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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developmentofsolarthermalenergyusedadsorptiondesalinationtechnologyhavebeenexaminedasa

viableoptionforsupplyingcleanenergy.Inthisstudy,themodellingofthemaindevicesforsolarthermal

energyusedandadsorptiondesalinationsystem wasintroduced.Silicageltypeadsorptiondesalinationsystem

isconsideredtobeapromisinglow-temperatureheatutilizationsystem.Thedesignisdividedintothree

parts.First,theevaporatorforthevaporizationofthetapwaterisdesigned,andthenthereactorforthe

adsorptionandreleaseofthesteam isdesigned,followedbythecondenserforthecondensationofthefresh

waterisdesigned.In addition,new featuresbased on theenergy balancearealso included to design

absorption desalination system.In thisbasicresearch,One-bed(reactor)adsorption desalination plantthat

employalow-temperaturesolarthermalenergywasproposedandexperimentallystudied.Thespecificwater

yield is measured experimentally with respectto the time controlling parameters such as heatsource

temperatures,coolanttemperatures,system switchingandhalf-cycleoperationaltimes.

Desalinationisprocessesthatpermeateourdailylives,butItrequiressubstantialenergyinput,powered

eitherfrom electricityorfrom thermalinput.From theenvironmentalandsustainabilityperspecives,innovative

thermodynamiccyclesareneededtoproducetheabove-mentionedusefuleffectsatalowerspecificenergy

input.Thisarticledescribesthedevelopmentofadsorptioncyclesfortheproductionofdesaltingeffects.We

wantthatthisadsorptionsystem canbedrivenbylow temperatureheatsourcesat60to80℃,suchas

renewable,solarthermalenergy.

Keywords:태양열에 지(SolarThermalEnergy),흡착식 담수화 기술(AbsorptionDesalinationTechnology),

담수(freshwater),실리카젤(Silic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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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열량 (W)

 :Seawater유량 (㎏/s)

 :온도 (℃)

 :시간 (min)

 :압력 (torr)

 :Silicagel의 질량(㎏)

바닷물을 실생활에 유용한 담수로 환하

려는 노력이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루

어지고 있다. 한,담수 생산을 넘어 에 지

의 효율 이용 효과 인 membrane시스

템 개발에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해수담수화 시스템 련 기술의 개

발과 보 은 MSF RO방식을 이용한 시

스템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MSF방식

은 운 비용이 비싸고 부식률이 높으며,RO

담수화시스템은 담수의 생산율이 비교 낮

고 membrane의 오염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해수담수화 시스템은 소규

모의 시스템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담수 부

족 지역의 고민을 해결하고 한,시스템에

이용되는 열에 지를 태양열 등으로부터 얻

음으로 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이는데 기

여하고자 한다. 한,이번 연구에 용되는

담수화시스템은 Silicagel이라는 흡수제를

이용하여 흡착 탈착을 통한 시스템의 응

용분야를 넓히고자 하 다.Silicagel은 모래

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이고 친환

경 이다.흡착식 담수화에 한 연구는 국

내에서는 시작 단계이고,흡착식 담수화시스

템의 특허출원도 매우 낮으며,국내의 흡착

식 시스템은 거의 부분이 제습과 련된

연구로서 직 인 담수화에 련된 흡착식

시스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흡착식 담수화 시스템의 설계

제작에 한 기술을 연구하고,Prototype의

제작을 한 기 단계로 흡착식 담수화 시

스템의 기 성능을 테스트하 다.

2.시스템의 원리와 설계

담수화시스템에서 태양열 등의 비교 낮

은 온도의 열에 지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증발과정에서 물의 증발온

도를 낮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즉, 기압에

서 물의 증발온도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증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요

하다.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압력을 변화시켜 시스

템 운 에 필요한 압력 증발온도 조건을

찾고자 하 다.흡착식 담수화 시스템의 기

본 방식은 증발식과 유사하다.다만,증발식

이 Evaporator와 Condenser만으로 구성되어

졌다면 흡착식은 흡착과 탈착 공간인 Reactor

가 추가되었다.흡착물질이 낮은 온도에서는

증발된 증기를 흡착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증

기를 탈착하는 방식으로 증발된 증기를 장

함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의 응용을가능하도

록 하기 해서 고안된 방법이다.

