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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압주입 처리용 구리⋅붕소⋅아졸화합물계의 목재 방부제 Copper Azole (CuAz)의 목재 

내 주입량별 부후 특성을 조사하였다. 여러 가지 주입량으로 CuAz-2 방부제를 가압주입한 시편을 이용하여 갈색부후

균인 부후개떡버섯에 의한 방부효력시험을 실시한 후 질량감소율을 측정하였다. 또한, CuAz-2 처리 시편을 부후개떡

버섯으로 부후시킨 후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부후 특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부후개떡버섯에 의한 무처리재

는 40% 이상의 질량감소율을 보여주었고 실내 부후에 의한 CuAz-2 약제의 방부효력을 나타내는 값은 1.79∼3.32 

kg/m
3
이었다. CuAz-2의 주입량에 따라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에서의 목재조직은 무처리 시편과 비교하여 부후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횡단면에서는 조재와 만재부분에서 수직수지구, 방사조직의 부후가 많이 관찰되었고, 방사단면

에서는 방사가도관, 방사유세포, 벽공 부분이 부후되어 파괴되었고, 접선단면에서는 방사조직, 수평수지구가 심하게 부

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입량에 따른 부후 현상이 크게 차이가 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CuAz-2 주입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국내 환경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Copper Azole (CuAz), a domestically available wood preservative for pressure treatment, was em-

ployed to perform an experimental research on its infiltration and decay properties in Japanese Red Pine. Test speci-

mens were pressure-injected with CuAz-2 preservative to measure its preservative effectiveness, and then its impact on 

weight and mass losses. Furthermore, wood specimens were treated with CuAz-2 preservatives of various concentration 

levels before they were decayed with brown-rot-fungi in order to observe decay properties on light microscope (LM) 

an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As a result, untreated specimen by Fomitopsis palustris 

showed the mass loss of more than 40%, and the value of preservative effectiveness of CuAz-2 by indoor decay was

1,73-3.32 kg/m
3
. The concentration levels of CuAz-2 preservative were shown to cause significant variations in terms

of decay progresses in the cross section, radial section, and tangential section. By contrast, untreated specimens had un-

derwent serious decays in early wood, late wood, longitudinal resin canals, and ray, which led to vertical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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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ood texture. As for the radial section, ray tracheid, ray parenchyma cell, and window like pits were decayed and

destroyed. In the case of tangential section, uniseriate rays and vertical resin canals were seriously decayed. In con-

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adequacy of the current CuAz injection amount should be reviewed in the domes-

tic environment because ther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ecays at different decay conditions.

Keywords : copper azole-2, brown-rot fungus, microscope, wood decay

1. 서  론

구리를 기초로 한 목재 보존법이 상용화된 것에 

대한 기록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고(Nicholas et 

al. 1997) 구리계 목재방부제는 200년 이상 사용되어

져 왔다. 이후 구리 기반의 목재 방부제에 대한 환경

적 관심과 우려에 대한 응답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

하고 있다 그리고 구리는 좋은 살균 활성을 나타낸

다고(Nicholas & Schultz 1997) 하지만 구리 기반의 

목재 방부제의 제재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은 곰팡

이, 균에 대한 저항 효과이다. 특히, CCA (chromate 

copper arsenate) 방부제는 60년 이상 광범위하게 사

용되었다. 하지만 CCA는 용탈되어져 나오는 성분들

이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었다(Kim 

et al. 2011). 구리계 목재 방부제, 대표적인 세 가지 

제품으로는 크롬, 구리, 비소(CCA)가 대표적인 예이

며, 나프텐산 구리와 같은 구리 복합물과 수용성 구

리 보존제들(ACA, ACZA, CA), 그리고 알칼리성 구

리 화합물(ACQ)이 있다(Preston et al. 2008). 이 보

존제의 활성화된 구리 분자체는 보존제의 특성 대부

분을 가지고 있으며 목재 보존의 중요한 요소일 뿐

만 아니라, 처리 되어진 목재는 균에 대한 내성과 흰

개미에 대한 저항성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목재보존 시장의 급진적 

시장 확대로 조경 건축재 사용증가에 따른 방부처리 

목재 수요증대를 가져왔다. ACQ와 CuAz 방부제는 

과거의 방부제들보다 환경 친화적인 대안으로 국제 

시장에서 판매가 증대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H3

로 지정하고 있다(Kear 2007; Kear et al. 2009). 목

재 방부제 CuAz은 일본공업규격 및 미국목재보존협

회에서도 최근 인정된 목재방부제로 정착양생기간도 

짧고 유해화학물질 함유도 기존의 방부제보다 적으

면서 방부효력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2). 특히, CuAz (Copper Azole)은 크롬이나 

