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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ticulated carbon foam have been used for their excellent properties in terms of thermal management which is getting important
in industrial field currently. In this study, we measur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reticulated carbon foam which is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 from the prepared low-density phenol foam. Simultaneously, we observe microstructures with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microscope and measure the residual oxygen content of carbon foams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arent
change of properties such as weight loss and linear shrinkage during heat treatment. In conclusion, the carbon foam heat-treated at
1400

o
C shows the highest strength, and the mechanical behavior is believed to be strongly related to the creation of nano-size graphite

crystals from the amorphous carbon during heat treatment. On the other hand, it is turned out that the weight loss occurred at the
temperature under 1400

o
C comes from the elimination of oxygen in the form of CO2 or CO, but no evidence is found on weight loss

mechanism at the temperature above 14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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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폼은 1960년대 후반에 망상형 비정질 탄소(reticulated

vitreous carbon, RVC)의 형태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열경화성 수지를 간단한 열처리를 통해 탄화시키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1)

 이후 몇 십년동안 전극(electrode)에서부

터 2500
o
C의 고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절연판(insulating

liner)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탄소폼의 사용을 고려해 왔

으며, 실제로 금속 및 세라믹 폼을 위한 템플릿으로 산업

현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다른 전구체를 사용하거나 공정 조건을 변

화시켜, 물성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탄소폼을 만드는 연

구를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2-10)

 이처럼 응용 분야를 다각

화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역시 탄소폼의

주된 사용처는 단열재영역이었다. 1990년대 초, 메조상에

서 파생된 탄소폼이 연구되었는데, 이 재료는 그 당시 사

용된 고가의 3차원 탄소 섬유 직물과 벌집 모양의 재료

를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1-13)

 동시에 CVD법을 통해

열분해한 흑연상을 망상형 비정질 탄소(RVC)에 증착시켜

서, 고탄성 골격을 갖는 3차원 탄소 구조물을 만드는 연

구도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탄소폼 연구의 방

향은 저가의 원료나 공정을 개발하여, 단열 효과가 우수

한 망상구조의 탄소폼을 제조하고, 그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CVD법이나 반응법으로 탄화규소로 변환시

키는 것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탄소폼 단열

재를 개발하는데 있어, 페놀폼(foam) 형태의 고분자 재료

를 초기 물질로 이용하여, 탄소폼의 물성을 더욱 향상시

킬수 있도록 핵심 공정 변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3차원 망상구조를 가지고 있는 페놀 수지의 열처리를

통한 탄화 및 흑연화 거동을 여러 분석을 통해 조사하고,

이 거동과 기계적 물성을 연결시켜, 우수한 물성을 지닌

탄소폼 제조기술 최적화에 필요한 핵심 공정 변수 도출

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가열 교반된 페놀 용액(DEAJUNG: Phenol, 99%(E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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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SAMCHUN: Formaldehyde solution, 35%)

와 염기성 촉매(SAMCHUN: Sodium hydroxide, bead, >98%)

0.5-10%를 투입하여, 페놀 수지를 제조하였다. 합성된 페

놀 수지는 온도가 20-40
o
C가 되었을 때, 염산을 가하여

pH가 5-7로 조절했고, 이렇게 제조된 페놀 수지에 계면

활성제((주)동남합성: M-NP1012)와 발포제(Aldrich: cyclo-

pentane)를 첨가한 후 가열 교반했다. 이후 산성경화제

(Aldrich: p-Toluenesulfonic acid monohydrate, PTSA)를

첨가하면, 발포하여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때 페

놀 수지를 성형 몰드에 투입하고, 숙성 시켜 청록색의 소

프트 타입 페놀폼을 얻었다. 페놀폼은 50×50×80 mm
3
 크

기의 직육면체 형태로 가공한 후, 흑연 도가니에 넣고, 흑

연 진공로(10
−2

 torr 이하)에서 열처리 하였다. 준비된 시

편의 열처리는 각각 800, 1100, 1400, 1700, 1900
o
C에서 1 h

진행하였다. 승온 속도는 10
o
C/min 였으며, 냉각은 최고

온도에서 상온까지 자연 로냉을 했으며, 대기 중 산소와

의 불필요한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편이 완전히 식

은 후 로에서 꺼내 보관하였다. 시편은 열처리 전후의 선

형 수축율을 알기 위해,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직육

면체 모양의 시편의 최장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무게

변화를 알기 위해, 유효숫자 4자리의 전자저울을 이용하

여, 열처리 전후의 무게를 정밀 측정하였다. 열처리 후 무

게는 대기의 수분 흡수로 인한 무게 증가를 고려해, 로에

서 꺼낸 후, 바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기계적 물성은 3점 꺾임 강도로 평가하였다. 시편의 기

계적 강도 값이 낮은 것을 고려해 5 kgf 용량의 로드셀을

장착한 만능시험기로 진행하였다. 꺾임 강도 측정을 위해

7×7×70 mm
3
의 막대 형태로, 실험 조건 당 5개의 시편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3점 꺽임 강도용 하

부지그의 span은 30 mm로 고정하였다.

