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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과 제올라이트 13X를 충진시킨 흡착탑에 흡착질인 벤젠을 포화 흡착시킨 후 여러 가지 탈착 방법에 대한
효율을 살펴보았다. 뜨거운 수증기에 의한 탈착, 세정 기체에 의한 탈착, 진공에 의한 탈착 등을 실험하였고, 그
결과 뜨거운 수증기에 의한 탈착이 가장 좋은 탈착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뜨거운 수증기는 흡착탑 내의 온
도를 상승시키면서 탈착을 야기시키고 수증기 탈착 과정 이후에는 건조 공정이 수반되어야만 효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건조 공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는 수증기가 추후에 흡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진공에
의한 탈착은 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벤젠의 경우에 압력 변화에 의한 탈착 보다는 온도
변화에 의한 탈착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정 기체에 의한 탈착에서는 진공 탈착과 함께 이루어질
때 좋은 탈착 성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Various desorption methods were investigated for an activated carbon and zeolite 13X packed bed after benzene
adsorption. Desorption experiments using hot steam, purge gas, and evacuation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
desorption with hot steam showed the best performance. Hot steam makes the temperature in the adsorption column
increase and gives arise to the desorption. Drying process should be accompani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because
steam vapor prevents the adsorption later. The vacuum desorption showed poor performance and it reveals that
temperature swing operation is more effective than pressure swing operation. In the purge gas desorption, good performance was achieved using evacuation.
Keywords: benzene, desorption process, steam desorption, activated carbon, ze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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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터 가스 및 석유 정제시설이나 산업공정과 같은 기초 산업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유소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은 산업혁명 이후로

같이 연료를 급유하는 곳에서 발생하기도 한다[4]. 이러한 발생원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오염을

환경에 따라서 배출되는 물질과 발생량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내

규제하기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에서는 범세계적으로 환

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황에 따른 효율 높은 저감기술을 요

경에 대한 법령을 두어 이를 관리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

구하고 있으며 VOCs의 물리화학적인
․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새로

라도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고 강화된 환경규제를 통하여

운 저감기술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

현재 VOCs의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서 연소법, 응축법, 흡수법

는 물질은 매우 많지만 기존의 오염물질에 비해 종류나 양적인 면에

흡착법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VOCs의 배출량을 억제하고 있다

서 팽창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5,6]. 본 연구에서는 VOCs를 저감회수하는
․
기술로 초기 투자비용

Organic Compounds, 이하 VOCs)을 들 수 있다[2,3]. VOCs의 주요 배

외에 추가로 투자 하여야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속적으로

출원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다방면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2]. 자동차

조업이 가능하며 타 저감 기술에 비해 운전시 안전도가 높은 방법인

나 세탁시설과 같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흡착법을 선택하였다[1,5,7,8]. 앞으로 활용이 확대 되어질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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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흡착법을 이용하는 장치를 설계할 경우 가장 중요한 설계 변

강성원서성섭민병훈
․
․
수인 흡착제의 탈착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9,10].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흡착제로는 기공도가 크고 표면적이 넓어서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활성탄을 선택하였다[1,5,11]. 또
한 비흡착량은 활성탄에 비해 떨어지지만, 파쇄강도 및 충진밀도가
높은 제올라이트 중에서 VOCs를 흡착할 수 있는 기공크기를 가지고
있는 제올라이트 13X를 사용하였다. 흡착질로는 배출량이 많고 증기
압을 고려하여 실험의 결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된 벤젠을 대표적인
VOCs 물질로 선택하여 실험하였다[5]. 탈착 방법으로서 압력 변화에
의한 탈착, 흡착탑 주변의 온도를 변화시켜 탈착하는 방법, 고온의 수
증기를 이용하여 탈착하는 방법, 약흡착질을 세정 기체로 사용하여
탈착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12-14]. 향후 연속 공정
으로 발전시킬 경우에 어떤 방법에 의한 공정이 좋을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탈착 이후 재흡착의 파과곡선의 결과
를 이용해 각 방법의 장단점을
․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planned dynamic desorption experiment.

