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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method to develop the fuel of suljigemi pellet using 

agricultural by-products the occurred during the manufacturing of alcohol. The goal of 

the development of suljigemi using biomass is to make the pellet fuel of high calorie. 

The suljigemi pellet is difficult to recycle waste in the manufacture company of 

alcohol. suljigemi pellet has the effect of zero emission as the soil conditioner using 

ash after burning. Also suljigemi pellet has the reduction effect of carriage fee, fuel 

economy and low-cost high-efficiency effects, environmentally clean fuel as CO2 

emissions savings. So the technologies of the suljigemi fuel pellet are developing low 

carbon, green growth renewable energy fuel through futuristic energy system will be. 

In experiments, suljigemi pellets confirmed the calories by about 10% higher than 

wood pellets with the sam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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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제한과 원유 가격상

승으로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정적 현상이 지구 곳곳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큰 위협적 

요소로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급증되

고, 기후 변화 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에너지

원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져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목하고 있으며, 기

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인력 확

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까지 국가에너지 사용량의 8.9%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고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

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메탄(N20), 불소계 화

합물 등은 세계적인 감축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변화추이를 통한 바이오

매스 관리 프로그램 제작을 수행하였고 산림 사업

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화석연료 대체효과를 분

석한 사례도 있다.1,2 Seok3은 목재펠릿의 가격경

쟁력, 수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목재펠릿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재펠릿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대체에너지원으로 개발되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며, 유럽 또한 

목재 펠릿의 생산은 1982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

지만 유가하락과 목재 산업 보호정책으로 정체의 

기로에 서 있었다. 2000년대에 고유가로 인한 난

방비 절감 수요와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재생

에너지 지원정책으로 목재 펠릿의 시장이 확대되

어 지난 10여 년간 세계 목재 펠릿 생산량은 연

평균 18% 증가했으며, 2007년에는 세계에서 900

만 톤의 목재 펠릿이 생산되었고 향후 목재 펠릿

의 생산은 연간 30%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4 또

한 바이오매스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약 18,410

억 톤으로 추정되며, 약 90 %가 산림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5,6

Lehtikangas7는 펠릿연료와 원료의 저장에 따른 

함수율, 밀도 미세분 등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와 

종류가 다른 원료로 제조된 펠릿연료의 연료적 특

성에 대해서 보고 하였다. Li8 등은 고지, 목재 폐

재, 도시고형쓰레기를 고밀화 연료로 제조하는 방

법 및 연료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술을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술지게미(酒粕, 

주박)는 최근 막걸리 및 전통술 특화 사업으로 인

해 술지게미의 양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비료 및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환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국내 주류업체에서 술지게미를 처리하

는 비용은 연간 대략 12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

정이다. 게다가 2012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술지

게미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으며, 2010년 국내 해

양폐기물은 462만 9천 톤을 해양에 투기하였다. 

이는 2009년(543만 300톤)보다 80만 톤가량 감

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이다. 

본 연구는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술지게미를 펠릿연료로 전환하여 폐자원의 재생에

너지 연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한다.9 게다

가 2012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술지게미의 해양투

기가 금지되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술지게미의 

펠릿화에 대한 연구는 가치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2. 재료 및 특징

국내에서 막걸리, 맥주, 소주, 청주 및 복분자 등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술지

게미는 알코올, 효소, 유기산 등을 포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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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본에서는 식용, 합성청부와 소주의 향미액 원

료, 사료 첨가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는 일부 퇴비화, 사료 첨가제로 이용되며 현재 

폐기물로 등록되어 전량 폐기물 등록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술지게미의 에너지화는 유기성 폐

기물의 처리의 안정화, 연료 생산에 따른 에너지화

에 대한 개념과 태우고 난 회분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토양개량제를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다.

술지게미는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이지만 술지게미를 활용하여 펠릿 연료로 

만들어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다. 술지게미 펠릿

은 기존에 만들어진 펠릿 보일러나 화목보일러에 

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술지게미 펠릿은 버려

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저렴

하며 바로 성형 및 가공이 용이하고 체적이 작고 

무게가 가벼워 운송 및 저장이 편리하다. 

Fig. 1 Zero emission effect with suljigemi.

