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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제거성능을 지닌 MDF 탄화보드를 개발하기 한 기 연구

의 일환으로 MDF를 여러 온도에서 탄화하여 주사 자 미경법  X선회 법에 의하여 특성을 조사하 다. 주

사 자 미경 찰 결과, 탄화 된 MDF의 내층부 보다 표층부에서, 측면내층부에 비해 측면표층부에서 압착된 

섬유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다수의 이물질도 찰되었다. 그러나 탄화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물질이 제거되

었고 공극의 증가가 찰되었다. 섬유벽 표면과 내강측에서 주름형태가 찰되었고 세포내강측 보다 외부 표면

의 주름형태가 더욱 뚜렷하 다. 한 벽공의 손상은 크지 않았고 벽공이 존재하는 부 에서 주름형태가 게 

나타났다. X선회  결과, 셀룰로오스 결정은 탄화온도 400°C에서 배향성을 잃으며 붕괴되었으나 약간의 결정성

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000°C에서 탄화한 MDF는 셀룰로오스 결정이 모두 붕괴되었고 탄소원

자에 의한 비결정성 회 강도곡선을 나타내었다.

  

ABSTRACT

  As a fundamental study to develop absorbing materials on harmful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such as formaldehyde, structural and crystalline characteristics of MDF carbonized at 

different temperatures were examined by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an X-ray 

diffraction method. Fibers in surface layer of MDFs showed more compressed morphology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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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in middle layer of MDFs, but the porosity of MDF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carbonized temperature. The wrinkle shape was frequently surfaces of cell walls was more 

severe than that at the lumina of cells. The shape of pits in the fibers of carbonized MDFs were 

hardly changed. The cell walls of MDFs carbonized at 400°C and over showed an amorphous-like 

structure without cell layering. X-ray diffratograms from the MDFs carbonized at 400°C showed 

a trace of crystalline cellulose. On the other hand, an amorphous diffraction pattern from carbons 

was obtained with the MDFs carbonized at 1,000°C.

Keywords : MDF, carbonization, SEM, X-ray diffraction, carbonized MDF

1. 서  론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도섬유

)는 목재 칩을 해섬하여 얻어진 목섬유에 착제

를 첨가하여 열압, 성형한 목질 상제품으로 원목 

수 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생산되기 

시작하 다(김 등, 2002; Hayasi, 2003; 김 등, 

2007). MDF는 티클보드에 비해 원료 선택성이 까

다롭고 제조시의 소비 력량은 2배에 달하며 가격 

한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DF 특유의 균질

성과 가공성으로 인하여 가구  내장용재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990년  부터 생산량은 증가하

고 있다(FAO. 1993; 박, 1993; 박 등, 2008). 

싱크 나 가구, 붙박이장에 리 이용되는 MDF

의 제조에는 부분 포름알데히드계 착제가 사용

된다. 따라서 MDF는 제조 과정에서 잔류된 미반응 

포름알데히드 는 자체 인 가수분해에 의해 포름

알데히드를 방출하여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이 된다. 포름알데히드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문

제 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목질제품에

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이기 한 법규를 제

정하 다(환경부, 2004; 2006; 이 등, 2007).

시 에 유통되고 있는 숯으로 성형한 제품을 살펴

보면 숯에 송진, 황토, 옥 등 다른 기능성 물질을 혼

합한 성형제품, 즉 숯가루에 착제를 혼합하여 높

은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고열 는 상온에서 성형

시켜 만든 제품이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압

축에 의해 성형된 숯 보드는 부분 비 이 높아 무

겁고 착제의 사용에 의해 숯 고유의 흡착력을 충

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MDF를 탄화하여 포름알

데히드의 제거성능이 탁월한 MDF 탄화보드를 개발

하 다고 보고하 다(박, 2007). 

목재의 탄화에 한 연구는 비교  많이 진행 되

어 있으나(권과 김, 2006; 2007; Kim and Hanna, 

2006; Saito and Arima, 2007), 합 , 티클보드, 

MDF 등 목질 상제품의 탄화에 한 연구는 그 

가 극히 드물다(Kercher and Nagle, 2002). 그러나 

MDF를 이용한 우드세라믹(오와 변, 2002; 2003), 

VOC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착성, 물리  기계

 특성 등 이용 인 측면에 한 연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박 등, 2001; Hayashi et al., 

2003; Mohebby et al., 2008), 기  성질인 조직구

조에 한 연구는 MDF (김과 박, 1996), 합 (한과 

이, 1997), 열화된 목질복합재(Chun et al., 1999)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탄화된 MDF의 구조  

찰에 한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 최근 MDF를 

탄화하여 리튬이온이나 연료 지등 공업소재로 이

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가능

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ercher and 

Nagle, 2002).