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로 주택용으로 사용되

며, 또한 CCA에 상당하는 방부 성능을 가지고 있어 

현재 선진국에서 쓰이고 있는 방부제이다. 중동(주)

에서 발표하기를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CuAz은 Tanalith E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Tanalith CuAz로 알려져 있고 특히 1994년 8월에 

JWPA에 의하여 목재방부제로서 승인을 받았다. 그

리고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

고 있는 목재 방부제이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

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터키, 폴란

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목재방부효력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갈색부

후균과 백색부후균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

색부후균은 활엽수재를 부후시키고 갈색부후균은 침

엽수재를 부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 & 

Highley 1997). 그리고 갈색부후균은 목재 세포벽을 

직접적으로 가해하지 않더라도 S2, 즉 2차벽만을 선

택적으로 분해한다(Green & Highley 1997). 부후균

의 균사는 방사조직을 통해 가도관이나 목섬유로 이

동하여 천공을 내어 목재를 가해하고 붕괴시킨다. 

한편, 기후 변화로 인한 세계 각국의 이상 기온, 

또는 기후변화 현상은 야외에 사용하는 방부목재의 

사용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도 언급하였지만 약제의 친환경 지향성으로 저독성

화에 의한 방부효력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

에 대처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사

용되고 있는 방부약제들에 대상으로 국내 환경을 고

려하여 사용환경에 대한 약제의 주입량에 대한 점검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이현미⋅손동원⋅이한솔⋅황원중

－ 114 －

서는 국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리계 방부제 중

에서 CuAz-2에 대한 약제 주입량과 부후의 관계에 

대해서 그 효력과 현미경적 거시적 관찰을 통하여 

부후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서는 소나무(Pinus densiflora S. et Z.)변

재를 공시 재료로 사용하였고 CuAz-2 (Copper 

Azole) 약제를 사용하였다. CuAz-2는 주성분이 구리

계화합물(CuO)이기 때문에 구리에 내성이 있는 부후

개떡버섯에 대한 효능이 있으면 구리에 대한 내성이 

없는 구름버섯에 대해서는 효력이 충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시균은 갈색부후균으로 Fomitopsis 

palustris (FRI 21055)를 사용하였다. 

2.2. 약제 처리

구리계 보존제 중에서 CuAz-2 약제의 실내 방부 

효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나무 변재(20 × 20 × 10 

mm) 시편에 유효농도 11.47%인 CuAz-2 약제를 사

용하였다. CuAz-2 약제는 무처리, 0.05, 0.15, 0.25, 

0.45, 0.85, 1.25%로 유효농도를 조절하여 감압(72 

mmHg, 30분) 및 가압(7 kg/cm
2
, 60분)주입을 실시하

였다. 약제를 주입한 농도별 목재 내 주입량을 Table 

1에 보여 주었다. 약제를 주입한 목재시편은 실내에 

3주간 보관 후 내후조작을 실시하였다. 내후조작은 

25℃ 물에 8시간 교반하는 용탈과정과 60℃에서 16

시간 건조하는 과정을 1회로써 총 10회 반복하였다.

2.3. 실내 방부효력시험

실내 방부효력시험은 내후조작을 실시하지 않은 

시료와 실시한 시료에 대하여 KS M 1701, 부속서 2 

목재 방부제의 방부 효력 시험 방법에 준하여 부후

개떡버섯(Fomitopsis palustris)을 이용하여 실시하였

다. 여러 가지 주입량으로 처리된 CuAz-2 처리 목재

는 배양기 전면에 퍼진 공시균 위에 멸균하여 올린 

후 온도 26 ± 2℃, 상대습도 70% 이상인 곳에서 12

주 동안 폭로하였다. 12주 경과 후 시험체를 꺼내어 

표면의 균사 등의 부착물을 제거한 후 60 ± 2℃에서 

3일간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부후시험 전과후의 

무게를 이용하여 질량감소율(%)을 계산하였다.

