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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 아주 많이 분해된 고항수율 수청고목재(명택 토단충 출토 풀쭈레나무， 약 5,700 BP) 
의 동결 건조를 위한 PEG (#3350) 천처리 초건올 규명하고자， PEG 농도와 용매 종류에 
따은 치수 안청성을 비교하였다. 함캠 처리 중 시간별로 조사한 중량 변화율을 보았을 

때， 물과 t-부탄융 용매 모두 저놓도에서는 PEG가 짧은 시간내에 캠루， 확산하며 고농도 
에서는 저농도에서 보다 중량이 완만히 중가하여 함첨 시간이 걸깨 요구되었다. t-부탄올 

용매가 울보다 PEG 칩푸량융 향상시켰다. 그러나 동결 건조후 치수 안정성은 저농도 PEG 
수용액A로 전처리하는 것이 우수히였다. 고농도 (60%-70%) PEG 처리 (t-부딴올 용매)의 

경우는 치수안정성 이 떨어졌는떼 이는 고농도에서는 PEG7} 종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 
융 뿔만 아니라 파영 청투왼 PEG가 건죠후 수훈융 다시 홉수하였기 해문으로 생각된다. 

고농도 (70%) PEG 수용액 처리 후 자연건조한 것은 함몰이 발생하였다. 이상의 결과， 아 
주 많이 분혜원 고함수융 수청고옥재의 경우는 t-부탄올 용매가 훨요 없이 저농도 PEG 
수용액(40%청도g로 전처리하는 껏이 동결 건조에 가장 척함한 것￡로 밝혀쳤다. 

Abstract Dimellsion stabilily was examined after PEG preσeatment and post freeze-drying 
π'eatm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PEG(#3:.?50) concentration aud so)vent fo l' pre-treatment 
of freeze-drying of highly-degraded watel'logged ash woods(Fraxillus spp.;. ca. 5,700 BP) 
excavated from peat lands at Pyungtack, K younggi -do. At the low conoentration (<30-40%) 
of PEG soaking .in both water aod t-butanol, the weight increases abruptly, but at high con
centration (>50%) gradually, consequently, taking longer treatment time. PEG loading was 
higher in t-butanol solution thau in water. However, the best dimesional stability was 
obtained from freeze-drying after lower PEG solution (40% io water) soaking. Low dimen
siooal stability, found in the samples treated with higher PEG solutions (60%-70% in t
butanol), might come from incomplete freezing aud excess PEG absorbing moisture. 까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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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없r-dried after 70% PEG treatment had collapse defects. In conclusion, the use of 
low concentration (about 40% in water) PEG solution was the most suitable pre뾰atment for 
freeze drying of highly-degraded waterlogged ash woods. 

1. 셔론 
저융지나 토단충에서 발굴 출토원 수청 고목 

채의 보존처리는 처리제륨 청푸， 확신·시켜 옥재 

유물의 수혹 변형윷 방지하고 채질율 강화함A 
로써 천시 빛 수장 환경에서 안천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보존 처리는 수총이나 분해 상태 
또는 처리제 종류， 함침 놓도， 항청 기간 그리고 

건죠 방법 퉁 여러 처리 조건이 알맞게 성정되 
어야만 완벽한 결파를 얻올 수 있다.l2 
현재 국내의 수캠 고목재 보존 처리 방법￡로 

수용성 PEG 함첨법?，영‘6 슈크로스 처리법 j·8 

PEO-풍결 건조법9.10 퉁이 적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켜용되고 있는 수용성 PEG 함캠뱀은 처려 
충 산~1 의한 처리 장비의 부식과 후식물에 의 
한 유물 손상 그리고 처리 후 유물의 혹화혐상 

과높은습도에서의 PEG 홉숭생 풍의 운제정이 
있 다.l7 종결 건조법은처리후유훌의 채색이 

원래의 씩융 유지할 수 있는 장정이 었으나 대 
형 유울에는 처리가 어렵고 처리후 표면 건죠 결 
함。l 협재 발생흘F는 단점이 었다. 풍걸 건죠시 

