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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노출에 의한 목재베니어의 광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색 요인을 제거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목재 중 추출물함량이 높고 어두운 색상을 나타내며 고급용재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 활엽수종인 

walnut을 공시재료로 선택하여 광 열화 분석 및 방지법에 관한 연구에 사용하였다. 베니어 내 발색단을 함유하는 물질

을 탈리하기 위해 실시한 알코올-벤젠, 과산화수소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 처리 후 광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

다. 광 변색인자로 알려진 추출물 성분의 제거 후에는 색 안정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리그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산화수소를 20, 30% 농도로 하여 75℃에서 1시간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표면색상에 대한 표백효과는 나타

내었으나 추출물 용출에 따른 재색 유지가 어려우며 광 노출에 대한 안정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차아염소

산나트륨 수용액을 1, 2 및 3% 농도로 하여 동일 온도 및 시간 조건에서 처리 한 베니어의 광 노출 평가결과, 추출물 

용출에 의한 재색변화는 나타났지만, 광 노출에 의한 색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우수한 안정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하지만, 3% 이상 농도에서는 베니어 표면의 거칠기와 손상이 발생되므로, walnut 베니어의 경우 적정 농도

조건에서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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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several chemical treatments to prevent photodegradation 

of wood veneer by external UV (Ultraviolet) light. Of woods, walnut veneer is selected as a raw material for this 

study since it is known as a luxurious wood with dark color giving an esthetic effect. Alcohol-benzene, hydrogen 

peroxide (H2O2) and sodium hypochlorite (NaClO) solution were used for investigate the effect on color stabilization. 

Despite the removal of the extractive compounds, which is known as a discoloration component, a significant color 

change of walnut wood veneer was observed. Meanwhile, the veneers treated by 20 and 30% H2O2 solution at 75℃ 
for 1 h also showed the no positive effect of color stability exposed to UV light although they have a bleaching effect 

on wood veneer. Besides, it was difficult to maintain the original color of walnut veneer due to the elution of the 

extractive compounds. On the other hands, the veneer treated by NaClO solution indicated the good performance on 

color stability despite of the intensive UV light test. However, when the concentration exceeds 3%, surface roughness 

and fiber damage occurred simultaneously. Therefore, the walnut species should be treated with proper concentration 

when sodium hypochlorite is applied to the veneer.

Keywords: wood discoloration, photodegradation, wood veneer, lignin, chemical bleaching

1. 서  론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와 자원 고갈이라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 경량화에 초점을 

둔 목재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목

재 자체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여 사용되는 리얼우

드(real wood)를 소재로 한 건축 및 자동차 내장재 

개발이 국외는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새로운 아이

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노출에 의한 

리얼우드의 변색문제로 인해 내장재 이용측면에서 

색상 및 수종 선택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이 지

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Liang & Wang, 2015; 

Schaller & Rogez, 2007).

다양한 산업에서 내장부품으로 사용되는 목재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및 추출물의 화

학적 조성을 가지며, 복잡한 화학 결합을 통해 구성

된 고분자 물질이다.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의 경우 광을 적게 흡수하는데 비해, 리그닌은 많은 

발색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외선(ultra violet, 

UV) 영역에서 나오는 빛을 흡수하여 광(light) 산화 

과정에 의해서 쉽게 변색된다(Hayoz et al., 2003; 

Nzokou & Kamdem, 2006). 리그닌은 p-coumaryl, 

coniferyl 및 sinapyl alcohol과 같은 페닐 프로판 단위

로 중합되어 있으며, 수종에 따라서도 구성 비율에 

차이를 보인다(Hatakeyama & Hatakeyama, 2009; 

Ľudmila et al., 2015). 광에 의한 목재표면 노출은 리

그닌 변색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라디칼 이동에 의

한 리그닌 내 퀴노이드 구조 형성을 통해 광 변색을 

야기시킨다. 추출물의 경우도 양적으로는 적은 비율

을 차지하나, 리그닌과 유사한 광 흡수기를 지니고 

있어 목재 변색에 관여하는 물질로 간주된다(Fan et 
al., 2009).

