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공성 신소재인 MOF 수분흡착제를 흡착식 냉방시스템에 적용하여 상용화의 걸림돌인 

소형화 및 저온 구동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보함 







Metal-Organic Framework (MOF) 초다공성 MOF 흡착제의 특징 

수분흡착제로서 MOF의 성능 

O.M. Yaghi, Science, 341, 974 (2013). 

Ultraporous Coordination Polymers   Crystalline & well-ordered pore structures 
 Ultrahigh porosity 
 Functional networks 
 Flexible dynamic behaviors in response 

to guest molecules 
 Designable channel surface 

functionalities 

Zeolite (Present adsorbent)  
 Low water sorption capacity (< 0.3 g-H2O/g) 
 High thermal stability 
 High adsorption enthalpy 
 High regeneration temperature (63~120oC) 

 
MOF (Future adsorbent) 
 High water sorption capacity (0.35~1.2 g-H2O/g) 
 Low adsorption enthalpy 
 Low regeneration temperature 
       (KRICT MOF < 65oC) 

G. Ferey, Chem. Soc. Rev., 37, 191 (2008).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수분 

흡착제로서의 MOF의 활용 

Water Adsorptive Chiller/Heat Pump 

Heating 

Sustainable & Energy-Efficient Technology 
Using Water as Heat Carrier (Thermal Battery) 

Cooling 



기술 개요 

초고표면적 (1000- 4000 m2/g), 친환경성, 수분안정성이 확보된 유-무기 하이브리드 다공성소재 의 경

제적 생산 기술 (공시간 수율: >100kg/m3•day) 

표면적 감소 최소화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 성형기술 (성형체 형태: Sphere, Extrudate, Honeycomb, 

Fabric etc. )  

응용분야에 따른 기공 형태, 크기, 기능기 조절 가능 기존 흡착제대비 흡착 및 에너지 효율 향상됨 

본 기술 관련 다수의 IP 확보. 국내특허 15건 (8건 등록),  PCT를 포함한 다수 해외 특허 출원 (등록 6건). 

물질, 제조방법 및 응용 기술 등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 응용기술 분야의 포트폴리오 형성함 

기술 특징 

기존 흡착제인 실리카, 카본 및 제올라이트 대비 높은 흡착 성능, 선택성 및  고효율 재생. 특히 80oC 이

하 저온 탈착이 가능한 에너지 효율 향상된 신개념 흡착소재임.  

응용분야로는 가정 및 산업용 제습기/건조기용 흡착소재, 환경정화용 흡착제, 실내공기질 제어용 흡착소

재, 히트펌프, 열제어용 시스템, 건물공조용, 물생산용 흡착제, 촉매 소재 등 

기술 현황 

수분흡착제를 이용한 흡착식 냉방기술은 독일, 일본 등에서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또는 완

료) 하고 있으나 80oC 이하의 저온 재생특성과 높은 수분 작업용량을 나타내는 흡착제는 하이브리드 나

노세공체 이외에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음.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분야 관련기업에서는 제올라이트 흡착제를 이용한 수분제어 및 시스템 

기술을 시도하고 있으나 제올라이트를 능가할 만한 저온 재생 수분흡착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이 지체되고 있음.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 MOF(Metal-organic frameworks) 
 : 금속 이온 또는 산소원자로 연결된 금속이온 클러스터와 유기리간드의 배위결합에 형성되는 결정성 유-무기 하이브리드 
다공성 소재로 정의됨 (wekipedia.org)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의 특징 
  고표면적, 다공성, 골격유연성 
  금속골격 이온 및 리간드의 기능성 
  금속의 배위상태, 유기리간드 종류에 따 4,000종 이상의 

물질 발견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의 응용 
  기체/액체/화합물 흡착, 분리, 저장 
  세공 내 이온 및 화합물의 치환 
  멤브레인, 센서, Device 
  분자촉매, 비대칭 촉매 
  약물전달 등 



