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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이오매스로부터의 고 화연료는 북미와 유럽에서 신재생에 지로서 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

본잎갈나무와 사시나무를 피스톤 스를 이용하여 리켓을 제조하 으며, 연료  특성  고 화 특성을 

밝히고자 압력, 가압시간, 수종  목분 크기가 리켓의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상온에서 110∼170 

MPa의 압력을 가해 제조된 일본잎갈나무와 사시나무 리켓의 4주간 경과 후의 도는 0.66∼0.94 g/cm3이

고, 정 가압시간은 12 이며, 제조 압력이 증가하면 리켓의 도는 직선 으로 증가하 다. 일본잎갈나무 

리켓이 사시나무 리켓보다 도가 컸으며, 목분의 크기가 클수록 리켓의 도가 컸다.

  

ABSTRACT
  

  Densified fuels from biomass are widely used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s a regenerable
and clean bioenergy. In this study, the fuel characteristics and densification characteristics of 
Japanese larch and Hyunsasi poplar were studied using a piston-type briquetting machine. The 
effects of pressure, pressure holding time, species, and particle size on briquette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At room temperature, the highly densified briquettes of Japanese larch and 
Hyunsasi poplar can be produced at a compression pressure of 110∼170 MPa. The produced 
briquettes have densities between 0.66 and 0.94 g/cm3 after 28 days of storage at room 
temperature. The optimum pressure holding time was found to be 12 seconds. There is a linear 
increase in pressure with increase in density. The densities of briquettes from Japanese larch were
higher than those of briquettes from Hyunsasi poplar. Also, the coarser particle size resulted in 
higher densities in briquettes than the finer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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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작은 아주 오래 부터 이용되어 오고 있는 난방

용 연료로서, 장작을 사용하는 소형의 난방기기에 있

어서는 그 사용법이 매우 단순하여 이용 상의 큰 문

제 이 발생하지 않는 장 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연소기기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이를 한 장작을 

비하는 과정에 많은 노동력이 발생하게 되고, 장작을 

운송하고 장하는 데  다른 문제 을 불러일으키

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 바

로 리켓(briquette)이나 펠릿(pellet)과 같은 고

화 연료이다. 이들 고 화연료는 건조와 압축을 거침

으로써 장과 운송에 획기 인 기를 제공하 고, 

 세계 으로 가정용  발 용 연료로 리 이용되

기에 이르 다.

리켓이란 단어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석탄

을 압축하여 만든 연료를 지칭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개탄과 연탄도 리켓의 일종

이다. 바이오매스 리켓은 1920년 에 개발된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제재소의 톱밥을 목재난로에 사용

하기 하여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Pres-to-Log라

는 상품명의 인공연료가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

다. 

리켓은 유럽 등지에서 가정용 난방연료  지역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만 한 해 

약 25만 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Karlhager, 2008). 

최근에는 비산업용 목재 리켓의 품질을 규정하는 

유럽규격이 만들어졌다(EN 14961-3).

목재 등의 바이오매스를 리켓으로 압축하는 기

술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발 되어 왔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 된 피스톤 스(piston press) 

기술로서 일정한 틀에 바이오매스를 넣고 피스톤으

로 어 압축시키는 것이다. 한편 1940년 에 일본

에서는 스크루 압출기(screw extruder)로 톱밥을 압

축하여 Ogalite라는 이름의 리켓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 고 동남아시아에서 리 이용되고 있다

(Grover and Mishra, 1996).  

우리나라에서는 탄화물을 리켓 형태로 가공한 

성형탄이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어 구이용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리켓 자체로는 남미 등지에서 

수입된 것이 장작 용으로 가정용 난로에 일부 이용

되고 있다.

