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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의 열적 특성에 관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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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drying mechanism is analyzed for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of an electric clothes dryer which 
consumes more electric power than other appliances. For the purpose, characteristic curves of the dryer such as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evaporation rate, mass transfer coefficient, remaining moisture content curves are 
experimentally obtained.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analysis of drying mechanism, the effect of power of   
a heater and heat loss on the power consumption of an electric clothes dryer are systematically presented.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controlling heat loss at the heater as well as backduct component to decrease the power 
consumption of an electric clothes dryer.

기호설명 

ρ        : 밀도(kg/m3) 
r       : 드럼의 반지름(m) 

AirOHD −2
 : 물질 확산계수(m2/s) 

Cδ   : 농도 경계층(m) 

DRe   : Reynolds 수 
Sc      : Schmidt 수 
D       : 드럼의 직경(m) 
v   : 동점성 계수(m2/s) 
V      : 드럼 내의 속도(m/s) 

mh   : 물질전달계수(m/s) 
n   : 질량 유속(m/s) 
M  : 분자량(kg/kmol) 

sA   : 실험 포의 표면적(m2) 
C  : 몰 농도(kmol/m3) 
 

m : 질량분율 
P : 압력(kPa) 
T : 온도(K) 
ℜ  : 일반기체 상수 (KJ/kmol∙ K) 
h : 대류 열전달 계수(W/m2∙ K) 
A : 히터 표면적(m2) 

PC  : 비열(kmol/m3) 
m&  : 질량유량(kg/s) 
 

1. 서 론 

세계적으로 전기에너지 소비는 매년 증가 추세
에 있으며 적산 전력 소비량은 1993 년에 5571Twh
에서 2003 년에는 6362Twh 로 약 14.2%(791Twh)가 
증가되었다.(1) 전력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화학에
너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CO2 및 여러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온실
가스는 EU 회원국, 미국, 일본 및 캐나다 등 38 개
국은 2012 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 년 대비 평균 5.2% 감축시켜야 한다.(2) 따라
서 위와 같은 환경문제와 더불어 소비 전력의  감
축 문제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큰 장치들의 효율 

† 책임저자,비회원,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E-mail : spjang@kau.ac.kr  
TEL : (02)300-0112  FAX : (02) 3158-4429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

 LG 전자 DA사업본부 연구소 



 

 
2

증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2006
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7대 기술기반 고효
율 에너지기기 개발사업’으로 보일러, 전동기, 공
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 등
이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국가 주도적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중에서 건조기 효율은 현재 
50%에 머물러 있지만 2012 년까지 7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건조기 분야들 중 의류 건조기
에 대한 타 국가의 사용량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
의 경우 1990 년대는 미국 가정의 80%가 건조기
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개체수로 7600 만대 이상
이며(3), EU 에서는 설치 공간 및 일조량의 부족으
로 가정용 건조기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매년 400만대가 넘는 건조기가 팔리고 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전기기기(Wet appliance) 평
가 기준인 SEC 등급은 현재 대부분의 의류 건조
기가 B 등급 이하지만 2016 년까지 A 등급을 요구
하고 있다.(4)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근거해 보면 
의류 건조기는 소비 에너지 증가와 환경문제 때문
에 필수적으로 고효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Bassily et al(5,6)은 공
급 열량은 2600W, 팬의 RPM 은 1750RPM 및 부
하 질량은 2.691kg 에서 건조기 효율의 최적 드럼 
RPM 값은 45RPM 이며 드럼에서 손실되는 유량을 
막음으로써 건조 시간이 감소됨을 발표하였다. 또
한 위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건조기 내의 최적 
Reynolds 수가 2500 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급 유량에 따른 드럼 내에서의 건
조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 분석과 열량 변화 및 유
량 변화에 따른 건조 특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드럼의 유량
조건에 따른 건조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의류 건조기에 영향을 미치는 공학
적 인자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건조기 내부에
서 의류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드럼 내부 온도
(Temperature)와 건조기 출구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옷감에서의 수분 증발율(Evaporation 
Rate), 옷감과 가열된 공기의 물질 전달 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 잔류 수분량(Remaining Moisture 
Content)등 5 가지로 구분되는 의류 건조기의 특성 
곡선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건조
에 사용된 열량과 열손실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일반의류 건조기의 소비 에너지 효율 증
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건조 메커니즘 및 특성 곡선 

2.1 건조 메커니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의류 건조기의 드럼 

내에서의 Reynolds 수에 따른 건조 메커니즘을 분
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류 건조기에 영향을 
미치는 공학적 인자를 파악하고자 한다. 젖은 옷
감으로부터 건조가 일어나는 동안 드럼 내에서는 
물질 전달이 일어나며 원통형 좌표계에서 물질 전 
달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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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 u는 축방향의 속도, v는 반경방향의 
속도, OH 2

