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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폐침목의 크레오소오트유 잔류 및 재질 특성

이종신1* ․박종영2

Wood Properties and Residual Creosote Oil of Disused Railway Wood Ties

Jong-Shin Lee1* ․ Jong-Young Park2

ABSTRACT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recycling technologies of disused railway wood ties, wood properties and residual creosote oil of 

wood ties were investigated. Among the total 50 wood ties, 32 wood ties were identified as tropical hardwood tree, such as, 
Keruing (Dipterocarpus spp.), Kempas (Koompassia malaccensis), Kapur (Dryobalanops spp.) Naytoh (Palaquium rostratum), and 
so on. Disused wood ties showed mostly sound structure without degradation of cell walls by decay fungi. Disused wood ties 
showed high strengths of bending and compressive parallel to grain because degradation of wood properties was hardly 
occurred in use under exterior condition. Disused railway wood ties had relatively poor depth of penetration and residual of 
creosote oil because of refractory wood structur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sused railway wood ties may be useful as 
recycling wood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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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철도 침목은 레일을 고정시키고 레일에 가해지는 차량의 

하중을 도상으로 분산시켜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선로 부재로서 크레오소오트유를 처리한 목침목이 

사용되어 왔다. 국내 철도 목침목의 평균 사용수명은 대략 

15년 전후로 매년 25~30만개 정도의 폐침목이 발생하고 있

으나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침목의 사용

수명 연장을 위해 방부처리에 사용한 크레오소오트의 유해

성 때문이다. 크레오소오트는 10,000종 이상의 성분으로 구

성되어 있는 물질로 현재 화학적 조성이 밝혀진 것은 300
여 종에 불과하며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es)가 90% 이상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김 등, 2004). 특히 크레오소오트의 주성분인 PAHs의 
하나인 benzopyrene이 발암성 물질로 밝혀지면서 철도 폐

침목의 사용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부 반출 및 재활용이 전면 금

지되어 있다.
철도 침목 교체의 주원인은 스파이크(레일과 플레이트를 

침목에 고정시키는 못) 보지력 약화에 있으며 이것은 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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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박은 스파이크(직경 14.7mm) 주위의 극히 일부분에서 

목재부후가 발생하여 야기되는 현상으로 이 부분을 제외한 

폐침목 전체는 비교적 건전한 상태의 재질을 유지하고 있

다. 따라서 국내 목재 수요의 9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

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목재자원 사정을 감안할 때 폐침목의 

재활용은 목재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매

우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폐침목 재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폐침목 중의 크레오소오트유의 잔류 특성(침투 깊이와 

잔류량)과 폐침목의 물리 및 기계적 성질 등 재질 특성을 조

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폐침목은 철도공사 산하 대전시설관리

사무소 신탄진 분소에서 분양받은 보통침목(두께 15×너비 

24×길이 250cm)으로 침목 부설 후 경과된 연수는 불분명

하였으며 폐침목 야적장에서 무작위로 50정을 선발하여 사

용하였다. 모든 실험 조사는 개개의 폐침목 50정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2. 조직 관찰 및 수종분석

장기간의 외기 노출로 인한 재조직의 열화(부후)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폐침목으로부터 목재시편을 채취한 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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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Radial section Tangential section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ree planes from disused railway wood tie (Kempas, Koompassia malaccensis).

Cross section Radial section Tangential section

Fig. 2.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disused railway wood tie, Keruing (Dipterocarpus spp. Scale bar is 200㎛).

에 준하여 시료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시료를 주사전자현미

경(Philips, XL30 ESEM TMP)을 이용하여 조직을 관찰하

며 목재부후균에 의한 조직의 분해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목재 시편을 물과 글리세린을 3:1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액

에 넣고 고온고압처리를 하여 연화시킨 후 슬라이딩 마이

크로톰을 이용하여 두께 25㎛의 절편을 채취하였다. 이들 

목재 절편을 사프라닌 염색액으로 염색한 후 세척과 탈수 

및 봉입 과정을 거쳐 현미경 관찰용 영구프레파라트를 제작

하여 조직을 관찰(Olympus, BH-2)하였다. 수종 분석은 국

내외 문헌을 참고로 목재 식별 검색표에 기초하여 실시하

였다(박 등, 1987; 佐伯, 1982; 島地 등, 1976)

3. 물리 및 강도적 성질 조사

폐침목으로부터 소정 크기의 시편을 채취하여 KS F 2198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과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에 따라 폐침목의 비중 및 함수율을 조사

하였다. 또한 폐침목의 재질 열화로 인한 강도 저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과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에 준하여 만능재료시

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Tinius olsen Ltd., 
H-50K-ST, Redhill, England)로 각각 섬유방향 압축강도와 

휨강도를 조사하였다.

