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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유물의 보존처리
The conservation processing of archaeological wooden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HAMAN sungsan mountain fortress wall 

安馥濬1), 梁碩眞1)

Bok Jun Ahn, Seok Jin Yang

Jonam mountain is located in Gung nam Hamangun gayaeup, and it is 139.4m above sea.

Most of Haman area consists of hill and mountains and 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Quercus acutissima Carruth, Quercus variabilis Bl, Quercus mongolica Fisch and Robinia

pseudoacacia L are distributed.

Sungsan mountain fortress wall is designated as a national historical spot 67th and our

laboratory excavated and surveyed Sungsan mountain fortress wall from 1991 to 1994.

Especially, we confirmed mud layer in 1992 and excavated wooden remains such as

wooden strip with inscription and so on.

Also, wooden strip with inscription and the wooden remains of the type which is various

such as brush, knife, various club, vessel, awl were excavated in 2002.

After classifying remains on the spot, they were washed.

We found three pieces of wooden strip during washing, and three pieces of wooden strip

during conservation processing. Also, we confirmed others.

Until now, we have processed 8000 wooden remains, and we are processing about 1500

wooden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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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00년부터 03년까지 총 8차에 걸

쳐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04년도에도 발굴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목제유물이 꾸준

히 출토되었으며, 특히 '02년에는 목간 85점, 목제유물 300여 점이 무더기로 출토

되었다.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및 목제유물은 표토 하 3.5m~3.7m의 저습지 층에서 발굴

되었으며 출토 당시 목제유물은 대부분이 흑갈색 유기질 층의 향으로 표면 상태를 육

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렇게 습하고 불안정한 환경조

건에서 장기간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토된 목제유물 대부분은 수분의 과포화와 재

질의 취약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목재는 흡습성 물질로서 수분에 대한 친화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해저, 호저, 또는 습지에서 발굴된 목제유물들은 습한 환경에서 장기

간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과포화 상태의 수분을 함유하게 된다.

목재학에서는 목재가 물속에 오랫동안 침적되어 세포강이 거의 물로 차고 세포막이

물보다무겁게되어목재가물속에가라앉은상태를포화재또는수침목재라정의한다.

목재의 강도는 그 함수율에 의해 절대적인 향을 받는데, 목재 내에 수분이 증가하

여 섬유포화점이상이 되면 미셀간의 거리가 멀어져 미셀 상호간의 응집력의 약화로 목

재의 강도는 저하된다.

즉,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유물의 대부분은 목재의 주성분인 cellulose 등이 이미

유실되고 파괴된 목제조직을 물이 지탱해 주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관이

견고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외기에 노출되어 목제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증

발하기 시작하면 수축과 변형 균열이 발생하여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까지 형태

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목제유물은 재질의 취약성으로 인한 파손, 변형을

억제하고 구적인 보존을 하는데 보존처리의 의의가 있으며 유물의 특성과 부합하는

처리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유물은 목간, 방망이와 같은 목제유물, 철제도자와 병부,

붓, 초제편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존처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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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제유물의 보존처리

수침목재에 관한 보존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건조

의 문제이다. 수침목재가 함유하고 있는 과포화 상태의 수분을 제거하여 주변환경과 평

형상태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유물은 아무런 치수적 변형없이 처리되어야 한

다. 신재에 의한 실험결과로는 목재의 치수 안정은 목재내의 수분이 주변환경 조건과

평형상태를 이룰 때에만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처리된 수침목재의 계

속적인 치수 안정을 위해서는 처리목재가 놓여 있는 주변환경 즉, 온도 및 습도를 일정

하게 유지시켜야 하며, 단지 소폭의 변화범위 내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

둘째, 강화의 문제이다. 취약한 수침목재의 기계적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강화

처리가 요구되는데 이는 수침목재가 자체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다양한 환경변화(온·습도 변화)에 대처하여 치수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흡습성 등의 속성을 가능한 한 배제시켜야 한다. 수침목재의 보존처리 방법은 이와같은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목제유물의 보존처리 방법으로는 PEG 함침법 T-butanol과 PEG를 이용한 동결건조

법Cetyle alcohol을이용한고급알콜법, dammar gum 법등여러가지방법이있다.

