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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t pump drying has a great potential for energy saving due to its high 

energy efficiency in comparison to conventional air drying. The heat pump dryer is usually 

operated at the temperature less than 50°C and the drying temperature is limited to the 

operating temperature of the heat pump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drying temperature, 

the special box-type heat pump dryer has been developed. The dryer uses the two-cycle 

heat pump system which has the two heat pump cycles for high and low temperature 

heating. The high temperature cycle uses the refrigerant 124 to get the temperature greater 

than 80°C and the low temperature cycle uses the refrigerant 134a. The drying experiment 

has been carried out to figure out the performance of the dryer with the selected dry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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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COP : 열펌  성능계수

 MER: 제습률-건조과정의 수분 제거율 (kg/h)

 : 응축기 방열량 (kW)

  : 건조공기 체 유량 (m
3
/min)

 RH : 건조공기 상 습도 (%)

 SMER: 건조 과정의 비제습률 (kg/kWh)

   : 온도 (℃)

 하 첨 자

 air : 건조 공기

 DB : 건구

 WB : 습구

1. 서 론

건조 공정은 최종 제품의 생산을 하여 부

분의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필수 인 공정인데 

그 특성상 많은 열에 지를 필요로 한다.
(1)
 에

지 다소비 공정인 건조기에서 에 지 효율을 높

이기 한 하나의 수단으로 열펌  건조기가 사

용되고 있는데, 열펌  건조기는 외국의 경우 

1970년 부터 목재와 식품 건조 분야를 심으로 

보 , 사용되어 왔다.
(2)
 그러나 효율 이고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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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열펌  건조기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재까지도 지속 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2,3)

열펌  건조기는 기존의 열풍식 건조기에 비하

여 에 지 이용 효율이 배 이상으로 상당한 에

지 약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4)
 열펌  건조기의 에 지 이용 효율이 높은 

것은 열펌  사이클의 특성상 사용한 열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건조 공기의 온도와 습도

는 건조와 에 지 회수 과정에서 요한 인자이

며, 건조성능과 에 지 회수의 정도는 제습률 

(MER, moisture extraction rate)과 비제습률 

(SMER, specific moisture extraction rate)로 나

타낸다. SMER은 건조비용과 련이 되는 인자

로서 일반 인 열풍식 건조기에서는 0.5 - 1 

kg/kWh 인데 비하여 형 인 열펌  건조기의 

SMER은 3 kg/kWh 정도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8 

- 10 kg/kWh의 SMER을 가지는 열펌  건조기

도 보고된 바 있다.
(6)

 기존의 열펌  건조기는 주로 50℃ 이하의 열

풍을 사용하는 건조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는 건조기에 용되는 열펌 에 용되는 냉매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등으로 에

지 약에 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온

용 열펌  건조기 개발에 한 필요성이 증가되

고 있다. 고온용 열펌  건조기는 1980년 에 

R-114를 사용하여 개발된 
(6)
가 있으나, 오존층 

괴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이유로 R-114의 

사용이 지되면서 그 후에는 개발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려웠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R-236fa를 

사용한 목재건조기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7)

본 연구에서는 설계, 제작된 고온용 2-사이클 

열펌  건조기의 건조 특성을 악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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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batch-type heat pump 

dryer

반복 사용이 가능한 피건조물을 선정하여 건조 

실험을 수행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열펌  건조기에 사용되는 2-사이클 열펌  시

스템을 사용하 는데, 이 시스템은 Fig.1과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 역에서 R-134a 

사이클을 사용하고 고온 역에서 R-124 사이클

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사이클은 서로 

독립 인 사이클이지만 Fig. 1과 Fig. 2(b)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건조공기의 제습  가열을 하

여 서로 연계된다. 건조실에서 배출되는 습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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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공기는 R-124 시스템의 증발기와 R-134a 

시스템의 증발기를 순차 으로 거치면서 제습된 

후에 R-134a 시스템의 응축기와 R-124 시스템의

응축기를 거치면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상

태로 가열된다. 즉, 두 독립 인 열펌  사이클은 

건조 공기의 제습  가열을 통하여 상호 한 

련을 가지고 운 된다.

