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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균일한 품질의 방부처리 목재 생산을 위해서는 방부약액의 농도관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목재방부처리 현장에서 

농도관리를 위하여 간편하게 방부약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ACQ 목

재방부제를 대상으로 비교적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탁도를 이용하여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탁도

가 현저하게 작은 알칼리성의 ACQ 약액에 20%의 인산 용액을 첨가하면 백색의 현탁 물질이 생성되며 탁도가 증가한

다. 인산 용액의 최적 첨가량은 약액의 탁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pH 7 수준이며, 첨가량이 많아지면 약액의 산성화

와 함께 탁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약액은 투명해진다. ACQ 약액의 농도와 탁도 간에는 정(正)의 상관을 가지며 고도

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농도와 탁도로부터 유도된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산출한 현장 채취 약액의 예측 농도 값과 

적정법으로 측정한 실측 농도 값 간의 농도 차이에는 t 검정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탁도와 회귀방정

식을 이용하여 ACQ 현장 약액의 농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e concentration control of wood preservatives is necessary to produce a preservative treated wood having a 

uniform quality. Concentration measurement method of wood preservatives to be easily used in the field has not been 

developed yet. This study examined the way to estimate the concentration from turbidity of ACQ wood preservative 

that can be relatively easily measured by using a portable turbidity meter. The addition of phosphoric acid solution in 

an alkaline ACQ solution having a very low turbidity is created a suspension of the white substance and the turbidity 

suddenly increased. The optimum amount of addition of the phosphoric acid solution is until the pH of ACQ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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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의 방부처리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목재

의 사용 환경에 맞게 방부제의 침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제2015-8호) 부속서 2 

(방부목재)와 각 관련 KS규격에서는 목재의 사용환

경 범주별로 목재방부제 종류마다 적합한 방부제의 

침윤도 및 흡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맞

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부처리 현장에서 방

부약액의 농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약

액의 농도 관리를 위한 농도 측정은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High perform-

ance liquid chromatograph, HPLC)나 유도결합플라

즈마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P) 등 고가의 정밀 분석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이

외에 간편하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은 개

발되어 있지 않다. 한편, 고가의 첨단분석 장비를 사

용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

(alkaline copper quaternary, ACQ) 목재방부제의 농

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보존자협회

(American wood protection association, AWPA) 

규격의 적정법(AWPA A2-09, A17-09)이 있으나, 

이 또한 복잡한 전처리 과정과 숙련된 측정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방부처리 목재 생산 현장에서 편리

하고 간편하게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국내 방부처리 목재 생산현장에서

는 현장 작업자에 의해 목재의 방부 처리량 및 방부

처리 후 회수되는 약액(회수액)의 양에 따라 원액을 

희석한 희석액을 일정량 첨가하는 방식의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농도관리를 해 오고 있어 균질한 품질

의 방부처리 목재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적정법에 의해 ACQ 목재방부제의 유효성분인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이하 DDAC라 

칭함)의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ACQ 약액에 인

산을 첨가하게 되면 맑고 투명한 청색의 약액이 중

성에 가까워지면서 하늘색으로 변하며 탁해지는 현

상을 보이다가 정치해두면 백색의 침전물이 생성되

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알칼리성의 약액

과 첨가하는 인산 간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염으로 약액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탁도 측정은 일찍이 수질관리 분야에서 수질을 평

가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온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 음용수의 수질 기준을 탁도로 규정하고 있다(1 

NTU 이하). 탁도는 물의 탁한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

로 여러 가지 부유물질에 의해 발생되며, 탁도는 용

액 중에 부유하는 현탁 물질의 농도와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nouche 등, 

2011; Holliday 등, 2003; Minella 등, 2008; Pavanelli

와 Bigi, 2005). 탁도 측정방법 중에서 표면산란광 측

정방법은 시료에 조사된 광원이 시료 중의 입자에 

부딪쳐 산란되는 산란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란

광의 강도는 액중의 현탁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인산 첨가에 의해 ACQ 약

액 중에 생성되는 부유물질은 약액 중의 유효성분의 

농도와 비례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되며, 이 관

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휴대용 탁도계에 의한 ACQ 

약액의 농도 측정을 목재방부처리 현장에서 간편하

reaches 7, the turbidity of the ACQ solution reaches maximum value. Excessive addition of the phosphoric acid sol-

ution results in a turbidity decrease with acidification of the ACQ solution. Also ACQ solution becomes transparent.

The high significance was recognized with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and the turbidity of the ACQ 

solution. From the t-test,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ly measured concentrations and the concentrations 

predicted by the regression equation for industrial ACQ solutions was not recognized. Thus, it was possible to know

that concentration prediction and control of industrial ACQ solution using the turbidity and a regression equation. 

