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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개량형 탄화로를 이용하여 제탄과정  탄화로 내․외벽체의 온도변화를 측정하고, 제탄된 목탄의 

특성을 조사하 다. 공시탄화로의 탄화과정은 8일정도 소요되었다. 탄재탄화시 탄화로 내부온도는 720°C 정도

고, 정련단계에 이르기까지 탄화로 내부온도는  증가하여 정련단계에서는 1,000°C 이상의 고온에 달하

다. 연통부는 착화시 90°C 고, 서서히 증가되어 정련단계에서는 750°C까지 상승하 다. 이 때 탄화로 벽체의 

온도변화는 제탄과정 의 탄화로 내부의 온도변화 경과곡선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제탄과정에서 나타

난 탄화로 벽체의 최고 온도는 500°C 정도 다. 외선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제탄  탄화로의 내․외벽체

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 출탄 후 시간이 다소 경과되어도 상당한 양의 잠열이 탄화로 벽체와 천장에서 감지

되었다. 출탄된 목탄의 고정탄소은 85.9∼89.9% 다. 정련도는 1, 경도는 12, 발열량은 7,047∼7,456 kcal/kg, 

pH는 9.0～9.9 다. 목탄의 수탄율은 13.8% 정도로 기존의 탄화로에 얻어진 수탄율 9.8～12.3%에 비해 1.5% 

정도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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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harcoal and temperature change

of a kiln’s inner and outer walls in carbonization process using improved kiln. In this kiln system,

carbonization process was completed in eight days. In the kiln, the ignition temperature was kept

about 720°C. And then the temperature were increased gradually prior to be refined. Finally, the

temperature in refining process was reached to maximum point, 1,000°C. In the chimney, the 

temperature was increased gradually from 90°C at ignition to 750°C at refining. The temperature

change of the kiln wall resembles a temperature change progress curve during a carbonization 

process. The highest temperature of the kiln wall that appeared by a carbonization process was

around 500°C. As a result of having measured an inner wall and the outer wall of the kiln using

an infrared thermography camera, it was judged with there being considerable latent heat on kiln

wall and ceiling. Fixed carbon contented of charcoal was 85.9～89.9%. Refining degree of charcoal,

hardness, calorific value and pH were l, 12, 7,047∼7,456 kcal/kg, 9.0∼9.9, respectively. The yield of

wood charcoal was 13.8%, and compared to conventional kiln’s yield increased 1.5%. 

Keywords : charcoal, kiln structure, temperature in carbonization process, charcoal yield, waste 

heat

1. 서  론

재 화석에 지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

하기 해 환경 부하가 은 에 지를 개발하여 이용

하고자 하는 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 에 지로서 

태양 , 풍력, 바이오매스 등 이른바 “신재생에 지” 

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에 지로 이용할 때 

자연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원료를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으며, 장과 운반이 가능한 이 을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축에 의한 지구 온난화 방

지  임업․목재산업 진흥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 지의 이용확 를 추진하고 

있다. 

목탄은 산소의 폐된 공간에서 목재를 서서히 

가열하여 수분과 휘발성물질을 제거하고 탄소만 남

기는 방법으로 제조된 친환경연료로서, 환경문제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최근 목질바이오매스 자원의 에

지화  신소재화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의 

열분해 특성, 탄화메카니즘 구명  목탄의 특성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권 등, 2007; 

이와 김, 2010; 조 등, 2007, 2008; 김 등, 2006).

목탄의 제조는 탄화과정과 소화방식에 따라 크게 

흑탄과 백탄으로 구분하고 있다. 흑탄은 600～800°C 

정도에서 제조되며, 백탄은 1,000°C 이상의 온도에

서 제조된다(황 등, 2002). 이 게 고온의 제탄과정

에서 발생하는 열은 탄화로 내에서 장시간 유지될 뿐

만 아니라 제탄 후에도 탄화로 내부에는 고온의 열이 

장시간 유지된다. 이러한 탄화로는 단지 목탄을 제탄

하기 한 용도로만 사용될 뿐, 제탄시 발생하는 고

온의 연소열이나 그 후 계속되는 잠열은 효과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 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폐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발효과정에 발생

하는 폐열을 경제 으로 활용하기 해 효율 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열교환장치를 개발하여 농가의 난방

용이나 온수용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일부 

제시되고 있다(조 등, 2009; 이 등, 2004). 석유류 가

격의 등으로 열 공 에 사용되는 비용이 증하고 

있는 요즘, 폐열 활용은 에 지 재활용의 좋은 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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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de view of an improved kiln for        Fig. 2. Front view of an improved kiln for charcoal

      charcoal making.                           making. 

