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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식 의류건조기의 효율적인 건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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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 Drying Conditions for a Condensing Clothes Dr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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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use of clothes dryers is increasing in Korea and throughout Asia, because of preference for the drum type
washer dryer. Clothes dryers consume more energy than almost any other home appliance. This paper suggests efficient
ways for drying laundry with condensing clothes drier. We dried cotton fabrics with the condensing clothes dryers and
observed the energy input, temperature and RH of the dryer during the drying process. In the early stages of drying pro-
cess, the air temperature inside the clothes dryer decreased and the RH and the drying time increased as the weight of
fabrics increased. We found that it was important to consider the total weight of the fabrics that included heat-sensitive
fibers. It took more than half the drying time and the energy input for a 2.5 kg load that it did for a 5 kg load. Therefore,
drying larger one load was more efficient than divided smaller loads, because increasing the weight of the fabrics reduced
the energy input per kg of drying clothes. The lower the initial moisture regains of the fabrics were, the lower the energy
input and the drying time were. The energy input for spinning after washing was much less than that for drying in the
dryer. Consequently, it is more efficient to reduce the moisture content of the clothes by lengthening the spinning time
of the washer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and the drying time. During the drying process opening the door twice
for 30 seconds each time lowered the air temperature and the RH of the dryer, but did not affect the moisture regain of
the fabrics, the drying time, and the energy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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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거양식이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 형태로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간편한 가사 생활을 추구하

게 되었다. 그 한 예로 최근 건조기능을 추가한 드럼세탁기 또

는 의류건조기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세탁

물은 대부분 공기 중에 널어 말리는데, 이 경우에 세탁물의 건

조속도는 기온이나 풍속, 습도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자연 건

조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건조한 실내에서는 세탁한 의

류를 비교적 빨리 말릴 수 있으나 여름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

아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이로 인해 균의 번식으로 냄새가

나기도 한다. 건조기는 간편하고 건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뿐

아니라 주위 환경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어 습도가 높은 장

마철에도 빨래를 단시간에 건조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의류건조기는 세탁물을 넣고 회전하는 원

통에 열풍을 불어 넣어 건조한다. 의류건조기는 건조과정에서

생기는 습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따라 배기식과 응축식이 있는

데, 배기식은 건조기에서 발생한 습기를 함유한 공기를 관을 통

하여 건물 밖으로 배출하며 응축식은 건조기의 고온 다습한 공

기를 외부의 찬 공기에 의해 응축된 물을 배수한다(김성련,

1998, 栗津 외, 1991).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가정용 의류건조

기는 대부분 응축식이나, 서구에서는 배기식의 사용이 많은 편

이다. 의류건조기에서는 열풍을 만드는데 전기나 가스를 사용

하는데, 가스식은 전기식에 비해 발열량이 커서 건조속도가 빠

르고 대용량이 가능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가스배관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가정용 건조기는 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식 건조기는 소비되는 전력량이 매우 커서 우리나

라와 같이 전기료가 비싼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구미 지역에서 의류 건조기에 의한 전

력소비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5~10%를 차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Yadav & Moon, 2008; Bassily & Colver,

2005). 지금까지 의류건조기는 주로 서구에서 사용되어 왔으므

로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배기식 전기 의류건조기의 에너지절

약을 위한 기기 개선에 관한 연구(Bassily & Colver, 2005;
Ng & Deng, 2008; To et al., 2007; Bansal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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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kmat & Fisk, 1983)가 대부분이며 또한 많은 연구는 배기

식의 열 교환과 관련되어 있다. 그 외의 의류건조기 관련 연구

로는 건조 과정의 이해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험식의 도

출과 적합성 확인(Yadav & Moon, 2008), 의류건조기를 사용

한 의류의 품성변화(Park et al., 2007; Buisson et al, 2000)

에 관한 보고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

는 응축식 의류건조기의 건조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는 응축식 전기 의류건조기의 사용 조건에 따른 효율성을 조

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 들이 효과적으로 응축식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험포

시험포는 100 % 면으로 된 세탁기 및 건조기 시험에 기준

이 되는 IEC 60456의 시트(EMPA 325), 베갯잇(EMPA 353),

수건(EMPA 351)을 사용하였으며, 포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는 IEC 60456에 따라 포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였다. 

