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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내에서 일어나는 목재의 표면 열화특성을 재색, 화학   해부학  변화 차원에서 분석하 다. 실험 상으

로는 실내에서 장기간 보 인 삼나무 목제품을 사용하 다. 실내 보존 기에는 황색도와 색도가 격히 

변하 고 5년 사이에 백색도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화학성분의 분석결과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성분 모두 감소하 으나 리그닌의 감소가 더 컸다. 미경 찰 결과 5년이 경과한 목제품에서는 목재표면에서 

2∼3개 층에서 리그닌이 분해되어 간층이 분리되었다. 실내 환경조건에서 발생되는 표면 열화 특성은 야외에

서 발생되는 표면열화 특성과 매우 유사하 으나 그 정도는 미약하 다.

  

ABSTRACT

  The modification of wood color occurs rapidly during the service period at indoor. It is crucial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change, chemical and microscopical modification of 

wood at indoor. Wood products made of Japanese cedar at different years were used for this 

work. The tests were performed in order to evaluate the degree of color change of wood surface,

breakpoint of brightness from surface to inside of wood, chemical analysis with FT-I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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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ical characteristics using the LM and TEM. Surface color of cedar wood stored indoor 

were rapidly changed at early stage, particularly Δa (yellow), and Δb (red) values were steeply 

decreased for one year old indoor wood, ΔL (white) value was dropped until 5 years old indoor 

wood compared with control sample. Decrease of peaks related to polysaccharide and lignin was 

noticed, especially, lignin was severely degraded. Although degradation of cell wall limited only 

to surface layers of indoor wood, degradation pattern of indoor wood showed similar 

degradation pattern to natural weathering of wood during outdoor weathering or wood behavior 

under artificial UV irradiation.

Keywords : discoloration, indoor wood, Cryptomeria japonica, chemical and morphological change

1. 서  론

실외 기상열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목재 열화는 

변색, 침식, 할렬, 미생물 감염, 량 감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실외 기상열화의 피해는 일반 으로 목재 

표면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태양 선의 자외선(UV: 

ultraviolet)에 의한 색상 변화가 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gin, 1971; Evans, 1989; Kuo와 Hu, 1991; 

Owen 등, 1993; Plackett 등, 1992; Tshabalala와 

Gangstad, 2003). 최근 목재의 열화에 한 연구 

결과, 자외선에 가까운 가시 선 역의 장에 의해

서도 변색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eorge 등, 2005; Kataoka 등, 2007).

실외 기상열화에 의한 목재의 피해에 한 연구에

서 Fengel과 Wegener (1984)는 화학 성분 분석을 통

해 열화에 의해 목재의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이 모

두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UV 조사에 

의해 목재에 미치는 향은 리그닌 뿐만 아니라 셀룰

로오스의 작용기에 향을 미치나(Evans 등, 1996; 

Tyllie 등, 1993), 주로 리그닌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한 장기간의 기상열화에 의해 리

그닌의 심각한 분해(Kalnins, 1966; Feist와 Hon, 

1984)와 셀룰로오스의 해 합(Derbyshire와 Miller, 

1981)이 발생함이 보고되었다.

기존의 목재의 기상열화에 한 미경  연구는 

부분의 학 미경과 주사형 자 미경을 이용해 

이루어졌고(Borgin, 1971; Evans 1989; Owen 등, 

1993), 투과형 자 미경(Kuo와 Hu, 1991; Plackett 

등, 1992; Kim 등, 2008)  자외선 미경(Kim 등, 

2008)을 이용한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목재의 이용은 실외에서 뿐만 아니라 실내

에서의 사용 증가와 그 고부가가치는 히 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용 목재의 열화에 한 연

구는 조한 실정이다. 인간은 자신들의 심 ⋅미  

감각에 맞는 재색을 원하고,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를 원하지만, 실내 목재의 열화에 의한 피해 정도나 

실내 열화 요소에 구체 인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보  삼나무 목제품을 

이용하여 실내 보  목재의 열화 특성에 해 알아보

고자 한다. 이를 하여 1) 보  기간에 따른 표면 재

색의 변화 정도, 2) 목재 표면에서부터 내부로의 변

색 정도  변곡 의 탐색, 3) 화학  변화, 4) 미시

구조 ⋅ 미시구조  차원에서의 세포벽의 피해 정

도와 분해 특성을 탐색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1995, 2001, 2005년에 제작 후 실내 진열장에 보

되어온 일본 삼나무(Japanese cedar; Cryptomeria 

japonica) 변재로 만든 상자를 공시재료로 사용하

다(Fig. 1). 삼나무 목제품의 제작 당시의 색상을 측

정하지 못하고 미경 시료를 제작할 수 없는 계로 

실험 시작 인 2006년에 제작된 삼나무 변재 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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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od products (A) and the surface colors (B) of Japanese cedar stored indoor.

