affected.

6 Severe attack
Sample has between 30-50% of cross sectional 

area decayed.

Severe attack, 30-50% of cross sectional 

area affected.

4
Very severe 

attack

Sample has between 50-75% of cross sectional 

area decayed.

Very severe attack, 50-75% of cross 

sectional area affected.

0 Failure

Sample has functionally failed. It can either be 

broken by hand due to decay, or the evaluation 

probe can penetrate through the sample.

Failure.

Table 1. AWPA E7 rating for decay and termit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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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CQ-2호의 방부

목에 요구되는 보유량과 침윤도는 Table 1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다(AWPA, 2012; CSA, 2008; NIFoS, 

2015). 

국내 방부목의 품질 적합기준은 수종과 상관없이 

재종(심재 또는 변재)과 침윤깊이로 결정된다(NIFoS, 

2015). 변재는 사용환경범주에 상관없이 변재부위의 

전층을 측정하여 80% 이상이 침투하여야 하며 심재

는 사용환경범주와 목재의 두께에 따라 침윤깊이가 

틀려진다. H1, H2, H3에서는 재면에서 10 mm를 측

정해서 8 mm 이상의 침윤깊이를, H4의 경우는 두께 

90 mm를 기준으로 하여 두께가 작을 경우 재면에서 

10 mm, 같거나 클 경우 재면에서 15 mm까지를 측

정부위로 하여 각각 8 mm, 12 mm를 적합기준으로 

판단한다. 보유량은 방부목의 두께 50 mm를 기준으

로 작을 경우 표면에서 15 mm, 클 경우 25 mm까지

를 분석하며 보유량과 침윤도 모두 측정샘플 중 

90%가 합격하여야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에서 제재목의 방부처리 기준은 수종에 따라 

상이하다(AWPA, 2012). 방부처리되는 목재의 특성

에 따라 방부처리기준이 달리 적용되는데,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수종(침엽수 또는 활엽수) 및 자상처리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상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수종의 침윤깊이는 63 mm 또는 변재 85%, 38 mm 

Use Category Korea USA Canada

Inte

rior/Dry

Interior construction

Above ground

Dry

H1

2.6

UC1

2.4

UC1

4.0

Interior/Damp

Interior Construction

Above ground

Damp

H2

2.6

UC2

2.4

UC2

4.0

Above Ground

Protected:

- Exterior Construction

- Above Ground

- Coated & rapid water runoff

H3A

2.6

UC3A

2.4

6.4*1

UC3.1

2.0*2

4.0*3

Exposed

- Exterior Construction

- Above Ground

- Uncoated or poor water run-off

H3B

2.6

UC3B

2.4

6.4*1

UC3.2

2.0*2

4.0*3

Ground Contact

General Use

- Ground contact or fresh water

- Non-critical components

H4A

5.2

UC4A

6.4

UC4.1

6.4*4

Heavy Duty

- Ground contact or fresh water

- Critical components or difficult replacement H4B

5.2

UC4B

9.6
UC4.2

9.6Extreme Duty

- Ground contact or fresh water

- Critical structural components

UC4C

9.6

Marine Use Marine use H5

UC5A

UC5AUC5B

UC5C

*1 Sawn lumber for decking materials less than 50 mm thickness and 150 mm in width (assay zone: 0-5 mm)
*2 Residential products group A and B
*3 All other uses including residential products group C
*4 Uses Including residential products group D

Table 2. User category system and retention values of ACQ type-D (ACQ-2) at each user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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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재 78%로 규정하고 있는데 침엽수는 전자를 

활엽수는 후자를 따른다. 자상처리를 필요로 하는 수

종은 125 mm 두께를 기준으로 작으면 10 mm 그리

고 변재 90%, 두께가 125 mm보다 크면 13 mm 그

리고 변재 90%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유량 분

석은 자상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수종은 두께 50 mm

를 기준으로 작으면 재면에서 15 mm, 50 mm보다 

크면 재면에서 25 mm까지를 분석범위로 하며 자상

처리를 요구하는 수종의 경우는 재면에서 15 mm까

지를 분석범위로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20개

의 측정용 샘플이 필요하며 이 중 80%가 합격해야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난주입수종의 활용 측면에서 미국 방부목 규격 및 

