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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 도 우드세라믹 제조를 한 기 연구로서 수지함침율 60%인 톱밥보드를 이용하여 탄화온도별로 제조된 

1차 탄화 우드세라믹을 수지 재 함침한 후 2차 탄화하여 우드세라믹을 제조하고 그 물성을 조사하 다. 1, 2차 

탄화 우드세라믹 성질 비교에서 탄화온도가 높아질수록 2차 탄화 후 량  도증가율은 감소하 고 탄화온도 

600oC일 때 1차 탄화 시보다 량은 21.7%, 그리고 도는 1차 탄화 시 0.68 g/cm3에서 2차 탄화 시 0.82 g/cm3

로 20.6% 증가하여 최고치를 나타냈다.

  

ABSTRACT

  Repeated impregnation and carbonization processes were performed to prepare high-density 

woodceramics using a sawdust board. The phys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o confirm 

morphological and structural changes of one-time and two-time phenolic resin-treated and 

carbonized woodceramics. As comparing between one-time and two-time carbonized wood-

ceramics, the weight and the density of the two-time carbonized woodceramics decreased with 

an increase of the carbonization temperature. When the carbonization temperature was 600oC, the 

weight increased by 21.7% and density increased by 20.6% from 0.68 g/cm3 to 0.82 g/cm3, respectively, 

as a maximu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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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드세라믹(Woodceramics)은 목재나 목질재료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한 후 진공상태의 고온에서 탄

화하여 만든 새로운 다공질 탄소 재료로서 1995년 

Okabe와 Saito가 개발하여 명명한 이래 다양한 제조

방법과 용도개발에 한 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okkirigawa et al., 1995, 1996, 1996a; Kasai et 

al., 1996; Oh et al., 2000, 2001, 2003).

이러한 우드세라믹의 주원료가 되는 목재는 일반

목재 이외에 폐재의 이용이 가능하고, 생산폐기물인 

목 액은 토양개량제, 방충제 등으로 이미 리 사용

되고 있다. 한 사용 후 우드세라믹은 재 처리하여 

활성탄이나 연료로서 재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

경에 부담이 없고 조화하는 에코메트리얼(Eco-ma-

trial)로서, 원재료의 종류  수지함침율, 탄화온도, 

승온온도 등 제조조건에 따라 물성이 다양하며 특히 

수지함침율과 탄화온도는 우드세라믹의 도에 많은 

향을 끼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Hirose et al., 

2001, 2002; Oh et al., 2000, 2001). 일반 으로 공

업재료는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도 다르기 때문

에 우드세라믹의 강도 강화를 하여 우드세라믹과 

다양한 재료들과의 복합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Xie 등(2002)은 마찰재료로서 우드세라믹의 강도를 

보강하기 하여 Aluminum-Silicon 합 을 MDF로 

제조된 우드세라믹에 침투시켜 다양한 조건에서 마

모, 마찰특성을 검토하 다. Xian 등(2002)도 MDF

로 제조된 우드세라믹에 마그네슘을 용융하여 침투

시켜 혼합물을 만든 다음 강도 특성과 온도에 따른 

마찰 특성을 조사하 다. 한 Xian 등(2002)은 우드

세라믹에 진공상태의 고압에서 용해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 을 주입하여 우드세라믹을 강화시킨 

후 자 미경으로 구조를 찰하고, XRD (X-ray 

diffraction), 휨강도, 압축강도 등을 측정하여 우드

세라믹과 비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드세라믹의 새로운 용도개발을 해

서는 우수한 강도성능을 지닌 우드세라믹 제조기술

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톱밥을 

이용하여 우드세라믹을 제조하고, 탄화 온도별로 이

를 다시 재 함침과 재 탄화 과정을 거쳐 고 도 우드

세라믹 제조방법을 찾기 한 기 실험을 실시하

다. 한 탄화온도에 따른 물성변화를 검토하여 고

도 우드세라믹을 온돌마루 의 하부소재로의 이용하

기 한 생산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2.1.1. 톱밥

톱밥은 낙엽송(Larix kaempferi C.) 제재 시 발생

된 것을 시  제재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보

드 제조 시 시료의 균일함을 유지하기 하여 입자 

크기를 18 mesh 이하로 선별하고 함수율은 6% 이하

로 조 하 다.

