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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시 용 통 목탄의 과학 인 성질 규명과 주요 기능성 분석과 이용 방안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시 용 목탄의 범  내에서 해부학  특성, 원소 조성, 무기성분 조성, 발열량, 음이온 

 원 외선 방사량, 조습성 등의 분석을 통하여 기능성 재료로 이용 가능성에 하여 단하고자 하 다. 원소

조성, 무기물 조성, 음이온  원 외선 방사량은 목탄 제조 방법과 제조회사에 따라서 큰 변이를 보 다. 특히 

조습성은 흑탄의 경우 백탄이나 기계숯 보다 열등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통숯을 기능성 재료로 사용하기 해

서는 해부학  특성, 원소 조성, 무기물 조성, 발열량, 음이온  원 외선 방사량, 조습성을 분석하여 선택  

이용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 차후 원하는 기능에 맞는 목탄 제조 방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wood charcoal in Korea and their 
application as functional raw materials. The areas of analysis were anatomical features, elementary
composition, mineral composition, caloric values, anion and far-infrared ray emission, and 
moisture absorption capacity. Based on the analyses as above mentioned, it is considered that 
charcoal can be evaluated as functional raw material. In commercial wood charcoal in Korea, 
there were highly varied depending on manufacturing methods as black charcoal, white charcoal
and mechanical charcoal and manufactures for elementary composition, miner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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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on emission, far infrared ray emission. Especially, black charcoal showed lower moisture 
absorption capacity than white charcoal and mechanical charcoal. For charcoal as functional raw 
material, selective usage are needed based on the analyses of anatomical features, elementary 
composition, mineral composition, caloric values, anion and far-infrared ray emission, and 
moisture absorption capacity. Specific charcoal making methods for improving specific 
functionality, required as functional raw material, are necessary in further research.  

Keywords : traditional black charcoal, traditional white charcoal mechanical charcoal, mineral, 
caloric values, anion and far infrared ray, semission, moisture absorption capacity

1. 서  론

최근 실생활에서 많은 요소들이 친환경 소재로 바

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에서도 

인류의 역사  가장 오래 동안 연료  다양한 소재

로 사용되어 온 목탄은 높은 비표면 에 의한 고흡착

력이 확인 되면서 이를 이용한 공기질  수질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재료로서 각 받고 있다. 이에 

목탄의 비표면 , 흡착성능에 한 연구가 최근 연구

되기 시작하 다(Kim 등 1998; 이 등 2002; 공 등 

2002; 조 등 2005; 안 등 2009). 한 목탄은 높은 알

카리성, 원 외선  음이온 방사성능, 미네랄성분, 

조습성능, 살균성능, 방부성능, 자 차단성능 등이 

알려지면서 기능성 재료로서도 각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통식 숯가마에서 생산된 통숯이

나 공업  탄화로에서 생산되는 기계숯이 다양한 기

능성 제품의 재료로의 이용이 시도되고 있다. 목탄은 

이러한 환경재료  기능성재료로서의 가능성으로 

인해 최근 통식 숯가마와 여러 곳의 공업  탄화로

가 새롭게 증설되어 생산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목탄산업이 더욱 발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들의 기능성에 한 조사나 연구보고는 미미한 상태

이다. 수종에 따른 목재도 물리 기계  성질이 달라 

성질에 따라 재 소에 사용돼야 하듯이, 목탄도 

수종에 따라 는 탄화방법에 따라 성질이 달라 각 

성질에 따라 재 소에 사용되어야만이 효능을 극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

한 기능성들에 한 효능의 유무를 포함하여 과학

 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면 효능의 의심으로 

목탄은 하나의 유행상품으로 락할 것이고 목탄산

업도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등(2010)의 “국내 시 용 

목탄의 흡착 특성(Ⅰ)”에 이어 국내에서 시 되고 있

는 통숯(흑탄  백탄)과 기계숯에 하여 주요 기

능성을 분석검토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공시재료는 국내 통 숯가마에서 제조 시 되는 