품질기준 중 주목할 부분은 데크에 사용되는 제재목

(두께 50 mm 및 폭 150 mm 이하)에 관한 부분으로 

헴퍼, 더글라스퍼, 로지폴 파인에 대해 침윤도와 분

석면적을 따로 기술하고 있다. 세 수종 다 일반적으

로는 자상처리가 요구되는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데

크용재로 사용할 경우 자상처리를 반드시 요구하지

는 않는다. 재면에서 5 mm의 침윤깊이 및 변재의 경

우 90% 침윤도를 요구하며 재면에서 5 mm까지를 

분석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보유량은 지접부

에서 사용하도록 정해진 보유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미국 내 지접부 부후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종에 따라 침윤도

와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변재부는 90%의 약제 침투

를 요구하며 심재는 114 mm의 두께를 기준으로 같

거나 작을 경우 10 mm, 두께가 90 mm 보다 클 경우 

13 mm를 요구한다. 분석면적은 기본적으로 재면에

서 16 mm까지를 요구하지만 두께 50 mm보다 클 경

우 그리고 약제가 잘 들어가는 수종의 경우 재면에서

부터 25 mm까지를 분석범위로 한다. 미국 방식과 동

일하게 최소 20개의 분석샘플을 요구하며 이 중 80% 

이상이 기준을 만족할 때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캐나다 방부목 품질기준에는 주거용 방부목에 대

한 규격이 존재한다(CSA 2015). 캐나다는 주거용 방

부목의 규격을 제재목의 두께와 사용환경에 따라 네 

그룹((1) Product Group A (< 25 mm), (2) Product 

Group B (25 ≤ and < 40 mm), (3) Product Group C 

(< 40 mm, UC 3.2), (4) Product Group D (40 ≤ and 

< 155 mm, UC4.1))으로 구분하여 품질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각 그룹별 침윤도와 보유량 규정을 살

펴보면 그룹 A와 B는 침윤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

며 두께가 작기 때문에 인사이징을 요구하지 않고 

2.0 kg/m3의 보유량(gauge retention)을 요구한다. 이

는 두께가 작을 경우 자상처리를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나 외관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UC3.2에 사용되는 주거용 목재 C 그룹은 4.0 kg/m3

의 보유량과 심재 5 mm 그리고 변재의 경우 수종에 

따라 85% 또는 90%의 침윤깊이를 요구한다. UC4.1

에 사용되는 주거용 목재 D 그룹은 대부분의 침엽수

에서 6.4 kg/m3의 보유량과 심재 5 mm 이상 그리고 

이 중 60% 이상이 8 mm의 침윤깊이를 달성하는 것

을 요구한다. 분석면적은 표면에서 13 mm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미국 규정과 같이 최소 20개의 목재 

샘플을 채취하고 이 중 80% 이상이 만족하였을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3.2. 야외시험결과 

캐나다 주거용 방부목 그룹 C와 D의 국내 사용여

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된 실험에서 스프루스와 

헴록의 침윤도 및 보유량은 Table 3에서 볼 수 있다. 

CA와 ACQ로 처리된 스프루스는 처리목재의 60%가 

8 mm 이상의 침윤깊이를 보여야 하는 캐나다 주거용 

방부목 그룹 D의 침윤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지

만 헴록은 위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지상부 성능시험

용 시편의 경우 CA로 방부처리된 헴록과 스프루스는 

80%의 샘플이 5 mm의 침윤깊이를 보여야 하는 캐

나다 주거용 목재그룹 C의 침윤도 조건을 달성하였

다. 그러나 ACQ 방부처리 시편의 경우 헴록은 기준

을 만족시켰으나 스프루스는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

하였다. 국내 기준에서 H3가 8 mm, H4가 두께 90 

mm 이하의 제재목에서 8 mm를 그리고 90 mm 보다 

같거나 클 경우 12 mm의 침윤도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스프루스는 인사이징을 하더라도 국내 침

윤도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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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Use Category Penetration depth and/or percent of sapwood Assay Zone (mm)

Korea

H1

Sapwood: 80%

Heartwood: 8 mm 

- 0-15 mm (≤ 50 mm thick.)

- 0-25 mm (> 50 mm thick.)

H2

H3
H3A

H3B

H4
H4A Sapwood: 80%

Heartwood (≤ 90 mm thick.): 8 mm

Heartwood (> 90 mm thick.): 12 mm H4B

H5

Sapwood: 80%

Heartwood (≤ 90 mm thick. ): 12 mm

Heartwood (> 90 mm): 16 mm 

90% conformance required

USA

UC1

Species that does not require Incising

- 63 mm or 85%*1

- 38 mm or 78%*2

Species that require incising

- ≤ 125 mm thick.: 10 mm and 90%

- > 125 mm thick.: 13 mm and 90%

Incising not required

- 0-15 mm (≤ 50 mm thick.)