이중 PEG 함침법은 PEG #4000을 물에 용해시켜 목제유물을 지탱하고 있는 물과

PEG를 치환하여 PEG 용액이 목재내부로 들어가게 하여 약화된 목재의 재질을 단단하

게 바꾸어 주는 처리법이다.

이 방법은 PEG 용액의 온도를 55℃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함침 탱크만 준비된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후에 표면에 흑화현

상이 나타나게 되고, 처리 후 목재내부의 PEG가 흡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PEG의 재

용출 등이 단점으로 나타난다. 표면의 흑화현상은 Trichloroethylene 등으로 원래의

색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PEG의 흡습성에 의한 재용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관환경

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T-butanol 과 PEG를 이용한 동결건조법은 목재 중의 수분을 동결하여 건조시키는

것이며, 물의 표면장력에 의한 변형작용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건조 중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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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거 등의 작용이 물체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조중의 진공도와 온도 등을 유

물의 보존상태에 맞추어 설정해야만 한다. 목제유물을 유기용매에 침적하는 것만으로도

건조시온도와건조시간에변화가있을수있고건조후의끝맺음또한변화하게된다.

처리방법은 일련의 세척과정을 거친 후 Ethyl alcohol의 농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

로 수분을 제거하고 T-butanol으로 다시 치환하여 T-butanol 을 용매로 하여 PEG

의 농도를 상승시켜 용액 안에 유물을 침적하여 유물내부에 PEG를 침투시킨다. PEG

의 침투가 끝나게 되면 동결건조 시킨다.

고급알콜법은 Methyl alcohol의 농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탈수 하여 Methyl

alcohol을 용매로 Cetyl alcohol 이나 Stearly alcohol을 용해시킨 용액에 목제유물을 함

침하게되는데PEG에비하여분자량이작으므로함침시간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Dammar gum 법은 일종의 알코올-에테르-수지법으로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천연

또는 합성수지로 목제유물을 함침강화 하는 것이다. Dammar gum법은 Xylene을 이

용하여 Dammar gum을 함침 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물에 비하여 표면장력이 적

은 Xylene을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건조과정에서 수분의 표면

증발과 내부확산에 따른 수축 변형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처리공정은 목재의 함

유수분을 물과 에텔 에테르에 모두 가용되는 에탄올로 탈수시킨 후, 에탄올을 다시 에

틸에테르로 치환하고 이것을 용매로 Dammar, Rosin, Beeswax, Castor oil 등을 용

해시킨 수지혼합용액에 목재를 함침 처리하는 것이지만, 초제편물의 경우 용액 속에서

흩어질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제외하고 Xylene에 Dammar gum을

용해시켜 농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초제를 강화하 다.

알코올-에테르-수지법은 비수용성의 Dammar와 Beeswax등이 함침강화재로 이

용되므로 PEG의 경우처럼 수지가 물에 다시 용해될 염려는 없지만 50% 이상의 고농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약화된 목재의 재질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1. 목간의 보존처리

목간은 표면에 묵서를 남길 수 있도록 다듬어 먹으로 을 쓴 것으로 다른 목제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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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목간의 형태적인 분류도 중요시 여겨 목제자체도 중요

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으나, 목간은 묵서를 보존·확인하는 것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함으로 동결건조 처리하여 묵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02년도 출토된 목간은 수습 즉시 물속에 보관 발굴현장에서 보존과학실로 운반되어

미지근한 물에서 부드러운 붓으로 묵서부분의 박락을 주의하여 나무결에 따라 조심스

럽게 세척하 다. 세척 후 당장 보존처리 할 수 없는 목간의 경우는 물속에 보관하 다.