목탄( 통숯), 기계식 탄화로에서 제조 시 되는 목탄

(기계숯)으로 제조법, 가마  목탄의 형태는 이 등

(2010)과 같다. 국내에서 생산 매되는 통숯의 수

종은 주로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

무 등이 이용되나 생산자가 구별해 생산하지 않는 한 

수종에 한 동정은 어려워 수종은 밝히지 못하 으

나 모두 참나무과 고, 기계숯은 제조사마다 다른 수

종을 원료로 하 다. 수종, 목탄의 종류, 정련도, 비

, 공극율과 산지는 이 등(2010)과 같고 여기서 수

종과 목탄의 종류  산지만을 다시 정리하 다

(Table 1).

 

2.2. 실험 방법

2.2.1. 해부학적 분석

목탄의 해부학  특성 조사는 시료를 방사방향 10 

mm, 선방향 10 mm, 섬유방향 5 mm의 치수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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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the samples (Traditional
and mechanical charcoal)

Charcoal
No. Species Type of 

charcoal
Production 

district

TBC1 Quercus spp.

Black
charcoal

CB (Purchased)

TBC2 Quercus spp. GW (Purchased)

TBC3 Quercus spp. CB (Purchased)

TBC4 Quercus spp. CB (Purchased)

TBC5 Quercus spp. CB (Purchased)

TBC6 Quercus spp. CB (Purchased)

TBC7 Quercus spp. GW (Purchased)

TBC8 Quercus spp. CB (Purchased)

TBC9 Quercus spp. CB (Purchased)

TBC10 Pinus koraiensis Self manufactured

TBC11 Larix kaempferi Self manufactured

TWC1 Quercus spp.

White
charcoal

CB (Purchased)

TWC2 Quercus spp. CB (Purchased)

TWC3 Quercus spp. GW (Purchased)

TWC4 Quercus spp. GW (Purchased)

TWC5 Quercus spp. GW (Purchased)

TWC6 Quercus spp. GW (Purchased)

TWC7 Quercus spp. GW (Purchased)

TWC8 Quercus spp. GW (Purchased)

TWC9 Quercus spp. GW (Purchased)

TWC10 Quercus spp. GW (Purchased)

MC1 Larix kaempferi

Mechanical
charcoal

GG (Purchased)

MC2 Various species GB (Purchased)

MC3 Quercus spp. GB (Purchased)

MC4 Quercus spp. GW (Purchased)

Note; TBC : Traditional Black Charcoal, TWC : Traditional
White Charcoal, MC : Mechanical Charcoal, CB : Chung-
cheonbuk-do, GW : Gangwon-do, GG : Gyeonggi-do, 
GB : Gyeonsangbuk-do.

작하여 주사 미경(LEO-1530)을 이용하여 단면의 

해부학  구조를 찰하 다.

2.2.2. 원소분석

통숯과 기계숯의 60 mesh의 시료에 해 원소조

성은 2,5 Bis (5-tert-butyl-benzoxazol-2-yl) thio-

phene (C : 72.53%, H : 6.09%, O : 7.43%)를 표

물질로 하여 Flash EA (Thermo社)원소분석기로 측

정하 다.

2.2.3. 무기성분 분석

각형의 시료에 해 자선을 시료에 조사하여 발

생하는 특정 X선(X-ray)을 분 해 원소분석을 분석

하는 EDS (Energy dispersive X-ray-spectrometer, 

모델명 : kevex)을 이용하여 무기성분을 분석하 다.

2.2.4. 발열량 분석

통숯과 기계숯의 60 mesh의 시료에 해 발열량

은 Oxygen Bomb Calorimeter (Parr Instrument 

Company. No.1341)를 사용하 다. 산소를 압입한 

열량계의 붐베 속에서 시료를 연소 시키면 붐베 밖의 

내통 속의 물이 데워지며, 이 물의 연소 후의 온도

차에서 구한 값에 하여 열보정을 하여 발열량을 산

출하 다.