2.1.2. 수지

톱밥보드 제조를 하여 분말상 페놀수지(코오롱

유화(주), KNB-100PL)를 사용하 으며, 수지첨가

량은 톱밥 량의 10%( 량비)로 하 다. 세라믹 제

조를 한 함침에는 액상 페놀수지(코오롱유화(주), 

KPD-L777)를 사용하 으며 각 수지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henol-formaldehyde 

resin used in this study

 Resin types
 Items

Powder resin
(Novolak type)

Liquid resin
(Resol type)

 Solid content (%)
 Melting point (oC)
 Specific gravity
 Gelation time (sec.)
 Plate flow (mm)
 Viscosity (cps)

99
80～95
－

80～120
30～35
－

51～53
－

1.06
80～95
－

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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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방법

2.2.1. 보드제조

보드를 제조하기 하여 균일하게 선별된 톱밥과 

분말상 페놀수지를 충분히 혼합하여 열압기의 열

에 있는 스테인 스 정방형 몰드 속에 넣고 시료상

부의 높이를 일정하게 조 한 후 열압 성형하여 26 

× 26 × 1.4 cm의 보드를 제조하 다. 이때 열압온도

는 190°C, 가압압력은 40 ㎏f/cm2 → 30 ㎏f/cm2 → 

20 ㎏f/cm2 (3단 가압), 가압시간 6분 → 5분 → 4분 

(3단 가압시간)으로 열압하여 도 0.6 g/cm3인 보드

를 60매 제조하 다.

2.2.2. 함침 및 1차 탄화 우드세라믹 제조

제조한 보드를 두께 14 mm, 단면의 크기를 12 × 

12 cm의 크기로 재단한 다음 항온항습기(온도: 20 ±

1°C, 습도: 65 ± 5%)에서 조습처리한 후 도를 계

산하 다. 시험조건을 일정하게 하기 하여 도 

±0.02 g/cm3인 시편을 120개 선정하 다.

비된 시편을 액상 페놀수지가 들어있는 함침탱

크에 넣은 후 감압(1기압)과 음 처리(주 수: 28 

KHz, 출력: 564 W)를 20분 동안 병행한 후 다시 상

압에서 20분 동안 방치하는 방법으로 반복횟수를 조

하여 함침율을 60%로 조 하 다. 함침 후 시편을 

24시간 음건 후, 건조기에 넣고 60°C에서 8시간, 

100°C와 135°C에서 각각 10시간씩 건조  경화시켰

다. 시편 건조 후 함침율 60%인 시편을 진공탄화로

(KOVAC KSF-100 고려진공(주))를 이용하여 600°C, 

800°C, 1000°C, 1200°C에서 20개씩 탄화하여 1차 탄

화 우드세라믹을 제조하 다. 이때 승온온도는 4°C/ 

min이었으며, 목표온도에서 2시간 유지한 다음 냉각

시켰다.

2.2.3. 수지 재 함침 및 2차 탄화 우드세라믹 

제조

우드세라믹의 고 도화를 하여 제조된 1차 탄화 

우드세라믹을 액상페놀수지가 들어있는 함침탱크에 

넣은 후 1차 함침과 같은 방법으로 수지 재 함침한 

다음 1차 탄화 우드세라믹 제조 시와 같은 방법으로 

Fig. 1. Shrinkage of woodceramics after first 

carbonization according to the carbon-

ization temperature.

건조, 경화  재 탄화하여 우드세라믹을 제조하 다.

2.2.4. 치수변동, 중량 및 밀도측정

각각의 조건별로 시험편을 10개씩 선정하여 각 단

계별로 제조된 톱밥보드, 1차 탄화 우드세라믹, 2차 

함침 우드세라믹  2차 탄화 우드세라믹에 하여 

조습처리한 후 치수와 량을 측정하여 치수변화  

도를 조사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1차 탄화 우드세라믹의 물리적 성질

수지함침율 60%인 시편을 탄화온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우드세라믹의 길이감소율, 두께감소율  

도변화를 Figs. 1, 2에 나타내었다.

수지함침 보드는 1차 탄화 후 길이와 두께가 감소

하 다. 길이감소율은 탄화온도 600°C일 때 19.3%, 

1000°C일 때 24.4%, 1200°C일 때 24.7%, 두께감소율

은 탄화온도 600°C일 때 26.8%, 1000°C일 때 31.0%, 

1200°C일 때 32.2%로 탄화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

소율도 완만히 증가하여 Hirose (2001)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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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swelling (%)

Thickness
swelling (%)

Increasing rate 
of weight (%)

Increasing rate 
of density (%)

Density
(g/cm3)

CTa

(oC)

600
800
1000
1200

0.51b (0.03)c

0.70 (0.10)
0.41 (0.11)
0.44 (0.07)

1.43 (0.40)
1.09 (0.25)
1.37 (0.37)
2.15 (0.51)

38.65 (3.95)
36.73 (3.57)
35.62 (4.15)
22.25 (3.01)

35.23 (4.11)
31.52 (3.08)
28.05 (3.12)
19.51 (1.78)

0.92 (0.04)
0.96 (0.07)
0.96 (0.05)
0.92 (0.04)

a Carbonization temperature, b Each mean value from 10 replications, c Parenthesis is standard deviation

Table 2. Properties of woodceramics after impregnation with phenol resin

Fig. 2. Density of woodceramics after first 

carbonization according to the carbon-

ization temperature.