험
Table 1. Properties of Adsorbents and Packing Characteristics

2.1. 탈착 실험의 개요

Adsorbent

탈착 실험의 의미는 흡착제가 채워진 흡착탑에 흡착질이 주입되면
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화를 하게 되고, 그 이후 다음 사이클에서
흡착이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흡착제로부터 흡착질을 제거하여 흡착
제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VOCs

2

*BET surface area (m /g)
3

**Solid density (kg/m )
3

Activated Carbon

Zeolite 13X

(Darco Co.)

(Aldrich Co.)

722.5

508.8

2080.6

2410.7

1273.5

1567.1

와 같이 흡착질의 분압 증가에 따라 초기에 흡착량이 급격히 증가하

Particle density (kg/m )

거나, 흡착력이 크고 응축 현상이 발생하는 흡착질은 압력을 낮추면

Bulk density (kg/m )

392.1

630.7

서 압력 변화에 의한 탈착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압력 변

Extraparticle Porosity

0.6921

0.4281

화에 의한 방법이 아닌 흡착제의 온도를 높이면서 탈착시키는 방법이

Particle Porosity

0.3845

0.3340

Total Porosity

0.8105

0.6191

3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13,15,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탈착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변
수들을 Figure 1과 같이 분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진공으로 낮추

*ASAP2010, Micromeritics Instrument Co.
**Accupyc2375, Micromeritics Instrument Co.

면서 탈착을 촉진시키는 압력 변화에 의한 탈착, 뜨거운 수증기를 주
입하여 흡착제 온도를 상승시켜 탈착이 일어나게 하는 온도 변화에

트 13X를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각 흡착제의 크기는 활성탄이 12～20

의한 탈착, 세정기체로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세정 기체에 의해 흡

mesh이고 제올라이트 13X는 8～12 mesh의 크기를 보이는 상용화된

착질 분압을 낮추는 탈착, 이 세 가지 방법을 탈착방법으로 사용하였

제품을 사용하였다. 각 사용되어진 흡착제의 물리적 성질을 Table 1에

다. 각 탈착 방법에서 세부적인 조업방법 및 조업변수들을 바꾸면서

나타내었다[17]. Table 1에 나타난 수치는 BET 측정장치(ASAP2010,

공정 성능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탈착 방

Micromeritics Instrument Co.)와 Pycnometer (Accupyc2375, Micro-

법들을 서로 조합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meritics Instrument Co.)를 사용하여 얻어진 측정값과 본 실험에서 사

압력이 떨어지면서 탈착되는 경우에는 탈착이 시작되자마자 출구에

용되어진 흡착탑에 실제로 충진하여 얻어진 값들을 구분하여 나타내

서 배출되는 흡착질의 농도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출구의 배출가스

었다.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탈착 단계 이후 뒤따르는 흡착 단계에서 얻어지는 파과곡선의
형태나 파과시간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탈착 효율을 평가하였다.

2.3. 실험 장치 및 흡착실험 방법
실험을 위하여 직접 제작한 실험장치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흡
착탑은 내경이 21 mm이고 흡착제가 충진되어지는 길이는 95 mm인

2.2. 흡착제 및 흡착질

원통형 탑으로 제작하였고 입구와 출구는 흡착탑의 밑면과 윗면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흡착질인 벤젠은 질소가스와 혼합 시 20000

탑 가운데로 유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 들어가

ppm으로 농도가 조절되었다. 이 때 벤젠의 실험 농도는 일반적인 상

기 전에 흡착탑을 진공하에서 열선을 이용하여 250 ℃에서 24 h 동안

용화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가스의 전형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산

가열하면서 흡착제를 재생하였다[5]. 탈착 이전의 흡착단계에서는 벤

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흡착제로는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젠이 흡착탑안으로 유입되기 전에 흡착탑 안을 우선적으로 질소로 포

13X를 사용하였다.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13X가 선택되어진 이유는

화시켜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게 하였다.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흡착질인 벤젠의 흡착에 유리한 기공체적 및 기공크기 분포를 가지고