2.2. 세탁과 건조 

2.2.1. 세탁

세탁 전 사용할 포의 건조무게를 알기 위하여 먼저 의류건

조기(T230C, Mille)에서 면포용 건조프로그램으로 건조 후, 재

건조하여 건조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세탁포의 무게는 2.5 kg,

3.5 kg 또는 5.0 kg이었다. 무게를 측정한 포는 임펠러 세탁기

(SEW-524, 삼성)를 사용하여 헹굼 후 탈수하고, 탈수 후 포의

수분율은 70%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수분율에 따른 건조효과

를 위하여서는 세탁포 무게 5.0 kg으로 탈수 시간을 조절하여

수분율 60% 또는 80%로도 조사하였다. 

2.2.2. 건조

세탁포를 앞에서 사용한 건조기로 “면 표준+”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건조시킨 후, 프로그램 종료 시 즉시 포를 꺼내 무게를

측정하여 수분율을 결정하였다. 또한 건조 중 환기하였을 때의

건조효과 실험에서는 시험포의 무게에 따라 건조 시간을 일정

하게 하였으며 환기 시간은 건조 종료 10분 전과 20분 전에

30초씩 2회로 총1분이었다. 이때 포 무게 5.0 kg은 80분,

3.5 kg은 60분, 2.5 kg은 50분간 건조하였다. 

2.2.3. 건조기의 온습도 측정

건조 과정 중 건조기 내부의 온습도 변화는 온습도 측정기

(TR-72U, Technox)를 부착하여 건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

하였다. 

2.2.4. 전력량 측정 

탈수와 건조 과정에 소모되는 전력은 전력량 측정기

(CW120C-E, Yokogawa)로 측정하였다. 

2.3. 분석

각 조건에서 건조 효과에 대한 결과분석에는 ANOVA(윈도

우용 SPSS12.0K)로 평균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건조 조건에 따른 건조효과는 다음과 같다. 

3.1. 포의 무게

건조기에 넣기 전 포의 수분율 70%인 2.5 kg, 3.5 kg,

5.0 kg의 포가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변화에 따라 소모

된 전력, 건조기내 온도와 습도 변화의 대표적인 예는 Figure

1과 같다. 이때 주위 온도는 26±1.6oC이었으며, 습도는 45±5%

이었다.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경과에 따른 전력공급은 두

단계로 구분 되는데, 첫 단계는 포의 무게와 상관 없이 전력이

일정한 비율로 공급되어 시간에 대한 소비량이 직선적으로 증

가하였다. 이 첫 단계는 포의 무게와 비례하여 소비 전력량이

증가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두 번째 단계는 건조가 끝나기 전

약 10분 동안으로 전력 소모가 매우 적었다. 건조기에서 소모

되는 전력은 히터의 가열, fan과 드럼의 회전에 필요한데 이

중에서 가열에 전력량이 가장 많이 소모된다. 건조 마지막 단

계에서는 가열과정을 끝내고 건조기내의 온도를 낮추어 종료되

므로 fan과 드럼의 회전에만 전력이 소비되어 두 번째 단계에

서는 전력소비가 매우 적었다. 

건조 과정에서 건조기내의 온도변화는 세 단계로 구분되며

초기에는 온도가 증가되는데 이는 수분의 증발에 필요한 에너

지보다 큰 에너지가 공급된다. 두 번째 단계는 일정온도를 유

지하는데 이는 수분 증발에 필요한 에너지와 공급에너지가 같

으며, 마지막에는 온도가 약간 상승하였다가 하강하여 종료되

었는데 이는 수분 량이 적어져 증발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

온도가 상승되는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시간에 따라 소비되는

전력량은 일정하므로 사용한 포의 무게에 따라 건조기내의 온

도는 차이가 있어, 포의 무게가 클 수록 온도가 낮았다. 그러

나 포의 무게가 클수록 히터 가열 시간이 길어졌으나 건조 종

료 시의 온도는 포의 무게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열

에 예민한 섬유가 혼방된 의류제품의 건조에는 물론 건조 프로

그램의 선택을 유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건조할 포의 무게에

따라서도 장시간 동안의 건조 온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열에 예

민한 섬유를 건조할 때에 포의 무게를 적게 하면 건조기내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섬유의 무게에도 매우 유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건조가 진행될 때에 건조기 내 상대습도는 초기에는 증가하

고 그 후 일정 습도를 유지하나 최종에는 습도가 감소하였다.