  제올라이트 MOF 

결정성 매우 높음 매우 높음 

표면적 (m2/g) < 700 1,000~4,000 

세공크기 (nm) 0.3 – 1.2 0.3 – 2.5 

열 ,화학안정성  높음 보통 또는 낮음 

표면특성 친수성 다양 

분자확산성 제약적 용이함 

골격유연성 없음 유연성 있음 

 제올라이트 대비 3 – 15배 이상의 거대  표면적, 세공부피 및 흡착량 보유 

 제올라이트에 비해 다양한 세공구조 및 조성과 특성 

MOF 특징 MOF  응용 예상 분야 



흡착제 특성 KRICT MOF Silica Zeolite 

BET 표면적 (m2/g) 1800 - 4300 < 500 < 800 

흡착량 (g/g흡착제)@RH60% > 0.7 < 0.30 < 0.30 

재생온도 (℃) 60 - 90 > 100 > 150 

나노세공체  나노세공체 특성 SBET (m2/g) 적용 대상 

BASOLITE A100  Hydrophilic MOF 
Can be reactivated at 200℃ 1100-1500 CO2/CH4 분리, 방향족  파라핀 분리 

BASOLITE C300 Hydrophilic MOF 
Can be reactivated at 200℃ 1500-2100 CH4 저장, 유기탈황/탈질용 흡착제, 촉매 

KRICT F100 무독성 , 친수성, 수분 신속 흡탈착 특성,    
선택적 흡착능 1800-2400 수분흡착제, 촉매 

KRICT C100 초다공성, 초고표면적, 고용량 흡착능, 
양쪽성(친수성/소수성) 4000-4300 CO2 흡착제, VOC, 탈황/탈질, 촉매 

KRICT C200 친수성, 합성 용이성, 합성 고수율 1600-1800 유기탈황, VOC 흡착제 (MW 합성제품) 

KRICT Z100 고내열성(500℃), 기계적 강도 1100-1300 고온용 흡착제 

 타 흡착제와의 비교 

 타 MOF와의 비교 

BASF BASOLATE A-100 (MIL-53) 
Al과 H3BTC의 배위화합물 





Evaporation 
Heat of Vaporization 

 
1g of Water   -2.5 °C / 1kg of Air 

Evaporate water @ 5 °C and 5-7 Torr 
7 °C of chilled water 

 



수분흡착식 냉방기 또는 히트펌프 기본 원리 



 흡착식(adsorption) 방법은 흡수식(absorption) 대비 저온 열원 활용과 소형화에 장점이 있음 

 공장 폐열, 열병합 발전의 난방수, 태양열 이용 시 소형/중형 시스템의 흡착식 냉방기가 차세대 냉방기술로 

가능성이 기대됨 (CO2 문제, 하절기 피크전력 대응 및 전력생산 수급 균형에 기여) 

구분 흡착식(adsorption) 냉방 흡수식(absorption) 냉방기 

COP (작동 효율) 0.60 - 0.68 0.60 - 0.75 

취출 온도 냉수온도 3℃ 이상 냉수온도 7℃ 이상 

정격 온수온도 85℃ 88℃ 

폐열 온도 80℃ 이상, 55℃ 이상에서 구동 가능 80℃ 이상, 70℃에서 사이클출력 0 

온수유량 변화 표준사양 ⨦ 50% 표준사양 ⨦ 30% 

폐열입구-출구 온도차 5 - 20℃ 5 - 10℃ 

냉각수 온도 제한 없음 22℃ 

운전개시 및 종료 
7분만에 냉동능력 발생,  

즉시 정지 가능 
20분 후 냉동능력 발생,  

운전정지 15분 

유지관리 흡착제 교체 불필요 
흡수액 정기관리, 결정화,  

부식화 문제 



흡착식 에어컨 흡착식 히트펌프 흡착식 제습기 및 건조기 

상용화된 기존 수분흡착제 저온 재생의 신규 수분흡착제 

Silica gel 및 제올라이트 

 낮은 수분 흡탈착용량: < 0.3 g-H2O/g 
 높은 흡착제 재생온도: 63~120oC 
 냉방 에너지효율: COPL 0.6-0.65 

저온 재생의 MOF 수분흡착제 

 높은 수분 흡탈착용량: 0.25~0.8 g-H2O/g 
 낮은 흡착제 재생온도: 55~75oC 
 높은 냉방 에너지효율: COPL 0.6-0.75 

