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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온난화는 흰개미에 의한 목조건축문화재 및 가옥 등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흰개미 피해 예방

을 위해 건물 주변에 군체 제거 시스템을 설치하여 탐지와 제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1~2개월 

단위로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흰개미 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또한 시스템이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결실되거나 훼손되어 기능 손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재 주변에 설치

된 경우 관람 환경을 저해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목재, 셀룰로오스, 자석, 자력센서를 사용하여 흰개미 유입 여부를 판단하는 탐지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적은 전력으로 작동되는 LoRa Network로 데이터를 

전송받았다.

목재는 말목 형태로 제작되었고, 상부에서 하부로 구멍을 내어 유입된 흰개미가 셀룰로오스 시료로 이동이 용이

하도록 하였다. 셀룰로오스 시료는 자석을 셀룰로오스로 감싸 원통형으로 만들었으며 목재의 구멍 상부에 삽입하였

다. 그리고 목재 말목 상부를 마개로 덮어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빛·빗물 등 환경적 요인을 차단하여 

흰개미가 셀룰로오스 시료를 가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셀룰로오스가 흰개미에 의해 가해되면 자석 주위에 

공간이 생기고 자석이 낙하하거나 기우는 등의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마개 내에 있는 자력센서는 셀룰로오스 시료 위

쪽에 고정하여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자석과 센서 사이의 간격 변화를 측정하였다. 

야외 현장 실험은 목재 탐지 시스템에 셀룰로오스 시료를 11개 삽입 후, 5~17일 사이에 현장 방문 없이 자석의  

움직임을 통해 흰개미 유입을 확인하였다.  

향후 추가적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한다면 현장 방문 없이 흰개미의 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 노출로 

인한 훼손과 결실을 줄이며 이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관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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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흰개미는 짝짓기를 위한 군비를 통해 건물에 유입되

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토양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

한다. 또한 건물에 서식하는 흰개미는 목재 기둥 내부나 

지하처럼 탐지가 어려운 곳에 서식하여 피해가 장기간 지

속된다. 흰개미 피해는 목조구조물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흰개미주의보’를 발령한 사

례도 있었다(YTN 2014).

일반적인 흰개미 모니터링 방법은 관리자가 직접 현

장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군비를 확인하거나 건물에서 피

해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French et al. 2010). 장비

를 이용하는 방법은 극초단파 측정(김대운 외 2010), 내

시경 활용, 건물 주변에 군체 제거 시스템 등을 설치하

는 것이다. 또한 탐지견을 이용하여 건물에 잔류하는 페

르몬을 확인하여 흰개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음향

(acoustic device)(Ahmed, B. M. 2008a; Moreno et al. 

2009) 및 LED 방해(LED Interruption) 기법 등이 활용된

다(EN 117 2007, Ahmed, B. M. 2008b). 

군체 제거 시스템은 먼저 건물 주변에 흰개미 침투가 

예상되는 경로에 먹이로 선호하는 나무 또는 셀룰로오스

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플라스틱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

다. 이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며, 흰개미

가 확인되면 방제 약제를 투입하여 흰개미 군체를 제거한

다. 본 연구에서는 흰개미 유입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

링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약제 투입은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군체 제거 시스템 역시 설

치 후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마개를 열고 내부에 

유입된 흰개미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으로서 

내부에 설치된 셀룰로오스가 가해되면 마개부에 표시되

는 제품도 있다(정용재 외. 2015). 하지만 시스템 확인을 

위해 1~2개월 단위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등 모니터링 

주기가 길고 마개부가 지면 위로 노출된 상태로 설치·운

영되기 때문에 훼손과 결실로 인한 기능 상실과 관람 환

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군체 제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

장 방문 없이 흰개미 탐지가 가능할 것, 둘째, 시스템을 

매립하여 제품 훼손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가 없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셋째, 셀룰로오스 섭취에 따

른 물리적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할 것, 넷째, 디지털

화된 자료를 무선 통신으로 전송하여 결과를 확인 할 것 

등이다.