Fig. 3. Cross sectional view and position (side 1, side 2) of k-type thermocouple of an improved 

kiln for charcoal making.

따라서 본 연구는 고품질 목탄의 량 생산  수

율을 향상시키기 해 제작된 개량형 탄화로를 이용

하여 제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효율 으로 회

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해 개량형 탄화로의 

구조와 제탄과정에서 탄화로 내․외벽  벽체의 온

도변화, 제탄된 목탄의 특성을 조사․검토하 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는 강원도 홍천군 화 면에 소재 (주) 홍

천참숯에서 개량형 탄화로를 제작하여 이용하 다. 

2.1. 공시탄화로의 구조

본 연구에 이용된 개량형 탄화로는 고품질 목탄의 

량 생산과 수율향상을 한 목 으로 내부공간을  

크게 확장하여 제작하 다. 탄화로의 내부 바닥은 

Fig. 1과 같이 진흙으로 약 20 cm 정도의 두께로 다

졌고, 탄화로 내부의 가스를 잘 빨아내기 해서 배

연구쪽이 탄화로 입구보다 약 3 cm 정도 낮게 제작

하 다. 배연구(Fig. 1)는 탄화로 내부의 연기가 나

가는 구멍으로서 돌을 이용하여 바닥에 길이 27 cm, 

폭 6 cm 정도로 제작하 고, 기존의 탄화로 보다 내

부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2개를 설치하 다. 

연통부는 벽돌과 진흙으로 쌓았고, 아래쪽을 넓게 

하고 로 올라갈수록 좁게 만들어 외부공기가 탄화

로 안으로 역류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구조로 제작하

으며, 탄화로의 규모가 크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연

통부를 2개 설치하 다.

탄화로 입구는 Fig. 2와 같이 높이 180 cm, 폭 65 

cm로 제작하 다. 탄화로 내부 천장은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탄화로 벽에 가까운 부분은 두껍게 

하고 심부로 갈수록 비교  얇게 제작되었다. 천장

은 탄화로 에서 가장 열을 많이 받는 곳으로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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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철망을 고 그 를 진흙으로 덮고, 철망을 굵은 

빔으로 지탱하는 구조이다. 탄화로 내부는  심부 

높이 220 cm (Fig. 1),  가로 640 cm, 세로 290 cm의 

크기(Fig. 3)로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 이용되어진 탄화로는 내부규모가 크

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출

탄작업구를 하나 더 설치하여 원활한 출탄작업을 수

행할 수 있게 제작하 다. 

2.2. 고온측정용 센서를 이용한 제탄과

정중의 개량형 탄화로 온도측정 및 

벽체온도측정

제탄되는 과정 에 개량형 탄화로 내부  벽체의 

온도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탄화로에 K형 열 자 

센서(측정범  : 1,200°C)를 설치하 다. 제탄과정

의 탄화로 내부의 온도측정은 권 등(2008)이 통

식 탄화로의 온도변화를 측정하기 해 설치한 치

와 같은 치에 온도측정용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탄화로 벽체온도는 온도측정용 K-type 센서

(삼손하이테크, 한국)를 벽체 내부로 깊이 20 cm 정

도 삽입하여 설치하 다(Fig. 3). 온도기록은 측정용 

센서와 연결된 자동기록계에 각각의 온도변화를 실

시간으로 그래 용지에 기록하 으며, 2시간마다 온

도를 숫자로 기록하게 설정하 다. 