2.4. 부후시료에 대한 부후 특성 관찰

부후시험이 끝난 목재시료는 부후 특성을 조사하

기 위하여 광학현미경(Carl Zeiss. Axio)과 전자현미

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UPRA40VP. Carl Zeiss)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현미경 관찰 시료는 연화과정을 실시하

지 않고 마이크로톰으로 절삭하여 염색한 후 프레파

라트를 제작하였으며, 전자현미경 시료도 같은 방식

으로 제작하였다. 부후가 심한 시료는 PEG 2000을 

이용하여 포매한 후 마이크로톰을 이용하여 절삭하

였고, 증류수로 탈수한 후 영구 프레파라트를 제작하

였다. 마이크로톰으로 절삭 시에는 단면에 비닐테이

프를 붙인 후 절삭하는 비닐테이프 고정법을 사용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부후개떡버섯(F. palustris)에 의한 

CuAz-2 처리재의 질량감소율 변화

부후개떡버섯에 의한 무처리재 및 여러 가지 주입

량으로 처리된 CuAz-2 처리재의 질량감소율의 변화

는 Table 1과 Fig. 1에 보여주었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후개떡 버섯에 의한 무처리재는 40% 이상

의 질량감소율을 보여 주고 있어 사용된 부후균의 

활력은 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부제의 방

부효력의 유무를 상징하는 질량감소율 3%를 기준

(JIS K 1571, 2004)으로 보면 CuAz-2의 방부효력은 

주입량이 3.32 kg/m
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

성문턱값은 1.79∼3.32 kg/m
3
이었다. 이 독성문턱값

은 현재 자주 습한 환경, 흰개미 피해 환경, 야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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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oncentration (%) 0.05 0.15 0.25 0.45 0.85 1.25

CuAz Retention

(kg/m
3
)

0.37

± 0.01

1.10

± 0.06

1.79

± 0.15

3.32

± 0.14

6.27

± 0.32

9.44

± 0.60

Table 1. CuAz-2 preservative retention of a specimen for preservative effectiveness

Fig. 1. Change in the mass loss by CuAz-2 retention.

사용하는 목재의 사용환경 기준(H3,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 2011-04호)인 1.0 kg/m
3
 보다 높은 값을 나

타내고 있으며, 세밀한 값을 위해서는 1.79∼3.32 

kg/m
3 

사이의 효력검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후개떡버섯은 구리저항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효성분이 구리화합물인 방부제들

에 대해 질량감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Hastrup et al. 2005; Tsunoda et al. 1997; Choi 

et al. 2009a, 2009b,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

난 CuAz-2 처리재의 독성문턱 값은 구리저항균 이

외의 많은 목재 부후균들에 대해 방부 효력을 보여

줄 것으로 생각된다. 

3.2.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거시적 부후 

특성

Figs. 2∼8은 무처리재와 CuAz-2로 주입량이 다르

게 처리한 시편을 부후개떡버섯에 12주 동안 노출시

킨 후 3단면에서 관찰한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무처리재인 소나무 시편을 3방

향의 단면에서 관찰한 결과 가도관, 방사조직, 유세

포 등의 세포 조직이 심하게 부후되어 손상된 것이 

관찰되었다. 부후정도가 심한 부분은 박벽화 현상뿐

만 아니라 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재에 대한 부후 

특징은 많은 연구자들이 현미경적 관찰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Bravery 1971; Green et al. 1992; Lee 

2002; Lee et al. 2013). 갈색부후균 C. puteana로 4

주간 부후시킨 소나무 가도관에서 세포벽의 부후와 

박벽화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12주의 소나무 부후재

에서는 세포벽의 부후 이외에도 S2층의 분해가 관찰

되었다(Lee 2002). 또한, 주사 전자현미경 관찰에서 

갈색부후균의 균사가 목재 세포벽과 접촉하고 있는 

부위에서 세포벽을 부후시키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다(Bravery 1971; Green et al. 1992). 

