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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억새 파티클보드로 제조된 세라믹의 특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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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Ceramics from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Particle Boa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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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거대억새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거대억새 파티클로 보드를 제조한 후 수지함침율 50%일 때 탄화온도 600∼

1,200°C별로, 탄화온도 800°C일 때 수지함침율 30∼60%별로 탄화하여 세라믹을 제조한 후 물성을 조사하였다. 탄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화 후 밀도, 두께감소율, 길이감소율 및 중량감소율도 증가하였다. 수지함침율이 증가함에 따

라 탄화 후 밀도, 길이감소율 및 중량 감소율은 증가하였으나 두께감소율은 감소하였다. 

ABSTRACT

For new use development of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which investigated properties of ceramics made

from different carbonization temperature (600∼1,200°C) and percentage of resin impregnation(30∼60%) using a min-
canthus board. As the carbonization temperature increased, the density, thickness shrinkage, linear shrinkage, weight 

loss were increased. As the percentage of resin impregnation increased, the density, linear shrinkage and weight loss 

were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ickness shrinkage decreased.

Keywords :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density, thickness shrinkage, linear shrinkage,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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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용자원의 고갈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탄

소 녹색 성장에 부응하는 목질 및 비 목질재료의 

유효 활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바이오에너지 국산화를 위해 전국

에서 야생억새를 수집해 억새 품종을 개발하고 대량 

재배할 계획이다. 그 결과 2009년에는 거대억새 1호

와 2011년에는 우람 등 우수 품종을 개발하였고, 억

새의 대규모 식재를 위해 2009년에 삼목법 개발과 

지하경이용 대량 증식방법 등 재배기술을 개발해 대

량증식에 성공하였다(Newswire 2012).

거대억새는 15년 정도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키가 4 m에 이르고, 1 ha에서 30 ton가량 생산되는 

식물로 바이오 에너지상용화 성공을 좌우하는 주

요자원이며, 농업문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가

능성이 무한하다(The Farmer Newspaper 2012. 4. 

4). 또한 억새는 리그노 셀룰로오스계 재료(ligno-

cellulosic materials)로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 

CO2를 흡수하고 O2를 방출하며, 이를 각종 건축용 

재료 등으로 제조하여 활용할 경우 탄소저장창고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억새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는 리그노 

셀루로스계 재료로 높은 다공성 저비중 재료이며, 

목재와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자원의 이용과 

순환의 측면에서 21C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

는 매우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한 액상페놀수지를 이용하여 제조된 억새보드가 

분말상 페놀수지로 제조된 보드보다 휨강도는 비

슷하였으나 박리강도는 우수하였다(Oh et al. 
2012).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에 거대억새의 유

효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Kim 

et al. 2012; Oh et al. 2012; Park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억새 파티클로 보드

를 제조한 다음 수지를 함침하여 탄화하는 과정으

로 세라믹화 하여 거대억새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재료로써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그 기초 물

성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2.1.1 거대억새

보드제조에 사용된 거대억새는 전남 무안 소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

터’로부터 분양받아 시료를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

쇄 하였으며, 보드 제조 시 시료의 균일함을 위하

여 입자의 크기를 10∼20 mesh로 선별하고 함수

율은 7% 이하로 조절하였다. 

2.1.2 수지

거대억새 보드 제조를 위하여 분말상 페놀수지

(코오롱유화(주), KNB-100PL)를 함침을 위해서는 

액상 페놀수지(코오롱유화(주), KPD-L777)을 사용

하였으며, 각 수지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보드제조

보드를 제조하기 위하여 균일하게 선별된 거대억

새 파티클에 분말상 페놀수지를 충분히 혼합한 후 

열압기의 열판 위에 있는 스테인레스 정방형 몰드 

속에 넣고 시료상부의 높이를 일정하게 조절한 후 

열압 성형하여 260 × 260 × 14 mm의 보드를 제조

하였다. 보드 제조 조건은 밀도를 0.6 g/cm3로 고정

하고 접착제 첨가량을 10%로 고정하여 보드를 제조

하였다. 이때 열압온도는 190°C, 가압압력은 40 

kgf/cm2 → 30 kgf/cm2 → 20 kgf/cm2 (3단가압), 가

압시간 3분 → 2분 → 1분(3단 가압시간)으로 하였

다. 열압과정에서 보드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

여 스톱버(stop bar)를 사용하였으며, 열에 의한 보드

의 상⋅하면과 열판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프

론 판을 사용하였다. 