동적 흡착 실험 장치에서는 질소를 Mass Flow Controller (Bronkhost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성탄은 상업적으로 경제성이 뛰어난 장점을

Co., F-201C-FA-22-V)를 이용하여 유량을 조절한 후 벤젠을 기화시켰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VOCs와 같은 발화가 쉬운 흡착질의 흡착 농도

다. 벤젠은 액상이므로 기화되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Liquid Flow

증가에 따른 위험성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는 반대로 제올라이

Controller (Bronkhost Co., L1FAC-22-O)로 유량을 조절하였으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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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dynamic desorption.
소와 벤젠이 완전히 혼합되도록 Controlled Evaporator Mixer (Bronkhost

를 이용하여 진공압력을 1.0 torr 근처에까지 도달하여 실험을 수행하

Co., W-102-120-K)을 이용하여 혼합 농도를 유지하였다. 일정하게 유

였다.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한 탈착에서는 일정한 수증기를 생산하기

량이 조절되어진 혼합가스는 흡착제가 충진되어 있는 흡착탑으로 도

위하여 Liquid Flow Controller (Bronkhost Co., L1FAC-22-O)를 사용

입된다. 도입된 원료가스는 탑을 통과하면서 흡착이 일어나게 되고

하여 기화되는 물의 양이 조절되어지고 Controlled Evaporator Mixer

일정시간이 지나면 흡착탑 내의 흡착제가 포화흡착되면서 흡착질이

(Bronkhost Co., W-102-20-P)를 이용하여 기화되는 수증기를 일정하

출구로 빠져나간다. 이 때 탑 출구에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게 하였다. 생산되어진 수증기가 원활히 흡착탑에 도달하기 위하여

(Donam instrument Co., DS6200)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기상의 벤젠

캐리어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였고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MFC

분율을 측정하게 되고 측정된 기상의 분율이 시간의 함수 형태로 나

(Bronkhost Co. F-201C-FA-22-V)를 사용하여 일정한 혼합 농도를 유

타나는 파과곡선을 얻는다.

지하면서 흡착탑에 주입되었다. 뜨거운 수증기에 의한 탈착이 완료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유기물질에 대하여 감도가 좋은 F.I.D.

어지면 Liquid Flow Controller의 유량을 조절하여 순수한 질소 가스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사용하였고 자동 주입 밸브(Valco

만 흐를 수 있게 만들어 건조 공정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질소 가스에

instrument Co., KCA-20-32-3-I)를 이용하여 2 min 간격으로 배출가스

의한 탈착은 흡착탑에 질소 가스를 일정 유량에 맞추어 주입하면서

를 자동으로 채취하면서 분석하였다. 탑 내 온도 변화는 흡착제가 충

탈착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때 세정기체로 사용되어지는 질소

진되어진 탑의 상부중부하부에
․
․
K type 열전대를 삽입하여 측정

가스의 온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온도 변화를 두 가지 경

하였다. 또한 흡착탑 전후에
․
Pressure Transmeter (Wikai Co., S-10)

우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traveling wave mode로서 질

를 설치하여 각 위치에 따른 압력을 측정하였다. 온도와 압력은

소 가스의 온도를 특정 온도로 조절하여 탈착하는 방법으로 이 때 온

ADAM data acquisition board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

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Controlled Evaporator Mixer를 사용하였다[14].

호로 변환하여 값들을 저장하여 결과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direct mode로서 흡착탑 벽면을 직접적으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heating coil을 이용하여 흡착탑 벽면을 가열하였다. 여러 탈

2.4. 탈착실험 방법

착 요인들을 묶은 탈착 방법은 앞에서 설명되어진 방법들을 조합하여

탈착실험 방법은 흡착실험 방법에서와 같은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동일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탈착실험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행단계인 흡착단계의 완료시점은 주입 농도와 파과 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을 완료시점으로 하였다. 또한 이 완료시점이 곧바로
이어지는 탈착실험에서 시작점이 되어 탈착실험이 진행되어진다.

