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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전과정평가에 의한 각 공정별 비용 정보를 취합하여 최적 공정을 도출하고,

생산자 입장에서의 이윤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효율성을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비용은 기회비용에 준거하여 적용하

였다. 분석 결과, 우드칩이 우드펠릿보다 생산비용이 저렴했고, 우드칩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공정은 현장에서 파

쇄하여 소비처로 판매하는 공정으로 나타났다. 우드펠릿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집한 산물을 펠릿공장으로 운송하여

펠릿타이징하는 공정의 생산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판매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윤은 우드칩이 우드펠릿보다 약

간 더 높게 나타났다. 가격 대비 동일한 발열량을 얻기 위한 조건은 우드펠릿의 가격이 우드칩의 그것보다 약 1.27

배일 때이다. 현실적으로 우드칩은 생산자 입장에서의 파쇄 현장이 분산됨에 따른 파쇄기 이동비용의 증가, 그리고

현장 주변에 소비처가 없음에 따른 저장비용의 증가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의 부피가 큰 연료

저장 시설, 연료 보충에 따른 추가적인 노동 발생, 우드펠릿보다 더 많은 양의 재 발생으로 인한 잦은 처리, 우드칩

의 자체 습기로 인한 하절기 부패의 가능성, 동절기 결빙 등의 불편함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rive the most optimal production process for the wood fuels(chip and

pellet), by collecting cost data on each procedure through the life cycle assessment approach, and to compare

between the profitability and efficiency, from the view points of producers and consumers, irrespectively. The costs

accounted in this analysis were based on the opportunity cost. The results show that wood chips are cheaper than

wood pellets in production costs. In respect to the process with the lowest production cost, while wood chips

should be to crush collected residues into pieces on the spot for merchandizing, wood pellets need to be transported

to manufactory for pelletizing. The study findings also include that the profits, which is estimated by subtracting

expenses from gained sale revenue, were a bit higher for wood chips than wood pellets. Additionally, the price

ratio of wood pellets to wood chips for getting the same caloric value appears to be 1.27. Despite of economic

benefits of processing wood chips,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practice. For producers, there is a possible increase

in not only transportation cost for conveying crushers to the dispersed places, but storage cost due to the lack of

the marketplaces in the immediate surroundings. For consume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challenging

issues, such as bulky storage facility requirement, additional labor for fuel supplement, frequent ashes disposal, and

decomposition in summer and freezing in winter caused by wood chips’ own 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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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는 화석 연료 사

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국내적으로

는 원유 가격의 불안으로 인해 높아지기 시작하다가 급기

야는 2008년도 원유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바이오매스(Biomass)에 대한 정의는 지구로 복사되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 무기물인 물과 이산화탄소(CO
2
)로

부터 생물이 광합성에 의해 생성한 유기물이며 우리의 라

이프 사이클 안에서 생명과 태양 에너지가 있는 한 지속

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閣議決定, 2006; 김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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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목재, 농산물, 폐기물과 같이 재생가능에너지 원천

으로 사용가능한 유기물의 총칭(www.clean-energy-ideas.

com), 임목, 농작물 등의 모든 유기물의 총칭(Oregon

Forest Resources Institute, 2006) 등으로 큰 틀에서의 개

념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이를 연소함으로써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가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대기 중에서 다시 흡수되

는 탄소 중립적인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의

대체재로 활용하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자원을 활용한 이후 다시 자연계로 돌아가는 순환

형 에너지이다. 이러한 바이오매스의 탄소 중립적인 특징

을 이용하여 화석연료의 대체재로써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제재부산물, 목질계 폐기물, 임목

자원으로 통칭되는 목질바이오매스 자원은 온실가스 배

출의 감축 의무 이행과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

운 에너지원의 개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에는 목질바이오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리투아니아에

서는 Mizaraité 등(2007)이 목질바이오매스 연료의 공급과

소비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스웨덴의 Johansson

등(2006)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번들(Bundle) 단위의 부산

물에 대한 운송과 취급에 있어 장·단점을 분석한 바 있

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이다호(Idaho)주에 위치한 국유림

에서의 소경재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경제적 적용 가능성

(Han et al., 2002)과 과잉축적산림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목질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도 이루어졌다

