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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oling dryer, the mixed cooling 

dryer was developed by adding the desiccant dryer which supplement the cooling dryer's 

demerits. Also, the hybrid desiccant cooling dryer was developed to use effectively the 

exhaust heat energy of the cooling dryer. It could make a more that 20 percent reduction in 

energy compared with the mixed desiccant cooling dryer. It has become essential to supply 

this equipment and search the suitable drying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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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 항률건조속도 [kg/m
2
h],      

     : 감률건조속도 [kg/m2h]

     :  무수재료의 량 [kg]

      :  표면  [m
2
]

     :  물질이동계수 [kg/hm
2
℃]

       :공기의 물질속도 [kg/hm2]

     : 재료표면일정온도에서의 포화 습도 [kg/kg‘]

     :  재료주변공기의 습도 [kg/kg‘]

     :  열 도율 [kg/m2h℃]

     : 공기의 습윤비열 [kcal/kg℃]

     :  (재료주변공기의) 온도 [℃]

     :  습구온도 [℃]

      :  함수율,     :  한계함수율,    :  평형함수율

      : 항률건조시간 [h],                :  감률건조시간 [h] 

      :  습구온도에서의 증발잠열 [kcal/kg]  

1 .  서  론

최근에는 식생활의 합리화에 따라 다양한 건조

식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

라 고품질의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식품건조

의 장·운반의 향상을 목 으로 한 시 는 지나

가고 오늘날 식품과학의 발 과 같이 복원성·풍

미 등에 한 품질향상이 추구되고 있다. 그리고, 

로부터 비교  안정된 가격의 식품을 경제 이

면서 량으로 건조하는 방법으로 천일이나 열풍

건조가 많이 이용되어져 왔으며, 재에도 천일

이나 열풍건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천일에

서는 기후에 좌우되어 균일한 건조물이 얻어지지 

못하고,  열풍건조는 수분에 열을 가해 증발시

켜 고온에서 건조하므로, 건조물의 품질, 맛, 향, 

기능성 등이 변화하고, 외국제품에 비해 에 지 

손실 한 커서 이에 응하는 냉풍건조기술과 

데시칸트 제습기술의 장 들을 조합한 고효율 데

시칸트 냉풍건조기 개발은 기존의 자동화 라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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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속 인 냉풍건조기에 별도의 복합식 냉풍건

조시스템의 데시칸트 건조 채용만으로 생산량을 

증가  운 시간 단축을 해 개발되었으나, 향

후 신규시장도입을 하여 한 계통상에 두 가지 

기능을 내장한 하이 리드 냉풍건조기를 개발하

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냉풍건조기와 복합식 

냉풍건조기, 하이 리드 냉풍건조기에 해 비교 

등에 해 기술한다.

2. 냉풍건조장치 개발진행 상황

2.1 냉풍건조의 원리

건조속도를 빠르게 하기 해서는 공기온도를 

낮춘   차를 크게 한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

이 열풍건조기이지만 고온으로 되어 식품 의 지

방분의 산화에 의한 변색, 방향(芳香)이 손실, 이

상한 냄새가 발생하는 단 이 있다. 이상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의 차를 크게 하는 방

법으로 냉각제습건조가 있다. 냉각제습건조가 설

비비용이 싸고 취 이 간편한 것은 공기노 온도

이하까지 냉각하고 제습하는 냉각제습방법이 있

다. 이 냉각제습방법을 이용한 것이 냉풍건조이

다.

Fig. 1 냉풍 건조기 계통도

순환송풍기는 건조실내의 통기속도를 올려 건

조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건조실의 상류와 하

류의 온습도차를 작게 하고 건조얼룩(고르지 못

한 것)을 방지 목 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건조실내 공기 ⓐ는 공기냉각기에서 냉각제습 되

어 ⓒ가 된다. 이 공기는 냉동사이클의 응축열 

이용에 의해 공기가열기로 ⓔ까지 가열하고 송풍

기에서 건조실로 송풍시킨다.

결국 건조실 송풍 공기는 ⓔ와 ⓐ의 공기를 혼

합한 ⓕ의 상태로 실내에 들어가 피건조물에 의

한 수분을 취하는 것으로 증발잠열로 온도가 낮

게 되어 습구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 된다.

