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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bonization characteristics of Indonesian bamboos were investigated using lab-scale tube furnace, in order 
to find optimum design temperature of a carbonizer for producing bamboo charcoal and vinegar. The bamboo 
samples used in this study are local bamboos from Damyang in Korea, Andong and Petung in Indonesia. 
Correlation of electric resistance, specific surface area and pH of bamboo vinegar with pyrolysis temperature 
has been investigated. Electric resistance of the charcoal increased for higher pyrolysis temperature the specific 
surface area was also increased as carbonization temperature got higher. Charcoal which has specific surface 
area of over 300 m2/g could be produced at 700℃. pH of bamboo vinegar was decreased for highter car-
bonization temperature and vinegar under pH 3 could be produced for all bamboo samples. In this experi-
mental condition, it was found that lower carbonization temperature is better for producing bamboo vinegar 
of high quality, while higher temperature is better for obtaining bamboo charcoal with larg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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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

존의 환경 대용품으로 주로 이용되어져 오던 숯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1,2]. 이와 함께, 원료가 

되는 나무의 벌목으로 인해서 산림의 파괴가 우려됨

에 따라 대체 원료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대나무의 

경우 생장주기가 빠르고 생산된 숯의 품질이 뛰어나

며, 죽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죽초액이 기

존의 목초액에 비해 뛰어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 대나무

를 이용한 숯(죽탄)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죽탄

은 연료보다는 흡착제나 탈취제로서의 사용이 훨씬 

많으며, 전자기파 차폐기로서의 사용 역시 커지고 있

다. 죽초액의 경우에도 농축산용 탈취제 또는 살균

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하여 비누

나 농약과 같은 응용 제품의 생산도 증가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나무를 이용한 

숯 제조 방식은 기존의 참나무 숯 제조 방식인 가마

형의 제조 방식과 현대의 기계식 제조 방식이 있다. 
가마형태의 숯 제조 공정은 벽돌이나 흙으로 가마를 
만들어 원료를 적재하고 점화한 후 숯을 굽는 방식

으로 생산품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인력 및 시

간의 소요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서 기계식 가마의 경우 경유나 LPG 등의 가스 연료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탄화시간이 짧으며, 탄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균일하게 공급되어 생산되어지는 

숯의 품질이 비교적 균일하고 흡착 특성이 우수하

며 죽초액의 경우에도 더 농축되어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계식 탄화

로의 경우 선행되어야할 설계인자에 대한 연구가 전

무하여 죽탄 및 죽초액의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공학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숯의 

품질이 규격화되지 않아, 공정의 운전자가 가지고 있

는 반 경험적인 data를 이용하여 숯을 생산하고 있

거나, 기존의 참나무 숯 제조공정에서 얻어진 노하

우(know-how)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3].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hoy 등[4]은 대나무의 

탄화반응의 특징을 규명하고 생산품의 품질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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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소를 개발하여 생산 공정에 이용될 수 있는 

설계 인자를 도출 하는 연구를 하였고, Ip 등[5]은 폐

기 대나무에서 활성탄은 생산하는 공정 설계와 대

나무 표면적과 탄화와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Demir-
bas 등[6]은 대나무의 열분해 연구를 하였고, Krze-
sinska 등[7]은 바이오매스 가스화 후 생성물 중에 

탄화의 선택도를, Zhang 등[8]은 발전시스템에 목탄

을 사용하였을 때 배기가스의 CO2 감량, Zuo 등[9]
은 촉매가 바이오매스 가스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

한 기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은 대부분 대나무 품종학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

고 있으며, 제조된 죽탄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탄화로의 설계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특히 탄화 온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대나무 숯은 품질 기준으로서 

비표면적, 전기저항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대나무 

숯의 흡착제 및 전자기파 차폐기로서의 성능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목초액이나 죽초액의 물

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산도가 가장 핵심적인 인자이

며, pH가 3.5 이하의 것이 유용한 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탄화온도에 

따른 죽초액의 물성(산도)을 측정하여 그 특성을 파

악하였다.