- 0-15 mm or 0-25 mm (> 50 mm 

thick.)

Incising required

- 0-15 mm

UC2

UC3
UC3A

UC3B

UC4
UC4A

UC4B

UC5

Decking 

Materials*3
5 mm and 90% 0-5 mm

80% conformance required (Number of borings required: 20)

Canada

UC1

Sapwood: 90%

Heartwood (≤ 114 mm thick.): 10 mm

Heartwood (> 114 mm): 13 mm 
- 0-16 mm (≤ 50 mm thick.)

- 0-16 mm or 0-25 mm (> 50 mm 

thick.)

UC2

UC3
UC3.1

UC3.2

UC4
UC4.1

UC4.2

UC5
Sapwood: 90%

Heartwood: 13 mm

Residential 

application

Product Groups A and B 

- No penetration requirement

- No incising requirement

Product Group C 

- Sapwood: 85 or 90%*4

- Heartwood: 5 mm 

Product Group D (40 mm < thick. ≤ 105 mm)

- Sapwood: 85 or 90%*4

- Heartwood: 8 mm or 5 mm and 8 mm (60%)*5

Product Groups C and D

- 0-13 mm 

80% conformance required (Number of borings required: 20)

*1 Penetration depth and/or percent of sapwood for specified softwoods in AWPA.
*2 Penetration depth and/or percent of sapwood for hardwood such as maple, black gum and red gum 
*3 The specified species in AWPA are Hem-fir, Hem-fir North, Douglas fir, and Lodgepole pine. 
*4 85% of sapwood for ponderosa, red, and southern pine and 90% for other softwood species 
*5 8 mm of penetration depth for ponderosa, red and southern pine, and 5 mm and 8 mm (60%) for other softwood species

Table 3. Penetration requirements and assay zone for treated sawn products



나종범⋅Janet Ingram⋅Jieying Wang⋅Paul I. Morris

－ 552 －

다. 반면 헴록은 인사이징을 통해서 국내 보유량과 

침윤도 기준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년 5개월의 야외노출시험에서 ACQ와 CA로 처

리된 모든 지접부 및 지상부 시편들은 부후 및 흰개

미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Fig. 2-3). 6년 

5개월의 야외노출 후에 일부 시편에서 적은 양의 균

사체가 발견되었지만 시편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

로 판단되었으며 AWPA E7에 따른 부후 판정 점수

는 10으로 나타났다(Table 4-5). 

진주에 설치된 국내 야외시험장에는 대량의 흰개

미가 자생하고 있으며 매우 활동적이고 공격적이어

서 무처리 시편들은 일 년의 노출 기간만으로도 흰

개미에 의한 심한 가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흰개미에 의해 가해된 무처리 시편들은 새로운 시편

으로 대체되었지만 이들 또한 급속한 흰개미 가해를 

보였다.

무처리 시험편에서는 흰개미 가해와 더불어 부후

가 발생하였다. 무처리 시편이 흰개미에 의해 급속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후를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접부 시험의 경우 스프루스가 헴록

보다 부후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무처

리 스프루스의 경우 부후에 대한 판정점수가 야외노

(A) Ground Proximity Test

(B) Treated Samples

(C) Untreated Samples

Fig. 3. Photos of the ground proximity test after 

six-years-and-five-months exposure: (A) ground 

proximity test, (B) treated samples, (C) Untreated 

samples.

(A) Untreated samples

(B) Treated samples

Fig. 2. Photos of the ground stake test after 

six-years-and-five-months exposure: (A) untreated 

samples, (B) treat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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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3년이 경과했을 때 5.3으로 7.3인 헴록에 비해 빠

른 부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년이 경

과되면서 무처리 스프루스 시편은 흰개미에 의해 심

한 가해를 받아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후등급에 대한 판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

지접부 시험에서처럼 지상부 성능시험용 방부처리 

시편에도 부후 및 흰개미 가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6년 5개월의 지상부 성능시험 

후 방부처리된 모든 시편의 부후 및 흰개미 가해에 

대한 판정 점수는 각각 9.9 및 10.0으로 시편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접부 시험에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지상부 시험

에서는 야외노출 일 년이 경과한 후에 시편에 부후 

및 흰개미 가해가 관찰되지 않았다. 2년차와 3년차

에 들어와 초기 부후가 약간의 무처리 시험편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들의 판정 점수는 두 수종에서 모두 

9.3이었다. 마지막 정기점검에서 스프루스와 헴록의 

부후 가해 판정점수는 각각 6.6과 3.6으로 지상부 시

험에서는 헴록이 더 빨리 부후되는 경향을 보였다.