3. 결과 및 고찰
3.1. 진공 감압에 의한 탈착

Figure 1에 나타내어진 탈착의 조업 변수 중에서 처음으로 압력을 급

흡착 단계가 완료된 후 흡착제 재생을 위하여 진공 감압을 시작하

강하시키면서 탈착이 이루어지는 압력 변화에 의한 탈착은 진공펌프

였을 때, 감압 초기에 흡착탑 내의 압력이 급강하 하면서 흡착탑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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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curves for
different vacuum purge directions in activated carbon bed (Outside
Temperature = 25 ℃,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Figure 4. Comparison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curves for
different vacuum purge directions in zeolite 13X bed (Outside
Temperature =25 ℃,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압력이 수초 이내에 원하는 진공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시점에서 진

던 흡착질은 상대적으로 쉽게 탈착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제올라이트

공 펌프로 흡입되어 들어가는 탈착류의 일부분을 자동 주입 밸브를

13X는 활성탄에 비하여 기공의 크기 및 분포도가 훨씬 더 좁기 때문

이용하여 흡착질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

에 단순히 압력만 감소시켜서는 탈착이 용이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결

타내었다. 진공 감압의 탈착 과정에서 탈착류의 방향을 병류와 향류

과였다. 따라서 열이 가해지면서 탈착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필요할

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병류는 흡착류와 탈착류의 방향이 동일한

것이다.

방향일 때를 나타내었고 향류는 반대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흡착제가
활성탄일 경우 진공 감압에 의한 탈착이 시작된 후 수 분이 지난 다음

3.2. 세정 기체에 의한 탈착

부터는 흡착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진공에 의한 탈착은 흡착탑 내에

세정 기체에 의한 탈착과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흡착이 완료된 흡착

기상으로 존재하던 흡착질이 순식간에 빠져나옴과 동시에 탈착이 일

탑에 세정기체로서 질소를 주입하면서 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앞에

어나므로 탈착 단계에서는 탈착류의 방향성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

서와 같이 탈착류에 해당하는 세정기체의 흐름을 원료 도입 가스의

지 않았다.

유량 흐름과 비교하여 병류와 향류를 정의하였다. Figure 5에는 흡착

이러한 현상이 탈착 뒤 이어지는 흡착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제가 활성탄일 경우의 질소 세정기체를 사용한 탈착 및 흡착 실험결

기 위하여 활성탄이 충진된 흡착탑에 대하여 탈착 후 흡착단계를 실

과를 나타내었다. 세정단계 초기에는 세정기체가 향류일 경우에 병류

험한 결과를 추가로 Figure 3에 나타내었다. 탈착 과정 후 뒤따르는

인 경우보다 초기에 배출되는 흡착질의 양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향

흡착 단계에서 흡착질의 파과 시간이 매우 짧았고 파과 완료 시점에

류 세정인 경우에는 탑 입구에 포화된 흡착질이 우선적으로 배출되기

도달하는 시간 또한 급격히 짧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진공 감

때문이다. 반면에 병류 세정인 경우에는 탑 입구에 포화된 흡착질이

압에만 의존한 탈착은 본 실험대상 물질처럼 흡착력이 강한 흡착질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가면서 늦게 배출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

서는 큰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진공 감압시간을

류 세정인 경우보다 높은 배출 농도를 나타내었다. 탈착 후 이어지는

기본적으로는 3 h으로 설정하였지만, 더 길게하여 6 h까지 늘리면서

흡착 단계에서는 향류로 세정이 이루진 경우에는 약 50 min이 경과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공감압시간을

후에 파과가 진행되었다. 병류일 경우는 탈착 단계 후반부에서 나타

더 길게 늘려 줌에 따라 흡착제 재생이 더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연속

나던 농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가, 향류 세정시의 파과시간과 거

공정의 사이클 시간에서 진공감압 단계가 차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의 비슷한 시간에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파과가 일어남을 알 수 있

져서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공정이 되기 힘들다.

었다.

