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표면적A : ( )㎡
 열전도계수: (W/m K)․
전류I : (A)
열전달량Q : (W)
열저항R : (K/W)
온도T : (K)
물질 이동량M : (kg/h)
물질 이동계수K : (kg/ Mol h)㎡ ․ ․

하첨자

저온부c :
고온부h :
포화상태s :

서 론1.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편리함 추구와 동

시에 초고속 시대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발맞,
춰 생활가전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두드러지

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 ,
상기후와 황사 현상 등 옥외활동의 제약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일을 집안에서 해결하려

는 경향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중 하,
나인 빨래 건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가정용 의류건조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

가하고 있다.
건조와 관련된 기술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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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이 식품 또는 재료,
등 산업분야에서 이용되어 왔으며 가정용을 위,
한 의류건조기용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기술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으로써 변화되고 있는 건

조기의 성능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소,
음이 적고 가열 및 냉각성능을 모두 갖춘 열전소

자를 이용한 의류건조기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성능 분석을 통해 열전소자 이용의 적합성을 판

단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2.

열전소자에 관한 연구2.1
열전시스템은 반도체의 전자와 정공의 이동에

의해 열을 전기로 전기를 열로 직접 변환시키는,
기술로서 금속이나 반도체는 고체 전해질과 같은

열전 재료 양단에 전류나 온도차가 주어졌을 때,
셀 양단에는 기전력이 발생하거나 열 이외Joule
의 발열 흡열현상이 일어난다 년 은, . 1821 Seebeck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도체의 접합부에 열을 가하

였을 때 양단에 전위차가 생긴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년에는 가 서로 다른. 1833 Jean Peltier
물질에 전류를 통과시켰을 때 접합부 근처에서,
온도차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Lenz
에 의한 효과의 본질 규명과 에Peltier Thomson
의한 과 계수들의 관계가 밝혀졌으Seebeck Peltier
며 년 에 의해서 열펌프 및 발, 1911 Altenkrirchon
전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었다(1,2) 최근에는.
Solomon(3)에 의해서 열전소자와 재료와 형상 구,
조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냉동기의 성능을 향상시

키는 연구가 발표되었고, Miner and majumdar(4)는

과도전류 열전효과를 이용하여 열전소자의 성능

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Huang et al.(5)는 열전소자

의 고온측에서 충분한 방열이 이루어질 경우에

열전소자가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

를 발표하였다. You et al.(6)은 열전소자 및 열전

냉각 장치에 관한 이론해석과 실험을 수행하여

최대 성적계수와 온도특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열전소자의 원리 및 열적 성능 평가2.2

α

α

가정용 의류 건조시스템2.3
현재 가정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의류건조기는

습기의 처리방식에 따라 배기형과 제습형이 있

다 배기형 의류건조기는 팬의 회전으로 빨아들.
인 공기가 히터에서 가열된 후 세탁물에 쬐어진

다 드럼이 계속 회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옷감.
을 앞뒤좌우로 뒤집어 준다 이 때 나오는 습기· · · .
는 팬에 의해 밖으로 배출된다.
제습형 의류건조기는 습기 처리방식이 다른데,
뜨거운 공기가 드럼을 통과하긴 하지만 드럼 외

Fig. 1 Operation principle of a thermoelectric
cool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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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열교환기를 통해 드럼에서 나온 습기를 응

축시킨 뒤 물로 배출된다 즉 습기 중의 물은 아. ,
래로 빠지고 뜨거운 공기만 분리되어 드럼 가운

데를 순환하는 구조다 이와 같이 열원을 재활용.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큰 효율과

건조속도를 얻을 수 있으며(7) 대표적인 예로 열,
펌프 건조기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조시스템은 열펌프를 이

용한 건조기와 유사한 형태로써 열전소자의 발,
열부를 이용하여 내부에 열을 가하고 건조기 내

부에서 순환된 다습한 공기는 열전소자의 흡열부

에서 응축되어 물로 제거되는 원리이다, .

밀폐공간에서 수분의 물질전달2.4
물에 수증기를 함유한 공기를 접촉하여 통과시

키면 그때 조건에 따라 물에서 기상으로 또는 기

상에서 액상으로 물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 소.
량의 물이 다량의 공기중에 발생할 경우를 고려

해보면 습공기의 수증기 몰 가 현재 포화수증, y
기 몰 ys보다도 낮은 상태에 있는 경우 물의 증

발이 일어나며 증발속도는 ys 의 크기에 비례하-y
게 된다.
이때 수면의 전 표면적을 로 하고 비례정수A ,
를 로 두면 이동량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K M
있다.

가습 증발 의 경우: ( )

감습 응축 의 경우: ( ) (2)

실험장치 및 방법3.

가정용 소형 의류건조기에서 열전소자의 적용

Fig. 2 Test setup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clothing dryer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밀폐형

공간에서의 건조성능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에서와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Fig. 2 .

시험부3.1
현재 제작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용,
열풍식 건조기와 동일한 규모로 W595 * D610 *

의 사각 블록 형태의 옷걸이형 건조기를H1435
이용하였다.

증발 응축 및 내부순환장치3.2 ㆍ

열전소자 블록의 열원부 및 냉각부에 각각 방

열 냉각핀이 부착된 열전소자 를 로 하2EA 1SETㆍ

여 를 하부에 개폐문과 평행으로 설치하고2SET ,
건조기 바닥에 순환 팬을 장착하여 고온의 공기

가 상부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순환된 다.
습한 공기는 다시 냉각부측에서 응축이 되어

장치를 통해 건조기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drain
였다.

