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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의 효율적 에너지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목재펠릿으로 만들고, 그 특성

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목재펠릿의 함수율, 발열량, 회분, 겉보기밀도, 내구성, 원소분석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소나

무와 리기다소나무 목재펠릿의 원소분석의 결과, 소나무는 61.42% (C), 수소 5.56% (H), 산소 32.87% (O) 그리고 

0.15% (N)로 나타났으며, 리기다소나무는 61.03% (C), 수소 5.96% (H), 산소 32.83% (O) 그리고 0.18% (N)로 나타나 

두 수종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각 시료의 발열량은 약 19 MJ/kg로서 품질규격 1급(≥ 18.0 MJ/kg)을 만족시켰다. 

회분량의 경우 소나무가 0.50%, 리기다소나무가 0.53%로 양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품질규격 1급(≤ 0.7%)을 

만족시켰다. 겉보기 밀도는 소나무 펠릿의 경우 648 kg/m3으로 품질규격 1급(≥ 640 kg/m3)을 만족시켰으나, 리기다소

나무의 경우 622 kg/m3으로 품질규격 2급(≥ 600 kg/m3)을 만족시켰다. 함수율의 경우 두 수종 모두 품질규격 1급(≤

10%)를 만족시켰으며, 내구성의 경우 소나무 목재펠릿은 품질규격 3급(≥ 95%)를 만족시켰으나 리기다소나무 목재펠

릿은 내구성 품질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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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격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개발로 인한 환경 오

염과 그 피해,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

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

재생에너지는 크게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

여 재생산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중 그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재의 대체에너지로서의 활용은 목재를 

칩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

적이었다(Paik et al. 2011).

그러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목재펠릿은 목질 

바이오매스를 작고 균일한 크기의 입자로 분쇄한 후

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성형한 

목질계 연료이다. 목재펠릿은 기존의 목재 칩에 비하

여 착화성, 연소효율, 운반 및 보관성이 우수하고, 일

정한 연료의 형상과 함수율로 보일러의 자동화 및 

연료의 투입량 조절과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Paik et al. 

2011). 또한 목재펠릿 연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분진 배출량이 적고, 원료물질에 비하여 높은 에너

지 함량을 가지는 친환경 재생가능 연료이다. 이 연

료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원료의 사용으로 

자원순환이 가능하고, 고밀화 목질 연료이므로 목질 

칩에 비해 에너지 함량이 높은 장점이 있다(Paik et 

al. 2011). 

또한 연소 시 화석연료 연소에 비해 NOx와 SO2 

배출량이 1/12 저감될 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은 약 

1/27의 저감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

재펠릿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 g/kWh로 경유 

350 g/kWh 보다 약 1/12 수준이며, 단위 무게당 열

량은 경유의 1/2 수준이다(Kim et al. 2009).

이러한 장점을 가진 목재펠릿은 1959년 수피처리

를 위한 상업적 펠릿제조공장이 들어서면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후 북미와 유럽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Lehtikangas (2000; 2001)는 Scots pine과 

spruce를 혼합한 목재펠릿의 품질특성에 대하여 연

구하고 목재펠릿의 내구성이 원재료의 리그닌함량에 

ABSTRAC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woodpellet manufactured from two domestic pines (Pinus densiflora S. et Z. and

Pinus rigida Mill.) were investigated for the efficient energy use of woody biomass resources. Properties of wood-

pellets such as moisture content, heating value, ash content, apparent density and durability were determined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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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Mill.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inus densiflora S. et Z. and Pinus rigida Mill was observed on ele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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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standard (≥ 18.0 MJ/kg) by KFRI. The ash contents of woodpellet were slightly different between Pinus densi-

flora S. et Z. and Pinus rigida Mill., and satisfied the first grade quality standard (≤ 0.7%) by KFRI. Apparent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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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inus rigida Mill. satisfied the second grade quality of the standard. The moisture contents of each woodpellet

were satisfied by the first grade quality standard (≤ 10%). The durability of woodpellet (Pinus densiflora S. et Z.) 

was passed the third grade level (≥ 95%), but Pinus rigida Mill. woodpellet was insufficient to satisfy the qualit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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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며, 함수율에 비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Obernberger et al. (2004)은 유럽생산 목재펠릿의 물

리⋅화학적 특성을 보고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Han et al. (2002)이 포플러를 사

용하여 제조한 목재펠릿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

한 이후, 최근까지 Kwon et al. (2010)과 Ryu et al. 

