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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타르와 전분 첨가제 혼합에 따른 목재펠릿 품질특성 평가
2,†

1

2

안 병 준 ⋅이 수 민

Evaluating The Fuel Characteristics of Wood Pellets Fabricated with Wood
Tar and Starch as An Additive1
Byoung-Jun Ahn2,†⋅Soo-Min Lee2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목재펠릿 원료 및 첨가제로서의 활용 가
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목재의 탄화과정에서 발생되는 목타르는 목재와 비교하여 발열량이 높으며, 카드
뮴, 수은과 같은 유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펠릿 첨가제로서 이용 가능성이 높다. 목재펠릿 제조 시 첨가제로
목타르 10%를 첨가한 경우의 발열량(4,800 kcal/kg)은 대조구로 사용된 미 첨가구(4,630 kcal/kg)와 비교하여 약
3.7%(170 kcal/kg)의 발열량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목재펠릿의 경우, 첨가제의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길이와 개체밀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첨가제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겉보기밀도는 증가
하고 미세분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목재펠릿 첨가제 2%를 사용하여 미첨가한 경우(33.8 kg)와의 펠릿 생
산성을 비교한 결과, 전분 첨가 목재펠릿은 5.9%(35.8 kg), 목타르 첨가 목재펠릿은 4.6%(35.4 kg)의 생산성 향상 효과
를 나타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non-used forest biomass residues as raw materials for making wood pellets with additives such as wood tar and starch and to evaluate fuel characteristics of the pellets. Wood
tar, a by-product provided from the carbonization process of wood, could be a suitable additive for wood pellet production due to its higher calorific value and lower hazardous heavy metals, such as cadmium and mercury, compared
to woody biomass. When the wood tar (10 wt%) was added, the calorific value was increased from 4,630 kcal/kg
(wood pellet without additive) to 4,800 kcal/kg (wood pellet with additive). With the increase of additive amount into
wood pellet, the length and individual density of wood pellet increased. In addition, bulk density of the pellets was increased, whereas the fine content was decreased. Consequently the overall productivity of wood pellets was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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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ding 2 w% additives into wood pellets; the percentage of productivity increase was 5.9% and 4.9% for adding
starch and wood tar, respectively.
Keywords : wood pellet, biomass energy, additive, wood tar, corn starch

1. 서

론

해서는 저급의 원료를 활용하면서도 일정 품질 이상
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최근 들어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

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가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연료에 대한 대체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적

하는 단벌기 에너지림을 조성하는 것이다. 에너지림

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조성사업은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동유럽, 북미,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럽은 목재펠릿을 가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미 다양한 연구가 추진된 바

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

있다(Aylott et al. 2010; Fantozzi and Buratti 2010;

서도 가장 큰 규모로 거래되고 있으며, 목재펠릿이

Klasnja et al. 2002; Larbecque and Teodorescu

산업, 상업부문 및 주택 난방을 포함한 전 부문에서

2005; Larbecque et al. 1997; Mitsui et al. 2010;

사용되고 있다. 현재 가정에서는 주택난방용 연료로

Szczukowski et al. 2002). 국내에서도 수변지역의 유

펠릿을 사용하고 있고, 전력 생산을 위한 펠릿의 소

휴지나 새만금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에너지림을 조

비도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수

성함에 따라 향후 바이오매스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요량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전 세계 펠릿 소비량은

세부적인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목재펠릿은 수종에 관계없이 생산이 가능하나, 품

2006년 약 794만 톤이었으며, 2020년에는 4,487만
톤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질은 수종, 부위, 수피의 함량, 함수율, 제조 방식 등

펠릿 소비량은 매년 12.7%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고품질의 목재펠릿

다(Global Data 2012).

생산을 위한 제조조건 구명이 중요하다(Samuelsson et

국내에서는 2008년 녹색성장 정책추진 및 국가에

al. 2012; Ahn 등 2013). 또한 부족한 바이오매스 원

너지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목재펠릿

료를 충당하기 위해 국내의 다양한 미 이용 산림바

의 에너지 활용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020년

이오매스 자원을 탐색하여 원료의 과학적인 가치를

까지 국내 목재펠릿 공급량을 500만 톤까지 확대하

평가하는 연구 및 이를 이용한 고품질의 목재펠릿

며, 이 중에서 국내 공급량을 100만 톤 수준까지 끌

제조, 효율적 연소 기술 확보를 위한 체계적 연구가

어 올린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Korea Forest Service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첨가제를 혼합하여

