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현장에 맞는 제품 선택하는 것이 중요

전원주택의 필수 아이템 ‘데크재’ 

집을 짓는 건축주에게 데크는 필수 아이템 중 하나다. 데크는 집의 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일 뿐 아니라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원주택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크재는 방부목, 합성목재, 천연목재로 나뉜다. 제품 선정 시에는 단순한 가격 비교보다는 적용되는 현장의 성격, 소재에 대한 정보, 관리 방법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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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목

방부목은 목재가 곰팡이와 수분으로부터 부패되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품을 처리한 데크재

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목재 자체가 연질이어서 시공이 쉽고 작업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

동안 전원주택 데크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단점은 밀도가 낮아 변형이 많고, 옹이에서 송진이 나오

기 때문에 외관을 헤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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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목 선정 시에는 건조 상태(함수율)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함수율이 높

은 제품은 제대로 건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축팽창에 따른 뒤틀림과 쪼개짐 

등 하자 발생이 높다. 1~2년마다 오일스테인을 도포해 표면을 관리해야 한다.  

합성목재

합성목재는 합성수지와 목분을 혼합해 만든 데크재다. 목재의 질감을 살리면

서도 내구성이 우수해 그동안 하천정비를 비롯한 각종 수변시설개발, 아파트

조경시설, 공원, 휴게 공간 등에 설치되었다. 강한 자외선에서도 색상 변화가 

거의 없고, 목재 데크에 비해 긁힘이 적다. 단, 천연 목재에 비해 질감과 보행

감은 다소 떨어지고, 습기와 열에 장시간 노출 시 변형이 발생한다. 

합성목재 선정 시에는 제품 표면의 피복상태를 체크하는 게 좋다. 피복 상태에 

따라 햇빛에 의한 변색이나 수분 침투에 의한 변형을 막을 수 있다. 

천연목재

천연 목재는 이뻬, 가라파, 게루투, 방킬라이, 모말라 등 천연원목을 가공해 만

든 데크재다. 흔히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 남양재, 하드우드 등으로 불리고 있

다. 천연 원목의 미려함과 보행감이 우수하며, 밀도가 높아 강도가 좋다. 단, 

천연 원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색되며, 1~2년 주기로 오

일스테인을 도포해 표면을 관리해줘야 한다. 피스 시공과 클립 시공, 두 가지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제품 선정 시에는 수분에 의한 치수 안정성이 좋은

지를 체크해야 한다. 

라바이올리 컨실드 데크

이태리 ‘라바이올리 컨실드 데크’는 이태리 RAVAIOLI사의 대표 제품으로 원목

데크에 디자인을 적용한 최초의 제품이다. 사선 가공방식의 암수 홈 결합 구조

로, 바닥에 틈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클립시공을 통해 표면에 피스 노출이 

없어 깔끔한 외관을 자랑한다. 사선 요철 가공은 물 빠짐을?용이하게 하면서도 

이물질은 걸러내어 청소가 용이하며, 데크 각 장의 모서리 엣지는 사선으로 면

치기 되어 있어 시공 후 선이 살아있다. 주요 제품은 이뻬 컨실드 데크와 가라

파 컨실드 데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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