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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울시 내에 소재한 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목조건물에 한 열화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된 목조건물은 

겨울철임에도 흰개미에 의한 피해가 진행되고 있었다. 목조건물의 흰개미 피해 실태  원인을 조사하기 하여 

음 에 의한 비 괴 방법을 용하 으며, 환경  열화요인 조사에는 외선 카메라를 사용하 다. 비 괴 

검사를 통한 기둥부재의 내구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둥 부재에서는 심각한 강도  손실이 발견되어 교체가 

필요하 다. 조사된 목조건물은 사람이 생활하기 하여 식 난방설비를 설치한 곳으로서 통 인 목조건

물 내부에 난방시스템이 설치됨으로써 연  비교  균일한 온도 의 형성 그리고 바닥재에 의한 결로발생으로 

인한 수분 제공이 흰개미의 피해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조사한 목조건물의 흰개미는 일본흰개

미, Reticulitermes speratus로 동정되었다. 목조건물은 주 환경에 따라서 많은 향을 받으므로 환경 조 을 

통하여 생물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 리 기술이 필요하 다. 통건물 내 식 시설의 설치는 통목조

건물의 특징을 잘 살리고 내구성에 향이 없는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단되었다.

ABSTRACT

  The deterioration of Korean traditional wooden house located in seoul was estimated. This 
house was attacked by termite. To estimate damage status of buildings, non-destructiv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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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pplied. Some of the post needed to be replaced due to low strength, estimated by non-
destructive methods. The house was installed with boiler heating facility, to use office and public
education. This kind of heating system changed the environmental condition of the wooden 
house. The termite which attacked the house was classified as Reticulitermes speratus. Because
of durability of wooden house effected by environment, control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the wooden house. The installation of modern facility to traditional 
wooden house should not change the traditional structure and do not effect to durability of 
wooden house.

Keywords : Koean traditional wooden house, termite, non-destructive methods

1. 서  론

  통목조건물들은 건축이 갖는 아름다움과 자연

과 동화되어진 그 웅장함으로 한국의 표 인 문화

유산의 하나이다. 통 인 멋을 살린 목조건물은 

아름다움과 함께 내구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어 생물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시설

을 갖추어 놓았다. 목조건물의 통풍이 원활이 이루

어져 목재가 늘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방부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통 인 목조건물에서는 가

장 우선시되어야 할 내구성 유지 방법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김 등(2007)은 조사되어진 목조문화재 기둥은 주

환경에 따라 열화되기 쉬우며, 목재부재  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후 상이 

있음을 보고하 다. 김 등(2003)은 지구온난화로 인

한 기온도의 지속 인 상승으로 해충에 의한 고건

축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둥의 치, 부

에 따라 피해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김 등(2003)은 비 괴 검사를 통한 고건축물의 기둥

부재의 열화 평가에서 기둥은 지면과 한 부분과 

맨 윗부분에서 열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 다. 

  목조건축물의 유지 리에 비 괴 방법을 이용한 

열화진단 방법의 용은 건물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 음 를 이용한 비 괴 진단은 매질

을 통과하는 음  송시간의 차이로서 재료의 균

질성에 한 이상 유무를 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목재에 음  비 괴 방법을 용하여 목재 내부열

화에 따른 송시간 차이를 이용한 부후진단은 목재

의  상태를 검하기 한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손 등, 2004). 

  최근 통목조건물 내부에 난방을 하여 보일러

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러한 난방 설비의 설

치는 일정한 온도를 제공하고 외부 온도차, 비닐 마

감 등으로 인한 결로 발생으로 흰개미의 목재에 

한 공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조사된 건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방바닥과 

인 한 목재에 흰개미의 식흔이 발견되어지고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통목조건축물의 흰개미 피해 

정도  원인 등을 탐색하여 목조건축유지 리의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 목조건축물 

  서울시 내 소재 Y향교 내 건물 2동을 상으로 조

사하 다. 

