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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용재  약 3 m3 크기의 압체고주 진공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Azobe (Lophira alata)와 국

산 소나무(Pinus densiflora) 제재목을 건조하면서 건조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 다. 압체고주 진공건조기의 

진공도는 80∼105 mbar를 유지시켰고, 건조  재온은 건조 기 40°C에서 시작하여 건조말기 60°C까지 상승시

켰다. 全건조기간에 걸쳐 기 극 측의 재온은 제어온도보다 항상 높게 유지되는 반면, 지 극 측의 재온

은 항상 낮게 유지되었다. 건조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 극 측의 재온은 제어온도보다 더욱 낮고 기 극

측의 재온은 제어온도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Azobe의 경우 입력포트측의 평균최종함수율보다 입력포트반

측의 평균최종함수율이 모든 잔 층에서 미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잔 층의 수직방향으로의 최종함수율은 

기 극 측에서 지 극 측을 향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 극 과 인 한 잔 층의 경우 재목당 평균할

렬의 발생길이가 매우 경미하 으나, 지 극 측을 향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한 투입된 에 지의 

효율면에 있어 선진국의 상용설비와 유사한 수 을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a radio-frequency/vacuum dryer

combined with a mechanical compressive load (RF/VC) with a scale of about 3 m3 during drying

board of Azobe (Lophira alata) and Korean red pine (Pinus densiflora). The deg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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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of the RF/VC system was maintained at 80∼105 torr, and wood temperature was 

increased from 40°C at the beginning of drying to 60°C at the end of drying and the radio- 

frequency generator was operated with schedule of 7 minute-ON  and 3 minute- OFF. The wood 

temperatures near charge plate always remained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during all of 

the drying stage, whereas the wood temperature near ground plate always remained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led. As drying time proceeding, the temperature of the wood near ground 

plate presented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Whereas the temperature of the wood near 

charge plate presented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led. The final average moisture contents 

of the Azobe boards stacked near the input side of the RF generator showed slightly lower than 

those near the opposite side. Those of the wood stacked in the layers near the charge plate were 

lower than those of near the ground plate. The average length of surface checks of the Azobe 

boards stacked near the charge plate was very slight, whereas that toward the ground plate 

represented high values. The efficiency of input energy was simliar with the commercial systems.

Keywords : radio-frequency/vacuum drying combined with a mechanical compressive load 

(RF/VC), Azobe, Korean red pine, wood temperature, final moisture content, checks, 

efficiency of input energy

1. 서  론

고주 진공건조법의 주요한 이 은 재내외간에 

형성되는 압력 차에 의해서 고온을 용하지 않

고서도 내부수분의 유동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다. 뿐만 아니라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수증기 

입자의 평균자유거리(mean free path)가 공극과 비

교하여 더 크기 때문에 목재의 투기성이 더 증진되

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

들에 의해 속한 건조가 가능하여 건조시간을 열기

건조시간의 1/2～1/4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한 진공 하에서는 류에 의한 열 달이 크게 감소

하고 목재를 실 (solid-pile)하므로 잔 작업이 용

이하여 목공 용 원반이나 조각재 등과 같이 형상이 

불규칙한 재종의 건조에 합하다. 그리고 감압상태

하에서는 물의 끓는 이 낮아 비교  온으로 건조

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짐, 강도손실, 열변색 등

과 같은 재질열화를 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때문에 고주 진공건조 기술은 길이가 짧은 정각재, 

바둑 재, 골 클럽헤드, 참나무류와 같은 건조곤

란 수종의 재류, 수심기둥재 등의 건조에 용코

하는 시도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Lee 등(1991; 1997; 1998a; 1998b; 1999a; 1999b; 

2000a; 2000b)은 행 인 고주 진공건조  내부

에 잔 된 목재에 일정 정도의 압체력을 가하면서 

건조하는 이른바 “압체고주 진공건조(radio-fre-

quency/vacuum combined with mechanical com-

pressive load; RF/VC)”기술을 세계 최 로 개발하

고, 십여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그 기술의 완성도

와 용범 를 배가시켜왔다. 특히 건조  피건조

재의 재면에 압체력을 가할 경우 행 인 각재나 

재류에서는 틀어짐 억제(이남호 등, 2000a), 배할

가공한 구조용 수심기둥재에서는 배할가공홈 확장 

억제(이남호 등, 1998b; Lee and Luo, 2002), 무늬

목 단 에서는 끝말림(end-waving) 억제(이남호 

등, 1999a), 그리고 원반(log cross section)에서는 V

형 크랙 억제(Lee et al., 1998a; 이남호 등, 1999b; 