2.3. 적외선 열화상 분석기를 이용한 개

량형 탄화로 내․외벽의 온도측정 

외선 열화상 분석기(InfraTec Gmbh, DE/Varic 

CAM Basic 120)를 이용하여 개량형 탄화로의 내․

외벽에서 발생되는 열의 분포를 측정하 다. 측정은 

제탄과정이 끝난 후, 고온의 열이 탄화로 내부에 존

재하고 있기 때문에 목탄을 생산하기 한 원료를 넣

기 에 실시하 다.

2.4. 목탄의 특성분석

공업분석은 목탄을 각각 60 mesh 정도의 시료로 

제작하여 목탄에 함유된 수분(KS E ISO589 무연탄-

총 수분 함량의 측정 참조), 회분(KS E ISO1171 고

형 물 연료-재 함량 측정 참조), 휘발분(KS E 

ISO562 무연탄과 코크스-휘발성 물질의 결정 참조), 

고정탄소를 량비율로 측정하 다.

pH는 목탄 1 g을 삼각 라스크에 넣어서 증류수 

100 ㎖을 가한 후 5분간 자비시켜 증발한 양의 증류

수를 가해 냉각 후 pH meter로 측정하 다.

정련도는 목탄정련계(삼양 기제작소 FA 56형, 

일본)를 이용해서 측정하 다. 100～108 Ω/cm의 

기 항을 측정하여 그 지수 0～8의 정련도로 그 이

상의 것은 정련도 9로 나타낸다. 

목탄의 경도는 신목탄경도계(삼양 기제작소, 일

본)로 이용하여 측정하 다. 경도계는 납, 안티몬, 

동, 아연, 주석, 강철 등을 소정 배합한 것으로, 경도

의 차이로 20종류의 속편이 이용되며 가장 무른 납

으로만 된 속편이 1번이고, 가장 단단한 강철의 

속편은 20번이다. 

발열량은 시료 0.5 g을 열량계(Parr 6,300 calo-

rimeter)에 넣고 산소를 충 하고 화하여 연소

후의 온도변화로부터 열량을 계산하 다. 연료용 목

탄의 단 부피당 열량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국립산림과학원 2007-8호) 연료용 목탄의 단 부

피량 열량 기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

하 다.

연료용 목탄의 단 부피당 열량(cal/cm3) = 발열

량 × 용  × 함수율 

3. 결과 및 고찰

3.1. 개량형 탄화로의 제탄과정 중 온도

변화

공시 개량형 탄화로의 연통부와 탄화로 상층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제탄과정을 측정한 결과(Fig. 

4), 탄화로에 탄재를 재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탄화가 시작되어 가열을 멈출 때 온도는 탄화로 

내부 온도 720°C, 연통 온도 90°C 다. 이것은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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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profile in the kiln wall dur-

ing carbonization.

Fig. 4. Temperature profile in the chimney and

chamber of kiln during carbonization.

              (A) Ceiling                          (B) Inner wall                      (C) Front view

Fig. 6. Infrared thermography images of a kiln.

자에 의한 제탄과정으로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탄

화로 내부의 온도는 670～800°C, 연통온도 80～90°C

의 범 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권 등. 2008). 

탄화종료시 의 온도는 탄화로 내부 온도 약 600°C, 

연통 온도 450°C 정도가 되었다. 이후 연통에 나오는 

연기가 무색을 띄는 시 에서 약 3시간 후 정련을 1

0～12시간 정도 실시하고 출탄작업을 하 다. 탄화

로 내부 최고온도는 1,000°C의 범 고, 연통온도

는 750°C 정도까지 상승하 다.  

체 제탄시간은 아궁이에 화해서 탄화로 내부 

탄재의 탄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소요되

었다. 그리고 착화 후 탄화과정을 거쳐 정련이 시작

되는 600°C에 도달할 때까지 약 150시간 정도 소요

되었다. 그 후 정련과 출탄작업까지 26시간 정도 소

요되었다. 체 제탄시간은 8일 정도 다. 

고온측정용 센서를 이용하여 제탄과정 의 탄화

로 벽체의 온도를 2곳(Fig. 5-Side 1, Side 2)에서 측

정한 결과, 벽체의 온도변화는 제탄과정에서 탄화로 

내부의 온도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목탄

제탄과정에서 나타난 탄화로 벽체의 최고 온도는 

500°C정도 다. 

