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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반탄화된 낙엽송 칩을 분쇄한 후 그 입자를 이용한 펠릿성형에서 함수율과 입자크기의 영향을 반탄

화 조건(220℃-50분, 250℃-50분, 250℃-120분)에 따라 조사하였다. 반탄화 후 함수율은 0.69∼1.75%로 반탄화 처리전

의 5.26%보다 낮았으나, 회분이나 발열량은 증가하였다. 또한 반탄화에 의한 중량감소율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헤

미셀룰로오스의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탄화 낙엽송 칩에 포함된 탄소함량은 반탄화 처리 전 

낙엽송 칩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수소와 산소함량은 감소하였다. 반탄화 낙엽송 칩에 포함된 리그닌과 글루칸 함량

은 반탄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헤미셀룰로오스는 감소하였다. 반탄화 칩을 분쇄하여 입자크기분포를 비

교한 결과 높은 반탄화 조건은 낮은 반탄화 조건에서보다 1 mm 이하의 미세분 함량이 높았고 500 Å 이상의 macro-

pore가 생성되었다. 반탄화 분쇄 입자를 이용한 펠릿성형 과정에서 입자크기와 관계없이 반탄화 분쇄 입자의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투입된 반탄화 분쇄 입자가 받는 압력은 감소하였으며 펠릿길이는 증가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moisture content and particles size of ground particles of torrefied larch chips on the 

pelletizing process were investigated depending on torrefaction conditions (220℃-50 min, 250℃-50 min, 250℃-120 

min). The moisture content in the torrefied chip decreased to 0.69∼1.75%, while ash content and calorific value

increased compared to untreated chip. In addition, weight loss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torrefaction due to 

hemicellulose degradation. The carbon content in torrefied larch chip increased compare to untreated larch chip, while

the hydrogen and oxygen contents decreased. The lignin and glucan contents in torrefied larch chip increas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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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이 예측되고 있으나 

급속한 산업화 및 인구증가는 화석연료 소비를 증가

시키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열, 조력, 풍력, 바

이오매스를 이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는 자원 

순환적인 측면에서 재생가능하고 탄소중립이라는 특

징의 친환경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법

은 다양하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오일과 같은 액체

상태의 연료에서 목재펠릿과 같은 고체연료가 있다. 

고체연료 중 대표적인 형태는 목재펠릿이다. 목재펠

릿은 바이오매스를 균일한 크기로 분쇄한 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성형한 고

체상 연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름 6∼8 mm, 길

이 32 mm 이하로 균일하게 제조되기 때문에 보일러

에 사용할 경우 쉽게 시료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목재펠릿은 처리하지 않은 바이오매스에 비해 

높은 에너지밀도와 균일한 형태를 가지게 되어 저장 

및 수송이 용이하며, 운송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Simes et al. 1998). 

하지만 목재펠릿은 화석연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밀도와 높은 함수율을 가지고 있으며, 흡

습으로 인한 저장문제, 수종과 형상에 따른 성형문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타 연료 대비 경제

성이 낮고, 부족한 목재자원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 활용에 대한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반탄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en and 

Kuo 2011; Kim et al. 2012). 

반탄화는 열처리 방법 중 하나로 원료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무산소 또는 질소 환경에서 상대적으

로 낮은 온도(200∼300℃), 1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열처리 과정 중 바이오매스

에 존재하는 수산기가 제거되어 바이오매스는 소수

성의 성질을 가지며 수분 및 휘발성 물질 제거에 의

해 상대적으로 발열량이 향상된다(Prins et al. 2006). 

소수성에 의해 장기간 보관이나 수송에 적합하게 되

며, 상대적인 발열량 향상은 에너지밀도를 증가시킨

다. 뿐만 아니라 열처리에 의해 일부의 헤미셀룰로오

스가 제거되면서 원료를 분쇄할 때 요구되는 소요에

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Shang et al. 2012). 반탄화 

과정을 거쳐 수분 및 휘발성 물질을 제거하고 압축 

성형한다면 에너지밀도가 향상되어 수송비용을 최대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Bergman et al. 