실험을 위해 제작된 탐지 시스템은 목재를 사각의 

말목 형태로 만들어 매설하는 구조로, 토양 속 흰개미 유

인이 쉬우며 내부에 구멍을 두어 셀룰로오스 시료에 이동

이 쉽도록 하였다. 

흰개미 유입 결과는 자석을 둘러싼 셀룰로오스 시료

를 구멍에 삽입 후 셀룰로오스가 가해되어 자석이 낙하

하거나 기울어짐으로 발생하는 ‘자석과 자력센서의 거리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셀룰로오

스가 소모되는 물리적 현상을 자석과 자력센서를 활용하

여 무선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다. 데이터 전송은 전력 소모가 적으며 소량의 데이터 전

달에 적합한 LoRa Network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결과

는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확인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재료 및 방법

1) 흰개미 탐지 시스템의 구조 및 재료 

흰개미 탐지 시스템은 토양에 매설되는 말뚝 형태의 

목재와 상부를 덮는 마개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는 흰개

미가 먹이로 선호하며 목조건축문화재에 많이 사용되는 

국내산 소나무(Pinus desiflora)를 가로 5cm × 세로 5cm × 

길이 25cm 사각형 말뚝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탐지 시

스템으로 유입된 흰개미가 내부에서 쉽게 이동하도록 위

에서 아래 방향으로 지름 1.3cm, 깊이 15cm의 구멍을 만

들었다. 마개는 목재 상부를 보호하고 구멍 내부로 이물질

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흰개미가 기피하는 빛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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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부 환경을 차단하여 목재 상부에 설치된 셀룰로오스 

시료가 가해되기 위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위 탐지 시스템은 기존 방식처럼 주기적으로 방문하

여 마개를 열어 말목 상부에 흰개미 서식을 육안으로 확

인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흰개미가 서식 환경 조절을 위

해 이동시킨 의토와 목재의 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멍 내부에 내

시경을 넣어 목재 하단부에 유입된 흰개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석과 자력센서를 이용한 무선 모니터링을 실험

하기 위해 자석을 감싼 셀룰로오스 시료(이하 셀룰로오

스 시료)를 제작하였다. 자석의 자기력은 자성을 띠는 물

질을 제외하고 매설된 환경에서도 흙과 물, 플라스틱 구

조물을 통과하여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석

은 네오듐 재질로 지름 3mm, 길이 10mm가 사용되었다. 

셀룰로오스는 지름 110mm 원형 페이퍼(Whatman, No 

1002 110)를 6등분하여 자석을 감싸 지름 1.3cm, 약 길이 

2.0cm 원통형으로 제작하여 구멍에 삽입하였다. 셀룰로

오스는 목재보다 흰개미에 의한 가해 속도가 빠르며 구멍

에 자석을 고정시키는 역할과 가해에 의해 소비되어 자석

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탐지 시스템에 서식하는 흰개미는 일본흰개미 아종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ensis)으로 전국적으로 분포

한다.  

 2) 기피성 및 접촉 회피 실험

자석에 대한 흰개미의 접촉 회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야외와 실내 환경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자력센서

를 사용하지 않고 탐지 시스템의 구멍에 셀룰로오스 시료만 

삽입 후 주기적으로 마개를 열어 육안조사를 진행하였다. 

실내 실험은 야외에서 흰개미가 서식하는 탐지 시스

템을 채취하여 플라스틱 상자에 넣고 주변에 토양을 채

웠으며 1번 탐지 시스템은 3~8월, 2번 탐지 시스템은 7~8

월에 각각 진행하였다. 야외 실험은 홍천(3~8월)과 원주

(4~6월)지역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탐지 시스템을 활

용하여 셀룰로오스 시료를 탐지 시스템마다 3~4개 삽입

하였다. 이후 2~3개월 단위로 마개를 열어 확인하였다. 