2.2.5. 음이온 분석

통숯과 기계숯의 60 mesh의 시료 5 g에 해 음

이온 측정기(ITC-210A)를 사용하여 20분간 1 g당 평

균 음이온수를 측정하 다.

2.2.6. 원적외선 분석

통숯과 기계숯의 60 mesh의 시료에 해 원 외

선 감지기(BIO-RED, FIM-6001)에 시료 0.2 g을 시

료용기로 넣고 챔버에 어 넣은 후 시료의 표면이 

챔버의 앙에 치해 놓고, 측정 수치계와 측정기의 

원을 켜고 온도의 조건을 40°C로 설정하 다. 온

도부가 설정해 놓은 온도와 일치한 후 20∼25분 경

과 후 방사에 지량을 얻은 후 흑채의 방사에 지량

과 비교해 원 외선 방사율로 하 다.  

2.2.7. 조습성 분석

통숯과 기계숯의 60 mesh의 시료 1 g에 해 항온

항습기(Dasol science, DS-541)에서 온도 20°C, 계

습도 25, 65  100%의 조건에서 흡습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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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Transverse surface of traditional charcoal
(A : Black charcoal, B : White charcoal).

3. 결과 및 고찰

3.1. 해부학적 분석

Fig. 1은 통숯인 흑탄과 백탄의 횡단면 해부학  

구조를 나타낸 사진이다. 목탄의 체 인 구조는 목

재의 일반 인 미경  구조와 거의 동일한 형태 나

타냈다. 흑탄과 백탄 모두 탄화과정에서 열에 의해 

리그닌이나 헤미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가 분해되

고, 이로 인해 세포에 할렬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해

부학  구조로도 표면 이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된다. 

권 등(2006, 2007)은 310°C와 320°C에서는 목재 세

포벽의 벽층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330∼350°C

에서 탄화시킨 경우는 세포벽의 벽층구조가 소실되

고 균질한 비결정질의 형태로 찰되어졌다고 보고

하 다. 한 Prior and Alvin (1983)도 탄화온도 

330°C 이상에서 벽층구조를 구분할 수 없는 비결정

의 세포벽 형태를 보고하 다. 본 연구의 사진에서도 

균질의 비결정의 형태로 보아 330°C 이상의 정상

인 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백탄의 경우 흑탄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탄화

가 이루어져 흑탄에 비해 그러짐 상이 일어난 것

으로 생각된다.

3.2. 원소분석

Table 2는 통숯  기계숯의 원소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흑탄의 경우 C의 함량이 66∼83%, H의 함

량이 3∼4%, O의 함량은 13∼29%범 를 나타냈으

며, C의 경우 TBC2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백탄은 C의 함량이 64∼98%, H의 함량이 0.15∼

0.95%, O의 함량이 0.86∼34%로 흑탄보다 넓은 

범 를 나타냈으며, TWC1을 제외하고는 흑탄에 비

해서 높은 탄소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TWC6이 가장 

높은 탄소 함량을 나타내었다. 芝本(1955)은 목탄의 

원소조성을 온도에 따라 분석하 는데 400°C에서 약 

83∼86%의 C함량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본 실

험의 원소분석에서 C가 80% 후이고 SEM에 의한 

횡단면 찰 결과로 보아 탄화온도는 개 400°C 

후가 아닌가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

숯은 C의 함량이 61∼92%, H의 함량이 0.6∼1.4%, 

O의 함량이 6∼37%범 로 나타났다. MC 1,2는 아주 

높은 탄소 함량을 나타낸 반면 MC 3,4는 통숯(흑탄)

에 비해서도 낮은 C함량을 나타내었다. 기계숯의 경우 

일반 으로 고온에서 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MC 3,4의 C함량이 낮은 이유는 온에

서 탄화되었거나 목재가 아닌 타 물질과 같이 탄화 

된 것으로 사료된다.