Table 1. Environmental condition of room stored wood products

Average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Fluorescent lamp Lighting time (One day)

18∼21oC 65% 32W× 6 8 hrs

조구로 사용하 다. 삼나무 목제품의 보 된 실내 

조건은 Table 1과 같다.

2.2. 색상 변화

조구와 비교하여 실내 보  목재의 색상 변화를 

측정하기 해 1.5 × 1.5 cm의 크기로 제작한 조구

와 실내 보  시료를 rotary microtome을 이용하여 

각 단면 블록의 최외각 표면으로부터 20 µm 두께 깊

이로 연속 편을 제작하 다. 색차계(CR-10)를 이

용하여 L*a*b* 값을 측정하 다. 색차계 측정은 시료

의 치를 달리하여 2회, 5개의 다른 시료를 직경 1 

cm의 원형 면 의 색상을 측정하 다. 시료 표면의 

변화는 실체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다. 색상은 

CIELAB (CIE 1976 L*, a*, b*)에서 정한 L*a*b* 표

색계에 의한 색차(ΔE*)를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출

하 다(HunterLab instruments, 2008). 이 공식에서 

ΔL*, Δa*, Δb*는 조구와 실내 보  시료의 L*, a*, 

b* 각각의 차이를 기 으로 산출한 값이다. 

ΔE* =[(Ls *- Lc*)2+ (as*-ac*)2+ (bs*- bc*)2]1/2

Ls*, as*, bs* are the average color measurement 

of the stored wood at indoor, and Lc*, ac*, bc* 

are the average color measurement of control 

sample.

2.3. 화학적 변화 탐색

1.5 × 1.5 cm의 크기로 제작된 10개의 블록을 ro-

tary microtome을 이용하여 블록의 최외각 표면으로

부터 50 µm 깊이까지 편한 시료를 모아 FT-IR 분

석을 실시하 다. 편된 시료를 동결건조한 후 300 

mesh 이하의 분말로 만든 후 KBr에 시료를 0.05% 

비율로 혼합한 후 pellet을 제작하여 FT-IR (Nicolet 

520P)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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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lues of L*a*b* (A) and ∆E (B) of wood surface color depending on storage period at 

indoor.

2.4. 미시구조적 형태 관찰 

실내 보  목제품에서 5×5 mm 크기의 소편을 3개 

채취하여 2% glutaraldehyde와 2% paraformalde-

hyde (in 0.05 M cacodylate buffer, pH 7.2)에 화학

고정 후 탈수한 다음 Technovit-7100 (Kulzer me-

dia) 수지에 포매하 다. Rotary microtome을 이용

하여 박 편(10 µm)을 제작하여 toluidine blue 

(0.5%)로 염색한 후 학 미경(Zeiss Axiolab)으로 

찰하 다.

2.5. 초미시구조적 형태 및 세포화학적 

특성 관찰

투과형 자 미경 찰을 해 시료 표면으로부

터 두께 1 mm, 폭 0.7 mm, 길이 1 mm로 시료를 채

취하여 2% glutaraldehyde와 2% paraformaldehyde  

(in 0.05 M cacodylate buffer, pH 7.2)에 고정시킨 

완충액으로 세척 후 acetone 계열로 탈수하 다. 이

후 Spurr 수지에 포매시킨 후 diamond knife를 사용

하여 박 편(80～100 nm)을 제작하 다. Nickel 

grid에 비된 박 편은 리그닌 탐색(Donaldson, 

1992)을 해 1% KMnO4 (in 0.1% citrate buffer)로 

염색하고, gold grid에 비된 박 편은 다당류 탐

색(Tierry, 1967; Ruel 등, 1977)을 해 PATAg  

(Periodic Acid-Thiosemicarbazide-silver proteinate)

