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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수침고목재는 보존을 위해 치수안정화의 공정이 필요하다. PEG는 목재의 치수안정화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PEG 40% 함침 후 동결건조 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중 하나이다. 그
러나 PEG처리 후 폐액은 목재로부터 침출된 유기물에 의해서 검게 변하고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폐액은 과산화수소의 산화작용에 의해 폐액의 검은색은 제거 가능하다. 
PEG는 보존처리 전, 후와 과산화수소의 산화작용 후에도 그 물성이 변하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하다. 과
산화수소에 의해 재활용된 PEG를 이용하여 수침고목재의 치수안정화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치수안
정화에 사용된 용액의 PEG와 재활용 PEG의 비율을 10:0, 7:3, 5:5, 3:7, 0:10 (pure PEG : 재활용 
PEG)으로 하였다. 그리고 수침고목재를 용액의 농도 10, 20, 30, 40%로 각각 5일간 함침하였다. 모든 
시험편은 25%의 중량 증가율을 보였으며, SEM을 이용하여 목재 내부 세포를 관찰한 결과 PEG의 함침
은 매우 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치수변화율은 4%이하로 모든 시료 동일하게 안정된 수치를 나타내어 
재활용 PEG를 사용하여 보존처리하는 것은 새 PEG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 수침고목재, 과산화수소, 버드나무, 보존처리, 치수안정화

  Abstract : Archaeological waterlogged woods require a process of dimensional stabilization for 
their conservation. PEG is the most widely used in the conservation of archaeological waterlogged 
wood. One of the easiest and commonly used methods is the impregnation of 40% polyethylene 
glycol followed by vacuum freeze drying. However, the waste fluid produced from the PEG 
treatment is black in color and has a severe odor due to the organic matter extracted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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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Thus It cannot be recycled and it was just thrown out. Color of waste fluid can be 
decolored with oxidation reaction by hydrogen peroxide. Properties of PEG before and after 
preservation treatment, and after oxidation with H2O2 were not changed. Dimensional stability of 
archaeological waterlogged Salix koreensis Andersson was studied with pure or recycled PEG. The 
ratio of impregnation solutions were 10:0, 7:3, 5:5, 3:7, 0:10 (pure PEG : recycled PEG). 
Impregn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by putting the wood specimens 10% PEG solution for 5days, 
20% for 5 days, 30% for 5 days finally 40% for 5 days. All of the specimens showed the weight 
change rate of 25%. SEM results provided that the dimensional change of were less than 4% PEG 
impregnated specimens. Comparing with pure PEG impregnation system, conservation precess mixed 
PEG also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Conclusively, the recycled PEG can be used for 
archeological waterlogged wood conservation precess.
 
Keywords : archaeological waterlogged wood, hydrogen peroxide, Salix koreensis Andersson, 
           conservation treatment, dimensional stability.

1. 서 론

  일반적으로 목재유물은 저습지, 호수, 해양과 
같은 수침상태에서 목재내부가 수분으로 포화되
어 발굴되어 진다.[1] 수침고목재는 대기와의 접
촉이 차단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에
서 목재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등이 연부후균과 혐기성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목재 내에 세포 및 공극이 수분으로 가득차 있는 
형태만 유지하고 있다.[2] 특히 경남 함안 성산산
성은 신라시대 성곽으로 약 1500년 전 유적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종류의 수침고목재가 발굴 출토
되었다. 특히 버드나무는 생활구를 제외한 모든 
기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 되었는데 목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목간은 목재판에 
글씨를 쓴 것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유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목간에 버드나무의 수종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연한 재질과 양
호한 가공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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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are of Salix koreensis Andersson on 
the use.[3]