ρ 는 물의 밀도, AirOHD −2
는 물과 공기의 

물질확산 계수 그리고 r은 드럼의 반지름을 의미
한다. 좌측 식은 물질 대류(Convection)에 의한 항
이고 우측 식은 물질 확산(Diffusion)에 의한 항이
다. 만일 물질 확산(Diffusion)에 의한 항이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면  Scale  Analys is ( 7 )를  
통해 식(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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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에서 Cδ 는 농도 경계층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Re 1 <<−n
D Sc              (3)  

여기서 Schmidt 수는 다음과 같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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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을 식(4)를 이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D는 드럼의 직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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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 5 )에서  공기와  물의  물질확산  계수
( )smD AirOH /1026.0 24

2

−
− ×= 와 공기의 동점성 계수 

( )sm /10155.0 24−×=ν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최종 
적으로 다음과 같은 값을 없을 수 있다. 

)10(Re OD <<               (6) 

식(6)에 의하면 Reynolds 수가 10 이하면 물질 
확산에 의한 항이 주요 메커니즘이며 10 보다 커
지면 물질대류가 주요 메커니즘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쓰인 건조기의 드럼 내
에 서 의  속 도 ( )smV /131.0= ,  동 점 성 계 수

( )sm /10155.0 24−×=ν ,  드럼의  직경 ( )mD 6858.0=  
을 고려하여 Reynolds 수를 구해보면 식(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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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nolds 수가 1000 이상이므로 드럼 내의 주요 
메커니즘은 물질 대류(Convection)에 의한 항이라 
할 수 있다. 
물질 대류(Convection)에 의한 항에서 중요한 물 
질 전달 계수 hm은 식(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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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h , OHn
2

, sA , OH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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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각각 수분의 물질 전달 계수, 질량유속, 표면적, 
분자량, 밀도, 몰농도를 의미하며 식(8)에서 몰농
도는 몰분율과 이상기체방정식으로 표현 가능하며  
이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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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Hm
2

, P, T, ℜ은 각각 질량분율, 압력, 

온도, 일반기체 상수를 의미하며 식(9)에서 질량분
율은 밀도의 비이므로 상수이고, 압력은 건조기 
내부에서는 대기압이므로 이 또한 상수라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질 전달 계수 hm 은 온도에 
영향, 즉 히터의 공급 열량에 영향을 받고 질량유
속은 팬에 의한 유량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의
류 건조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요소는 유량과 공급 열량임을 알 수 있다. 

2.2 특성곡선 

본 실험에서 건조기의 특성 곡선을 살펴보면 의
류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드럼  내부  온도
(Temperature)와 건조기 출구 상대습도(Relative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0

40

80

120

160

200

240

280

Evaporation Rate

hm

Relative Humidity

TemperatureRMC

 B
 B
 E
 H
 O

5400W, 2.9CMM, 8lb
 Temperature (oC)
 Relative Humidity (%)
 Evaporation Rate (kg/s*5*104)
 hm (m/s*105)
 RMC (kg*5*10)

Time (sec)

Final
Stage

Steady Dry
Stage

Initial
Stage

 
Fig. 1 Characteristic Curve of Clothes Dryer 

 
Fig. 2 Clothes Dryer 

 
Humidity), 옷감에서의 수분 증발율(Evaporation 
Rate), 옷감과 가열된 공기의 물질 전달 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 잔류 수분량(Remaining Moisture 
Content)등 총 5 가지의 곡선으로 건조기의 열적 
특성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드럼 내부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건
조 초기에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건조 중기에 
서는 거의 일정하다가 건조 말기에는 수분 증발은 
감소하고, 히터 발열량은 동일하여 온도가 서서히 
상승한다. 두 번째로 드럼 출구에서 습공기의 상
대 습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건조 초기는 높은 상
대습도를 유지한다. 그 후 상대 습도는 건조 중기
에서는 거의 일정하다가 서서히 감소하지만 건조 
말기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세 번
째로 잔류 수분량 곡선은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의류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수분량을 나타낸 것으
로, 건조가 막 시작되었을 때와 건조가 끝나기 직
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수분증발량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수분 
증발율(Evaporation Rate)은 의류 표면에서의 수분 
증발을 표현한 것으로, 잔류 수분량 곡선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 건조 초기에는 급격히 증가
하다가 건조중기에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고 
건조 말기 에는 급격히 감소한다. 다섯 번째로 물
질 전달 계수 hm 에 관한 곡선으로 건조 초기에는 
감소하다가 건조 중기와 건조 말기에는 거의 일정 
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조 초기에는 많  
은 양의 수분이 공기로 전달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Fig. 3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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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이 일정해지기 때문이다. 본 실험결과를 통 
해 건조기 의 특성 곡선을 분석해 본 결과 특성곡
선은 Fig. 1과 같이 나타나며,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 영역인 건조 초기, 건조 중기 그리고  
건조 말기로 구분할 수 있다. 

