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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study the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water vapor on zeolites saturated with water vapor. 

Three kinds of zeolite; zeolite  3A, zeolite  4A, and zeolite 5A were used as adsorbent. The desorption experiments with 
several different temperatures in the range of 90∼150℃ and several different flow rates in the ranges of 0∼0.4 L/min on 
zeolite bed were carried out. The desorption ability of water vapor was most effective on zeolite 5A among the compared 
zeolites. The higher the desorption temperature of water vapor was, the faster the desorption velocity was. The desorption 
ability of water vapor with an air supply was higher than that without an air supply. The most appropriate air flow rate was 
considered as 0.1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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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흡착제를 사용하여 대기 오염원 중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과 같은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VOCs
에 포함된 수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수분이 흡착

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흡착질의 종류와 흡착제의 구

조 등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소수

성 흡착질은 친수성 흡착질에 비해 수분에 더 많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g 등,  2002; 
Takeuchi 등, 1995). 미세기공이 규칙적으로 형성되

어 있는 제올라이트는 기공의 크기와 극성의 크기에 

따라 흡착질 분자를 선택 흡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arger와 Ruthven 등, 1992: Lee 등, 1999a). 제올

라이트는 결정성 알루미나실리케이트로서 단일 크기

의 미세기공을 가지고 있고 친수성 분자 및 극성분자

에 대해 우수한 흡착성능을 나타낸다. 단일 흡착제가 

2성분 이상의 흡착질을 흡착할 때 흡착제와 흡착질 상

호간의 특성 차이에 의해 경쟁흡착이 일어난다. 습도

가 높은 환경에서는 수분에 의한 경쟁흡착으로 제거

하고자 하는 성분의 흡착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07; Lee 등, 2008a; Lee 등, 
2008b). 대기 중의 수분은 대기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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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비와 공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흡

착공정은 전 단계에서 오염원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

한 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염물질의 흡착능 

향상과 공정의 부하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흡착제는 활성탄, 실리카겔, 

그리고 제올라이트 등이 있다. 제올라이트는 결정구

조(crystalline structure) 중앙에 Si, Al 원자가 있고 그 

주위를 4개의 산소가 둘러싸고 있는 정사면체로 구성

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올라이트는 천연과 합성으

로 분류되고 건조제, 탈취제, air separation, 수처리

(water treatment), 그리고 촉매에 사용되며 합성 제올

라이트는 세공직경에 따라 3A, 4A, 5A, 10X 그리고 

13X로 구분된다(Chon, 1995). 지금까지 흡착에 관한 

연구는 활성탄을 흡착제로 주로 사용하고 흡착제의 

종류에 따른 흡착용량을 평가하거나 온도변화에 따른 

흡착능을 비교 고찰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흡착제의 세공크기별 표면적 또는 

부피와 흡착량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잘 발달한 

특정 세공영역에서의 흡착능과 흡착질의 크기와 극성

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Lee 등, 2006; Lee 등, 
2007; Lee 등, 2008a). 그러나 제올라이트나 실리카-
알루미나와 같은 무기계 흡착제의 흡탈착특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Ahn 등, 1999; Lee 등, 
1999a; Lee 등, 2008b; Lee 등, 2011a: Lee 등, 2011b). 
흡착법을 이용한 용매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탈착이며, 이것은 흡착제의 재생단계이다. 일반적으

로 탈착은 흡열공정이므로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탈착에 의한 용제회수

는 요구되는 에너지를 고려하여 최적의 탈착조건을 

찾아야 경제적인 회수가 가능하다(Lee 등, 1999b). 흡
착제를 사용하여 VOCs를 제거하는 경우 습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흡착공정은 대기 중에서 이

루어지므로 대기 중에 포함된 수분의 제거하고자 하

는 성분과 경쟁흡착되어 흡착성능이 감소된다(Lee 
등, 1999a).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OCs의 회수탑 