이남호 등, 2002) 등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으

로 각각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압체고주 진공건조법은 고주 진공건

조의 메카니즘에 의해서 건조시간 단축, 할렬 방, 

변색균에 의한 변색 는 열변색 방, 강도손실 최

소화, 잔  작업성개선 등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체력에 의해서 에서 언 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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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zes and quantities of the specimens 

for the RF/VC drying test run

Species

Specimen
Quantities
(pieces)Thickness

(mm)
Width
(mm)

Length
(cm)

Azobe
54 105 170 36

70 160 170 60

Korean red 
pine

35 160 140 60

54 105 140 18

같은 부가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 까지의 연구는 실험실 규모의 압체고

주 진공건조기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산업용 규모

의 압체고주 진공건조시스템의 건조성능에 해서

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 특히 산업용 규모의 경우 

자장의 균일성(electricfield uniformity)이나 에

지의 효율성(energy efficiency) 등이 실험실 규모와

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측되며, 이것은 결과

으로 피건조재의 건조속도나 건조수율  소요에

지 등과도 한 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규모의 압체고주 진

공건조시스템의 시험을 통해서 잔 부 간 재온분

포, 함수율분포  건조결함 발생상태, 소요에 지 

등을 분석하여 산업용 규모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압체고주파진공건조기의 형상

진공탱크는 내부크기가 길이 6 × 폭 1.2 × 깊이 

0.67 m (수용재  약 3 m3)의 직육면체형으로서 상

부덮개가 두께 5 mm의 유연한 고무시트로 이루어

져 감압  내부에 잔 된 재목의 재면에 하여 수

직방향으로 약 10,000 kgf/m2의 압체력이 달되도

록 설계되었다. 압체보강장치와 보조가열장치는 가

동시키지 않았으며, 응축수는 매 30분마다 5분간에 

걸쳐 배수토록 설정하 다.

고주 발진기는 최  출력 25 kW로서, 주 수는 

13.56 Mhz로 고정하 다.

극 은 두께 5 mm × 폭 100 cm × 길이 480 cm

의 알루미늄 으로서 잔 층의 상․하단에 지

극 을 배치하고, 앙에 기 극 을 배치하여 고

주 발진기와 연결하 다. 지는 알루미늄 과 동

을 사용하여 부분 지하 다.

2.2. 공시수종 및 재종

시험편은 선  진수시에 리 활용되는 것으로서 

비교  건조가 곤란한 Azobe (Lophira alata)의 두

께 54 mm재와 70 mm재, 그리고 국산 소나무(Pinus 

densiflora) 두께 35 mm재와 54 mm재를 공시재종

으로서 선정하 으며, 그 형상과 수량은 Table 1과 

같다.

2.3. 잔적과 건조조건

각 공시재종은 Fig. 1과 같은 방법으로 진공탱크 

내에 실 (solid pile)하 다. 진공도는 80∼105 

mbar를 유지시켰다. 건조  재온은 건조 기 40°C

에서 시작하여 건조말기 60°C까지 상승시켰으며, 

고주 발진기는 7분-ON, 3분-OFF로 작동시켰다. 

2.4. 건조 중 재온계측

건조시험  피건조재의 온도는 테 론 코 한 백

측온 항체 100 Ω의 센서들을 고주  필터에 연

결하고, 최종 으로 Autonic사의 TZ24M-24R형을 

통해서 매 30분 간격으로 계측하 다. 다만 고주

자장의 교란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매 

7분마다 고주 발진기가 3분간 자동으로 OFF 되는 

기간을 이용하 다.

각 온도센서들은 하단의 DL1∼DL4에 잔 된 Azobe 

시험재에 삽입하 고, 이  DL2층에 삽입한 온도센

서를 고주 발진기 제어를 한 센서로 활용하 다.

2.5. 최종함수율과 재면할렬 조사

건조종료 후 모든 시험재에 하여 고주 식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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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stacking of each specimen during the RF/VC drying test run (unit: 

mm).

수분계(Merlin사, 모델명 HM8)를 이용하여 최종함

수율을 조사하 다.

한 건조 종료 후 모든 시험재를 상으로 각 시험

재의 네 재면에 발생한 할렬의 총길이를 측정하 다.

2.6. 소요전력량 및 수분증발량 조사

고주 발진기와 진공탱크시스템에 하여 별도의 

산 력량계를 각각 설치하여 건조  소요된 총

력량을 조사하 다.

한 시험에 사용된 모든 시험재들에 하여 건조 

후의 무게를 칭량하여 수분증발량을 조사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잔적층별 재온 분포

압체고주 진공건조시스템 시험  Azobe 시험재

의 재온분포 추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건조기간에 걸쳐 기 극 측의 재온은 제어

온도보다 항상 높게 유지된 반면, 지 극 측의 

재온은 항상 낮게 유지되었다. 이는 기 극 측의 

계세기가 지 극 측 보다 높게 분포하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된다.