Fig. 2(a)에 나타낸 열펌  사이클은 건조기에 

사용되는 2-사이클 열펌  시스템의 설계를 한 

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기 하여 열펌  시

스템을 구축하 다. R-134a 시스템에는 7.5 HP 

의 압축기를 사용하여, 응축기에서 건조공기에 

25 kW의 열량을 공 하여 1차 가열을 할 수 있

도록 설계하 고, R-124 시스템에는 10 HP 의 

압축기를 사용하여 25 kW의 열량으로 공기의 2

차 가열을 하도록 설계하 다. 두 사이클의 성능

을 측한 결과, 고온부 사이클의 COP가 3.33, 

온부 사이클의 COP가 4.53으로 열펌  시스템

의  COP는 3.8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상 운

을 한 설계조건으로 기 운 에서 정상 운

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하기 하여 열용 히

터를 설치하 다.

건조기의 설계를 하여 열펌  시스템의 응축

기들에서 공 되는 50 kW의 열량으로 건조 공기

의 온도를 80℃까지 가열할 수 있도록 건조 공기

의 유량을 선정하 다. Fig. 2는 건조기의 기본 

설계를 하여 건조실과 열펌 를 거치는 공기의 

상태를 측한 것으로 이 결과에 따르면 건조공

기는 두 개의 응축기에서 가열되어 81.8℃의 온

도로 건조실로 들어가며 건조 후에 43.7℃로 증

발기로 들어가서 제습  냉각이 된다. 건조공기

의 상 습도는 응축기에서의 온도상승으로 4.6%

로 낮아졌다가 건조기에서  수분 증발로 53.2%로 

증가하며 증발기에서 제습된다. 실제의 건조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에는 건조공기의 일부가 열펌

를 바이패스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 다. 이러

한 방법으로 건조실 내를 흐르는 공기의 유량을 

증가시켜 건조기의 용량을 증가시켰다. 

2.2 실험방법

건조실은 2.0 m (길이) × 1.5 m ( 비) × 2.0 

m (높이)의 크기를 가지며 건조실 내부에 2×2 

행렬의 형태로 54개의 피건조물 거치용 사각 용

기가 설치되었다. 사각 용기의 벽면들은 다공성 

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조 공기가 피건

조물 사이를 통하여 흐른다. 이는 용기 내의 

피건조물의 균일한 건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다.

피건조물의 건조 상태를 악하기 하여 건조

실 입, 출구, 열펌 의 응축기, 증발기 , 후에서 

건조 공기의 온도와 상 습도를 온습도센서 

(E+E ELECTRONIK, E99-1)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열펌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각 

사이클에서 압축기 후, 열교환기의 후에서 

온도와 압력, 그리고 냉매의 유량을 측정하 다.

피건조물로는 해면용 스펀지를 사용하 는데, 

기 함수율은 약 95% (wet basis)이고, 각 용기

에 10 kg 씩, 모두 540 kg을 1회 건조에 투입하

다. 피건조물의 질량 변화는 소량의 피건조물

이 담긴 소형 용기를 로드셀 (Dacell, UMI-K5)

과 함께 설치하여 측정하 다. 건조기  열펌

의 에 지 소모량을 측정하기 하여 디지털 

력계 (Yokogawa, WT230)를 설치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고온용 열펌  건조기 실험에 사용된 해면용 

스펀지는 편의상 건조실 내의 피건조물 거치 용

기의 크기에 맞게 단하여 사용하 고, 피건조

물 내에 공기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약 50 시

간의 건조 과정에 한 결과들을 보여 다. Fig. 

4 ～ 7의 결과들은 건조온도를 80℃로 설정하여 

측정한 결과들은 보여 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건조 기에는 피건

조물의 함수율이 높아 건조 부하가 크므로 건조

실 입구 공기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수분 증발에 많은 에 지가 소모되므로 건조실 

출구의 공기 온도는 건조 기에 낮고 건조가 진

행되면서 높아진다. 건조가 거의 완료되면 수분 

증발에 소요되는 에 지가 거의 없으므로 건조실 

입출구의 온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 다. 