열전소자 블럭3.3
본 실험에서 사용된 열전소자의 세부 사항은

Thermoelectric module
Maximum current, A 5.3
Maximum voltage, V 15.4

Maximum capacity, W 56.5
Δ , K 70

Dimension(L×W×H), mm 40×40×4.0

Table 1 Specification of thermoelectric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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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ecific view of thermoelectric module block

에 나타나 있으며 원활한 열전소자의 작Table 1 ,
동 및 내부 공기순환 수분의 이동과 응축을 위,
해 방열부는 방열핀과 팬을 냉각부는 냉각핀을,
각각 부착하였다 이와 같은 발열부와 냉각부 및.
열전소자 로 구성된 블록을 과2EA 2SET Fig. 3
같이 제작하였으며 전도에 의한 열전달을 차단,
시키기 위하여 단열재를 이용하여 발열부와 냉각

부를 단열하였다.

온도 및 습도 측정3.4
열의 방출에 의한 물의 증발시와 응축시 온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전대를 이용하여 열T-type
전소자에 부착된 방열핀의 상하좌우 곳 반대편4 ,
냉각핀의 상하좌우 곳을 각각 측정하였고 건조4 ,
기 내부의 온도 측정을 위해 건조기 상부와 하

부 측면 곳을 측정하였다 또한 상부와 하부에, 2 . ,
디지털 상대습도계 를 부착하여(Delta OHM Co.)
수분의 증발 공간과 응축공간의 상대습도를 측정

하였다 제습률 및 비제습률 은 피건. (MER) (SMER)
조물의 건조전과 건조후의 수분량을 측정하여 계

산하였다.

실험방법3.5
시험부 내부에 일정한 양의 탈수된 수건을 건

조기에 넣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전 수건의.
무게와 실험 후 무게를 비교하여 건조된 수분의

양을 측정하였고 열전소자의 가동시간에 따른,
내부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와 같은 조건으로 공급 열량과Table 2
내부순환을 위한 하부 팬의 풍속을 각각 변화시

Inlet air circulating
flow rate( /s) 0, 0.0236, 0.0472

Input power(W) 133, 266, 399
operating time(hour) 1, 2, 3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켜 시간에 따른 온습도 변화 및 제습량을 측정하

였다.

실험결과4.

시간에 따른 핀의 온도분포4.1
열전소자의 공급열량을 로 일정하게 하여266W

팬에 의한 내부 순환 공기량에 따른 방열핀 및

냉각핀의 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
는 시간에 따른 표면온도의 평균을 나타Fig. 4

내는 그래프이다 팬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 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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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verage temperature of heating&cooling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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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R according to inlet air circulating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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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MER according to inlet air circulating
flow rate

핀 및 냉각핀의 온도가 가동하였을 때의 온도보

다 낮게 나타났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온도차

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부순환량을 에서 로 증가시0.236 /s 0.472 /s㎥ ㎥

켰을 때 핀의 표면온도는 냉각부와 방열부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부 순환 공기량에 따른 제습량4.2
내부 순환 공기량의 변화에 따른 제습률(MER)

을 공급열량별로 각각 측정하여 에 나타내Fig. 5
었다 공급열량이 낮은 의 경우 순환 공기. 133W
가 증가할수록 일정한 제습률 의 상승이 나(MER)
타났다 공급열량이 와 의 경우는 순환. 266W 399W
공기의 증가에 따른 제습률 의 증가율이 공(MER)
기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급열량의 상승에 따라 순.
환공기의 영향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며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의 순환은 일정 순환,
량 이상이 되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은 내부 순환 공기량의 변화에 따른 비제Fig.6
습률 을 나타내었다 내부 공기의 순환량이(SMER) .
또는 의 경우는 공급열량에 따른 비제0 0.236 /s㎥

습률의 차이가 없었으나 로 공기 순환한, 0.472 /s㎥
경우는 과 의 비제습률보다 공급열량266W 399W
이 적은 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133W .
통해 공급열량이 낮은 경우 내부 순환 공기량과

비제습률이 비례함을 확인하였다.

결 론5.

공급열량 에서 시간에 따른 냉각핀과1) 266W
방열핀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 내부 순환되,
는 공기량의 상승에 따라 핀 온도 또한 상승하였

으며 일정 공기량 이상에서는 공기량의 변화에

무관하게 핀 온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습률 과 비제습률 역시 내부2) (MER) (SMER)

공기 순환량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기 순환량의 증가할수록 공,
급열량이 낮은 경우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밀폐공간에서 내부 순환에 따른 건조율을 분석

한 결과 의 낮은 공급열량에서는 공기 순, 133W
환량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공급열량이,

와 의 경우 순환량이 증가할수록 영향266W 399W
을 더 작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을 통해 열전소자를 이용한 건조 시스

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밀폐 공간에,
서의 성능을 토대로 외부와의 공기 순환시 건조

기 성능을 분석함과 동시에 열전소자의 제습성,
능을 이용하여 단순 방출이 아닌 제습을 통한 폐

열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밀폐된. ,
건조기 내부에서의 공기 흐름 분석을 수치해석적

으로 접근하여 최적의 공기흐름의 구조 설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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