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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가 소나무(Pinus densiflrora), 느티나무(Zelkovas serrenata), 오동나무(Paulownia 

tomentosa)의 세포벽 열화, 셀룰로오스 결정화도, 휨 강도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기 해 수행되었다. 각 목재

시편들을 100 kGy 선량의 감마선 조사 후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찰 결과, 

목재 세포벽 열화는 찰되지 않았으며 휨 강도 역시 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셀룰

로오스 결정화도 역시 유의한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감마선에 한 목재의 높은 안 성은 감마선 조

사 기술을 재질손상 없이 목재를 가해 인 균류와 충류 구제를 해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amma radiation on cell wall degradation, 
cellulose crystallinity, and flexural strength of Pinus densiflrora, Zelkova serrenata, and Paulownia 
tomentosa. By the gamma radiation at the dose up to 100 kGy, the cell wall degradation was not 
detected wi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observation from all samples, and the flexural 
strength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Cellulose crystallinity was neither changed by the gamma 
radiation. This high stability of wood against gamma radiation means that the radiation technology can
be used for eradicating fungal and insect infestation of wood without the changes in wood properties.

Keywords : gamma radiation, Pinus densiflrora, Zelkova serrenata, Paulownia tomentosa, cell 
wall degradation, cellulose crystallinity, flexur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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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는 문화재, 건축, 가구, 집기 등의 제조에 사

용되는 주요 천연 재료이지만 재질의 특성상 미생물

과 각종 곤충에 의한 열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목조건축물은 그 재료, 형태, 입지조건

에 따라 내구수명 제한이 있으며 보수 보강이 항상 

뒤따라야 한다. 목재 부후는 부후균이 분비하는 분

해 효소 등의 작용에 의해 목재 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이 분해되어 조직 구조가 붕괴되는 상이다

(Lindgren 등, 1961). 특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많은 수의 목재문화재가 있으나, 석재, 속 등으로 

구성된 무기질 문화재에 비해 생물학  손상이 심각

한 상태이다. 따라서 목재에 방부, 방충 등의 처리를 

통한 목재 구조물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재에 한 구조 안정성 유지 

 생물학  열화 제어를 하여 1930년  국에서 

개발된 CCA (chromated copper arsenate)를 

1980년  도입하여 사용해왔다. CCA는 수용성 방

부제로서 크롬(Cr), 구리(Cu)  비소(As)의 산화

물로 구성된 방부제이며 구리  비소는 각각 살균 

 살충 역할을 하고, 크롬은 두 성분을 셀룰로오스 

 리그닌과 같은 나무의 구성 물질에 고착시키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ll, 2000). 한 목

재를 가해하고 있는 부후균이나 목재 가해 해충을 박

멸하여 목재를 보 하기 하여 훈증기술이 사용되

어 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사용된 훈증제인 메틸 

로마이드(methyl bromide)는 오존층 괴를 야기

하는 환경 문제 때문에 사용이 지되어 목재의 구

제․보  처리제를 체할 친환경 인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독성의 안 한 훈증제의 개

발이 수행되고 있으나, 훈증제의 잔존성과 안 성으

로 새로운 구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제․보  처리

기술들  하나가 감마선 조사 기술로서, 감마선 조

사는 이미 식품과 농산물의 충․균류 제어를 하여 

매우 효과 임이 보고되었다(O’Brien 등, 1964; 

Frazier, 1988).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 을 한 

감마선 조사 기술은 이미 외국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그 표 인 용 사례가 1977년 랑스 ARC-Nucleart 

연구소에서 수행된 이집트 람세스 2세 미라의 보 ·

보존처리이다(김 등, 2009). Adamo 등(2001)은 종

이 보 을 해 감마선 조사를 용하 으며 물리학

 손상 평가를 통해 그 안정성을 입증하 다. 한 

Gonzalez 등(2002)과 Tomazello 등(1995) 역시 

곰팡이에 오염된 종이의 보 을 하여 감마선의 

용이 효과 이며 안정 임을 보고하 다. 목재의 경

우, 수침된 고  건축물의 열화방지를 하여 감마

선 조사 기술이 용된 바 있으며(Pointing 등, 1998), 

100 kGy의 높은 선량에서도 목재의 물성이 안정함

을 보고하 다. 그 밖에도, Siau 등(1966)은 10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목재의 압축 강도가 감소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Karpov 등(1960)

은 목재의 휨 강도와 압축 강도는 100 kGy의 선량까

지 감마선에 의해 유지됨을 보고하 다.

