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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rying model has been used to obtain the fundamental information required to design the heat 
pump dryer with the simple thermodynamic model. In the model, the input conditions are crucial to 
obtain the acceptable results. The model includes one-stage heat pump cycle, simple drying process 
using the drying efficiency. The drying efficiency is defined with the conditions of inlet and outlet  in 
the dryer. The experiment has been carried out in the pilot dryer with one-stage heat pump cycle. 
Refrigerant 134a is used in the heat pump cycle. In the dryer, some of drying air flows through the 
heat pump system and the rest of air bypasses the heat pump system and circulates through the drying 
chamber. Some operating conditions from the pilot dryer are used as input conditions of the model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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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엔탈피 (kJ/kg)
  : 건조공기 질량유량 (kg/h)
RH : 건조공기 상대습도 (%)
  : 온도 (℃)
 : 건조효율 (%)

  : 절대습도 (kgH2O/kg)

하첨자

comp : 압축기

d : 건조실

DB : 건구

in : 입구

out : 출구

sat : 포화상태

total : 건조 공기 전체

WB : 습구

1. 서 론

건조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필수

적인 공정으로 건조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열에

너지를 이용하여 피건조물을 가열하기 때문에 많

은 에너지를 소비한다.(1)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으로 열펌프 건조기가 사용되어 왔다.(2) 
  열펌  건조기는 기존의 열풍식 건조기에 비하

여 에 지 이용 효율이 배 이상으로 약 80%까지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상당한 에 지 약효과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
 열펌  

건조기의 건조 특성  에 지 사용의 정도는 

MER (moisture extraction rate, 제습률)과 

SMER (specific moisture extraction rate, 비제

습률)에 의하여 나타낸다. SMER은 건조비용과 

련되며 일반 인 열풍식 건조기에서는 0.5 ～ 

1 kg/kWh 인데 비하여 형 인 열펌  건조기

의 SMER은 3 kg/kWh 정도이고 특수한 경우에

는 8 ～ 10 kg/kWh의 SMER을 가지는 열펌  

건조기도 보고된 바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열펌  건조기 기본설계를 

하여 개발한 로그램의 타당성을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한 이를 이용하여 실험결

과를 분석하 다. 건조 실험에서 얻은 열펌 의 

일부 운 조건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로부터 

R134a를 냉매로 사용하는 열펌  사이클, 건조 

과정에 한 건조 공기의 상태을 재구성하 다. 

각 치에서 건조 공기의 온도, 습도를 비교하

고, 해석 결과 얻어진 실제 건조과정에 한 

MER, SMER을 분석하 다.

2. 해석 방법

건조기에 사용된 열펌프 사이클은 단단 사이클

을 가정하였으며, 열펌프 사이클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전 연구에서도 다룬 

바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한다.(6) 해석은 

이론적인 열펌프 사이클에서 시작하여 고압부 및 

저압부에서의 압력손실, 응축기의 과냉도 및 증

발기의 과열도를 고려하였고, 압축과정에는 단열

효율을 파라미터로 사용하였다. 냉매는 R134a를 

사용하였고, 해석에 필요한 열역학적 물성치들은 

NIST Refprop 7.1을 이용하여 구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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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batch-type heat pump dryer 

건조과정과 관련된 물리적 현상은 열전달과 물

질전달, 건조기의 형태, 공기 유동, 피건조물의 

종류 및 형상 변화 등에 따라서 전달 특성이 달

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상 건조과정

을 외부로의 열손실이 없는 단열 과정으로 가정

하였다. 이 경우에 건조공기는 습공기 선도에서 

엔탈피가 일정한 습구온도선을 따르게 되며, 건
조효율은 건조실 입, 출구에서의 건구온도 또는 

절대습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7)

    

   
   

   
(1)

식 (1)의 건조효율은 건조 과정의 건조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효율을 도입하면 건조과정

을 간단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건조 효율만을 

사용하므로 건조기 형태에 대한 제약이 없고, 건
조 효율을 파라미터로 사용하면 시간에 따른 건

조과정 전체를 해석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다.
건조공기는 건조실에서 건조에 이용된 후 증발

기에서 제습 및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지고 응축

기에서 가열되어 다시 건조 공정에 이용된다. 건
조공기의 물성치들은 ASHRAE handbook의 습공

기 관련식들을 이용하여 구하였다.(8) 건조공기의 

상태 변화를 해석하는 방법에 자세한 사항은 생

략한다.(6,9) 일반적으로 열펌프 건조기의 건조 특

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변수인 MER과 SME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3)

3. 실험 장치

실험에 사용된 열펌프 건조기는 앞에서 기술한 

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한 Fig. 2와 같은 기본 사

양에 근거하여 제작하였다. 열펌프 시스템에는 

R134a를 냉매로 사용하여 응축기에서 약 15 kW
의 열을 방열하도록 설계하였다. 
건조실은 2 m (길이) × 1.5 m (너비) × 2.3 m 