(Polagye et al., 2007). Masera 등(2006)은 GIS를 이용하

여 나무연료의 수요·공급에 관한 맵핑 분석을 하였고,

Panichelli 등(2008)은 바이오에너지 시설 지역을 정의하기

위하여 GIS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도 목질바이오에너지

의 화석연료 대체효과(손영모 등, 2007)나 에너지생산 시

스템의 국내 도입 타당성 검토(이인구, 2005)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내 목질바이오에너지는 아직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 정도가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수준에 머

물러 있다. 이에 따라 목질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세

부적인 공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개념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다. 이는 산물이 생산 및 소비

되는 모든 활동과 공정을 고려하여 하나의 분석 틀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전과정평가는 생산물과 부산물 형태

의 생산이 한 공정에서 다른 공정으로, 그리고 또 다른 공

정으로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유입과 유출 정보를 이

용하여 최적 공정을 도출하는데 활용된다. 초기에는 최적

공장설비 결정에 주로 활용되다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환경공학이나 환경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과정평가에 의해 목질바이오매스의 대

표적인 두 가지 산물인 우드칩과 우드펠릿을 소재로 이들

이 수집 및 생산되는 모든 공정 체계를 정립하고, 각 공정

별 비용 정보를 취합하여 수집·생산 공정별 비용을 산출

하였다. 그리고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생산비용과 발열량

을 통해 효용을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목질바이오매스 자원은 석유의 대체 에너지로써 쓰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규격의 물질로 가공해야 하

고, 이를 연소시켜 난방을 하거나 전기를 만들어 낸다. 이

렇게 목재를 가공하여 연료로써 활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표 1.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정의.

구분 우드칩(Wood Chips) 우드펠릿(Wood Pellets)

정의
연료나 펄프 및 섬유판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목재를 잘게 절삭한 목재 조각

가공 및 건조한 톱밥을 펠릿타이저를 이용하여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 만든 작은 알갱이

사진

출처 : http://www.woodfuel.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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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는 대표적으로 장작, 우드칩, 우드펠릿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드칩과 우드펠릿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드칩은 산림 작업에 의해 얻어지는 간벌재 등의 부산

물을 절삭·가공하여 만들기 때문에 가공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우드펠릿은 톱밥을 건조,

분쇄, 압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므로 가격이 우드칩

에 비해 비싸다. 하지만 우드펠릿은 우드칩에 비해 밀도

가 높아 취급하기가 용이하고 발열량이 우수한 장점을 지

닌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는 우드칩과 우드펠릿이 생산되는 공정을 다양하게 검토

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정을 도출하였다. 생산 공정은 숲

가꾸기와 산물 수집 이후의 공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한정

하였다. 원료를 파쇄하는 장소에 따라 현장과 공장으로 구

분하고, 소비처로의 운반 단계까지 고려한다. 원료의 초기

가치는 기회비용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였다. 두 번째는 체

계화된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운반·생산공정의 비용을

산출하고 단위 생산비당 발열량을 비교·분석하였다. 연

료의 현실 시장가격을 통하여 공정별로 생산자 입장에서

의 이윤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단위 가격당 발열량을 도출

하였다. 또한 동일한 열효율을 얻기 위한 두 목질 연료의

가격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

드칩과 우드펠릿 보일러 사용에 대한 제반 문제 등을 포

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언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집·생산 공정

1) 수집·생산 공정 도출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생산은 숲가꾸기나 벌채 등의 산

림 작업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벌보다 솎

아베기나 천연림보육에 의한 임목 생산이 많은 점을 감안

하여 주벌은 제외하였고, 무육 간벌에 의해 얻어진 산물

중에서 시장가치가 낮은 임목으로 한정하였다. 생산비용

은 벌채목 중 이용 가능한 임목을 상차하기 좋은 지역으

로 옮긴 이후부터 고려하였다. 산물 수집 후의 시점에서

생산 공정은 다섯 가지로 나뉜다. 우드칩 생산공정은 현

장에서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하여 칩을 생산하고 소비처

로 운반하는 과정(A공정)과 산물을 대형 칩공장으로 운반

한 후 생산된 칩을 소비처로 공급하는 과정(B공정)이 있

다. 우드펠릿은 현장에서 파쇄한 톱밥을 펠릿공장까지 운

반하여 펠릿타이징하는 과정(C공정), 산물을 펠릿공장으

로 운반하여 파쇄 후 펠릿을 만드는 과정(D공정), 벌채지

가 아닌 제재소 등의 목재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2차 산물

인 톱밥을 현장에서 바로 펠릿을 만드는 과정(E공정)으로

구분하였다.