  수침고목재의 보존처리는 목재 내에 함유된 물
과 화학약품을 치환하여 그 형태를 안전하게 유
지하는데 있다. 목재의 보존처리 방법에는 명반
법, Poly(ethylene Glycol)(PEG) 함침법, 당알코
올법, t-butanol과 PEG를 이용한 동결건조법, 
silicone 수지를 이용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
이 있다.[4] 그 중 PEG는 일반적인 함침법에 단
독으로 사용되거나 t-butanol에 용해하여 동결건
조전 강화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PEG는 
ethylene oxide의 중합체로 다양한 분자량으로 제
조 가능하고 수용성이고 독성이 없으며 처리가 
간단하고 안정성이 우수하여 수침 목재의 유물 
보존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약품이다. PEG를 이
용한 보존처리 후 발생하는 폐액은 색이 검게 변
색되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재활용함
에 있어 처리유물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처리 중 용액의 변색으로 인한 유물상태를 확인
할 수 없고, 생분해성이 적기 때문에 폐기에 많
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재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보존처리 후 발생하는 폐 PEG 용액을 
H2O2를 이용한 산화작용으로 용액 내에 존재하
는 착색유기물을 분해하고 색을 되돌리며 재활용
하는 공정을 설정하고 재활용된 PEG를 이용하여 
수침 고버드나무류의 치수안정화효과를 검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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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Impregnation solutions

SolventPure 
PEG(wt%)

Recycled 
PEG(wt%)

RPEG0 100 0 Water

RPEG30 70 30 Water

RPEG50 50 50 Water

RPEG70 30 70 Water

RPEG100 0 100 Water

Table 1. Compositions of impregnation solution 
with pure and recycled PEGs

2. 실 험

2.1. 재활용 PEG의 회수

  시료는 경남 함안 성산산성 출토(2008년 출토) 
목재유물 보존처리에 사용된 폐 PEG#4000의 60 
wt% 수용액에 H2O2를 각각 2, 5, 10, 13, 15%
를 주입하여 PEG 용액 내의 착색물질을 산화시
켜 48시간 이후 변색정도를 관찰하였다. 그 중 
탈색효과가 가장 좋은 용액을 희석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 (UV2100, Shimadz) 와 
FT-IR spectroscopy (Shimadzu, FT-IR B800, 
AT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ure PEG, 폐 
PEG 용액, H2O2로 처리한 후의 PEG 용액으로
부터 동결건조한 PEG를 THF에 용해하여 용출 
속도를 1 ml/min 속도로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Waters, GPC 2414)를 이용하
여 PEG의 평균 분자량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2.2. 치수안정화

  치수안정화 시험에 사용된 수침고목재는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수침목재 중, 목재조직 3단
면 프레파라트 관찰 후, 버드나무로 판명된 시료
를 사용하였다. 동일재료에서 섬유방향에 연속적
으로 약 3×3×3 cm 크기로 시험편을 채취하여 
동일한 상태의 열화상태를 가진 거의 균일한 재
료를 얻어 실험을 시행 하였다.  
  시험편의 함수율은 105℃에서 48시간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한 결과 488%로 비교적 부
후가 진행된 상태였다. 
  치수안정화 영향을 조사하기위한 시험편은 처
리 전 중량과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고 함침 처리 
용액에 함침 하였다. 치수안정화처리제는 함안성
산산성 출토 목재유물의 보존처리과정에서 배출
된 폐 PEG를 H2O2를 이용하여 재활용된 PEG의 
결과가 가장 좋은 것과 pure PEG를 사용하여 보
존처리를 실시하였다. pure PEG와 재활용 PEG
의 비율을 Table 1과 같이 사용하였다. 치수안정
화 함침용액은 300 ml를 사용하였으며, 총 PEG
의 농도는 10%~40%로 변화시켜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동결건조하여 보존처리 하였다. 농
도의 상승기간은 10% 단위로 각각 5일간으로 하
였으며, 각 시험편은 3단면의 방향에 따라 핀을 
꽂아 버니어캘리퍼스로 각 치수를 측정하여 길이
변화율을 산출하여 치수변화를 관찰하였고, 중량
을 측정하여 중량변화율을 산출하였다.