2. 이 론

Fig. 1에 셀룰로오스의 탄화반응 메커니즘을 나타

내었다. 대나무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

닌, 수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열분해 양상을 살

펴보면 이들 물질의 순차적인 분해 반응 기구를 따

르고 있다. 초기에 함유된 수분의 증발이 일어나고 

이후 비교적 저분자량의 휘발성분의 증발이 시작된

다. 좀더 높은 온도 영역에서 헤미셀룰로오스가 분

해를 하면서 다양한 탄화수소류와 방향족 화합물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약 300℃부터 셀룰로오스가 분

해를 시작하면서 tar가 생성되어지는데 저 비점의 

tar는 가스 상의 분해물과 함께 목질에서 이탈하며, 
이와 동시에 고 비점의 tar는 목질 외부에 남아 있

게 된다. 약 400℃ 이상에서 리그닌의 분해가 일어

나면서 고 비점의 tar 생성이 최대에 이르게 되며 생

성된 tar는 그 온도 이상의 영역에서 분해되어 char
와 가스 상의 기체가 된다. 잔류하는 목질은 이러한 
분해 양상에서 초기 수분과 저 비점의 성분의 증발

과정에서 기공이 형성되어지고, 이후 탄소와 결합된 
H, O, N, S 류가 분해되면서 탄소의 비율이 증가한

다. 화학 구조적 결합양상은 초기 셀룰로오스의 구

조에서 결합된 원자의 해리에 따라 -C=C-C=C-의 결

합 형태로 되고 보다 안정화된 고리화로의 전이 과

Fig. 1. Pyrolysis mechanism of cellulose[9].

정을 거치면서 탄화하게 된다[9]. 이러한 탄화로 생

성되어진 char는 구조적으로 흑연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데, 대표적인 특징으로 탄화의 진행도가 높을

수록 전기전도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3. 실험 장치 및 조건

대상 대나무는 전남 담양에서 생산되는 대나무

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두 종류의 대나무를 이

용하였다. 원소분석은 C, H, N, S의 경우 Elemental 
Analyzer(Elementar co., Vario D 3)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O는 Oxygen Analyzer(CE instrument co., 
EA 1108)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분, 휘발분, 고정탄

소, 회분의 분석을 위해서 ASTM D 3172(Standard 
Practice for Proximate Analysis of Coal and Coke)와 

KS E 3804, 3705(천연흑연의 공업분석법)에 의해서 

분석하였다[10]. 탄화숯을 온도대별로 제조하기 위

해서 Fig. 2와 같은 배치형 tube furnace 장치를 자체 
제작하여 탄화숯의 특성과 죽초액의 특성을 파악하

였다. Tube furnace 내에는 무산소 열분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질소를 주입하였고, 각각 100 g의 대나

무를 대나무 종별 탄화온도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 설정온도 600, 700, 800 및 900℃로 탄화

하였다. 대나무 샘플로는 국내산 담양 대나무, 인도

네시아산으로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Andong, Petung 
대나무를 이용하였다. 탄화는 1시간 동안 이루어졌

으며, 여기에서 남은 시료가 대나무 숯이라고 할 수 
있다. 비표면적은 Mesopore Physisorption Analyzer/ 
bet & pore analyzer(micromeritics co., ASAP202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95.737℃의 batch하에서 질

소의 흡착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비표면적의 계산은 

BET(Brunauer-Emmett-Teller)식과 Langmuir 등온 흡

착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비표면적은 식 (1)에 

의해서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S는 비 표면적을 

Vm은 단분자층이 가지는 부피를 Vmolal은 1 gmol의 

흡착질이 차지하는 표준상태 부피를 N0는 Avoga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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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ictures of bamboo samples.

수를 뜻하며, α는 한 분자가 표면을 차지하는 면적

을 뜻한다. Langmuir 식은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PA/V를 y축으로 PA를 x축으로 할 경우 기울

기로부터 Vm을 구하여 식 (1)로부터 비표면적을 계

산할 수 있다. B.E.T식은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

며, X/V(1-X)를 y축으로 X를 x축으로 하여 기울기

와 y축 절편으로부터 Vm을 구하여 식 (1)에 의해서 

비표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V는 흡착부피를 
X는 P/P0를 나타내고, C는 B.E.T식의 상수를 각각 

나타낸다. 상수 C = exp[(E1-EL)/RT]로서 여기서, E1은 
heat of adsorption for the first layer이고 EL은 heat 
of adsorption for the second layer이다.

