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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또한 미래에 많은 수요가 있을것으로 기대되어지.

고 있다 수소를 생산하는 가능성 있는 경로는 값싼 바이오매스를 열화학적인 전환기술을.

이용하는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특히 촉매의 이용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여러 가지 형태의 촉매들을 다양한 범위의 온도에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 .

과 촉매가 가스 상에서 수소의 수율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열분해 가스에서 수소의 농도는 몇몇 촉매를 사용했을때 크게 증가하였다. . Cr2O3

가 가장 강력한 촉매역할을 수행하였다 는 보다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조사. Na2CO3 CaCO3

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바이오매스 자원에 기반을 두고 수소를 생산 규모를.

아는데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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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의 촉매와 공기를 가스화제로 하여 의 가스화를 수Rh/CeO2/SiO2(60) cedar wood

행하였다 이때 연속적인 를 에서 운전하였다. feeding fluidized bed gasifier 823-973K .

촉매는 기존의 과 촉매와 비촉매 공정보다 매우 좋은 결과Rh/CeO2/SiO2(60) Ni dolomite

를 나타내었다 촉매의 성능은 의 양에 크게 의존하였다. Rh/CeO2/SiO2(60) CeO2 loading .

에 의 를 첨가했을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장 효율적인 촉매인SiO2 60% CeO2 .

경우 동안의 장기 운전에도 비활성화가 전혀 없었다 셀룰로우스Rh/CeO2/SiO2(60) , 4h .

가스화 반응을 위해 개발된 촉매도 또한 실제 나무 파우더같은 바이오매스의 가스화에 적용

이 가능하다.





- Hydrogen production from sewage sludge solubilized in hot-compressed water

using photocatalyst under light irrad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9 (2004) 269

T. Kida et al.

의 에 용해되어 있는 를 광촉매적 방573K hot-compressed water digested sewage sludge

법을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였다 수소는 광촉매와. LaMnO3/Cds composite sewage

가 용해되어있는 물해 에 조사시켜서 생산하었다 얻어진 수소는 의sludge Xe lamp . 200h

반응동안 이상이었다 반면 용해된 가 없을때는 수소가30 mmol/g-catalyst . sewage sluge

얻어지지 않았다 수소 생산 속도는 전형적인 가 사용되었. Na2S-Na2SO3 sacrifice agent

을때랑 비슷했다 이는 광촉매분해반응에서 에서 유도된 가 적용될. biomass sacrifice agent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해된 에 포함된 메탄올과 포름산같은 유기화합. sewage sludge

물이 수소 생산에 주 원인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