3.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제

탄전 탄화로 내․외벽과 벽체의 온도 

Fig. 6은 제탄  탄화로 내․외벽과 상층부의 온도

를 외선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출

탄 후 탄화로 내부는 고온이기 때문에 다음 제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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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analysis of samples

Charcoal No. Moisture content (%) Ash (%) Volatile matter (%) Fix carbon (%)

1 6.40 ± 0.59 1.63 ± 0.23 3.07 ± 0.12 89.90 ± 0.94

2 6.50 ± 0.50 2.71 ± 0.39 3.55 ± 0.25 87.24 ± 0.70

3 7.97 ± 0.04 2.36 ± 0.63 3.78 ± 0.23 85.89 ± 0.01

4 7.37 ± 0.60 2.04 ± 0.28 3.52 ± 0.30 87.07 ± 0.72

5 7.56 ± 0.21 1.79 ± 0.19 3.61 ± 0.28 87.04 ± 0.31

6 7.06 ± 0.72 2.55 ± 0.43 3.21 ± 0.32 87.18 ± 0.85

7 6.34 ± 0.61 2.61 ± 0.63 3.24 ± 0.22 87.81 ± 0.17

Table 2. Basic properties of samples

Charcoal No. Refining degree Hardness
Heating value 

(kcal/kg)
pH

Quantity of heat 
per unit area (cal/cm3)

1 1 12 7,341 ± 11 9.0 ± 0.0 5,236

2 1 12 7,195 ± 20 9.9 ± 0.0 5,287

3 1 12 7,047 ± 32 9.3 ± 0.0 5,312

4 1 12 7,247 ± 15 9.1 ± 0.1 5,486

5 1 12 7,145 ± 23 9.4 ± 0.0 5,387

6 1 12 7,100 ± 25 9.0 ± 0.1 5,458

7 1 12 7,456 ± 40 9.1 ± 0.0 5,232

을 해 2일 정도 방치한다. 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탄  탄화로 내벽과 천장의 온도분포를 

분석한 결과(Fig. 6-A, B), 탄화로 내벽 간부분과 

천장에는 80～90°C 정도의 고온의 열이 감지되었다. 

이것은 20°C 물 1 ton의 온도상승에 하여 제탄과정

에서 발생된 고온의 열 평균 85°C로 가정하여 열량을 

계산하면, 열용량공식 Q = mcΔT식에서 Q = 1,000 

kg × 4,190 J/Kg°C × 65°C = 272,350,000 J (65,364 

kcal)의 열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출탄 후, 시간이 다소 경과되어도 탄화로 벽체와 

천장에는 상당한 양의 열에 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탄화로 외벽과 상층부는 천장과 벽

을 두껍게 쌓았기 때문에 제탄과정 에 발생한 열의 

향을 받지 않아 외기온도와 비슷한 온도를 보여주

었다(Fig. 6-C).  

 

3.3. 목탄의 공업분석 결과

Table 1은 같은 탄화로에서 수회 반복하여 제탄된 

각각의 목탄에 한 공업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탄의 규격과 품질기

(2007)은 수분 10% 이하, 회분 3.0% 이하로 규정하

고 있다. 공시 탄화로에서 제탄된 목탄의 수분은 

6.34～7.90%, 회분 1.63～2.71%로 나타났다. 한 

휘발분은 3.07～3.78%, 고정탄소 85.9～89.9% 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목탄은 각 탄화로에 설

치된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표 화된 제탄공정으로 

제탄하기 때문에 같은 탄화로에서 제탄된 목탄의 특

성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3.4. 정련도, 경도, 발열량, pH 및 단위 

부피당 열량

탄화로에서 제탄된 목탄의 정련도, 경도, 발열량, 

pH  단 부피당 열량의 특성을 Table 2에 나타냈

다. 정련도는 탄화물표면의 기 항을 측정하여 탄

화물의 탄화정도를 단하는 기 으로 이용된다. 모

든 시료가 낮은 기 항 값을 보여주고 있어 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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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coal yield of samples   (Unit : %)