일반적으로 목재제품의 변색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산화방지제, 자외선 흡수제 및 HALS (hindered 

amine light stabilizers) 등을 첨가한 코팅제 및 첨가

제의 사용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광 안정(photo-protection)을 통해 변색을 방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vans & Chowdhury, 2010; 

Jirous-Rajkovic et al., 2004).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내장용 목재 및 변색방지용 첨가제가 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변색제어 전처리 과

정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리얼우드를 이용한 내

장재 사용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합성 고분자 소재와 달리 목

재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천연고분자이므로, 내장부

품으로 사용되는 재료로써 단편적인 접근뿐 아니라, 

목재구성 성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광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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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어하는 연구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재 변색인자

의 직접적인 제어를 통해 자외선 노출에 의한 열화

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리가 적용되고 있다. 

Patachia (2012)의 연구에서는 이온성 액체를 포플러 

목재에 처리하여 리그닌 구조의 안정화에 따른 변

색방지를 보고한 바 있으며, Deca (2008)의 연구에

서도 열처리와 구리-에탄올아민 화학적 처리를 통

해 가문비나무의 변색제어 효과에 대해 연구한바 

있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목재 내 구성성분의 재색

제어 및 변색방지 연구가 보고된바 있다. 윤(2008)

의 연구에서는 열처리를 통해 삼나무 내 변색요인

인 추출성분을 제어하여 광 노출에 의한 황하 현상

을 방지하고자 한 연구를 보고하였으며, 김(2010)의 

선행 연구에서는 생물 균에 의한 변색을 제어하기 

위하여 표백제처리를 통하여 팽나무 재색 유지에 

대해 보고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얇은 판상의 내장용 목재의 특성

에 따른 광 열화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색제어를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

히, 목재 내 변색요인의 제거와 더불어 칼라도장이 

용이하도록 표백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처리법을 

적용하였다. 수행한 여러 처리방법 중, 알코올-벤젠 

추출법으로 추출물 제거 처리를 통해 자외선 안정

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리그닌의 경우는 

산소계, 염소계 용액을 이용하여 변색제어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각 처리조건 별 자외선 노출에 따

른 색상 변이 및 구조변화는 분광측색계 및 ATR 

FT-I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수종

본 연구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으로부터 제공

받은 약 1 mm 두께의 walnut 베니어를 5 cm × 8 cm 

시편으로 준비하여 변색인자 구명 및 제어처리 실

험을 위해 사용하였다.

 

2.2. 기초성분분석

목재베니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함량을 분석

하기 위하여 분쇄기(Cutting Mill Pulverisette 15, 

FRITSCH GmbH, Idar-Oberstein, Germany)를 이용하

여 0.5 mm 크기로 분말화 한 후, 기초성분분석에 사

용하였다. 베니어 내의 추출물 함량은 알코올-벤젠을 

1:2 (v/v) 비율로 하여 혼합한 유기용매에 80℃에서 

6시간동안 soxhlet 추출장치로 성분을 추출하고, 나

머지 고형 탈지시료는 리그닌 함량 분석에 이용하였

다. 미국 NREL법에 따라 리그닌 함량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72% 황산으로 목재 구성당을 단리하고 남은 

잔사의 무게를 측정하여 고형 리그닌 함량을 계산하

였다(Sluiter et al., 2008; Sluiter et al., 2005). 산 가용

성 리그닌의 함량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V-1601 PC, Shimadzu, Japan)로 205 nm 흡광 영

역에서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실험을 통해 계산된 

walnut의 추출물 및 리그닌 함량은 각각 12.0%, 

27.7%의 값을 나타내었다.

 

2.3. 변색제어 처리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목재 내 변색요인

으로 알려져 있는 추출물과 리그닌 성분에 대한 각

각의 변색제어 방법을 통해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3.1. 추출물제어

추출물 성분 제거 후 자외선 노출에 의한 색상 변

화를 확인하고자 2.2에서 수행한 추출물 함량 분석 

실험법을 모방하여 알코올-벤젠 용매처리를 실시하

였다. Soxhlet 추출장치에 5 cm × 2.5 cm 크기의 베

니어시편을 넣고 80℃에서 6시간 동안 추출하였으

며, 반응 후 기건 건조된 베니어는 자외선 노출 실

험 평가에 사용하였다.

 

2.3.2. 리그닌제어

자외선 노출에 의한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

적 처리는 일반적으로 펄프, 제지 산업에서의 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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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overall experimentation in this study.