4. 크레오소오트유 잔류상태 분석

폐침목 중에 잔류되어 있는 크레오소오트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KS F 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측정 방

법｣과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에 준

하여 폐침목 내의 크레오소오트유 침투상태 및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폐침목의 조직 변화 및 수종 구성

외부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된 침목의 재질 열화 진행 여

부를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Fig. 1은 

폐침목 중에서 켐파스(Kempass, Koompassia malaccensis)
의 3단면 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횡단면에서는 도관, 목섬

유, 유조직 등의 모든 조직 세포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관에 형성된 타일로시스도 얇은 막의 형태로 그

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와 접선단면 시료에

서도 주요 구성세포 내에 목재부후균을 포함한 목재 가해 

미생물의 침입 흔적(균사의 존재 등)을 관찰할 수 없으며 

세포벽에서도 분해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결과로

부터 크레오소오트유 처리에 의한 방부효과에 의해 폐침목

의 재질열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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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찰과 함께 해부학적 특징에 의하여 폐침목의 수종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0정의 폐침목 중에서 32정이 분

석 가능하였으며 나머지 18정의 경우에는 목재 수종 식별

용 국내외 주요 참고문헌에 해부학적 특징이 실려 있지 않

아 식별이 곤란하였다. 수종이 식별된 폐침목은 국내산 침

엽수인 일본잎갈나무(낙엽송, Larix leptolepis) 1정, 열대산 

활엽수인 Keruing (Apitong, Dipterocarpus spp.) 14정, 
Kempas(Koompassia malaccensis) 10정, Kapur(Dryobalanops 
spp.) 5정, Naytoh (Palaquium rostratum)와 Mersawa 
(Anisoptera costata)가 각각 1정이었다. 수종이 식별된 폐

침목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Keruing의 3단면 해부

학적 특징을 Fig. 2에 나타냈다.

2. 물리 및 강도적 성질

폐침목은 평균 13.9%의 함수율을 보여 기건 상태를 나타

내고 있었다. 50정의 폐침목에 대하여 전건 비중을 측정한 

결과 최저 0.38에서 최고 0.97을 보여 다양한 비중을 갖는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중이 0.6이하

를 나타낸 폐침목의 경우에는 국산재인 일본잎갈나무(0.58)
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종식별이 불가능한 열대산 활잡목들

이었으며 크레오소오트유의 침투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폐침목 50정의 비중 측정 결과를 Fig. 3에 나

타냈다.
폐침목의 재질열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휨강도 및 

섬유방향 압축강도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휨강도 측정 

결과를 Fig. 4에 나타냈으며 폐침목은 최저 567.8kgf/cm2

에서 최고 1769.4kgf/cm2까지 다양한 휨강도를 보였다. 이
들 휨강도 값은 철도 침목 관련 규격(기술표준원 2002)에
서 규정하고 있는 8수종의 열대산 활엽수재의 평균 휨강도

(Martawijaya 등 1균 2)와 비교하면 일부를 제외하고 각 

수종의 평균 휨강도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범위를 초과하

고 있어 폐침목의 재질 열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섬유방향 압축강도를 조사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냈

다. 폐침목의 섬유방향 압축강도는 최저 317.2kgf/cm2에서 

최고 750.2kgf/cm2로 휨강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침목용 8
수종의 평균 압축강도와 유사한 강도 값을 보여 장기간 외

기 환경 하에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질 열화는 발

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침목 생산 시에 처리한 크레오소오트

유의 높은 방부효과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크레오소오트유의 잔류 상태

폐침목 표층에서 내부로 크레오소오트유가 침투되어 있

는 깊이를 두께와 너비방향에 대하여 각각 조사하였다. 폐
침목의 두께와 너비가 각각 15cm와 24cm이기 때문에 두

Fig. 3. Oven dry specific gravity of disused railway wood ties.

Fig. 4. Bending strength of disused railway wood ties.

Fig. 5. Compressive strength parallel to grain of disused railway 

wood ties.