건조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 극 측의 재온은 

콘트롤온도보다 더욱 낮게, 그리고 기 극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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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ood temperatures of Azobe boards 

during the RF/VC drying test run. 

Fig. 3. Final moisture contents (MC) of the 

boards dried in the RF/VC system 

during the test run (top; Azobe, below; 

Korean red pine).  

Fig. 4. Average length of surface checks oc-

curred in the Azobe boards dried in 

the RF/VC system.

재온은 제어온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

으로 재온이 높았던 기 극 측 목재의 경우 건

조 기에 이르는 동안 부분의 수분이 증발하므로

써 건조말기에는 투입된 에 지가 목재 내에 축 된 

반면에, 지 극 측의 목재는 건조 기 이후에 수

분증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투입된 에 지가 

증발잠열로 손실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온콘트롤층을 심으로 기 극 측에 치한 

DL3층과 DL4층의 재온은 건조시간 약 140시간까지

는 거의 동일하 으나, 그 이후 기 극 에 가까운 

DL4 층이 DL3 층보다 높게 나타났고, 건조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차이는 더욱 증가하 다. 이는 두 잔

층간에 수분증발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수분증

발이 미미한 기간 동안의 에 지 축 은 기 극

측에 가까울수록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2. 잔적층별 최종함수율 분포

Fig. 3은 Azobe와 소나무의 건조종료 후 각 시험

편의 함수율을 고주 식 함수율계로 측정하여 잔

층별로 나타낸 그래 이다.

Azobe의 경우 입력포트측의 평균최종함수율보다 

입력포트반 측의 평균최종함수율이 모든 잔 층에

서 미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 극 과 

하는 잔 층(UL1과 DL1)에서 그 차이는 다른 

잔 층에서 보다 높았으나 거의 무시할만한 수 이

었다. 이것은 입력포트를 진공탱크의 어느 한쪽 측

면벽에 설치한다 할지라도 진공탱크의 길이방향으

로의 계분포는 비교  균일하 음을 의미한 것으

로 해석된다. 한편 잔 층의 수직방향으로의 최종함

수율은 기 극 측이 평균 약 11∼12%인데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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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moisture  losses of stacking layers due to evapora-ting during the RF/VC 

drying test run (left; Azobe, right; Korean red pine).  

Table 2. Summary of the consumption of electric power during the RF/VC drying test

Total 
weihgt of
evaporated
watera (kg)

 Electiric power consumption
(kWh) Ideal

heat energyc

(kcal)

Consumed
 heat energyd

(103 kcal)

Efficiency of 
vaporizatione

(%)Radio-frequency 
generator

Vacuum 
system

Totalb

642.3 149.4 911.10 1060.5 372.5 912 40.8
Note : 1. c = a � 580 kcal (latest heat for vaporization)

: 2. d = b � 860 kcal (1 kWh = 860 kcal)
: 3. e = (c/d) � 100%

여 상단의 지 극 측은 약 21%, 그리고 하단의 

지 극 측은 약 14% 정도로 지 극 측을 향

할수록 최종함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나무재의 경우도 기 극 측에는 두께 

54 mm재를, 그리고 지 극 측에는 그 보다 두께

가 얇은 35 mm재를 잔 하 음에도 불구하고, Azobe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 극 측의 최종함수율이 

기 극 측의 것보다 상단에서는 약 9%, 그리고 

하단에서는 약 14% 정도나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수직방향으로의 계분포가 균일하지 못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되나, 보조가열장치를 

운용해야할 수 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3. 잔적층별 발생할렬 분포

Fig. 4는 압체고주 진공건조시스템 시작품의 시

운 시험 종료 후 Azobe를 상으로 조사한 재면할

렬의 평균 길이를 잔 층별로 나타낸 것이다.

기 극 측에 잔 되었던 UL4층이나 DL4층의 

경우 재목당 평균할렬의 발생길이가 18∼19.5 mm/

본 정도로 매우 경미하 으나, 지 극 측을 향할

수록 평균할렬의 발생길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최종함수율이 높았던 상단 지 극 측과 

인 한 UL1층의 경우 입력포트측이 524.2 mm/본, 

그리고 입력포트반 측이 58.1 mm/본으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이것은 상하 지 극 측의 경우 

계의 세기가 낮아 유 가열에 의한 할렬 방 효과 

(Lee 등, 1991; 1997; 1998a; 1998b; 1999a; 1999b; 