3.3. 무기성분 분석

Table 3은 통숯  기계숯의 무기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목재는 0.3∼0.6%정도 미네랄 성분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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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titute elements of traditional and
mechanical charcoal

Charcoal No. C (%) H (%) O (%)

TBC1 80.66 3.05 16.29

TBC2 83.66 3.06 13.28

TBC3 75.49 3.64 20.87

TBC4 70.64 4.75 24.61

TBC5 74.62 4.55 20.83

TBC6 71.66 4.12 24.22

TBC7 78.31 3.21 18.48

TBC8 73.67 3.83 22.50

TBC9 66.32 4.39 29.29

TBC10 74.00 4.17 21.83

TBC11 70.10 3.85 26.05

TWC1 64.48 0.54 34.98

TWC2 82.46 0.55 16.99

TWC3 82.24 0.86 16.90

TWC4 85.82 0.76 13.42

TWC5 76.06 0.15 23.79

TWC6 98.48 0.66 0.86

TWC7 70.58 0.19 29.23

TWC8 80.90 0.29 18.81

TWC9 88.65 0.95 10.40

TWC10 72.57 0.52 26.91

MC1 92.85 1.11 6.04

MC2 89.13 0.60 8.66

MC3 69.90 1.44 28.66

MC4 61.47 1.07 37.46

Table 3. Mineral contents of traditional and me-
chanical charcoal

Charcoal
No.

Mineral contents (%)

K Ca Fe P Na Mg Al Si

TBC1 6.98 4.37 0.82 3.57 1.12 0.84 0.00 1.60 

TBC2 1.52 2.27 0.00 0.40 0.00 0.22 0.12 0.19 

TBC3 5.79 1.85 0.94 3.35 1.54 0.00 0.93 2.19 

TBC4 1.89 2.44 0.00 2.23 1.88 0.00 0.00 1.57 

TBC5 3.80 1.48 1.36 1.29 0.00 0.00 1.24 0.44 

TBC6 5.00 2.32 0.84 3.34 0.89 1.13 0.00 2.54 

TBC7 * * * * * * * *

TBC8 * * * * * * * *

TBC9 3.59 3.23 0.97 2.14 0.00 0.00 0.00 1.47 

TBC10 0.34 0.57 0.66 0.78 0.00 0.21 0.59 0.52 

TBC11 0.15 0.09 0.47 0.68 0.00 0.16 0.15 0.44 

TWC1 3.11 1.85 0.92 2.59 0.00 0.50 0.50 1.84 

TWC2 7.72 1.02 0.96 1.53 0.00 0.51 0.32 1.82 

TWC3 * * * * * * * *

TWC4 0.38 0.22 0.37 0.80 0.00 0.17 0.10 0.29 

TWC5 2.31 1.82 0.57 3.43 0.78 0.49 0.45 2.58 

TWC6 5.43 1.20 0.65 1.89 0.45 0.54 0.43 1.04 

TWC7 4.11 7.28 0.34 2.49 0.00 1.10 0.00 1.63 

TWC8 4.07 13.90 0.61 2.48 0.59 0.70 0.29 1.65 

TWC9 2.23 15.50 0.00 2.26 0.83 0.97 0.00 2.03 

TWC10 5.09 9.86 0.88 1.85 0.00 0.00 0.44 1.79 

MC1 0.50 0.26 0.00 0.83 0.00 0.26 0.00 0.47 

MC2 3.77 2.75 0.00 12.46 0.00 0.00 0.85 2.03 

MC3 14.86 21.35 0.53 1.64 0.00 1.16 0.74 0.76 

MC4 1.58 20.72 0.87 0.63 0.00 0.45 0.25 0.94 

Note; * : not possible to measure고 있는데, 탄화과정을 통하여 인체에 유익한 Ca, K, 

Fe, P, Na 등 미네랄 성분은 4∼5배정도 농축되어 회

분으로 목탄에 남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강, 1999). 