(2010)이 주요 조림수종인 낙엽송 톱밥으로 제조한 

목재펠릿의 품질특성과 톱밥크기와 목재펠릿 품질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톱밥의 함수

율에 따라 목재펠릿 제조시 적정 함수율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동일 수종의 경우 톱밥의 

특성에 따른 발열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Park et al. (2011)은 첨가제로서의 식물성 

기름이 목재펠릿의 발열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하였으며, Ahn et al. (2013)이 다양한 바인더의 

첨가가 목재펠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

행하고 커피부산물의 첨가가 목재펠릿에 미치는 영

향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 수종인 소나무와 주요 조림 

수종인 리기다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한 목재펠릿 연

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침엽

수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와 리기다소

나무의 톱밥을 이용하여 목재펠릿을 제조하고, 그 품

질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공시재료 

2.1.1. 목재펠릿 제조용 톱밥

목재펠릿제조용 공시재료는 국내산 소나무(Pinus 

densiflora S. et Z.)와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Mill.) 수종의 톱밥을 사용하였다. 소나무 톱밥은 국

립산림과학원에서, 리기다소나무 톱밥은 S사의 펠릿

공장에서 펠릿제조를 위한 원 재료를 분양받아 사용

하였다.

2.2. 목재펠릿의 제조

2.2.1. 톱밥 건조

본 연구에 사용되는 톱밥의 함수율은 15%로 조절

하여 목재펠릿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시험용 목

재펠릿 제조기에서 사용된 톱밥 함수율이 15%에서 

목재펠릿의 성형성이 좋은 것을 보고(Ryu et al. 

2010; Lee et al. 2011)된 것을 참고로 하였다. 사용

되는 톱밥이 대기 중에서 이동 및 보관하는 과정에

서 공기 중의 수분을 흡습하여 함수율이 15%보다 

높았다. 따라서 펠릿 제조에 적합한 15%의 함수율을 

만들기 위해 자연 건조하여 함수율을 15%로 조절 

후 펠릿 제조에 사용하였다. 

2.2.2. 목재펠릿 제조

공시 원료인 톱밥은 자연 건조 후 원료로 사용하

였다. 펠릿 제조를 위한 성형기는 생산 capacity 500 

kg/hr의 평다이(Flat dies type, hole 직경 6 mm, 2개 

roller)를 사용하였다. 펠릿 성형기를 통과하여 성형

된 목재펠릿은 지름 6 (± 0.1∼0.2) mm, 길이 10∼

30 ± 2 mm였고, 실험실 내에서 24시간 자연건조를 

통한 목재펠릿의 안정을 유도한 후 각종 품질실험을 

실시하였다. 제조된 목재펠릿 중 미리 직경 3.15 mm 

체(ISO 3310-2에 규정) 위에 남은 것을 시험분석용 

샘플로 사용하였다.

2.2.3. 품질분석

제조된 목재펠릿의 함수율, 발열량, 회분량, 겉보

기밀도, 내구성 등에 대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

2013-5호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의 품질 및 품

질시험 기준(제5조)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에 

목재펠릿의 밀도 및 원소분석을 실시하였다. 

목재펠릿의 밀도는 켈리퍼스를 사용하여 목재펠릿

의 외형치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또한 목재

펠릿의 원소분석은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의 원소조

성과 발열량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한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C, H, O, N 

원소의 함량을 Elemental Analyzer (EA 1112 , CE 

Instrument)를 사용하여 원소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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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밀도측정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 목재펠릿의 전건밀도를 외

형치수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수종별로 20번 반

복하여 전건밀도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소나무 목재펠릿의 밀도는 1.3241, 리기다소나무 

목재펠릿의 밀도는 1.2497로 나타났고, 소나무 목재

펠릿이 약간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목재

펠릿 제조시 압밀화되는 과정에서 밀도가 낮은 소나

무(전건밀도 0.44)가 리기다소나무(전건밀도 0.49)보

다 더 압밀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Jo et al. 1988).

3.2. 원소분석

원소분석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C, H, O, N 원소의 조성은 두 수종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발열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

소의 함량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소의 함량은 

두 수종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연소과정에서 질소 

산화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기 질소 함량은 각각 

소나무 목재펠릿 0.15, 리기다소나무 목재펠릿 0.18

로 품질규격 1급(< 0.3)을 만족시켰다. 