로 염색하여 투과형 자 미경(Hitachi-7500)으로 

찰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표면 재색 변화

실내 보  목재의 보  기간별 재색의 변화를 알아

보기 해 색차계를 이용하여 L*a*b* 값을 측정하

다. 조구의 경우 생장륜과 재의 부 별로 직경 1 

cm의 원형안의 색상을 측정한 결과, 백색도(L*) 

74.4 ± 0.56, 색도(a*) 9.1± 0.30, 황색도(b*) 20.8

± 0.56으로 조만재의 비율이나 재의 부 와 계없

이 비교  균일한 색상을 보 다. 조구와 비교하여 

1년간 실내 보  삼나무의  조사면의 재색 변화 정

도를 10년간 보 된 삼나무의 재색변화로 나 어 백

분율로 나타냈을 경우, 실내 보  1년 사이에 백색도

(L*) 51.1%, 색도(a*) 82.5%, 황색도(b*) 124.3%

가 격하게 변하 다(Fig. 2A). 표면 색차(ΔE) 값

의 변화도 실내 보  기간 1년 사이에 70%, 그 후 5

년까지 30%가 더 변하 으나, 5년이 지난 후에는 색

차값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2B). 실내 보존 

기간 5년 사이에 백색도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

났으며, 황색도와 색도는 보  기간 1년 사이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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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된 목재와 같이 그 값이 격하게 변하 다. 실내 

보  5년 이후에는 색상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내 보  기의 색상 변화가 격

히 이루어지고 이후 안정화됨을 보 다. 목재의 재색 

변화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시 선의 짧은 장

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orge 

등, 2005; Kataoka 등, 2007). 본 연구에서 황색도와 

색도가 열화 기에 부분 발생하는 것은 리그닌

의 열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상열화에 의한 

재색 변화는 복잡한 리그닌의 열화 메커니즘에 의

해 리그닌 구조의 분해  변형에 의해 황화 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stellan 등, 1990; 

Chang 등, 1982; Garcia, 2000; George 등, 2005). 

Müller 등(2003)은 가문비나무의 목재 표면에 자외

선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리그닌의 열화에 의해 

백색도는 감소하고 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함을 보

고하 다. 실내 열화에서도 이와 같은 기의 황색도 

 색도의 변화는 리그닌의 분해에 의한 황화 상

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2. 부위(면)별 표면 색상 변화

삼나무로 제작된 목제품의 보 은 진열장에서 보

되는 동안 빛에 노출되는 정도가 목제품 체에 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아보기 해 목제품

의 부 (면)별로 색상을 측정한 결과, 노출 부 (면)

에 따라 표면의 백색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Fig. 3).  조사면(정면)의 백색도가 가장 많이 감

소하 으며, 측면과 뒷면은 변색 정도가 약하 고, 

바닥면의 경우 변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조구와 1년 동안 보 된 목제품의 측면, 뒷면, 

바닥면의 백색도가 변하지 않고 균일하게 나타났으

나,  조사면의 백색도가 1년 동안 격하게 감소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5년, 10년 보  목제품

의 경우  조사면의 백색도가 동일하게 크게 감소된 

반면 측면, 뒷면, 바닥면의 백색도는 균일한 편차를 

가지고 약간의 감소를 보 다. 10년된 목제품의 경

우  조사면, 측면, 뒷면에서 비슷하게 백색도가 감

소하여 일정 수 의 백색도에 도달하게 나타난 반면, 

Fig. 3. Brightness of wood surface depending 

on different planes of indoor wood.

5년된 목제품의 경우 측면, 뒷면, 바닥면에서는 계속

으로 백색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조사면을 제외한 측면, 뒷면, 바닥면의 경우 빛

에 향을 게 받아 백색도의 감소가 더디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특히 바닥면의 백색도가 보존 기간

에 계없이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측면과 뒷면의 

경우 빛의 노출이 을 지라도 공기와 하는 환경은 

 조사면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빛이 목재 재색 

변화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목재의 재색에 향을 주는 열화의 경우, 장, 

원  량, 리그닌의 흡수 장 등에 의해 결정되

는 흡 도에 따라 열화 정도에 향을 다(Müller 

등, 2003). 따라서 목제품의 놓여있는 부 (면)에 따

른 에 한 노출 정도의 차이가 목재 단면별로 재

색 변화 정도에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실내 보  목재의 변색은 목재의 공기 에 의한 

산화 보다는 빛이 주원인이거나 목재 표면의 열화

와 함께 공기  산소에 의한 산화에 의한 재색 변화

가 진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3. 깊이별 색상 변화

실내 보  기간에 따른 목재 표면에서부터 시료 내

부로의 백색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조사면

(정면)의 목재를 20 µm 두께 단 로 편하면서 각

각의 백색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목재의 실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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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reakpoint of brightness of wood from 

the surface to the inner parts of indoor 

wood.