진공 감압시 탈착류 방향에 따른 현상을 확인해 보면, 병류 감압에

활성탄과 같은 실험 과정으로 제올라이트 13X에 대하여 조사한 결

서는 상대적으로 흡착단계에서의 탑 출구 부분이 감압시 우선적으로

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탈착 단계에서 관찰된 제올라이트 13X

탈착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흡착 과정이 다시 진행될 경우

의 실험 결과는 활성탄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뒤이

에 출구에서 배출되는 흡착질의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향류 감압에

어 수행되는 흡착 단계에서는 향류 세정과 병류 세정에서의 파과시간

서는 입구보다는 출구 부분의 흡착제 재생이 상대적으로 더 잘 안 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벤젠의 흡착등온식 형태가 제올라이트

기 때문에 병류 감압을 거친 경우보다 흡착단계 초기에 배출되는 흡

13X는 흡착질 분압의 증가에 따라 낮은 농도에서 급격하게 흡착량이

착질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면서 파과가 더 빨리 일어났다.
또한 제올라이트 13X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를

증가하다가 포화상태에 다가가는 모습을 한다. 따라서 세정 기체의
주입으로 흡착질 분압을 감소시키는 탈착에서 발생하는 diffuse wave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제올라이트 13X 경우에 활성탄과 비슷한 경

가 활성탄에 비해서 더 길어지게된다. 이에 따라 탑 입구의 흡착질이

향을 보였지만, 활성탄에 비하여 진공 감압에 의한 효율이 더욱 저조

탈착류의 진행곡선의 뒷 부분에 이끌려지게 되는 병류 세정이 더 불리

하였다. 활성탄은 기공의 분포도가 넓어서 큰 기공 안에 흡착되어 있

해지는 현상이 뚜렷해진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정기체에 의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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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에 대한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13X를 충진한 흡착탑에서 탈착 특성

Figure 5. Comparison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curves for
different nitrogen purge gas directions in activated carbon bed
(Outside Temperature =25 ℃,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Figure 6. Comparison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curves for
different nitrogen purge gas directions in zeolite 13X bed (Outside
Temperature = 25 ℃,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Figure 7. Desorption curves as a function of dimensionless time for
nitrogen purge gas in activated carbon bed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Figure 8. Comparison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curves for
different steam amount in activated carbon bed (Outside Temperature = 25 ℃,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이 다르더라도 탈착 곡선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온

착제 재생 결과가 진공 감압에 의한 흡착제 재생 결과에 비해 상당히

도가 일정할 때 유량에 따라 탈착 곡선이 다소 차이 나는 이유는 물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 영향이 약간은 관여되기 때문이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탈착

또한 활성탄이 채워진 흡착탑으로 주입되는 세정 기체의 온도를 30
℃, 45 ℃, 60 ℃로 변화시키면서 세정 기체의 유량에 따른 탈착실험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탈착곡선을 나타낸 그림에서 시간은

속도가 약간 빨라지는 것으로 측정되어서 유량증가에 따라 물질전달
속도가 증가하는 영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량에 따른 탈착곡선의 차이가 줄어드
는 것으로 보아 물질전달의 영향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

아래와 같은 무차원 시간으로 정의하여 나타내었다.

다. 온도가 낮은 경우는 세정 기체의 유량이 탈착에 미치는 영향이 좀
(1)
즉, 유량이 달라지더라도 탈착 특성이 일반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차원을 갖는 시간( )에 선속도( )를 곱하여 흡착탑

을 알 수 있다. 온도 증가에 따라 기체의 부피 팽창 효과로 흡착탑 안
에서 기체의 선속도가 증가하며 물질전달 속도도 동시에 빨라져서 더
욱 빠르게 흡탈착
․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물질전달 저항이 탈착속

)으로 정의하였다. 탈

도를 지배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 공정에서

착 분자의 이동이 물질전달보다는 거의 벌크 유체의 흐름에만 의존된

세정기체의 유량을 증가시키면 세정기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다면, 세정 기체의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무차원화된 시간에 따른 탈

때 세정 기체의 온도를 상승시켜 탈착을 촉진시켜주면 세정기체의 양

길이(

)로 나눈 무차원 변수인 무차원 시간(

더 중요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유량의 영향은 큰 차이를 주지 못함

착곡선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게 된다. 실제로 Figure 7에서 살펴보면