전에 수분 흡착탑을 설치하여 수분을 미리 제거한 후 

VOCs를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VOCs의 회수탑 전에 수분 흡착탑을 설

치하여 수분의 흡착 및 탈착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목

적이다. 수분으로 포화된 제올라이트의 수분 탈착특

성을 탈착온도, 탈착공기의 유량 변화에 따른 탈착특

성과 제올라이트의 재생에 따른 탈착특성을 비교 고

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제올라이트는 미국 U.O.P.사가 제조한 직경이 각

각 3 mm, 4 mm, 5 mm인 3종류의 성형 제올라이트 

zeolite  3A, zeolite  4A, 그리고 zeolite 5A를 사용하

였으며 이들의 물성은 전보(Lee 등, 2011b)와 같다. 
이 3종류의 제올라이트를 각각 ZE3A, ZE4A, 그리고 

ZE5A로 명명하였다. 제올라이트는 사용 전에 250℃
에서 5시간 이상 건조시켜 제올라이트 내부에 있을 수 

있는 분순물을 제거하고,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여 사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수분(H2O)은 1차 증류수를 

초순수제조장치(Milli-Q water system)로 제조한 순

수를 사용하였다. 전처리한 제올라이트 10 g을 그물

망 속에 넣고 상온에서 수분으로 포화된 밀폐된 용기 

속에 무게 변화가 없을 때까지 용기 속에 방치하며 수

분으로 충분히 포화시킨 후 이것을 수분탈착용 시료

로 사용하였다. 재생 실험 외에는 탈착에 사용한 제올

라이트 시료는 실험에 재사용하지 않았다. 수분탈착 

실험은 Fig. 1과 같은 탈착장치를 사용하였다. 펌프를 

통해 공급되는 공기는 실리카겔을 충전한 건조병

(drying bottle)을 통과시키면서 공기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하였고, 유량계로 탈착공기의 유량을 조절하였

다. 유량계를 통과한 공기는 탈착관에 유입되기 전에 

히터를 사용하여 80～90℃로 가열하였다. 일정한 유

량으로 탈착관에 유입되는 공기는 탈착관 내의 시료

를 통과하면서 시료에 흡착된 수분이 외부로 탈착되도

록 하였으며, 탈착관 내의 온도는 전기로를 사용하여 

①

②

③

⑤
⑥

⑦
④

①

②

③

⑤
⑥

⑦

⑤
⑥

⑦
④

Fig. 1. Schematic diagram of water desorption apparatus 
(① air pump, ② dry bottle, ③ flow meter, ④ heater, 
⑤ adsorbent, ⑥ electric oven, ⑦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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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시료의 수분 탈착량은 digital 
balance를 이용하여 탈착 전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계

산하였다. 수분으로 포화된 제올라이트의 초기 무게

를 측정하고, 탈착실험 시작 후 일정 시간이 경과 할 

때마다 무게를 측정하여 그 무게감소로 탈착량을 계

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탈착시간에 따른 탈착관의 온도변화

수분 탈착용 시료로 사용된 제올라이트들의 포화 

수분흡착량은 20∼30 wt% 범위였으며, 같은 종류의 

제올라이트에서도 준비한 시료마다 포화흡착량의 차

이가 조금씩 있었다. 이것은 ZE3A의 경우 입자의 직경

이 각각 3 mm이고 ZE4A는 직경이 4 mm이며, ZE5A
은 직경이 5 mm이기 때문에 같은 무게(10 g)의 시료 

일 경우 준비한 제올라이트 시료의 전체 부피 및 비표

면적이 다르고 제올라이트별 특성의 차이에 의해 수분

의 포화흡착량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사료

되었다. 이 포화 흡착량을 초기 수분함유량으로 하여 

수분의 탈착곡선을 도시하여 탈착특성을 고찰하였다.
탈착장치에서 수분의 탈착시간에 따른 탈착관의 

온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분으로 포화된 제올라이

트 10 g이 충전된 탈착관을 온도 120℃, 탈착공기 유

량 0.1 L/min으로 조절된 탈착장치에 장착하고 시간

에 따른 탈착관 내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도시하였다. 탈착장치의 전기로 속에 탈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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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emperature changes of desorption 
column packed with ZE4A and ZE5A saturated 
with water at 120℃ according to desorption time 
(zeolite amount 10 g, air flow rate 0.1 L/min).