S  Vmolal
Vm ×N

× (1)

V
PA
 VmK


 Vm
PA (2)

VX 
X

CVm
XCX

 CVm

CVm
CX (3)

죽초액의 경우 탄화온도에 따른 죽초액의 물성

(산도)을 측정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적
용시료로 국내산 담양 대나무, 인도네시아산, Andong, 
petung 대나무 100 g을 정량하고 탄화를 수행하여 

나오는 가스상이 응축기를 통과하면 가스상 내 액상

성분이 응축되어 죽초액이 수집된다. 이 죽초액의

Fig. 2. Experimental apparatus.

물성을 pH meter(Eutech Instruments, pH 510)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죽초액의 성분은 GC/MS 
(Agilent technologies, HP 6890 series GC system 
G1530)에 HP-1 캐필러리 컬럼을 사용하였고, 캐리

어 가스로는 헬륨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측정방

법은 시료 투입 후 100℃에서 5분간 유지 후 10℃/ 
min으로 250℃까지 승온 후 그 상태로 10분간 유지 

하여 총 30분 동안 샘플을 측정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원소분석 및 공업분석 결과

Fig. 3에는 국내산 대나무와 인도네시아산 Andong 
및 Petung 산 대나무 사진을 나타내었다. 국내산 대

나무의 경우 인도네시아산 대나무에 비해 목질이 얇

고 두께 역시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

나무가 자란 기후에 의해 발생한 차이이다. 일반적

으로 추운 지방의 대나무는 국내산 대나무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열대 지방의 대

나무는 Fig. 3과 같이 목질이 두꺼운 특성을 보인다.
Table 1에는 대나무 종별 공업분석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산 대나무는 국

내산 대나무에 비해 수분 함량이 훨씬 많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나무의 목질을 관찰한 결과와 

기후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결과이다. 건조 기준

으로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산 대나무는 국내산 대

나무에 비해 회 성분이 많은 대신 고정 탄소 성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휘발분의 경우에는 국

내산 대나무의 경우가 인도네시아산 대나무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죽탄의 경우 인도네시

아산 대나무가, 죽초액의 경우 국내산 대나무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Table 2에는 세 종류 대나무 샘플의 원소 분석 결

과 및 Dulong 식에 의해서 구한 발열량 값을 나타내

었다. 계산 결과 국내산 담양 대나무가 3,500 kcal/ 
kg 이상의 높은 발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분함량이 낮은 Andong 대나무가 2,885 kcal/kg으
로 나타났고, Petung 대나무의 경우 수분함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발열량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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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the proximate analysis for 3 bamboo 
samples

Weight%
Andong 
Bamboo

Petung 
Bamboo

Dam Yang 
Bamboo

Wet Dry Wet Dry Wet Dry
Moisture 16.1 - 21.8 - 8.5 -
Volatile 69.2 82.5 62.2 79.5 78.9 86.2

Ash 3.6 4.2 3.8 4.9 2.7 3.0
Fixed C 11.1 13.3 12.2 15.6 9.9 10.8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2. Results of the ultimate analysis for 3 bamboo 
samples

Weight %
Andong 
Bamboo

Petung 
Bamboo

DamYang 
Bamboo

Wet Dry Wet Dry Wet Dry
C 44.2 52.7 38.7 52.1 42.3 46.2
H 4.5 5.4 4.2 5.1 5.7 6.2
O 31.1 37.1 31.1 37.7 40.4 44.2
N 0.3 0.4 0.3 0.4 0.2 0.2
S 0.2 0.2 0.1 0.1 0.2 0.2

Total 80.3 95.8 74.4 95.4 88.8 97
HHV(kcal/kg) 2885 2848 3563
LHV(kcal/kg) 2548 2482 3207

4.2. 탄화온도에 따른 숯의 전기적 특성 변화

Fig. 4는 탄화시간에 따른 숯의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탄

화시간이 증가할수록 숯의 전기저항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목질계 바이

오매스의 열화 반응 잔류물의 특징으로서 탄화반응

의 결과, 전기전도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600℃에서 숯의 전기저항치가 측정되기 