3) 실내 및 실외 무선 모니터링 실험

탐지 시스템에는 4개의 구멍이 있으나 마개부에 자

력센서가 1개만 있어 하나의 구멍에만 셀룰로오스 시료

를 삽입하였다. 셀룰로오스 시료 위쪽에 자력센서가 위

치하도록 마개를 덮고, 자석과 자력센서 사이의 간격 변

화를 5분에 1회 측정 후 전송하였다. 이후 셀룰로오스 소

비에 따른 낙하 및 기울어짐에 의해 발생되는 자석의 변

동을 확인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이후 마개를 열고 사

진 촬영한 후 새로운 셀룰로오스 시료를 동일 위치에 삽

입하고 실험을 반복하였다.

실내 실험은 흰개미가 서식하는 탐지 시스템을 현

장에서 수집한 후 밀폐용기에 수직으로 매립하여 고정하

고 뚜껑을 덮었다. 셀룰로오스 시료와 동일한 위치의 뚜

껑 위쪽에 마개부가 없는 통신 모듈을 포함한 자력센서

와 건전지를 고정하였다. 실외 실험은 홍천지역에 운영

하는 탐지 시스템 중 흰개미가 서식하는 2개를 선택하여 

기존 마개를 제거하고 자력센서가 포함된 마개부로 교체

하였다. 마개부는 내부에 있는 센서가 셀룰로오스 시료 

상단에 놓이도록 지면에서 2.5cm 아래에 설치하였다. 자

력센서와 건전지는 밀폐된 마개부 내부에 위치하여 비가 

오거나 습한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였다. 붉은 선은 

기존 시스템이 설치된 곳을 표시하며, 푸른색 원은 무선  그림 1 Field installation detection system concepts diagram

마개

GL

구멍

목제말목

자석+셀룰로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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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매설된 곳이다(그림 2). 

4) 무선통신 및 유저 인터페이스(UI)

마개부가 있는 자력센서에서 중계기까지의 통신

은 주파수대의 폭이 좁으며 전송거리가 짧고 데이터 전

송량이 적을 때 이용되는 협대역(狹帶域) 통신망인 LoRa 

Network를 사용하였으며, 저전력 통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강원도 2019)(그림 3).

자력센서와 중계기는 917~923.5MHz 범위의 LoRa 

Modulation 통신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통신 속도는 

0.3~50kbps이다. 전압은 자력센서는 3.6V의 건전지를, 

중계기는 AC 220V를 사용하였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측정시간과 자력센서와 자석의 

이격거리를 나타내는 진행량으로 구성하였다. 진행량은 

자석과 자력센서의 측정 가능한 거리를 1~10단계로 구분

하였다. 1에 가까울수록 자석과 자력센서 사이의 거리가 

짧고, 10은 자석이 자력센서가 측정 가능한 거리를 벗어난 

상태이다. A점은 셀룰로오스 시료를 구멍에 삽입 후 자석

과 자력센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전송을 시작한 것이

며, C점은 셀룰로오스가 소비되어 자석이 낙하하여 자력센

서의 측정 범위를 벗어난 상태이다. B점은 셀룰로오스가 

소비되면서 자석의 움직임이 발생되는 단계이다(그림 3). 

그림 2 Concept of wireless detection system diagram

그림 3 LoRa network diagram and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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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실내 자력 기피 실험 결과

자석 및 자력에 대한 흰개미의 기피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실험 결과, 실내 1번과 실내 2번 탐지 시스템 기

피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실내 1번 탐지 시스템의 경우 흰개미는 마개가 상부

에 덮여 있음에도 말목 가장자리에 의토를 옮겨 마개와 

연결하여 급격한 환경 변화를 차단하고 있었다. 가해 상

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개를 열어 사진 촬영을 진행하여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셀룰로오스 시료 A는 <사진 

1B>와 같이 초기 가해 후 진행이 멈춘(사진 1C~1F) 다음 

<사진 1G> 이후에 급격한 가해가 진행되었다. 셀룰로오

스 시료 B와 C는 가해(사진 1C~1F)가 진행되면서 주변 목

재부도 함께 가해가 진행되었다. 셀룰로오스 시료 B와 C

의 가해가 완료된 이후 다시 A에 가해가 진행되었다(사진 

1G). 전체적으로 3월에서 6월까지보다 7월 이후에 가해양

이 많아져 8월에는 목재부가 완전히 사라졌다(사진 1).  