 기간이 오래될수록 백색도 값이 일정해지는 변곡

 백색도가 표면으로부터 더 안쪽에서 나타나 보  

기 이 오래 될수록 목재 내부까지 색상의 변화가 발

생함을 알 수 있었다. 1년간 보 된 목재의 경우 180 

µm, 5년된 목재는 320 µm, 10년된 목재는 440 µm에

서 백색도가 일정해지는 변곡 을 보 다. 한 변곡

에서의 백색도는 보  기간이 오래된 시료일수록 

조구와 1년간 보 된 목재의 변곡 에서의 백색도

보다 그 값이 낮게 나타났다. 

3.4. 화학적 변화 탐색

실내 보  목재의 표면에서부터 50 µm 두께까지 

편한 시료를 모아 FT-IR을 분석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목재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련 밴드가 모두 감소하 다. FT-IR 분석결

과 리그닌과 련된 밴드(1035, 1270, 1326, 1423, 

1464, 1510, 1655～1675 cm-1)가 큰 폭으로 감소하

다. 다당류인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련된 

밴드(1060, 1110, 1160 cm-1) 한 감소하 으나 감

소폭은 리그닌 밴드에 비해 작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침엽수재의 실외 기상열화에 의

한 목재의 화학  변화는 Zavarin 등(1991)에 의한 

white fir (Abies concolor)와 Evans 등(1996)의 

radiata pine (Pinus radiata)의 열화 목재의 FT-IR 

분석을 통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침엽수재에 

Fig. 5. FT-IR analysis results of wood samples 

stored indoor. Decrease of peaks re-

lated to lignin (black arrow) and poly-

saccharide (white arrow).

서 단기간의 천연 기상열화에 의해 침엽수재 표면의 

리그닌과 셀룰로오스가 분해됨이 보고되었다.

활엽수재의 경우, 실외 기상열화  인공 인 자외

선 조사에 의해 yellow-poplar (Liriodendron tulipi-

fera)의 리그닌 련 밴드인 1600, 1510 cm-1가 감소

한 반면, 상 으로 1740, 1720 cm-1은 기에 증가 

후 열화가 더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게 나타났다(Hon 

등, 1986). 기에 1740, 1720 cm-1가 증가하 다가 

차후에 감소한 이유는 실외 열화의 경우 빗물에 의해 

표면의 분자 물질의 용탈(leaching)로 인해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3.5. 미시구조적 특성

실내 열화에 의한 목재 세포의 해부학  변화를 알

아보기 해 학 미경 찰결과, 조구와 비교하

여 찰한 결과(Fig. 6A) 실내 보  1년까지는 해부

학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6B). 그러나 실내 

보  5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1～2 층의 세포벽 간

층의 갈라짐과 함께 toluidine blue 염색 정도가 노출

된 표면에서부터 차 낮아짐을 찰할 수 있었다

(Fig. 6C, D). 특히 10년 동안 실내에서 보 한 목재

의 경우 표면에서부터 2～3층의 세포벽 간층의 리

그닌이 분해되어 세포가 분리되는 상이 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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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ight microscopic pictures of wood products depending on different storage periods (LM

×200). Note appearance of split and light staining on wood surface of 5, 10 years old in-

door wood.

다(Fig. 6D). 이와 같은 실내 열화 형태는 Kim 등

(2008)이 실외 기상열화에 의한 소나무 가도 의 분

해 양태와 비슷하나, 실외 기상열화에 비해 그 피해 

정도는 매우 미약하 다.

목재가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목재 표면 침식이 발

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Feist, 1990; Evans, 

2001). 목재의 생장륜 내에서 조재와 만재의 열화 정

도가 차이를 보이는데, 조재가 만재보다 열화에 의해 

피해가 먼  발생하고 그 피해 정도도 크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Borgin, 1971), 천연 기상열화와 진 자

외선 열화 실험을 통해 목재의 도와 침식 정도에는 

큰 계가 없는 것으로 밝 졌다(Feist과 Mraz, 

1978; Feist, 1990; Sell과 Feist, 1986; Williams 등, 

2001a, b).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내 열화에 의한 

침식 정도가 미약하게 나타나 이와 같은 특징은 구분

하기 힘들었다. 