발생되는 건조 결함운 동결시 폭재내 수봄의 파 
도한 맹창과 건조 후 옥재세포의 용괴로 수축이 
발생하는헤 주로 기 인한다.2 

풍결 건조법의 。l러한 단정융 보완하기 위하 
여 풍결 건조 천에 PEG로 처리하여 세포벽의 홈 

습성융 감소시키고 세포 내강에 PEG흩 충천시 
컴A혹써 세포의 붕괴를 방지하는 ’PEG천처리

후진콩풍결 건조(PEG-VFD)법·이 척용되고 있 

다.”JZl3.l4 그련폐 효과척 PEG-VFD 처리법을 위 

해서는 PEG 전처리시 어떠한 용매률 사용해야 
하는가와 PEG 농도를 얼마로 휴-지하느냐가 충 
요하다.lZ 과도한 PEG는 오히려 홉숭성융 충가 

시켜 건조 결함을 초래승}기 때문이다. PEG 전처 
리 용매록 혼히 사용하는 t-부딴융의 경우 PEG 
첨푸정융 향상시키나 인체 유해성， 처리위헝 풍 
의 문제정융 가지고 었다. 

국내에셔는 PEG-VFD 처리법올 적용하여 용 
매에 따른 처리제의 청투 · 확산파 처리 후 치수 

안정화 효파에 대한 결과가 보고된 예는 거의 없 

다. 다만 수용성 PEG~ 슐비홈을 이용한 전처리 
후 진공 동결 건조 처리시 처리제멸 치수 안청 
성올 소수의 시료홉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가 있 

다9 그러냐 용매 총휴별， 처리제 농도별 효과는 

구체적으로 초사되지 옷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과 t-부단융을 용매로 사용하여 PEG-VPD법 
을 아주 많이 분해된 고함수융 수청 고목재에 척 

용하여 용매와 PEG 농도에 따른 치수 안정성융 
체계척A로 비교하여 척정한 용매와 PEG 농도 
를설정하고자하였다 

2. 재료 빛 방법 

2.1 재료 

경기도 영핵 희곡리 토단층에서 출토원 약 

5,700 년 전의 혹재록 수종은 물푸레 나우 
(Fraxinus rhYllchophylla)이며， 토단총 연대는 나 
무를 시료로 한 방사성 한소‘·연대 측정 결과이 
다 15 최대 함수율 800%. 전건비중은 0.11에 풀 
과한 아주 많이 환해기· 진행왼 수침 고폭재이 
다.l6 칙갱 이 30cm인 쭉채륨 섬유방향으후 3cm 
간격￡로 disk훌 만든 후 Fig. 1처럼 3(R)X3σ) 
X3(니 cm의 크기로 120 개롤 안률어 시연A로 

사용하였다. 

2.2 방힘 

2.2.1 처리방법 
PEG함청처리는 시연 120 개흩 임의로 션별하 

여 각 처리별(총 12 처리: 무처리 포함)로 10 개 

씩 션청 후 삼단변에 측정용 핀(칙경 0.5 mm)올 
꽂아 핀의 간격옴 혹정하였다. 처리 용기는 사 
각밀폐 스텐인레스 흉융 사용하여 45 0C의 함청 

조에 넣어 처리하였다. Table. 1에서처럼 사용된 
용애는 물과 t-J휴단올 두 가지이었다. 수용액 시 

편은 PEG 농도콜 2 주 간격A로 '1O%-80~}.지 
10%씩 상숭시켜 함청처리 하였다. t~부탄을 용 

매용 시연은 PEG 처리전에 2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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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농ble 1. Treatment methods 

Pre-treatment 

PEG#3350 Solvent 
Concentration(% ) 

70 

80 

Water(W) 30 

40 

50 

20 

30 

40 
ιbutanol(T) ‘ 

50 

60 

70 

Untreated 

80%, 100%로 활수(용매치환) 처리하였다. t-부 
단울로 치환되어 탈수 처리훤 t-부딴올 용매용 

시편은 수용액처려 시편과 같은 방법A호 t-후탄 
올에 대한 PEG 농도흘 1 O%-70o/o7J~지 2주일 간 
격으로 10%씩 상승시켜 함첨처리 하였다. PEG 

수용액용 시현은 PEG 농도가 30%, 40%, 50%, 
70%, 80% 일 때， 그리고 t-부단올 용액용 시면 

은 PEG 농도가 20%, 30%, 40%, 50%, 60%, 
70%일 때마다 각각 10개씩 시편을 꺼내어 함청 
처리률종료함으혹써 PEG 처리 농도를달리한 

시편올얻었다. 
각 농도별 함칭처리가 완료원 시현은 꺼내어 

표면의 약제를 닦은 후 고농도 PEG 수용액에 
(70%-80%) 함캠 처리한 시현은 실내에 방치하 
여 자연 건조 하였고 나머지 시펀툴응 급속 냉 