2.2  기존 냉풍건조의 감율건조에서의 단

  

(a)항률건조구간에서의 제습량

  

(b) 감률건조구간에서의 제습량

Fig.2 에 지 감형 냉각제습기

피건조물의 건조과정에는 기의 항률건조와 

말기의 감률건조가 있으며 기존의 배열이용 냉풍

건조시스템에 있어서 항률건조구간에서는 Fig.2의 

(a)에서처럼 냉각열량이 잠열부하를 제거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피건조물의 수분증발에 이용되는 

가열부하는 응축기의 배열부하를 이용하고, 냉각

코일의 입출구의 습도가 차가 커 효율 인데 

반하여 감률건조 구간에서는 Fig.2의 (b)에서처럼  

투입되는 냉각열에 비해 열냉각부하가 크고 제

습되는 습도차가 작아져 건조시간이 길어지

는 단 이 있다.  

2.2 복합식 냉풍건조장치의 개발

복합식 냉풍건조기의 제품사진과 구성도 Fig.3

에 개략 으로 나타내었다.

Fig.3 복합식 냉풍건조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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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이 리드 냉풍건조장치의 개발

  하이 리드 냉풍건조기의 국내 최  제작된 제

품사진과 구성도를 Fig.4, 5와 Fig.6에 개략 으

로 나타내었다.

Fig.4 하이 리드 냉풍건조기 제품사진(1)

Fig.5 하이 리드 냉풍건조기 제품사진(2)

Fig.6 하이 리드 냉풍건조시스템의 구성도

복합식 냉풍건조시스템과 하이 리드 냉풍건조

시스템과의 큰 차이 은 복합식 냉풍건조기는 냉

풍건조기와 데시칸트 건조기를 독립 으로 별도

운 이 가능하며 냉풍건조의 경우에는 냉각제습

과 재열기능이 있어 단독운 이 용이하고, 데시

칸트 건조의 경우에는 온도제어를 해 냉풍운

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이 리드 냉풍건조기의 큰 특징은 냉각제습 

그리고 응축기배열로 데시칸트 건조를 하는 배열

이용 시스템으로 고온의 응축열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냉각 COP는 떨어지나 데시칸트 재생열원

은 보조열원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합식에 

비해 콤팩트하며 에 지 사용량도 어 차후에 

냉풍건조를 계획하고 있다면 하이 리드 냉풍건

조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기는 하이 리드 냉풍건조에 

한 설명이다.

 1) 항률건조(냉풍건조운 +데시칸트건조운 )

건조실내에 피건조물을 건조시키기 해 냉풍

건조기를 동작하여 건조실내의 습한 공기를 냉각

코일에서 제습되며 응결수는 드 인 배 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고, 냉각 제습된 공기는 데시칸트

로터 처리측에서 다시 데시칸트 제습과 가온이 

되어 건조실내로 공 되며, 외기공기는 압축기 

응축코일에서 가열되어 데시칸트로터 재생측에 

유입되며 처리측에서 흡착한 수분을 탈착시켜 외

기로 방출시킨다. 건조실내는 피건조물의 빠른 

건조를 돕도록 건조실내 순환형 팬은 피건조물에 

정하도록 량의 풍량으로 순환하여 피건조물

의 건조를 돕는다.

  

  2) 감률건조(냉풍건조운 +데시칸트건조운 )

피건조물이 항률건조구간을 지나 일정습도 이

하에서 감률건조가 시작되어도 하이 리드 냉풍

건조시스템은 냉각이 되면서 처리측공기의 온도

를 낮추어 테시칸트 제습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

열원을 응축기배열만으로도 건조가 빠르게 되어 

건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외기에 의한 계

인 향이 크며, 하 기보다는 동 기에 외

기 습도에 의한 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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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테스트 설비

Fig.7 항온항습 실험실 도면

Fig.8 항온항습 실험실 경사진

Fig.9 항온항습 실험실 A실, B실용 실외기 사진

Fig.10 항온항습 실험실 A실용 항온항습기 사진

Fig.11 항온항습 실험실 B실용 항온항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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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 리드 냉풍건조장치 성능 테스트

  하이 리드 냉풍건조장치를 시작품으로 제작하

여 항온항습시험실이 기계획에 비교하여 늦어

진 계로 하이 리드 냉풍건조기의 상태를 악

하기 해 자체실험을 하여 아래의 Table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나 우리가 요구하는 충족한 데이터

는 발췌하지는 못했지만 체크해야 할 항목이나 

문제 에 해서는 충분히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

다. 재생풍량을 인버터제어에 의해 풍량을 조

하여 재생온도를 조 하는 실험을 하 다.