3.6. 초미시구조적 형태 및 세포화학적 

특성 

  실내 보  목재의 열화 상태를 미시구조  차원

에서 알아보기 해 투과형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리그닌 탐색을 한 KMnO4 

(Fig. 7A)와 다당류의 분해를 찰을 해 PATAg 

(Fig. 7E)로 염색하여 미시구조를 찰하 다. 

조구에서는 KMnO4와 PATAg 모두 균일하고 짙은 염

색 정도를 보 으며(Fig. 7A, E), 실내 보  1년까지

는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그림 생략). 그러나 

실내에서 5년 동안 보 한 시료의 경우 노출 표면에 

먼지와 손으로 만져 얼룩진 오염 물질들이 찰되었

으며(Fig. 7B), 세포벽  간층의 염색 정도도 

조구에 비해 매우 미약하 다. 5, 10년 보  시료의 

경우 S1 층과 S3 층이 세포벽으로부터 갈라지고 팽

윤되었으며(Fig. 7C, D), 다당류의 분해로 인한 염색 

정도의 감소  세포벽의 불균일한 염색, 세포층을 

따라 염색의 미약한 부분이 찰되었다(Fig. 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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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ltrastructures of wood products depending on different storage periods (TEM, Staining 

with KMnO4 (A∼D) and PATAg (E, F). [bar A=4 µm, B=2 µm, C=3.5 µm, D=6 µm, E=3

µm, F=3 µm]. S: Surface of wood. A: Cell wall darkly stained with KMnO4 [Control sam-

ple]; B: Split (white arrow) of S1 layer from compound middle lamella (CML), smudge 

(black arrow) at lumen of exposed surface, and weak stain of cell corner (※) and CML

[5 years old indoor wood]; C: Split and swelling of S1 layer and S3 layer and degradation

of lignin in CML [5 years old indoor wood]; D: Expended swelling of CML compared to

inner layer it’s [10 years old indoor wood], E: Control sample evenly stained with PATAg.

[Control sample]; F: Swelling and rupture of S3 layer (arrow), uneven staining of cell wall

layers (near of dotted line) [5 years old indoor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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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년 보  시료의 경우 간층의 리그닌의 분해로 

인해 세포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상이 찰되

었다. 이와 같은 상은 실외기상 열화의 미시구조

 특징과 일치하는 상이다.

자외선 장 인 200～400 nm의 장을 잘 흡수

하는 리그닌은 기상열화 기에 쉽게 분해되므로 자

외선에 의한 리그닌의 분해  변성에 의해 리그닌 

함량이 상 으로 많은 간층  세포간극의 분해

가 두드러지는 상은 잘 알려져 있다(Kuo와 Hu, 

1991; Plackett 등, 1992). 한 Fig. 7F와 같이 자외

선에 의해 목재 세포의 리그닌뿐만 아니라 셀룰로오

스와 헤미셀룰로오스와 같은 다당류의 열화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vans 등, 1996; 

Tyllie 등, 1993; Kim 등, 2008). Kim 등(2008)은 투

과형 자 미경과 자외선 미경을 이용하여 가도

 세포의 분해가 리그닌이 많은 세포간극(cell cor-

ner)에서 먼  발생하여 간층으로 확산된 후 S3 층

이 느슨해진 후 갈라지고 S1 층의 분리가 발생한다

고 보고하 다. 한 편  미경 찰을 통해 분해

가 상당히 진 되어 세포가 분리된 표면의 가도 에

서 복굴 성의 감소가 두드러짐을 찰하 다.

Kim 등(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실내열화 

목재 세포 내 S1 층과 S3 층이 박리되었음을 학

미경과 투과형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실외 열화에 의해 세포벽의 변형이 평

균 20개까지 표면의 가도 이 피해를 입은 반면, 본 

연구에서 실내 열화에 의한 목재 세포의 피해 정도는 

목재 표면에서 1～3층 정도까지 열화가 진행되어 그 

피해가 훨씬 미약하 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시

료가 열화 기간이 짧고, 실외 환경 조건에 비해 목재 

열화 인자( , 수분, 열, 미생물, 기타 오염물질 등)

가 제한 이고 약한 조건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

나 실내 열화에 의한 세포벽의 피해 정도가 미약할 

지라도 표면에서의 재색 변화와 세포벽의 분리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목제품의 가치 손상을 방지하기 

해서는 한 도장이나 표면 처리 등이 요구되어

진다. 