동고(Deep Freezer, Ilshin)에 넣 어 -40 0C로 동 
결시킨 다음 꺼내어 동결 건죠기의 chamber에 

넣고 온도센서률 시연표면에 고정시킨 후 건조 
하였다. 동결 건조 조건은 chamber온‘도를 20 0C 
로 cold trap옴도는 _55 0C로 셜정하였다(Vacuum 

Freeze Dryer, llshin). 건조 총점은 얼어있던 시 
연의 온도가 chamber옹도(20 0C)와 감을 때 건조 

를 종효하였다. 건조된 시편은 꺼내에 건조후 중 

보존과학회지~ Vol. 9‘ No.l, 2oo0 

Posl-treatment 
Treatment Identification 

Drying Methods 

P70ND(W) 
Natural Dl)'ing(ND) 

P80ND(W) 

P30VFD(W) 

P40VFD(W) 

P50VFD(、1{)

P20VFD(T) 
Vacuum Freeze Dry- P30VFD(T) 

ing(VFD) 
P40VFD(η 

P50VFD(T) 

P60VFD(η 

P70VFD(η 

Natural Dl)'ing Control 

량과 측정용 핀의 간격을 측정하였다， 

2.2.2 홈량흥가를과 수흑톨혹정 

충량 변화율 측청은 함칭 처리 중 PEGS껴 첨 
투， 확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함챔 처리 기간 

충 시편의 중량을 24 시간마다 꺼내어 표면의 여 
액올 제거 한 후 전자 저울로 0.001 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다읍의 식에 넣어 중량 변화율올 계 

산하였다 

중량변화용(%) = 
처리후 중량-처리천 충량 “ ._~ 

처리전 중량 " A V'V 

PEG 함침처리 한 시연의 치수안정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축륭융츰정하였다. Fig. 1에서 
보듯이 시편의 삽단변에 측청용핀(직경 0.5 rnrn) 
을 꽂아 횡단연애는 방사방향과 접선방향 그리 
고 방사단연과 접선단변에는 폭과 길이방향으로 
구분하여 방사방향파 성유방향， 접선방향파 성 

유방향을 구훈하애 PEG 함춰전파 건조후의 길 
이훌 옥정하여 상단연의 수촉률올 측정하였다. 

삼단변에서 각 방향별로 수축률윷 구한 것은 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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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Radìal 
sectìon 

• 

!‘ 

3C111 

3ca 
Tangential section 

Fig. 1. Sample specimen 없ld the directions of 
shrinkage mea~uremenls. Sqm뼈 dOIS repl1않nts 

the pins insened for measuremenlS. 

주 많이 푼해된 시료가 단연별로 쌓균일하게 수 
혹되는 껏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수축훌은 다 
음 식A로 재산하였다 17 

건초선 킬。)-;선죠후 걸。l 
수축률(%) = × lO0 

건조전길이 

3. 결과 빛 고찰 

3.1.중황층가율 

Fig.2에셔보연 저놓도 PEG (10%-30%)로 함 
캠처리는 처리 직후 충량이 급격히 충가한 후 

(3% 청도) 약 0.3% 씩 중량의 충강이 반꽉되었 
A나 고농도에서는 처리칙후 충량이 륨격히 종 
가되지 않았묘며 지속척￡로 중량이 충가되었 

다. 이는 함칭칙후에 PEG 침투， 확산이 급속히 
얼어난 후 X영형 상태를 。l루는 반연 고농도일 때 

는 PEG확산이 청천히 얼어냥융 의미한다. 또한 
PEG농도 60%, 70%, 80%에서의 급격한 초기 
충량감소는 PEG 농도상송에 따른 급격한 탈수 

에 의한 것으로 생각판다. 
Fig. 3의 t I O%-IIOO%단계에서 l쑤한옹 용얘용 

시팬은 PEG 합칩 처리전에 용매로 할수 치환되 
는 파챙에서 약 30%의 중량이 강소되었다. 탈수 
후 t~부탄폴 용액의 PEG함첨 처리시에 10%와 

20% PEG로 함침 칙후에 약 2.5%씩 매일 충량 
이 종강을 반복하여 F쑤탄올 용매의 져농도 PEG 
처리시에 처리제 침투가 명형을 。l후지 뭇함올 

알 수 있었다. 40% PE(엠 함칭 칙후헤 큰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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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eighl increases of t-ootanol PEG trealed 
samples. The dolS represenl daily weight measure-
ments. 