건조 초기에 습도가 증가하는 것은 섬유가 얻은 열로 세탁포의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이다. 이 때 섬유 표면의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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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과 건조기내 공기의 수증기압의 차이에 따라 증발속도가 조

절된다. 다음의 습도가 감소하는 단계는 가해진 열이 섬유 및

건조기 내부 온도를 높이며 이때의 건조 속도는 섬유의 수분

이동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습도는 수분의 양이 일정하여

도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건조기 내의 습도는 온도

에 비하여 변화의 폭이 더 컸으며, 건조기 내 습도도 포의 무

게가 클수록 포함하는 수분의 양도 많고 온도도 낮아 증발 단

계와 건조단계에서 모두 습도가 높았다. 

건조 시까지 소요된 시간은 세탁포 무게 2.5 kg은 77분,

3.5 kg은 91분, 5.0 kg은 111분으로 P<.001 의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건조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세탁포의

부하 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아 세탁포 1 kg당 건조 시 소

요되는 시간은 2.5 kg 31분, 3.5 kg 26분, 5.0 kg 23분이었다

(Fig. 2). 또한 소모된 전력량도 세탁포 무게에 따라 P<.001 의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5 kg은 2411 Wh, 3.5 kg은

2923 Wh, 5.0 kg은 3789 Wh로 건조 시 부하 량이 증가할수록

건조 시까지 소요되는 전력량도 증가하였으나 세탁포의 무게에

비례하여 전력량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세탁포 1 kg당 소모되

는 전력량은, 2.5 kg 1017 W, 3.5 kg 835 W, 5.0 kg 758 W이

었다(Figure 3). 즉 건조기의 용량 범위 내에서 1 kg의 세탁물

을 건조하는 데는 세탁물의 양을 많이 넣는 것이 시간과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탁물

의 건조 시에는 소량으로 나눠 건조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건

조하는 것이 건조시간과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다.

3.2. 포의 수분율

포의 수분율이 건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므로, 5.0 kg의

포를 세탁기에서 탈수 조건을 달리하여 수분율 60%, 70%,

80%로 건조시킬 때에 시간에 따른 전력량, 온도, 습도의 변화

를 대표하는 예는 Fig. 4와 같다. 포의 수분율이 다를 때에 건

조 시간과 소비 전력도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건조하기 전에 포의 수분율이 높으면 건조하는데 필요

한 시간도 길어졌다. 각 조건에서 수분의 양은 500 g씩 동일하

게 차이가 났으며, 이에 따라 히터 가열에 소비된 전력량도 동

일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건조기내에서 건조가 완료되기 전

일정온도를 유지할 때까지는 포의 수분율이 달라도 동일한 온

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건조기 내 습도는 온도가 상승하는 단

계에서 포의 수분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단계에서는 포의 수분율이 낮은 것은 수분의 절대량

이 적어 건조기 내의 습도가 낮으므로 건조 종료가 빨랐다. 

건조하기 전에 세탁포의 수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탈수 시

간을 늘려야 하므로 건조 전 수분율이 다를 때에 세탁 후 건

조에 필요한 총 시간과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탈수과정과

건조 과정에 소요되는 총 시간과 총 에너지를 조사한 결과는

Fig. 5, Fig. 6과 같다. 세탁포의 수분율을 낮추기 위하여 탈수

시간이 길어 지면 탈수에 소비되는 전력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된 양은 건조 시의 소비전력량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 그

러므로 탈수와 건조에 소비되는 총 전력량도 수분율이 낮을 때

에 적어서, 5 kg의 포가 세탁 후 탈수와 건조될 때에 수분율

60% 일 때에 비하여 수분율80% 에서는 24%의 전력이 더 소

비되었으며, 수분율70%는 11%의 전력이 더 소비되었다. 그러

Fig. 1. Energy input, temperature and RH during the drying process with
the weight of 2.5 kg, 3.5 kg or 5 kg cloth.

Fig. 2. Drying time vs the weight of the cloth

Fig. 3. Energy Consumption vs the weight of the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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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철저히 탈수하여 건조하는 것이 전력소모에 효과적이다. 