大槻(2000)도 목재 의 미네랄 성분은 탄화됨으로써 

약 3배정도로 농축된다고 하 고, 이들 미네랄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수돗물에 침지시키면 수돗물이 천연의 

미네랄수와 같게 할 수가 있다고 하 다. 

통숯의 각 무기성분당 함유량이 흑탄의 경우 Ca 

(0.41∼6.98%), K (0.15∼3.54%), Fe (0∼1.36%), 

P (0.40∼2.18%), Na (0∼1.88%) 백탄인 경우에는 Ca 

(0.22∼7.72%), K (0.38∼3.43%), Fe (0∼0.96%), 

P (0.80∼2.58%), Na (0∼0.83%)으로 미네랄을 이용

한 기능성재료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제품 간에는 흑탄제품  TBC1, TBC3, TBC6

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은 미네랄 함유량을 나타냈고, 

백탄제품 에서는 TWC2, TWC6, TWC10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은 미네랄 함유량을 나타냄으로써 

같은 재료(참나무과)라고 볼 때 회사 간 탄화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흑탄과 백탄의 미네랄 

함유량은 제품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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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oric values of the traditional and mechanical charcoal.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탄화물 모두 미네랄을 이용

하여 활용하는데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계숯의 경우에는 Ca (0.26∼20.72%), K 

(0.5∼12.46%), Fe (0∼0.53%), P (0.63∼2.03%), 

Na (0%)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 미네랄의 구성 

성분 함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통숯의 경우는 부분 참나무과 지만 기계숯

은 여러 수종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4. 발열량 분석

Fig. 2는 통숯  기계숯의 발열량을 나타낸 것

이다. 발열량이란 단 량의 연료가 일정 조건하에서 

완  연소할 경우에 내는 열량으로, 일반 으로 완  

건조목의 경우 약 18.3 MJ/kg, 연료재로 쓰이는 석

탄은 약 25.1 MJ/kg정도의 발열량을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발열량은 통숯의 흑탄인 경우 25.4∼30.4 MJ/kg

으로 나타났다. 제품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TBC7이 30.4 MJ/kg로 흑탄  가장 높은 발열

량을 나타냈으며, TBC9가 25.4 MJ/kg로 가장 낮은 

발열량을 나타내었다. 백탄의 경우 28.0∼30.7 MJ/kg

로 TWC8,10을 제외하고는 29.3 MJkcal/kg와 비슷

하거나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TWC7이 30.7 MJ/kg

로 시 숯  가장 높은 발열량을 나타내었다. 백탄

과 흑탄간에는 백탄이 흑탄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

었다. 김 등(2003)도 굴참나무 백탄의 발열량을 변재

부 28.0∼30.3 MJ/kg, 심재부를 29.2∼30.6 MJ/kg

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계숯의 경우에는 24.8∼26.9 

MJ/kg로 흑탄이나 백탄에 비해 낮은 발열량을 나타

냈는데 이는 흑탄 백탄이 발열량이 높은 참나무과를 

사용했고 기계숯은 참나무 이외의 수종을 사용하고 

제조 시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았나 추측할 수가 있다. 

3.5. 음이온 분석

최근 건축자재, 가구에 사용된 화학합성물질, 담배 

연기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인 양이온의 격한 증

가로 인체에 꼭 필요한 음이온이 사라져 건강, 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음이온 발생 

장치를 개발 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이온을 

화시키고 인체에 꼭 필요한 산소 분자 음이온의 발생

에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 등(1998)은 

나무 숯에서의 36개/㎖ 음이온 방출된다고 보고하

고 있다.  

Fig. 3은 통숯  기계숯의 음이온 방출량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숯의 흑

탄의 경우 26∼82개/㎖, 백탄의 경우 31∼118개/㎖, 

기계숯의 경우 66∼104개/㎖의 범 로 음이온 기능

성재료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제품 간에는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차이를 나타냈으며, 흑탄의 

경우 TBC9가 82개/㎖로 흑탄  가장 많은 음이온을 

방출하 고 백탄의 경우 TWC7이 118개/㎖으로 시

목탄  가장 많은 음이온을 방출 하 고, 기계숯의 

경우는 MC3이 기계숯  가장 높은 음이온 방출량을 

나타내었다. 흑탄과 백탄 기계숯의 목탄별 간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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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ion emission of the traditional and mechanical charcoal. 