공정에서 사용되어오고 있는 산소(oxygen)계 및 염소

(chlorine)계 물질인 과산화수소(30% H2O2, Daejung, 

Korea)와 차아염소산나트륨(5% NaClO, Daejung, 

Korea) 용액을 이용하였다. 먼저, 베니어를 유리 용

기에 넣은 후 과산화수소 용액을 20, 30% 농도로 7

5℃에서 1시간 동안 침지시켜 반응하였다. 반응 종

료 후,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베니어는 24시간동

안 기건 건조시켰다. 염소계 차아염소산나트륨 처리

는 1, 2 및 3%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과산

화수소 반응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후 색상, 구조변화 분석 및 자외선 노출 평가를 

위하여 42 및 84 MJ의 최종 광량을 설정하여 광 열

화 실험에 사용하였다.

 

2.4. 분석 기기

앞서 변색제어를 위해 화학처리 된 목재베니어의 

자외선에 대한 색 안정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외선 노출 시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베니어

의 색상 및 화학적 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ATR FT-IR 및 분광측색계 측정을 순차적으로 수행

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실험과정은 Fig. 1의 그

림으로 제시하였다.

 

2.4.1. 자외선(Ultraviolet, UV) 노출 평가 시험

베니어의 표면 열화 및 변색을 일으키기 위해 자외

선 노출 장치인 Xenon arc Weather-Ometer (Ci4000, 

Altas, USA)을 사용하였으며, 340 nm 램프가 장착된 

기기에서 조사조도를 0.55 W/m2로 설정한 후 총 42, 

84 MJ/m2을 각각 조사하여 결과분석을 수행하였다.

 

2.4.2. 분광측색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광 변색 측정

자외선 열화 및 화학적 처리에 따른 색차 변화는 

L*(black to white), a*(red and green), b*(yellow and 

blue) 입체좌표를 사용하여, ΔE*= (ΔL*2+Δa*2 + 

Δb*2)1/2 식에 대입한 후, 전체 색차 변화량인 △E* 

값을 계산하였다(CM-2600D, MINOLTA, Japan).

 

2.4.3. ATR FT-IR을 이용한 관능기 변화 분석

베니어 내의 목재 구성성분의 화학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ATR FT-IR spectrophotometer 

(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를 사용하였

으며, 스펙트럼은 중간적외선(Mid-infrared) 영역인 

4,000~650 cm-1에서 얻었다. 스펙트럼 분석은 OMNIC 

9.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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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ondition
Total UV dose

(MJ/m2)

Color components

ΔE* L* a* b*

No treatment 42 11.4 -9.6 4.9 -0.2

Alcohol-benzene
42 8.8 1.6 5.2 6.8

84 9.2 -0.4 5.9 7.0

Table 1. Total color changes of extractive-free walnut veneer exposed to UV light

Fig. 2. Color changes of extractive-free walnut veneer
after UV exposure test.

3. 결과 및 고찰

3.1. 추출물제거 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walnut 베니어의 기초성분분

석 결과 12%의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러

한 추출성분은 목재 내에서 페놀, 지방산, 왁스 등으

로 존재하며 리그닌과 더불어 이중결합 구조를 가

지고 있어 외부 자외선에 의한 발색을 일으키는 성

분으로 또한 알려져 있다(Moya et al., 2012; Shebani 

et al., 2008). 따라서 변색인자로 작용하는 추출성분

을 제거한 후 자외선 열화 평가를 통해 변색제어 효

과를 관찰하고자 하였으며, 알코올-벤젠 용매로 추

출한 베니어의 색상변화를 비교하였다. Fig. 2(D)와 

같이 추출물제거 반응 후, 베니어 내 추출물질 용출

에 의한 색차 변화가 1차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Fig. 2(A)의 전처리 하지 않은 베니어보다 밝은 색

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자외선 노출 시험 후의 색차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전처리 하지 않은 베니어의 경