  하지만 고선량의 감마선으로 조사된 일부 상에

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물성 변화 연구결과도 보고되

었다(Raczkowski 등, 1987; Isogai 등, 1990; Fengel 

등, 1995).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은 함

수율, 목재의 수종  형상 등의 요인에 따라 감마선 

조사의 향이 변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를 통한 목재의 구제․보  기술 개발을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상 목재의 물성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목재의 구제․보 을 

한 감마선 용 연구가 무한 실정이었으나 김 등

(2009)에 의하여 목재문화재의 생물학  손상 제어

를 하여 감마선 조사기술이 제안된 바 있다. 그들

의 연구에 따르면, 감마선 조사는 목재문화재의 주

요 생물학  열화 원인인 부후균․충류를 구제차원

에서 효과 으로 제어 가능하며, 장 용실험을 통

해 소형 목조문화재들의 생물학  손상제어가 가능

함을 제시하 다. 하지만 감마선 조사가 목재 물성

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강

조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의 부후균․해충의 

구제를 통한 보 처리 기술의 용 가능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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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우리나라 목재유물의 주요 부재 던 소

나무(Pinus densiflrora)와 느티나무(Zelkova serr- 

enata)와 그리고 소형유물의 보  상자  인테리어 

부재로 사용되었던 오동나무(Paulownia tomen- 

tosa)를 상으로 감마선 조사에 한 물성 향 평

가를 수행하 다. 조직  변화 찰을 하여 주사

자 미경(SEM) 찰을 수행하 으며 휨 강도 측

정을 통하여 강도 변화를 측정하 다. 한 감마선 

조사가 목재의 요한 물성  하나인 셀룰로오스 결

정화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 재료

  기건 상태의 소나무(Pinus densiflrora), 느티나

무(Zelkova serrenata), 오동나무(Paulownia tomen- 

tosa) 제재목으로부터 횡단면이 1 × 1 cm이고 길이

가 10 cm인 시편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하여 

사용하 다

 

2.2. 실험 방법

2.2.1. 감마선 조사

  목재시편의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연구소 내 선원 11.1 PBq, Co-60 감마선 조

사시설(AECL, IR-79, Nordion, Canada)에서 수

행되었다. 감마선 조사 시 온도는 22 ± 1°C, 습도는 

33 ± 10%로 유지되었다. 감마선은 10 kGy/hr의 선

량율로 100 kGy 선량의 조사에는 10시간이 소요되

었다.

  기존의 생물학  제어를 한 감마선 이용 연구에

서, 유기질인 종이와 나무를 분해하는 곰팡이들은 6

∼15 kGy의 감마선 조사를 통해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책으로부터 분리된 포자형성 곰팡이들은 

20 kGy의 선량에서 사멸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anus, 1985; Tomazello 등, 1995). 이는 충류나 

부후균 제어에는 20 kGy 이하만이 필요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안정성 평가를 하여 고 선량인 100 

kGy까지 사용하 다.

2.2.2. 수종별 조직학적 변화

  감마선 조사에 의한 목재의 조직학  변화를 조사

하기 하여 각 수종에서 횡단면과 방사단면 시험편

을 각 감마선 조사선량 당 5개씩 제작하 다. 목재시

편은 목재 내부로의 감마선 투과 향에 따른 실험  

오류를 없애기 하여 소형 시편을 제작하여 감마선 

조사를 수행하 다. 감마선 조사 후 목재 표면에 나

타나는 세포벽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횡단면, 

방사단면이 잘 나타나도록 약 1 × 1 × 1 cm 크기의 

블록을 제작하 다. 비 이 크고 단단한 나무는 

편제작을 하여 연화처리하 다. 연화처리는 단단

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물 는 물과 리세린 혼

합액에서 수 시간 처리하 다. 그 후, 활주식 마이크

로톰을 이용하여 각 단면의 표면에서 세포벽의 괴

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편을 조제하 다. 조제된 시

편은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Jeol instrument, Tokyo, Japan)을 이용하

여 세포벽 변화를 찰하 다.

