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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재펠릿(wood pellet)은 목재톱밥이나 숲가꾸기 산물을 톱밥으로 제조한 후 압축하여 만든 목재연료

이다. 이 목재펠릿은 온실가스인 CO2의 배출량이 경유 비 1/12, 도시가스 비 1/10 수 이기 때문에 

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는 연료로 각 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2012년까지 목재펠릿 공장을 국내에 71개를 설치하여, 2012년에 국내에서 목재

펠릿 28만톤을 생산하고, 외국에서 22만톤을 도입하여, 년간 50만톤의 목재펠릿을 공 함으로서 농 연

료의 10%를 목재펠릿으로 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장기 으로 2020년에는 국내에서 100만톤

의 목재펠릿을 생산하고, 외국에서 400만톤 목재펠릿을 도입하여 국내에 년간 500만톤의 목재펠릿 연료

를 공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목재펠릿을 통한 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하여 Green Home 100만호 보 사업의 일환으로 지

식경제부와 산림청에서는 목재펠릿 보일러의 보 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년에는 3,000 의 목재

펠릿 보일러를 보 할 계획이며, 연차 으로 목재펠릿 보일러의 보 사업을 확 하여 2012년까지 39,000

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목재펠릿 보일러에 한 기술검토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되어, 2007년부터 목재펠

릿 보일러가 시 되고 있지만, 목재펠릿 보일러에 한 체계 인 연구가 거의 무하다. 국내 보일러 산

업은 유류보일러와 가스보일러 심으로 발 되고, 성장되어 왔기 때문에 목재펠릿 보일러에 한 기술

수 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재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 이 발

생하고 있지만 원천 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재 국내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시 하고 있

는 보일러업체는 20～3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극소수의 목재펠릿 보일러회사를 제외하고는 

기술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단이 된다.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목재펠릿 보일러 보 사업의 성공을 해서는 국내에서 제작되어 시

되는 목재팰릿 보일러의 안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한 것으로 단이 되지만, 국내에서는 

목재펠릿 보일러에 한 기 연구가 거의 무하여 안 성과 신뢰성을 단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

다. 따라서 국내의 펠릿보일러 기술발 을 하여 외국에서 시 되고 있는 펠릿보일러의 기술에 하여 

검토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