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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프 펠릿제조기술 및 연료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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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높은 케나프의 에너지 소재로서의 활용을 추진하고자 에너지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에너지밀도 제고를 

위한 펠릿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험포장(전북 익산)에서 재배한 케나프를 10월 수확하여 건조 분쇄한 재료를 활용하여 소형 압

축형 펠릿제조기(직경 6mm 펠릿 성형판 사용)를 통해 분쇄입자 크기에 따른 펠릿 성형특성과 분쇄물 수분 함량에 따른 케나

프 펠릿 성형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만들어진 케나프 펠릿을 이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연료소재 특성을 분석하

였는데 공업분석, 원료분석,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 등의 연료특성과 분석하였고 바이오에너지 소재 회분 성분과 TGA 연소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직경이 6mm인 펠릿 성형판을 사용하여 펠릿의 성형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입자 크기 2mm까지는 성형이 가능 하였으나 3mm 

이상은 성형이 불가하였다. 즉 케나프를 펠릿으로 성형할 경우에는 입자 크기를 성형기 직경의 1/3 입자 크기까지 분쇄하면 

펠릿 제조가 가능하여 기존 소재들보다 가용성이 확장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분쇄물의 수분 함량에 따른 케나프 펠릿 성형 특

성을 보면 수분 함량 15% 까지는 펠릿성형 특성이 양호 하였으나, 16% 이상부터는 경도가 약화되고 성형된 펠릿의 길이가 

짧아졌으며 부스러기가 발생하였다. 실제 분쇄물 수분 함량 10%에서 66.5kgf·㎡ 이었던 경도가 15%에서는 46.3, 16% 에서는 

28.6으로 급격히 약화되어 입자 긴밀도 약화에 따른 부스러기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펠릿 크기에 따라서는 3mm에서 

8mm까지 펠릿 직경이 늘어날수록 경도가 약간씩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아 연료 소재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만들어진 펠릿을 대상으로 발열량을 측정하였는데 케나프 펠릿의 고위발열량이 4,350kcal/kg으로 볏짚, 왕겨, 

옥수수대 등보다 높았으며 시중 판매되는 우드펠릿의 4,580과 근접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원소분석에서는 미세먼지의 원

인이 되는 회분 함량이 4.9%로 다른 연료 소재의 30.2%∼81.5% 수준으로 낮았는데 분석된 회분을 원소 성분별로 분석한 결

과 칼륨, 나트륨, 인산은 농도가 우드펠릿 보다 높게 나타나 연소 소재로 활용하는데 위험요소로 분류되었고 회분, 규소, 칼슘, 

철분, 염소는 농도가 적게 분포하여 유리하였다. 실제로 케나프 펠릿을 보일러에서 연소시키면서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케나

프 펠릿이 우드펠릿 보다 저온에서 연소 시작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펠릿 사이즈가 커지면 연소 시간이 점차 늘어나 연소 효율

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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