본 연구에서는 MDF 탄화보드의 기  특성 해

석의 일환으로, 주사 자 미경법  X선회 법을 

이용하여 탄화 MDF의 구조  셀룰로오스의 결정

성에 하여 조사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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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MDF used in this study

Thickness
(mm)

Density
(g/cm3)

Bending
strength
(kg/cm3)

Adhesive
strength

(kgf/cm3)

Swelling in 
thickness

(%)

Water 
absorption

(%)

18 0.65 300 6.0 6.5 28.0

(A) (B)

Fig. 1. Laboratory furnace (A) and carbonized MDF (B).

Fig. 2. Observation position of carbonized MDF 

for SEM observation.

2. 재료 및 방법

2.1. MDF 탄화보드의 제조

시 에 유통되고 있는 MDF를 50 mm × 150 mm 

× 18 mm 크기의 시험편으로 재단한 후 Fig. 1의 탄

화로(A)를 사용하여 400°C～1,000°C의 온도조건에

서 탄화보드(B)를 제조하 다. 탄화과정  할렬과 

뒤틀림을 방지하기 하여 시험편의 상하부에 량 

내열 으로 하 을 가하고 내열용기에 넣어 Fig. 1

의 소형 탄화로를 사용하여 탄화하 다. 탄화는 질

소 기류 하에서 시간당 100°C로 승온하 고, 설정온

도에 도달한 후 2시간 유지하 다. 탄화  MDF의 

물성은 Table 1과 같다.

2.2.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용 시편 

제작

주사 자 미경 찰용 시료는 5 × 10 × 10 mm의 

크기로 제작하 다. 그 후 Fig. 2의 A～D부 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Au로 증착하여 강원 학교 창강

제지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사 자 미경(JEOL, 

JSM-5510)으로 15 kV의 가속 압 하에서 찰하 다. 

2.3. X선 회절 실험

X선 회  실험을 한 탄화보드 시편은 두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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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ol Cabonized MDF at 400°C Cabonized MDF at 1,000°C

B

Control Cabonized MDF at 400°C Cabonized MDF at 1,000°C

C

Control Cabonized MDF at 400°C Cabonized MDF at 1,000°C

D

Control Cabonized MDF at 400°C Cabonized MDF at 1,000°C

Fig. 3. SEM observation of control and carbonized MDFs at each temperature.

Notes: A: surface layer, B: middle layer, C: lateral-surface layer, D: lateral-middle layer.

mm × 폭: 10 mm × 길이: 20 mm의 크기로 제작하

다. X선 회 장치는 강원 학교 창강제지연구소에 

설치된 RIGAKU社의 DMAX 2100V를 사용하 다. 

X선은 Ni filter로 단색화한 CuKa선을 사용하 으

며, 조건은 40 kV, 40 mA 다.

3. 결과 및 고찰

3.1. SEM 관찰

Fig. 3은 MDF를 탄화온도와 채취 치별로 찰

한 것이다. 사진과 같이 섬유가 불규칙하게 배열되

어 있고, 제조 시 압력에 의하여 압착되어 있는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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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Features of the cell walls in MDF carbonized at different temperatures.

Note: A: control, B: 400°C, C: 1,000°C

   

Fig. 5. Features of pits in carbonized MDF at 1,000°C.

의 형태가 찰되었다.

표층부(A)의 control MDF에서는 섬유 간 결합이 

하고 공극이 상당히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

층부에 직 으로 작용된 압력 때문에 섬유와 착

제가 상당히 압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탄화에 의

해 착층이 다소 제거되어 섬유들의 형태가 뚜렷하

게 찰되고 공극 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은 400°C보다 1,000°C에서 더 뚜렷하 다.

내층부(B)의 control MDF에서는 표층부에 비하

여 섬유 간 결합이 비교  느슨하고, 공극이 으며 

섬유와 벽공의 손상이 다소 게 찰되었다. 그리

고 탄화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섬유의 형태가 뚜렷하

게 찰되고 400°C 이상부터는 섬유간의 착층이 

제거되어 세포벽 표면이 매끄러운 비결정형 물질로 

찰 되었다.

측면표층부(C)의 control MDF에서는 표층부와 

같이 섬유 간 결합이 하고 공극이 많지 않았으나 

탄화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착층이 제거되어 섬유

의 형태가 비교  뚜렷하게 찰되었다. 이와 조

으로 측면 내층부(D)는 측면표층부에 비해 섬유 

간 결합이 비교  느슨하고 공극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탄화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착층이 제거되

어 매끄러운 형태를 보여주었다.