시편은 밀도가 낮아, 잘 부서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SEM(JSM-6071F, Jeol, Japan) 이미지를 얻기 위해 미세연

마를 하지 않고, 바로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특정 열처리

온도에서 흑연의 나노 결정 생성 여부를 알기위해 투과

전자현미경(Tecnai F30, FEI, Netherlands)으로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TEM 시편은 마노 유발에서 분쇄한 탄소폼

분말을 Cu grid에 흡착시켜, 일반적인 TEM용 분말 시편

제작 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열처리된 시편의

산소 농도를 알기위해, 탄소폼을 마노 유발에 분쇄하여,

분말 상태로 만든 후, 산소 함량 분석을 하였다. 시험 방

법은 KS D 1778:2008를 따랐으며, 상온(23±2
o
C)에서 측

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어

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를 알기 위해, 800
o
C에서 탄화가

끝난 샘플을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로 1400
o
C까지

온도를 올리며 질량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탄소폼의 기

본 물성인 열전도도를 알기 위해 열처리된 탄소폼을 KS

L 9016 : 2010을 따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a)는 열처리 온도별 무게 감소량을 보여준다.

800
o
C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무게 잔존율은 48.8%인데 비

해, 열처리 온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다가, 가장 높은 열

처리 온도인 1900
o
C에서의 무게 잔존율은 44.4% 근처까

지 떨어져 4.4%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무게 감소의 원인으로는 무기 탄소 폴리머의 열분

해, 잔류 산소와 탄소와의 반응에 의한 이산화탄소 생성,

잔류 산소의 기화 등 몇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정

확한 분석을 위하여 산소 잔존량 분석과 질량 분석(mass

Fig. 1. (a) Residual weight and (b) linear shrinkage of carbon

foam as a function of heat-treatm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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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scopy)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본 논문의 후반부

에 언급할 예정이다. 한편, Fig. 1(b)는 선형 수축율을 나

타낸 것인데, 800
o
C에서 1400

o
C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이

다가, 1700
o
C 이상에서 급격한 수축을 관찰할 수 있다. 수

축의 원인으로는 탄소의 몰부피 변화, 즉 비정질에서 결

정상으로 변환시 수반되는 부피 감소와 무게 감량에 따

른 부피감소가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열처

리된 탄소폼은 0.033 Kcal/m·h·K의 열전도도를 가져, 단열

재로써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탄소폼 시편의 3점 꺽임 강도 값

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측정

된 꺾임 강도값이 증가하며, 1400
o
C에서 열처리한 경우의

시편이 최대 강도값을 보이며, 이후에는 다시 강도값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탄소폼 시편의 미세구조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다. Fig. 3(a), (c), (e)

는 각각 열처리전 페놀폼 시편과 1400
o
C, 1900

o
C에서 열

처리한 후 얻어진 탄소폼의 미세구조이다. 모든 조건에서

탄소로 구성된 뼈대(ligament)가 3차원 망상구조(reticulated)

를 이루고 있고, 열린 기공의 통로에 다수의 구멍이 존재

하는 얇은 막이 존재한다. Fig. 3 (b), (d), (f)는 파괴시 생

성된 뼈대(ligament)의 파괴 단면을 열처리 온도에 대해

나열한 것이다. 뼈대의 표면과 내부에 마이크로 크기의

기공이 다수 존재하며, 출발 물질인 페놀폼에서 존재하는

기공이 열처리 온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기공들은 탄화 혹은 흑연화 과정중에 새로 생긴 기공

이라기 보다는 초기의 페놀품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추

정되었다. 이와 같이 주사전자 현미경 수준의 미세구조

관찰에서는 열처리 온도와 큰 관련 없이 탄소폼의 미세

구조는 페놀폼의 미세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Fig. 2에서 보이는 열처리 온도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

화와 Fig. 3에서 보이는 미세구조와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Fig. 4

는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분석을 실시한 시편의 영역을 표

시한 것이다. 뼈대가 되는 부분은 수 마이크론 두께로 인

해 전자빔이 투과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전자

빔이 투과 가능한 영역은 뼈대의 끝부분과 그 옆의 얇은

막 부분인데, BF(bright field) 이미지와 SAD(selected area

diffraction) 패턴을 이용한 TEM 분석 결과, 본질적으로 두

부분의 차이는 없었다.