2009). 또한 범부처 차원의 목재펠릿 이용 보급 확대

내구성이나, 강도적인 특성을 향상시키고, 미세분 함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목재펠릿의 국내 수요는 향후

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저장 및 유통성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2년부

방법이다. 이러한 시도는 목재펠릿뿐만 아니라, 목재

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

브리켓, 큐브 등 바이오매스를 압축, 성형하여 연료

라 발전사, 지역난방업체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대량

자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널리 사용되어 온 방법이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처의 급증으로 국내 원료

다(Kaliyan and Morey 2009; Han 등 2012). 목재의

부족 사태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목타르는 현재까지 대량으로

상황은 보드업체 등 국내 목재산업체와의 산림바이

사용하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국내의 대부분

오매스 원료 경합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의 전통식 숯 생산업체에서는 플라스틱 통 등에 넣

이와 같은 목재산업간 원료경합을 최소화하고 부족

어 보관하거나 태워서 없애는 실정이다(Paik 등

한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2011). 따라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숯가마에서 발
319

안병준⋅이수민

Table 1. Analysis of inorganic components existed in wood tar and Q. variabilis
Items
Wood tar
Q. variabilis

Mg
332
571

Items
Wood tar
Q. variabilis

Al
183
220

Mn
32
223

Na
250
112

As
N.D.
N.D.

Ni
160
2

Ca
865
5,290

P
6
640
Cd
N.D.
N.D

Pb
11
5
Cr
305
3

S
0.02
0.08
Cu
9
4

Si
219
183
Fe
3,745
270

Zn
159
21
Hg
N.D.
N.D

ClN.D.
0.01
K
248
2,170

생하는 목타르를 지역별 펠릿제조 공장에서 펠릿 제

서는 첨가제 혼합비율을 2%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

조 첨가제로 사용함으로써, 산림부산물을 활용하고

으나, 본 연구에서는 첨가제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목재펠릿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분의 경우에는 0.5%, 1%, 2%, 4% 비율로 혼합하

자 하였다.

여 목재펠릿을 제조하였으며, 목타르의 경우에는
1%, 2%, 4%, 6%, 10% 비율로 혼합하여 목재펠릿을

2. 재료 및 방법

제조하였다.
기계식 탄화로에서 목초액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2.1. 공시재료

고체형태의 목타르(강원목초산업 제공)를 실험실에
서 분쇄하여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목

활엽수를 사용하여 대규모로 목재펠릿을 제조하는

타르의 입자분포는 30 mesh 이하가 50%를 차지하고

공장에서는 펠릿 품질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첨가

있으며, 30~18 mesh 23%, 18~12 mesh 25%, 12

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국내 활

mesh 이상이 2%를 나타냈다. 함수율은 평균 4.3%,

엽수 대표수종 중 하나인 굴참나무를 이용하여 첨가

회분은 3.5%, 발열량은 6,041 kcal/kg로 조사되었다.

제 종류 및 첨가량에 따른 목재펠릿의 품질 변화를

한편 목타르의 무기물 성분은 Table 1에서 나타낸

관찰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관내에 위치한 홍릉수

바와 같이, 원료인 굴참나무 톱밥과 비교하여 차이를

3

목원에서 태풍 곰파스 피해로 발생된 굴참나무 5 m

보이는데, 망간, 칼슘, 칼륨, 인 등은 원료에 비해 상

을 확보하여 공시재료로 사용하였다. 목재펠릿의 원

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니켈, 아연, 크롬,

료를 제조하기 위해 수피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은 목재 원료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유해

톱밥제조기(국립산림과학원 보유)를 이용하여 톱밥

중금속인 비소, 카드뮴, 수은, 염소성분은 검출되지

을 제조하였다. 생재 상태에서 톱밥제조기를 통과한

않았다.

톱밥은 체를 이용하여 5 mm 통과 분을 대상으로 유
동층 톱밥건조기(국립산림과학원 보유)로 건조를 수

2.2.2. 목재펠릿 성형기 및 제조공정

행하여 펠릿 성형기 투입 원료의 함수율을 10%로

본 연구에 사용된 목재펠릿 성형기는 링(Ring) 다

유지하였다. 목재펠릿 제조 시 사용한 첨가제로는 수

이스 형태로 15 kW 규모의 모터 두개가 다이스를

입산 옥수수로 제조한 옥수수 전분(제조사: 신동방

회전시켜서 목재펠릿을 생산한다. 다이스의 크기는

CP)과 고체형태의 목타르를 사용하였다.