2000a; 2000b; Avramids et al., 1996)가 미약하

을 뿐 아니라 지 극 에서 발생한 응축수가 지

극 과 하는 재면에 흡습되면서 심한 편면건

조가 발생하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4. 소요에너지 및 증발효율 

3.4.1. 잔적층별 수분증발량

Fig. 5는 압체고주 진공건조시스템 시험  건

조재로부터 증발된 수분의 잔 층별 분포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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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Azobe의 경우 입력포트측이나 입력포트반 측간

에는 증발수분량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잔 층간에

는 하단 지 극 측의 잔 층(DL1)의 총수분증발

량이 48.6 kg으로서 하단기 극 측의 58.2 kg보

다 9.4 kg 정도가 었는데, 이것은 다른 잔 층과 

비교하여 재온이 상 으로 낮음으로써 표면을 통

한 수분증발이 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편 소나무재의 경우 기 극 측의 증발수분

량은 약 24 kg 정도로 매우 높았으나 지 극 측

은 하단이 7.9 kg, 그리고 상단이 12.1 kg으로서 기

극 의 약 1/3～1/2에 불과하 다. 소나무재의 

경우 Azobe와 비교하여 생재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고주 진공하에서 얻어지는 자유수 유동속도의 증

진효과가 보다 크게 발휘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Avramidis and Zwick, 1996; Kanagawa, 

1989; Liu, 1994).

3.4.2. 소요에너지와 증발효율

압체고주 진공건조시스템 시험  증발된 수분

량과 소요 력량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건조  증발된 총수분량은 642.4 kg이었고, 소요

력량은 고주 발진시스템이 149.41 kW, 그리고 

압체진공시스템이 911.1 kW로서 총 1060.51 kW가 

소요되어 압체진공시스템이 체 소요 력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주 발진기의 출

력 설정값이 다소 과다하 거나 는 시운  시험이 

하 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진공펌 에 공 되는 수

온이 높아 진공펌 의 배기능력이 하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총수분증발량과 소요 력량을 각각 이상열량과 

소요열량으로 환산하여 증발효율을 구한 결과 본 시

작품으로 두꺼운 각재류를 건조할 경우 약 40%의 

증발효율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수용재  5.6 m3 

- 발진출력 15 kW의 시스템으로 두께 6.5 cm 미송 

각재를 건조할 경우 증발효율 38.7% (Terazawa 등, 

1998)와 유사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5. 압체식고주파진공건조 시스템 평가

압체고주 진공건조시스템의 시험을 통해서 얻은 

시스템에 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진공펌 의 경우 기 방식을 수 식으로 설정한 

것은 피건조재로 부터 증발된 수분이 640 kg을 상회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펌 손상을 방지하기에는 

하 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하 기의 경우 진공

펌 의 배기능력이 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건조  백 측온 항체를 활용하여 온도를 계

측․제어하는 것은 테 론코 처리  자 필터

링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제한 인 치에서

는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실험실

용 시스템의 경우에는 형 섬유식온도계측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한 것으로 단된다.

고주 발진기의 입력값은 기 재온상승 속도나 

단 시간당 수분증발량 등의 에서 충분하 던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발진율 등의 조 을 통해서 진

공펌 의 배기능력과의 조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시험에 용한 극  배열방식의 경우 수평방

향의 계분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 극 측

의 계가 다소 약한 문제 을 드러내었으나 보조가

열장치를 활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의 계분포

를 보 다.

투입된 에 지의 효율성은 선진국의 상용설비와 

유사한 수 을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결  론

全건조기간에 걸쳐 기 극 측의 재온은 제어

온도보다 항상 높게 유지된 반면, 지 극 측의 

재온은 항상 낮게 유지되었다. 건조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 극 측의 재온은 제어온도보다 더욱 낮

게, 그리고 기 극 측의 재온은 제어온도보다 더

욱 크게 나타났다. 재온제어층을 심으로 기 극

측에 치한 DL3층과 DL4층의 재온은 건조시간 

약 140시간까지는 거의 동일하 으나, 그 이후 기

극 에 가까운 층(DL4층)이 DL3층보다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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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건조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차이는 더욱 증

가하 다. 

Azobe의 경우 입력포트측의 평균최종함수율보다 

입력포트반 측의 평균최종함수율이 모든 잔 층에

서 미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 극 과 

하는 잔 층(UL1과 DL1)에서 그 차이는 다른 

잔 층에서 보다 높았으나 거의 무시할만한 수 이

었다. 한편 잔 층의 수직방향으로의 최종함수율은 

기 극 측에서 지 극 측을 향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 극 과 인 한 잔 층의 경우 재목당 평균

할렬의 발생길이가 매우 경미하 으나, 지 극

측을 향할수록 평균할렬의 발생길이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 다.

투입된 에 지의 효율성은 선진국의 상용설비와 

유사한 수 을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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