자외선에 의한 목재의 열화와 외부 수분으로부

터의 흡수를 차단하기 해 다양한 도장 기법이 용

되고 있으며 비교  쉽게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Feist, 1977, 1979, 1994; Podgorski 등, 1994, 1996; 

Tshabalala와 Gangstad, 2003; Williams와 Feist, 

1985; Yalinkiliç 등, 1999). 그러나 최근 목재를 사용

하는 소비자들이 목재 본연의 재색과 무늬 등을 유지

한 목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투명 도장의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 도장은 장기간의 기상열화

에 의해 목재의 재색이 변색되기 쉽고, 자외선 이외

에 가시 선 역에 속하는 장에 의해서도 목재의 

재색이 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eorge 등, 2005; 

Kataoka 등, 2007).

목재 변색을 방지하기 해 기질의 화학  변형

( : 에세틸화)(Beckers 등, 1998; Sundell 등, 2001), 

열 는 화합물 등을 목재의 사용 에 처리하여 

목재의 사용기간에 변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Merlin 등, 2000). 한 chro-

mated phosphate (CP) 처리를 통해 UV조사를 포함

한 기상열화 조건에서 나무의 본래 재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Chang과 Yeh, 2001).

본 연구 결과, 실내 목재의 열화는 재까지 방

하거나 무시하 으나 본래의 재색을 유지하기 해

서는 실내 목재의 재색 보호를 한 도장  화학  

처리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목재 

표면으로부터 내부로의 열화 정도는 도, 흡  시

간, 흡 량 등에 향을 받고, 목재의 변색은 목재 표

면의 자외선에 의한 열화와 더불어 자외선 보다 깊

숙이 가시 선의 역의 장이 침투하여 표면 의 

목재를 열화시킬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George 

등, 2005; Kataoka 등, 2007). 이와 련하여 향후 

원의 종류  장 에 따른 실내 보  목재의 변

색 정도와 깊이에 따른 색상 변화에 한 연구도 요

구되어진다.

4. 결  론

실내 보  삼나무 목제품을 이용하여 실내 보  목

재의 열화 특성에 해 알아보고자 색차계를 이용하

여 보  기간에 따른 표면 재색의 변화 정도, 목재 표

면에서부터 내부로의 변색 정도  변곡 의 탐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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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분석을 통한 화학  변화, 학 미경을 이

용한 미시구조, 투과형 자 미경을 이용한 세포벽

의 미시구조를 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내 보존 기간 5년 사이에 백색도의 감소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황색도와 색도는 보존 기간 

1년 사이에 10년된 목재와 같이 그 값이 격하게 변

하 다. 실내 보존 기간 5년 이후에는 색상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내 보  기

의 색상 변화가 격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2) 실내 진열장에 보 된 목제품의 치(면)에 따

라 색차값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정면이 가장 심하게 

백색도가 감소하 으며, 측면과 뒷면은 변색 정도가 

약하 으며, 바닥면의 경우 변색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목재의 실내 보  기간이 오래될수록 표면에서 

내부로의 변색 정도가 더 깊게 나타났으며, 백색도 

값이 일정해지는 변곡 의 부 가 더 안쪽에서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4) FT-IR 분석 결과, 실내 열화에 의해 목재 주성

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련 밴

드가 모두 감소하 으며, 특히 리그닌 련 밴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5) 미시구조 찰 결과, 실내 보  1년까지는 해부

학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년 경과 후 1～2층의 

세포벽 간층 분해  미약한 염색이 찰되었다. 

10년 보  목재는 표면에서부터 2～3층의 세포벽 

간층의 리그닌이 분해되어 세포가 분리되는 상이 

찰되었다.

6) 보  기의 세포벽의 분해는 찰되지 않았으

나, 실외 기상열화에서 찰된 결과와 유사한 분해 

특징을 보 다. 즉, 5, 10년된 시료의 S1층과 S3층이 

세포벽으로부터 갈라지고 팽윤되었으며, 리그닌  

다당류의 분해로 인한 염색 정도의 감소가 찰되

었다.

7) 본 연구 결과, 실내 열화의 주된 피해인 변색을 

방지하기 해 실내 사용 목재에도 도장  화학  

처리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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