리켓을 제조할 때 압력  온도 등이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리켓 

제조에 사용된 원료는 짚(Demirbaş and Şahin, 

1997), 고지(Demirbaş, 1999; Li and Liu, 2000a), 

옥수수자루(Kaliyan and Morey, 2010a), 옥수숫

와 스 치그래스(Kaliyan and Morey, 2010b), 팜야

자 꺼기(Husain et al., 2002), 마(한규성 등, 

2011; Alaru et al., 2011), 목재(Li and Liu, 2000b)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RPS (regenerable portfo-

lio standard) 제도가 본격 으로 시행되면서 발  

시장에서 고 화 바이오연료에 한 수요가 증할 

것으로 상된다. 이와 련지어 펠릿에 한 연구는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리켓에 한 연구는 이

제 막 시작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잎갈나무와 사시나무의 목분으로부터 실험용 피스

톤 스를 이용하여 리켓을 제조하 으며, 압

력, 가압시간, 수종, 톱밥의 크기 등이 리켓의 도 

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2. 실험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는 공시재료로 일본잎갈나무(Japanese 

larch, Larix kaemferi)와 사시나무(Hyunsasi pop-

lar, Populus tomentiglandulosa)를 이용하 다. 미

리 비된 기건상태의 일본잎갈나무와 사시나무의 

칩을 햄머 (Fig. 1)을 이용하여 목분으로 제조하

으며(Fig. 2), 목분의 크기를 조 하기 하여 햄머

에 각각 3 종류의 속 체를 장착하여 제조하

다. 속 체는 각각 ∅4, ∅2, ∅1 mm의 둥근 구멍

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의해 얻어진 목분을 각각 

P1, P2, P3으로 구분하 다. 세 종류의 목분을 속

망체(20, 40, 60메시)를 이용하여 분 한 결과 Table 

1과 같은 입도 분포를 나타냈으며, 일본잎갈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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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le distribution

Species Particle type
Particle distribution (%)

20 mesh over 20∼40 mesh 40∼60 mesh 60 mesh pass

Japanese larch

P1* 64.06 22.20 5.84 7.90

P2** 10.00 48.08 15.10 26.82

P3*** 0.64 47.53 20.50 31.33

Hyunsasi poplar

P1* 51.82 25.74 9.92 12.53

P2** 5.86 46.20 23.52 24.42

P3*** 0.84 42.59 24.75 31.82

* Ground by hammer mill with ∅4 mm screen.
** Ground by hammer mill with ∅2 mm screen.
*** Ground by hammer mill with ∅1 mm screen.

Fig. 1. Hammer mill and screens.

Fig. 2. Particles of Japanese larch and Hyunsasi

poplar.

Fig. 3. Piston type briquetting machine.

사시나무 목분의 습량기  함수율은 각각 9.5%와 

8.5% 다.

  

2.2. 고밀화 브리켓 제조

리켓은 자체 제작한 실험용 피스톤 스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조하 다(Fig. 3). 목분 60 ± 

1 g을 수직의 ∅40 mm 실린더에 넣고 유압 피스톤을 

하강시켜 압축한다. 이 때 피스톤의 압축속도는 

487.29 mm/min 다. 일정압력에 도달하면 피스톤

의 하강을 멈추고 일정시간 유지한다. 그리고 압력을 

해제하고 하부에 장착된 배출구를 연 후 피스톤으로 

어 리켓을 배출한다. 최 의 리켓 제조 조건을 

찾기 해 압력(110, 130, 150, 170 MPa), 압력유지

시간(0, 6, 12, 18, 30, 60 ), 목분의 크기(P1, P2, 

P3)를 달리하 다. 

2.3. 목분과 고밀도 브리켓의 특성 분석

목분으로부터 회분과 열량을 측정하 으며, 제조

된 리켓의 함수율, 도, 겉보기 도, 내구성을 측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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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함수율

리켓을 1 mm 속망체를 통과하는 크기로 잘게 

부순 후 건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함수율

을 계산하 다.












×








×

Mad : 기건 리켓의 함수율(습량기 )

Uad : 기건 리켓의 함수율(건량기 )

m1 : 빈 시 + 덮개의 무게

m2 : 건조  시 + 덮개 + 시료의 무게

m3 : 건 후 시 + 덮개 + 시료의 무게

2.3.2. 밀도 

∅40 mm인 원기둥 형태의 리켓을 버니어캘리퍼

스로 높이를 측정하여 기건 상태에서 도를 계산

한다.