일반적으로 목간을 보존처리 할 경우에는 묵서의 박락이나 소실을 주의해야 한다. 목간

의 경우 먹의 대부분은 목제 내부에 스며들어 내벽에 부착된 상태이며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때문에 묵서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한 용액에 담가두면 묵서가 손상되는 일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은부패하기때문에가끔씩새로운물로교환해야하지만목간의경우물을자주교

환해서는 안 된다. 물을 교환할 때 마다 묵서부분이 박락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방부제를 첨가하여 물을 교환하는 횟수를 줄이는 배려가 필요하다.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은 일차적으로 표면의 흙과 유기물을 제거하는 것에 주안점

을 두어 세척하 으며 부드러운 붓으로 제거가 곤란한 이물질은 제거 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이물질제거하기위하여무리한힘에의한묵서의손상을최소화하기위함이다.

다음으로 chelate 화합물인 EDTA - 2Na 3%수용액으로 목제유물내부의 금속이온

과 분해산물을 제거하 다. EDTA는 물속에서 이온화하여 알칼리 금속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속과 1:1의 mole 비로 반응하여 안정한 착화합물을 형성함으로 목제내부에서

나오는 금속이온, 특히 Fe2+ 는 안정된 chelate compound를 형성하여 용액교체와 함

께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EDTA 착화합물은 중성 또는 알칼리성 용액

에서는 안정도가 높지만 산성용액에서는 일부가 수소이온과 반응하기 때문에 분해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용액의 pH를 중성으로 유지하여야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EDTA로 금속이온을 제거한 후 초음파를 이용하여 목제내부의 제거하지 못하 던 미세

한 오염물들을 제거한 후, 목제 속에 남아있을 EDTA제거를 위해 목제유물을 물속에

충분히 침적하여 세정하 다. 이러한 세정의 효과는 흐르는 물에서 더욱 효과적이나 목

제유물의 경우 흐르는 물에서 세정작업은 좋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침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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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시행하 다.

다음으로 목제유물내부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Ethyl alcohol 의 농도를 5%에

서 100%까지 점차적으로 상승시켜 유물 내부의 농도와 외부 용액의 농도차이를 이용한

확산작용으로 수분을 제거하고 alcohol이 채워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농도의

상승이 있을 때마다 각 7일에서 10일 동안 시행하 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목질

내부를 지탱하고 있던 수분 대신 alcohol이 그 내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외기에 노

출시킬시 alcohol의 증발이 수분보다 빠르기 때문에 유물이 쉽게 건조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목제유물이 건조된다면 수축과 변형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기로의 노출은 삼가야 한다.

탈수가 끝난 목간들은 T-Butanol로 alcohol의 치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앞에

서도 설명했듯이 동결건조의 전처리 과정으로 동결건조 시 건조시간을 단축시켜준다.

T-Butanol 의 치환역시 alcohol 의 탈수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도 차이로 인한 확

산작용을 이용하여 치환한다. 이 과정도 각 과정마다 7일에서 10일의 시간이 요구된다.

농도의 상승은 50%에서 100%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완전히 T-Butanol 으로 치환된 목간은 T-Butanol을 용매로 한 PEG용액으로 목

제유물내부의 조직을 강화하게 된다. PEG 10%~50%까지 순차적으로 농도를 상승하여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예비단계는 끝나게 되므로 유물의 상태를

잘 관찰해야한다. 이전 과정이나 PEG 수지 주입단계에서 목간이나 목제유물이 뒤틀리

게 된다면 다시 그 형태를 복원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목

질이 연약해져 있고 탄력이 있을 때 모양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PEG수지 주입

단계에서 바닥에 닿는 부분은 PEG가 침투할 공간이 적어 PEG가 고르게 침투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농도를 상승시켜 주거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목간을 뒤집어 주어서

고르게 PEG가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또한 한 번에 여러 점의 목간

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대부분이나 무리해서 하나의 용기에 많은 유물을 침적시

키는 것은 좋지 않다. 약품의 농도를 조정한다든지 여타 다른 작업을 할 때 유물 서로

간의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 많은 유물을 한 용기 안에 처리해야할 경우

에는 각각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좋다. 스테인레스 그물망을 이용하여 용액의 흐름이

보존과학연구 25집/ 160



자유로울수있는여건속에서따로공간을확보하여유물끼리부딪히지않게해야한다.