실내 2번 탐지 시스템은 셀룰로오스 시료 A와 B를 

대각선으로 배치하였으며 A부터 가해가 시작되고 이후 

B가 진행되었다. A는 삽입 후 <사진 2B>와 같이 2일이 

경과 후 접근이 시작되어 <사진 2G>까지 가해가 진행되

었고, B는 삽입 후 14일 경과 후 <사진 2E>에 접근을 시

작하고 <사진 2G>까지 가해가 진행되었다. 이후 <사진 

사진 1   Indoor 1 termite infestation result. A: 2018.03.09, B: 2018.04.05, C: 2018.04.24, D: 2018.05.24, E: 2018.06.08, F: 2018.06.18, G: 2018.07.06, H: 

2018.08.06

DA B C

HE F G

사진 2   Indoor 2 termite infestation result. A: 2018.07.06, B: 2018.07.09, C: 2018.07.13, D: 2018.07.17, E: 2018.07.20, F: 2018.07.25, G: 2018.08.02,  

H: 2018.08.20

DA B C

H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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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부터 흰개미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12일 경과된 <사

진 2H>에서 셀룰로오스 시료와 목재에 대한 가해가 중

지되었다(사진 2). 

실내 2번 탐지 시스템은 셀룰로오스에 대한 흰개미

의 접근 방식과 초기 목재 가해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투

명한 마개를 제작하여 마개를 열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였

다(사진 3). 서식지에 셀룰로오스 시료가 유입되면 접근

을 위해 목재에서 시료까지 의토를 이동시켜 통로를 만들

고 있으며(사진 3A-1, 3B-1), 통로 크기는 초기 단계에서 

한 마리가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다

수의 흰개미가 이동하여 셀룰로오스 시료를 가해하고 있

으며 소량의 의토를 이동시켰다(사진 3A-2, 3B-2). 목재

부에서도 한 마리 정도가 이동이 가능한 통로 형태로 가

해가 시작되어 이후 다수의 흰개미가 통로를 넓혀가며 가

해가 진행되었다(사진 3C-1, 3C-2). 하지만 관찰 가능한 

목재부는 나이테가 명확하지 않은 소나무 옹이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소나무에서 확인되는 단단한 만재보다 부드

러운 조재를 먼저 가해하는 양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

다(사진 3C-3)(김윤수 외 2004). 

실내 1, 2번 탐지 시스템에 삽입된 셀룰로오스 시료

의 가장자리와 위면, 구멍 상부의 마개에도 흙을 이동시

키며 가해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물을 운반하는 능력

이 없어서 습한 목재 속에서 생활하는 일본흰개미의 특성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동흡·유동표 2003). 흙의 

이동은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수분의 유지, 통로 개척 

등에 활용되고 있었다.

 

2. 야외 자력 기피 실험 결과

홍천지역의 기피 실험은 3월 셀룰로오스 시료 설

치 후 8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된 결과 1번, 2번, 3번 탐

지 시스템 순으로 가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4번 탐지 시

스템은 흰개미가 유입되지 않았다(사진 4). 셀룰로오스 

시료 삽입 후 3개월 경과한 다음에 1번 탐지 시스템은 셀

룰로오스 시료 4개를 모두 가해(사진 4A-2)하였으며, 2

번 탐지 시스템은 1개는 모두 가해되었고 2개는 가해 중

(사진 4B-2)이었다. 3번 탐지 시스템은 흰개미가 유입만 

된 상태(사진 4C-2)로 셀룰로오스 시료에 대한 가해는 진

행되지 않았으며 4번 탐지 시스템은 흰개미가 확인(사진 

4D-2)되지 않았다. 

5개월 경과 후 1번과 2번 탐지 시스템은 목재에 대

한 추가 가해가 진행되었으며, 셀룰로오스 시료가 위치했

던 구멍이 입구를 의토로 막고 있었다(사진 4A-3, 4B-3). 

