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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numerical investigation of the heat and mass transfer kinetics of a fin-tube-type adsorption
bed using a two-dimensional numerical model with silica-gel and water as the adsorbent and refrigerant pair. The performance
is strongly affected by the heat and mass transfer in the adsorption bed, but the details of the mass transfer kinetics remain
unclear. The validity of inter-particle models used to simulate mass-transfer kinetics were examined, such as a constant pressure
model and non-constant pressure model, and the valid ranges of the diffusion ratio for each model are proposed. The COP
and SCP have been numerically calculated as the performance indexes according to the diffusion ratio. The constant pressure
model, which is commonly used in previous research, was found to be valid only in a limited range of diffus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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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비열 [J/kg․K]
c ：농도 [kg/m3]
 ：투과성 [m2]
 ：튜 지름 [mm] 는 표면 확산계수[m2/s]
 ：입자 지름 [m]
 ：잠열 [J/kg]
 ：열 달계수 [W/m2

․K]
 ：열 도율 [W/m․K] 
 ：핀 높이[mm]
 ：흡착제 질량 [kg]
∆ ：증기 질량변화량 [kg]
 ：압력 [Pa] 
 ：흡착률 [mol/m3]
∆ ：흡착률 변화량 [mol/m3]
 ：기체 상수 [J/mol․K] 는 반경방향좌표

 ：입자반지름 [mm]
 ：온도 [K]

 ：핀 두께 [mm] 는 시간 [s]
 ：사이클 타임 [s]
 ：열교환 유체속도 [m/s]
 ：축방향 좌표

 ：핀 간격 [mm]

그리스 문자

 ： 도 [kg/m3]
 ：단  압력당 증기의 도 [kg/(m3

․Pa)]
 ：증기의 성계수 [Pa․s]
 ：공극률

하첨자

 ：흡착제

 ：흡착

 ：충 층

 ：응축기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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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착

 ：증발기

 ：유체

H ：온수

 ：내부

L ：냉각수

 ： 앙

 ：외부

p ：흡착제 입자

t ：흡착탑 체

 ：증기

 ：물

1. 서  론 

산업화에 따른 주거․근무환경 변화  지구 온난화

로 인해 여름철 냉방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냉방에 주로 사용되는 기 압축식 냉동기는 

많은 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냉매로 사용되는 

온 가스는 환경 괴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

서 력을 게 사용하고, 환경 친화 인 냉방시스템

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고 련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1-3)

흡착식 냉동기는 흡착탑 내부에서의 흡착  탈착 

상을 이용하여, 냉수를 얻는 열구동 시스템이다. 흡
착탑 내부에서 냉매의 흡착  탈착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흡착열은 냉매의 흡착률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발생 열을 제거하기 

해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흡착열을 회수하며, 이 과정

에서 흡착탑 내의 열 달, 물질 달이 흡착식 냉동기

의 성능을 높이는 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흡착식 냉동기 시스템은 산업용 공정, 가스엔진, 연

료 지 등에서 발생하는 버려지는 온 폐열을 이용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이 흡착탑에서는 60∼90℃ 정도

의 온도에도 반응하는 실리카겔/물계를 이용하 다. 흡
수식 냉동기와 비교하면,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소음

도 없고 화학반응에 의한 기체 발생이 없어, 추가 인 

추기작업이 불필요하며, 공 열원의 온도변화에도 냉

동능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흡착탑의 물질 달에 한 해석모델은 흡착제 입자 

사이(inter-particle) 과 입자 내부(intra-particle) 
인 크게 두 가지 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비교하

고자 하는 등압모델과 비등압 모델은 흡착제 입자 사

이 으로 바라보는 해석모델이고, 입자내부를 해석

하는 모델로는 평형모델(equilibrium model), LDF 모델 

(linear driving force model), 고체확산법(solid diffusion 
model) 등이 있다. 