Table 1 하이 리드제습기 제습효율 성능체크

30HZ 35HZ 40HZ 45HZ 50HZ 55HZ 60HZ 평균

ΔX(g/Kg) 4.90 3.56 4.64 3.83 6.28 4.12 5.09 4.63

제습량 (Kg/h) 7.22 5.58 7.28 5.87 9.25 6.46 7.81 7.07

총 소비 력 
(kW) 4.85 4.64 4.42 4.43 4.36 4.38 4.48 4.51

 제습효율 
(Kg/kW) 1.49 1.20 1.65 1.33 2.12 1.48 1.74 1.56

복합식(kg/kW) 0.99 0.87 0.99 0.65 0.99 0.56 0.75 0.83

*하이 리드 형이 복합식에 비해 150%이상효율 상.

Table 2 하이 리드제습기 처리측 성능체크

30HZ 35HZ 40HZ 45HZ 50HZ 55HZ 60HZ

쿨링

코일

입구

평균온도[℃] 22.04 20.67 21.17 21.67 25.41 25.22 25.30 

평균습도[%] 50.23 43.71 52.11 38.37 43.93 29.34 39.43 

습도 
[g/kg] 8.28 6.61 8.15 6.17 8.88 5.84 7.90 

엔탈피 
[Kcal/kg] 10.32 8.97 10.02 8.93 11.51 9.61 10.88 

쿨링

코일

후단

처리

입구

온도[℃] 14.27 11.24 12.51 12.07 14.94 16.04 14.47 

습도[%] 60.54 68.30 71.68 54.46 64.72 36.08 60.13 

습도  
[g/kg] 6.11 5.64 6.45 4.75 6.82 4.07 6.14 

엔탈피 
[Kcal/kg] 7.11 6.10 6.89 5.76 7.71 6.31 7.18 

냉각열량 
(kcal/h) 4,730 4,501 4,909 4,862 5,600 5,176 5,674 

제습량 
(g/h) 3,198 1,521 2,666 2,178 3,036 2,776 2,699 

처리

출구  
  

평균풍속 
[m/s] 6.93 7.40 7.40 7.23 6.93 7.40 7.23 

평균풍량 
[CMH] 1,228 1,307 1,307 1,278 1,228 1,307 1,278 

평균온도[℃] 29.49 27.52 27.57 26.99 31.36 28.65 28.46 

평균습도[%] 13.29 13.45 15.40 10.65 9.18 7.12 11.73 

습도 
[g/kg] 3.38 3.05 3.51 2.34 2.60 1.72 2.81 

엔탈피 
[Kcal/kg] 9.14 8.46 8.75 7.90 9.11 7.93 8.54 

제습량 
(g/h) 4,023 4,062 4,611 3,696 6,219 3,686 5,107 

Table 3 하이 리드제습기 재생측 성능체크

30HZ 35HZ 40HZ 45HZ 50HZ 55HZ 60HZ

재생  
     
입구 

평균온도 
[℃] 22.20 22.58 21.96 23.74 26.90 28.63 27.09 

평균습도 
[%] 60.97 60.29 59.73 42.38 35.03 23.14 29.94 

습도 
[g/kg] 10.18 10.31 9.83 7.74 7.72 5.62 6.66 

엔탈피 
[Kcal/kg] 11.51 11.68 11.24 10.40 11.16 10.30 10.56 

재생

코일  

후단

평균온도 
[℃] 65.83 63.44 58.93 57.70 55.73 54.29 51.12 

재생열량 
(kcal/h) 6,010 6,411 7,269 7,081 8,035 7,300 8,558 

재생 

출구

평균풍속 
[m/s] 2.69 3.06 3.84 4.07 5.44 5.55 6.95 

평균풍량 
[CMH] 475 541 678 719 961 981 1,228 

평균온도 
[℃] 32.08 32.38 31.44 34.14 37.48 38.09 35.03 

평균습도 
[%] 51.58 47.84 51.81 33.18 27.34 19.85 28.69 

습도 
[g/kg] 15.51 14.61 15.01 11.12 11.01 8.23 10.09 

엔탈피 
[Kcal/kg] 17.19 16.71 16.73 15.01 15.76 14.20 14.59 

탈습량 검토 
(g/h) 3,038 2,792 4,214 2,916 3,794 3,072 5,054 

Table 4 하이 리드제습기 모터측 성능체크

30HZ 35HZ 40HZ 45HZ 50HZ 55HZ 60HZ

처리

팬    
      
/       

     
재생

팬  

FAN(A) [R]
0.79  
/   
0.23

0.79  
/   
0.28

0.82  
/   
0.34

0.80  
/   
0.43

0.79  
/   0.5

0.78  
/   
0.61

0.81  
/  0.8

         [S]
0.77  
/   
0.25

0.74  
/   
0.35

0.82  
/   
0.33

0.79  
/   
0.43

0.74  
/   0.5

0.81  
/   
0.62

0.79  