길이변화율 


×----------(1)

lg : 처리 전 길이(mm)
l0 : 처리 후 길이(mm)

                         

중량변화율 


×--------(2)

Wa : PEG 치환 후 중량(g)
Wb : 처리 전 중량(g)

 * Drying method : Freeze-drying

3. 결과 및 고찰

3.1. 재활용 PEG의 회수

Fig. 2. Color changes of wasted PEG solution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H2O2 (a) 0%, (b) 2%, (c) 5%, (d) 
10%, (e) 13%, and (f) 15% H2O2. 

 
 재활용 PEG는 pure PEG와 비교하여 분자량, 
관능기 등을 비교 분석하여 사용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Fig. 2에서 폐 PEG 용액을 탈색한 결과 
H2O2의 첨가량에 따라 색의 변화가 확실히 달라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H2O2의 첨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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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다높은 경우에는 더 이상 탈색이 진행되
지 않았다.

Fig. 3. FT-IR spectrum of wasted PEG 
       solution treated with 15 wt% of H2O2. 

  

   
  FT-IR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Fig. 3에서 나타
내었듯이  2900 cm-1대의 C-H 피크와 1100 
cm-1대의-C-O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3300 cm-1 과 1650 cm-1에서 나타나는 
stretching 피크는 PEG의 -OH와 H2O의 피크로 
판단된다. 

Fig. 4. UV/Vis spectra of wasted PEG solution 
treated with 15 wt% of H2O2.

 

 
  UV/Vis 결과에서는 착색유기물의 하이드록시
그룹이 Fig. 4과 같이 산화되어 카르보닐 화합물
로 케톤이나 알데하이드 등이 UV에 의한 π → 
π* 전이가 일어나서 220 nm에서 늘어나고 300 
nm대 전후  n → π* 흡수대인 OH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목재 내에서 추출되어 
나올 수 있는 물질 중 검은색을 띄며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은 리그닌으로 추정할 
수 있다. 
  GPC를 이용하여 측정한 분자량 분포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으며, 측정오차 범위 내에서 분
자량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보존처리 전 후에 
PEG 분자량에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H2O2

의 산화처리에 의한 탈색 처리에서도 분자량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PEG용액 자체의 재활용은 H2O2에 
의한 산화 반응으로 용액 내에 있는 착색유기물
의 분해하여 탈색함으로써 재활용 가능하였다.

Sample Mn Mw Mw/Mn

Pure PEG 2140 2900 1.35

w/o H2O2  2160 3030 1.40

w/ H2O2  2160 2930 1.35

Table 2.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a) 
pure PEG, (b) recycled PEG before 
and (c) after treating with 15 wt% 
of H2O2

 
3.2. 치수안정화효과

  Table 3에서는 처리전 시료와 처리후 수침 고
버드나무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육안으로 확인할 
때 처리후의 상태는 pure PEG와 재활용 PEG를 
사용한 경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치수
의 변화도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안
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pure PEG 100%를 
사용한 경우 3단면 방향 길이변화율이 3% 이하
의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접선 
방향의 변화율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
우는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PEG의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중량변화율이 25%
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시간이 지날수록 
목재내에 PEG의 함침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
다.
  Fig. 6의 경우는 pure PEG 70%와 재활용된 
PEG 30%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의 결과이다. 
중량의 증가는 농도 상승 기점에서 상승하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을 형성하여 평형에 도달한 것으
로 생각되며 용액의 농도 30% 구간에서 방사 방
향의 변화율이 증가가 4%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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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A B C D E

Before

After

PEG ratio RPEG 0 RPEG 30 RPEG 50 RPEG 70 RPEG 100

Table 3. Photos of finally freeze-dried archaeological Salix koreensis Andersson 

 Fig. 5. Weight and dimensional change of 
specimen A. 

Fig. 6. Weight and dimensional change of 
specimen B. 