시작하였는데 30분경과 시 숯의 전기저항은 약 440 
kΩ의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항치가 급격히 감소하다 4시간 경과 시 저항 
값이 0.12 kΩ으로 측정되었다. 700℃에서 탄화한 숯

의 경우 탄화시간 30분 경과 시 99 kΩ의 값을 나타

내었고 탄화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항이 급격하게 

감소하다 0.04 kΩ으로 나타났다. 800, 900℃에서의 

전기저항변화를 조사한 결과 30분 경과 시 각각 4.9 
kΩ, 0.15 kΩ으로 나타났고, 2시간 경과 시 각각 0.215 
kΩ, 0.0094 kΩ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관측할 수 없었다. 이는 그 온도 영

역에서의 탄화가 약 2시간의 경과에서 완료되어 

전기적인 특성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진다.

Fig. 4. Pyrolysis time vs electric resistance.

대나무 종별 탄화 1시간 경과 시 탄화온도에 따

른 전기적인 특성변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Petung 
대나무의 경우 600℃에서 탄화시켰을 경우 전기저항

이 142 kΩ의 값을 나타냈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 저항이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900℃에서 0.016 kΩ
의 값을 나타냈다. Andong 대나무의 경우 600℃에

서 탄화시켰을 경우 전기저항이 120 kΩ으로 나타

났으며, 900℃에서 탄화시켰을 경우 0.014 kΩ으로 

나타났고, 국내산 담양 대나무의 경우 600℃에서 탄

화시켰을 경우 전기저항이 62.5 kΩ으로 나타났으며, 
900℃에서 탄화시켰을 경우 0.012 kΩ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초기 수분 함량이 높은 Petung 대나무

의 저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분의 함량

이 적은 국내산 대나무의 저항이 비교적 낮게 나타

나고 있다. 탄화온도가 증가할수록 숯의 전기저항

의 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900℃ 이상의 온도에서는 
전기적인 특성이 거의 유사할 것으로 고려되어진

다. 대나무 등의 바이오매스는 열분해 과정에서 초

기 함유된 수분과 리그닌, 셀룰로오스 등의 함량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탄화온도가 증가할수

록, 탄화의 진행도가 증가하게 되어 전기적 전도체

로서의 물성을 가지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

진다. 탄화반응의 경우 초기 C와 결합되어 있는 O, 
N, S 등이 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C의 함량이 높아

지게 되며, 해리과정에서의 잔류한 C는 탄소간의 

결합 형태가 -C=C-C=C-의 공액 이중 결합에서 분

자내 고리화 전이반응으로 인해서 방향족 환의 고분

자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탄화과정

을 흑연화 라고 한다. 이러한 흑연화의 결과 흑연

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게 되어 전자의 이동이 자유

로운 전도체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사료되

어 진다[9]. 다음 Fig. 5는 탄화되면서 표면화학구조

가 해리되는 반응이고 Fig. 6은 흑연화 되어 전기전

도의 특성을 표현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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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탄화온도 상승에 다른 표면 화학구조의 변화.

Fig. 6. 흑연의 전기전도 특성.

Fig. 7. Pyrolysis temperature(℃) vs ln Ω.

4.3. 탄화온도에 따른 숯의 비표면적 변화

수분함량과 비표면적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

하여 Andong, Petung 대나무와 담양 대나무를 700℃
에서 1시간 탄화하여 숯의 비표면적을 BET, Lang-
muir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Petung 
대나무의 비표면적은 BET, Langmuir법 각각 321.80 
m2/g, 441.69 m2/g로 나타났으며, Andong 대나무의 

경우 125.61 m2/g, 164.91 m2/g, 국내산 담양 대나무

의 경우 270.13 m2/g, 412.30 m2/g로 나타났다. 전체

적으로 초기 수분함량이 높은 Petung 대나무가 가

장 비표면적이 넓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Andong 대나무의 경우 국내산 대나무에 비해서 초

기 수분함량이 높음에도 비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

아 초기 수분함량과 숯의 비표면적간의 관계성은 낮

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분함량

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목질의 수분이 증발하였을 

때 다공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넓게 나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초기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숯의 비표면적은 높게 나타나