3.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조기는 Fig. 2 와 같이 일반
적인 배기식 의류 건조기이다. 건조기의 히터 용
량은 5400W 이고, 건조기로 유입되는 유량은 
2.9CMM 이며 드럼의 크기는 27in 이다. 배기식 의
류 건조기의 유체흐름은 외기의 공기가 히터를 지
나면서 가열되고 가열된 공기는 드 럼으로 들어가 
드럼에 있는 옷감을 건조시킨다. 드럼을 지난 유
체는 팬에 의해 배기구를 통해 외 부로 방출된다. 
사용된 실험 장치의 구성도는 Fig. 3과 같다. 실험
에서 외부의 영향을 가급적 줄이고 실제 외부에서 
건조기 내부로 들어가는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폭 810mm, 높이 1010mm, 총 길이 3000mm 인 메
인 덕트를 제작하였고 메인 덕트로 들어가는 입구
에 유량계를 설치하였다. 히터의 용량인 공급 열
량을 가변 시키기 위해 슬라이닥스를 설치하였고 
RTD 센서를 이용하여 건습구 온도계를 만들고 이
를 메인 덕트 입구와 건조기의 배기구에 설치해서 
습도를 측정하였다. 유량 변화를 위해 블로워와 
인버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실제 히터를 통해 가
열되어 드럼으로 들어가는 유량은 히터 앞에 피토 
튜브를 설치하고 마노메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조기 내의 온도는 Table 1.과 같이 건조기 내부
에 각각의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 정하였다. 설치
된 열전대는 자료 획득장치를 통해 온도를 측정하
게 된다. 그 외 적산전력 및 히터의 전력량을 측 
정하기 위해 파워메터를 설치하였다. 
실험은 유량과 열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유량의 변화는 2.9CMM, 3.3CMM, 
3.6CMM, 열량의 변화는 5000W, 5400W, 5600W으
로 실시하여 총 실험 Case는 9가지이고, 실험 부  
하는 KS포이며 질량은 8lb(3.629kg)이다. 

Table 1 Location of Attached Thermocouples in Dryer 

위치 열전대 수 

히터 표면 2 

히터 출구 2 

드럼 입구 4 

드럼 출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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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Power and Volume Flow Rate on the  
Drying Time 

하는 KS포이며 질량은 8lb(3.629kg)이다. 

4. 결 과 

4.1 유량과 공급 열량 변화에 따른 건조 시간 

유량 변화와 공급 열량 변화에 관한 건조 종료 
시간은 Fig. 4및 Table 2.와 같다. Fig. 4 및 Table 2.
에서 보듯이 동일한 히터공급 열량에서 유량은 
2.9CMM 에서 3.6CMM 으로 24.1%증가 하였으나 
건조 종료 시간은 단지 3.4% 감소하였다. 반면 동
일 유량에서 열량은 5000W 에서 5600W 으로 12%
가 증가 했을 때 건조종료시간은 10% 감소하였다. 
따라서 유량의 변화 보다 공급 열량의 변화가 건
조 시간에 중요한 요 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드럼 내부에서 건 조에 미치는 두 가지 요소인 
공급 열량과 유량 중 공급 열량이 유량 보다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건조기 내부에서 
히터공급 열량의 손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급 
열량 중 손실량을 줄일 수 있다면 건조기 에너지 
효율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 유량에서 공급 열량 변화에 따라 드럼 내
부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Fig. 5와 같다. 열량이 
크면 클수록 특성곡선에서 나누었던 영역 중 건조 
초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건조시간이 단축됨을 알 수 있다. 만일 히터의 공  

Table 2 Effects of Power and Volume Flow Rate on the  
Drying Time 

 5000W 5400W 5600W 

2.9CMM 30분 28분 27분 

3.3CMM 29.5분 27.5분 26.5분 

3.6CMM 29분 27분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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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Power on the Drying Time 

 
급 열량을 초기에는 많은 양을 가하고 일정 시간
이 지나면 일정 온도를 유지할 있을 만큼의 열량
을가한다면 건조 시간은 물론 전력 소비량의 감소 
및 적산전력 감소로 인해 소비 에너지 효율 증대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건조기 내의 열손실 및 건조 열량 

본 실험에서는 열전대를 통해 건조기 내부의 열  
손실 및 건조열량을 분석해 보았다. 건조기 내부
의 열손실 및 건조열량은 크게 Q1~Q5 까지 5 가지
로 구분된다. Q1은 Fig. 6 (a)와 같이 히터 주위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이고 히터주위와 히터벽면의 온도 
를 측정하여 식(12)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h, A, wallheaterT , , ambientT 는 각각 대류 열전달계수, 
히터표면 면적, 히터표면 온도, 외부 온도를 나타
낸다. 

