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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에서 흡착제의 제습효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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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난방 방법으로 히트펌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온 지역에서 난방이 가

능한 히트펌프를 개발하기 위해 실외기 표면에 서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즉,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히트펌프를 통해 난방을 할 경우 실외기 표면에 서리층이 형성되어 전열성능을 떨어뜨려 난방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히트펌프의 실외기에 유입되는 습공기의 수증기를 흡착식 제습시스템을 부착하여 제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저온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습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히트펌프의 실외기 전면에 

흡착식 제습시스템을 부착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히트펌프, 제습, 흡착제, 난방, 성능지표

Abstract Interest in heat pumps is increasing as an eco-friendly and energy-saving heating method. In particular, in 
order to develop a heat pump capable of heating in a low-temperature area, research to prevent frost on the surface of 
the outdoor unit is increasing. In other words, when heating through a heat pump in a low-temperature area, a frost 
layer is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outdoor unit, which lowers the heat transfer performance, thereby reducing the 
heating capacity. Therefore, in this study, an adsorption-type dehumidification system is attached to remove the 
moisture vapor of the air into the outdoor unit of the heat pump.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can suggest the most 
effective dehumidification method in low temperature region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a heat pump with high 
energy efficiency can be developed by attaching an adsorption dehumidifying system to the front of the outdoor unit 
of the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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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히트펌프의 난

방능력은 외기온도가 낮을수록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5℃ 이하의 지역에서는 히트펌프의 실외기에 서리층

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열성능이 낮아지고 따라서 히트

펌프의 난방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히트

펌프의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실외기 표면에 서

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실외기 표면에 서리가 형성되는 착상현상은 습공기

의 수증기가 노점온도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실외

기 냉각면에 접하게 되면 발생한다. 착상된 서리층을 

제상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압축

기를 통과한 고온의 냉매를 실외기에 공급하여 성에를 

제거하는 고온가스 제상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제상은 난방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의 연구로는 실외기 형상 개선, 부동액 적용, 축 

열기 내장형 열교환기 개발 등 다양한 서리 지연 방법

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실외기 코일을 3열로 제작하

고, 제상이 필요한 경우 3열 중 1열을 콘덴서로 변환

하여 주기적으로 제상하는 교대 제상법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외기 표면에 수증기를 제거한 

건조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착상을 방지하고 히트펌프의 

난방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건조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서는 실외기 전면에 저온 환경에서도 제습이 가능한 

흡착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흡착제로 실

리카겔을 이용하였으며, 최적의 흡착제를 제안하고 저

온지역에서 서리층이 형성되지 않는 고효율 히트펌프

를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본론

2.1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저온 지역에서 히트펌프의 실외기에 서리층이 형성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조공기를 공급하는 흡착시

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한 실험장치는 다음과 같다.

항온실은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700×1200×1500

이며, 여기에 저온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온기는 3마력의 

냉동기로 ±0.1℃의 온도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실외기 전면에 건조공기를 공급하는 제습시스템

은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2070×470×460이며, 제

습시스템 내의 최대 풍량 2200 mh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송풍기와, 최대 40 kg의 흡착제를 장착할 수 있

는 흡착제 공간을 확보하였다. 한편, 항온실에서는 일

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기를 설치하여 시

간당 동일한 가습량을 분무하도록 하였다.

Fig. 1. Experimental device

제습기 내부에는 항온기에서 공급된 저온의 공기와 

가습된 공기를 제공하는 항온실을 통해 제습기 입구로 

공급되는 공기의 상태를 흡착제의 종류와 양에 의해 

제습효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풍량을 측

정하는 센서를 부착하였다. 온도는 T형 열전대를 흡착

제 전과 후에 설치하였으며, 습도는 절대습도를 측정

하는 습도센서(MICHELL SF52)를 온도와 동일한 위치

에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제습기 내의 공기유량

을 파악하기 위해 풍속계(ANEMOMASTER, Model 3112, 

YOKOGAWA)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Temperature sensor Humidity sensor

Flow sensor Data Logger

Fig. 2. Measuring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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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은 흡착제로 실리카겔 20 kg을 사용하고, 

항온기에서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는 –10℃, -15℃, -2

0℃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항온실에는 1시간 동안 일

정하게 가습할 수 있도록 1리터 용량의 가습기를 설치

하였다. 이는 예비실험을 통해 항온실에서 1시간 동안 

가습한 결과 가습량이 200 ml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항온기에서 설정된 온도로 항온실에 공급, 1시간 동안 

200 ml의 가습을 항온실 공기를 제습 시스템에 공급, 

2시간 실험하여 저온에서의 제습효율을 파악하고자 한

다. 한번 사용한 흡착제는 2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재

생시켜 재이용하였다. 또한 습도 센서에 의해 측정된 

결과는 gm의 단위로 해당 온도에 적합한 비체적을 

분모에 곱하여 절대습도의 단위인 kgkg′으로 환산하

였으며 그 데이터를 그래프에 활용하였다.