2) 자료 수집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수집·생산 공정 체계에 따른 생

산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 세부 공정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취합하였다. 숲가꾸기 산물은 대부분 방치 혹은 땔

감으로 이용되고, 제재소에서 얻어진 피죽이나 톱밥은

PB(Particle Board) 재료 또는 축사 깔개나 사료 등의 원료

로 활용 가능하다. 이들 재화의 가치는 원료를 생산·수

집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비용을 적용하지 않고, 수집한

원료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는 일종의 기회비용

개념에서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펠릿 제조의 생산비용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펠릿 제조에 소요되

는 실제 생산비용과 해외 사례를 감안하여 생산비용을 적

용하였다.

(1) 원료비용

숲가꾸기 작업 및 산물수집에 의한 1차 산물의 질은 일

반 펄프용 칩보다는 저렴하다고 가정하여 제재소에서 판

매되는 피죽의 가격 시세를 적용하였다. 이들 피죽의 매

매가격은 보통 33천원/ton에 거래가 된다. 그러나 제재소

에서 생산된 톱밥은 사료용 등의 용도로 100천원/ton에 거

래가 되기 때문에 E공정에서의 원료구입비용은 이를 적

용하였다. 펠릿을 생산하기 위한 C와 D공정의 원료품질

은 E공정에서 사용한 원료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우드칩과 우드펠릿 1 ton을 생산하기 위해

서는 원료의 양이 1 ton보다 많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림 1.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수집ㆍ생산 공정.

표 2.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세부 수집ㆍ생산 공정.

구분 최종 산물 세부 수집·생산 공정

A
우드칩

현장 파쇄 → 소비처

B 칩공장 운반 → 칩핑 → 소비처

C

우드펠릿

현장 파쇄(톱밥) → 펠릿공장 운반 → 
펠릿타이징  → 소비처

D 펠릿공장 운반 → 펠릿타이징 → 소비처

E 부산물(톱밥) → 펠릿타이징 → 소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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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되는 1차 산물(우드칩)과 톱밥(우드펠릿)의 함수

율은 50% 이상인데 반해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함수율

은 각각 30%, 10%이기 때문이다. 즉 함수율이 높은 원

료로 우드칩이나 우드펠릿을 생산하면 함수율의 감소분

만큼 무게가 감소한다. 따라서 최초 원료의 무게는 최종

생산되는 우드칩과 우드펠릿 1 ton보다 크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원료 구입비용이 증가한다. 우드칩과 우드펠

릿 1 ton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량과 원료 구입비

용은 산물 종류별 함수율에 따른 생재무게 비율에 맞춰

산출하였다(표 3).

(2) 운반(칩공장 운반, 펠릿공장 운반, 소비처 운반)

각 공정에 포함되는 운반비용은 생산요소인 원료 운반

과 최종 산물의 소비처로의 운반으로 나뉜다. 칩공장과 펠

릿공장으로의 운반은 현장에서 수집한 산물을 제조하기

위해 공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소비처 운반은 최

종 생산된 우드칩이나 우드펠릿을 소비처까지 운반하는

작업이다. 운반 시 적재차량은 15 ton1) 용량의 것으로 하

여 실제 적재중량을 산출하였다. 최대 적재무게와 부피 중

에서 어느 한 쪽이라도 최대값에 도달하면 이를 최대 적

재량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1차 산물과 우드펠릿은 15

ton을 모두 실을 수 있고, 우드칩과 톱밥은 벌크밀도가 낮

기 때문에 15 ton을 적재할 경우 최대 적재부피 40 m3을

초과한다. 따라서 40 m3만을 적재할 경우의 적재중량을

산출하여 운반비용을 계산하는데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에서 최대 운반거리를 100

km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생산비용을 산출하였다. 다만

칩공장 운반과 펠릿공장 운반은 최종 산물을 생산하기 위

한 중간단계이므로 필요한 원료량만큼 산물을 운반한다.