Fig. 2. Flexural strength of carbon foam depending on heat-

treatment temperature.

Fig. 3. Micrographs of phenol foams: (a) as-received, (c) heat-

treated at 1400
o
C, and (e) heat-treated at 1900

o
C. The

enlarged fracture surface of phenol foams: (b) as-

received, (d) heat-treated at 1400
o
C, and (f) heat-

treated at 1900
o
C. 

Fig. 4. Micrographs of a ligament and thin film area around

the lig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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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a)는 800
o
C 열처리 시편에 존재하는 높은 컨트라

스트의 검은색 입자의 고해상도(HRTEM) 이미지이다. 비

정질로 구성되어 있는 주변의 기지상과 대비되는 뚜렷한

격자선(lattice line)을 보이며, 그 크기는 수 나노미터 정

도이다. 시편내 다른 검은 입자를 조사한 결과 모두 나노

크기의 결정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b)는 1400
o
C

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HRTEM 이미지인데, 결정의 특징

인 격자선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정립의 크기가 너무

작아, 그 경계선이 모호해 결정립의 존재를 확언하기가

어렵다. Fig. 5(c)는 1900
o
C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HRTEM

이미지인데, 확연하게 나노 크기의 결정립이 존재함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1900
o
C 시편의 경우 Fig. 5(b)에서 보

이는 1400
o
C 시편의 HRTEM 이미지와 비교할 때 더 선

명한 나노 입자의 이미지를 보인다. Fig. 5의 HRTEM 이

미지들의 좌상부분에 네모상자는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시

편의 SAD 패턴이다. 열처리 온도가 올라갈수록 회절링의

선명도는 증가하는데, 이는 비정질이 결정화되거나, 혹은

나노 크기의 결정립 크기가 점점 증가함을 뜻한다. 이 결

과를 Fig. 2의 3점 꺾임강도 변화와 관련지어 보면,

1400
o
C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 비정질

탄소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3점 꺽임 강도 저

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며, 1400
o
C보다 높은 온도

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 형성된 나노 결정립의 크기

가 상대적으로 커서 3점 꺾임 강도 저하에 기여를 한 것

으로 판단된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시편 내 존재하는 산소 함

량이 감소하였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800
o
C에서 열

처리한 시편의 산소함량을 6.28%였으며, 1400
o
C 시편에

서 800
o
C 시편의 10% 정도인 0.79%, 1900도 시편에서는

800
o
C 시편의 1% 수준이 0.04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Fig. 1(a)에서 800
o
C 열처리 시편은

1900
o
C 열처리 시편에 비해 8.9% 정도 중량이 더 크며,

이 중량 차이는 산소 함량 차이인 6.28%로는 완벽히 설

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측정된 무게 감소가 CO2의 형태

로 산소와 탄소가 동시에 손실되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예측되는 무게 감소는 8.6%로 실제 측정치인 8.9%와 거

의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탄화 반응 중 무게 감소는 시

편에 존재하는 산소가 CO2의 형태로 탄소와 같이 반응하

여 제거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질량 분석(mass spectrometry)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이

러한 설명은 14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경

우, CO2뿐 아니라 CO 형태로의 반응까지를 고려하더라

도, 측정된 중량 감소분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며, CO2

형태로의 산소 제거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질량 감소 기

구가 존재함을 뜻하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폼의 제조기술의 최적화를 위한 핵심

공정 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페놀폼 형태의 초기 시편을

Fig. 5. High resolution TEM image of carbon foams and their SAD patterns, which are heat-treated at (a) 800
o
C, (b) 1400

o
C, and (c)

1900
o
C, respectively.

Fig. 6. Oxygen content in carbon foams as a function of heat-

treatment temperature.



 망상형 탄소폼의 열처리 온도가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 240

제49권 제3호(2012)

온도를 달리하여 열처리하고, 탄화 거동을 관찰하고, 기계

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기계 강도적인 측면에서 1400
o
C

부근에서의 열처리가 가장 높은 강도값을 보여주었다. 열

처리온도에 따라 주사전자현미경 수준에서 관찰된 탄소

폼의 미세구조는 초기 출발 소재인 페놀폼의 미세구조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고해상도 투과전자현

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1400
o
C 이상에서 결정화가 진행되

며 이러한 나노 결정립으로 이루어진 탄소폼이 높은 강

도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결정화 과정

은 탄소폼내에 포함된 산소함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동시

에 이루어졌으며 1900
o
C 이상의 고온에서 열처리한 경우

잔존 산소함량이 0.05% 수준으로 감소하여 대부분 제거

되었으나 강도값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경제성과 물성의

관점에서 탄소폼의 최적 열처리 온도는 1400
o
C 인 것으

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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