을 넣을 초기의 온도변화 외엔 탈착시간 경과에 따른 

온도변화는 없었으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다.

3.2. 탈착온도에 따른 수분 탈착특성

탈착온도에 따라 제올라이트에 흡착된 수분의 탈

착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수분으로 포화된 ZE5A 시
료를 탈착온도 90℃, 120℃, 그리고 150℃에서 공기

유량 0.1 L/min으로 탈착 실험하여 그 결과를 Fig. 3에 

도시하였다. 
온도 90℃에서 탈착곡선의 기울기는 온도 120℃와 

150℃에서의 기울기보다 완만하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온도 120℃와 150℃에서의 기울기는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분의 비점이 

100℃인데 그보다 낮은 온도인 90℃에서는 증발에 의

한 수분의 탈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

었다. 설정한 탈착온도에서 50분까지 탈착을 진행한 

후 제올라이트에 남아있는 수분의 양을 비교해 보면 

온도 90℃에서는 13.9 wt%, 120℃에서는 9.4 wt%, 그
리고 150℃에서는 7.9 wt%로 측정되었다. 온도가 높

을수록 탈착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12
0℃와 150℃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120℃가 더 적합한 온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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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desorption of water on 
ZE5A with air flow rate 0.1 L/min.

3.3. 제올라이트의 종류에 따른 수분 탈착특성

제올라이트의 종류에 따른 수분 탈착특성을 Fig. 4
에 나타내었다. 탈착시간 50분에서 각 제올라이트들

의 탈착곡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ZE3A는 0.44 
wt%/min, ZE4A는 0.36 wt%/min, 그리고 ZE5A는 

0.30 wt%/min으로 측정되었으며, 비교한 제올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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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ZE3A의 탈착속도가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ZE3A가 ZE4A와 ZE5A에 비해 입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제올라이트 무게 당 차지하는 외부 표면

적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외부와 공기흐름에 노

출된 표면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공

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따져 보았을 때 초반에 탈착이 

잘 이루어지는 50분까지 만을 고려해 보면, 탈착 시간

의 증가에 따라 제올라이트에 잔류되어 있는 수분의 

양은 ZE3A는 14.5 wt%, ZE4A는 11.6 wt%, 그리고 

ZE5A는 9.7 wt%였다. 비교한 제올라이트 중 ZE5A
가 탈착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탈

착량은 초기에는 제올라이트 외부에 흡착된 수분의 

양과 상관관계가 크지만, 탈착시간이 경과 할수록 수

분탈착량은 제올라이트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기공의 

크기와 상관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며, 전보(Lee 등, 
2011b)에서 분석한 제올라이트의 세공특성 결과에서 

이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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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zeolite type on desorption of water on 
zeolite with air flow rate 0.1 L/min at 120℃.

3.4. 탈착공기의 유량에 따른 수분 탈착특성

탈착관에 주입하는 공기의 유량에 따른 탈착특성

을 고찰하기 위해 탈착온도 120℃에서 ZE5A를 사용

하여 탈착실험하여 그 결과를 Fig. 5와 Fig. 6에 도시

하였다. Fig. 5에서 보면 공기를 주입한 경우와 주입하

지 않은 경우에 탈착의 정도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수분의 외부확산 속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

었다. 흡착제 내에서의 내부확산은 주입된 공기의 유

무에 관계없이 그 속도가 동일하다. 그에 비해 흡착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외부확산은 공기를 주입한 경우에

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 기화된 수분이 탈착관 밖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경우

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 유입이 없을 

때의 탈착율이 공기 유입이 있을 때에 비해 크게 좋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었다. 반면에 공기의 유량을 