따라서 이 때의 운반비용은 원료량의 비율에 맞게 증가하

게 된다. 예컨대 원료를 칩공장까지 운반할 경우, 우드칩

1 ton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는 1.43 ton이 필요하므로 기

존의 ton당 운반비용 28천원의 1.43배 만큼 운반비용이 증

가하여 40천원이 된다.

(3) 현장 및 공장 파쇄

현장 파쇄 공정에서는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할 때의 기

계 가동비용을 적용하였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목재

파쇄기는 파쇄날의 종류에 따라 산물의 입자 크기가 달라

진다. 본 공정에서는 최종 산물 대상이 우드칩과 우드펠

릿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우드칩용 날과 톱밥용 날을 용

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2)

표 3. 목재(소나무)의 건량함수율 산출.

구분 단위 산출식 산출결과

① 생재 부피* m3 - 1

② 생재 비중** ton/m3

ton/

- 0.70

③ 전건 비중** - 0.44

④ 수축률*** % - 14

⑤ 전건 부피 m3
① - { (① × ④) / 100} 0.86

⑥ 생재 무게 ton
ton

① × ② 0.70

⑦ 전건 무게 ③ × ⑤ 0.38

⑧ 건량함수율**** % { (⑥ - ⑦) / ⑦} × 100 84

*생재 부피는 1 m3으로 기준하여 적용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2008)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생재를 전건시키면 목재가 수축하여 부피가 감소하는데 이를 전수축률이라고 하고, 소나무의 경우 14%이다(강춘원 등, 2008).
****강춘원 등(2008)의 건량함수율 산출식을 이용하였다.

표 4. 우드칩과 우드펠릿 1 ton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량과 원료비용.

구분 1차 산물* 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건량함수율(%) 84 50 30 10

생재무게(ton)** 0.70 0.57 0.49 0.42

필요한 원료량(ton) 1.43 1.36 1.00 1.00

원료 구입비용(천원/ton)*** 47 136 - -

*1차 산물은 우드칩, 톱밥은 우드펠릿의 원료가 된다.
**전량함수율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생재무게를 산출하였다(강춘원 등, 2008).

***최초 원료비용은 1차 산물이 33천원/ton × 1.43, 톱밥은 100천원/ton × 1.36으로 계산하였다.

1) 15톤 차량은 최대 40 m3의 산물을 실을 수 있고, 최대 적재중량 또는 적재부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실제 적재중량과 적

재부피를 계산하였다. 이는 산물 종류별 벌크밀도 자료에 기초하였다.
2)우드칩과 톱밥의 생산은 파쇄날을 교체하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생산비용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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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작업에 속한 산물수집은 주로 임도 주변에서

이루어진다.3) 이에 따라 전국 임도 길이와 양측 집재거리

60 m를 이용하여 산물수집이 가능한 면적을 산출하고, 이

에 따른 축적, 실제 수집가능한 산물량, 파쇄기 1대당 생

산가능량을 계산하였다. 2008년 기준 전국 임도길이

16,267 km(산림청, 2008)에 양측 집재거리 60 m를 곱한

후 이를 ha단위로 환산하면 97,602 ha를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총 산림면적에서 전국 산림 II·III·IV의 영급 산

림면적비율 83%를 곱하여 숲가꾸기 가능한 산림면적

표 5. 운반산물의 종류별 최대 적재중량 및 부피.

구분
벌크밀도

(t/m3)

최대 실제

적재중량(t) 적재부피(m3) 적재중량(t) 적재부피(m3)

1차 산물 0.538* 15 40 15.0 27.9

우드칩 0.250** 15 40 10.0 40.0

톱밥 0.261*** 15 40 10.4 40.0

우드펠릿 0.600**** 15 40 15.0 25.0

*1차 산물은 간벌재 정도의 품질을 의미하고, 실제 실험 결과 수간부 3.7 m3이 1.99 ton이었다(충북 진천군, 2008). 이를 1 m3

단위로 환산하여 0.538 ton을 적용하였다.
**함수율 30% 우드칩의 벌크밀도는 실제 실험 결과 0.25 ton/m3이 나왔다.