와 유사하 으며, 일반 으로 두께감소율이 길이감

소율보다 5～10% 큰 경향과 일치하 다(Okabe et 

al., 1996).

Okabe et al. (1996)은 MDF로 제조된 우드세라믹

의 특성조사에서 탄화온도 400°C일 때 길이감소율은 

8%, 두께감소율은 14%이었으며, 600°C일 때 길이감

소율은 18%, 두께감소율은 26%이었고 1000°C일 때 

길이감소율은 25%, 두께감소율은 27%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600°C 이하의 온 역에서 격한 치수 

수축이나 량감소는 주로 구성성분의 탈리 반응에 

의한 것이며, 1000°C 이하에서의 치수  량의 변

화는 목재와 수지의 탄화에 의해 구조가 변화하 기 

때문이고 탄화온도 1000°C 이상에서는 량감소율

이 완만해지는데 이는 페놀수지의 방향족 다환구조

의 형성과 탄소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 다.

도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화온도 600°C

일 때 0.68 g/cm3, 1000°C일 때 0.7 g/cm3, 1200°C일 

때 0.77 g/cm3로 탄화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

다. 岡部(1996)는 함침율 68.9%인 MDF 함침재로 

탄화온도에 따른 우드 세라믹의 도를 조사하여 

도가 탄화온도 500°C에서 0.70 g/cm3, 800°C에서 

0.85 g/cm3로 증가하다 1000°C에서는 0.80 g/cm3로 

감소하고 탄화온도 2000°C까지는 완만히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탄화온도 1200°C까지 도가 

감소 없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탄

화온도가 높아지면서 길이, 두께 등 치수감소율에 비

하여 상 으로 량감소율이 컸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탄화온도가 높을수록 도는 증가한다

는 이 의 연구결과(Oh et al., 2000; Okabe et al., 

1996, 1996a)와는 같은 경향이었으나 도 값은 약

간 었는데, 이는 함침에 사용했던 원재료의 종류 

 제조과정에서 압력, 온도  수지 첨가량 등의 차

이에 기인된 것으로 단되어 이에 한 확실한 규명

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3.2. 2차 함침 우드세라믹의 물리적 성질

고 도 우드세라믹을 제조하기 하여 1차 탄화하

여 제조된 우드세라믹을 재 함침하여 성질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지 재 함침한 우드세라믹

은 1차 탄화 우드세라믹에 비해 길이, 두께, 량  

도가 증가하 으며 탄화온도에 따른 길이  두께

증가율은 탄화온도 600°C일 때 각각 0.51%, 1.43%, 

1000°C일 때 0.41%, 1.37%, 1200°C일 때 0.44%, 

2.15%로 길이증가율보다 두께증가율이 약간 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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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rinkage of woodceramics after sec-

ond carbonization according to the car-

bonization temperature.

탄화온도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량증가율은 탄

화온도 600°C일 때 38.65%, 1200°C일 때 22.50%로 

탄화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 고, 도증가율

도 탄화온도 600°C일 때 35.23%, 1000°C일 때 

28.05%, 1200°C일 때 19.51%로 탄화온도가 높을수

록 감소하 다. 수지는 우드세라믹 시편의 공극을 통

해 침투하기 때문에 1차 탄화 과정  고온에서 탄화

하여 도가 증가된 우드세라믹 시편일수록 수지함

침율이 감소하 고, 그에 따라서 반 인 량  

도증가율이 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3.3. 2차 탄화 우드세라믹의 물리적 성질

수지 재 함침한 우드세라믹 시편을 1차 탄화 우드

세라믹 제조 시와 같은 온도 조건으로 2차 탄화한 우

드세라믹의 탄화 온도별 길이감소율, 두께감소율, 

량감소율  도변화를 Figs. 3, 4에 나타내었다. 

2차 탄화 우드세라믹 시편은 수지 재 함침 후 2차 탄

화  우드세라믹 시편에 비해 길이  두께가 감소

하 다.