흡착탑의 형상은 기 단순한 원통형 형상이었으나, 
열 달 능력이 히 낮아 사이클당 소요시간이 무 

길고,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SCP(specific 
cooling power)가 낮아 실제 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
후 열 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핀이 부착된 핀-튜

형 흡착탑이 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기 

연구들은 원통형 흡착탑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재 용되고 있는 핀-튜 형 흡착탑과는 상

이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Chahbani et al.(4)

은 입자간 물질 달 
모델로 등압 모델을 가정하 고, 입자 내부 해석모델인 
평형, LDF, 고체확산법에 하여 1차원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입자내 모델에 한 용범 를 제시 하 다. 
Yang(5)

은 집 용량법으로 원통형 흡착탑을 1차원 해석 

하 다. 입자내부 해석에는 LDF 모델을, 입자 사이 해

석에는 등압 모델을 사용하 다. 두 경우 모두 해석

상이 단순 원통형 형상으로 열 달 성능이 매우 요

한 흡착식 냉동기에서 실 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한

계를 가지고 있다. 한 흡착탑의 입자간 물질 달 해

석모델로서 입자간 항을 무시한 등압모델을 사용함

으로써 결과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Mahdavikhah and Niazmand(6)

은 입자 내부 해석모델

로서 LDF 모델을 사용하 다. 사각형 핀-튜 형 흡착

탑에 해 입자 사이 해석시 물질 달에 한 항을 

모두 고려하며, Darcy’s Law를 고려하 다. Niazmand 
et al.(7)

은 입자 내부 해석 모델로 LDF 모델을 사용하

으며, 입자 사이 해석시 물질 달에 한 항을 모

두 고려하 으며, Darcy’s Law를 고려하 다. 핀-튜
형을 해석 상으로 하여 원형 핀과 사각형 핀 두 가

지를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핀-튜 형 흡착탑을 상으로 2차원 

축 칭 해석을 수행하 다. 입자 내부 물질 달 모델

은 LDF 모델로 고정하고, 입자 사이 물질 달 모델로

서 입자 사이 항을 무시한 등압 모델과 항을 고려

한 비등압 모델을 비교하 다. 기존 연구에서 인용되

는 형 인 실리카겔에 하여 COP와 SCP를 비교함

으로써 물질 달 모델에 한 등압 모델의 사용가능한 

범 를 고찰하 다.

2. 수치해석

2.1 해석 방법

흡착식 냉동기는 Fig. 1에서와 같이 두 개의 흡착탑

이 흡착과 탈착 과정을 서로 반복하여 증발기에서 증

발열을 회수하는 냉동기 이다. 기에는 모든 밸

(V1∼V4)가 잠겨있으며 흡착탑 1에는 온수를, 흡착탑 

2에는 냉수를 흘려주어 흡착탑 1에서는 탈착을,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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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wo-bed adsorption refrigeration system.

Fig. 2  The cross section of the region of interest.

탑 2에서는 흡착과정을 비한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밸  1와 밸  4을 열어 흡착탑 1에서는 탈착된 증

기를 응축기로 보내어 증기를 응축시키고, 흡착탑 2에

서는 증발기로부터 증기를 받아들여 흡착과정을 진행

한다. 모든 증기가 응축기와 증발기를 통과하면 다시 

모든 밸 를 닫게 되며 응축기안의 고온 고압의 액체

는 온 압의 상태로 증발기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증발기에서 외부로부터의 잠열을 회수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흡착탑 1과 흡착탑 2로 들어가는 온수와 냉수

의 치가 바 게 된다. 이제 밸  2과 밸  3를 열어 

증발된 증기는 흡착탑 1으로 들어가게 되며 흡착탑 2
에서 탈착된 증기는 다시 응축기로 들어가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이 연속으로 되풀이 되면서 흡착식 냉동기가 

작동하게 되며 이때 흡착탑 1과 흡착탑 2의 성능이 흡

착식 냉동기의 체 인 성능을 좌우하는 요한 부분

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성능 좋은 흡착탑 개발이 

요시되고 있는 시 에서 흡착탑의 성능 해석을 한 

수치해석 모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흡착식 냉동기의 흡착탑에서 열  물질 달 해석을 
한 이차원 해석 모델을 Fig. 2에 제시하 다.  내