Fig. 4. Far infrared ray’s emission energy of traditional and mechanical charcoal.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이온 재료로 

사용 시는 흑탄과 백탄사이에서는 굳이 비싼 백탄을 

사용하지 말고 가격이 렴한 흑탄이나 기계숯의 사

용이 더 경제 이라 생각된다.

3.6. 원적외선 분석

원 외선이란 자 의 일종으로서 외선  

장이 긴 것을 말하며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열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 등

(2003)은 이 열작용을 통해 각종 질병이 되는 세균을 

없애 주며 액순환  세포조직 생성, 노화 방지, 신진

사 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4는 통숯  기계숯의 원 외선 방사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통숯의 흑탄의 경우 원 외선 방사율은 평균 89%를 

나타냈으며, TBC2, 3이 93%로 가장 높은 방사율을 

나타내었다. 백탄의 원 외선 방사율은 평균 87%를 

나타냈으며, TWC10이 흑탄 제품과 마찬가지로 93%

의 높은 원 외선 방사율을 나타내었다. 기계숯의 원

외선 방사율은 평균 86%를 나타냈으며, MC3이 

93%로 기계숯 에서는 가장 높은 원 외선 방사율

을 나타내었다. 흑탄과 백탄 기계숯에서 제품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흑탄과 백탄 기계숯의 간에

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김 등(2006)은 한국

산 주요수종 수피탄화물의 원 외선 방사율이 72∼

88%범 라고 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음이온 방사율과 마찬 가지로 원 외선 재

료로 사용 시는 흑탄과 백탄사이에서는 굳이 비싼 백

탄을 사용하지 말고 가격이 렴한 흑탄과 기계숯의 

사용이 더 경제 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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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of the 
traditional and mechanical charcoal

Charcoal
No.

20°C, RH 25% 
(%)

20°C, RH 65% 
(%)

20°C, RH 
100% (%)

TBC1 6.1 6.9 13.6

TBC2 5.5 6.6 9.5

TBC3 6.2 7.4 11.9

TBC4 5.7 6.5 12.4

TBC5 6.1 7.0 15.4

TBC6 5.9 6.7 13.6

TBC7 6.3 7.5 11.5

TBC8 4.8 6.3 11.5

TBC9 7.9 9.1 11.9

TBC10 4.8 5.5 9.6

TBC11 5.5 6.5 9.9

TWC1 11.7 12.9 16.3

TWC2 10.9 11.7 20.3

TWC3 10.8 12.7 23.0

TWC4 11.3 12.5 16.0

TWC5 12.4 13.8 16.7

TWC6 12.8 14.5 17.9

TWC7 12.2 13.7 17.2

TWC8 12.5 13.8 16.7

TWC9 14.8 16.3 19.5

TWC10 12.5 14.0 19.0

MC1 13.5 15.0 18.8

MC2 14.2 16.0 18.6

MC3 16.3 18.3 24.0

MC4 12.5 14.3 18.8

Fig. 5. Moisture absorption capacity of the traditional and mechanical charcoal (20°C, RH 100%).

3.7. 조습성 분석

Table 4는 통숯, 기계숯의 계습도의 변화에 따

른 평형함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20°C, RH 25%에서 

흑탄이 4.8∼7.9%범  백탄이 10.8∼14.8%범 , 

20°C, RH 65%에서 흑탄이 5.5∼9.1%범  백탄이 

11.7∼16.3%범 , 20°C, RH 100%에서 흑탄이 9.5∼

15.4%범  백탄이 16.3∼23.0%범 로 나타났다.  