( )ambientwallheater TThAQ −= ,1          (12) 

Q2은 Fig. 6 (b)와 같이 Backduct 를 지나면서 생
기는 열손실이고 히터를 지나 가열된 유체와 드럼
입구에서의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여 식(13)를 통
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Airm& , AirpC , , outletheaterT , , 

InletDrumT 는 각각 대류 공기의 질량유량, 공기의 
 

 
(a) Heat Loss Q1           (b) Heat Loss Q2 

Fig. 6 Heat Loss around the Heater(Q1) and Heat Loss at 
the Backduct(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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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atio of Heat Loss Q3 

 
비열, 히터를 지난 공기의 온도, 드럼 입구에서의  
온도를 나타낸다. 

( )InletDrumoutletheaterAirpAir TTCmQ −= ,,2 &    (13) 

Q3 은 실제 건조에 쓰이는 열량으로 드럼입구에
서의 유체의 온도와 출구에서의 온도를 측정하여 
식(14)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OutletDrumT 은  

드럼 출구에서의 온도를 나타낸다. 

( )OutletDrumInletDrumAirpAir TTCmQ −= ,3 &    (14) 

식(14)를 통한 공급열량 대비 Q3 의 비율은 유량 
과 공급 열량에 따라 Fig. 7과 같으며 최대 72.2% 
에서 최소 65.2%이고 평균 68.9%이다. 

 
Q4 는 배기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열손실로 드럼
출구에서의 유체의 온도와 외기 온도를 측정하여 
식(15)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OHm

2
& , OHpC

2,  

는 각각 수분의 질량유량, 수분의 비열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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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atio of Heat Loss Q1 



 

 
6

5000
5200

5400
5600

8

10

12

14

16

18

20

3.6

3.3

2.9

Volume Flow Rate(CMM)
Pe

rc
en

ta
ge

(%
)

Power(W)

 
Fig. 9 Ratio of Heat Loss Q2 

 

ambientOutletDrum

AirPAirOHPOH

TTT

TCmTCmQ

−=∆

∆+∆= ,,4 22
&&

     (15) 

Q5 는 그 외의 열손실로 식(16)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QTotal은 공급 열량이다.  

43215 QQQQQQ total −−−−=        (16) 

Q1~Q5 까지 열손실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열
손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Q1 과 Q2 로서 두 
부분의 열손실을 유량과 공급열량에 따라 살펴보
면 Fig. 8과 Fig. 9과 같다. Q1은 공급열량 대비 최 
대 3.5%에서 최소 2.4%의 손실을 가지고 있고 Q2

는 공급열량 대비 최대 18.8%에서 최소 10.0%의 
손실을 가지고 있다. 현 시스템인 5400W, 2.9CMM
에서 Q1 과 Q2 합은 17.8%이다. 17.8%의 열손실 
중 14%를 줄일 수 있다면 건조시간은 동일하고  
공급열량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적산전력은 약 
13%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소비 전
력의 감소로 인해 건조기 자체 효율은 상승될 것 
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건조기 자체 효율은 전체
공급 전력인 7200W 에서 실제 건조에 쓰이는 열
량은 3640W 으로 효율은 50.5%인 반면 히터와 
Backduct 의 열손실 중 14%의 열손실을 줄였을 때 
전체 공급 전력은 6444W 로서 실제 건조에 쓰이
는 열량은 3640W 으로 동일 하다면 건조기 효율
은 56.5%이므로 6%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조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공급 
열량과 유량이 건조에 중요한 Parameter 임을 파악
하였다. 그리고 온도(Temperature), 상대습도

(Relative Humidity), 수분 증발율(Evaporation Rate), 
hm(Mass transfer coefficient), 잔류 수분량(Remaining 

Moisture Content) 등 총 5 가지의 특성 곡선을 분
석하였고 총 건조 시간은 시간에 따라 건조 초기, 
건조 중기 그리고 건조 말기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공급 열량과 유량에 따른 건조 시간의 관 

계 살펴보면 건조시간은 유량보다 공급 열량이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기
의 온도 변화가 전체 건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 공급 열량을 가변 시킬 수 있다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소비 에너지를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조기 내부의 열적 현상의 분석 결과 히터와 

Backduct 의 열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 보았다. 현 시스템인 5400W, 2.9CMM 에서 
이 두 부분의 열손실은 공급 열량 대비 17.8%였
고 이 중 14%의 열손실을 감소시킨다면 적산전력
은 약 13% 감소효과를 얻을 있었으며 건조기 자
체 효율은 50.5%에서 56.5%로 6%가 향상되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현 건조기 시스템보다 전
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향후 의류 건조기 연구의 
중요한 실험 결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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