Therefore, using the regression equation and turbidity is expected to be able to management the concentration of ACQ 

solution in the industrial field.

Keywords : alkaline copper quaternary wood preservatives, turbidity, concentration, phospho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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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ACQ 원액과 목재방부처리 산업현

장에서 채취한 방부처리 후 회수액을 대상으로 약액

의 유효성분 농도와 탁도의 관계를 밝히고 탁도를 

이용한 ACQ 방부약액의 농도 측정 가능성을 검토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국내 목재방부제 사용량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

는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이하 

ACQ-2로 칭함)를 D사로부터 원액을 분양받아 사용

하였으며, 원액의 농도와 pH는 각각 13.5 wt%와 

12.5로 국내에서 조제한 약제이다. 원액의 유효성분 

함유 비율은 각각 구리화합물(CuO로써)이 8.8 wt%

(함유 백분율 69 wt%), DDAC가 4.7 wt% (함유 백

분율 31 wt%) 함유되어 있어 KS M 1701 (목재방부

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ACQ-2호 품질 규정(구리화

합물, CuO로써 62∼71 wt%, DDAC 29∼38 wt%)

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목재 방부

처리 현장 약액으로 인천에 소재한 S사와 D사의 목

재방부처리 공정라인에서 채취한 농도 불명의 

ACQ-2호 회수액(이하 방부공정 현장 회수액이라 

칭함)을 탁도를 이용한 약액의 농도 예측에 사용하

였다. 이들 회수액의 pH를 측정한 결과, S사와 D사

의 회수액 모두 10.2∼10.6의 범위를 나타내 pH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2. 실험 방법

2.2.1. 약액의 조제와 준비

D사로부터 분양받은 ACQ-2호 원액을 증류수를 

사용하여 10배(농도 1.35 wt%), 20배(농도 0.68 

wt%), 25배(농도 0.54 wt%)로 각각 희석한 희석액

(이하 원액 희석액이라 칭함)을 조제하였다. 여기서 

원액의 최고 희석 배율을 25배까지 한 것은 ACQ 목

재 방부처리 현장에서 목재사용환경범주 H3등급의 

약제 흡수량을 갖는 방부목 제품 생산을 위해 희석

하는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들 원액 희석액은 인

산용액 처리와 무처리 간의 탁도 차이와 함께 pH와 

탁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희

석액의 농도와 탁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서 농도를 최고 1.0 wt%부터 최저 0.1 wt%까지 0.05 

wt%의 차이를 두고 희석한 총 19종의 원액 희석액

을 준비하였다. 목재방부처리 현장에서 채취한 미지

의 농도를 가진 방부공정 현장 회수액은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농도와 탁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2.2.2. 약액의 농도 측정

목재방부처리 현장에서 채취하여 유효성분의 농

도를 알 수 없는 방부공정 현장 회수액의 농도 측정

은 AWP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법(Cu; AWPA 

A2-11, DDAC; AWPA A17-09)에 의하여 수행하였

다. 방부공정 현장 회수액의 시료 채취 수는 S사와 

D사 모두 각각 5점씩 총 10점이며, 시료 채취일과 

시간을 모두 달리하여 각각 500 mℓ씩 채취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2.2.3. 약액의 탁도 측정

ACQ-2호 원액을 희석하여 조제한 원액 희석액과 

방부처리 현장에서 채취한 방부공정 현장 회수액을 

대상으로 탁도를 측정하였다. 탁도 측정에 앞서 약액

의 전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전처리는 AWPA A17-09

의 적정법에 의한 DDAC 농도 측정방법을 준용하였

다. 그 전처리 방법은 준비된 원액 희석액 또는 방부

공정 현장 회수액으로부터 시료 2 g을 취한 후 증류

수 25 mℓ를 첨가하여 희석한 다음 여기에 농도 20 

wt%로 조제한 인산용액을 서서히 첨가하며 균질하

게 혼합하여 pH 7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전처

리를 마친 원액 희석액 또는 방부공정 현장 회수액

으로부터 15 mℓ를 채취하여 휴대용 탁도계(HACH, 

2100Q)의 측정 셀에 넣고 충분히 흔들어 생성된 

부유물질을 균일하게 분산시킨 다음 탁도를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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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ACQ 약액의 인산용액 처리와 탁도의 

변화

탁도는 물의 흐린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지표

로서 빛의 통과에 대한 저항도를 말한다. 빛이 순수

한 물을 통과할 때, 빛은 상대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그러나 액체 중에 부유물이 

존재하면, 부유 입자에 의해 빛이 산란하게 되며 산

란되는 산란광을 광원과 90° 각도에서 측정한다. 이 

때 산란광의 강도는 액중 현탁물질의 농도에 비례하

며, 이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이 표면산란광 측정방법

으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ACQ 원액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일정 농도로 조