2.2. 시험방법

  조사건물의 목재열화상태 조사에는 식 

자 방식으로 기둥부재에 사용이 용이한 비 괴 측정 

장비 ｢Wood pole tester (77 kHz)｣를 사용하 다. 

음  방식의 비 괴 장비는 목재의 열화진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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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st arrangement in the building and area of the nondestructive measure point of A build-
ing (same post number, measure point were applied for B building).

(a)

   
(b)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esis (morimoto
1968)

Photo 1. Jawbone of soldier termite (a) and 
Morimoto (b) (reference).

으로 개발된 장비로서 목재 내 음 의 송시간

을 디지탈 방식으로 표 되어 동일 부재의 열화진단

에 효율 으로 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비 괴장

비로부터 얻어진 송시간을 목재의 열화상태를 

단하는 기  자료로서 이용하 다. 조사 장에서의 

기둥부재의 열화상태 조사에는 알 시스텍 ｢MV- 

324 Video Microscope｣를 사용하 다. ｢MV-324 

Video Microscope｣는 장에서 부재의 조직을 확  

촬 할 수 있는 장비로서, 피해부재 내부의 흰개미

의 존재 유무  조직의 열화 정도를 단하는 장비

로서 활용되었다. 비 괴 검사는 기둥재를 상으로 

실시하 으며, 기둥부재의 크기는 20 (가로) × 20 

(세로) × 240 cm (높이)이며 측정지 은 Fig. 1과 같

이 길이방향으로 20 cm 간격으로 폭 방향으로는 6 

cm와 13 cm 2지 을 측정하 다. 목조건축물의 환

경  열화요인 분석에는 흰개미 생육 가능 온도에 

을 두고 실시하 으며, 실내⋅외 온도 변화는 

열화상 측정 장비인 ｢Infratec Vario CAM｣으로 측

정하여 분석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흰개미

  장에서 채집한 흰개미로부터 병정개미의 큰턱

을 분리하여 동정한 결과, 1968년 Morimoto의 검색

표, Park (1997) 등의 한국 내 흰개미 분류 보고에 

근거하여 일본흰개미 큐슈亞種(Reticulitermes spe-

ratus kyushuensis)으로 밝 졌다. 

3.2. 목조건물의 환경적 열화 요인

  흰개미는 휴면을 하지 않는 곤충으로 활동과 생존

에 있어서 련범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며, 겨울

철의 온이 분포의 제한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

나 난방설비의 보 이나 지구온난화의 향으로 보

통 분포지역 이북에서 피해를 받은 가 세계각지에

서 보고되고 있으며, 북반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서식

하는 Reticulitermes屬에 의한 가 많다(이 등, 

2003). 조사된 건물 A동의 열 외선 화상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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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Boiler heating system (a) and sun radiation (b) provide termite living condition at wooden 
house  in the winter season.

Photo 3. Infrared photography of B building (inside and outside).

과, 보일러의 가동으로 외부온도가 하 5도일 때도 

문을 통한 내부의 온도는 15oC 이상이었다. 마루 

에서 방과 연결된 하인방의 온도는 10oC 이상을 나

타내었다. 건물 내부의 온도는 보일러 가동 시 벽재

의 온도가 18oC 이상이고, 마루 의 온도는 8oC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반 으로 흰개미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건조한 곳은 가해하지 

않으며, 고온다습한 곳이 피해를 받기 쉽다. 그 기 

때문에 항상 물을 사용하는 곳이나, 난방용 배  주

가 피해 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일러를 가동

하지 않은 서재의 경우, 건물 내 외부의 온도는 0∼

10oC 범 를 나타내었고, 낮 기온의 상승과 함께 햇

빛을 받는 벽체는 25
oC 이상으로 증가되었다(Photo 

2). 내부는 보일러의 가동이 없을 경우 4∼6oC의 범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흰개미는 다른 많은 곤충과 달리 겨울철의 온기

간을 휴면이라는 특수한 생리상태로 월동하지 않는

다. 이 때문에 흰개미의 활동이나 분포는 온도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일본흰개미의 최 온도는 12∼