2.3 함침 및 세라믹 제조

거대억새 보드를 120 × 120 × 14 mm 크기로 절

단한 다음 액상 페놀수지(코오롱유화(주), KPD- 

L777)가 들어있는 감압 함침장치에 넣고 1기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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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n types
Items Powder resin (Novolak type) Liquid resin (Resol type)

Solid content (%) 99 51-53

Melting point (°C) 80∼95

Specific gravity - 1.06

Gelation time (sec.) 80∼120 80-95

Plate flow (mm) 30∼35

Viscosity (cps) - 45-65

Table 1. Characteristics of phenol-formaldehyde resin for the test

함침율을 30∼60%로 조절하여 함침하였다. 함침 후 

시료를 건조기에 넣고 60°C에서 10시간 100°C와 

135°C에서 각각 8시간씩 건조 및 경화시켰다. 건조

한 다음 진공탄화로(KOVAC KSF-200V, 고려진공

(주))를 이용하여 함침율 30 ± 2%, 40 ± 2%, 50 ± 

2%, 60 ± 2%별로 800°C에서 탄화하였으며, 함침율 

50% ± 2인 시편은 탄화온도 600, 800, 1000, 1200°C

에서 탄화하여 세라믹을 제조하였다. 이때 승온온도

는 4°C/min였으며, 목표온도에서 2시간 유지한 다음 

냉각시켰다. 

2.4 수지함침율 및 물성 측정

함침보드의 수지함침율은 거대억새보드의 전건

중량에 대하여 주입된 수지량을 백분율로 계산하

였으며, 탄화 전 거대억새 함침보드와 탄화 후 세

라믹을 조습처리한 후 치수와 중량을 측정하여 탄

화온도와 수지함침율에 따른 치수변화, 중량변화 

및 밀도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중량 및 밀도 변화

Figs. 1, 2는 거대억새로 제조된 보드의 수지함침 

후와 탄화하여 세라믹을 만든 후 무게를 측정하여 

중량 감소율을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탄화온도

에 따른 중량감소율은 Fig. 1과 같이 전체적으로 

55% 이상이었으며, 탄화온도 600°C일 때 56.8%, 

1,200°C일 때 61.3%로 탄화온도가 높을수록 중량감

소율은 증가하였다. Oh and Byeon(2002)은 MDF로 

제조된 우드세라믹의 탄화온도별 물성조사에서 탄화

온도 500°C일 때 중량감소율은 59.9%, 1000℃일 때

는 65.3%로 증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Oh et 
al.(2005)도 톱밥과 왕겨로 제조된 물성에서 수지함

침율이 50%일 때 탄화온도 600℃의 중량 감소율은 

52.0%, 1200℃에서는 56.7%로 탄화온도가 증가할수

록 중량감소율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탄화과정

에서 탄소화에 의한 구조변화로 인하여 중량의 변화

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Okabe 1996).

탄화온도 800°C에서 수지함침율별 중량감소율 변

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수지함침율 30 ± 

2%일 때 58.2%, 60 ± 2%일 때 63.5%로 수지함침율

이 높을수록 탄화 후 중량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Figs. 3. 4는 거대억새로 제조된 세라믹의 탄화 전, 

후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지함침율이 50 

± 2%로 일정할 때 탄화온도에 따른 밀도는 Fig. 3과 

같이 탄화온도 600°C일 때 0.52 g/cm3, 1,000°C일 때 

0.60 g/cm3, 1,200°C일 때 0.62 g/cm3로 탄화온도가 

높을수록 밀도도 증가하였다. 

Okabe(1996)는 수지함침율 68.9%인 MDF의 탄화

온도에 따른 밀도조사에서 탄화온도 500°C일 때 

0.70 g/cm3, 800°C에서 0.85 g/cm3로 증가하다가 

1000°C에서는 0.80 g/cm3로 감소한다고 하였고, Oh 

and Piao(2004)은 소나무 간벌재로 제조된 우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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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carbonization temper-
ature and weight loss of ceramic. (resin impregnation 
50 ± 2%)

Fig. 2. Relationship between resin impregnation ratio 
and weight loss of ceramic. (carbonization temper-
ature 800°C)

Fig. 3. Relationship between carbonization temper-
ature and density of ceramic. (resin impregnation 50
± 2%)

Fig. 4. Relationship between resin impregnation ratio 
and density of ceramic. (carbonization temperature 
800°C)

라믹의 밀도는 탄화온도 600°C일 때 0.75 g/cm3, 

1000℃에서는 0.83 g/cm3로 증가하다가 1200°C 이

후에는 탄화온도가 높을수록 길이, 두께 등의 치수

감소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량감소율이 컸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탄화온도 800°C에서 수지함침율별 밀도변화는 Fig 

4와 같이 수지함침율 30 ± 2%일 때 0.52 g/cm3, 50 ± 

2%일 때 0.57 g/cm3, 60 ± 2%일 때 0.60 g/cm3로 수

지함침율이 증가할수록 탄화 후 밀도도 증가하였다. 

수지함침율이 높을수록 세포 속에 들어있는 많은 양

의 수지가 탄화과정에서 유리질 탄소(glassy carbon)

로 변환하여 세포벽을 강화시켜 밀도가 증가된 것으

로 판단된다(Okabe and Saito 1995a, 1995b).