Fig. 4는 탄화온도별 MDF의 세포를 찰한 것이

다. 세포벽 외부와 내부 모두 주름형태가 찰되었

다. Atchison 등(1962)은 이러한 주름형태는 MDF

의 리 이닝 시 고온, 고압에 의해 세포벽 의 다당

류가 소실되어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 

탄화 의 MDF(A)의 세포벽 표면에서는 주름형

태가 나타나기는 하나 그 형태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400°C 이상에서 탄화한 MDF에서는 세포벽 

내부와 외부에서 주름형태가 비교  뚜렷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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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ray diffractograms of MDF carbonized at different temperatures.

났고, 1,000°C (C)에서는 그 형태가 더욱 뚜렷하게 

찰되었다. 김과 박(1996)은 침, 활엽수로 제작된 

MDF의 미세구조를 찰 한 결과, 목섬유  가도  

벽층에 주름형태가 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한편, 탄화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MDF를 구성하

는 세포벽의 벽층구조가 소실되고 세포벽 횡단면이 

매끄러워지는 비결정성의 형태가 나타났다. 권과 김

(2006)은 굴참나무를 탄화시킨 결과, 탄화온도 340°C 

이상부터 세포벽층이 매끄러운 비결정형태로 변화

한다고 보고하 는데, 탄화된 MDF의 세포벽도 탄화

과정에서 동일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 5는 1,000°C에서 탄화된 MDF 내의 섬유에 존

재하는 벽공을 찰한 것이다. 1,000°C 이상의 탄화

조건 하에도 벽공의 외형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온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벽공벽과 토

러스는 소실되어 거의 찰되지 않았다. 한편, 벽공

이 없는 부분은 세포벽에 주름이 생기면서 수축된 

형태를 보여주었으나 벽공 주 는 주름형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 벽공이 존재하는 세포벽 부

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분에 비하여 주름의 발생이 

은 경향이 있었다. 김과 박(1996)은 MDF의 미세

구조를 찰 한 결과, 벽공이 존재하는 부분이 존재

하지 않는 부분보다 수축 상이 게 나타난다고 보

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3.2. X선 회절분석

Fig. 6은 미탄화 MDF와 탄화 MDF의 셀룰로오스 

결정의 X선 회 강도 곡선이다. 미탄화 MDF와 탄

화 MDF의 회 강도를 비교하여 보면, 탄화온도 

400°C를 기 으로 배향성을 잃으며 셀룰로오스 결

정이 크게 붕괴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400°C에서 탄

화한 MDF의 회 강도곡선에서는 셀룰로오스 결정

에서 유래하는 회 강도 peak (2θ=14.7, 16.2 

 22.7)의 흔 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000°C에서 탄화한 MDF는 셀룰로오스 결정이 모

두 붕괴되었고, 탄소원자로 구성된 비결정성 물질에 

유래하는 회 강도곡선 만을 나타내고 있다. 권과 

김(2006; 2007)은 굴참나무를 이용하여 목재의 탄

화기구를 조사한 결과, 목재는 340°C 이상에서부터 

목재 셀룰로오스의 결정성이 비결정성으로 변화된

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목재뿐만 아니라 목질재료

인 MDF 역시 탄화온도 400°C, 즉 목재와 유사한 탄

화온도 조건에서 셀룰로오스 결정성이 붕괴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탄화된 MDF의 조

직구조의 특성이 밝 졌고, 탄화보드의 물성을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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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그리고 후 탄화된 합 과 티클보드의 조

직구조를 조사하여 탄화된 MDF와 비교 검토를 실

시함으로써 탄화보드의 반 인 조직구조를 구명

함에 있어서 기 인 연구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

이라 생각된다.

4. 결  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한 제거성능이 탁월한 MDF 탄화보드를 개발하기 

한 기 연구의 일환으로 주사 자 미경법  X

선회 법에 의해 탄화 MDF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탄화된 MDF의 표층부와 측면표층부에서는 섬유

의 형태가 상당히 압착 되어 있고 착제 등 이물질들

이 상당히 많이 찰되었으나, 탄화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제거되어 공극이 많이 나타났다. 이와 조 으

로 내층부와 측면 층부에서는 섬유의 형태변형과 

착제등 이물질의 분포가 다소 게 나타났다.

2) 탄화된 MDF의 섬유벽 표면에서 주름 형태가 뚜

렷하게 찰되었고, 섬유의 내강측에 비해 섬유표면

의 주름 형태가 더욱 수축되어 있었다. 한, 탄화온

도가 상승함에 따라 세포벽이 얇고 매끄러워지는 비

결정형태가 나타났다. 벽공의 손상은 크지 않았고 벽

공이 존재하는 부 에서 주름형태가 게 나타났다.

3) 400°C에서 탄화한 MDF는 셀룰로오스 결정에

서 유래하는 회 강도 peak의 흔 이 나타나고 있

으나, 1,000°C에서 탄화한 MDF는 셀룰로오스 결정

이 모두 붕괴되었고 탄소원자에 의한 비결정성 회

강도곡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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