충가를 나타내었￡나 50% 이상에서는 함캠 직 

후의 급격한 종량 충가 없이 지속적언 충가흘 

Fig. 3에서 보여주었다. 
70% PEG 함갱 종료 후 PEG수용액 처리시 
중량 충가좋이 약 9.5%인 반연에 t-부탄올용애 

PEG 처리시는 약 30%의 중량증가융을 나타내 
어 유기용애인 I부란울에 녹아있는 PEG가 옥재 

내부에 수용성 PEG보다 빼흔 시간 내에 머 많 
이 침투， 확산되는 것을 보얘준다. 용매가 수용 
성인경우 t-우만융보다긴 함챔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두 용애 모두 저농도에서보다 고놓도 

함칭처리에서 긴 함청시간이 요구됨을 중량충가 
율 조사에셔 알 수 있었다. 

3.2.치수앙정성 

PEG처리 없이 자연건조한 시연(우처리)의 경 
우 Fig. 4에서 보풋이 외형은 심하게 찌그러져 



보존과학회지. Vot. 9‘ No. 1, 2000 44 

Untreated Sam ples 

Tangentlal-
seolion 
Radlal-

sectloll 
Cross-

i흩: r훌 
‘ 

‘ 

‘ 

‘ 

v‘‘ 
‘ 

‘‘, 
‘ 
、, 

‘ 

70 20 30 40 

Sh’Inkaga(%) 
Fig. 5. Shrinkage of control sample (no PEG pre
treatment and natural drying). L: longitudinal 띠rec

tion‘ T: tangential direction‘ R: radial direction. See 
Figure 1 for mα'e det밍l‘ 

60 50 10 

i‘ 
n” 

m 
빼
 

•It ... !111111 • . -. ‘ ~’ 
Fig. 4. Unlreated sanlples after natural (air) dηmg 
(control samples). 

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Fig. 8에서처렴 PEG 

40% 수용액 처리시연의 수축률은 횡단연에서 
정선 방향은 0.21 %, 방사 방향은 1 .47%이며 방 
사단면에서 섬유 방향은 1.47%, 방사 방향은 
1.28% 그리고 정선 단띤에서 성유 방향은 2.2%, 
접선 방향운 1.7%로 측정되었다. 

t-부단올 용매의 경우는 Fig. 8에서 비교하여 
보면 40% PEG 처 리재의 수축률은 횡단면에서 

접 션 방향은 4%, 방사 방향은 1.28%이 며‘ 방사 
단연에서 섬유 방향은 3.3%, 방사 방향은 2.25% 

그리고 접선 단면에서 섬유 방향은 2.35%. 정선 
방향은 3.750/0.로 측정되었다. PEG40% 수용액 
처리 시펀보다수축활。l 높게 나타나치수 안정 

성 이 수용액보다 떨어쳤다. 반면에 1-부단올용매 
를 사용한 P또농도 50%, 60%, 70%의 처 리사 
편의 경우 횡단변에서 정선 방향은 3.42%-
6.87%, 방사 방향은 1.49%-2.98%, 방사 단변에 
서 성유 방향응 2.61%-4.81%. I상사 방향은 
3.35%-5.36% 그리고 접선 단면에서 섬유 방향 
은 -0.1 %-0.89%, 접선 방향은 3.94%-5.24% 퉁 
iζ로 수축률이 충가하여 오히려 치수 안정성이 

떨애지는 것을 일 수 있었다. 
고농도 PEG로 처리시 치수 안정성이 옐어지 

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고농도 
PEG로 합청 처리된 시편을 통결 건죠 할 때는 
시편의 표면으호부터 용매가 숭화되면서 고농도 

의 PEG 결청이 시팬표변에 형성된다. 이 PEG 

결정이 목재내부 송화플 방해하기 때문에 건조 

수축하였고， 수축흘응 Fig. 5에서처 럼 접선땅향 

은 56%, 방사 방향은 36%, 섬 유 방향은 15%였 
다 우리나라 활엽수(현생)의 기건수축률은 명균 
적으혹 접선 방향이 4.32%-7.35%, 방사방향이 
1.31%-3.50%이고 그중 물푸례 냐우속의 경우 
정선 방향이 6.07%, 방사 방향이 2.24%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시면의 접선 방향과 방사 방향의 