***함수율 50%의 톱밥을 압축하여 벌크밀도를 측정한 결과 0.261 ton/m3이 나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우드펠릿 품질기준(2009)에서 2급 펠릿의 벌크밀도를 적용하였다.

표 6.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비용(15톤 트럭을 이용할 경우).

단위: 천원

거리구분 10 km 50 km 100 km 200 km

운반비용 130 200 250 500

1 ton당 운반비용 8.7 13.3 16.7 33.3

*만약 운반거리가 100 km일 경우 ton당 운반비용은 250천원/
15 ton=16.7천원/ton이 된다.

3)산물수집은 ha당 단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도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물수

집시 집재거리는 임도 양측으로 각각 30 m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8. 목재(소나무)의 건량함수율 산출.

구분 단위 산출식 산출결과

① 전국 임도길이* km - 16,267

② 양측 집재거리** m - 60

③ 임도주변 산림면적 ha (① × ②) / 10 97,602

④ 전국 산림면적 대비 II·III·IV영급 산림면적비율* % - 83

⑤ 임도주변의 II·III·IV영급 산림면적 ha (③ × ④) / 100 80,654

⑥ 전국 II·III·IV영급 산림의ha당 임목축적* m3/ha - 97.8

⑦ 최대 수집가능량 m3
⑤ × ⑥ 7,890,407

⑧ 윤벌기*** 년 - 10

⑨ 연간 최대 수집가능량
연간 최대 수집가능량

m3
⑦ / ⑧ 789,041

⑩ ton ⑨ × 0.7**** 552,328

⑪ 실제 수집가능량 ton ⑪ × 0.71***** 393,813

⑫ 전국 이동식파쇄기 보유수* 대 - 196

⑬ 이동식파쇄기 1대당 연간 생산가능량 ton ⑪ / ⑫ 2,009

*산림청(2008) 자료를 이용하였다.
**임도 주변에서 산물수집작업을 할 경우 단측 집재거리는 30 m이다(산림 법인체에 문의한 결과).

***윤벌기는 10년으로 가정하였다.
****소나무 생재 비중인 0.7 ton/m3을 사용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에 의하면 숲가꾸기 작업 후 중경재 이하의 산물 비율이 약 71%인 것으로 나타났다(ha당 44.6
m3 중에서 31.8 m3임).

표 7. 운반산물의 종류별 운반비용(운반거리 100 km).

구분 1차 산물 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건량함수율(%) 84 50 30 10

전건무게(ton)* 0.38 0.38 0.38 0.38

생재무게(ton) 0.70 0.57 0.49 0.42

실제 적재중량(ton) 15.0 10.0 10.4 15.0

운반비용(천원/ton)** 28 34 28 17

*소나무의 전건비중이 0.44 ton/일 때의 무게이다.
**함수율이 가장 작은 최종 산물인 우드펠릿을 기준으로 하
여 생재무게의 비율을 곱하였다. 또한 ton당 운반비용을 산
출하는 경우 총 운반비용(100 km)에서 적재중량(15 ton 기준)
을 나누게 되는데 톱밥과 우드칩은 실제 적재중량이 각각
10 ton, 10.4 ton이므로 ton당 운반비용이 높게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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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4 ha를 계산하였다. II·III·IV영급 산림에서 최대한

수집 가능한 산물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국 II·III·IV영

급 산림의 ha당 임목축적 97.8 m3/ha(산림청, 2008)과

80,654 ha를 곱하였고, 윤벌기를 10년으로 적용한 연간 최

대 수집 가능량은 789,041 m3이다. m3단위를 ton단위로 환

산하기 위하여 소나무 생재비중 0.7(국립산림과학원, 2008)

을, 중경재 이하의 산물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실

제 숲가꾸기 산물량 대비 중경재 이하 산물량의 비율인

0.71(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을 곱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수집 가능량 393,813 ton을 전국 이동식 파쇄기 보유

수 169대(산림청, 2008)로 나누어 1대의 이동식 파쇄기가

연간 생산 가능량 2,009 ton을 산출하였다.

