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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생성은 바이오매스 가스화 반응에 있어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타르는Tar .

낮은 온도에서 응축하고 결국 엔진이나 터빈같은 공정 기구를 막히게 한다 많은 노력들이.

배기가스로부터 타르를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타르 제거 기술은 크게 두개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가스화기에서 나오는 이고 두 번. hot gas cleaning

째는 가스화기 내부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중 첫 번째는 차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2

차적인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이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지만1 . hot gas cleaning ,

가스화기 내부를 처리하는 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처리법은.

공정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차적인 처리 방법에서 가스화downstream cleanup . 1

기는 최소한의 타르 농도를 갖는 연료가스를 생산하도록 최적화된다 차 처리방법들중 다. 1

른 접근법들은 운전 변수들의 적절한 선정 의 사용 가스(a) (b) bed additive/catalyst (c)

화기 수정등이다 온도 가스화기 매개제 체류시간 등. (gasifier agent), equivalence ratio,

과 같은 운전변수들은 타르의 생성과 분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dolomite,

등과 같은 가스화기 내부에 활성층 첨가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계열의olivine, char . Ni

촉매는 타르 감소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같은 질소함유 화합물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반응기의 수정 또한 생산 가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

하다 두단계 가스화 반응과 가스화기에 이차 공기를 주입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차. . 1

처리방법들의 몇가지 면면들과 이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개발들이 고찰되어졌고 인용되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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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3.

적절한 운전조건의 선정의 전체 가스화반응 을 간략화 한다1. chain .

몇몇 활성 층 물질 의 첨가는 효과적이다2. (active bed materials) .

가스화 설계의 변경은 쉽게 실용화할수 있는것이어야 한다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