PEG가 완전히 침투된 다음 유물을 밖으로 꺼낼 때 PEG가 녹아 있는 상태에서 표면

의 PEG를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나중 표면 처리에 이로움이 있다. 동결건조기가 준

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곧바로 예비동결을 시작하여 동결건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곧바로 동결건조를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비닐 속에 담아 냉

장고 3℃~4℃에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관도 구적으로 시행

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동결건조 처리를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소에 아직 동결

건조기가 준비되지 않아 부여문화재 연구소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동결건조 하 다.

동결건조의 조건은 -45℃에서 24시간 예비냉동 후 100m torr이하의 기압, 내부온도

(-40℃), 건조 판의 온도(0~2℃)로 설정하 으며, 동결건조의 시간은 목간의 크기나

양에 따라 12~24시간까지 시행하 다.

동결건조 된 유물은 습기에 향을 받아 목제유물 내부의 PEG가 용출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습기를 잘 조절해야한다. 그러므로 항온 항습이 가능한 곳에 보관

한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보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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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목간 출토상태 photo 2. 목간 보존처리 후 상태



2.철제도자와 목제병부의 보존처리

사진에 보듯이 철제도자가 목제병부에 꽂혀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경우

목제유물의 처리방법과 철제유물의 처리방법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처리방법을 선택할지 난감하다.

일반적인 목제유물의 처리법처럼 물로의 세척이라든지, EDTA의 세척과 같은 물을

이용한 세척과정이 철제유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Methanol을 용매로 한 Cetyl

alcohol을 함침 하는 방법인 고급알콜법으로 처리 하 다. 세척도 Methanol 속에서

시행하 다.

Cetyl alcohol 을 이용한 고급알콜법은 초기에 침투율이 급격히 높아지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의 일정해지며 총 시간이 120시간이 지나면 침투율이 600%~700%에

달하며 자연건조 시에 변형 등의 건조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PEG #4000을 이

용한 PEG 함침법과 같은 치수 안정화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etyl alcoho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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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 #4000 보다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치수 안정화할 수 있다. 

먼저 Methanol 10%에서 100%까지 1주일에서 10일간 10%씩 농도를 상승시키면서

탈수 하고, Methanol을 용매로 Cetyl alcohol의 농도를 10%에서 100% 까지 7일에서

10일간 10%씩의 농도를 상승시켜 목재내부에 수지를 주입하 다. 농도의 상승은 1주일

에서 10일간 침적 후 10%씩 상승하도록 하 다. 처리가 완료된 후 표면처리를 하기 위

해 외기에 노출 시켰을 때 Cetyl alcohol은 급격히 응고하게 된다. 유물의 표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응고된 Cetyl alcohol 을 제거 하여야 한다. Cetyl alcohol은 약

50℃에서 용해되므로 먼지가 덜 일어나는 종이를 유물외부에 감은 후 헤어드라이어로

조금 가열하면 외부의 Cetyl alcohol은 용해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의 Cetyl

alcohol을 제거 하 으며, 목제 병부의 보존처리가 마무리 된 후 철제는 메스와 핀셋을

이용하여 표면의 녹혹등을 제거 하고 Pararoid B72 5%를 수차례 도포하는 방식으로

철제를 보존처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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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X-선 촬 사진

photo 6. 도자 보존처리 후 상태



3. 붓, 짚신, 새끼 의 보존처리

짚신과 새끼의 보존처리는 세척을 할 수 있을 만큼 재질이 견고하지 못하고 용액 속

에서 유물들이 쉽게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척 또한 용이하지 않다. 다행히도 짚신의

경우 끝부분이 풀어지지 않게 마무리가 된 상태 다.

이러한 초본류의 보존처리는 용액 속에서의 변화가 심하므로, 유물에 무리가 가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용액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된 천에 싸서

처리 하 다. 새끼의 경우 양 끝이 갈라질 경우를 우려하여 끝단을 실로 묶고, 그물망으

로 된 천으로 싸서 풀어지지 않게 처리 하 다. 

짚신과 새끼는 PEG 5%에서 100%까지 순차적으로 농도를 상승시켜 함침 시켰으

며, 7일에서 10일 동안 침적 후 5%에서 10%로 상승시키고, 그 이후 10%씩 100% 까지

상승시켜 강화처리 하 다.