수축률이 현생재보다 10 배 정도 큰 것￡혹 나 
타났다. 또한 섬유 뱅·향의 수축률에서는 대부분 

의 수종이 0.1%-0.9%에 이르는 것파 비교하여 
시편이 현생재보다 거의 20-30배정도 큰 컷4로 
나타났다 J~ Fig. 6의 P70ND(W)와 P80ND(W) 

에서 고농도 (70%와 80%) PEG 수용액 함침처 
리 후 (동결 건죠 없이)자연 건조 한 시편의 경 

우 수축률이 삼방향 모푸 약 3-4%로 거의 같은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건조후 시편의 외형은 

PEG70% 수용액￡로 함첨처리 한 경우 Fig. 6a 
에서 보듯이 정선딘면과 방사단띤이 움푹 들어 

가는 함몰아 발생되었￡며.80%로 함침처리 한 
시펀은 Fig. 6b에서처렴 거의 함몰이 발생하지 
않았다. 혹회 현상응 P70%와 P80% 처리시현 요 

두에서 나타났다. 동결 건조를 하지 않는 일반 
적인 고농도 PEG수용액 함칩처리사의 적정농도 
는 70%로 보교되어 있다‘ 그러나 합수융。l 높고 

분해가 많이 뭔 목재의 경우 고농도인 80%에서 
외형외 변화가 없는 치수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저농도 PEG 수용액 함침처리 후진공동결 건 

조에서는 Fig. 73'에서 보듯이 PEG 40%처리시편 

의 외형은 변화가 없고 삼단면에서의 수축율은 
PEG 30%처리와 50%처리보다 낮아 치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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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aturaJly dried samples after treated with pea (a) 70% [P70ND(W)J. (b) 80% [P80ND(W)]. 

Flg. 7. Freew dlied samples after trcated with (a) PEG 40% solution in water[P40VFD(W).J and (b) PEa 
40% solution in (-butanol lP40VFD(ηl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시현내부 용매의 송화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종정에 이 
르게 왼다. 따라서 폭재 시면내부의 얼어있던 

PEO 용액이 녹개되므효 수축률이 중가되어 치 
수안정성이 옐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 

농도의 PEO 처리는 세포벽 청투가 이렵고 세포 
내강에 냥아있는 파영의 PEO 때문에 홈융성 이 

충가되어 할렬. 뒤흘렴 풍의 건조 결합을 나타 
내는 것으로 생각핀다.n，lIl4 

4. 결론 

아주 많이 분해원 수청 고목재(토단총 폴쭈레 
나무}를 동결 건조하기 전에 PEO로 함칭 처리 

시 요구되는 적정 용매와 PEG 농도를 선정하기 
위하여 용매는 물과 t-부단올로 하고 PEO 농도 

를 10%-80%호 다양하게 처리후 동결 건조한 시 
편의 치수 안정성옳 비교하였다. 

l→부한율올 용매로 하였을 경우 PEG으l 칭투량 
과 속도는 수용액에 비하여 높았￡나 최총 건조 

후 치수 안청성은 수용액의 경우가 머 우수하였 

다. 또한 고농도(70%-80%) PEO 처리보다는 저 
농도(40%) PEO로 처리가 치수 안청성이 우수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결 건조에 척함한 PEO 

침투가 40% 수용성 PEO 처리에서 이후어졌다 

는 것융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처 
럼 최대 함수율이 800%에 이르는 아주 많이 분 

해가 진행원 수첨 고목재는 1-우안용융 용애로 

이용하지 않마라도 충분한 PEO 첨부가 수용액 
처리로도 기·농합응 제시하는 것이다. 
저농도의 PBO 전처리가 동컬 건죠에는 척합 

하지만과도한건조목재 표연에 함렬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표면과 내부의 건조 속도 차이 

를 줄이기 위해 저농도 PEO로 함청한후 고농도 
PEO로 짧윤 시간 함침 처리하여 목재 표면만을 

코팅 :f 건조하는 방법도 척용 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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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hrinkage rates of each treatment in 3 sec
tions. see Figure 1 for measuremenl directions and 
Table 1 for treatment IDs, respective1y. 

다. 한연 풍결 건조 PEG전처리 조건 썰청에 있 
어 수캡 고옥재의 다양한 수총과 분해 상태에 판 
한지속척인 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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