(높이)의 크기를 가지며 건조실 내부에 2×2 행렬

의 형태로 40개의 피건조물 거치용 사각 용기가 

설치되었다. 사각 용기의 벽면들은 다공성 플라

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조 공기가 피건조물 

사이를 관통하여 흐른다. 이는 용기 내의 피건조

물의 균일한 건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피건조물의 건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조

실 입, 출구, 열펌프의 응축기, 증발기 전, 후에서 

건조 공기의 온도와 상대습도를 온습도센서 (E+E 
ELECTRONIK, E99-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피건조물로는 무 절편을 사용하였는데, 초기 

함수율은 약 95% (wet basis)이고, 각 용기에 5 
kg 씩, 모두 200 kg을 1회 건조에 투입하였다. 피
건조물의 질량 변화는 소량의 피건조물이 담긴 

소형 용기를 로드셀 (Dacell, UMI-K10)과 함께 설

치하여 측정하였다. 건조기의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력계 (Yokogawa, 
WT230)를 설치하였다.

4. 해석 결과

해석에 사용한 열펌프 사이클과 건조공기의 상

태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나태낸 열

펌프 사이클과 공기의 상태는 실제 건조 과정에

서 얻은 운전 조건을 사용하여 해석한 것으로 실

제 상황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준다. 입력조건으

로는 응축기 방열량 16.2 kW, 평균응축온도 6
5℃, 평균증발온도 20℃, 과열도 8℃, 과냉도 5℃, 
저압측 및 고압측 압력강하 50kPa, 압축기 단열

효율 60%이고, 건조공기에 대해서는 응축기 입구 

건, 습구 온도 27.2℃, 열펌프를 통과하는 공기 

유량 30 m3/min, 건조 과정의 총 유량 30 m3/min, 
건조효율 85.2%이다. 해석 결과는 열펌프의 COP
가 3.9, 증발기 흡열량이 12.0 kW 임을 보여 준

다. 공기 유량은 건조 공기의 상태에 따라 밀도

가 변화하여 일부 변화가 있으나 질량유량은 항

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주어진 운  조건에 하여 해석 모델을 이용

하여 해석한 결과는 실험에 의하여 얻어진 측정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실험에

서 공기의 유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Fig. 2의 해

석에 사용한 바와 같이 일정한 값을 사용하 고, 

해석의 입력 조건으로 필요한 응축기 입구 공기

에 한 건구 온도, 습구 온도는 Fig. 3(a)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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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t pump cycle and drying air flow 

타낸 실험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 다. 열펌  

사이클은 측정한 운  조건들을 해석 모델에 

용한 결과 측정값들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고, 건조 과정 해석에서 응축기의 방

열량과 증발기의 회수 열량은 열펌  시스템에 

하여 측정한 냉매의 온도, 압력  유량으로부

터 구한 값을 사용하 고, 이를 Fig. 3(b)에 나타

내었다. 열펌  시스템의 운 은 건조실의 건조 

온도를 40℃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여 제어를 

하 기 때문에 건조 과정 기에 약간 상승하다

가 건조 후기로 가면서 감소한다.   건조 실험은 

피건조물로서 200 kg의 무 편을 사용하 는데, 

40 ℃의 온도로 건조할 때, 20 시간 정도 소요되

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조 모델은 건조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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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erating conditions of drying air entering 
the condenser

요한 라미터로 사용하므로 해석과의 타당성

은 정확한 건조효율을 사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3(c)에 실험에 의하여 측정한 건조 효

율을 나타내었다. 해석 모델에서 건조 과정은 외

부로의 열손실이 없다는 가정 하에 건조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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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drying 
air before and after the condenser

도입한 것으로 열손실이 존재하면 해석 모델의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는 건조실 벽

을 통한 열손실이 발생하므로 건조실에 들어가는 

공기가 가지는 열에 지에 비하여 출구에서의 열

에 지가 감소한다. Fig. 3(c)에 나타낸 Case I은 

건조실 입구의 공기 상태를 기 으로 한 건조 효

율이고, Case II는 건조실 출구 상태를 기 으로 

한 건조 효율로 두 경우의 차이가 건조 과정 동

안의 외부로의 열손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Fig. 4와 Fig. 5의 결과는 Case I의 건조효율

에 한 결과이고, Fig. 6과 7에는 두 가지 건조 

효율에 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Fig. 4에는 응축기 , 후의 공기의 온도와 습

도를 나타내었다. 응축기 입구 상태는 측정한 값

을 그 로 사용하 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

으나, 주어진 공기 유량과 응축기 방열량에 하

여 응축기 출구에서의 공기 온도  습도는 건조 

시간 동안 실험에서 측정한 값들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해석 결과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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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drying 
air before and after the drying chamber

을 검증하기 한 우선 인 조건이 된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해석 방법은 응축기 입구 조건에

서 시작하기 때문에 응축기에서 가열된 공기의 

조건이 측정값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해

석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Fig. 5에는 건조실 입, 출구의 공기에 한 온

도와 습도를 나타내었다. 건조실 입구에서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응축기에서 가열된 공기와 