3번 탐지 시스템은 셀룰로오스 시료가 사라지고 자석이 

낙하하거나 기운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사진 4C-3), 1번

과 2번 탐지 시스템의 6월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흰개미가 서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개

를 열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빛의 유입, 온·습도 변

화 등의 환경 요인에 대응하여 1번과 2번 탐지 시스템은 

의토를 이동시켜 구멍의 상부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3번

은 6월에 흰개미가 유입되긴 했지만 셀룰로오스 시료가 

가해되지 않은 상태였다. 8월에 마개를 열어 보니 소량의 

의토 이동이 있었지만 구멍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다.      

원주지역은 4월에 셀룰로오스 시료 설치 후 6월까

지 2개월 동안 1번, 2번, 3번 탐지 시스템에 대한 가해가 

완료되었으며, 자석은 낙하 및 기울어짐으로 위치 변화

가 발생하였다(사진 5). 1번 탐지 시스템은 목재 상부와 

마개 하부 공간에 많은 의토를 이동시키고 있었으며(사

A-1

B-1

C-1

A-2

B-2

C-2

A-3

B-3

C-3

사진 3   Wood and cellulose form caused by termite infestation. A-1:  

2018.07.09, A-2: 2018.07.13, A-3: 2018.08.20, B-1: 2018.07.19, B-2: 

2018.07.20, B-3: 2018.08.20, C-1: 2018.07.17, C-2: 2018.07.23, 

C-3: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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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5A-2), 의토를 제거하고 내부 확인 결과 하단의 1개 셀

룰로오스 시료는 가해가 진행 중이었다(사진 5A-3). 2번

과 3번 탐지 시스템은 셀룰로오스 시료가 모두 가해된 상

태로 목재보다 셀룰로오스 가해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사진 5B-2, 사진 5C-2).

1번 탐지 시스템은 많은 의토를 말목 상부 전체에 두

껍게 이동시키고 있으며, 다른 탐지 시스템에서 입구를 

막기 위해 구멍을 이동시켰던 것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

를 보이지만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사진 5A-2).

3. 실내 무선 모니터링 실험 결과

셀룰로오스 시료를 말목 구멍에 삽입(8.27)한 후 셀

룰로오스가 소비되어 자석이 낙하(9.1)하기까지 7일이 

소요되었다. 자석과 자력센서 간의 간격을 확인하는 진

행량은 A(8단계) → B(7단계) → C(6단계) → D(10단계)

로 확인되었다. A에서 C까지의 변화는 자력센서가 밀폐

사진 5 Outdoor 2 termite infestation result. A~C-1: 2018.04.10, A~C-2·A-3: 2018.06.13

C-1A-1 B-1

C-2A-2 A-3 B-2

사진 4 Outdoor 1 termite infestation result. A~D-1: 2018.03.11, A~D-2: 2018.06.13, A~D-3: 2018.8.17

D-2A-2 B-2 C-2

D-1A-1 B-1 C-1

D-3A-3 B-3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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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뚜껑 위쪽에 위치하여 자석과 센서의 위치가 멀었

으며, 중간에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개폐했을 때 자

력센서를 자석과 수직으로 정확하게 고정시키기 어려웠

다. 그리고 밀폐용기 및 뚜껑의 수축 팽창 등으로 발생

한 자력센서와 자석의 거리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된다. D에서는 진행량 10단계로 셀룰로오스가 가해되어 

자석이 자력센서의 측정 범위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

4. 야외 무선 모니터링 실험 결과

홍천지역에 운영 중인 1번과 2번 탐지 시스템을 대

상으로 6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44일간 진행되었다. 1

번 탐지 시스템은 실험기간 동안 셀룰로오스 삽입 후 가

해가 완료된 것이 총 6회의 주기가 있었고 평균 7.3일이 

소요되었다. 2번 탐지 시스템은 셀룰로오스 삽입 후 가

해가 완료된 것이 총 5회 주기이며 평균 9.2일이 소요되

었다. 셀룰로오스가 소모되면서 발생되는 자석의 변화는 

낙하하거나 기운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낙하는 전체 

11건 중 9건으로 81% 정도였다. 2번 탐지 시스템의 2-3

주기는 17일 소요되고 있는데, 다른 주기들이 10일 이내

에 완료되는 것과 비교하여 긴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자석 기피 실험의 실내 1번 탐지 시스템의 A 시료처럼 가