술지게미 펠릿을 이용하여서 바이오 연료로 사

용을 하기 위해서 연소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술지게미를 이용한 펠릿화는 세계 최초

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배가된다. 술지게미 펠릿

을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회분은 토양개

량제(Soil Conditioner)로 사용할 수 있다.10 술지

게미 펠릿을 연료로 사용한 후 발생되는 재는 산

성토양의 중성화가 가능한 토양개량제로서 다시 

활용이 가능하여 작물 재배에 도움을 준다. 그래

서 술지게미 펠릿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로 이미션(Zero emission)의 효과가 있다. 

3. 술지게미 펠릿의 제조

주류 제조하는 과정에서 술지게미가 추출되는 

과정이 그림 2이며, 술지게미는 발효한 이후와 병

에 투입하기 이전, 압착을 하고 난 후에 발생한다. 

Fig. 2 Suljigemi extraction proces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for alcohol.

표 1은 펠릿 제조장치의 사양이며, 펠릿 제조를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대학교 실험실 기반으로 일

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즙기를 사용하였다. 

Voltage(V) 220

Power(W) 170

Capacity(kg/h) 10

Roller dia.(mm) 50

Template dia.(mm) 343

Template hole dia.(mm) 8

Gear Method Worm gear

Table 1. Specifications of pelle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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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lletizer in this study.

실제 현장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목재 펠릿에 

사용되는 펠릿기와의 차이를 가지지만 술지게미 

펠릿과 목재펠릿의 열량 측정과 시료는 동일한 조

건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는 막걸리의 술지게미와 우드펠릿에 

이용하는 소나무의 부산물인 톱밥을 이용하여 펠

릿을 각각 또는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막걸리 술

지게미는 5곳의 양조장에서 술을 정제한 후 남은 

지게미를 공급받아 술지게미 펠릿을 만들었다. 5

곳에서 제공받은 막걸리의 성분은 아래 표 2와 

같다.

Kinds  Ingredients

makgeolli 1
White rice 100%, licorice, alcohol 
6%, aspartame 0.009%

makgeolli 2
White rice 60%, Whole meal 40%, 
Alcohol 6%, Aspartame 0.01%

makgeolli 3
White rice 80%, Whole meal 20%, 
Alcohol 6%, Aspartame 0.012%

makgeolli 4
White rice 100%, Alcohol 7%, 
Aspartame 0.01%

makgeolli 5
White rice 12.91%, malted rice, 
Leaven, Alcohol 6%,, Aspartame 
0.012%

Table 2. Ingredients of makgeolli

막걸리술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술지게

미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첨가물 없이 바로 

펠릿화 할 수도 있다. 

Fig. 4 The generation process of suljigemi.

그림 4는 술지게미를 이용하여 압축 및 성형의 

과정을 거쳐 술지게미 펠릿을 만드는 과정이다. 

술지게미를 녹즙기를 이용하여 압축 및 성형한 후 

건조를 위해 70℃에서 수분함량 10% 미만으로 온

열 건조기에서 18시간 이상 건조를 하면 술지게

미 펠릿이 완성된다. 

4. 실험결과 

물질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변화됨에 따라 물리

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대부분의 화학적, 물

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은 각각 열을 흡수하거

나 방출한다. 따라서 시료의 열 출입을 관찰하면 

화학적, 물리적 변화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열분석 장비가 시차주사

열량계(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이다. 시차주사열량계(DSC)는 시료와 불활성 기준

물질(Inert reference)에 동일한 온도 프로그램

을 가하여 시료로부터 발생되는 열유속 차이

(Difference in heat flow)를 측정한다. 하나의 가

열로(Furnace)에서 시료와 기준물질이 이상적으로 

동일한 팬에 각각 놓여져 열손실(Thermal loss)과 

팬의 영향이 효과적으로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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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유속(Heat flow)은 전도된 전력(Transmitted 

power)에 상당하며 와트(W; Watt)나 밀리와트

(mW)단위로 측정된다. 열유속이나 전도전력을 시

간으로 미분하면 에너지량으로 환산되며 mW⋅s나 

mJ로 표시된다. 전도된 에너지는 시료의 엔탈피

(Enthalpy) 변화에 상당한다. 즉, 시료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엔탈피 변화는 흡열(Endothermic)이며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 과정을 발열(Exothermic)이

라 한다.

본 연구는 Netzsch(Germany)사의 시차주사열

량계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에 

따른 열량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목재소에서 나온 톱밥, 판매하는 목재펠릿 및 주

박을 펠릿화하여 열량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목재는 일반 목재소에서 채취한 것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목재 펠릿이고 술지게미는 막걸리

의 술지게미를 실험에 사용했다. 우드 펠릿은 제

재소의 톱밥과 판매되는 목재 펠릿을 구매하여 열

량을 각각 측정하였다. 표 3의 실험 결과는 각각 

실험한 펠릿을 전부 평균한 데이터이다.