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가 필요하

리라 판단된다. 또한 탄화온도와 숯의 비표면적간

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탄화온도에 따른 

비표면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그 결

과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각 결과를 이용하여 비

표면적과 탄화온도의 상관관계를 Fig. 9에 나타내었

다. Andong 대나무를 살펴보면 탄화온도 400℃에

서의 BET법과 Lanmuir법에 의한 비표면적은 각각 

0.56 m2/g, 0.69 m2/g이였으며 500℃에서는 5 m2/g, 
6.45 m2/g으로 나타났고, 700℃에서는 125.6 m2/g, 
164.9 m2/g이였다. 탄화온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한 비

표면적의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400～
500℃의 열분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리그닌의 

분해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온도 영역으로서 저온구

간에서 tar가 숯의 표면에 잔류한 상태로 남아 있어 

세공을 막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이는 Fig. 10의 
주사 전자 현미경(SEM)으로 찍은 대나무 숯의 조

직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진

을 보면 400℃의 경우 700℃와는 달리 세공 주위로 

많은 이물질이 보인다. 실제 육안으로도 tar와 유사

한 성분이 숯의 표면에 잔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00℃에서는 생성된 tar가 휘발되거나 분

(a) Langmuir method

(b) B.E.T method
Fig. 8. Surface areas of bamboo charc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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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odng 대나무 죽초액 GC/MS 분석결과

(b) Petung 대나무 죽초액 GC/MS 분석결과

Fig. 9. Andong Charcoal surface area vs pyrolysis 
temperature.

해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세공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육안으로도 숯의 표면에 잔류

물이 확연히 제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4. 탄화온도에 따른 죽초액의 pH 변화

죽초액은 GC/MS를 이용하여 정량/정성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Fig. 11과 같다. 분석결과 Acetic 
acid, Cycloheptasiloxane, tetradecamethy, Phonol, 2- 
methyl, 1-Propanol, phenol등 70여종의 물질이 검출

Fig. 10. SEM Images of the bamboo charcoals(An-
dong) at 400℃ (a) and 700℃(b).

되었다. 대나무의 탄화온도에 따른 죽초액의 pH 변
화를 조사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Petung 대나무

의 경우 탄화온도 400～700℃로 증가함에 따라 pH 
값은 2.53～2.97로 증가하였으며, Andong 대나무의 

경우 탄화온도 400～700℃로 증가함에 따라 pH 값
은 2.58～3.05로 증가하였고, 국내산 담양 대나무의 

경우 2.38～2.74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탄화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pH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분함량이 비교적 높은 Petung, Andong 대
나무가 비교적 높은 pH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초

기 수분 함량이 높을 경우 발생 가스 중 수분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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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담양 대나무 죽초액 GC/MS 분석결과

(d) 시간 별 GC/MS 분석 결과

Fig. 11. GC/M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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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yrolysis temperature vs vinegar pH.

이 높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응축 생성물인 죽초액 중

의 산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나타난 현상

으로 이해될 수 있다. 탄화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pH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GC/MS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생성가스중의 산성물질인 -COOH 등의 물

질이 열분해 되면서 CO, CO2, H2O의 형태로 분해되

고 이러한 분해양상은 탄화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게 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5. 결 론

대나무 숯의 제조를 위한 탄화로의 설계인자 및 

운전 인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탄화온도와 숯의 전기

저항, 비표면적간의 관계와 죽초액의 pH와 탄화온

도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1) 전자기 차폐용으로 숯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도체로서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기저항기를 이용하여 

숯의 전기저항을 측정하고 숯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탄화로의 운전온도 및 탄

화시간과의 전기저항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관

계식을 도출하였으며, 탄화로의 최소 운전 온도는 

600℃이였고, 이 이하에서는 전도체로서의 특성을 

관측할 수 없었다.
2) 목표로 하는 비표면적 300 m2/g을 확보하려면 

700℃ 이상의 높은 탄화온도가 확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pH 3의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탄화온도와 죽

초액의 품질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600℃ 이하의 낮은 탄화온도로 운전되어야 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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