해를 진행하다가 멈춘 후 다시 진행되었거나, 삽입 후 일

정 시간이 흐른 후 가해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그림 4 Indoor wireless sensor monitoring results

표 1 Outdoor wireless monitoring result table

Detection 
system N.B

Section Time(term)
Data 

change
Magnet 
situation

1

1-1 6.22~6.29 (8 Daily) 2 → 10 fall

1-2 6.29~7.7 (9 Daily) 2 → 4 tilt

1-3 7.9~7.16 (8 Daily) 2 → 10 fall

1-4 7.18~7.24 (7 Daily) 2 → 10 fall

1-5 7.25~7.29 (5 Daily) 2 → 10 fall

1-6 7.30~8.5 (7 Daily) 2 → 10 fall

2

2-1 6.22~6.29 (8 Daily) 2 → 10 fall

2-2 6.29~7.8 (10 Daily) 4 → 8 tilt

2-3 7.9~7.25 (17 Daily) 2 → 10 fall

2-4 7.26~7.30 (5 Daily) 3 → 10 fall

2-5 7.31~8.5 (6 Daily) 3 → 10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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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utdoor wireless monitor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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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은 대부분 바로 낙하하지만 일부는 시간을 가지

고 천천히 낙하하여 <그림 3>의 B점처럼 계단 형태의 

그래프가 확인되었다(1-1, 1-4). 1번 탐지 시스템의 2주

기와 2번 탐지 시스템의 2주기는 4단계와 8단계에서 종

료하였는데, 입구 벽에 기댄 상태로 자석이 고정되어 있

었으며 자석 아래에 의토가 막고 있었다. 하지만 2번 탐

지 시스템의 1주기에서는 자석 아래에 의토가 있지만 10

단계까지 진행되어 구멍 내의 의토 생성 위치에 따라 자

석의 위치가 결정되었다. 자석이 낙하한 이후에도 가장

자리에 셀룰로오스가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목재보다 셀룰로오스가 빨리 가해되는 형태를 확인하였

다(그림 5). 무선 모니터링을 활용한 흰개미 모니터링 결

과, 설치 후 1~2개월 단위로 현장을 방문하는 현재의 방

식보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짧은 시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과 및 고찰

최근 기후 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은 연간 흰개미 

활동 가능 기간을 증가시키고 있다. 목조문화재와 가옥 등

에 대한 흰개미 피해를 예방하기 다양한 보호활동을 추진

하고 있으나 피해는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흰개미는 주로 토양을 통해 건물 내로 유입되며 목

재 내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에서 주로 서

식한다. 육안으로 목재 표면에서 군비와 탈출공을 확인

한 경우에도 대부분 2~3년의 피해가 진행된 이후 발견되

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군체 제거 시스템은 흰개미 탐지를 위해 문화

재 주변의 유입 경로에 설치되어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주기적으로 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1~2개월 단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셋째, 지면에 노출된 플라스

틱 등의 구조물이 훼손·유실되면서 기능 손실이 발생하

며, 문화재처럼 관람 환경이 필요한 경우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건물 주변에 서식하는 흰개미를 현장 방

문 없이 확인하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먹이 

활동에 따른 셀룰로오스 감소를 자석과 자력센서를 적용

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무선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신호

로 변환시켜 전송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육안조사와 무선 모니터링이 선택적으로 운용 

가능한 탐지 시스템을 목재를 사용하여 말목 형태로 제작

하였다. 목재 내부에는 상부에서 하부로 구멍을 내어 유

입된 흰개미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개를 열

고 육안으로 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멍은 

상부에 삽입한 셀룰로오스 시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도

록 했다. 목재 상부를 마개로 덮어 구멍 내의 이물질 유입

과 빛·빗물 등의 외부 환경을 차단하여 환경 변화에 민감

한 흰개미가 셀룰로오스를 가해하면서 생존 가능한 환경

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흰개미 유입에 따른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해 자석을 둘러쌓고 있는 셀룰로오스 시료를 제