이동식 파쇄기는 시간당 4.9 ton4)의 파쇄물을 생산할 수

있고, 하루에 8시간씩 작업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일일

생산량은 39 ton이었다. 이동식 파쇄기를 구입하는데 드

는 비용은 50백만원이고, 내구연한은 10년이다. 따라서

10년간 파쇄기를 사용하고 남은 금전적 가치는 파쇄기

가격의 10%로 가정한 상태에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정

액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였다. 1일당 기계 사용료를 산출

하기 위하여 45백만원을 파쇄기 1대당 산물 생산량에 대

한 일일 생산량의 값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일일 생

산량으로 다시 나누게 되면 1 ton당 기계 사용료 2,240

원이 산출된다. 연료는 1시간당 15 L의 경유를 소비하는

데 하루 8시간을 가동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총 120

L가 필요하다. 경유 1 L당 가격은 2009년 5월 국내 유

가 1,315원5)을 적용하였고, 하루 연료 사용비용을 일일

생산량으로 나누어 4,027원/ton을 산출하였다. 기계 사

용료와는 별도로 하루에 30천원의 부품비가 소요되고,

150시간동안 작업시 파쇄날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 비용

이 1,000천원이다. 하루당 부품비를 일일 생산량으로 나

누어 ton단위로 계산하였고, 파쇄날에 대한 소모품비는

1,000천원을 150시간에 대한 일일 가동시간 8시간의 비

율로 나누었다.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2008)에서 제시

한 시중노임단가 63,530원/인을 적용하였고, 파쇄하는데

드는 인력은 총 3명으로 하였다. 이들 비용 정보를 취합

하여 ton당 파쇄비용 13,254원을 산출하였다. 공장 파쇄

에 대한 정보는 국립산림과학원(2009)에서 산출한 우드

칩의 생산비용 정보를 이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대량으

로 우드칩을 생산할 경우 ton당 42,660원이 소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펠릿타이징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펠릿 제조의 생산비용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펠릿 제조에 소요되

는 실제 생산비용과 해외 사례를 감안하여 생산비용을 적

용하였다. 해외에서의 펠릿 제조비용은 미국이 8.6~10엔/

kg, 스웨덴이 8엔/kg, 오스트리아 12엔/kg, 그리고 일본은

20~40엔/kg이다(新エネルギ-財團, 2008). 미국과 유럽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시설이고, 일본은 소규모 시설이다.

국내 우드펠릿시설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중간 규

모6)이므로 펠릿 제조비용을 150원/kg으로 가정하였다. 실

례로 국내 여주 우드펠릿공장은 약 180원/kg7)이다. 또한

피죽과 같은 부산물을 펠릿타이징하는 경우 건조 및 분쇄

공정에서 톱밥에 비해 15%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료가 톱밥일 경우에는 150원/kg, 피죽은 173원/

kg을 적용하였다. 펠릿 제조비용에는 원료 구입비용이 제

외되고, 건조, 분쇄, 성형, 냉각, 선별 등의 모든 과정이 포

4)시간당 7 m3의 산물이 생산되는데 이를 ton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0.7을 곱하였다. 이 때의 산물은 생재에 가까운 원목을

의미한다.
5)주유소 종합 정보 시스템(2009)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6)지역,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펠릿공장은 생산량이 30,000 ton/yr 이상이고, 일본은 1,000 ton/yr 정도이다. 그

리고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펠릿공장은 평균 12,000 ton/yr을 생산할 수 있고, 시공 예정에 있는 펠릿공장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시설될 전망이다.
7)여주 우드펠릿공장의 내부 자료.

표 9. 현장파쇄비용 산출.