제한 4가지 종류(농도 13.5, 1.35, 0.68, 0.54 wt%)의 

원액 희석액에 대하여 인산 처리(pH 7로 조정) 유무

에 따른 탁도의 차이를 조사하여 Table 1에 나타냈

다. 먼저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산 처리하기 전의 

원액 희석액의 pH를 측정한 결과, 10.4에서 10.7 범

위를 보였다. 참고로 희석하기 전의 ACQ 원액의 pH

는 12.5로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었다. 인산처리하기 

전의 이들 원액 희석액의 탁도는 0.61 ∼ 1.37 NTU

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으며, 농도가 낮아질수록 그 

차이는 미미하지만 탁도도 약간 작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동일한 원액 희석액에 인산용액을 서서히 첨가

하며 pH를 7.0으로 맞춘 후에 탁도를 측정한 결과, 

탁도는 최저 212.4 NTU에서 최고 6,897.8 NTU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알칼리성을 띠는 약액

에 산을 첨가함으로써 중화반응이 일어나며 염이 생

성되어 이들 염이 탁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높은 농도를 가진 원액 희석액

이 낮은 농도의 원액 희석액에 비하여 높은 탁도 값

을 보임으로써 염의 생성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인산 첨가에 의해 생성된 염

은 원액 희석액에 함유되어 있던 유효성분(구리화합

물과 DDAC)의 반응 생성물인 것으로 판단되나 이

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성물에 대

한 정성분석이 필요하다.

인산 첨가에 따른 ACQ 약액의 탁도 변화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농도 0.54 wt% (25배 

희석)로 희석한 원액 희석액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인산 용액을 첨가하며 일정 pH에 도달했을 때의 탁

도를 측정하여 탁도와 pH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Fig. 1). 인산용액 첨가량의 증가와 함께 원액 희석

액의 pH가 알칼리성에서 산성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탁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pH가 10.4에서 9까지 

Phosphoric acid

treatment

Concentrations of ACQ solution (wt%)

13.5 1.35 0.68 0.54

Untreated
pH 10.7 10.5 10.4 10.4

turbidity 1.37 ± 0.02 1.06 ± 0.04 0.66 ± 0.08 0.61 ± 0.07

Treated
pH 7.0 7.0 7.0 7.0

turbidity 6,897.8 ± 118.9 564.8 ± 4.0 256.6 ± 7.7 212.4 ± 8.4

Table 1. Difference of turbidity (NTU) in before and after adding phosphoric acid in pre-treatment process of

ACQ preservative solution for turbidity measurement

Fig. 1. Changes of turbidity in 0.54 wt% ACQ sol-

ution under addition of phosphoric ac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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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하는 초기 단계에서 탁도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pH 7

인 중성 상태에서 최대치에 이르렀다. pH 7를 기점

으로 인산용액의 첨가량이 증가하여 원액 희석액이 

산성 쪽으로 변화하자 탁도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으

며, pH 5에서 4구간에서 탁도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산용액 첨가와 함께 pH와 탁도 변

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원액 희석액의 색상

과 탁한 상태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냈다. 인산을 

첨가하기 전의 원액 희석액(pH 10.4, 탁도 평균 0.61 

NTU)은 투명한 청색을 띠고 있었으나 인산을 첨가

하자 서서히 백색의 침전물이 생성되며 하늘색 계통

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원액 희석액의 색상이 하늘색

을 유지하다가 계속하여 인산용액을 첨가하자 pH가 

산성 측으로 변화하며 하늘색의 색상이 서서히 사라

져 pH 4에 이르러서는 거의 투명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원액 희석액에서 발생하는 색상과 탁한 상태

의 변화는 Fig. 1에 나타낸 pH와 탁도의 관계를 뒷

받침한다. 이상과 같이 ACQ의 원액 희석액에서 인

산 첨가와 함께 탁도가 증가하다가 pH 7을 전환점으

로 해서 다시 감소하는 것은 중화반응과 산 용해 반

응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즉, pH 7까지는 중화반응

에 의해 염이 생성되어 탁도의 증가 효과를 나타내

다가 이어서 중성에서 산성 측으로 이행함에 따라 

생성된 염이 용액의 산성화에 의해 용해됨으로써 색

상이 투명해지고 탁도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액의 탁도는 그 용액 중에 분산해 있는 

입자의 종류와 크기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입자의 

크기가 어느 범위 내에 속할 때 용액의 탁도는 최대

치를 나타내고, 그 전후에서는 저하한다(Oki 등, 

1994). 전술한 ACQ 원액 희석액에서 나타난 용액의 

pH와 탁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생성된 물질의 종류와 함께 입자 크기에 대한 추가