부로 유동하는 냉수와 온수의 온도는 각각 30℃, 80℃
로서 600  간격으로 반복되어 유입되는 조건이다. 입
구유동조건은 완 발달된 층류모델을 사용하 으며, 
튜 와 냉각수 사이의 류열 달계수는 Dittus-Boelters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튜 와 핀의 재질은 구

리를 사용하 으며 이때 핀과 핀 사이를 실리카겔이 둘

러싸고 있다. 격자실험에 사용된 격자수는 1600∼3000
개이며 이 에서 충 층 20×80, 핀 2×80, 튜  24×5
의 균일 격자를 사용하면 충분히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계산시간은 개인용 PC인 intel core i5-3570 
(3.40 GHz)를 사용하 을 때 약 3∼5시간 정도이다. 해
석은 상용 CFD 로그램인 STAR-CCM+를 사용하 다.

해석에 이용된 핀-튜 형의 열교환기의 치수는 Li et 
al.(8)

에서 제안된 값을 사용하 으며, 열교환기의 형상

과 이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리 인 상황에 한 조

건들은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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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silica gel
Properties Values

Silica gel Particle size, (mm) 0.2 

Porocity, (-) 0.5

Apparents density,  (kg/m3) 1123 

Thermal conductivity,  (W/mK) 0.14 

Surface diffusivity, (m2/s) 2.3×10-13 

Permeability, (m
2) 1.32×10-11 

Specific Heat,  (J/kgK) 920 

Latent heat of adsorption, (kJ/kg) 2.5×103 

Table 2 Numerical conditions

Properties Conditions

Temp. of hot water, TH(℃ ) 80

Temp. of cooling water, TL(℃ ) 30

Pressure of evaporator, Pev(kPa) 4.1

Pressure of condensor, Pc(kPa) 46.3

Adsorption/Desorption cycle time, tc(sec) 600

Inner diameter of tube, Di(mm) 18

Outer diameter of tube, Do(mm) 20

Fin length, L0(mm) 10

Fin pitch, Z0(mm) 3

Fin thickness, t(mm) 0.5

2.2 가정

(1) 흡착제는 균일한 구형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공극

률은 균일하다.
(2) 수증기와 흡착제 열  평형 계에 있다. 
(3) 흡착탑 내에서 원주방향으로의 유동은 무시한다.
(4) 증발기와 응축기는 이상 인 조건이다.
(5) 입자사이를 흐르는 유동의 항은 무시하고 입자 

내부를 흐르는 유동은 고려한다.
(6) 수증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7) 흡착탑 주 로의 열손실은 무시한다.

2.3 지배방정식

• 충 층에서의 열 달 방정식




 

         (1)

              










 
 




여기서 ∆는 생성항으로 흡착과 탈착시 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발열, 흡열반응을 나타낸다. 이 

항에 의해 흡착탑 체의 온도와 흡착률 변화에 큰 

향을 주게 된다. 

• (튜 +핀)에서의 열 달 방정식




 











 
 


   (2)

       
• 열 교환 유체에서의 열 달 지배방정식




 

    (3)

    

 



여기서  는 생성항으로서 냉수와 

온수가 흡착탑으로부터 주고받는 열 달량을 의미한다.

2.4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

• 흡착과정(Adsorption Process) 기조건

 ≤≤ ≤ ≤  
         (4)

• 탈착과정(Desorption Process) 기조건

 ≤≤ ≤ ≤

           (5)

• 경계조건 

   ≤ ≤ 

   

   (6)

  ≤ ≤ 






∆
 


 


  (7)

   ≤ ≤ 


          (8)

     ≤≤ 






∆



 


   (9)

2.5 입자 사이 물질전달 모델

입자 사이 물질 달을 해석하는 모델로는 등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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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비등압 모델을 사용하 다. 비등압 모델은 흡착