지름 300 mm, 폭 27 mm로, 직경 6 mm의 구멍이 1
열에 3개씩 총 구멍의 수는 270개이다. 최대 가능 생

2.2. 실험방법

산량은 시간 당 100 kg 규모이지만 실험을 위해 30
kg 규모로 장치를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톱밥은 성

2.2.1. 목타르의 물리⋅화학적 특성

형기 상단의 호퍼에 투입되면 1차 연료공급 장치, 2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정한 목재펠릿 품질기준에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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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additives on the production of wood pellet.

3. 결과 및 고찰

차 혼합기를 통해 성형기 내부로 공급되고, 수분 공
급량을 분 당 0.8 ℓ까지 조정하면서 펠릿을 제조하

3.1. 목재펠릿 생산량 변화

였다. 펠릿 성형기의 경우에는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장비가 최적화 될 때까지 톱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
여 성형기를 통해 배출해야 하며, 가동 초기에는 성

다이 형태의 목재펠릿 성형기에 동일한 원료공급

형되지 않거나 완전하게 성형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

속도에서 전분과 목타르 첨가제의 혼합비율을 증가

되게 된다. 따라서 배출되는 펠릿의 형상을 육안으로

시켜 목재펠릿을 제조할 경우, 목재펠릿 생산량은 점

확인하여 적정한 형태로 배출되는 시점부터 시료를

차적으로 증가하였다(Fig. 1). 첨가제를 혼합하지 않

수거하여 공시 목재펠릿로 사용하였다. 목재펠릿의

은 상태로 목재펠릿을 제조하였을 때 시간 당 33.8

생산 수율은 공급된 톱밥의 무게를 대상으로 생산

kg을 제조하였으나, 전분 혼합비율 1%에서 34.6 kg,

후 성형된 목재펠릿의 무게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2% 혼합 시 36.2 kg으로 증가하였다. 목타르를 첨가

공급되는 제조원료 및 생산조건에 따라 목재펠릿의

한 경우에도, 1%, 2% 첨가 시 각 각 35.0 kg, 35.4

생산 수율은 차이를 보였다. 총 80 kg 정도의 톱밥을

kg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첨가제를 혼합하지 않

시간대별로 1차에서 5차까지 구분하여 총 생산량을

은 대조구와 첨가제 혼합비율 2.0%의 동일 첨가량을

조사하였다.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옥수수전분에서는 5.9%,
목타르에서는 4.6%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확인되었

2.2.3. 목재펠릿 품질분석

다. 특히 목타르를 10% 첨가한 경우에는 펠릿 생산

제조된 목재펠릿에 대해서는 목재펠릿 품질규격

성이 10.8% 향상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목재펠릿 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009-2호)의 ｢목재펠릿 품질

조과정에서 첨가제를 혼합하는 이유는 단순히 결합력

시험 기준｣에서 제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동일 조

증가 등 물리적인 특성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첨

건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비

가제 종류에 따라서는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부여함

교·분석하였다.

으로써, 목재펠릿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소비
절감효과를 얻기도 한다(Mediavilla et al. 2012).
Mediavilla et al.(2012)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 속
성수종인 포플러류 톱밥을 대상으로 목재펠릿 최적
제조조건을 구명하였으며, 펠릿 성형과정에서 리그
노설포네이트와 옥수수 전분을 첨가제로 혼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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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additives on the moisture content of
wood pellet.

Fig. 3. Effect of additives on the calorific value of
wood pellet.

경우의 에너지 요구도 및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보고하였다.

리그노설포네이트와 옥수수 전분을 첨가제로 혼합함

첨가제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의 경우 발

에 따라 제조공정 안정성이 증가되고 에너지 요구

열량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목타르의 경우에는

정도는 감소하였다. 특히, 셀룰로오스 제조공정에서

혼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열량 증가 효과가 뚜

발생하는 리그노설포네이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옥수

렷하게 나타났다(Fig. 3). 특히 목타르 10%를 첨가한

수 전분과 비교하여 에너지 요구도는 다소 높았지만,

경우(4,800 kcal/kg)에는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4,630

펠릿의 물리적인 특성은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kcal/kg)와 비교하여 약 170 kcal/kg 발열량 상승효과