Fig. 5는 20°C, RH 100%에서 통숯  기계숯의 조

습능을 나타낸 것이다. 표와 그림에서 나타난 거와 

같이 백탄이 각 조건에서 흑탄보다 조습능이 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간에는 그리 큰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나 TBC5가 흑탄 에서는 높은 조습

능을 나타내었고, 백탄 에는 TWC3이 가장 높은 조

습능을 나타냈다. 기계숯은 20°C, RH 25%에서 12.5

∼16.3%범 , 20°C, RH 65%에서 14.3∼18.3%범 , 

20°C, RH 100%에서 18.6∼24.0%범 로 백탄과 비

슷했으며 20°C, RH 25%조건에서는 백탄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목탄이 습도조 재로 사용 시는 

흑탄보다 백탄과 기계숯이 더 합할 것 같고 특히 

량생산이 가능한 기계숯의 경우 조습기능성재로 

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  통숯의 조습능은 공 등(2000)이 한국산 주요 

수종 탄화물(흑탄)의 조습능 조사와 김 등(2006)이 

한국산 주요 수종 수피탄화물(흑탄)의 조습능의 조

사결과와 비교한 바, 이들 결과 값들이 본 연구의 흑

탄의 값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시  통숯의 조

습능은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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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area and moisture absorption capacity of traditional charcoal
(20°C, RH 100%).   

Fig. 6은 통숯의 비표면 과의 조습능 계를 나

타낸 것이다. R = 0.802로 상 계가 큰 것으로 보

아 메칠 블루 흡착량과 마찬가지로 비표면 이 증

가할수록 조습능 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보(이 등, 2010)에서 국내시 용 목탄의 기본  

성질과 흡착특성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

구의 기능성들은 기능성재료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

을 만큼 충분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시 용 목탄의 기능특성은 흑탄, 백탄  기계숯

의 목탄별 기능성이 차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상

존하고, 제조회사 제품별로도 차이의 유무가 존재하

므로 선택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 결  론

통숯(흑탄, 백탄)  기계숯의 과학  성질규명과 

주요기능성 분석  이용 방안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목탄의 체 인 구조는 목재의 일반 인 미

경  구조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나타냈으나, 탄화로 

인해 균질한 비결정질의 형태로 변화고, 세포에 할렬

이 발생 하고, 세포들의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 그

러짐 상이 나타났다. 

2) 원소조성  탄소(C)함유량은 흑탄 66∼83%, 

백탄 64∼98%, 기계숯 61∼92%로 백탄이 높은 탄소

함유량을 나타내었다. 

3) 무기성분은 흑탄, 백탄  기계숯의 Ca, K, Fe, 

P, Na와 같은 미네랄성분이 목탄별 간 함유율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발열량은 흑탄이 25.4∼30.4 MJ/kg, 백탄이 

28.0∼30.7 MJ/kg, 기계숯이 24.8∼26.9 MJ/kg범

로 백탄, 흑탄, 기계숯 순으로 나타났다. 

5) 음이온 방출은 흑탄의 경우 26∼82개/㎖, 백탄은 

31∼118개/㎖, 기계숯은 66∼104개/㎖의 범 로 흑

탄과 백탄 기계숯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6) 원 외선 방사능은 흑탄 84~93%, 백탄 81∼

93%, 기계숯 80∼93%범 로 흑탄과 백탄 기계숯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7) 조습성능은 20°C, RH 100% 경우 통숯 흑탄 

9.5∼15.4%, 백탄 20.3∼23.0%, 기계숯 18.6∼24.0% 

범 로 흑탄이 백탄과 기계숯에 비해 은 조습능을 

나타냈다.

이로써 본 연구의 조사범  내의 국내 시 용 목탄의 

기능성능이 기능성 재료로서의 이용으로 충분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다만 국내시 용 목탄의 기능특성은 

흑탄, 백탄  기계숯의 목탄별 기능성이 차이가 있

는 것과 없는 것이 상존하고, 제조회사 제품별로도 

차이의 유무가 존재하므로 선택  이용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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