2005; Peduzzi et al. 2014). 현재 목재펠릿 소비자 가

격의 10% 이상을 수송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를 고려할 때 반탄화 재료로 펠릿을 제조하면 

에너지밀도를 향상시켜 연료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운송비 절감 등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반탄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펠릿을 성

형할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반탄화 과정에서 친수성과 관련된 수산기를 잃어버

렸기 때문에 펠릿성형 과정에서 첨가한 수분과 바이

오매스의 상호작용이다. 둘째, 바이오매스 입자크기

와 펠릿성형의 상관관계이다. 반탄화 바이오매스는 

반탄화 과정에서 물리적인 분쇄가 일부 이루어지며 

헤미셀룰로오스 제거로 쉽게 분쇄할 수 있어 분쇄과

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

과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분이 발생하여 펠릿성형

increasing severity of the torrefaction condition, while hemicellulose decreased. In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ground particles of torrefied larch chip, larch torrefied at severe conditions was found to produce smaller particles (∼1

mm) than that of the larch torrefied at mild conditions. Macropore (over 500 Å) in the torrefied particle was produced

during torrefaction. During the pelletizing using ground particles of torrefied larch chip, the pressure needed in pelletiz-

ing decreased and pellet length increased with increasing moisture content, regardless of the particle size.

Keywords : torrefaction, torrefied larch, pellet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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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은 압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엽송 반탄화 바이오매스의 입자크기 및 수분을 바

탕으로 반탄화 바이오매스 펠릿성형에 관여하는 인

자 및 성형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낙엽송 칩(Larix kaempferi C.)

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로부터 제공받았으며, 

표준체(9.5, 31.5 mm)를 이용하여 약 10∼30 mm의 

크기로 분리한 후 상온에서 보관하였다.

2.2. 반탄화 공정

반탄화에 사용된 낙엽송 칩은 105 ± 3℃의 건조기

에서 48시간 이상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전건

상태를 유지하였다. 반탄화는 반응기의 가열 및 내부

의 시료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반탄화 반응

기((주)건조기술)로 수행하였다(Lee et al. 2012). 반

탄화 조건은 반탄화 정도에 따라 220℃에서 50분, 

250℃에서 50분, 250℃에서 120분으로 하였다. 반응

기에 500 g의 낙엽송 칩을 투입하여 반응온도와 시

간을 설정하고 반응온도에 도달한 후 반응시간을 유

지하여 반탄화를 수행하였다. 반응이 종료된 후 반응

기 온도를 100℃ 이하로 냉각시키고 반탄화된 칩을 

회수하였다.

2.3. 반탄화 낙엽송 칩의 물리, 화학적 특성

반탄화 낙엽송 칩의 함수율, 회분, 발열량은 국립산

림과학원의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제2013-5호)”에 

기술된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원소분석은 EA 1110 

원소분석기(CE Instruments Inc., Rodano, Italy)를 사용

하였다. 반탄화 낙엽송 칩의 구성성분 분석은 NREL

방법(Laboratory Analytical Procedure-Determination 

of structural carbohydrates and lignin in biomass)에 

의해 실시하였다(Sluiter et al. 2008).

반탄화 낙엽송 칩은 분쇄기(TF-F-6, Yyosung Co.,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입자크기분포를 측정

하기 위해 약 30 g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표준체(1∼

4 mm, 1 mm 이하)를 이용하여 입자크기에 따라 분

리한 후 분리된 반탄화 분쇄 입자의 중량을 측정하

여 입자크기분포를 계산하였다. 

반탄화 전후의 수분흡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1 

mm 이하의 반탄화 처리전 낙엽송 및 반탄화 입자를 

선별한 후 30분 동안 증류수에 침지시켰다(Pimchuai 

et al. 2010). 침지되었던 반탄화 입자를 일정 시간 

동안 여과한 후 함수율을 측정하여 반탄화 조건별 

수분흡수능력을 조사하였다.

반탄화 전후의 비표면적 변화는 Surface Area and 

Porosimetry Analyzer (ASAP 2020 Micromeritics 

Instruments, USA)로 분석하였다.