무처리 스프루스와 무처리 헴록에서 흰개미 가해 

판정점수는 4.6과 5.5로 나타났다. 야외실험 3년차부

터 흰개미가 지상부 무처리 시편에 접근하였으며 토

양에서 시멘트 블록 위로 튜브를 만들어 시편에 접

근하였다. 지상부 시험에서 사용된 시멘트 블록이 수

분을 일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부후와 흰개미 가해를 위한 적정 환경을 만들고 있

는 것처럼 판단되었다. 흰개미에 의한 가해가 지상부

가 지접부에 비해 지체된 이유는 야외시험장에 흰개

미를 공격하는 개미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

찰되었다. 가해를 받고 있는 지접부 및 지상부 시편

들에서 개미의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공격에 

의해 흰개미가 전멸된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그러

나 6년 5개월의 야외시험 동안 교체된 무처리 시편

에 흰개미의 가해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야외시험장 내에 흰개미와 개미의 생태학적 균

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난주입수종의 침윤도와 보유량

방부목의 침윤도와 보유량과 같은 기준은 일단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격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험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

요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경

우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이들 규격들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방부효능을 

입증하는 충분한 양의 자료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목재보존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침윤

도와 보유량과 같은 방부목 품질기준의 시작은 방부

업체와 사용자의 합의에서 출발한다. 

AWPA에서 더글라스 퍼, 웨스턴 헴록, 스프루스와 

Test Species Preservative

Minimal retention 

requirements of CSA 

O80-08 (kg/m3)

Mean assay 

retention

(kg/m3)

Percentage of 

samples with 

penetration of 

≥ 8 mm

Percentage of 

samples with 

penetration of 

≥ 5 mm

Ground 

contact

Spruce
CA 3.3

2.8 (1.3) 31 46

Hemlock 2.8 (0.6) 92 92

Spruce
ACQ 6.4

5.9 (2.5) 23 69

Hemlock 6.9 (0.6) 100 100

Above 

ground

Spruce
CA 1.7

1.7 (0.5) NA 85

Hemlock 1.8 (0.2) NA 100

Spruce
ACQ 4.0

4.2 (1.6) NA 69

Hemlock 4.0 (0.9) NA 100

Standard deviations are shown in parentheses

Table 4. Compliance with CSA O80 retention and penetration standar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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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난주입수종의 방부처리와 관련된 품질 기준은 

1920년대 수행된 실험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Morris and Morrell, 2014). 자상처리된 더글라스 퍼 

침목을 크레오소트로 가압처리 했을 때의 실험 결과

에 기초하여 제재목의 침윤도 기준(두께 125mm 이

하일 경우 10mm, 125 mm 이상일 경우 13 mm)을 

정하였으며 방부처리를 하였을 때 투입된 제재목의 

약 80% 정도가 이 기준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80%

의 적합도 기준이 설정되었다. 또한 이들 수종의 보

유량은 방부처리도가 좋은 소나무 변재의 실험 결과

에 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침윤깊이에 대한 기준도 정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국내 방부목 규격 및 품질기준 및 AWPA의 

기준을 살펴보면 지상부와 지접부에서의 부후위험 

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침윤도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접부와 지상부

에서 목재의 부후위험은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는 것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Preservatives None CA ACQ

Species Spruce Hemlock Spruce Hemlock Spruce Hemlock

Target Retention

(kg/m3)
none none 3.3 3.3 6.4 6.4

Mean Retention

(kg/m3)
NA NA

2.8

(1.3)

2.8

(0.6)

5.9

(2.5)

6.9

(0.6)

Mean Penetration

(mm)
NA NA

5.6

(3.5)

12.3

(2.5)

5.8

(3.0)

12.8

(0.6)

Year 1

Decay
9.8

(0.5)

10.0

(0.2)

10.0

(0.0)

10.0

(0.0)

10.0

(0.0)

10.0

(0.0)

Termites
5.8

(2.9)

7.0

(1.6)

10.0

(0.0)

10.0

(0.0)

10.0

(0.0)

10.0

(0.0)

Year 2

Decay
5.3

(4.6)

8.3

(4.1)

10.0

(0.0)

10.0

(0.0)

10.0

(0.0)

10.0

(0.0)

Termites
0.0

(0.0)