5 Kg 세탁포에서 수분율이 높을수록 탈수시간은 적으나, 탈

수와 건조에 필요한 총 시간은 길어졌다. 탈수 시 소요되는 시

간은 수분율 60%의 포는 20분, 70%는 7분, 80%는 4분이었

으며, 건조 시간은 수분율 60%는 101분, 70% 115분, 80%는

127분이었다. 그러므로 탈수하고 건조 종료 시까지의 총 소요

시간은 수분율 60%의 포는 121분, 70%는 122분, 80%는131

분이었다. 세탁 후 탈수와 건조에 필요한 시간은 수분율 60%

포는 수분율70%포와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수분율

80%의 포는 수분율 60%의 포에 시간대비 8.3%인 10분이 더

걸렸다. 그러므로 포의 수분율을 낮춰 건조하면 에너지 소비와

마찬가지로 건조 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수분율이 낮

은 것은 건조 시간보다는 에너지 소비 면에서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환기 여부

3.3. 환기 여부

온도 10~50oC범위에서는 상대습도가 같을 때 온도가 높아지

면 수분율이 낮아진다. 이것은 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면 열을 발

생하므로 일정 상대습도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흡수 양이 감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도50~110oC의 범위에서는 이 현상이 상

대습도85%까지만 일어나고 상대습도 85%이상의 높은 습도에

서는 반대로 온도가 높으면 수분율도 커진다. 이는 면섬유에서

저습도, 고온에서 건조하면 섬유분자 주위에 물 분자가 적어 섬

유의 -OH기 간의 재결합으로 친수성이 감소하나, 고습도에서

는 섬유간의 –OH 기간에 이루어진 가교가 끊어지고 물 분자

가 침투하여 결합하므로 친수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고습도, 고

온에서는 고습도 저온보다 수분 흡수가 커져 섬유의 수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김상용 외, 1982). 건조과정 중의

온도는 대부분 50oC 이상이며, 5 kg의 포를 건조시킬 때에는

85% 내외의 습도를 나타내었으므로 온도 저하가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조과정 중에 일정시간 건조기의 문을 열

어 조사하였다. 건조기는 문을 닫고 작동하면 밀폐되어있으며

단지 팬으로 건조기 내의 습기 찬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젖은 포가 가열되면 수분 증발이 일어나는데, 이때

의 증발 속도는 건조기 내의 수증기압에 따라 달라진다. 포에

서 수분 증발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위 공기의 수증기압을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조기 내의 다습한 공기를 주

위의 건조한 공기와 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류건조기를 사

용할 때에 건조가 끝난 과정에서 건조기의 문을 연 즉시에는

포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곧 수분이 증발하

여 포가 매우 건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의류건조기 사용자가

건조기 내의 증기압을 낮추려면 문을 열어 환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때에는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어 온도가 내려갈 것

이므로 이에 따라 건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30초씩 2회 건조기 문을 열어 환기하였을 때의 건조 시간과 전

력 소모량을 조사하였다. 수분율 70%의 2.5 kg, 3.5 kg, 5 k의

포를 건조할 때에 소모된 전력량, 온도, 습도의 변화는 Fig. 7

과 같다. 이 때 건조 시간은 건조가 끝나기 전 전력이 일정하

게 공급되는 마지막 단계가 되도록 결정하였는데 2.5 Kg 은 50

Fig. 4. Energy input, temperature and RH during the drying process with
the cloths which had 60%, 70% or 80% moisture regain.

Fig. 5. Energy input while drying after spinning 

Fig. 6. Total time while drying after 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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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3.5 kg은 60분, 5.0 kg은 80분이 되었다. 각각의 조건에서

일정한 건조시간을 마치기 10분 전과 20분 전에 30초씩 총 1

분간 문을 열고 환기하며 포를 뒤집어 주어 건조기내의 습한

공기가 나오고 건조한 실내 공기가 유입되게 하였다. 또한

2.5 Kg의 포를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환기하지 않았을 때와 환

기하였을 때의 수분율과 소비전력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또한 5kg의 포를 사용하여 건조 전 수분율의

차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분율 60% 와 80%인

환기여부에 따라 건조한 결과도 함께 조사하였으나 건조 전 수

분율이 다를 때에 환기 유무에 따른 건조 효과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는 차이가 매우 작을 것으로 예

측되었다. 일정한 무게의 포를 사용하여 세탁, 건조하여도 IEC

60456에서는 사용하는 포의 오차의 범위를 ±60 g이내로 허용

하므로 실제로 포의 무게의 차이는 120 g이내가 된다. 이와 같

은 포의 무게에 따른 차이가 건조 시 수분율과 소비 전력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한 포의 무게에 대한 수분

율과 소비전력도 계산하였다. 