구분 단위 산출식 산출결과

① 파쇄기 1대당 연간 생산 가능량 ton/yr - 2,009

② 파쇄기의 일일 생산량 ton/일 4.9 ton/hr×8 hr/일 39

③ 기계 사용료 원/ton [{50백만원−(50백만원×0.1)}/10]/① 2,240

④ 연료 사용료 원/ton (15 L/hr×1,315원/L×8 hr/일)/② 4,027

⑤ 부품비 원/ton 30천원/② 765

⑥ 소모품비(파쇄날) 원/ton {1,000천원/(150 hr/8 hr)}/② 1,361

⑦ 인건비 원/ton (63,530원/인×3인)/② 4,862

⑧ 비용 합계 원/ton ③+④+⑤+⑥+⑦ 13,2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에서 산출한 이동식 파쇄기의 파쇄비용 10,857원/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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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3) 수집·생산 공정별 생산비용

우드칩은 현장에서 바로 자주식 파쇄기를 통해 생산되

는 경우(A공정)와 칩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경우(B공정)가

있는데 B공정의 경우 공장까지 운반하는 비용과 파쇄비

용이 포함되어 A공정보다 70천원/ton이 더 높았다. 반면

우드펠릿은 현장에서 톱밥으로 파쇄 후 운반하여 펠릿타

이징하는 경우(C공정), 현장에서 수집한 산물을 운반하여

펠릿타이징하는 경우(D공정), 그리고 제재소 부산물로 생

산된 톱밥으로 펠릿을 제조하는하는 경우(E공정)가 있다.

C공정과 D공정은 적용한 원료 가격이 E공정에 비해 저렴

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E공정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C

공정은 현장에서의 파쇄비용이 포함되므로 D공정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다.

2.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효용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재화를 생산한다. 따라

서 판매수입에서 생산비용을 뺀 값, 즉 이윤이 최대가 되

는 재화를 선택하여 생산할 것이다.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이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입 정보가 필요하다. 시

장 가격은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드칩은 200천원/ton, 우드펠릿은 350천원/ton

정도이다. 실제 시장에서 우드칩이 펄프공장으로 공급되

는 가격은 전건비중을 기준으로 평균 190천원/ton이고,

기타 시장에서는 170천원/ton(함수율 약 30%)에 거래된

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보

다 높다고 가정하여 200천원/ton을 적용하였다. 우드펠

릿은 운반 소요가 없을 경우 320천원/ton에 거래되고, 소

비처까지의 운반비용을 추가하여 350천원/ton에 거래된

다고 가정하였다.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이윤을 비교한

결과, 우드칩 A, B공정의 이윤은 각각 106천원/ton, 36

천원/ton이고, 우드펠릿 C, D, E공정의 이윤은 각각 67

천원/ton, 73천원/ton, 9천원/ton으로 나타났다.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이윤을 비교하면 우드칩이 우드펠릿보다 높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가격 대비 효율이 높

은 연료를 구매하고자 한다. 만약 우드칩과 우드펠릿이라

는 두 목질연료를 취급하는 시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비

자는 가격 대비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선택할 것이다. 가격

대비 발열량은 연료의 발열량을 시장가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우드칩의 시장가격은 200원/kg, 우드펠릿의 시장

가격은 350원/kg이고, 발열량은 kg당 우드칩과 우드펠릿이

각각 3,400 kcal,8) 4,300 kcal9)이다. 이 정보를 통해 계산한

가격 대비 발열량은 우드칩이 17.0 kcal/원, 우드펠릿은 12.3

kcal/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효용도 생

산자와 마찬가지로 우드칩이 우드펠릿보다 높다. 또한 가

격 대비 동일한 발열량을 얻기 위해서는 우드펠릿 가격이

표 10. 수집생산의 세부공정별 산물량 및 생산비용. 단위: 천원/ton

구분
최종
산물

원료
가격

현장
파쇄

칩공장
운반

칩공장
파쇄

펠릿공장
운반

펠릿
타이징

소비처
운반

합계

A
우드칩

47 13     34 94

B 47  40 43   34 164

C
우드
펠릿

47 13       33** 173 17 283

D 47   40 173 17 277

E 136    38 150 17 341

*칩공장 운반, 펠릿공장 운반, 소비처 운반은 모두 운반거리 100 km로 적용하였다.
**본 공정은 현장에서 파쇄한 우드칩을 펠릿공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이므로 우드칩의 생재무게(0.49 ton)와 우드펠릿의 생재
무게(0.42 ton) 차이에 따라 운반비용을 산출하였다. 운반비용의 산출식은 0.49/0.42 × 28천원=33천원이다.