2.1시스템의 작동원리

본 논문에서 제작된 흡착식 소형 담수화 시

스템은 실내에서 활용이 가능토록하기 해

최소 규모로 제작이 되었다.시스템의 구성

은 크게 Evaporator,Reactor,Condenser와

진공펌 열에 지 Tank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열에 지는 기 실험단계에서

는 히터 chiller를 이용하여 열에 지를

공 하게 되어있으며 기 실험 후 태양열에

지로 환할 것이다.작동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Evaporator,Reactor,Condenser

각각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키고 Sea-water

storagetank와 Evaporator사이의 valve가

열리면서 Sea-water가 노즐을 통해 Evaporator

로 유입된다.Evaporator로 유입된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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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30℃정도의 온도를 가진 열매체가 유

입되는 열과환기를 이용하여 증발과정을 거

치게 된다.Reactor에서는 Silicagel에 의한

흡착과정과 탈착에 의한 증발과정이 모두 일

어난다.Condenser에서는 열매체가 흐르는

열교환기를 통해 Condenser로 유입된 증기

를 응축시키게 되며 여기에서 담수를 얻어

Fresh-waterstorage에 장하게 된다.

그림 1해수담수화 시스템의 계통도

그림 2해수담수화 시스템

그림 1은 계통도를 나타낸다.그림 2는 해

수담수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3.실험

3.1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 용된 실험조건은 표 1에 나

타내었고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시행하 다.

이번 실험에 이용된 흡착제인 Silicagel은

A-type을 용하 다.

Pressureofthesystem(torr) 10～20

Massofsilicagelperbed(evaporator)(g)1000

Cycletime(min) 10～30

Switchingtime(s) 40～60

Tapwaterinlet(desorber)(℃) 10～30

Coolingwaterinlet(adsorber)(℃) 10～30

Hotwaterinlet(desorber)(℃) 60～70

Coolingwaterinlet(condenser)(℃) 10～30

Seawaterinlet(㎖) 300

표 1흡착식 담수화 시스템의 실험 조건

(1)Evaporator에 유입되는 Seawater의 양

을 300㎖로 하 으며,이 때 탈염을

해 Evaporator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온

도는 10～30℃,Evaporator의 압력은 1

0～15torr로 설정하 다.

(2)Evaporator에서의 반응시간은 최 해

수유입시간인40sec동안Valve를닫고증

발시간을 가진 후 Evaporator와 Reactor

사이의 Valve를 열고 10～30분간 탈염

흡착 과정을 진행하 다.

(3)탈염반응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Reactor

내의열교환기tube에는10～30℃의Cooling

water가 흐른다.이 Coolingwater로 하

여 Silica-gel이 내장된 Reactor의 온

도를 낮춰 Evaporator에서 이동되어온

증기를 냉각하여 Silica-gel이 흡착 할

수 있도록 하 다.

(4)탈염과정과 흡착과정이 끝나면,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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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열교환기 tube에 60～70℃의 Hot

water를 유입시켜 Silica-gel에 흡착된

담수를 증발시키는 과정을 거친다.이때,

반응시간은 약 40sec정도의 switching

시간을 가진 후 Reactor와 Condenser사

이의 Valve를 열고 증발 응축과정을

거치게 된다.

(5)Condenser에서의 증발 응축시간은

10～30분으로책정하 고,여기서Condenser

는 10～20torr의 압력을 Setting하고 10～

30℃의 Coolingwater를 유입시켰다.

그림 3은 실내에서 각각의 조건에 맞는 열

에 지 공 을 한 Heater와 Chiller시스템

이다.

그림 3Heater&Chiller

4.실험결과

이 번 성능실험에서는 Evaporator,Reactor,

Condenser각각의 과정에서 상변화의 필요

조건 등을 도출하기 한 실험에 을 두

었다.각각의 과정에는 온도,압력,시간 등의

한 조건들이 필요하며 이에 알맞게 실험

장치를 Setting해야 한다.

본 연구의 기 인 실험결과를 다음에 나

타내었다.