Ref.2) Present 
workA B C

Yield 11.00 ± 1.25 11.17 ± 0.88 10.75 ± 0.87 12.8 ± 0.10

잘 되어 불순물이 은 목탄으로 단한다. 경도는 

모든 시료가 12로 나타나 단단하게 제조된 목탄으로 

생각된다. 발열량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

탄의 규격과 품질 기 (2007)에서 발열량 5,500 

kcal/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탄

된 목탄의 발열량은 7,047～7,456 kcal/kg으로 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고품질 목탄으로 단된다. 岸

本(1990)는 1,000°C에서 제탄된 목탄의 열량이 약 

7,600 kcal/kg라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탄

된 목탄도 1,000°C정도의 고온에서 제탄된 것으로 

사료된다. 

pH는 9.0～9.9 정도의 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 목

탄은 일반 으로 알칼리성이며 제탄온도에 따라 값

이 다르게 나타나는데(김과 공, 1999), 1,000°C에서 

제탄된 백탄은 pH 9.0～9.5 정도로 본 실험의 결과

와 비슷한 값을 보여주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탄의 품질기 (2007)

에서 단 부피당연료의 기 을 보면 연료용 목탄의 

품질 A등 은 단 부피당 5,001 cal/cm3 이상, 연료

용 목탄의 품질 B등 은 단 부피당 5,000 cal/cm3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 이용된 목탄의 

단  부피당 열량은 A등 으로 나타났다. 

3.5. 수탄율

목탄의 수탄율은 13.8%정도로 이 의 탄화로(권 

등, 2008)에 얻어진 수탄율 9.8～12.3%에 비해 1.5%

정도 증가하 다(Table 3). Brunner와 Roberts (1980)

는 속탄화가 반응메카니즘의 차이로 인해 탄화물

의 특성에 향을 주고 수율도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 이용되어진 탄화로에서 제탄된 목탄 

수율이 증가한 것은 이  탄화로에 비해 탄화로의 규

모가 2배 정도 크게 제작되어서 제탄과정에서 탄재

의 탄화속도가 이  탄화로에 비해 속으로 행해지

기 때문에 체 수율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량형 탄화로를 이용하여 제탄과정 

 탄화로 내․외벽의 온도변화를 측정하고 제탄된 

목탄의 특성을 분석하 다. 공시 탄화로의 탄화과정

은 8일 정도 소요되었다. 탄재 착화시 탄화로 내부 

온도는 720°C 정도 고, 연통부 는 90°C 정도 다. 

정련단계에 이르기까지 탄화로 내부온도는  증

가하여 정련단계에서는 1,000°C 이상의 고온에 달하

으며, 연통온도는 750°C까지 상승하 다. 이 때 탄

화로 벽체의 온도변화는 제탄과정 의 탄화로 내부

의 온도변화 경과곡선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목탄제탄과정에서 나타난 탄화로 벽체의 최고 온도

는 500°C 정도 다. 외선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

여 제탄  탄화로의 내·외벽체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 탄화내벽과 천장에는 80～90°C 정도의 고온의 

열이 감지되었다.  

출탄된 목탄은 수분이 6.34～7.90%, 회분 1.63～

2.71%, 휘발분 3.07～3.78%, 고정탄소 85.9～89.9%

다. 정련도는 1, 경도는 12, 발열량은 7,047～

7,456 kcal/kg, pH는 9.0～9.9, 단 면 당 열량은 

5,232～5,486 cal/cm3로 고품질의 목탄이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각 탄화로에 부착된 온

도센서에 의한 제탄공정을 확립하여 목탄을 제탄하

기 때문에 목탄의 특성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탄의 수탄율은 13.8% 정도로 기존의 탄

화로에 얻어진 수탄율 9.8～12.3%에 비해 1.5% 정

도 향상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제탄과정에서 발생된 열에 지

가 제탄 후에도 탄화로 천장 는 내벽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로 방치해서 버려지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개

량형 탄화로에서 제조된 목탄은 고품질이고, 수탄율

도 기존 탄화로에 비해 약간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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