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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adsorption chiller is connected to the fuel processing/fuel cell sys-
tem to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system. Since, the minimum temper-
ature of 70°C is needed to operate the adsorption chiller, HT-PEMFC is used as
a heating source and 80°C hot water in the water tank at the system is supplied
to the chiller. Experimentally measured COP of the adsorption chiller was be-
tween 0.4-0.5 and the total calcuated efficiency of the connected system was 
between 60% and 70% comparing to 47% without adsorption chilling system.  

Key words : Adsorption chiller(흡착식 냉방기), High temperatur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HT-PEMFC, 고온연료전지), Steam reforming(수증
기 개질), Efficiency(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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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은 

여러 종류의 연료전지 중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사

용되며 수소를 원료로 사용한다
1). 일반적으로 가정

에 공급되는 PEMFC의 원료인 수소는 천연가스로부

터 개질을 통해 생산되어 공급된다
1). 수소 개질 공정

은 크게 수증기 개질, 자기열 개질 그리고 부분연소 

개질 방식이 있으며 이중 수증기 개질 공정은 현재 

가정용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경제적인 

공정 중 하나이다
2). 이러한 개질 공정으로부터 생성

된 수소는 PEMFC로 공급되어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

게 되며, 전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EMFC

의 폐열로부터 생성된 온수는 난방용 혹은 욕실용으

로 사용된다
2). 일반적인 수증기 개질 공정의 효율을 

80%, 연료전지의 효율을 약 50% 그리고 인버터의 

효율을 92%로 계산하고 손실되는 에너지를 고려할 

때 전체 시스템의 효율은 온수 사용을 고려하지 않

을 때 약 40%를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다
2). 만일 온

수를 모두 열로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시스템

의 열효율을 계산 시 약 70%가 조금 넘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열인 온수 사용의 제약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효율은 40%가 조금 넘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효율의 향상을 위해서는 연료전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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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cle of the adsorption chilling system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adsorption chilling system

Fig. 3. Picture of the adsorption chilling system

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열 

회수시스템이 필요하다
3,4). 본 연구에서는 전체 효율

을 높이기 위하여 PEMFC의 낮은 폐열을 냉방에 이

용할 수 있는 흡착식 냉방기와의 연계를 통해 전체 효

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흡착식 냉각기

는 흡착과 탈착(재생) 두 개의 챔버로 구성되어 있으

며 탈착(재생) 반응을 위해서 연료처리장치와 연료

전지로부터 발생한 열을 이용한 온수를 공급한다
5,6). 

약 750 mmHg의 진공 압력 상태에서 탈착(재생)된 

물은 응축기에서 응축된 후 펌프에 의해 증발기로 

운송되어 낮은 압력 낮은 온도에서 모두 기체의 형

태로 변환하며 주위의 냉매로부터 증발열을 흡수한

다
5,6). 냉매가 증발기에서 냉각된 후 펌프를 통해 냉방

시키고자하는 지점으로 순환되어 열을 흡수한다
5,6). 

흡착식 냉방기는 흡착과정과 탈착(재생)과정이 교차

되면서 동시에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냉매의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5,6). 흡착 반응 시 제거하

는 열은 별도의 냉수를 순환하여 얻는다. 냉수는 흡

착 시 열을 흡수하고 외부의 냉각탑에서 열을 방출

한 후 흡착식 냉동기로 순환된다
5,6). 따라서 냉각탑으

로부터 순환되는 냉수의 온도는 외부 기상조건에 따

라서 달라진다. 전형적인 흡착식 냉방기의 싸이클은 

Fig. 1에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 흡착식 냉방기는 

75oC 이상의 열원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60-80oC에서 

운전되는 저온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대신에 약 150oC 내외에서 운전되는 

high temperature PEMFC (HT-PEMFC)를 사용하였

다. 개질기를 포함한 HT-PEMFC의 온수탱크에서 최

종적인 온수의 온도는 약 80℃가 유지된다
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수증기 개질 시스템

2) 고온 PEMFC 시스템

3) 흡착식 냉방 시스템 

본 연구에서 개질시스템과 연료전지 시스템의 연

계실험은 생략하였으며 흡착식 냉방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고 개질시스템과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필요 시 본 연구기관에서 실시되었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였다. 

2. 실 험

흡착식 냉동장치의 구성에 대한 개략도는 Fig. 2

그리고 구성 사진은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장치는 흡착식 냉방기, 냉동기, 

온수탱크, 열 교환기로 구성되어있다. 흡착식 냉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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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record for operating 75℃ & 25℃

Fig. 5. Energy profiles for operating temperature 75℃ & 25℃

Fig. 6. Temperature record for operating 80℃ & 27℃

Fig. 7. Energy profiles for operating temperature 80℃ & 27℃

는 ㈜구성이엔드씨의 ECOGRID LTC 5를, 연료전지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는 폐열의 모사를 위하여 두 