그림 4담수화 과정에서 시스템의 압력변화

그림 5열교환기 내부 열매체의 온도변화

그림 4는 담수화 과정에서 시스템의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Evaporator의 경우

setting압력에서 해수의 유입으로 압력이 높

아지다가 Evaporator와 Reactor사의의 밸

를 open함과 동시에 압력이 격히 떨어지고

있다.이때,Reactor의 압력이 높아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압력이 낮아져 Evaporator의

압력과 Reactor의 압력이 거의 같아짐을 알

수 있다.그림 5는 담수화 과정에서 시스템

내부로 열교환기를 흐르는 열매체의 온도변

화를 나타낸다.Evaporator와 Condenser에

서의 온도변화는 1℃ 이내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나 Reactor에서 Silicagel이 있는 열

교환기의 열매체의 온도 변화는 최고 5℃의

차이를 보인다.이는 Silicagel에 포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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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열매체의 열을 흡

수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차이가 발행하 다.

그림 6담수화 과정에서 시스템 내부의 온도변화

그림7Evaporator에서Tapwater의온도 따른담수 생산량

그림 6은 담수화 과정에서 시스템 내부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열교환기를

흐르는 열매체의 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해수 Reactor의 증발과정에서 시스템 내

부의 온도가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7은 Evaporator에서 Tapwater의 온도에 따른

담수 생산량을 나타낸 것으로 이때,Reactor의

Coolingwater의 온도는 10～30℃,탈착온도

는 60～80℃로 하 다.Evaporator에서의 탈

염 온도를 10～30℃로 각각 측정을 하 고,

생산되는 담수의 양을 나타내었다.본 실험

이 진행되는 동안 시스템의 압력은 10～

20torr로 하 다.

그림 8Evaporator에서 증발시간에 따른 담수 생산량

그림 9Reactor에서 탈착 온도에 따른 담수 생산량

그림 10Reactor에서 증발시간에 따른 담수 생산량

그림 8은 Evaporator의 증발 시간의 변화

에 따른 담수생산량을 나타낸 그래 로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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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늘려갈 수록 담수의 생산량이 많아

짐을 알 수 있다.하지만,일정 시간이 지나

면 Evaporator와 Reactor의 압력이 비슷해져

탈염의 효과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그림

9는 Reactor에서의 탈착 온도에 따른 담수

생산량을 나타낸 것으로 탈착온도가 80℃인

경우 생산되는 담수의 양이 가장 많게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이때,탈착 가능온도를

60～80℃로 설정한 이유는 차후에 태양열

폐열을 이용할 것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이

다.그림 10은 Reactor에서의 증발 시간에 따

른 담수 생산량을 나타낸 것으로 역시 증발

시간이 길어질수록 담수의 생산량이 늘어남

을 알 수 있었다.

5.결론

본 연구에서는 흡착식 소형 담수화 시스템

의 설계 제작을 한 기 실험을 통해 주

요 장치의 설계 제작에 필요한 온도,압

력,작동시간 등에 한 정보를 얻고자 하

다.이런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한 연구의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흡착식 소형 담수화 시스템의 주요 장

치 설계 제작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용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기본 자료

로서의 역할을 기 할 수 있다.본 연구

시스템의 해수 증발 온도로서 30～40℃

의 온도가 함을 알 수 있었다.

한,작동 시간은 Evaporator와 Reactor

에서의 증발 흡착 시간은 10～20분,

Reactor의 증발 시간은 20～30분이

할 것으로 단된다.Reactor에서의

증발온도는 70～80℃가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시스템의 압력은 15torr

이하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단 흡착식 사이클을 용한 시스템의

주요 설계 요소 라미터를 도출할 수

있었다.실험을 통해 얻은 설계 요소들

은 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담수의 생산 뿐 아니라 냉각에의

용을 해서는 압력,온도, 용 시

간 등의 변화를 통해 한 값을 찾

아서 시스템의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시스템의 온도,압력,시간변화에

따른 담수생산량 비교에서의 각 구성

별 의 온도 압력값은 향후 태양열

이나 폐열 등을 용한 흡착식 담수화

시스템에 한 기 요소 기술을 구축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이러한 기본

인 실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산

업 으로 이용 가능한 담수화 시스템

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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