작함으로써 자력센서를 이용한 측정이 가능해졌다. 자석 

및 자력에 대한 흰개미 기피 실험에서 자석 설치가 흰개

미의 먹이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흰개미가 서식하는 목재 내부는 의토가 이동

되는 경우가 많았고 탐지 시스템이 토양에 매립되어 사용

되기 때문에 높은 함수율이 유지되었으며, 특히 비가 올 

때 빗물이 목재를 통해 유입될 수 있었다. 실험에 적용된 

자석의 자기력은 자성을 띠는 물질을 제외하고 매설된 환

경에서도 흙과 물, 플라스틱 구조물을 통과하여 측정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흰개미 모니터링에 적합하였다.

셋째, 셀룰로오스 가해에 따른 결과를 자석과 자력

센서를 이용하여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신호로 변

환하여 전송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 흰개미 유

입 여부를 확인하였다.

매설된 상태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선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현장 방문 없이 무선 방식을 통해 5분 

단위로 결과를 확인하였지만 5분 단위의 측정과 데이터 

전송은 전력 소모가 많아 장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루에 1~2회 전송으로 흰개미 유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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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였다.

둘째, 지면 아래에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훼손 및 

유실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설된 탐

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통신 상

황과 건전지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 개선이 요

구되었다.

셋째, 넓은 지역 단위의 다수 문화재를 동시에 관리

하기 위해 센서 및 중계기 간의 통신거리를 확장할 필요

가 있었다.

넷째, 야외 실험에서 탐지 시스템이 노출된 상태보다 

매설된 상태의 통신 감도가 감소하였으며, 현재까지 개발

된 통신 모듈들이 매설된 상태로 운영되도록 개발된 사례

가 없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신 모듈은 육안으로 확인

되지 않는 2~3cm 정도의 깊이에서는 통신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깊은 매설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위

해 매설된 상태의 통신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피 실험을 위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이 흰개미가 

활동을 시작하는 3월과 4월에 설치하여 6월과 8월에 확

인하는 것과 비교하여, 무선 모니터링은 6월부터 8월까지

의 시기에 조사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부분 10일 내외로 

탐지가 가능하여 흰개미 유입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무선 통신을 활용한 흰개미 탐지라는 

목적만으로 실험이 진행되었기에, 약제 투입을 통한 방제 

방안 제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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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ming of  the climate is increasing the damage caused by termites to wooden buildings, cultural properties 

and houses. A group removal system can be installed around the building to detect and remove termite damage; 

however, if  the site is not visited regularly, every one to two months, you cannot observe whether termites have 

spread within, and it is difficult to take prompt effective action. In addition, since the system is installed and operated 

in an exposed state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may be ineffective or damaged, resulting in a loss of  function. 

Furthermore if  the system is installed near a cultural site, it may affect the aesthetic environment of  the site.

In this study, we created a detection system that uses wood, cellulose, magnets, and magnetic sensors to 

determine whether termites have entered the area. The data was then transferred to a low power LoRa Network 

which displayed the results without the necessity of  visiting the site.

The wood was made in the shape of  a pile, and holes were made from the top to the bottom to make it easier for 

termites to enter and produce a cellulose sample. The cellulose sample was made in a cylindrical shape with a magnet 

wrapped in cellulose and inserted into the top of  a hole in the wood. Then, the upper part of  the wood pile was 

covered with a stopper to prevent foreign matter from entering. It also served to block external factors such as light 

and rainfall,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ermites could add cellulose samples. When the cellulose was added 

by the termites, a space was created around the magnet, causing the magnet to either fall or tilt. The magnetic sensor 

inside the stopper was fixed on the top of  the cellulose sample and measured the change in the distance between the 

magnet and the sensor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magnet.

In outdoor experiments, 11 cellulose samples were inserted into the wood detection system and the termite 

inflow was confirmed through the movement of  the magnet without visiting the site within 5 to 17 days. 

When making further improvements to the func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it in the future, it is possible to 

confirm that termites have invaded without visiting the site. Then it is also possible to reduce damage and fruiting 

due to product exposure, and which would improve the condition and appearance of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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