2.4. 반탄화 펠릿성형

펠릿성형을 위해 single pelletizer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치는 Fig. 1과 같다. 펠릿성형 

다이 크기는 직경 8 mm, 길이 40 mm로 선행연구에 

의해 펠릿성형에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여 사용하였

다. 펠릿성형 다이 온도는 120℃로 유지하여 분쇄된 

반탄화물(1∼4 mm와 1 mm 이하) 약 0.25 g을 투입

하였다. 시료 투입 후 피스톤을 이용하여 5초 동안 

압축한 후 피스톤을 제거하였다. Load cell speed는 

127 mm/min으로 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100회 이상 반복하여 펠릿을 성형하였다. 반탄화 조

건에 따라 함수율(15∼35%)을 조절하였으며 입자크

기(1∼4 mm, 1 mm 이하)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펠

릿을 성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반탄화 낙엽송 칩의 연료적 특성 변화

반탄화 전후 낙엽송 칩에 대한 함수율, 회분, 발열

량은 Table 1에 나타냈다. 함수율의 경우 처리 전 시

료는 5.26%였으며, 반탄화 처리 후에는 0.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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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은 함수율을 나타냈다. 회분 함량은 0.34∼

0.42%로 처리 전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약간 상승하

였으며 이는 반탄화 과정 중에 낙엽송 칩의 중량감

소에 따른 상대적인 증가이다. 이와 같이 반탄화에 

의한 수분 감소 및 회분 증가의 경향은 기존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Lee et al. 2012; Uemura et al. 

2011). 반탄화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중량감소율과 

발열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중량감소는 250℃, 

50분 조건에서 급격하게 일어났으며 250℃, 120분에

서는 최대 16.38%의 중량감소율을 나타냈다. 열분해

에 의한 바이오매스의 분해에서 헤미셀룰로오스는 

250℃ 정도에서 분해가 시작되어 이와 같은 조건에

서 중량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Di 

Blasi and Lanzetta 1997; Phanphanich and Mani 

2010).

중량감소율과 비례하여 발열량은 증가하였으며 최

대 15.44% 증가를 나타냈다. 반탄화 과정에서 발열

량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인 수분, 휘발

성물질 등이 제거되고 헤미셀룰로오스 일부가 분해

되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함

량의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을 포함하고 있어 발열량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Lehtikangas 2001). 그러나 반

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감소는 원료가 가지는 

에너지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탄화 효율을 비

교하기 위해서는 중량감소를 고려한 에너지수율로 

비교할 수 있다. 에너지수율을 비교한 결과 반탄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수율은 감소하였다. 이것

은 발열량 증가보다 중량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났음

을 의미한다. 낮은 반탄화 정도에서 높은 에너지수율

을 나타냈다. 따라서 목적에 적합한 최적의 반탄화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탄화 전후의 낙엽송 칩에 대한 원소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반탄화 처리 전 낙엽송의 탄소함량

은 49.36%였으며 반탄화에 의해 3.26∼14.77% 증가

하였다. 반면 수소와 산소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이것은 반탄화 과정에서 수산기가 감소되면

Fig. 1. Design of single pelletizer used in this study.

Torrefaction condition
Moisture content 

(%)

Ash 

(%)

Calorific value 

(MJ/kg)

Weight loss 

(%)

Energy yield** 

(%)

Raw material 5.26* 0.26* 18.52* - -

220℃, 50 min 1.75 0.39 19.30 4.85 99.16

250℃, 50 min 1.65* 0.42* 20.85* 12.71* 98.25*

250℃, 120 min 0.69 0.34 21.38 16.38 96.53

 * Published data (Na et al. 2013)

** Energy yield (%) = (mtorrefied/minitial) × (Etorrefied/Einitial)

(mtorrefied; dry mass of torrefied biomass, minitial; dry mass of untreated biomass, Etorrefied; specific energy content of biomass after torrefaction,

Etorrefied; specific energy content of biomass before torrefaction)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untreated and torrefied larch chip at various torrefac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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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소와 산소의 함량이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탄소

의 함량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소의 증

가는 발열량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반탄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발열량이 증가하는데 크게 작용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원소

분석 경향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Kim et al. 2012; Prins et al. 2006).

