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별 사양

압력 보정표 (barG)

입구온도 보정표 (℃)

주위온도 보정표 (℃)

1. 처리유량은 입구온도 50℃, 주위온도 35℃, 입구압력 6.9barG, 이슬점 4±2˚C 기준임. 단, 혹서기 중 일시적으로 부하량이 상승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없이 이슬점 10˚C로 운전될 수 있음. 

2. 상기 전모델의 최대사용압력은 16barG이며, 표준 전원사양과 다를 경우 당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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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처리유량(Nm3/min) 이슬점(℃) 주위온도(℃) 입구온도(℃) 전원사양(V/Ph/Hz) 소비전력(kW) 접속구경 중량(kg) 외형치수(H x W x D mm) 냉매

PCMPLUS35 1.30

4 ± 2 2 ~ 50 4 ~ 60 220/1/60

TBA PT 3/4" TBA TBA

R-134aPCMPLUS75 2.73 0.49
PT 1"

70.2 751 x 363 x 943

PCMPLUS100 3.50 0.64 73.9 751 x 363 x 943

PCMPLUS200 6.83 1.30
PT 2"

122.2 931 x 523 x 970
R-407C

PCMPLUS425 14.14 2.55 185.5 1.139 x 523 x 1,141

입구압력 4 5 6 6.9 8 9 10 13 16

보정계수 0.75 0.84 0.92 1.00 1.03 1.07 1.09 1.18 1.23

입구온도 27 32 38 43 45 50 55 60

보정계수 1.59 1.26 1.05 1.03 1.02 1.00 0.73 0.65

주위온도 25 27 32 35 38 43 45 50

보정계수 1.14 1.12 1.03 1.00 0.95 0.84 0.8 0.68

열교환기

하자보증 5년

필터 내장 고온 일체형

아직도 냉동식 드라이어를 쓰고 계십니까?

지금 전세계 에어 드라이어 시장은 완벽한 제습은 물론, 최대 99%까지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상변화식 에어 드라이어로 교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잠열 (Latent Heat)

물질의 상태가 기체와 액체, 또는 액체와 고체 사이에서 변화할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 

예를 들어,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고, 반대로 물이 얼어 얼음이 

될 때는 같은 양의 열을 방출하는데 이렇게 열의 출입이 있지만 온도는 변하지 않는 

열을 잠열이라 한다. 일반적인 순수 물질의 고유 성질 중 하나인 잠열량은 현열량에 비해 

매우 큰 값을 갖는데 물의 경우 현열은 1kg당 4.18kJ, 고체로 응고시 잠열은 334kJ로 약 

80배이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압축공기 시스템에는

에어 드라이어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에어 컴프레서에서 토출되는 압축공기 중에는 대기 중의 수분과 먼지, 공해 물질, 컴프레서의 윤활유 등

각종 불순물이 농축된 채 섞여 있어 압축공기 시스템의 각 요소에 중대한 해를 입힙니다. 

예를 들면, 배관부식, 밸브고착, 계기의 막힘,

각종 공압기기의 오작동, 도장불량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공압모터 및 공압공구의 성능과 효율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제품 불량, 생산 라인 중단, 품질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에어 드라이어
PCM 시리즈가 선보이는 또 하나의 혁신!

고온의 입구 공기를 처리하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고,

전단 및 후단 필터를 모두 내장하여 설치부터 유지와 보수까지 한결 간편한

고온 일체형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PCM (Phase Change Material/상(相)변화 물질)이란? 
일정 온도 기준으로 물질 상태가 액체 또는 고체로 변화하면서 많은 열(잠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도록 만들어진 물질. 잠열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현열의 단위체적당 

축냉 효율이 수십 배 크다. 그러므로 PCM 시리즈는 소량의 PCM 사용으로도 충분한 

축냉이 가능하고, 기존의 간접 냉각식(Thermal Mass)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조는 

간단하고, 효율이 증대되는 60여 년 전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가 발명된 이후 처음으로 

소개되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차별화된 기술의 상(相)변화식 드라이어

•PCM(상변화 물질) 적용(특허출원)

•압축공기 부하에 따라 냉동 컴프레서 On/Off 제어

에너지까지 절감하는 고온 일체형 제품

•PCM 내장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적용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최대 99%까지 에너지 절감

•최단 시간 내 초기 투자비용 회수

최대 60°C의 입구공기 처리 가능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노점과 제습 성능 제공

전/후단 필터 내장으로 기본 성능 업그레이드

•전단 필터(3㎛) – 불순물 및 응축수 제거

•후단 필터(0.01㎛) – 고효율 유분 제거, Coalescing 기능

•제품 설치 및 유지 보수 간결

No Loss Drain (PCM PLUS 200 이상 모델에 한함.)

•정전 용량 센서

•응축수 배출 시 공기손실 ZERO

•작동이상 시 타이머모드로 자동전환

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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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의 상변화 

① 냉매의 순환을 위해 냉동 컴프레서와 컨덴서 팬을 운전시키면 칠러에서 차가워진 냉매가 PCM을 냉각시킨다. 

② PCM이 충분히 냉각되어 동결되면 냉동 컴프레서와 컨덴서의 팬이 정지된다. 