 

2.3.3. 겉보기밀도(bulk density)

5리터의 측정 용기에 리켓을 용기의 상부 테두

리로부터 200∼300 mm 떨어진 곳으로부터 부어 산

을 이루게 한 후, 이를 150 mm의 높이로부터 평평하

고 딱딱한 바닥 에 놓여진 15 mm 두께의 나무  

에 수직으로 떨어뜨려 3회 다졌다. 용기 에 남는 

리켓은 50 mm 정각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무게

를 측정한 후 다음의 식을 이용해 겉보기 도를 계산

하 다.




 








×





Ddm : 건 리켓의 겉보기 도

Mad : 기건 리켓의 함수율

m1 : 빈 용기의 무게

m2 : 리켓을 채운 용기의 무게

2.3.4. 내구성(durability)

운송  장 에 발생할 수 있는 리켓의 손

에 한 항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리켓의 내구성

은 내구성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Temmerman 

et al., 2006). 직경 25 mm의 속 체(ISO 3310-2에 

규정)로 걸러진 리켓 2.0 ± 0.1 kg을 드럼형 내구

성시험기에 넣고 21 rpm으로 5분(105 회 )간 시험

을 수행한 후, 직경 25 mm의 속 체에 잔류하는 

리켓의 무게를 측정하고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

여 내구성을 계산하 다.





×

DU : 내구성 

ma : 내구성 시험 후 체로 거른 후의 리켓 무게

me : 내구성 시험  체로 거른 후의 리켓 무게

2.3.5. 회분 

리켓을 1 mm 속망체를 통과하는 크기로 잘게 

부순 후 도가니에서 다음의 스 로 회화하 다. 회

화로의 온도를 5°C/분의 속도로 250°C까지 승온하여 

60분간 유지한 후, 다시 5°C/분의 속도로 550°C가 되

도록 승온하여 120분간 유지하 다. 다음의 계산식

을 이용하여 회분의 양을 계산하 다. 












××




Adm : 건 리켓의 회분(건량기 )

m1 : 도가니의 무게

m2 : 도가니 + 시료의 무게

m3 : 도가니 + 회분의 무게

Mad : 리켓의 함수율(습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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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orific values, ash contents, and elemental composition of wood particles

Species
Higher Heating value*

(MJ/kg)

Elemental composition* (%) Ash*
(%)

Moisture content
(%)C H N

Japanese larch 20.02 ± 0.1831 46.87 5.99 0.08 0.3 9.5

Hyunsasi poplar 18.88 ± 0.2847 46.57 6.33 0.20 0.6 8.5

* Mean ± standard deviation (n = 3).

Fig. 4. Effect of pressure holding time on den-

sity of wood briquettes.

Note : Pressure 150 MPa.

2.3.6. 발열량

미리 함수율을 측정한 시료 1 g을 베형 열량계

(Parr 6400, parr Instrument Co.)에 넣어 측정된 열

량으로부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건무게로 환산

한 총발열량과 순발열량을 계산하 다.

  ×




  ×


× 






qv.gr.d : 건 리켓의 총발열량

qv.gr : 기건 리켓의 총발열량

qp.net.d : 건 리켓의 순발열량

Mad : 리켓의 함수율(습량기 )

3. 결과 및 고찰

3.1. 발열량과 회분

일본잎갈나무와 사시나무 목분의 발열량과 회분

은 Table 2와 같다. 발열량은 일본잎갈나무(20.02 

MJ/kg)가 사시나무(18.88 MJ/kg)보다 조  더 높

았으며, 회분은 사시나무(0.6%)가 일본잎갈나무

(0.3%)보다 높았다.

3.2. 브리켓의 밀도

3.2.1. 압력 및 가압시간이 브리켓의 밀도에 미

치는 영향

가압시간이 리켓의 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해 P1 목분을 150 MPa의 압력으로 0, 6, 12, 

18, 30, 60 간 가압하여 리켓을 제조하 으며, 제

조 직후의 도를 비교하 다(Fig. 4). 0 는 압력이 

목표압력인 150 MPa에 도달하는 즉시 가압을 멈추

는 것을 의미한다. 