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탈착효과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결과가 얻어질

세정 기체의 온도가 30 ℃, 45 ℃, 60 ℃일 때, 각 온도에서 실제 유량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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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curves for
different drying process with steam purge in zeolite 13X bed
(Outside Temperature = 25 ℃,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Figure 10. Comparison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curves for
different nitrogen purge gas directions with vacuum purge in
activated carbon bed (Outside Temperature = 25 ℃,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3.3. 수증기 탈착에 의한 영향

실제 상업적인 공정에서 인화점이나 발화점이 낮고 폭발 범위가 넓은

뜨거운 수증기에 의한 탈착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 ℃ 정도로

VOCs 물질이 흡착되어 있는 흡착탑 조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온도를

기화된 수증기를 활성탄이 충진된 흡착탑에 주입하였다. 이 때 탈착

높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탈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온도를

시에 주입되는 수증기의 양을 달리 하면서 탈착 및 흡착 곡선을 측정

높이지 않는 방법으로서 진공 감압을 하면서 동시에 세정 기체를 흘

한 결과를 Figure 8에 도시하였다. 수증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흡착

려 보내주는 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활성탄을 충진한 흡착탑에서 3

되어 있던 흡착질의 탈착이 증가하여 탈착 초기에 흡착탑 밖으로 빠

h 동안 진공을 시키면서 세정 기체를 주입한 뒤에, 이어지는 흡착단계

져나오는 농도가 뚜렷이 증가하였다. 수증기의 주입량을 50 g/h로 하

의 파과곡선을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진공 감압하에서 세정 기체를

였을 때는 원료 속 농도보다 최고 1.6배 정도까지 측정되었으나 수증

도입하였을 때의 탈착 곡선 모습은 진공 감압 때와 비슷한 형태를 보

기의 양을 100 g/h로 늘렸을 경우에는 4.7배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그러나 이후 계속 이어지는 흡착 단계에서는 진공 감압만을 시

였다. 그러나 초기의 탈착이 진행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수증

행하여 탈착을 시킨 경우와는 달리 향류로 질소를 함께 흘려주는 탈

기의 양에는 관계없이 탈착곡선이 거의 비슷한 경향에 도달하였다.

착을 수행한 경우에 약 60 min 후부터 흡착질의 파과가 일어나기 시

수증기 탈착을 끝낸 뒤에는 약흡착질인 질소 가스만을 주입하면서 탑

작하였다. 이러한 파과 시간은 감압을 수반하지 않고 세정 기체에만

안에 남아있는 수증기를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 후 흡착 단계를

의존하여 흡착제를 재생한 경우에 비하여 10 min 정도 더 늦추어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증기의 양이 많았던 경우가 흡착 단계의 성능

결과이다. 또한 향류의 세정 기체만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흡착단계에

이 더 좋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진공 감압에 의한 탈

서 고농도의 파과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낮은 농도로 흡착질의 유출이

착이나 질소 세정 가스에 의한 탈착보다 더 우수한 결과가 나타났다.

있었으나, 탈착시 진공 감압이 함께 수반된 경우에는 이러한 유출 현

Figure 9에는 수증기 탈착을 할 경우 건조 단계를 도입하는지 여부

상이 없어졌다.

에 따라서 효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것을 도시하였다.

흡착탑에 제올라이트 13X를 충진한 후 동일한 과정으로 실험을 수

제올라이트 13X가 충진된 흡착탑에서 수증기 탈착 후 건조 단계의 유

행한 결과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Figure 10에 나타낸 활성탄의

무에 따른 흡착 효율을 비교한 결과, 건조단계가 없을 경우 초기부터

경향과는 동일하였다. 또한 Figure 6에서 나타낸 질소 세정 기체로만

흡착질이 유출되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과점에 도달하였다.