③ 냉매 순환이 정지된 시간 동안 압축공기는 동결된 PCM에 의해 연속적으로 냉각/제습이 되고 이 시간 동안 전력 소모가 없으므로 에너지가 절약된다. 

④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압축공기의 열량에 의해 PCM은 점차 녹게 되고, PCM이 모두 녹으면 다시 냉동 컴프레서와 컨덴서 팬이 운전하며 PCM을 

냉각시키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압축공기의 제습 

① 고온의 포화 압축공기가 드라이어로 유입되면 전단 필터/세퍼레이터에서 응축수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② 리히터에서 차가운 출구 공기와의 열교환을 통해 1차 냉각된 후 칠러 측으로 이동하여 동결된 PCM이 녹으면서 2차 열교환을 한다. 

③ 칠러를 통과하면서 응축된 응축수는 곧바로 열교환기 하부의 세퍼레이터에서 압축공기와 분리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④ 제습된 압축공기는 다시 리히터를 통과하면서 드라이어로 유입되는 고온의 압축공기와 열교환을 통해 온도가 상승되고 상대 습도는 더욱 낮아진다. 

⑤ 이후 후단 필터에서 추가적으로 잔여 수분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건조하고 깨끗한 압축공기가 외부로 공급된다. 

압축공기 사용량과 입구온도에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한 노점을 나타내며, 

냉동 컴프레서 On/Off에 따라 노점 1 ~ 6℃ 범위 이내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녹색선(전류)은 드라이어가 주기적으로 On/Off 되면서 실제 냉동 

컴프레서가 운전되는 시간은 하루 중 극히 일부인 것과 점심시간에는 

장시간 멈춰있는 것을 나타낸다.

* 'PCM 드라이어'의 총 에너지 절감율은 92%이다.

ㅡ 입구온도 (˚C)

ㅡ 입구압력 (barg)

ㅡ 노점 (˚C)

ㅡ 전류 (A)

ㅡ 유량 (m3/min)  

아래 그래프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PCM 드라이어'와 'A사 - 일반 냉동식 드라이어'를 동일한 

조건의 장소에 설치한 후, 각 1주일씩 운전한 뒤 측정된 데이터다. 'B사 드라이어' 그래프는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고객사에 

설치되어 있던 'B사'의 제품 데이터로, 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의 제습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두 고객사 모두 'A사'와 'B사'의 드라이어를 PCM 드라이어로 교체후, 이전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노점과 높은 에너지 효율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성능 및 에너지 절감량 - 실제 성능 비교작동원리

PCM 드라이어

PCM 전용 콘트롤 판넬

Hot Gas Bypass Valve 적용
압축공기 부하와 관계없이 냉동 컴프레서 연속운전

•초기 설치 시 부담은 적으나 전력비용 낭비 심각

•제품 구성 간단

•불안정한 이슬점

일반 냉동식 드라이어

특정 온도에서 응고, 용융되는 상변화 물질 적용
압축공기 부하에 따라 필요시에만 냉동 컴프레서 가동

•에너지 절감 효율 최대

•안정적인 이슬점 제공

•간단한 제품 구성, 유지 보수 편리

PCM 드라이어

사용조건에 따라 노점이 5 ~ 14℃로 불규칙하게 변화한다. 

압축공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점심시간에는 노점은 5 ~ 8℃이며, 

기온이 상승하는 14시경 - 압축공기 사용량 : 5㎥/min, 입구 온도 : 

30℃, 정격 사용 조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노점은 12 

~ 14℃로 높게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무더운 여름철에는 노점이 

2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하와 관계 없이 

드라이어가 24시간 운전되며 3.5 ~ 4.2A 범위에서 최대 전류치를 

일정하게 소모한다.

* 'A사 드라이어'의 총 에너지 절감율은 0%이다.

• 전원 On/Off 스위치

• 경고 발생 램프

• 드라이어 운전램프

• 드라이어 총 운전시간

• 냉동콤프 운전램프

• 냉동콤프 운전시간

• 에너지 절감율

• 에너지 절감 그래프

• 노점 지시계

• 모드버스 485 통신

• 운전 데이터 저장

• 블루투스 통신 (선택사양)

A사 드라이어

드라이어 초과 운전 직후, 노점이 18.5℃를 시작으로 상승했고 측정 

최대치인 20℃를 초과하면서 노점 측정이 불가능했졌다. 

냉동 시스템의 냉각 능력 부족 또는 설계 부적합으로 제습이 

되지 않았다. 생성된 소량의 응축수는 세퍼레이터 성능 불량으로 

Carry-over되어 드라이어 후단 필터에서 많이 배출된다. 압축공기 

사용량은 적은 편이지만 부하와 관계없이 하루 종일 6.3 ~ 6.6A 

범위에서 최대 전류치를 일정하게 소모한다.

* 'B사 드라이어'의 총 에너지 절감율은 0%이다.

B사 드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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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Kit 는 선택사양임



에너지 절감량 비교 (일반 냉동식 드라이어 대비)

계절에 관계없이 73 ~ 98%까지 에너지 절감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CM 시리즈가 설치된 실제 현장입니다.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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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가장 깨끗한 압축공기를 제공하는

상변화식 에어 드라이어 PCM  SERIE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귀사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품질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직도 냉동식 드라이어를 쓰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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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냉동식 드라이어            PCM 드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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