보고하였다.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첨가제로
사용된 목타르가 높은 자체 발열량(6,041 kcal/kg)을

3.2. 목재펠릿의 품질 변화

보유하고 있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발열량 증가효
과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목타르는 현재까지 특

본 연구에서는 첨가제로 사용한 전분과 목타르 혼

별한 용도가 없는 실정이며, 국내 목탄 생산업체에서

합에 따른 목재펠릿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는 목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목타르 처리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재펠릿 품질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고 열량을 보유

격 및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첨가

하고 있는 목타르를 목재펠릿 등 고형연료 제조에

제 혼합비율에 따른 목재펠릿 함수율 측정결과는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Fig. 2와 같다. 첨가제를 혼합하지 않은 대조구의 경

고 판단된다. 한편 Kwon 등(2010)은 소나무, 굴참나

우 10.7%의 수분을 함유하였으나, 첨가제 종류와 상

무 톱밥을 원료로 점액상태의 목타르를 혼합하여 제

관없이 함수율이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한 펠릿의 발열량을 조사하였는데, 목타르 첨가량

전분과 목타르 혼합 처리구 모두 목재펠릿 품질규격

이 증가할수록 소나무펠릿은 최대 24%, 굴참나무펠

내에 포함되었으나 혼합비율 간 특이적인 경향은 나

릿은 최대 33% 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타나지 않았다. Tarasov et al.(2013)은 다양한 종류

Tarasov et al.(2013)은 리그노설포네이트, 감자가루,

의 첨가제 혼합에 따른 목재펠릿의 물리적, 열적 특

감자껍질 잔사물 등을 첨가제로 혼합할 경우에는 발

성을 조사하였는데, 전분을 첨가하면 리그노설포네

열량에 대한 영향이 없지만, 식물성 오일류 등을 첨

이트를 첨가제로 혼합한 경우와 비교하여 함수율이

가할 경우 발열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크게 감소하며, 전분 첨가제 투입량이 많을 경우 함

현재 국내 목재펠릿 품질규격에서는 미세분 함량

수율이 낮아져 펠릿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기준을 1급⋅2급 펠릿은 1% 미만, 3급⋅4급 펠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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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additives on the durability of wood
pellet.

Fig. 4. Effect of additives on the fines of wood
pellet.
2%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가제로 사용된 전분이나 목타르 혼합 여부와
상관없이 1⋅2급 수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미세분
함량 발생정도는 목재펠릿의 유통과정이나 보일러
가동 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가능한 적은
양의 미세분이 발생한다면 우수한 펠릿으로 간주되
고 있다. 전분은 목재펠릿 첨가제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전분뿐만 아
니라, 목타르를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조구와

Fig. 6. Effect of additives on the bulk density of
wood pellet.

비교하여 미세분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펠릿 품질 개선에 첨가제 혼합은 상
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Kwon 등

전분 2.0% 이상에서 증가하는 반면, 목타르의 경우

(2010)은 소나무와 굴참나무 톱밥에 목타르를 첨가

에는 미첨가구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낮은 수치를

하여 제조한 목재펠릿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나타냈다. 목타르는 목재의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

목타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미세분 함량은 감소된

는 점질성의 흑색의 유상물질로 목재펠릿 제조 원료

다고 보고하였다.

인 톱밥 성형과정에서 접착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미

내구성은 목재펠릿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텀

세분 발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내구성 향상에도

블링시험 후에 발생한 부스러기 무게를 습량 기준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타르 1% 첨가구에서

백분율로 표기한 것이고, 겉보기밀도란 일정 용기의

대조구와 비교하여 낮은 내구성을 나타낸 것은 시료

부피에 대한 목재펠릿의 무게를 나타낸 값으로 운송

선정과 성형과정에서의 실험오차인 것으로 보인다.

등에 유용한 지수이다. Fig. 5와 Fig. 6에서는 전분과

목재펠릿 첨가제로 리그노설포네이트나 전분 이외에

목타르 첨가량 변화에 따른 내구성과 겉보기밀도를

오일 형태의 물질을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

나타냈다. 국내 목재펠릿 품질규격에서 기준으로 하

며, Lee 등(2011)은 낙엽송 목재펠릿을 제조하는 과

는 내구성은 1급⋅2급의 경우 97.5% 이상, 3급⋅4

정에 식물유를 첨가제로 혼합할 경우, 펠릿 성형과정

급은 9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처리구에서

에서 압축⋅성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목재펠릿의

1급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분을 첨

겉보기밀도가 증가하며, 내구성, 흡습율 등이 개선된

가제로 혼합한 경우에는 0.5% 처리로도 99% 이상의

다고 하였다. 한편 목재펠릿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우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겉보기밀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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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additives on the length of wood
pellet.