2.2.3. 수종별 휨 강도 변화

  가공된 각 5개의 목재시편을 0, 10, 20, 50, 100 

kGy로 조사한 후 Instron 4443 (Instron, High 

Wycombe, UK)을 이용하여 휨 강도를 측정하 다. 

측정 방식은 3  굽힘 치구(3-point flexural fix- 

ture, 5 kN)를 사용하 고 시험 규격은 ASTM 

D790을 용하 다. 하  속도는 2.8 mm/min로 

하 다. 

2.2.4. 셀룰로오스 중합도 측정

  감마선 조사된 목재 시편의 물성과 셀룰로오스 결

정성 사이의 계를 확인하기 해, X선 회  분석

(X-ray diffraction)을 수행하 다. 80 mesh를 통

과하는 목분 시료를 제조하여 X-ray diffractome- 

ter (Bruker AXS Gmbh, Karlsruhe, Germany)

를 이용하여 목재의 주요 골격성분인 셀룰로오스의 

결정성 변화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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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micrographs of cross- (A) and radial- (A1) sections of non-irradiated Pinus densiflrora,

and cross- (B) and radial- (B1) sections of irradiated P. densiflrora with the dose of 100

kGy. ML is middle lamella; S1, S2 and S3 is S1, S2 and S3 layer in secondary cell wall;

BP is bordered pit.

Fig. 2. SEM micrographs of cross- (A) and radial- (A1) sections of non-irradiated Zelkova serrena-

ta, and cross- (B) and radial- (B1) sections of irradiated Z. serrenata with the dose of 100 

kGy.

2.3. 통계 분석

  휨 강도 측정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software에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

검정을 실시하여 p < 0.05의 유의 수 에서 분석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종별 조직적 

변화

  감마선 조사가 세포벽 열화에 미치는 향을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해 찰한 결과(Figs. 1, 2, 3), 



감마선 조사에 의한 목재성질 변화에 한 연구

－ 233 －

Fig. 3. SEM micrographs of cross- (A) and radial- (A1) sections of non-irradiated Paulownia to-

mentosa, and cross- (B) and radial- (B1) sections of irradiated P. tomentosa with the dose 

of 100 kGy.

Fig. 4. Comparison of flexural strength on three

types of woods after gamma irradiation

at different doses.

감마선 조사에 의한 세포벽 열화는 찰되지 않았

다. 100 kGy의 고 선량 감마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횡단면에서 cell coner, 세포간층, 세포벽의 열화가 

찰되지 않았으며 (Figs. 1B, 2B, 3B), 방사단면

에서도 벽공구, 벽공연의 소실이 찰되지 않았다

(Figs. 1B1, 2B1, 3B1).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선량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는 목재 

세포벽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목재의 물성 변화의 연구에서 

부분의 결과들은 100 kGy의 고 선량에서도 목재

의 물성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 으나, 일부 연

구에서는 목재의 조직  변화가 찰되었으며, 이러

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목재의 조직  변화는 목재를 

이루고 있는 리그닌, 셀룰로오스 구조의 괴에 따

른 것이라고 보고되었다(Antoine 등, 1971; Goto 

등, 1974; de Lhoneux 등, 1984). 한 Picea abies, 

Pinus sylvestris, Fagus sylvatica 그리고 Populus 

alba의 셀룰로오스 괴는 50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격히 진행되지만 어떠한 목재의 조직

 변화도 찰할 수 없을 보고하 다(Sokira 등, 

1992). 