Fig. 3는 CuAz-2 0.05%로 처리한 시료를 부후개

떡버섯에 노출시킨 후 촬영한 사진이다. 전체적으로 

3단면 모두에서 목재 조직이 심하게 부후되었고, 가

도관과 방사조직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의 배

열 형태가 흐트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후

조작을 안한 방사단면의 조직의 형태가 내후조작을 

한 시편 보다는 세포의 배열이 다소 유지되고 있었

지만, 부후의 진행을 막지는 못하였다. Lee 등(2013)

은 구리계 보존제인 ACQ-2 처리 시편을 이용한 연

구에서 광학현미경으로 부후 특성을 관찰하여 보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목재 조직의 파괴 현상은 약제의 

주입량이 낮을수록 부후가 심하게 나타났다(Lee et 

al. 2013). 

3.2.1. 횡단면에서 관찰한 부후 특징

CuAz-2 약제를 주입량이 다르게 처리하여 강제 

부후시킨 후 촬영한 사진은 Fig. 2부터 Fig. 8에서 보

여 주었다. 전체적으로 횡단면상에서의 세포배열은 

목재 내 약제의 주입량이 높을수록 만재와 조재 부

분, 즉 연륜경계의 분리 또는 파괴 현상이 없이 그 

배열을 유지하고 있다. 무처리재와 목재 내 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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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ptical micrographs of untreated samples (above and below)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FOP) – cross sections (left), radial sections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s (right). Scale bars = 100 µm.

Fig. 3. Optical micrographs of 0.05% CuAz-2 treated samples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FOP) –

The pictures shown above (unweathered CuAz-2 treated wood) and below (weathered CuAz-2 treated wood); 

cross sections (left), radial sections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s (right). Scale bars = 100 µm.

Fig. 4. Optical micrographs of 0.15% CuAz-2 treated samples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FOP) –

The pictures shown above (unweathered CuAz-2 treated wood) and below (weathered CuAz-2 treated wood); 

cross sections (left), radial sections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s (right). Scale bars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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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tical micrographs of 0.25% CuAz-2 treated samples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FOP) –

The pictures shown above (unweathered CuAz-2 treated wood) and below (weathered CuAz-2 treated wood); 

cross sections (left), radial sections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s (right). Scale bars = 100 µm.

Fig. 6. Optical micrographs of 0.45% CuAz-2 treated samples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 The 

pictures shown above (unweathered CuAz-2 treated wood) and below (weathered CuAz-2 treated wood); cross 

section (left), radial sections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s (right). Scale bars = 100 µm.

Fig. 7. Optical micrographs of 0.85% CuAz-2 treated samples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 The 

pictures shown above (unweathered CuAz-2 treated wood) and below (weathered CuAz-2 treated wood); cross 

sections (left), radial sections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s (right). Scale bars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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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ptical micrographs of 1.25% CuAz-2 treated samples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 The 

pictures shown above (unweathered CuAz-2 treated wood) and below (weathered CuAz-2 treated wood); cross 

sections (left), radial sections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s (right). Scale bars = 100 µm.

주입량이 적은 Figs. 2∼4의 횡단면에서 관찰된 부후 

특징은 가도관, 방사조직이 부후되어 세포벽이 파괴

되었으며, 배열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다. 특히, 수직

수지구와 에피델리얼 세포 모두가 파괴되었으며, 만

재 후 조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부후가 심하게 진

행되었다. 부후의 진행은 조재와 만재 부분에서 모두 

일어났다. 그러나 약제의 주입량이 높아질수록 목재 

세포의 형태와 배열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수직수

지구의 배열 및 형상, 박벽인 에피델리얼세포의 형상 

유지 등이 자세히 관찰되었다. 

3.2.2. 방사단면 및 접선단면에서 관찰한 부후 

특징

무처리재와 목재 내 약제의 주입량이 낮은 Figs. 2∼

4의 방사단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벽공과 유세포

는 부후균에 의한 부후로 인하여 모두 파괴되어 있

었고, 약제의 주입량이 높은 Figs. 5∼8의 사진에서

는 방사유세포, 유연벽공, 창상형벽공 등의 구분이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소나무재의 접선단면에서는 

방추형 방사조직과 단열발사조직을 잘 관찰할 수 있

다. 그러나, 무처리재와 약제의 주입량이 적은 시료

의 Figs. 2∼4의 접선단면 사진에서는 가도관, 방사

조직의 파괴가 심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상

대적으로 약제의 주입량이 높아질수록 단열방사조

직, 에피델리얼 세포가 존재하는 방추형 방사조직 내

의 수평수지구 형태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다. 