우 자외선에 의해 붉은 색상으로 변화한 것이 육안

으로 관찰되었으며(A→C), 총 84 MJ/m2 광량을 조

사하였을 때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추출물제

거 처리를 한 베니어의 경우도 상당한 색상 차를 나

타냈으며, 이는 추출물 용출뿐 아니라 자외선에 의

해 베니어 내 화합물질의 산화반응이 일어나 황색

화(yellowing) 현상이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

었다. Table 1은 자외선 열화에 의한 색상 차를 L, a, 

b, 및 ΔE로 수치화하여 나타낸 결과로, 전처리를 

하지 않은 베니어의 경우 ΔL 9.6의 명도의 감소와 

Δa 4.9의 적색화로 총 색차 변화량 ΔE이 11.2로 

측정되었다. 추출물이 제거된 walnut 베니어의 자외

선 조사에 의한 색차 분석 결과에서는 a, b 값이 동

시에 증가하여 황색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관찰

되었으며, 총 색차 변화량인 ΔE도 전처리를 하지 

않은 베니어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출물질의 제거에 따른 변색인자 제어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이는 유기용매 탈지처리 과정에 의한 

베니어 표면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한 반응성 증가

가 원인으로 자외선에 의한 산화반응이 가속화 된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walnut 

수종의 추출물 제거에 따른 변색제어 법은 효과적

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리그닌제어 처리

3.2.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H2O2) 

처리

일반적으로 실내건축 내장재에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 표면 질감, 고유무늬 및 색상의 선호도에 따라 

소비가 결정된다. 이 중 목재색상의 경우, 표백처리

를 통해 바탕색상을 밝게 하여 도료처리를 용이하

게 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산화수소는 

리그닌 성분 내 발색단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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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과산화수

소 용액을 walnut 베니어에 처리하였으며, 자외선 

열화에 대한 안정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Walnut 베니어를 20, 30% 농도 과산화수소 용액으

로 처리한 결과 Fig. 3(D), (G)와 같이 전처리를 하

지 않은 베니어(A)와 상당한 색상 차를 띄었다. 이

는 과산화수소의 표백 효과는 물론, 화학처리에 의

한 추출물질의 용출이 발생되어 walnut 수종이 가지

는 고유한 재색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과산화수소 처리 베니어에 42, 84 MJ/m2 광량으로 

자외선 노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색상 변화

가 관찰되었으며, 베니어 표면의 열화 또한 자외선 

노출 정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E), (F), (H), (I)).

Table 2에서 나타낸 색차 분석 결과, 명도 감소폭의 

증가 및 황색으로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색차 변화 값인 ΔE값 또한 전처리를 하지 

않은 베니어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산화수소 처리의 경우는 Herstedt (2016)의 유

사 연구에서도 walnut의 표백효과를 효과적으로 나

타내어 추가 컬러도장 작업이 용이하도록 밝은 베

니어 색상을 부여한다고 보고되었다(Herstedt & 

Herstedt, 2016).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과산화수

소의 농도조건에 따른 자외선 노출에 대한 색상 안

정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산화수

소가 리그닌 내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불안정

한 상태로 유도되어 자외선에 의한 반응성이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2.2.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NaClO) 처리

Walnut 베니어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농도

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Fig. 3(J~R)에 나타냈으며, 과

산화수소 처리와 같이 반응 중의 추출물 용출로 인하

여 본래 재색과 상당한 색상 차이를 보였다. 자외선 

노출 시험 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2, 3% 농도

에서는 열화에 따른 색상의 변화가 육안적으로는 확

인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자외선에 대한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3% 농도에서 베니

Fig. 3. Color changes of walnut veneer treated by 
hydrogen peroxide and sodium hypochlorite after UV
exposure test.

어 표면의 찢어짐과 거칠기가 2% 처리에 비해 뚜렷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iang (2015)의 연구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차아염소산나트

륨에 의한 birch 베니어의 표면 손상이 일어났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처리의 경우 

농도 및 반응시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육안적으로 관찰이 어려운 색차 변화 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측색계를 이용한 

색차 값을 나타내었다. 전처리를 하지 않은 베니어

에 비해, 2, 3%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황색변화와 

명도변화 폭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차아염소산나트륨 처리가 자외선에 의한 안정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walnut 수종 

고유의 재색 유지가 어렵고 농도의 증가에 따라 표

면 손상이 발생하므로 2% 이내의 농도 선택과 베니

어 용도에 따른 선호 색상 선택을 위한 추가 도장작

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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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ondition
Total UV dose

(MJ/m2)