3.2.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종별 휨 강도 

변화

  본 연구에서 수종별 감마선 조사 후 휨 강도를 측

정해 보았다(Fig. 4). 본 연구에서 소나무와 느티나

무의 휨 강도는 감마선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80 MPa로 나타났으며 50 kGy 감마선 조사 시 휨 강

도는 소나무는 약 65 MPa, 느티나무는 약 97 MPa

로 나타났다. 느티나무의 경우에는 비조사구보다 높

은 휨 강도를, 소나무의 경우에는 낮은 휨 강도의 평

균 값을 가졌으나, 통계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 > 0.05). 100 kGy의 감마선 조사에서는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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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ay diffraction diagrams of Pinus den-

siflrora, non-irradiated (A) and irradi-

ated at 100 kGy(B).

의 경우 50 kGy에서보다 증가하여 약 77 MPa, 느

티나무의 경우에는 50 kGy에서보다 감소하여 약 85 

MPa을 가졌으나, 모두 비조사구와 통계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 0.05). 오동나무의 휨 강도는 비

조사구에서 약 61 MPa로 나타났으며 50 kGy의 선

량까지는 휨 강도 값의 증가를 보 으나, 100 kGy 

감마선 조사에서는 휨 강도 값이 감소하 다. 하지

만 역시 실험  평균 값으로서 통계처리 결과 감마선 

조사 선량에 따른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어졌다.

  따라서 소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가 100 kGy의 

고선량 감마선에 휨 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

마선 조사는 목재의 물성 변화에 의한 강도 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셀룰로오스 결정화도 측정

  목재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 고분자 

물질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이 목재의 물성에 어

떠한 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기는 어렵다. 한 정

제된 구성 고분자 성분에 한 감마선 조사의 향은 

목재 내에서의 향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재의 물성에 향을 끼치는 특성인 감

마선 조사에 의한 셀룰로오스의 결정성 변화를 알아

보기 해 100 kGy 선량의 감마선이 조사된 소나무 

시편과 비 조사된 소나무 시편을 비교 분석하 다. 

감마선이 조사된 소나무 시편과 조사되지 않은 소나

무 시편의 X선 회  분석 결과(Fig. 5), 비 조사된 

소나무의 X선 회  패턴에서 셀룰로오스 I로부터 유

래한 3개의 피크(2θ = 14.49o, 16.53o, 22.38o)가 

찰되었다(Fengel 등, 1995). 감마선이 조사된 소

나무 시편에서도 비 조사 시편에서 찰된 피크와 동

일한 3개의 피크가 나타나 감마선 조사가 셀룰로오스

의 결정화도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열화된 목재는 회  강도가 배향성을 잃으며 셀룰

로오스 결정구조의 붕괴를 나타내는데(Schenzel 등, 

2005), 본 실험에서는 감마선이 조사된 목재와 비 

조사된 목재 간에 셀룰로오스 결정화도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감마선 조사에 의한 셀룰로오

스의 물리  변성이 없거나 는 X선 회  분석을 통

하여 검증되지 않을 만큼 변성이 미미함을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Bouchard 등(2006)은 목재 셀룰로오스의 결정화

도는 50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유의한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Murayama(1963)는 

1,000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역시 그 변화가 없

음을 보고하 다. Hirai 등(1968)은 목재 셀룰로오

스의 결정화도가 1,400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역시 유지됨을 보고하 다.

4. 결  론

  메틸 로마이드 훈증의 체 기술로서 감마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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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술은 짧은 처리 시간, 높은 투과능, 비 잔존성

의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감마선 조

사 기술을 목재의 구제․보 을 한 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각 수종별 100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한 조직  변

화를 찰해본 결과 횡단면 상에서 cell coner, 세포

간층 그리고 세포벽의 열화는 찰되지 않았으며, 

방사단면에서도 벽공구, 벽공연의 소실이 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건조 목재에 한 고

 감마선 조사는 조직  열화에 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재로서 사용되는 목재의 

수명과 안정성에 향을 주는 목재의 강도, 셀룰로

오스 결정화도 역시 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큰 

향이 없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목재

의 구제․보존 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

후 장 용능력 향상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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