열펌 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되어 순환하는 공

기가 합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바이패스되는 

공기는 열펌 를 거치는 공기에 비하여 상당히 

큰 유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 으로 낮은 온

도  높은 습도를 가지고 있어서 두 유동이 합

류된 후에는 응축기 출구의 공기 상태에 비하여 

온도는 감소하고, 습도는 높은 상태로 건조실에 

유입된다. 실제로 건조실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

도는 40℃가 유지되도록 열펌 를 제어하 기 때

문에 건조가 종료되기 까지 거의 일정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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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the moisture extraction 

rate (MER) during drying

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조건에 하여 해석한 

결과도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다. 피건조물

의 수분 증발이 많은 건조 기에는 약 65%의 

상 습도를 가지는 40℃의 공기가 건조실에 들어

가서 건조 과정을 거친 후에 약 35℃, 90%의 상

태로 건조실에서 배출된다. 이 차이는 건조가 진

행되면서 수분 증발량의 감소로 감소하게 되면 

건조가 완료되는 시 에서는 건조실 입, 출구의 

온도와 상  습도가 거의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온도와 습도의 변화 특성을 이용하면 피건조물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건조 과정의 진

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건조실 입구

와 출구에 온도  습도 센서를 설치하여 열펌  

건조기의 건조 진행상황을 찰하면서 건조 완료

시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건조 과정 동안의 수분제거율(MER)

을 나타낸다. 이 MER은 건조 속도를 나타낸는 

값으로 기의 열 구간에서 시간에 따라 증가

하다 약 7시간 동안 약 20 kg/h의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간은 항률건조기간 

(Constant rate period)으로 볼 수 있으며 피건조

물의 표면 는 표면 근처의 수분이 빠른 속도로 

증발하면서 건조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그 이후

에는 피건조물 내부의 수분이 표면으로 확산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건조속도가 감소하며, 

인 수분 증발량도 감소한다. 이러한 기간을 일

반 으로 감률건조기간 (Falling rate period)이라 

부른다. 이와 련하여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입에 지 비 수분증발량을 나타내는 S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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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률건조기간에서는 3.4 - 3.5 kg/kWh의 높

은 값을 나타내고, 감률건조기간에는 SMER이 

감소하면서 투입에 지에 비하여 수분 증발량이 

작은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항률건조기

간의 SMER은 일반 으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3.0 kg/kWh 이상의 값을 가지므로 형

인 열펌  건조기의 특성을 나타내고, 건조기

가 효율 으로 운 된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소형 상자식 열펌프 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 

실험을 수행하고,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펌프 사이클 및 건조 과정에 대한 해석 모델

이 비록 간단한 열역학적 모델이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해석 방법이 열펌프 건조기의 기본 설

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이 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해석의 기본 조건이 

되는 응축기 입구의 공기 상태와 건조 효율에 적

절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험결과의 분석에 의하여 항률건조기간에는 

약 3.5 kg/kWh의 SMER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적

으로 열펌프 건조기에서 얻을 수 있는 3.0 
kg/kWh 이상이므로 열펌프 건조기가 효율적으로 

운전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후 기

본 연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으로 수행중

인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사업의 일부이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Mujumdar, A. S., 1995, Handbook of Industrial 
Drying, Marcel Dekker. Inc., New York.

(2) Bannister, P., Carrington, G., and Chen, G., 
2002, “Heat Pump Dehumidifier Drying 
Technology - Status, Potential and Prospects,” 
Proc. of 7th IEA Heat Pump Conference, Vol. 1, 
pp. 219-230.

(3) Wijesinghe, B., 1997, “Low Temperature Drying 
of Food Materials Using Energy-Efficient Heat 
Pump Dryers,” CADDET Newsletter, No. 7, pp. 
4-5.

(4) Bannister, P., Chen. G., Grey, A., Carrington, 
C. G., and Sun, Z. F., 1997, “Economic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Through 
Enhanced Dehumidifier Timber Drying,” Proc. of 
19th Int. Congress of Refrigeration, pp. 241-249.

(5) Kudra, T. and Mujumdar, A. S., 2002, 
Advanced Drying Technologies, Marcel Dekker. 
Inc., New York.

(6) Lee, K. H. and Kim, O. J., 2006, “Basic 
Design and Performance Simulation for a Heat 
Pump Dryer,” Transaction of KSME B, Vol. 31, 
No. 7, pp. 860-867.

(7) Prasertsan, S., Saen-Saby, P., Ngamsritrakul, P., 
and Prateepchaikul, G., 1996, “Heat Pump Dryer 
Part 1: Simulation of the Models,” Int. J. Energy 
Research, Vol. 20, pp. 1067-1069.

(8) Parsons, R. A., ed., 1997, ASHRAE Handbook: 
1997 Fundamentals, SI ed., ASHRAE, Atlanta.

(9) Lee, K. H. and Kim, O. J., 2007, “Effect of 
the Flow Rate of Drying Air on the Drying 
Performance of the Heat Pump Dryer,” Proc. of 
SAEK 2007 Summer Annual Conf., pp. 1231-1236.


	Text1: 대한기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