개의 온수 탱크를 이용하여 약 75-80℃의 온수를 만

들어 사용하였고, 외부로 연결되는 냉각탑을 모사하

기 위해서 ㈜삼정이엔씨 APC-21냉각기를 사용하여 

냉수의 순환 온도를 27-30℃에서 조정하였다. 흡착

식 냉방기의 열 부하에 대한 효율을 측정하고자 열

교환기와 미세벨브를 설치하였다. 흡착식 냉방기로

부터 열교환기로 공급되는 냉수는 온수와 열교환을 

한 후 흡착식 냉방기로 회수된다. 이때 열교환기에서 

온수가 냉수에 빼앗긴 열의 계산을 통하여 간접적으

로 흡착식 냉방기에서의 증발열을 계산해 냉각성능

(coefficiency of performance, COP)을 계산할 수 있

다. 흡착식 냉방기의 가동을 위해 최소로 필요한 열량

은 약 6 kW이며 두 개의 온수 탱크로부터 약 5-10 kW

의 열량이 흡착식 냉방 시스템으로 공급되었으며, 이

에 따른 흡착식 냉방기의 효율을 실험을 통해서 구

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흡착식 냉각기에서 외부의 열

교환기로 보내지고 회수되는 각 지점에서의 냉매의 

온도와 유속, 온수탱크에서 외부의 열교환기로 공급

되는 온수의 온도와 회수되는 온수의 온도 그리고 

유속을 측정 기록하였다. 또한 흡착식 냉동기로 공급

되는 총 온수의 열량과 외부 냉각탑으로 방출되는 

열량을 측정하고자 흡착식 냉각기로 공급되는 온수

의 온도, 회수되는 온수의 온도와 유속 그리고 냉동

기로 순환되는 냉수의 온도와 유속을 약 1초 간격으

로 data acquisition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 기록하였

다. 실험의 결과는 기존의 연료개질장치 및 연료전지 

시스템의 결과와 결합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계

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결과는 Figs. 4-11에 나타내었다. Fig. 4와 Fig. 5

는 온수의 온도 75oC 그리고 흡착식 냉동장치로 순

환되어 들어가는 냉각수의 온도를 25oC로 하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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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erature record for operating 80℃ & 29℃

Fig. 9. Energy profiles for operating temperature 80℃ & 29℃

Fig. 10.Temperature record for operating 80℃ & 31℃

Fig. 11. Energy profiles for operating temperature 80℃& 31℃

Fig. 12. Heat balance of the adsorption chilling system

하였을 때 각 실험측정 장치의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와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입/출입 열량을 각각 

나타낸 것들이다. Fig. 6와 7은 온수의 온도 80oC 그

리고 흡착식 냉동장치로 순환되어 들어가는 냉각수

의 온도를 27oC로 하여 실험한 결과들이고, Fig. 8과 

9은 온수의 온도 80oC 그리고 흡착식 냉동장치로 순

환되어 들어가는 냉각수의 온도를 29oC로 하여 실험

한 결과들이며, Fig. 10과 11은 온수의 온도 80oC 그

리고 흡착식 냉동장치로 순환되어 들어가는 냉각수

의 온도를 31oC로 하여 실험한 결과들이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흡착식 냉동장치는 두 개의 챔버

들이 동시에 흡착과정과 탈착과정을 하고 이중 탈착

과정 시 증발열을 흡수하여 냉방기의 역할을 하므로 

냉매는 두 개의 챔버에 번갈아 가면서 공급 순환된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흡착식 냉동기의 주기는 약 

600초이며 70-80oC의 온도에서 탈착과정을 수행하

기 위해 대기압보다 약 720 mmHg 낮은 압력을 유지

한다. 냉방시스템이 가동 시작 후 안정화되기 위하여 

약 10-2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흡착제의 온도

를 탈착공정에 필요한 온도까지 가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이후 흡착식 냉방기는 안정되며, 본 실험

에서의 결과는 흡착식 냉방기가 안정화 된 후 각 열

량의 입/출입 계산 시 각 주기의 평균값을 구하여 사

용하였다. Figs. 4, 6, 8 그리고 10은 시간에 따른 온

수, 냉각수와 냉매의 각 지점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

타내었으며, Figs. 5, 7, 9 그리고 11은 흡착식 냉방기

로 공급되는 열량, 냉동기에서 제거되는 열량 그리고 

흡착식 냉방기에서 제거되는 열량에 대한 계산 결과

이다. 흡착식 냉방기의 효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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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관계를 Fig. 12에 나타내고 energy balance equa-

tion (1)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conprecoolads

evapreheatdes

system

QQQ

QQQ
dt

dE
















(1)

Qads과 Qdes은 각각 물의 흡착열과 탈착열, Qpreheat

는 물을 흡착온도까지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 Qeva

는 냉매의 증발열, Qprecool은 물의 탈착온도까지 냉각

열, Qcond는 냉매의 응축열이다. 연료전지의 온수탱크

로부터 흡착식 냉방기로 공급되는 온수의 열량은 물

의 탈착을 위한 가열열, 탈착열을 위하여 공급되며 

냉매의 증발에 의한 열량을 얻기 위한 열을 주위로

부터 흡수함으로 냉방을 한다. Qdes, Qprecool 그리고 

Qcond를 위하여 방출하여야 할 열량은 외부와 연결되

어진 냉각탑을 통해서 방출된다. 실험에서는 열교환

기를 사용하여 실내로부터 제거되는(냉방에 사용되

는) 열량을 모사하였으며, 외부의 냉각탑 대신 실험

용 소형 냉각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열량은 

다음 식 (2)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inhotouthotwaterphotwater

preheatde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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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twaterm 는 흡착식 냉방시스템으로 공급/회수되

는 온수의 유속, CP,water는 물의 비열 그리고 Thot는 흡

착식 냉방기로 공급 혹은 회수되는 온수의 온도이다. 