2.2 실험 결과 및 고찰

2.2.1 실리카겔 20 kg에서의 습도 변화

흡착제인 실리카겔 20 kg을 사용하여 실험한 공급

공기의 온도 변화(–10℃, -15℃, -20℃)에 따른 습도 변

화를 정리하여 제습효율을 가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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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due to

adsorbent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supply

air(-10℃)

Fig. 3의 경우는 흡착제 20 kg으로 설정온도 –10℃
에서 제습효율을 실험한 결과이다. 2시간 동안 온도는 

3℃의 상승이 있었으며, 절대습도는 0.00001 kg/kg 정

도 제습효과가 있었다. 이를 상대습도로 환산하면 

7.2%에서 5.12%로 2%의 제습효율이 발생하였다. 흡착

제습의 경우 흡수제습과 마찬가지로 반응열에 의해 흡

착제를 통과한 공기온도는 상승한다고 하는 이론과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Fig. 4는 흡착제 20 kg으로 설정온도 –15℃에서 제

습효율을 실험한 결과이다. 2시간 동안 온도는 3.2℃의 

상승이 있었으며, 절대습도는 0.000001 kg/kg 정도 제

습효과가 있었다. 이를 상대습도로 환산하면 9.98%에

서 7.41%로 2.5%의 제습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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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due to

adsorbent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supply

air(-15℃)

Fig. 5는 흡착제 20 kg으로 설정온도 –20℃에서 제

습효율을 실험한 결과이다. 2시간 동안의 실험에서 온

도는 4.3℃의 상승이 있었으며, 절대습도는 0.000001 

kg/kg 정도 제습효과가 있었다. 이를 상대습도로 환산

하면 15.73%에서 9.84%로 5.9%의 제습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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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due to

adsorbent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supply

ai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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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실리카겔 40 kg에서의 습도 변화

흡착제인 실리카겔 40 kg을 사용하여 실험한 공급

공기의 온도 변화(–10℃, -15℃, -20℃)에 따른 습도 변

화를 정리하여 제습효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Fig. 6은 흡착제 40 kg으로 설정온도 –10℃를 공급할 

때 제습효율을 실험한 결과이다. 2시간 동안 실험한 결

과 38분이 경과할 시점, 온도는 대략 6.8℃의 상승이 

있었으며, 절대습도는 0.0 kg/kg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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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due to

adsorbent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supply

air(-10℃)

Fig. 7은 흡착제 40 kg으로 설정온도 –15℃를 공급

할 때 제습효율을 실험한 결과이다. 2시간 동안 실험

한 결과 온도는 대략 8.6℃의 상승이 있었으며, 절대습

도는 0.000001kg/kg의 제습효과를 보였다. 이를 상대습

도로 환산하면 8.10%에서 3.88%로 4.2%의 제습효율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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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due to

adsorbent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supply

air(-15℃)

Fig. 8은 흡착제 40 kg으로 설정온도 –20℃를 공급

할 때 제습효율을 실험한 결과이다. 2시간 동안 실험

한 결과, 온도는 대략 5.1℃의 상승이 있었으며, 절대

습도는 0.000001 kg/kg의 제습효과를 보였다. 

이를 상대습도로 환산하면 12.12%에서 7.55%로 

4.6%의 제습효율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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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due to

adsorbent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supply

air(-20℃)

2.2.3 제습효과

흡착제의 질량(20 kg)에서 공급공기의 온도에 따른 

제습 후의 온도상승폭과 상대습도의 변화를 Fig. 9에 

나타냈다. 공급공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제습 후의 온

도 상승뿐만 아니라 제습효율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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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humidification effect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 of supply airy(20 kg)

Fig. 10은 흡착제의 질량(40 kg)에서 공급공기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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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화에 따른 제습 후의 온도상승폭과 상대습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공급공기의 온도에 따라 절대

습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이를 상대습도로 변환한 

경우 –15℃ 공급공기 온도에서 가장 컸으며, -10℃에서

는 온도 상승은 대략 8℃로 가장 컸으나 절대습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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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ehumidification effect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 of supply airy(40 kg)

Ⅲ. 결론

저온에서 난방이 가능한 히트펌프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실외기 표면에 수증기를 제거한 건조공기를 공급

함으로써 착상을 방지하고 히트펌프의 난방능력을 높

일 수 있다. 건조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외기 전

면에 저온 환경에서 제습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습을 위한 방법으로 흡착제습을 제안

하고, 흡착제로는 실리카겔을 이용하였다.

흡착제로 20 kg과 40 kg을 사용했으며, 공급공기의 

온도를 –10℃, –15℃, –20℃에서 실험한 결과 저온일수

록 제습효율이 높았으며, 흡착제의 양은 제습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흡착제를 쌓은 방식에 문

제가 있어 앞부분에서만 제습이 발생하고 뒷부분에서

는 제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흡착제를 배치하는 방법과 흡착제의 양에 

따라 제습효율이 얼마나 변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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