3.3. 발열량

제조된 목재펠릿의 열량적 특성에 대한 품질 평가

로서 고위 발열량을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제조된 목재펠릿제품의 발열량 측정결과는 품질기

준인 1급(18 MJ/kg)을 상회하였다. 발열량은 수종 간

에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Han et al. (2006)은 

현사시, 일본잎갈나무, 잣나무 등으로 목재펠릿을 제

조하고 제조된 펠릿의 발열량이 약 20 MJ/kg이라고 

보고하였고, 리기다소나무의 발열량이 19.77 MJ/kg

라고 보고하였으며(Han et al. 2006), Holt et al. 

(2006)은 17.9∼20.9 MJ/kg 사이의 목재펠릿 발열량

을 보고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원

소분석 결과 발열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탄소의 

함량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수종간의 발열량

의 미세한 차이는 두 수종이 가지는 밀도(소나무 전

건밀도 0.44, 리기다소나무 전건밀도 0.49)에 대한 

목재펠릿의 밀도(소나무 목재펠릿 밀도 1.3241, 리기

다소나무 목재펠릿 밀도 1.2497) 즉, 압밀화 과정에

서 압축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3.4. 함수율

제조된 목재펠릿의 함수율은 제조 후 24시간 경과 

후 측정하였으며, Table 4와 같이 나타나 목재펠릿의 

품질기준 1급 10% 이하를 만족시켰다. 

본 실험의 경우, 투입되는 톱밥의 함수율이 15% 

였다. 목재펠릿의 성형은 톱밥이 다이(Dies)와 롤러

(Roller)가 부착된 성형틀 내에 투입될 때 고속 회전

하는 롤러에 의해 발생된 열처리 효과와 고압력에 

의해 소량씩 적층되면서 2.5∼3배로 압축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목재가 가소화되면서 

Raw materials Densities (g/cm3)

Pinus densiflora S. et Z. 1.3241 (± 0.0290)

Pinus rigida Mill. 1.2497 (± 0.0380)

* Note : ( ) Standard Deviation.

Table 1. Densities of manufactured woodpellets

Raw materials
Elementary Composition (%)

C H O N

Pinus densiflora S. et Z. 61.42 5.56 32.87 0.15

Pinus rigida Mill. 61.03 5.96 32.83 0.18

Table 2. Elementary composition difference of manu-

factured woodpellets

 Raw materials  Heating value (MJ/kg)

Pinus densiflora S. et Z. 19.42 (± 0.0002)

Pinus rigida Mill. 19.00 (± 0.0002)

* Note : ( ) Standard Deviation. 

Table 3. Heating values of manufactured wood-

pellets



서준원⋅이응수⋅강찬영⋅김시백⋅윤용한⋅박  헌

－ 378 －

유동화 되어 톱밥 간에 결합이 이루어지고 수분이 

증발되며, 또한 성형기 통과 후 대기노출이나 냉각과

정을 거쳐 함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ik et al. 2011). 본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압축⋅

성형 과정의 결과로 10% 미만의 목재펠릿 함수율을 

나타냈다. 

 

3.5. 회분

제조된 목재펠릿의 회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탄

화로를 사용하여 규정(목재펠릿품질규격 기준의 제5

조)된 온도 스케줄에 의거 탄화시험을 하였다. 회분

량은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 등의 연소기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기적인 연소실 청소, 연소실 내 

슬러지와 침지물 형성과 분진 오염의 증가를 초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ik et al. 2011). 따라서 목

재펠릿의 회분량 값이 낮은 것이 효율적이다.

각 시료의 회분량은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가 각

각 0.50, 0.53으로 나타났다. Han et al. (2006)은 현

사시, 잣나무 등 5수종의 탄화목재펠릿의 회분량을 

1.4∼5.0%로 보고하였고, Kwon et al. (2007)은 산불

피해 소나무재로 제조한 목재펠릿의 회분량이 0.25

∼0.37%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Obernberger 

et al. (2004)은 회분량 실험에서 0.6%의 회분량을 

보고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목재펠릿의 회분량의 결

과와 유사하였다. 회분은 나무가 생육하면서 흡수한 

염 등에 기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목재의 회분 

함량은 일반적으로 0.5% 이내로 알려져 있다(Paik et 

al. 2011). 따라서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사용하

여 제조한 목재펠릿 간의 회분량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3.6. 겉보기 밀도

Table 6은 겉보기 밀도 측정 결과로서, 소나무 목재

펠릿은 품질기준 1급(≥ 640 kg/m3)을 만족시켰고, 리

기다소나무 목재펠릿은 품질기준 2급(≥ 600 kg/m3)

을 만족시켰다. 일반적으로 겉보기 밀도는 운송 등에 

유용한 지표로 일정 용기의 부피에 대한 목재펠릿의 

무게로 계산된다.