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3.2. ACQ 약액의 농도와 탁도의 상관관계

농도 13.5 wt%의 ACQ의 원액을 사용하여 농도 

1.0 wt%부터 0.1 wt%까지 0.05 wt%의 차이를 두고 

희석하여 조제한 총 19종의 원액 희석액에 대하여 

농도 20 wt% 인산용액을 pH가 7.0이 될 때까지 서

서히 첨가한 후에 원액 희석액의 농도 별로 탁도를 

조사하였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원액 희석액의 

탁도와 농도 간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희석액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의 농도가 증가

하면 탁도도 증가하는 정(正)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r = 0.99507)에 대하여 유

의수준을 조사한 결과, 1% 수준(0.575)보다 큰 값으

로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Fig. 3에서 얻어진 

회귀식, y = 0.002x + 0.1098에서 y는 농도, x는 탁도

를 각각 나타내며, 회귀식 적합도의 척도가 되는 결

Fig. 2. Changes of color and turbidity in 0.54 wt%

ACQ solution under addition of phosphoric acid

solution (a: pH 10.4, b: pH 7.0 c: pH 4.0).

Fig. 3. Relationship between turbidity and active 

ingredient concentration in ACQ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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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계수 R2는 0.9902로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회

귀식의 적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와 같은 결과로부터 목재방부처리 현장에서 간편하

게 ACQ 약액의 탁도를 측정한 후 상기 회귀식을 적

용하여 ACQ 약액의 농도를 예측함으로써 손쉽게 약

액의 농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균

일한 품질의 방부목 생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방부공정 현장 회수액의 농도 예측

목재방부처리 현장의 공정라인에서 임의로 채취한 

농도 미지의 현장 회수액의 탁도를 측정한 후 상관

관계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회귀식을 이용하여 산출

한 농도 예측 값과 실제 적정법에 의해 측정한 농도

를 Table 2에 나타냈다. 예측 값과 실측 값 간의 농

도를 비교하면 회귀식을 이용하여 예측한 농도 값이 

실측 값에 비하여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이들 양측 

간에 발생하는 농도 차이에 대한 유의성 여부를 조

사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사와 

D사에서 채집한 방부공정 현장 회수액의 예측 농도 

값과 실측 농도 값 간에 t 값이 각각 0.56과 0.67로 

나타나 t 분포표의 5% 수준의 t 값(2.776)보다 작아 

두 농도 값 차이에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

라서 ACQ 약액의 농도와 탁도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유도된 회귀식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현장 약액의 탁

도를 측정한 후 이들 탁도 값으로부터 농도를 예측

하는 방법으로 현장 약액의 농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S사의 5번 시료의 경우, t 검정에서는 유의

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예측 농도 값과 실측 농도 

값 간에 다른 시료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로부터 탁도를 이용하여 예측 가능한 농도 

상한치의 유무와 함께 일정 농도 이상의 고농도 시

료의 경우 희석처리 후 탁도 측정에 의한 농도 예측 

방법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균일한 품질의 ACQ 방부처리 목재 생산에 반드

시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의 간편한 방부처리 약액의 

Collected ACQ

solutions from industry Turbidity

(NTU)

Concentrations (%)

Manufacturer Sample No.
Calculated values1)

(A)

Determined values2)

(B)
t-test

S

1 161.2 0.43 0.50

0.56

2 170.1 0.45 0.52

3 176.4 0.46 0.47

4 213.2 0.54 0.57

5 436.6 0.98 1.45

D

1 9.3 0.13 0.05

0.67

2 18.0 0.15 0.10

3 22.7 0.16 0.15

4 33.7 0.18 0.19

5 46.0 0.20 0.25

 1) Concentrations calculated by regression equation (y ＝ 0.002x + 0.1098)
 2) Concentrations determined by titration (AWPA A2-09 and A17-09)

Table 2. Concentrations calculated by regression equation derived from correlation between concentration and 

turbidity of ACQ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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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관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도에 비하여 

비교적 측정 방법이 손쉬운 탁도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알칼리성인 ACQ 약액에 20%의 인산 용액을 

첨가하면 백색의 현탁 물질이 생성되어 탁도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20% 인산 용액의 최적 첨가량은 약액의 탁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pH 7 수준이며, 이를 초과

하게 되면 약액의 산성화와 함께 약액이 투명

해지고 탁도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3. ACQ 약액의 농도와 탁도 간에는 정(正)의 상관

을 가지며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고 얻어진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1에 근접하여 높은 적합

도를 보인다.

4. 방부처리 현장에서 임의로 채취한 ACQ 약액에

서 회귀식에 의해 예측한 농도와 실측한 농도 

간의 차이에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현

장의 ACQ 약액의 농도 측정과 관리에 탁도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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