탈착시킨 경우와 파과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질소 세정

즉, 파과시간이 매우 빠르게 앞당겨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건조

기체로 탈착할 경우에 재흡착 단계의 초기에 발생하는 미세한 흡착질

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초기에 흡착탑 출구로 흡착질이 유출되는 현상

유출 현상은 확실히 적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

이 나타나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흡착질의 파과가 이루어

로 판단하여 보면, 진공 감압만을 사용하여 흡착제를 재생하는 효과

졌다. 건조단계가 없을 경우에는 탈착 단계에서 주입되었던 수증기가

는 매우 작았지만 질소 기체를 동시에 흘려보내면서 감압한다면 그

흡착탑 안에 남아서 응축이 된 후 기공들의 일부를 막아 흡착제의 활

효과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재흡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점을 감소시켜 흡착 성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파과시간이 뜨거운 수증기에 의한 탈착에서 얻어진 것처럼 길게 얻어

와 같은 결과는 활성탄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VOCs와 같

지지는 못했지만 열을 가하기 힘든 상황이나 뜨거운 수증기를 사용하

은 흡착질을 분리 회수하는 공정에서는 수증기 탈착 후 반드시 건조

였을 때 건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흡착제 내에서 수증기가 응

과정이 필요하며, 건조 공정에 따라 흡착 시간의 변화가 크게 좌우된

축하는 현상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 공정이 수증기 탈착공정과 비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할 만한 공정이라고 판단된다.

3.4. 질소 세정 탈착과 진공 감압 탈착의 결합에 대한 영향

3.5. 흡착탑 벽면의 가열과 질소 세정 탈착의 결합에 대한 영향

앞에서 진공 감압만을 이용한 탈착 효율은 좋지 않음을 판단하였다.

수증기의 탈착이 흡착제의 재생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본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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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에 대한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13X를 충진한 흡착탑에서 탈착 특성

Figure 11. Comparison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curves for
different nitrogen purge gas directions with vacuum purge in
zeolite 13X bed (Outside Temperature = 25 ℃,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Figure 12. Comparison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curves for
bed heating with nitrogen purge gas in activated carbon bed
(Outside Temperature = 25 ℃,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선행 실험들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증기에 의한 탈착이 포
함될 때에는 건조 단계가 뒤따르는 공정 사이클로 구성되어야지만 효
율이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 건조 단계의 수반은 전체적인 흡착제 재
생 시간의 증대와 함께 공정제어의 복잡성 및 흡착탑 개수를 증가시
키는 요인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흡착제가 수증기처럼 극성인 화
합물과 친화력이 높은 흡착제인 경우에는 미세기공의 막힘 현상 등에
의해 오랜 시간 공정의 성능을 유지하기가 힘들 때도 있다. 온도가 다
소 올라가도 흡착질의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면, 흡착탑의 벽면을 가
열하는 것과 같은 가열에 의한 흡착제 재생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현실적인 문제로는 흡착탑의 반경이 커지는 경우에
탑 벽면과 내부의 온도 차이가 커지는 문제점과 흡착탑 온도를 상승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흡착탑 온도를 낮추는데 필요한 냉각 시간
이 커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흡착
탑 벽면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질소 세정 기체를 흘려 보냈을 때의 효
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흡착탑의 온도를 약 120 ℃로 유지하면서 180 min 동안 질소 세정
기체의 양은 앞의 조건과 동일하게 주입한 결과를 Figure 12에 나타내

Figure 13. Comparison of adsorption curves for different desorption process in activated carbon bed (Outside Temperature = 25 ℃,
Bed Length = 95 mm, Feed flow rate = 0.3 NL/min, Concentration
= 20000 ppm).

었다. Figure 12에서 보면 흡착탑을 가열 할 경우 탈착 단계의 초기에
수십분 동안 흡착단계에서 흡착된 흡착질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보아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Table 2에는 탈착 후의 흡

탈착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는 흡착질

착 단계에서의 파과시간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방법에 의한 탈착 후

의 농도가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탈착이 끝난 후 이어지는 흡착에서

흡착시에 흡착탑 출구로 빠져나오는 흡착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의 효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재흡착 단계에서의 파과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탈착 단계 후에 진행되는 재흡착 단계에서

시간이 다른 탈착 공정에 비하여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파과되는 상태를 정량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파과시간으로서