따라서 겉보기 밀도 역시 두 수종이 가지는 밀도

(소나무 전건밀도 0.44, 리기다소나무 전건밀도 0.49)

에 대한 목재펠릿의 밀도(소나무 목재펠릿 밀도 

1.3241, 리기다소나무 목재펠릿 밀도 1.2497) 즉, 압

축도에 더 큰 소나무(압축도 3.0)가 리기다소나무(압

축도 2.55)보다 겉보기 밀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

다. 일반적으로 겉보기 밀도가 높을수록 운반과 저장

비용, 보관저장 등이 유리하고,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ik et al. 2011). 따라서 

두 수종을 이용한 목재펠릿의 운반 및 저장에는 소

나무 목재펠릿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7. 내구성

Table 7은 제조된 목재펠릿의 내구성을 조사한 결

과이다. 각 시료에 따른 내구성은 소나무가 95.0, 리

기다소나무가 93.9로 나타났으며, 소나무는 품질규격 

3급을 만족시켰으나 리기다소나무는 품질규격 4급을 

 Raw materials  Moisture contents (%)

Pinus densiflora S. et Z. 7.55 (± 0.03)

Pinus rigida Mill. 9.15 (± 0.25)

* Note : ( ) Standard Deviation. 

Table 4. Moisture contents of manufactured wood-

pellets
 Raw materials  Ash content (%)

Pinus densiflora S. et Z. 0.50 (± 0.13)

Pinus rigida Mill. 0.53 (± 0.22)

* Note : ( ) Standard Deviation.

Table 5. Ash contents of manufactured woodpellets

 Raw materials Apparent densities (kg/m3)

Pinus densiflora S. et Z. 648 (± 0.10)

Pinus rigida Mill. 622 (± 0.08)

* Note : ( ) Standard Deviation. 

Table 6. Apparent densities of manufactured wood-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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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지 못하였다.

Lehtikangas (2001)는 목재펠릿의 내구성이 원재료

의 리그닌함량에 영향을 받으며, 함수율에 비례한다

고 보고하였으며, Kaliyan et al. (2009)는 목재펠릿

의 내구성은 원료의 함수율 증가에 비례한다고 보고

하였다.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의 리그닌 함량은 유

사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료의 함수율 또한 15%로 

동일하게 조정되어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료의 밀도에 반비례하고, 

제조된 목재펠릿의 밀도에 비례하여 내구성이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Wilson 

(2010)은 내구성이 원료의 리그닌함량보다는 원료의 

형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원재료의 함수율, 형상, 밀도 등을 고려한 목재펠릿

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이용하여 제작된 목재펠

릿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 목재펠릿의 원소분석의 

결과 탄소, 수소, 산소 및 질소의 경우 각각 

61.42%와 61.03%, 5.56%와 5.96%, 32.87%와 

32.83%, 0.15%와 0.18%로 나타났다.

2. 발열량은 약 19 MJ/kg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품질규격 1급(≥ 

18.0 MJ/kg)을 만족시켰다.

3. 회분량의 경우 소나무가 0.50%, 리기다소나무

가 0.53%로 양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품질규격 1급(≤ 0.7%)을 만족시켰다.

4. 겉보기밀도의 경우 소나무 목재펠릿의 경우 

648 kg/m3으로 품질규격 1급(≥ 640 kg/m3)을 

만족시켰으나, 리기다소나무의 경우 622 kg/m3으

로 품질규격 2급(≥ 600 kg/m3)을 만족시켰다.

5. 함수율의 경우 두 수종 모두 품질규격 1급(≤ 

10%)을 만족시켰다.

6. 내구성의 경우 두 수종이 원료의 밀도에 반비례

하고 제조된 목재펠릿의 밀도에 비례하는 것으

로 판단되었고, 소나무 목재펠릿은 품질규격 3

급(≥ 95%)을 만족시켰으나 리기다소나무의 경

우 품질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두 수종 

모두 소나무과의 침엽수로서 리그닌 함량은 유

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료의 함수율도 동일하

게 조정되었다. 따라서 원료의 형상과 밀도의 

차이에 따른 목재펠릿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침엽수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사용하여 목재펠릿를 제조한 결과, 

발열량, 회분량, 함수율에서는 두 수종의 펠릿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겉보기 밀도는 소

나무가 1급, 리기다 소나무는 2급으로 나타났으며, 

내구성의 경우 소나무는 3급, 리기다 소나무는 품질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나무가 리기

다소나무보다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차

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리기다 소나무의 경

우, 내구성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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