MOF: Metal-Organic Framework; 초다공성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 배위고분자 화합물 
화학(연) 개발 MOF 흡착제: KRICT F100, KRICT F200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시스템 





100oC 수증기에 노출 시 흡착제별 XRD 패턴과 수열안정성 

Unstable! Stable 

Stable Stable 

KRICT 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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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teaming 
at 100oC for 7 d

 

 

In
te

ns
ity

(a
.u

.)

2 theta /degree

KRICT F100 (Fresh)

Zeolite (Commercial) KRICT F200 

KRICT F400 KRICT F300 

Stable 



수분 흡착등온선 

KRICT F100 (화학(연)) vs. BASF F300 

Stable for more than 12000 cycle 
(3 years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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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100Fe(F)
  F300(BASF)

KRICT F100 

BASF F300 

0.873 g-H2O/g 

화학(연) 수분 흡착제 성능 및 수명 

(실리카겔 흡착제 대비 작용용량 2배) 

55~65



기술사업화 목표 

한국화학연구원 

(원천소재 및  

신기술 개발) 

소재 생산 기업 

(대량 생산 및 제조 

기술 확보) 

시스템 제조기업 

(시스템 설계/제작) 

시스템 적용  

시험 성능  

최적화 

(소형화, 고효율) 

시제품 검증 

시장 진입 

①아이디어 ②연구단계 ③개발단계 ④개발완료(시제품) ⑤제품화 단계 

- 흡착제 대량생산 제조 기술 
- 성형 및 코팅 기술 최적화 
- 국내 중소기업 협력 

- 해외 협력업체 섭외 중 
- 성능 테스트 
- 산업용 및 대형부분 

KRICT F100/F300 흡착제의 적용 대상 
테스트 설비(좌)와 시제품(우) 

흡착제 생산기술 흡착식 냉난방 및 냉각수 기술 평가 및 마케팅 



특허 정보 사업화 대상기술 관련특허 총  3건 외 

구 분 상 태 
출원(등록) 

일자 
권리번호 특허명 

대상기술 
□출원 

■등록 

2012.06.05. 
(2013.08.13) 

한국 10-
1158456 

(미국 8507399)  

결정성의 다공성 유무기 혼성체 및 그의 제조 방법 (Porous 
organic-inorganic hybrid materials with crystallinity and method 
for preparing thereof) 

대상기술 
□출원 

■등록 

2008.02.18 
(2015.03.17) 

한국 10-
0806586 

(미국 8980128) 

수분의 흡착 및 탈착을 위한 흡착제 (Adsorbent for water 
adsorption and desorption) 

관련기술 
□출원 

■등록 

2013.06.05 
(2016.04.05) 

한국 10-
1273877 

(미국 9302258)  

결정성 하이브리드 나노세공체 분말을 포함하는 복합체 및 그 

제조방법 (Composites comprising crystalline porous hybrid 
powders and a method for preparing thereof) 

개발 제품 







 기존 상업용 흡착제 적용 수분 흡착식 시스템은 제한된 수분 흡착용량과 낮은 재생온도에서

의 에너지 효율 저하로 확실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에 제한이 있었으나 본 기술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경쟁력이 뛰어남. 

 

   흡착제의 경제적인 대량합성 및 생산, 성형, 흡착식 냉방시스템 적용 등의 제품화 단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친환경 냉매로 수분을 사용하는 미래형 냉방기술임. 

 

 지역난방열, 열병합발전 및 산업용 폐(미)온수 등을 활용하는 가정용(소형) 냉·난방 겸용 시

스템으로 활용으로 저온 구동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절약형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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