표 11.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생산자 이윤. 단위: 천원/ton

구분
우드칩 우드펠릿

A공정 B공정 평균 C공정 D공정 E공정 평균

생산비용(운반거리 100 km) 94 164 129 283 277 341 300

판매수입 200 200 200 350 350 350 350

이윤(판매수입-생산비용) 106 36 71 67 73 9 50

8)황진성(2009)이 제시한 우드칩의 발열량은 습량함수율 20.5%일 때 3,500 kcal/kg, 26.7%일 때 3,300 kcal/kg이다. 그런데 우

드칩의 건량함수율이 30%이면 습량함수율은 23.1%이기 때문에 습량함수율이 20.5%와 26.7%일 때 중간값(습량함수율 23.1%

는 20.5%와 26.7%의 거의 중간값임을 가정한다)인 3,400 kcal/kg을 적용하였다.
9)국립산림과학원(2009)이 제시한 우드펠릿 품질규격에서 2급 펠릿(함수율 10%)의 발열량을 적용하였다.

10)동일한 발열량을 기준으로 우드칩은 우드펠릿보다 약 3배 정도의 저장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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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칩 가격의 약 1.27배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우드칩은 파쇄 현장의 거

리가 멀수록 이동식 파쇄기의 운반비용이 커지고, 파쇄 현

장과 소비처의 거리가 멀면 우드칩의 저장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생길 수 있

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드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우드

펠릿보다 벌크밀도가 크기 때문에 연료의 저장 시설이 커

야 하고,10) 우드칩 연료의 잦은 보충에 따른 추가적인 노

동이 발생한다. 또한 재 발생율도 우드칩(3% 이하)이 우

드펠릿(1.5% 이하)보다 높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드는 비

용이 클 수 있고, 자체 습기로 인해 부패와 동절기 결빙

가능성이 있다.

결 론

생산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공정은 우드칩에서는 현장

에서 파쇄하여 소비처로 판매하는 공정이고, 우드펠릿에

서는 수집한 산물을 펠릿공장으로 운반한 후 펠릿타이징

하여 소비처로 판매하는 공정이었다. 고비용의 펠릿타이

징 공정이 포함되는 우드펠릿의 생산비용이 우드칩의 생

산비용보다 비싸고, 연료의 시장가를 고려한 이윤은 우드

칩이 우드펠릿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

고용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차원에서는 펠릿을 더 선

호할 수 있다. 이들 결과는 다양한 현실 상황을 단순화하

여 분석한 것이므로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실제 적용에서는 다양한 현실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가격비가 1.75인

시장가격을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가격 대비 발열량은 우

드칩이 우드펠릿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효율이 동

등하게 되는 가격비는 우드펠릿의 가격이 우드칩보다 1.27

배 높을 때이다. 그러나 우드칩은 생산자 입장에서 파쇄

현장이 분산됨에 따른 파쇄기 이동비용의 증가, 그리고 현

장 주변에 소비처가 없음에 따른 저장비용의 증가 가능성

이 높고, 소비자 입장에서 큰 부피의 연료저장 시설, 잦은

연료 보충에 따른 추가적인 노동 발생, 우드펠릿보다 더

많은 재 발생, 습기로 인한 부패 및 동절기 결빙의 문제가

있다. 즉 소비자들은 이용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선택할 것이다.

적용한 각종 계수들은 다양한 자료 수집과 함께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반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

수들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원료 가격은 부산물로 간주하여 유사한 제품

(피죽 및 톱밥)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였다. 만약 임지잔재

수집에 의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면 원료 가격의 상승으

로 인한 목질계 난방연료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임지잔재의 활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

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

에서 피죽, 톱밥을 활용한 산업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산

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우드칩과 우드펠릿이 생산되는 전 공정에 대

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생산비용의 차이

를 확인하고, 우드칩과 우드펠릿의 시장성과 관련된 비교

를 통한 제반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

다. 향후 다양한 목질연료 보일러 사용에 따른 비용과 편

익을 계량화하여 생산비용과 비교한다면 보다 포괄적이

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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