표 3에서 탁한 막걸리, 톱밥, 탁한 막걸리와 톱

밥, 탁한 막걸리와 맑은 막걸리, 맑은 막걸리와 

톱밥, 탁한 막걸리, 톱밥과 맑은 막걸리를 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실험하였다. 피크점(Peak), 변곡점

(Onset), 끝점(End)에 대한 온도를 표현하였고 적

분값을 도출하기 위해 영역(Area)과 너비(Width)

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그림 5에서 10까지 그래프는 막걸리 술지게미 

펠릿, 목재 펠릿, 술지게미 펠릿과 각각을 혼합

한 펠릿에 대해 실험한 결과이다. 그래프는 온도

의 변화에 따라 열량의 변화량을 표현한 것이다. 

시작점, 피크점, 변곡점 및 끝점의 온도와 그래

프 변화 영역에 대한 적분값으로 열량을 알 수 

있다. 
Fig. 5 Experiment of suljigemi pellet using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Rice 
wine(Cloudy)

Wood

Mixing Ratio 1 1

Area(kJ/kg) 11061 10084

Peak(℃) 302.4 446.4

Onset(℃) 231.6 276.3

End(℃) 407.6 484.6

Width(℃) 281.4 191.8

Rice 
wine(Cloudy):

Wood

Rice 
wine(Cloudy):Rice 

wine(Clear)

Mixing Ratio 4:1 1:1

Area(kJ/kg) 11146 9698

Peak(℃) 304.8 298.8

Onset(℃) 233.7 235.7

End(℃) 528.5 524.4

Width(℃) 242.2 251.7

Rice 
wine(Clear):

Wood

Rice 
wine(Cloudy):Wood:

Rice wine(Clear)

Mixing Ratio 4:1 2:1:2

Area(kJ/kg) 8451 10224

Peak(℃) 304.1 303.5

Onset(℃) 243.6 235.0

End(℃) 511.3 522.5

Width(℃) 228.0 229.0

Table 3. Comparision of experiment result for 
suljigemi pellets, wood pellets and mixing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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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eriment of wood pellet using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Fig. 7 Experiment of mixed wood pellet and rice 

wine(cloudy) pellet using DSC. 

Fig. 8 Experiment of mixed rice wine(cloudy) and 

rice wine(clear) pellet using DSC. 

Fig. 9 Experiment of mixed rice wine(clear) and 

wood pellet using DSC. 

Fig. 10 Experiment of mixed rice wine(cloudy), 

rice wine(clear) and wood pellet using 

DSC. 

측정한 실험 결과는 막걸리의 술지게미 펠릿은 

평균 11,061 kJ/kg, 목재 펠릿은 평균 10,084 

kJ/kg의 결과를 나타낸다. 막걸리 술지게미 펠릿

과 목재 펠릿을 혼합한 것은 평균 11,146 kJ/kg

으로 가장 높은 열량을 가지는 측정값을 확인하였

다. 실험 결과에서 술지게미 펠릿이 목재 펠릿보

다 열량이 약 10%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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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 술지게미를 이용하여 펠릿화해서 연료로 전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술지게미 펠릿과 

목재 펠릿 각각 1g의 시료로 시차주사열량계를 

이용하여 같은 조건에서 열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막걸리의 술지게미 펠릿은 평균 11,061 

kJ/kg, 목재 펠릿은 평균 10,084 kJ/kg을 확인하

였다. 막걸리 술지게미 펠릿과 목재 펠릿을 혼합

한 것은 평균 11,146 kJ/kg으로 가장 높은 열량

값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시료 20종을 실험하여 

목재 펠릿 보다 술지게미 펠릿의 열량이 약 10%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012년부터 해양 투기 금

지로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진 술지게미를 펠릿화

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그 효과가 증가한

다. 펠릿의 경우는 목재펠릿이 제품화되어 있지만 

술지게미를 이용한 연료화 펠릿 연구는 세계 최초

로 폐자원 재사용에 의미가 크다. 

현재 술지게미에 석탄 등을 첨가하고, 펠릿의 

형태를 조개탄, 가루탄 및 숯탄의 형태로 가공하

여 열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술

지게미를 이용한 고열량 펠릿 연료원 개발과 더불

어 기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획기적인 미래형 에너지 시

스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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