건조실 입출구의 습도 변화도 건조과정이 진행되

는 것을 단할 수 있는 라미터이며 건조가 진

행되면서 입출구의 습도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Fig. 4(b)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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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drying air during drying

 

Fig. 5와 6은 각각 열펌 의 응축기와 증발기 

 후의 온도와 습도 변화를 나타낸다. Fig. 5(a)

에서 건조실 입구 온도를 80℃로 유지하기 하

여 R124 사이클의 응축구 출구의 공기 온도가 

약 94℃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온도 상승은 기의 큰 건조 부하를 처리하기 

한 것이다. 건조 기에는 R134a 사이클의 응

축기에서 공기는 약 32℃에서 약 70℃까지 가열

되며, R124 사이클의 응축기에서 약 94℃까지 가

열된다. 이 건조 공기는 건조실 출구에서 순환된 

약 67℃의 공기와 합류하여 건조실로 들어간다. 

건조 부하가 감소하는 후반부에는 R134a 사이클

의 응축기에서 공기는 약 22℃에서 약 58℃까지 

가열되며, R124 사이클의 응축기에서 약 85℃까

지 가열된다. 

건조 공기의 상 습도는 건조 시작 후 약 20 

시간 동안은 100%에 근 하여 거의 포화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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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drying air flowing through condensers

있음을 보여 다. 건조 시작 후 10 시간이 경

과된 후에 상 습도는 R124의 증발기에서 제습

되고 온도가 감소하면서 약 19%에서 74%로 증

가하며 R134a 사이클의 증발기를 거치면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다. 건조 후기에는 증발기를 지

나는 공기의 온도가 증가하고 상 습도가 감소하

면서 증발기의 제습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건조 과정에서 열펌  시스템의 성능을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론 으로 쉽게 

측할 수 있듯이 R134a 사이클의 COP가 크게 

나타나는데, R134a 사이클의 COP가 3.5 이상, 

R124 사이클의 COP는 반에 약 2.7에서 후반에 

약 3.4로서 시스템의 체 COP는 R124 사이클의 

향으로 건조 기에는 3.0에 약간 못 미치지만 

후반에는  3 . 4  정도의  높은  값을  보여 다. 

Fig. 8은 건조 과정 동안의 피건조물의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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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drying air flowing through evaporators

 함수율 변화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건조

과정의 진행과정을 찰하기 하여 질량  함

수율 변화를 무차원 형태로 나타내었다. 측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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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P of the two-cycle heat pu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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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 of mass and moisture content 

during drying

과로부터 80℃의 건조에서는 약 10시간, 70℃ 이

하의 건조온도에서는 약 15시간의 항률건조기간

을 찰할 수 있다. 건조시간은 80℃의 경우에 

32시간, 70℃의 경우에는 38시간, 60℃의 경우에

는 약 45시간으로 나타났다. 건조시간은 건조 온

도의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데, 반 으로 건조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피건조물이 열펌  건조기 시험용으

로 큰 덩어리의 스펀지를 사용하 기 때문에 건

조시간이 길어졌는데, 피건조물을 크기가 작은 

작은 조각으로 분쇄한다면 건조시간을 크게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설계, 제작된 고온용 2-사이클 

열펌  건조기의 건조 특성을 악하기 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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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수행하 다.

사용한 피건조물에 하여 건조 온도에 따라 

건조온도는 약 32 - 45 시간으로 나타났고, 10 

시간 이상의 항률건조기간을 찰할 수 있었다. 

건조 반에는 활발한 수분의 증발로 건조실 입

출구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건

조가 진행되면서 수분 증발의 감소로 건조실 입

출구 상태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건조기에 사용된 열펌  시스템의 총 COP는 

건조 기에는 3.0에 약간 못 미치지만 후반에는 

3.4 정도의 높은 값을 보여주므로 에 지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에 지 리공단의 지원으로 수행

인 에 지 약기술 개발사업의 일부이며 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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