/   
0.72

         [T]
0.73  
/   
0.26

0.80  
/   
0.34

0.73  
/   
0.37

0.78  
/   
0.45

0.77  
/   
0.47

0.72  
/   
0.55

0.74  
/   0.8

평 균     
0.76  
/   
0.25

0.78  
/   
0.32

0.79  
/   
0.35

0.79  
/   
0.44

0.77  
/   
0.49

0.77  
/   
0.59

0.79  
/   
0.77

소비 력 
[Kw]

0.50  
/   
0.18

0.51  
/   
0.21

0.52  
/   
0.23

0.52  
/   
0.29

0.51  
/   
0.32

0.51  
/   
0.39

0.52  
/   
0.51

압

축

기

COMP(A)    

         [R]
6.12 5.71 5.41 5.46 5.22 5.10 4.89 

         [S] 6.51 6.10 5.49 5.60 5.39 5.28 5.35 

         [T] 6.36 5.86 5.62 5.23 5.29 5.26 5.30 

평    균 6.33 5.89 5.51 5.43 5.30 5.21 5.18 

소비 력 
[Kw] 4.16 3.87 3.62 3.57 3.48 3.43 3.40 

로터

모터

MOTOR(A)  

         [R]
0.08 0.08 0.08 0.08 0.08 0.08 0.07 

         [S] 0.07 0.07 0.07 0.07 0.07 0.07 0.08 

         [T] 0.07 0.07 0.07 0.07 0.07 0.07 0.07 

평    균 0.07 0.07 0.07 0.07 0.07 0.07 0.07 

소비 력 
[Kw]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총 소비 력(KW) 4.85 4.64 4.42 4.43 4.36 4.38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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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복합식 냉풍건조시스템

건조실 조건(장비입구조건) 냉풍건조기 토출조건(습도90%) 데시칸트건조 출구조건 참고치 합계 비고

온

도

(℃)

상

습도

(%)

습도

(g/kg')

노

온도

(℃)

엔탈피

(kcal

/kg')

온도

(℃)
습도

(g/kg')

엔탈피

(kcal

/kg')

제습량

(g/kw)
습도차

(g/kg')

온도

(℃)
습도

(g/kg')

제습량

(g/2.7kw)

제습량

(g/kw)

제습량

(kg/h)

제습량

(g/kw)
습도차

(g/kg')

25 50 9.88 13.86 12.01 11.3 7.49 7.22 1,147 2.39 41.5 3.6 3,014 1,116 4.16 990 6.28

25 43 8.48 11.56 11.16 10.0 6.86 6.53 762 1.62 40.5 2.9 2,678 992 3.51 836 5.58

25 40 7.88 10.48 10.8 9.4 6.59 6.22 619 1.29 40.0 2.6 2,534 939 3.15 750 5.28

25 36 7.08 8.91 10.31 8.6 6.22 5.81 404 0.86 39.5 2.2 2,342 867 2.74 652 4.88

25 32 6.23 7.04 9.79 7.7 5.85 5.35 178 0.38 39.0 1.7 2,174 805 2.35 560 4.53

25 30 5.89 6.34 9.59 7.4 5.74 5.21 72 0.15 38.5 1.55 2,059 763 2.13 507 4.34

 주) 1.  냉풍건조 냉동기 1HP(=1kW 소비 력기 ), 풍량 480kg/h 정함, 1.2kW/HP

     2.  데시칸트퍼지건조 처리풍량 480kg/h, 재생풍량 160kg/h (퍼지형 1:1:3) 재생히터2.7kW 3m/s  =3kW

     3.  냉풍건조기+데시칸트건조기=4.2kW

하이 리드냉풍건조시스템을 국내에서 최 로 

개발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도 새로

운 시스템에 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상

기와 같이 실험설비를 갖추어 충분한 실험과 개

선을 통해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품개발에 

목 이 있다.

후 기

본고는 소기업청 소기업기술 신과제인

“제습 소재(Desiccant)이용 고효율 건조기 (제습

공조)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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