3.2. 반탄화에 의한 낙엽송 구성성분 함량 

변화

반탄화 과정에서 바이오매스의 주요 구성성분 중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가 가장 먼저 일어나며 반탄

화 조건에 따라 셀룰로오스, 리그닌의 일부가 분해된

다.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산물로 다양한 단당류 및 

유기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수행된 반탄화 조건에서 낙엽송 

칩의 구성성분 변화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헤미셀

룰로오스 구성성분인 갈락탄, 자이란, 아라비난은 반

탄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반면 글루칸 및 

리그닌은 상대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Table 1에서 나

타낸 중량감소가 250℃, 50분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

타내었었던 결과와 헤미셀룰로오스 중 자이란과 갈락

탄 함량 감소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280℃ 

이상에서 셀룰로오스, 300℃ 이상에서 리그닌의 분해

가 이루어지며, 250℃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반탄

화에서는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분해는 거의 진행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기

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Chen and Kuo 2011; 

Kim et al. 2012). 리그닌 함량의 상대적인 증가는 

발열량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로 Table 

1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반탄화 낙엽송 칩의 발열량

을 향상시켰다(Lehtikangas 2001).

반탄화에 의한 낙엽송 칩의 분쇄특성은 Fig.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펠릿성형에 적합한 입자크기로 

알려진 1∼4 mm와 미세분으로 구분되는 1 mm 이하

로 구분하여 분쇄특성을 확인하였다(Lee et al. 2013). 

반탄화 처리 전 낙엽송 칩을 분쇄한 결과 1∼4 mm 

입자는 전체 53.49%로 나타났으며 반탄화 정도가 증

가할수록 40.5∼43.5%로 감소하였다. 반면 미세분인 

1 mm 이하의 입자분포는 46.51%에서 56.5∼59.5%

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반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파쇄와 바이오매스로부터 수분 

감소 및 헤미셀룰로오스 분해로 입자 수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Kim et al. 2012). 반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의 증가는 이후 펠릿성형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펠릿성형을 고려한 반

탄화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Torrefaction condition C (%) H (%) O (%) N (%)

Raw material 49.36* 5.96* 37.63* 0.22*

220℃, 50 min 50.97 5.85 36.75 0.20

250℃, 50 min 53.43* 5.76* 34.80* 0.26*

250℃, 120 min 56.65 5.48 31.67 0.24

* Published data (Na et al. 2013)

Table 2. Elemental analysis of untreated and torrefied larch chip at various torrefaction conditions

Torrefaction condition Glucan (%) Xylan + Galactan (%) Arabinan (%) Total lignin (%)

Raw material 35.46 23.35 4.65 29.69

220℃, 50 min 37.79 21.38 4.57 34.68 

250℃, 50 min 39.44 13.42 3.46 41.99 

250℃, 120 min 41.93 2.41 2.34 56.95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torrefied larch chip at differ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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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반탄화에 의한 바이오매스 흡습성

목재펠릿 원료의 수분흡수능력은 목재펠릿의 저장 

및 펠릿성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목재펠릿

은 저장 중에 수분을 흡수할 경우 목재펠릿 내구성 

및 미생물 오염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여 목재펠릿으

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반탄화는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

된다.

반탄화 처리 온도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반탄화 

시료의 수분흡수능력이 감소하였는데, 수분흡수능력

이 처리 전 50.79%에서 250℃, 120분에서 반탄화하

면 29.81%까지 감소하였다(Fig. 3). 이러한 결과는 

반탄화 과정에서 친수성의 수산기가 감소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반탄화 시료가 소수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Satpathy et al. 2014; Chen et 

al. 2014).

3.4. 반탄화에 의한 공극의 크기 및 분포 

변화

반탄화 칩을 분쇄한 후 분쇄 입자의 공극 크기 및 

분포는 Fig. 4와 같다.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기준에 의하면 공극의 크기가 

20 Å 이하는 micropore, 20∼500 Å은 mesopore, 

500 Å 이상은 macropore로 구분하고 있다. 반탄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모든 크기의 공극에서 공극의 면

적은 증가하였다. 특히 macropore 영역에서 큰 차이

를 나타냈으며 이와 같은 공극의 형성은 휘발성 물

질과 헤미셀룰로오스 제거에 의한 것이다(Chen et 

al. 2014). 그러나 290℃에서 30분 이상의 반탄화 조

건에서는 macropore는 감소하고 micropore가 증가한

다. 이것은 바이오매스의 주요구성성분이 분해되면

서 생산되는 다양한 분해산물들이 공극을 막기 때문

에 macropore는 감소하고 미세공극인 mirocpore가 

증가한 것이다(Chen et al. 2014; Melkior et al. 