3.7

(3.3)

10.0

(0.0)

10.0

(0.0)

10.0

(0.0)

10.0

(0.0)

Year 3

Decay
5.3

(4.6)

7.3

(3.6)

10.0

(0.0)

10.0

(0.0)

10.0

(0.0)

10.0

(0.0)

Termites
0.0

(0.0)

3.1

(3.4)

10.0

(0.0)

10.0

(0.0)

10.0

(0.0)

10.0

(0.0)

Year 4

Decay NA
7.2

(3.5)

10.0

(0.0)

10.0

(0.0)

10.0

(0.0)

10.0

(0.0)

Termites
0.0

(0.0)

2.7

(3.3)

10.0

(0.0)

10.0

(0.0)

10.0

(0.0)

10.0

(0.0)

Year 5

Decay NA
5.4

(3.3)

10.0

(0.0)

10.0

(0.0)

9.9

(0.2)

10.0

(0.1)

Termites
0.0

(0.0)

1.2

(2.5)

10.0

(0.0)

10.0

(0.0)

10.0

(0.0)

10.0

(0.0)

Year 6

(77 months)

Decay NA
0.7

(2.2)

10.0

(0.1)

10.0

(0.0)

10.0

(0.1)

10.0

(0.0)

Termites
0.0

(0.0)

0.6

(1.9)

10.0

(0.1)

10.0

(0.0)

10.0

(0.1)

10.0

(0.0)

Standard deviations are shown in parentheses

Table 5. Performance of wood in ground contact in Jin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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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토양에는 방부제 유효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 및 연부후균 및 구리저

항균류를 포함한 다양한 목재부후균류가 존재한다

(Wakeling and Morris, 2014). 또한 토양에 존재하

는 무기물질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목재의 부

후위험은 크게 증가한다(Morris, 1994; wakeling 

and Morris, 2014). 반면 토양과 접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 균사와의 직접적인 첩촉이 

없는 경우 목재 가해는 주로 이들 균류의 포자에 의

해 시작되는데 이들 포자의 발아는 목재표면 조건

에 매우 민감하다(Choi et al., 2001; 2002). 특히, 목

재표면에서의 수분의 변동은 연부후균의 성장을 막

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Zabel and 

Morrell, 1992; Morris et al., 2008). 따라서 토양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고 부후위험이 포자에 의해

서 야기되는 곳에 사용되는 목재는 방부제 유효성

분의 침윤깊이가 작더라도 부후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Preservatives None CA ACQ

Species Spruce Hemlock Spruce Hemlock Spruce Hemlock

Target Retention

(kg/m3)
none none 1.7 1.7 4.0 4.0

Mean Retention

(kg/m3)
NA NA

1.7

(0.5)

1.8

(0.2)

4.2

(1.6)

4.0

(0.9)

Mean Penetration

(mm)
NA NA

8.2

(3.6)

12.5

(1.9)

5.0

(1.7)

12.8

(0.8)

Year 1

Decay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Termites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Year 2

Decay
9.3

(0.6)

9.4

(0.8)

10.0

(0.0)

10.0

(0.0)

10.0

(0.0)

10.0

(0.0)

Termites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Year 3

Decay
9.3

(0.6)

9.2

(0.7)

10.0

(0.0)

10.0

(0.0)

10.0

(0.0)

10.0

(0.0)

Termites
9.3

(1.2)

9.2

(1.3)

10.0

(0.0)

10.0

(0.0)

10.0

(0.0)

10.0

(0.0)

Year 4

Decay
9.0

(0.8)

8.7

(0.9)

10.0

(0.0)

10.0

(0.0)

10.0

(0.0)

10.0

(0.0)

Termites
8.4

(2.5)

7.1

(3.1)

10.0

(0.0)

10.0

(0.0)

10.0

(0.0)

10.0

(0.0)

Year 5

Decay 
8.1

(0.7)

6.1

(3.6)

10.0

(0.0)

10.0

(0.0)

9.9

(0.2)

10.0

(0.1)

Termites
7.4

(3.4)

4.6

(4.4)

10.0

(0.0)

10.0

(0.0)

10.0

(0.0)

10.0

(0.0)

Year 6

(77 months)

Decay
6.6

(2.9)

5.1

(3.8)

9.9

(0.1)

9.9

(0.1)

9.9

(0.1)

9.9

(0.1)

Termites
3.6

(4.8)

2.6

(4.3)

10.0

(0.0)

10.0

(0.0)

10.0

(0.0)