보존처리 공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섬유, 접선 
방향의 변화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보존처리 되
었으며, 방사방향 또한 3%의 변화율만 나타내어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중량변화
율은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목재내부로의 약제 침투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된
다.
  Fig. 7에서 나타내듯이 pure PEG 50%와 재활
용된 PEG 50%를 사용한 경우 최초 방사방향으
로의 수축이 심하였으나 20% 이상에서 방사방향
의 팽창이 확인되고 섬유방향과 방사방향의 경우 
약간의 수축이 있을 뿐 거의 변화 없음을 보여주
고 있다. PEG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시료의 치수
가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
로는 2% 이하의 변화결과를 보여주었다. 중량변
화율은 용액의 농도가 40%일 때 일시적으로 줄
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여 최종적으로는 2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Fig. 7. Weight and dimensional change of 
specimen C. 

  Fig. 8은 pure PEG 30%와 재활용 PEG 70%
로 보존처리한 경우이다. 10%에서 20%로 농도
가 상승되는 시점에서 접선과 방사방향의 치수변
화가 수축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섬유방향은 거
의 일정함을 보여준다. 농도가 점차 상승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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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4% 이하의 수축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동일한 농
도에서 다른 시료의 중량 변화율 보다 높은 변화
율을 나타내고 시료로의 PEG 침투가 느리게 진
행되어 목재 외부와 내부의 농도차에 의하여 목
재 내부에서 탈수현상에 기인한 치수의 변화로 
생각되며 30%가 넘어 가면서 안정화되었다. 

Fig. 8. Weight and dimensional change of 
specimen D.

Fig. 9. Weight and dimensional change of 
specimen E. 

  Fig. 9은 재활용 PEG 100%를 사용하여 처리
한 결과이다. 중량의 변화는 농도가 상승함에 따
라 계속 증가하여 2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3단면의 치수안정화 결과는 10%까지 거의 변화 
없는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농도가 상승되
면서 치수 변화율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접선과 방상 방향의 약 4%의 변화
율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한 목재의 부
후도가 높은 편이고 분자량이 높은 PEG#4000이 
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는 침투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탈수가 일어나면서 일
부 길이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처리
농도 30% 이후 길이 변화가 안정되는 모습을 확
인하였으며, pure PEG와 재활용 PEG의 치수 변
화율은 측정자의 오차와 시료의 크기를 감안한다
면 모든 시료에서 만족할 만한 치수 안정성과 중
량증가율을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SEM을 이용하
여  목재내부를 확인하였다. 도관과 소도관의 주
변에 있는 세포에 약제의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도관 내에서도 약제가 침투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것은 도관과 소도관이 많은 벽공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약제의 침투와 이동이 빨리 일어
날 수 있고 축방향유세포의 존재가 PEG의 침투
를 원활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Specimen Cross section
 Radial
 section

A

B

C

D

E

Table 4. Morphological features of 
archaeological waterlogged wood 
specimens after conservation 
treatment(Salix koreensis Ander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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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함안성산산성에 발굴출토된 수침고버드나무를 
시료로 pure PEG와 재활용된 PEG를 사용하여 
치수안정화와 중량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재활용 PEG의 GPC, IR, UV분석 결과 
pure PEG와 재활용 PEG, H2O2에 의한 처
리 이후 PEG의 분자량 및 물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활용이 가
능하였다.

  2. 변색의 원인물질은 H2O2에 의한 산화 반응
으로 탈색가능하며, 폐 PEG 용액은 H2O2

에 의한 처리로 재활용 가능하였다.

  3. 무게변화율의 결과 pure PEG와 재활용된 
PEG는 거의 같은 수준의 약 25%의 중량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어 목재 내의 침투효
과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4. 3단면의 치수 안정화 효과에서는 pure PEG
의 경우 3% 이내의 변화율을 보여 가장 좋
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재활용된 PEG를 
섞어 사용한 경우나 100% 재활용된 PEG의 
경우에도 4% 이하의 변화율을 보여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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