Color components

ΔE* L* a* b*

No treatment 42 11.4 -4.0 4.5 10.6

20% H2O2
42 9.2 -2.9 5.2 6.1

84 15.0 -7.5 9.2 9.0

30% H2O2
42 17.5 -15.9 6.1 3.0

84 15.8 -9.3 8.3 8.5

1% NaClO
42 14.0 -6.7 6.7 10.3

84 18.8 -13.3 8.3 10.4

2% NaClO
42 4.3 -1.2 1.7 1.5

84 8.2 -4.4 3.7 5.5

3% NaClO
42 6.7 -0.8 2.9 5.9

84 6.5 0.1 3.4 5.3

Table 2. Total color changes of walnut veneer treated by hydrogen peroxide and sodium hypochlorite after
UV irradiation test

3.3. 관능기 분석을 통한 리그닌 구조 변화 

관찰

자외선 열화 및 변색제어 방지를 위하여 화학적 처

리된 베니어 표면의 구조적 변화를 FT-IR 분석을 통

해 관찰하였다. 특히, 목재 내 변색인자의 주된 원인

으로 알려져 있는 리그닌 화합물의 특징적인 피크를 

클라손 법을 이용한 리그닌 성분 추출을 통해 특정하

였다. Fig. 4의 하단에 클라손 리그닌의 FT-IR 스펙트

럼을 나타내고 있으며, 파장범위 1600 및 1515 cm-1

에서 방향족 골격에 대한 피크가, 1415 및 1456 cm-1 

에서는 C-H 관능기를 나타내는 피크가 뚜렷하게 나

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리그닌의 특징적인 

피크 위치와 유사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각 처리

에 따른 자외선 노출 전, 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Deborah and James, 2011; Zhou et al., 2011).

Fig. 4의 A의 전처리를 하지 않은 베니어의 자외

선 열화 평가 결과, 색차 변화와 더불어 앞서 언급

한 리그닌 화합물 구조를 나타내는 1400-1550 cm-1 

영역에서 피크 강도(intensity)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1730 cm-1의 C=O 구조의 피크 강도는 반대로 증가

하였다. 이는 자외선에 의해 유도된 라디컬 반응 및 

퀴논(quinone)구조의 저분자 분해 물질의 형성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Nuopponen et al., 2004).

과산화수소 처리에 따른 베니어 표면 구조 관찰을 

위해, 30% 농도에서 처리한 베니어의 FT-IR 분석결

과를 Fig. 4(B)와 같이 나타내었다. 베니어 표면 관찰

과 색차변화량 분석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과산

화수소에 의한 자외선 안정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FT-IR 결과에서도 자외선 노출 후 리그닌 구조

를 나타내는 피크 변화와 C=O 피크의 강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 또한, 화학적 처리에도 불구하고 베

니어 내의 리그닌 구조의 파괴보다 불안정한 상태 유

도로 인한 구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 처리에 의한 자외

선 안정화 효과는 육안 관찰 및 색차 분석을 통해 우

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리그닌 내 구조의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하여 3%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

액 처리를 실시한 베니어의 FT-IR 측정 결과 화학적 

처리에 의한 리그닌 구조의 특징적 피크가 상당히 감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4(C)). 이는 추가적으로 실

시한 기초성분분석 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처리에 

의해 약 10%의 리그닌 성분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자외선에 의한 변색인자로 작용하는 주

된 요인인 리그닌 구조를 파괴시킴으로써, 자외선 노

출에 의한 변색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Fig. 

4(C)의 그림과 같이 자외선 노출 후에도 리그닌 특정 

피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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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uctural changes of walnut veneers treated by hydrogen peroxide and sodium 
hypochlorite solutions after UV exposure test.

4.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목재 베니어 내 리그닌 성분

의 제어를 통해 자외선 노출에 의한 색 안정화 효과

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변색인자 요인으로 

제시되었던 추출물의 경우, 추출물 제거 실험을 통

해 그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자외선 노출 후 

상당한 색상 변화가 발생되어 추출물 제거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어두운 색

상의 walnut의 경우는 화학처리에 의한 변색제어와 

더불어 표백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므로 추후 칼라 

도장 공정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색상 선

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 

베니어 및 베니어 전처리 공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수종 및 밝은 

색상의 리얼우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경제성 및 미관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건축용 또는 자동차 내장재로써 리얼우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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