0.1 L/min에서 0.2 L/min과 0.4 L/min으로 증가시켜도 

유량 0.1 L/min에 비해서 탈착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올라이트 표면의 외부로 지나

가는 공기의 유량 크기에 관계없이 내부확산은 동일한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유량

은 0.1 L/min 일 때가 가장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탈착온도 120℃와 150℃에 공기유량을 

0.1∼0.2 L/min로 공급할 때 탈착온도 120℃와 150℃
에 따른 탈착능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온도 120℃
에서 공기의 유량을 0.1 L/min에서 0.2 L/min로 증가

시켰을 때 유량증가에 따라 탈착능이 조금 증가한 것

을 볼 수 있었으나, 온도 120℃에서 유량 0.2 L/min와 

온도 150℃에서 유량 0.1 L/min는 비슷한 탈착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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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air flow rate on desorption of water on 
ZE5A at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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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temperature and air flow rate on desorption 
of water on ZE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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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일정량의 공기를 공급할 때 온도 12
0℃와 150℃에 따른 탈착량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제올라이트는 내부에 3~5Å범의의 매우 작은 미세

세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올라이트 내부에 흡착

된 수분을 충분히 탈착시키기 위해서는 수분의 비점

보다 상당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탈착

온도를 150℃로 설정하여 제올라이트 종류와 공기유

량에 따른 탈착특성을 비교 고찰하였다. 온도 150℃
에서 공기를 공급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에 따른 각 제

올라이트별 수분 탈착량 변화는 Fig. 7과 같으며, 공기

의 유량을 0.1 L/min로 공급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수

분 탈착량 변화는 Fig. 8와 같다. 공기를 공급하지 않

을 경우 흡착제가 함유한 수분의 량을 10 wt%이하로 

탈착하지 못했으며, 공기를 0.1 L/min 공급했을 때 5 
wt% 이하로 탈착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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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zeolite type on desorption of water on 
zeolite without air flow a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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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zeolite type on desorption of water on 
zeolite with air flow rate 0.1 L/min at 150℃.

3.5. 제올라이트의 재생에 따른 수분탈착특성

제올라이트의 재생에 따른 수분 탈착특성을 고찰

하기 위해 사용된 ZE5A의 반복적인 재생에 대한 재

현성을 고찰하였다. 3일 동안 수분으로 포화시킨 제올

라이트를 탈착하고, 그것을 다시 3일 동안 수분으로 

포화시킨 후, 탈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실험을 3차까

지 시행하여 그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와 

같이 재생에 따른 수분의 포화율은 첫 번째 재생한 시

료의 포화율을 기준으로 1 wt%정도 차이가 있었고, 
40분까지 탈착 실험한 결과 흡착제에 남아있는 수분

의 양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ZE5A는 수분의 흡탈착에 있어서 그 재현성이 우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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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water on 
ZE5A at 120℃ with air flow rate 0.1 L/min 
according to regeneration cycle.

4. 결 론

수분으로 포화된 제올라이트 3A, 4A, 그리고 5A의 

탈착 특성에서 제올라이트 5A가 가장 탈착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한 3종류 흡착제 중 제올

라이트 5A의 평균 세공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 사료되

었다. 온도가 높을수록 탈착이 많이 되었으며, 120℃
와 150℃에서의 큰 차이는 없었고 에너지 절감을 고

려하였을 때, 120℃가 가장 적합한 온도로 판단되었

다. 공기를 주입하여 탈착 할 때와 주입하지 않았을 때

를 비교하였을 때, 공기를 주입했을 때가 탈착효율이 

월등히 좋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기의 유량을 0.1 
L/min 이상으로 해도 0.1 L/min 과 거의 유사한 결과

를 보여 수분 탈착 시 가장 적절한 공기의 유량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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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n 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제올라이트 5A를 여러 

차례 포화와 재생을 반복하는 실험에서 우수한 재현

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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