환기를 위하여 건조기의 문을 열면 작동이 멈추어 전력 공

급이 중단되었으며, 문을 닫고 재 가동 시에는 다시 전과 동일

한 비율로 전력이 공급되었다. 문을 열었을 때에는 전력 공급

이 중단되고 외부 공기의 유입으로 온도가 떨어졌으며, 온도 저

하로 인하여 상대 습도는 상승하였고, 문을 닫고 재 작동 시에

는 다시 온도 상승과 함께 습도가 낮아졌다. 모든 조건 중에서

70%의 수분율을 가진 2.5 kg의 포를50분 동안 건조하며 환기

를 시킨 경우에만 수분율이 낮게 나왔으며 그 외에는 환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수분율이 낮았으나, 소비 전력과 함께 비교

하면 대부분 수분율이 낮은 경우는 소비전력이 많았다. 환기여

부에 따른 수분율과 소비전력의 ANOVA 분석을 통하여 모든

조건에서 유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기를 위하여

30초씩 2회 문을 열어 히터와 회전 모터가 중지되어도 소비 전

력과 건조시간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며, 수분율도 차이가 없었

다. 또한 2.5 kg의 포로 종료 시까지의 시간을 비교한 결과도

환기여부에 따른 유의 차가 없었다. 

4. 결  론

세탁포를 건조하기 위하여 응축식 의류건조기를 사용하여 포

의 무게를 2.5 kg, 3.5 kg, 5 kg, 포의 수분율을 60%, 70%,

80%으로 달리한 건조 과정에서 건조기 내의 온도, 습도, 소비

전력을 조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건조포의 무게가 클수록 건조 과정 중에 온도가 낮으나 가

열 시간이 길었으며, 습도가 높았다. 즉 포의 양을 적게 건조

하면 온도가 높아지므로 열에 예민한 섬유가 포함되었을 경우

에는 건조포의 무게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탁물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전력은 2.5 Kg의 세탁물

을 두 번 건조하는 것이 5.0 Kg의 세탁물을 한 번에 건조할

때보다 많이 들었다. 그러므로 건조기의 용량한도 내에서는 세

탁물을 나누어 건조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건조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세탁포의 수분율을 낮추어 건조하는 것이 전력소모가

Fig. 7. Energy input, temperature and RH during the drying process
opening the door 2 times for 30 seconds each with the weight of 2.5 kg,
3.5 kg or 5 kg cloth.

Table 1. 환기여부에 따른 수분율 및 소비전력

포 무게 2.5 kg 3.5 kg 5 kg

건조 시간 50분
종료

60분 80분
77분 78분

건조 전 수분율 70% 70% 70% 60% 70% 80%

환기 여부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수분율(%) 14.5 12.8 1.7 1.8 20.0 20.4 8.6 9.2 17.6 18.0 28.1 28.6

수분율/kg fabric (%/kg) 6.0 5.6 0.7 0.7 5.9 5.8 1.7 1.9 3.7 3.8 6.0 6.1

소비전력(Wh) 1780 1827 2411 2435 2152 2145 2983 2945 2939 2933 2978 2954

소비전력/kg fabric
(Wh/kg)

755 765 1015 1025 662 658 633 624 626 634 634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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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건조시간도 짧다. 이를 위해서는 소모되는 전력이 크게 적

은 탈수를 충분히 하여 수분율을 낮추는 것이 전기량 소모가

큰 건조기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의류건조기에서 건조과정 중에 건조기의 문을 30초씩 2회 열

면 온도가 낮아지고 수분이 배출되어도, 건조기 문을 열지 않

고 계속 건조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전기소비량과 건조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효과적인 건조조건 설정을 위하여 환기

방법과 환기 시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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