Fig. 8. Effect of additives on the density of wood
pellet.

있는 방법으로는 전분 등 첨가제를 혼합하는 것 이

분과 목타르의 경우 수분 공급과 온도가 상승함에

외에 펠릿 제조 시, 펠릿성형기의 압력, 다이 크기

따라 높은 점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펠릿 성형과정

및 생산속도, 링과 다이간격 등 기계적인 조건을 조

에서 원료 톱밥 간에 결합제로서 유리하게 작용함으

절하는 방법이 있다. Lee 등(2011)은 낙엽송과 백합

로써 펠릿의 길이와 개체밀도 증가 효과를 나타낸

나무 톱밥을 대상으로 내구성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도 전분이나 목타르를

톱밥 원료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목재펠릿의 내구성

첨가할 경우, 전분 0.5%를 첨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톱밥 입자간 결

펠릿길이와 개체밀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합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미세구조 특성 연구

나타났다. 목재펠릿의 길이는 단순히 길다고 품질이

의 추가적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일정 길이를 초과
할 경우, 보일러 내 이송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보

3.3. 첨가제 혼합에 따른 목재펠릿 길이 및
개체밀도 변화

일러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산업적으로 이용
하려면 적정한 길이를 유지하는 위해 첨가제 양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펠릿성형기의 구동 모터에 걸리는 부
하의 정도는 펠릿 생산 시 압력과 관계가 있으며, 펠

4. 결 론

릿 성형기 내부의 온도는 원료와 롤러사이의 마찰과
성형압력 증가에 따른 성형 시 마찰력 증가로 인한

본 연구는 임산부산물인 목타르를 친환경 목재펠

온도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릿 첨가제로 적용하여 목재펠릿 품질특성을 개선함

생산되는 펠릿의 겉보기밀도와 개체밀도는 증가하게

으로써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된다. 본 실험에서 전분과 목타르를 첨가제로 혼합하

수행되었다. 목재펠릿 첨가제로 사용된 목타르는 높

여 펠릿을 제조할 경우, 첨가 비율에 따라 목재펠릿

은 발열량을 나타내며, 주요 유해 중금속인 비소, 카

의 길이와 개체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드뮴, 수은, 염소 등이 검출되지 않아 연료용 첨가제

나, 조건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 결과

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분과

도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 사용된 펠

목타르와 같은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목재펠릿

릿 성형기가 실증규모의 장비로서, 각 인자별 펠릿

의 경우, 첨가제의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길이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실험오차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체밀도가 증가하였으며, 동일 첨가량(2.0%)을 기

Kwon 등(2010)도 목타르를 첨가제로 사용할 경우

준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전분은 5.9%, 목타르는

밀도가 향상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

4.6%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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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를 10% 첨가한 경우에는 미 첨가구와 비교하여

products. Biomass and Bioenergy 33: 337~359.

10.8%의 생산성 향상 효과뿐만 아니라 약 170

Klasnja, B., Kopitovic, S., Orlovic, S. 2002. Wood

kcal/kg의 발열량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nd bark of some poplar and willow clones as

첨가제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겉보기밀도는 증

fuelwood. Biomass and Bioenergy 23: 427~432.

가하고 미세분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Korea Forest Service. Energy utilization counter-

따라서 전분과 목타르 등 첨가제 사용은 전반적인

measure of wood pellet. 2009:1~29.

목재펠릿 품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Kwon, G.J., Kwon, S.M., Cha, D.S., Kim, N.H.

되었으며, 향후 품질 개선 효과에 대한 산술적인 수

2010. Characteristics of pellet prepared from

치와 현장 적용시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sawdust and wood tar. Mokchae Konghak 38(1):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지금까

36~42.

지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실험실 규모에서 이루어진

Labrecque, M., Teodorescu, T.I. 2005. Field perform-

데 반해, 본 실험은 실증규모의 성형장비를 이용하여

ance and biomass production of 12 willow and

첨가제 혼합에 따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산업적인

poplar clones in short-rotation coppice in south-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rn Quebec (Canada). Biomass and Bioenergy
2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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