30oC이고, 6oC 이내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12oC를 

넘으면 활발해진다. 고온에 비교  강하지만, 소화

에 공생하고 있는 원생동물이 33
oC 이상에서 사멸

하기 때문에 여름철의 고온기에는 땅속이나 서늘한 

장소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이 등, 2003). 조사시

인 하 5
oC의 기상환경에서 흰개미의 생육에 

합한 온도 가 A동과 B동에서 유지됨이 확인되었

다. 특별히 실내와 인 된 마루  하인방과 내부 기

둥에서 흰개미의 피해가 집 되어 있음은 온도 인 

요인과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조건물에서 보일러는 내부 환경이 흰개미 생육

에 합한 온도를 제공하며, 반복된 가열에 의한 온

도변화가 결로의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하여 목재는 

수분공 을 받게 되므로 흰개미의 생육이 연  가능

한 것으로 단되었다. 더욱이 보일러 온돌방은 바

닥환기구가 거의 없거나,  환기구를 폐하 기 

때문에 체류된 수분이 목재로 이되므로 피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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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Sealed up vent (a) and termite path under oiled paper (b).

     

Photo 5. Termite － deterioration wood.

욱 가 된다(Photo 4). B동의 경우, 보일러를 가동

하지 않아도 실내의 장  에서는 흰개미의 생육에 

합한 온도 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장 과 연결

된 벽재로 수분이 공 되어 흰개미의 피해가 집 되

고 있었다. 

3.3. 흰개미 피해목재

  흰개미 피해재는 ｢Video Microscope｣를 사용하여 

장에서 확인 결과, 내부에서 흰개미 활동이 왕성

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찰되었다. 흰개미 피해는 

주로 보일러 바닥과 연결된 하인방과 기둥에서 집

으로 발생하고 있었다(Photo 5). 피해재의 내부에

는 의토를 분비하여 외부로부터 수분을 빼앗기는 것

을 막고 있었으며, 비닐 장 과 연결된 하인방에서

는 장  아래에서 흰개미의 활동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흰개미는 기둥을 타고 천장 까지 피해

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하인방에 

그 피해가 집 되었고, 바닥재로부터 지상 1.5 m 정

도인 인방과 기둥에서도 그 피해가 확인되었다

(Photo 6∼8).

3.4. 기둥 부재의 부후진단 

  건물의 기둥재를 상으로 하여 비 괴 방법에 의

한 부후진단을 하 다. 기둥부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음  송시간을 측정하여 목재의 열화 상태를 조

사하 다. Figs. 2, 3에 A, B동의 음 진단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건 재의 평균 음 송시

간에 한 기둥부재 각 측정지 의 음  송시간

과의 비로써 나타내었다. 음 의 송시간은 목재

내부의 열화상태를 단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건물부재의 열화진단의 방법으로서 각 개

별 부재에 한 음 의 송시간을 비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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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6. The soldier termite attack the wood (picture captured with video microscope (MV-324)).

     

Photo 7. The termite path of  A building (left) and B building (right).

상 으로 열화된 정도를 비교 단할 수 있다. 

음 의 송시간은 목재내부의 균질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목재가 지니고 있는 생물열화 이

외의 요인(할열, 옹이)에 의해서도 음 의 송시

간에 향을  수 있고(Robert et al., 1995), 심하

게 열화되어 조직의 손상이 큰 부재의 경우에는 

음 의 송시간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음 의 송시간의 비로써 목재의 내부 상태를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조사 건물은 보

수 한 지 3년을 경과한 시 으로서 흰개미의 공격이 

특정한 부재에 집 되어 있어, 동일 부재  건 한 

부재를 기 으로 측정하기 용이하 으며, 모든 부재

에 한 비 괴 검사를 종료한 후, 각 부재에 한 

음 의 송시간을 기 로 하여 부후지도를 작성

하고 데이타를 비교 검토한 결과, 건 부재  열화

부재의 건 부분에 한 음  송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기 으로 하여 얻어진 모든 부재의 

음  송시간과 비교하여 그래 로 나타내었다. 