두 수종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가압시간

이 증가하면 리켓의 도가 증가하 으며 가압시

간 12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도를 나타냈다. 일본잎갈나무의 리켓은 12 의 

가압으로 도가 4.9% 증가한 반면 사시나무는 

7.2% 증가하여 증가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마 

목부를 170 MPa로 가압할 때 가압시간 6  이후 일

정한 도를 유지한다는 한 등(2011)의 결과와 유사

하다. 한, Li 등(2000b)도 참나무류 톱밥을 103 

MPa의 압력으로 가압할 때 가압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리켓의 도가 증가하여 10 의 가압에 의해 

도가 5% 증가하 고, 가압시간이 20  이상으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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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pressure on density of Japanese

larch briquettes. 

Note : Pressure holding time 12 seconds.

Fig. 6. Effect of pressure on density of Hyunsasi 

poplar briquettes.

Note : Pressure holding time 12 seconds.

어지면 증가효과가 히 감소했다고 보고하 다.

압력의 크기가 리켓의 도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보기 해 P1 목분을 110∼170 MPa의 압력으로 

12 간 가압하여 리켓을 제조한 후, 이를 실내에 

방치하여 28일간 경과하는 동안의 도 변화를 찰

하 다(Figs. 5, 6). 

Fig. 5에서 일본잎갈나무 리켓의 제조 직후의 

도는 압력에 따라 0.91∼1.04 g/cm3의 값을 나타냈

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는 감소하 고, 제조 

후 1주일 이상이 경과하면 거의 일정한 도에 도달

하여 4주가 경과한 후의 최종 도는 0.80∼0.94 g/cm3

로 되었다. 한편, 이 기간  리켓의 함수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른 리켓의 

도 감소는 흡수에 의한 팽창 때문이 아니라, 제조 

시의 압축에 의한 일시  변형이 압축이 해제됨으로

써 회복되는 스 링백(spring back) 상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스 링백에 의한 도감소율은 압력

이 낮을수록 커서 110 MPa일 때 12.1%이고 170 

MPa일 때가 가장 작아 9.6%를 나타냈다.

사시나무 리켓(Fig. 6)의 경우 제조 직후의 

도는 일본잎갈나무 리켓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압력에 따라 0.88∼1.03 g/cm3의 값을 나타냈다. 그

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도 감소는 매우 커서 4

주가 경과하면 0.66∼0.81 g/cm3로 하게 감소하

여 일본잎갈나무 리켓의 도보다 약 15% 작았다. 

변형 회복에 따른 도감소율은 110 MPa일 때 

25.0% 고 170 MPa일 때 21.4%로 매우 큰 값을 나

타냈다. 

이와 같은 고 화는 목재 세포조직의 부분이 붕

괴됨으로써 발생하는 상인데, 목재 세포조직은 압

력을 받으면 탄성좌굴(elastic buckling), 소성항복

(plastic yielding), 취성 괴(brittle crushing) 등의 

형태로 붕괴된다. 이 때 탄성좌굴에 의해 붕괴된 세

포조직은 압력이 해제되면 변형이 어느 정도 회복되

기도 한다. 이상의 결과에서는 일본잎갈나무가 사

시나무에 비해 변형 회복이 훨씬 작았는데, 이는 일

본잎갈나무가 세포조직 괴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일본잎갈나무 목분으로부터 0.9 g/cm3 

(EN 14961-3의 B  리켓의 도) 이상의 도를 

가지는 리켓을 제조하기 해서는 150 MPa 이상

의 압력과 12  이상의 가압시간을 용하여야 할 것

으로 단된다. 하지만 사시나무 목분으로부터는 

어느 조건도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 다.

Fig. 7은 압력 110∼170 MPa, 가압시간 12 를 

용하여 제조한 리켓의 제조 압력과 도와의 계

를 나타낸 것인데, 일본잎갈나무(R2 = 0.960)와 

사시나무(R2 = 0.959) 모두 매우 직선 인 상 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압력이 높아지면 리

켓의 도는 직선 으로 증가하 다. 추정된 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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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ssure versus density after 28 days

for the wood briquettes.

Note : Pressure holding time 12 seconds.

Fig. 8. Effect of particle size on density of 

Japanese larch briquettes.

Note : Pressure 150 MPa, pressure holding time 0 

second.

Fig. 9. Effect of particle size on density of 

Hyunsasi poplar briquettes.

Note : Pressure 150 MPa, pressure holding time 12

seconds.