10.0

(0.0)

Standard deviations are shown in parentheses

Table 6. Performance of wood above ground in Jin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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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시험 및 실제 사용 중에 있는 스프루스, 로지

폴파인 및 헴퍼 방부목과 같은 난주입수종의 보유량

과 침윤도 및 방부효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Morris and Morrell, 2014). 이 연구는 침윤깊이가 

작더라도 포자에 의해 목재부후가 발생되는 곳에 사

용되는 2인치 두께 이하의 목재라면 이동성 구리 이

온에 의해 충분한 방부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균사와 

직접 접촉될 수 있는 지접부에 사용되는 구조재의 

경우에도 5 mm의 침윤깊이로 충분한 방부효력을 가

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보유량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접부에

서 19년 동안 사용된 CCA 방부목의 보유량이 

AWPA에 명기된 보유량의 80% 정도였으며, 또한 

30년 동안 지상부에서 사용된 CCA 방부목의 보유량

이 AWPA 기준의 50%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후

균류에 의한 가해를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ACQ와 CA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보유량이 AWPA 기준의 50%임에도 지접부에서 6년 

이상 부후균류에 의한 가해를 거의 받지 않고 사용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난주입수종

에서는 방부제 보유량 분석범위가 침투깊이 보다 훨

씬 크기 때문에 방부목 재면에서의 방부제 보유량이 

방부효력을 보여주는 최소약제보유량보다 훨씬 높다

는 것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Morris and Morrell, 

2014). 

3.4. 국내 목재보존산업에서 난주입수종의 

활용방안

국내 목재보존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종은 대

부분 약제처리도가 3 또는 4에 포함되는 난주입 수

종이지만 보유량, 침윤도, 및 적합도와 같은 방부목 

품질 기준은 수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난주입수종의 처리에 적

합한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특히 강도감소

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상처리를 할 수 없는 

두께의 제재목을 방부처리 할 경우 난주입수종의 활

용은 극히 제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경제수종인 낙엽송의 목재

보존산업에서의 활용에도 큰 제한인자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내목재보존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난주입

수종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5 mm 침윤깊이의 적용이다. 침윤깊이를 기

존 8 mm에서 5 mm로 줄이는 방식은 자상처리 깊이

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난주입수종들의 활

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미국과 캐

나다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일뿐더러 현재까

지 진주에서의 야외시험 결과에 의해서도 방부효능

이 증명되고 있다. 다만 보유량과 보유량 분석면적에 

대한 논의가 일부 필요하지만 난주입수종의 방부처

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침윤깊이의 달성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90%의 적합도 기준도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방부처리가 용이한 수종

은 90%의 적합도 기준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지만 현재 국내 목재방부업계에 주로 사용

되는 수종들의 경우는 난주입수종으로 방부처리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에도 난주입수종의 경우 90%의 

적합도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처럼 80% 정도로 적합

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구조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 캐

나다 주거용 방부목 그룹 A와 B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거용 방부목 그룹 A

와 B는 40 mm 이하의 비구조용 방부목에 대한 규정

으로 침윤깊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단지 2 kg/m3

의 보유량 규정만 존재한다. 침윤도 규정이 없는 이

유는 두께가 작은 목재의 경우 자상처리를 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나 외관이 손상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지면과 접하지 않으며 단순히 포자와

의 접촉에 의해 부후위험이 제한되는 곳에 사용되는 

비구조용 제재목의 경우 이러한 규격을 국내에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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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캐나다 주거용 목재그룹 C와 D 규격에 맞추어 방

부처리된 스프루스와 헴록을 대상으로 진주에서 6년 

5개월 동안 수행된 난주입수종의 방부처리 성능평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루스는 자상처리를 하더라도 캐나다 및 국

내 침윤도 기준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자상처리된 헴록은 기준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무처리시편의 경우 부후균에 의한 가해 뿐 아니

라 흰개미에 의한 가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흰개미에 의한 가해가 매

우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진주에 조성된 야외시험장이 방부목 시험

을 위해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방부처리된 스프루스와 헴록은 지상부 및 지접

부 성능시험에서 부후 및 흰개미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으며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국내 방부처리 표준과 비교해볼 때 일정 

이상의 높은 보유량을 유지할 경우 침윤깊이를 

일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국내 목재보존산업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목

재는 난주입수종이다. 이러한 수종들을 활용하

는데 있어 침윤깊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만일 방부성능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침윤

도와 보유량 조건이 제시되고 활용될 수 있다

면 목재보존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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