개별 부재에 한 상세한 부후 정도를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조사된 부재의 상  비교  건

물의 체 상태를 악하기에는 용이하 다. 건 부

재의 평균 음  송시간은 100 us 으며, 부후가 

진행된 부재의 음  송시간은 300∼400 us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열화가 심한 부재의 음  

송시간은 900 us로 나타났다. 조사된 부재  기둥 

1∼4는 건 한 상태 다(Fig. 2). 흰개미 피해를 받

고 있는 기둥 6의 경우, 음  송시간을 기 로 

하여 단 시, 40 cm 이하와 80 cm 부근에 집 으

로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여 목재의 조직 손상이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상 100 cm 이상에서는 

흰개미의 피해가 없었다. 7번 기둥의 경우, 흰개미 

피해가 심하고 지상 120 cm 이하에서는 목재 강도

가 크게 하된 상태로 건물의 하 을 지지하기에 

문제 이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한 지상 120 

cm 이상의 부분도 흰개미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 B 건물의 기둥은 외부  내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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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8. The progress of the termite damage was observed in the A building. ① Under the oil 
paper (get wet by dew), ② Termite damage progressing, ③ Termite move to the post 
④ Termite attack against all of the wood.

     

Photo 9. Excretion of termite (left) and post collapse by termite damage (B building).

둥은 비교  건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그러나 구조 인 여건상 비 괴 

측정은 할 수 없었던 8번 기둥과 11번 기둥에서는 

하단 부에 흰개미의 피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윗

부분으로 피해가 차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장  

 부분에서 발생된 수분에 의하여 바닥면과 연결된 

기둥  보의 함수율이 35% 이상으로 나왔으며, 이 

부분에서 흰개미의 피해가 심각하게 집 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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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mission time ratio of the A build-
ing post.
* Ultrasonic transmission time ratio: post ul-

trasonic transmission time divided by 
average transmission time of undecayed 
post.

4. 결  론

  서울시 내 소재 통 목조건축물에 한 흰개미 

피해 조사를 하 다. 조사된 건물은 조사된 시기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와 인 한 부재에서 흰개

미 피해가 량으로 발생하 으며, 비 괴 검사 결

과, 건 부재의 음  송시간이 100 us일 때, 열

화부재의 음  송시간은 300∼400 us을 나타내

었으며, 심한 열화 부재의 경우 900 us 이상으로 조

사되었다. 흰개미의 피해는 토양과 인 한 곳에서 

시작되어 하방을 거쳐 기둥부재의 120 cm 높이까지 

진행되었다. 목조건물 가해 흰개미는 일본흰개미 큐

슈亞種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으로 

밝 졌다. 환경  요인을 검토한 결과, 실내⋅외의 

바닥재는 흰개미의 생육에 합한 온도 범 인 5

∼25oC의 범 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건물은 건물

의 바닥이 낮고 바닥의 환기구가 거의 폐되어진 

상태이므로 바닥 환기불량이 흰개미 피해의 첫 번째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원활한 바닥 환기를 하

여 우선 환기구를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강제로 환기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바닥 환기를 차단하

Fig. 3. Transmission time ratio of the B build-
ing post.
* Ultrasonic transmission time ratio: post ul-

trasonic transmission time divided by 
average transmission time of undecayed 
post.

는 비닐장 을 제거하고 난방용 배  주 도 의외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난방의 방법도 보일

러에서 가  결로의 발생을 일 수 있는 방법으

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 조사된 건물의 흰개미 피해 

부분의 교체  흰개미 약제 살포가 요구되었다. 향

후 통목조건축물에 한 편의시설은 반듯이 통

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범  내에서 

그리고 내구성에 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시공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문화재용 목재에 방부처리

목재의 사용을 도입하는 극 인 방법도 반 될 필

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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