은 매우 정도가 높았으며, 회귀계수는 95% 수 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3.2.2. 파티클의 크기가 브리켓의 밀도에 미치

는 영향

Fig. 8은 일본잎갈나무를 압력 150 MPa, 가압시간 

0 의 조건으로 리켓을 제조하여 시간 경과에 따

른 도의 변화를 찰한 것이다. 제조 직후의 도

는 P1, P2, P3 모두 1.0 g/cm3 이상인 것을 알 수 있

다. 제조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시  변형이 회

복되는 스 링백 상에 의해 도가 감소하 으며, 

체 으로 7일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제

조 직후에는 P1처럼 20메시 이상의 큰 입자의 비율

이 64.06%인 P1으로 제조한 리켓의 도가 P2와 

P3보다 낮았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P1으로 제

조한 리켓이 가장 높은 도를 나타냈으며, 상

으로 작은 입자의 양이 많은 P2와 P3로 제조된 리

켓의 도가 낮았다. 이는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지

가 하게 배치됨으로써 체 으로는 변형 회복

이 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P1과 P3로 각각 제조된 리켓의 4주 경과 후의 

도는 95% 유의 수 에서 통계 인 차이가 인정되

었다. 

Fig. 9는 사시나무를 압력 150 MPa, 가압시간 

12 의 조건으로 리켓을 제조하여 시간 경과에 따

른 도의 변화를 찰한 것이다. 제조 직후의 도

는 거의 비슷하 고 P1, P2, P3 모두 1.0 g/cm3 이상

이었다. 시간이 경과하면 일본잎갈나무에서처럼 P1

으로 제조한 리켓이 가장 높은 도를 나타냈으며, 

상 으로 작은 입자의 양이 많은 P2와 P3로 제조

된 리켓의 도가 낮았다. 4주 경과 후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도의 차이를 분석하면, P1과 P2, P1

과 P3 간에는 95% 유의 수 에서 통계 인 차이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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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ulk densities and durabilities of wood briquettes

Species
Particle 
type

Pressure 
(MPa)

Holding time 
(sec)

Density* 
(g/cm3)

Bulk density** 
(kg/m3)

Durability** 
(%)

Japanese larch P1 170 12 0.94 ± 0.008 535 ± 10.35 54.1 ± 0.898

Hyunsasi poplar P1 170 12 0.81 ± 0.007 391 ± 15.16 62.1 ± 1.040

* Density after 28 days, Mean ± standard deviation (n = 6).
** Mean±standard deviation (n = 3).

3.3. 겉보기밀도와 내구성

P1 목분을 압력 170 MPa, 가압시간 12 를 용하

여 제조한 일본잎갈나무와 사시나무 리켓의 4주 

경과 후 도, 겉보기 도  내구성을 Table 3에 나

타냈다. 

도  겉보기 도의 결과만으로 볼 때는 일본잎

갈나무가 사시나무에 비해 리켓으로 제조하기 

한 압 화 특성이 우수하다고 단된다. 한편, 수

송  장 시의 리켓의 강도를 가늠하게 하는 내

구성은 사시나무(62.1%)가 일본잎갈나무(54.1%)

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시나무와 일본잎갈나무 리켓의 내구성은 섬

유장이 비교  긴 마 목부 리켓(한 등, 2011)에 

비해서는 작은 값을 나타냈으나, 둥근 입자의 형태를 

가지는 옥수수자루 리켓(Kaliyan and Morey, 

2010a)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열을 

가하지 않고 제조하는 리켓의 내구성은 입자의 크

기  형태가 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상되며 

차후 이에 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일본잎갈나무와 사시나무의 목분으로부터 고

도 리켓 제조가 가능하 으며, 압력  가압시간, 

티클의 크기 등이 리켓의 특성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았다.

1) 일본잎갈나무와 사시나무 리켓의 도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직선 으로 증가하 다.

2) 리켓의 도는 가압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가압시간 12  이후 일정한 값을 나타냈다.

3) 리켓의 도는 목분의 크기가 클수록 컸다.

4) 도와 겉보기 도는 일본잎갈나무의 리켓이 

컸지만, 내구성은 사시나무 리켓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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