탑 내 미소 체 에 한 질량보존을 미분방정식에 의

해 구하는 것으로(식(10)) 해석 결과가 엄 하게 되지

만 과도한 계산시간이 요구된다. 반면에 등압모델의 

경우에는, 흡착탑 내부 입자 사이의 물질 항을 무시

하고 흡착탑 내의 압력분포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식

(11)과 같이 시간에 한 흡착탑 내 증기의 총량이 일

정하다는 증기의 질량보존을 의미하게 된다. 계산시간

을 단축하는 장 이 있지만, 특히 핀-튜 형의 흡착탑

에 해서는 결과의 신뢰성에 한 엄 한 고찰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 비등압 모델






 












 

 
 




 






      (10)

는 투과성으로서 증기가 입자사이를 투과하는 정도를, 
는 단  압력당 흡착탑 내에서 증기의 도를, 는 

흡착탑 내에서의 증기의 성계수를 각각 의미한다. 

• 등압 모델



 



              (11)

여기서  는 기체 상태의 농도,  
는 체 흡착탑의 공극률, 는 입자 사이의 공극률, 
는 입자 내에서의 공극률을 각각 의미한다.

2.6 성능 평가 지표 

흡착식 냉동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식(12)와 

식(13)으로 정의된 COP와 SCP를 사용한다. 

•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 (12)

• SCP(specific cooling power)

 

∆  (13)

  (14)

 







  (15)

여기서 는 흡착탑에서 흡착제로 사용된 실리카

겔의 질량, ∆  ×∆는 흡착제에 흡착된 증기

의 질량을 는 증발기가 외부로부터 얻는 잠열에

지를 는 유체가 탈착시 흡착탑에게 주는 에 지, 
은 탈착과정 시간을 의미한다.

3. 해석 결과 및 고찰

흡착탑 해석시 용된 지배방정식, 경계조건  해

석방법에 한 검증은 자의 다른 논문
(10)

에서 충분

히 검증하 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3.1 핀 존재 여부에 대한 온도와 흡착률 비교

언 하 듯이 흡착탑의 형상은 기 단순한 원통형 

형상이었으나, 열 달 능력이 히 낮아 실제 용

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열 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핀이 부착된 핀-튜 형 흡착탑이 용되고 있지만 

부분의 기 연구들은 원통형 흡착탑을 상으로 하

고 있으며, 이 결과는 재 용되고 있는 핀-튜 형 

흡착탑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핀-튜 형 흡착탑에 

한 물질 달 모델 검증에 앞서서 원통형 흡착탑과 핀-
튜 형 흡착탑을 비교함으로써 원통형 흡착탑의 결과

로서의 등압으로 가정된 물질 달 모델의 용가능 범

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핀-튜 형 흡착탑에는 타당하지 
않고 새로운 용범 를 찾아야 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통형 흡착탑과 핀-튜 형 흡착탑에 해 2차원 축

칭, 입자내 확산모델로서 LDF 모델을, 입자사이 확

산모델로서 비등압 모델을 사용하 다. Fig. 3과 Fig. 4
에서 알 수 있듯이 핀-튜 형 흡착탑의 경우 열  물

질 달 능력이 원통형 흡착탑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COP  SCP를 비교해본 결과 핀-튜 형 흡착탑의 경

우 COP는 0.238, SCP는 79.728 W/kg, 원통형 흡착탑의 

경우 COP는 0.189, SCP는 73.73 W/kg으로서 핀-튜 형 
흡착탑의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단되었다. 보다 

요한 사항은 Fig. 3과 Fig. 4에 사용한 냉수  온수 온

도조건(30℃, 90℃)  사이클 타임(10000s)이다. 이는 

원통형 흡착탑 해석에 사용되는 형 인 조건으로 핀

-튜 형 흡착탑 용조건(30℃, 80℃, 1200s)과 비교하

여 높은 온수 온도와 매우 긴 사이클 타임임을 알수 있

다. 원통형 흡착탑은 온수 온도가 낮을 경우와 사이클 

타임이 짧을 경우 구동이 안 된다. 따라서 낮은 COP 
 낮은 SCP 외에도 온 열원 구동 냉동을 한 목

과 짧은 사이클 타임이 필요한 실 인 목 에서 원

통형 흡착탑은 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에 이루어진 원통형 흡착탑의 연구결과들은 핀-튜 형 

흡착탑에 해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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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ng the bed temperature with fin-type 
tube and the one without fins.