3.3. 전자 현미경에서의 거시적 부후 특성 

관찰

무처리재 및 주입량이 다른 6가지 목재시편에 대

하여 강제 부후시킨 후 3 단면에서 촬영한 FE-SEM 

사진을 Figs. 9∼12에 보여주었다. 무처리 시편과 

CuAz-2 주입량이 낮게 처리된 CuAz-2 0.05% 처리 

시편은 전체적으로 갈색부후균인 부후개떡버섯에 의

해 목재 조직이 심하게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방사단면의 축방향가도관에서는 목재부후균의 

특징인 균사의 격벽과 꺽쇄가 관찰되어 목재 조직의 

부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9의 

무처리 시편 횡단면에서는 가도관 벽의 S2층까지 부

후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후개떡버섯의 균

사는 무처리 시편의 방사단면의 유연벽공을 통하여 

침투되는 현상도 관찰되었으며, 분해된 세포벽은 또

한 균사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주입량이 가장 높은 CuAz-2 1.25% 농도로 

처리된 목재시편에서는 균에 의한 목재 조직 및 세

포벽의 파괴가 보여지지 않았으며, 유연벽공의 형태

도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부후균에 의한 

목재 세포벽의 파괴 현상은 CuAz-2 처리농도, 즉 목

재 내 CuAz-2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적어지며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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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E-SEM images of CuAz-2 untreated samples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FOP) – cross 

section (left), radial section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 (right). Scale bars = 30 µm.

      

Fig. 10. FE-SEM images of 0.05% CuAz-2 treated samples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FOP) – The

pictures shown weathered CuAz-2 treated wood; cross sections (left), radial sections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s (right). Scale bars = 10 µm.

    

Fig. 11. FE-SEM images of 0.45% CuAz-2 treated samples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 The 

pictures shown weathered CuAz-2 treated wood; cross sections (left), radial sections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s (right). Scale bars = 10 µm.

    

Fig. 12. FE-SEM images of 1.25% CuAz-2 treated samples that were decayed by brown-rot fungus – The 

pictures shown weathered CuAz-2 treated wood; cross sections (left), radial sections (middle) and tangential 

sections (right). Scale bars =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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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포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약제의 처리 

농도가 일정 이상 높을수록 부후가 진행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의 연구자들(Kim and Eom 2006; Cowling 

1961; Wilcox 1968)에 의한 연구에서도 갈색부후균

에 의한 소나무재의 부후는 S2이 심하게 부후되는 

현상과 S3층 또는 불규칙한 부후의 진행이 보고되었

다. 일반적으로 갈색부후균에 의한 부후경향은 부후

균의 균사가 방사조직을 통하여 침엽수의 가도관과 

방사조직으로 이어지며 때로는 세포벽을 직각으로 

천공을 내어 균사가 이동하며 세포벽을 부후시키기

도 한다. 그리고 갈색부후균으로 인한 부후재는 분해 

말기에 세포벽이 붕괴되고 균사로 인한 침식현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한 본 

실험에서는 전체적으로 갈색부후균에 의해 2차벽 중

층(S2)이 주로 크게 분해되었고, 더욱 부후가 진행되

면서 S1층도 점차 분해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CuAz-2 약제를 목재 내 주입량이 다르

게 처리농도를 조절하여 처리한 목재시편을 강제부

후 시킨 후 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부후개떡버섯

에 의한 무처리재는 40% 이상의 질량감소율을 보여 

주고 있어 사용된 부후균의 활력은 왕성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실내 강제 부후에 의한 CuAz-2 

약제의 방부 효력을 나타내는 독성문턱 값은 1.79∼

3.32 kg/m
3
이었다. 강제부후 종료 후 약제 주입량에 

따른 부후 경향을 관찰한 결과 목재 시편의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에서 약제 주입량에 따라 부후 진

행이 크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약제 처리를 하지 않

은 목재 시편에서는 목재 세포 조직의 배열의 붕괴, 

세포벽의 파괴 현상이 심하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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