께와 너비방향의 양 표면으로부터 내부 중심부까지의 최대 

깊이는 각각 두께방향에서는 7.5cm, 너비방향에서는 12cm
가 되며, 이것은 폐침목 표층으로부터 크레오소오트유의 최

대 침투깊이에 해당한다.
Fig. 6은 크레오소오트유의 침투깊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폐침목 50정의 길이방향의 중앙부위에서 절단, 채취(폐침

목 1정 당 2매)한 두께 약 10cm의 시험체들이다. 단면이 어

둡게 보이는 시험체는 크레오소오트유의 침투가 양호한 것

이고 밝게 보이는 시험체는 불량한 것이다. 전체 폐침목 50
정 중에서 크레오소오트유가 내부 깊이까지 침투된 것은 14
정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침투방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으나 침투가 극히 불량하였다.
크레오소오트유 침투깊이를 조사한 결과를 Fig. 7에 나타

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는 목재의 사용 환경 조건에 

따라 H1~H5까지 사용환경을 구분하여 방부처리 기준(약액 
침윤도 및 흡수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 침목의 경우에

는 H4(토양 또는 담수와 접하는 곳 등에 사용되는 목재로 

부후, 흰개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조건)에 해당된다(국립산림과학원 2009). H4에 사

용되는 목재의 방부제 침윤도(침투깊이) 적합기준은 변재 부



이종신: 철도 폐침목의 크레오소오트유 잔류 및 재질 특성

농업과학연구 제37권 제3호, 2010. 12468

Fig. 6. Characteristics of creosote oil penetration of disused 

railway wood ties

Fig. 7. Penetration depth of creosote oil in disused railway 

wood ties.

분의 경우에는 전 층의 80% 이상, 심재 부분의 경우에는 두

께 90mm 이하의 제재목에서는 재면으로부터 8mm 이상, 
90mm 이상의 제재목에서는 12mm 이상으로 되어 있다. 따
라서 보통침목의 경우에는 두께가 150mm이기 때문에 재면

으로부터 깊이 12mm(심재의 경우) 또는 60mm(변재의 경

우, 150mm÷2×0.8=60mm) 이상 크레오소오트유가 침투되

어 있어야 기준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조사된 폐침목에서는 
두께 방향으로 12mm 이상 침투깊이를 나타낸 것은 50정 

중에서 23정으로 50% 이하에 머물렀고 60mm 이상은 3정

에 불과하였다.
폐침목에 잔류되어 있는 크레오소오트유 양을 조사하였다

(Fig. 8). 철도 침목의 크레오소오트유 흡수량 적합기준(사
용환경 구분 H4)은 80kg/m3 이상이다. 그러나 Fig. 8에서

와 같이 적합기준을 만족시키는 폐침목은 4정에 지나지 않

았다. 이와 같이 크레오소오트유 침투상태가 불량한 이유는 
철도 침목에 사용되는 수종이 대부분 남양 활엽수재로 비

중이 높고 약제 침투성이 극히 불량한 난주입성 수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량한 약제 침투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상 깊이와 밀도가 되도록 자상(인사이징) 처리를 

한 후 약제를 주입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서와 같이 폐침목이 적합기준에 미달하는 크레오소오트유

의 침투깊이와 흡수량을 보인 것은 장기간 외기에 노출됨

으로서 크레오소오트유가 용출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

Fig. 8. Residual creosote oil in disused railway wood ties.

각할 수 있으나 주로 침목 수종 자체가 약제의 침투가 매우 

어려 난주입성 수종인 남양 활엽수재이기 때문에 크레오소

오트유의 처리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폐침목의 재활용 측면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

고 있는 크레오소오트유의 함유량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침목에 대해서 전량 외

부 반출을 금지하여 재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보다는 

막대한 양의 목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목재수급 현실과 

자원절약 측면에서 크레오소오트유 잔존 상태를 조사, 선별

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매년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활용하

지 못하고 있는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고자 

폐침목의 재질 특성과 크레오오소트유 잔존 상태를 조사하

였다.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조직관찰을 통하여 재질 열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후 등의 미생물에 의한 세포벽 분해

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
사 대상 폐침목의 60% 이상이 열대산 활엽수재 인 것으로 

수종분석을 통하여 밝혀졌으며 이것은 현재 철도 침목 생

산에 사용되고 있는 수종 군과 일치한다. 폐침목은 다양한 

비중을 갖는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60% 이상이 전

건비중 0.6이상의 고비중재였다. 강도적 성질을 조사한 결

과, 국내에서 침목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8수종의 열대산 

활엽수재의 평균 휨강도와 섬유방향 압축 강도에 근접한 강

도 값을 보여 재질열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대상 폐침목의 70% 이상에서 크레오소오트유 침투상

태(침투깊이와 잔존량)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폐침

목의 재활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따라서 폐

침목의 재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폐목질자원

의 재활용기술 및 시스템 개발”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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