연료전지 시스템에 연결 시 연료전지의 온수저장탱

크의 온수 열원을 사용한다. 

 )()(,)( incoldoutcoldwaterpcoldwater

conprecooladscold

T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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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에서              는 냉각기에서 흡착식 냉방

기로 공급/회수되는 냉각수의 유속이고, T는 냉각기

에서 공급 혹은 회수되는 온도이다. 흡착식 냉방기의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 (4)가 적용된

다.

hot

eva

Q

Q

Inputquired

OutputDesired
COP 




Re
 (4)

evaQ
 는 냉매의 증발을 위해서 공급되는 열량이고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시스템(Fig. 1)에서 열교환기

를 사용하여 식 (5)와 같이 계산하였다. 

 )()(,)( inHEXoutHEXwaterpevawatereva TTCmQ   (5)

식 (5)에서, 
)(evawaterm 는 흡착식 냉방기의 증발기

로부터 열교환기로 공급/회수되는 물의 유속이며 T는 

흡착식 냉방기에서 열교환기로 공급 혹은 회수되는 

물의 온도로 이는 방으로부터 공급되는 혹은 열(냉

방열)을 모사하였다. 흡착식 냉방기는 두 개의 챔버

가 번갈아 작동하면서 냉방을 한다. 따라서 두 개의 

batch system이 번갈아 작동하는 형태로써 Figs. 4-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수되는 열량은 최고점과 최저

점 사이의 순환과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평균 효율 계산을 위해서 적용되는 식은 아래 식 (6), 

(7)과 같다.  

  cyclet

inhotouthotwaterphot

cycle

hot dtTTCm
t

Q
0

)()(, )(
1

 (6)

  cyclet

inHEXoutHEXwaterpref

cycle

eva dtTTCm
t

Q
0

)()(, )(
1

 (7)

흡착식 냉방기의 외부 온도(25-30oC) 그리고 공급

되는 온수의 온도(75-80oC)에 따른 COP는 약 0.4-0.5 

사이의 값을 가진다(Fig. 13, Table 1). 흡착식 냉방기

와 연료전지 시스템의 연계 시 흡착식 냉방기의 가

동을 위하여 최소 열량공급량을 충족시켜야하며 이

를 위하여 작은 연료전지 시스템을 사용 시 수개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연결하여 개략도(Fig. 14)와 같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Fig. 14의 시스템을 운전 시 

연료전지 시스템과 흡착식 냉방 시스템의 효율이 전

체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계산하여 Fig. 15에 

)(coldwa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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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 of Qeva on COP calculation at various hot water 
temperature and atmospheric temperature conditions

Fig. 14. Connection of adsorption cooling system to multiple 
fuel cell system

Fig. 15. Connection of adsorption cooling system to multiple 
fuel cell system

Thot_water 

(℃)
Qhot 

(kW)
COP

Qcold 

(kW)
Qeva 

(kW)

75℃
7.76 0.527 10.82 4.09

6.59 0.425 12.55 2.8

5.43 0.408 10.59 2.22

3.81 0.452 4.62 3.81

80℃
8.97 0.465 12.78 4.17

8 0.396 9.55 3.17

7.66 0.415 7.44 3.18

7.49 0.395 8.8 2.96

Table 1. Qeva, Qhot, Qcold at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요약하였다. 폐열을 이용한 흡착식 냉방시스템이 연

계되지 않았을 경우 연료처리 시스템/연료전지 시스

템은 약 45-48%의 효율을 가진다. 하지만 흡착식 냉

방시스템과 연계 시 흡착식 냉방 시스템의 효율에 

따라 약 60-70%의 전체 효율을 가진다. 각 시스템의 

효율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연료

전지 시스템의 효율보다는 흡착식 냉방장치의 효율

이 전체 효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흡착식 냉방 시스템을 연료처리장

치/연료전지 시스템에 연계하였다. 흡착식 냉방 시스

템은 여러 조건에서의 실험을 실시하여 효율을 측정 

계산하였으며, 연료처리장치/연료전지 시스템의 효

율은 본 실험실에서 측정한 기존의 결과를 이용하였

다. 흡착식 냉방장치와 연료처리장치/연료전지 시스

템의 연계 시 전체 효율은 식 (8)으로 계산되었으며,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방시스템의 효율에 더

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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