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반탄화 조건에서

는 셀룰로오스, 리그닌의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

기 때문에 macropore의 증가만을 나타낸 것으로 판

단된다.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after grinding of 

torrefied larch chip at different conditions.

Fig. 3. Changes of moisture content in torrefied

larch after soaking in water for 30 min.

Fig. 4. Changes of pore size distribution based on 

N2 adsorption for untreated and torrefied l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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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입자크기 및 함수율이 반탄화 펠릿성

형에 미치는 영향

반탄화 낙엽송 칩의 분쇄 입자 크기 및 함수율에 

따른 펠릿의 특성은 Fig. 5 및 Fig. 6과 같다. 분쇄된 

반탄화 입자는 반탄화 처리전 낙엽송 분쇄 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분을 포함하고 소수

성을 띠고 있어 일반 목재펠릿 성형에 요구되는 함

수율을 기준으로 상향 조절하여 반탄화 정도에 따라 

15∼37%로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반탄화 정도가 

낮은 조건(220℃, 50분)에서는 15∼25%, 중간 조건

(250℃, 50분)에서는 19∼36%, 높은 조건(250℃, 

120분)에서는 27∼37%로 펠릿성형에 요구되는 바이

오매스 초기 함수율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반탄화 정도에 따라 미세분 함량, 소수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반탄화 조건

에서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펠릿성형 과정에서 최대

압력은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펠릿성형 과정에서 

시료의 낮은 함수율은 내구성이 높은 펠릿을 생산하

지만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 높은 함수율은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펠릿의 내구성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Lee et al. 2013). 따라서 압력과 

내구성을 고려한 시료의 함수율이 요구된다. 본 연구

에서 수행한 함수율 범위에서는 요구되는 압력의 차

이는 있었지만 모든 조건에서 내구성을 유지한 펠릿

을 성형하였다. 성형된 펠릿의 길이는 가장 높은 반

탄화 조건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Lee 

et al. 2013, Peng et al. 2012). 펠릿성형에 측정된 최

대압력은 반탄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반탄화 정도 및 함수율에 따라 최대압력의 변화는 

200∼1000 kg/cm2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이오매스 

입자크기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 성형된 대부분의 펠릿은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비교적 단단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내고 있다

(Photo. 1). 특히 높은 반탄화 조건(250℃, 120분), 

1 mm 이하의 입자크기에서는 다른 조건에서 성형한 

것에 비하여 펠릿의 길이가 짧고 밀도가 높았다. 시

료의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밀도가 높아 펠릿의 길이

가 짧아진다. 따라서 펠릿성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탄화 분쇄 입자는 반탄화 처리 전 분쇄 입

Fig. 5. Effect of moisture content of torrefied larch

on pelletizing pressure.

Fig. 6. Effect of moisture content of torrefied larch 

on pellet length.

Photo 1. Pellet prepared with torrefied larch on dif-

ferent condition at 120℃ of die temperature.



송대연⋅안병준⋅공성호⋅이재정⋅이형우⋅이재원

－ 388 －

자와 비교하여 많은 미세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펠릿의 밀도가 높아지고 길이가 짧아진 것으로 사료

된다(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반탄화 조건에서 펠릿성

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반탄화 조건이 증가할

수록 펠릿성형에 요구되는 함수율은 증가하였다. 하

지만 반탄화 분쇄 입자크기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탄화 낙엽송 칩의 물리적 특성 

및 구성성분 변화를 조사하고, 반탄화 칩을 분쇄한 

후 입자크기 및 함수율이 펠릿성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탄화에 의해 발열량 향상

(15.44%), 함수율 감소(86.39%)와 같은 연료특성은 

향상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조건에서 펠

릿성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반탄화 분쇄 입자

를 이용하여 펠릿으로 성형하기 위해서 반탄화 정도

에 따라 요구되는 적정 함수율에 차이를 나타냈다. 

반탄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함수율이 요구되었

으며, 또한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펠릿성형에서 반탄

화 분쇄 입자가 받는 압력은 감소하였고 펠릿길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흡습성 

및 낮은 에너지밀도로 인식되고 있는 목재펠릿의 취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정 반탄화 및 펠릿성형 조

건을 구명하여, 그 조건에 따른 반탄화 펠릿 제조 및 

활용으로 고형목질바이오에너지 연료의 경제성 향상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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