길이감소율은 탄화온도 600°C일 때 1.38%, 1000°C

일 때 0.41%, 1200°C일 때 0.23%로 탄화온도가 높아

질수록 감소율이 었으며, 두께감소율도 탄화온도 

Fig. 4. Density of woodceramics after second 

carbonization according to the carbon-

ization temperature.

600°C일 때 0.71%, 1000°C일 때 0.56%, 1200°C일 때 

0.32%로 탄화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율이 었다. 2

차 탄화 우드세라믹의 길이감소율은 함침보드의 1차 

탄화 우드세라믹 제조시의 탄화온도별 길이감소율 

19.3%, 22.8%, 24.4%, 24.7%와 비교하여 1.38%, 

1.17%, 0.41%, 0.23%로 은 길이감소율을 나타냈

다. 한 두께감소율도 함침보드의 1차 탄화 우드세

라믹 제조시의 탄화온도별 두께감소율 26.8%, 27.1%, 

31%, 32.2%와 비교하여 0.71%, 0.65%, 0.56%, 

0.32%로 은 두께감소율을 나타냈다.

즉, 2차 탄화 우드세라믹의 치수수축은 수지 재 함

침율이나 탄화온도를 달리한 모든 제조 조건의 우드

세라믹에서 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차 탄화 우드

세라믹 제조 시와 비교하여 미약하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2차 탄화에 의한 우드세라믹 도의 일정

함은 앞으로 우드세라믹의 한 용도개발에 있어

서 제조방법의 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s. 5, 6은 수지 재 함침과 재 탄화를 거친 2차 

탄화 우드세라믹과 1차 탄화 우드세라믹의 탄화온도

별 량과 도를 비교하여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2차 탄화 후 우드세라믹의 량  도는 1차 탄

화 우드세라믹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 으며 량증

가율은 탄화온도 600°C일 때 21.7%, 1000°C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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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creasing rate of weight after second 

carbonization according to the carbon-

ization temperature.

13.9%, 1200°C일 때 10.8%로 탄화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 다. 탄화온도가 낮을수록 량증가율

이 높은 이유는 탄화온도가 낮았던 1차 탄화 우드세

라믹일수록 우드세라믹의 도가 낮아 2차 수지 함

침 시 많은 양의 수지가 우드세라믹에 함침되어 2차 

탄화 과정에서 유리질 탄소로 변환되어 량이 증가

된 것으로 단된다. 도증가율은 탄화온도 600°C

일 때 20.6%, 1000°C일 때 10.6%, 1200°C일 때 7.8%

로 탄화온도가 높아질수록 도증가율은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1차 탄화 시 상 으로 낮은 탄

화온도인 600°C에서 제조된 우드세라믹의 도가 

0.68 g/cm3로 낮았기 때문에 2차 함침 시 많은 양의 

수지가 주입되어 2차 탄화 후 도증가율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 도 우드세라믹을 제조하기 

해서는 1차 탄화한 우드세라믹을 재 함침하여 2차 

탄화하는 방법도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 실험에서 3차 함침 후 3차 탄화를 시

도해 보았으나 함침과정에서 수지의 주입이 어려워 

시편이 균열되는 상이 발생하 으며 앞으로 원재

료의 다양화, 함침방법  수지의 선정 등을 고려하

여 고 도 우드세라믹 제조에 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6. Increasing rate of density after second 

carbonization according to the carbon-

ization temperatur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 도 우드세라믹을 제조하기 

한 기  연구로서 탄화온도에 따라 제조된 1차 탄화 

우드세라믹을 수지 재 함침 후 2차 탄화하여 우드세

라믹을 제조하고 그 물리  성질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 탄화 우드세라믹의 경우 탄화온도가 높아

짐에 따라 탄화 후 길이, 두께  도는 증가하 다.

2) 2차 함침 우드세라믹의 경우 탄화온도가 높아

짐에 따라 길이  두께증가율은 일정한 경향이 없었

으며, 도 증가율은 감소하 다.

3) 2차 탄화 우드세라믹의 경우 탄화온도가 높아

짐에 따라 길이  두께감소율은 감소하 고, 도는 

모든 탄화 온도에서 0.82～0.83 g/cm3로 거의 일정하

다.

4) 1, 2차 탄화 우드세라믹의 물리  성질 비교에

서 탄화온도가 높아질수록 2차 탄화 후 량  도

증가율은 감소하 고, 탄화온도 600°C일 때 1차 탄

화 시보다 량은 21.7%, 도는 20.6% 증가하여 최

고치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수지 재 함침 후 탄화방법에 의한 

고 도 우드세라믹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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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함침수지의 선정, 주입재의 다양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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