수지주입완료 후 표면처리 단계에서 표면에 드러난 PEG를 용해된 T-Butanol 약

55℃의 용액으로 녹여 제거하 다. 이때는 세척을 하는 것처럼 결에 따라 부드러운 붓

으로 쓸어내리듯 PEG처리하 다.

초제류는 목재보다 약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표면처리 할 때 PEG를 너

무 많이 제거 하지 않도록 한다. 심한 PEG의 제거는 초제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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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7. 짚신 보존처리 후 상태 photo 8. 새끼 보존처리 후 상태



4. 초제편물

초제편물은 수습당시 매우 약한 상태이고 흙을 제거하고 수습할 수 없었다. 때문에

초제편물을 지지하고 있는 흙과 함께 수습한 상태이다. 초제편물을 지지하고 있는 흙의

두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을지도 모를 유물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하고 초

제편물의 후면이 고르지 못해 평탄화 작업을 통해 안정된 상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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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내 용

초제편물은 Dammar gum 법을 선택하 다.

1. 크기가 큰 합판으로 편물을 흔들리지 않게 고

정배치

(PEG #1500 수지 주입상태) *표면의 빛이 나

는 부분은 PEG 처리중이기 때문임

* 이 단계의 수지 주입은 완전한 경화처리상태가 아니며, dammar gum 수지 주입 전 유물

을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임

2. 흩어진 편을 모아 맞추고, 흔들리지 않게 진흙

으로 고정 표면 이물질을 제거

(PEG #1500 50%까지 순차적으로 농도를 상승

시키면서 수지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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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면 발굴을 위해 상자로 이동배치 4. 밑면의 FRP 작업을 위해 표면에서 2~3cm
넓게 물로 적신 한지를 5겹이상 facing 한다.
facing 시 빈 공간에는 고운 모래나 점토로 매워
공간을 최소화 시켜 석고 작업시 석고가 스며들
지 않게 주의 한다.

5. 한지로 facing 한 표면위에 석고를 붓는다.

이때 석고가 유물의 내부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6.전체 표면에 석고 작업을 실시한다.

7. 석고가 완전히 굳은 다음 뚜껑을 닫고

bnading 한다.

8. 후면 발굴을 실시하기 위해 뒤집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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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내 용

9. banding을 제거 하고 후면상자 개봉한 모습

10. 후면 판자 제거 상태 후면의 발굴 작업은 신

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전면의 초제편물은 약

하여 부서지기 쉬운 상태

11. 후면 발굴 작업 후 표면을 고르게 하기위해 모

래와 흙 점토를 이용하여 표면을 고르게 만든다.

12. 표면 평탄화 작업을 마친 상태 13. 평탄 화 작업 후 FRP 작업을 위하여 유리섬

유 도포작업



처 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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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RP 도포작업 15. 유리섬유 위에 FRP를 도포한 상태 FRP가

완전히 굳을 때 까지 기다린 후 제차 FRP작업

을 실시함

16. FRP도포작업을 마친 후 원래상태로 돌려놓

은 모습

석고 제거 시 유물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석고 제거

17. 석고 제거후 FRP 보호층 위의 유물 노출

상태

18. Dammar gum, Xylene 용액에 침적된 상태 19. 용액 제거 후 건조중인 상태



Ⅲ. 맺음말

나무라는 재질은 내부의 구조를 명확히 확정짓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같은

수종이라 할지라도 나무의 심재인지 부재인지에 따라 구조를 상당히 달리 하고 있기 때

문에 EDTA 처리기간, 탈수기간, 치환기간, PEG 함침기간, 동결건조 시간 등 많은 과

정을 달리하여 최적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연구가 부족하고 그것을 확정

짓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유기체인 목재의 재질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장기간

의 매장상태에서 목재에 가하여진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의 작용에 의하여 복잡성을 더

한다. 때문에 효율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 한 사전조치

를 통하여 처리대상 목재의 부후정도와 수종적 특성, 함침처리에 이용되는 재료의 성질

과 침투 확산기구, 함침 및 건조조건 상호 간의 유기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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