 Fig. 4  Comparing the adsorption rate with fin-type 
tube and the one without fins.

 Fig 5.  Comparing the bed temperature with isobaric 
model and non-isobaric model.

 Fig 6.  Comparing the adsorption rate with isobaric 
model and non-isobaric model.

3.2 등압․비 등압 온도 및 흡착률 비교

여러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 인 실리카

겔(    , × )에 해 등압 모델

과 비등압 모델을 비교 검토하 다. 등압 모델의 경우 

흡착탑 온도가 흡착시에는 더 높게, 탈착시에는 더 낮

게 된다. 즉, 등압 모델이 실제 상보다 열 달 능력

을 과  평가하고 있다. 온도 평균 값으로 표시된 Fig. 
5에서는 두 모델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게 보이나 온

도분포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10)

흡착률을 살펴보게 두 모델 사이의 차이가 보다 명확

하다(Fig. 6). 비등압 모델의 경우 최  흡착량이 0.156 

[kg/kg], 최  탈착량이 0.119[kg/kg]이고 등압 모델의 

경우에는 최  흡착량이 0.1716[kg/kg] 최  탈착량이 

0.114[kg/kg] 이다. 등압 모델의 경우 비등압 모델보다 

상 으로 높은 흡착률을 갖게 되는데 이는 등압 모

델에서는 입자 사이 항을 무시하 기 때문에 물질

달이 과  평가된 결과로 단된다. 따라서 Fig 5와 같

이 열 달도 과  평가하게 되고, 결과 으로 높은 흡

착률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3.3 SCP와 COP 비교

SCP는 흡착제 질량당 냉각능력을, COP는 성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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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ng the COP with isobaric model and 
non-isobaric model.

Fig 8.  Comparing the SCP with isobaric model and 
non-isobaric model.

를 의미한다. Fig 7과 Fig 8로 부터 등압 모델은 흡착

탑의 성능을 과 평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제습

제의 확산항비가 커짐에 따라 그 차이가 어들게 되

어, 확산항비가 어느 정도 큰 값에 해서는 등압 모

델이 계산의 효율성과 함께 정확성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등압 모델은 확산항비가 0.00026 
이상일 경우 비등압 모델의 결과와 상 오차 5% 이내

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범 를 벗어난 

확산항비의 경우 등압 모델의 사용은 결과를 왜곡한다

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실리카겔/물계의 흡착식 냉동기

에 한 것으로 흡착제가 달라질 경우 모델 용범

는 달라질 것이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본의 RD형 타입 실리카겔의 경우를 Fig. 7과 Fig. 8
에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8, 9)
에서 사용한 확산항비에서 

등압 모델은 비등압 모델에 비해 흡착탑의 성능을 각

각 90.65%, 45.18% 정도 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선행되었던 기존 연구에서 엄 한 고려 없이 등압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를 래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등압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비교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확산항비가 일정 값

보다 작게 되면 왜곡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흡착제로서 RD형 타입의 실리카겔

을, 흡착질로서 물을 사용하여 흡착탑의 입자 사이 물

질 달 모델 2가지에 한 검증을 수치 으로 수행하

다. 해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핀-튜 형 흡착탑에 비해 원통형 흡착탑은 히 

낮은 COP  SCP 외에도 높은 온수 온도가 필요

하고 핀-튜 형 흡착탑보다 긴 사이클 타임이 필요

하여 실질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진 원통형 흡착탑의 연

구결과들은 실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핀-튜 형 

흡착탑에 해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확산항비에 따른 COP  SCP의 비교 결과 확산항

비가 0.00026 이상일 경우에만 상 오차 5% 범

에서 등압 모델이 사용가능하며, 부분의 기존연

구에서 사용된 등압 모델은 확산항비가 작은 경우

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흡착탑의 성능을 과 평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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