Oh and Piao(2004)은 소나무로 제조된 우드세라

믹의 밀도는 수지함침율 40%일 때 0.76 g/cm3, 

80%일 때 0.83 g/cm3로, Oh et al.(2005)은 톱밥⋅
왕겨 혼합세라믹의 밀도는 수지함침율 40%일 때 

0.725 g/cm3, 70%일 때 0.84 g/cm3로 수지함침율이 

높을수록 탄화 후 밀도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

러나 탄화 후 밀도값에 있어서 본 연구의 밀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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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resin impregnation ratio 
and liner shrinkage of ceramic. (carbonization tem-
perature 800°C)

Fig. 5. Relationship between carbonization temper-
ature and liner shrinkage of ceramic. (resin im-
pregnation 50 ± 2%)

이 작았는데, 이는 원재료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

로 판단되어 거대억새의 성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치수변화

Figs. 5, 6은 거대억새로 제조된 보드의 수지함침 

후와 탄화하여 세라믹을 만든 후 길이를 측정하여 

길이감소율을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탄화온도에 따

른 길이 감소율은 Fig. 5와 같이 탄화온도 600°C일 

때 14.7%, 1,200°C일 때 20.7%로 탄화온도가 높을수

록 길이감소율은 증가하였다. Oh and Byeon(2002)은 

MDF로 제조된 우드세라믹의 탄화온도별 물성조사

에서 길이감소율은 탄화온도 500°C일 때 19.4%에서 

1000°C일 때 22.5%로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Oh et al.(2005)도 톱밥과 왕겨로 제조된 혼합세라믹

의 길이감소율은 탄화온도 600°C일 때 17.5%, 

1,200°C 일 때 20.8%로 탄화온도가 증가할수록 길이

감소율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수지 함침율에 따른 길이 감소율은 Fig. 6과 같이 

수지함침율 30 ± 2%일 때 17.5%, 60 ± 2%일 때 

19.3%로 수지함침율이 증가할수록 완만히 증가하였

다. Oh et al.(2005)의 톱밥과 왕겨 혼합세라믹의 수

지 함침율에 따른 길이감소율 측정 결과와 같은 경

향이었으나, Oh et al.(2000b)은 일본 아오모리 산 

Hiba wood로 우드세라믹을 만든 후 측정한 길이 감

소율 측정에서, Oh and Piao(2004)은 간벌재로 제조

된 우드세라믹의 수지함침율에 따른 길이 감소율 측

정에서 수지함침율의 증가에 따라 길이감소율이 완

만히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측

정값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여 원재료의 물성차이

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s. 7, 8은 거대 억새보드로 제조된 세라믹의 

두께감소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수지함침율 50 ± 

2%일 때 탄화온도별 두께 감소율은 Fig. 7에서 보

는바와 같이 탄화온도 600°C일 때 22.3%, 1200°C

일 때 27.5 %로 탄화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 

증가하였다. Oh and Byeon(2002)은 MDF로 제조된 

우드세라믹의 두께감소율은 탄화온도가 500°C에

서 1000°C로 증가함에 따라 두께감소율이  26.3%

에서 31.6%로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Oh and 

Piao(2004)이 간벌재로 제조된 우드세라믹의 탄화

온도별 두께감소율 측정과, Oh et al.(2005)이 톱밥

과 왕겨로 제조된 혼합세라믹의 두께감소율은 탄

화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

하였다. 

수지함침율에 따른 두께감소율은 Fig. 8과 같이 

수지함침율 30 ± 2%일 때 30.7%, 60 ± 2%일 때 

24.5%로 수지함침율이 증가할수록 탄화 후 두께

감소율은 감소하였다. Oh and Piao(2004)이 간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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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between resin impregnation ratio 
and thickness shrinkage of ceramic. (carbonization 
temperature 800°C)

Fig. 7. Relationship between carbonization temper-
ature and thickness shrinkage of ceramic. (resin im-
pregnation 50 ± 2%)

로 제조된 우드세라믹의 수지함침율별 두께감소율 

측정 결과 수지함침율 40%일 때 29.9∼31.2%, 80%

일 때 27.8∼28.4%로 완만히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Oh et al.(2005)도 톱밥⋅왕겨 혼합세라믹의 두께감

소율도 함침율 40%일 때 26.3%에서 70%일 때 23.9

로 약간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자들

(Oh et al. 2000a, 2000b)의 연구결과와 같이 치수 및 

중량감소율은 수지함침율이 증가할수록 낮았으며, 

탄화온도가 증가할수록 완만히 증가하고 두께감소율

이 길이감소율보다 컸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거대억새를 세라믹화한 물성이 

일반 목질재료를 세라믹화한 물성과 비슷한 특성

을 지니고 있어 온돌마루판의 하부소재, 실내건축 

내장재 등 세라믹의 새로운 용도개발을 위한 연구

에 충분히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거대억새 파티클로 보드를 제조한 후 탄화하여 

세라믹을 제조한 후 탄화온도 및 수지함침율별로 

물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탄화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화 후 밀도, 두께

감소율, 길이감소율 및 중량 감소율도 증가하였다. 

2) 수지함침율이 증가함에 따라 탄화 후 밀도, 

길이감소율 및 중량감소율은 증가하였으나 두께

감소율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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