결과로부터 VOCs처럼 흡착력이 강한 흡착질의 경우는 열에 의한 탈

출구에서의 농도가 입구 원료농도의 5%에 도달하는 시간과 70%에

착이 다른 방법에 의한 탈착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도달하는 시간을 Table 2에 표시하였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흡착탑 벽면을 가열하면서 질소 가스

3.6. 탈착에 미치는 인자들의 분석

로 세정한 방법과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한 탈착 방법이 가장 효과가

탈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실험결과를 해석하고 정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열에 의한 탈착이라는 공

량화하면서 각 공정들의 비교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점이 있는 반면, 전자의 경우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진 흡착탑을 냉

앞의 실험에서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한 탈착을 3 h 수행하였는데 이

각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흡착탑의 크기가 증가하면 효과가 떨

는 진공 감압을 이용하여 3 h 탈착하는 것과 탈착 효과가 동일하다고

어지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수증기 탈착 후 건조 단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탈착 후 뒤따르는 흡착 단계

를 수반해야지만 좋은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의 특

에서 나타나는 재흡착에서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어진 충분한 탈착 시

성상 뜨거운 수증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흡착질의 세정가

간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각 단계에 시간을 추가하여 탈착 실험을

스를 이용해 세정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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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서성섭민병훈
․
․
Table 2. Results of the Desorption Experiment
Adsorbent

Activated
carbon

Zeolite
13X

Method

Direction etc.

Desorption
process time
[min]

Breakthrough time
(5%)
[min]

Breakthrough time
(70%)
[min]

Vacuum purge

Co-current
Counter-current

180
180

0.0
0.0

28.6
27.2

Nitrogen purge

Co-current
Counter-current

180
180

0.0
49.8

58.4
57.9

180 + 180
180

86.2
8.1

92.1
10.7

Drying
No drying

Steam purge
Nitrogen + Vacuum

Co-current
Counter-current

180
180

51.4
59.2

58.2
66.2

Bed heating + Nitrogen

Counter-current

180

95.1

103.8

Vacuum purge

Co-current
Counter-current

180
180

0.0
0.0

7.9
6.8

Nitrogen purge

Co-current
Counter-current

180
180

11.1
20.2

15.2
28.5

180 + 180
180

71.6
13.2

115.2
14.3

Drying
No drying

Steam purge
Nitrogen + Vacuum

Co-current
Counter-current

180
180

19.1
21.4

25.2
28.6

Bed heating + Nitrogen

Counter-current

180

82.7

100.3

진공만을 이용한 방법이나 약흡착질의 세정기체만을 이용한 공정 등
은 효율면에서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동시에
있을 때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공정 설계를 위해서는 온도
변화에 의한 공정에 필요한 비용과 압력 변화에 의한 공정에 필요한
비용을 엄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벤젠을 흡착질로 하여 흡착에 적절한 기공 분포를 가지고 있는 활
성탄과 제올라이트 13X에 대한 탈착 실험을 수행하면서 탈착에 미치
는 여러 인자들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하였다. 탈착의 방법으로서
뜨거운 수증기에 의한 탈착, 약흡착질의 세정기체에 의한 탈착, 진공
에 의한 탈착을 실험하였다. 압력 변화에 의한 탈착보다는 온도 변화
에 의한 탈착이 이루어졌을 때, 뒤따르는 흡착단계에서의 파과시간이
더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압력을 낮추어서 흡착제를 재
생하기에는 벤젠의 흡착력이 강해서 탈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을 조사하였다.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한 탈착 방법과 진공 환경하에
서 질소 세정 기체에 의한 탈착의 두 가지 방법이 탈착 효율이 높았
다. 뜨거운 수증기를 사용한 방법이 효율은 좀 더 우수하였지만 수증
기 분자가 흡착제의 활성점을 점유하게 되어서 추후에 흡착을 방해하
므로 반드시 건조 공정이 있어야지만 효율이 좋아지는 단점이 수반된
다. 뜨거운 수증기를 사용하기 곤란한 조업 상황에서는 진공 환경하
에서 질소 세정 기체를 주입하여 탈착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질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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