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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조기는 물질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가열 공기를 대기로 방출시키지않고 건조기의 건조실내에서 
연속적으로 재순환되어, 오염 증기를 패기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건조기가 위치하는 건물로부터 건
조기까지 유입된 공기를 가열 또는 공기 조절하는데 필요한 열을 보존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상기 건조기 내에는 축열식 열교환기 및 대기 냉각기와 응축기가 제공
되어 있으며, 이것은 포화 공기로부터 수분을 응축 및 제거하고, 공기가 재가열되고 건조될 물질로 귀환
되기 전에 응축열을 공기로 전달시킨다. 건조실은 이것을 통하여 랙 형태의 중첩된 트레이가 이송되는 폐
쇄형 터널을 구비하거나, 다른 이송 기구를 구비할 수도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폐쇄 루프형 건조기 및 물질 건조법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물질을 건조시키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는, 물질을 건조시키기 위
하여 공기와 같은 가열 건조 매체를 사용하는 건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여러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다량의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또는 소각과 같은 또 다른 처리를 행하기 전에 
건조시켜야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산업으로는 (비록 이것에 한정하지는 않지만) 제재업, 식료품 가공업, 
제지 생산업, 쓰레기 처리업 및 비료 생산업이 있다.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비교적 고온 공기를 물질위
에 가압하여 물질로부터 수분을 증발시켜 물질을 건조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주위 
공기가 송풍기(12)를 거쳐 종래 시스템의 유입구(10)로 유입되며, 그 다음 공기는 히터(14)위로 가압되어 
예를 들면 170℉(76℃)의 온도로 가열된다. 가열된 공기는 다수개의 중첩된 건조 트레이(drying  tray; 
16) 위를 이동하며, 상기 트레이는 통상 공기의 유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조될 물질을 시스템을 거쳐 
이송시킨다. 물질로부터 수분을 증발시킨 후, 가열 및 포화 공기는 시스템의 배출구(18)를 거쳐 대기로 
곧장 방출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물질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지만, 포화 공기가 건조기의 배출구로부터 방출될 때, 공
기를 가열하는데 사용된 에너지를 모두 상실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70℉(20℃)인 주위 
공기를 건조용으로 170℉까지 가열시키는 전형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수분 레벨까지 물질을 건조
시키기 위하여 1,000,000 BTU/hr 를 소비하여야 한다. 또한, 가열 공기는 대기로 방출될 때 열공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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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기를 배출할 때 손실되는 열의 일부를 회수하는 열교환기를 사용
하는 다른 종류의 건조기가 제안되었다. 제2도를 참조하면, 이러한 시스템은 건조기의 유입구를 배출구에 
열적으로 연결한 축열식 열교환기(20)를 갖는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열교환기(20)는 공기
가 건조기에서 배출구(22)로부터 배출되기 전에 포화 공기로부터 어느 정도의 열을 빼앗으며, 빼앗은 열
을 유입구(24)에서 건조기로 들어가는 열에 전달한다. 이러한 프로세스 동안, 대부분의 습기는 포화 공기
에서 응결되어 드레인(26)을 통해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된다. 반면에, 열교환기에 의해 가열된 공기는 송
풍기(27)를 통해 유입되면서 히터(28)에 의하여 또 다시 가열되어 트레이(29)에 있는 물질을 건조시키면
서 포화된다. 그리고 포화 공기는 열교환기(20)를 통해 가압되고 상술된 방법으로 건조기에서 배출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포화 공기의 배출에 의하여 낭비되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열이 회수되기 때문에 이전의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다. 공기가 70℉로 건조기에 유입되는 종래 시스템에 있어서, 공기는 열교환기(20)에 
의하여 약 120℉(49℃)까지 가열되므로 170℉라고 하는 소정의 온도까지 공기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히터(28)에 의해 단지 약 500,000 BTU/hr가 소비된다.

효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술된 방법으로 소비된 열의 일부를 회수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여러가지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러한 시스템은 열교환기(20)가 배출되는 공기로부터 모든 열을 회수할 수 없거나 유입하는 공기
에 모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증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열교환기(20)
로 들어가는 공기가 더 이상 포화되지 않는 건조 단계의 후반부에 있어서, 시스템에 부가된 대부분의 열
은 수분을 증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공기를 가열시키는데 사용되므로 공기와 함께 배출된다.

또 다른 단점은 건조 공기를 건조기로부터 배출시키는 것에 기인한다. 슬러지, 병원 쓰레기, 폐기물과 같
은 여러가지 물질은 불쾌한 냄새를 발생하거나 환경에 대하여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는 입자를 건조 과정
에서 대기로 배출한다. 상술된 여러 종류의 시스템에 있어서, 건조기로부터 배출되는 공기는 대기로 방출
되기 전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불순물 제거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종종 
공기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악취가 나거나, 독성이 있거나 또는 유해한 입자를 공기로부터 완전히 제거
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산업용 및 주거용 세탁물 건조기에 있어서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하여 가열 공기를 사용한다. 제3도에 도
시된 통상의 세탁물 건조기(30)에 있어서, 하우징(38) 내부에 드럼(34)이 회전식으로 장착되어 모터(36)
에 의하여 회전된다. 송풍기(38)가 통상 건물 내부로 개방되어 있는 하우징(32)의 유입구(40)내로 공기를 
끌어 당긴다. 그 다음 공기는 가열부재(42)에 의하여 주위 온도, 즉 80℉(26℃)에서 200℉(93℃)의 적정 
건조 온도로 가열된다. 가열된 공기는 드럼을 통과하여 건조될 세탁물(44)과 접촉 상태로 가압된다. 여기
에서 공기는 세탁물로부터 수분을 받아서 160℉(71℃)의 온도까지 냉각된다. 그리고 공기는 하우징(32)의 
배출구(48)로부터 배출되기 전에 린트 필터(lint filter; 46)를 통과한다. 건물 내부 공기의 습도가 불필
요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구(48)는 건물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균
적인 주거용 건조기의 가열 부재는 건조 과정동안 약 5 내지 6kw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상술된 시스템이 세탁이 비교적 축축한 초기 건조 싸이클에서 최대 효율로 작동하더라도, 가열 부재(42)
에 의하여 공기에 부가된 열중에서 약 5% 만이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사용되며, 나머지 50%는 포화 공기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때 낭비 된다. 세탁물이 비교적 건조한 말기 건조 싸이클에서는, 공기에 부가된 에너
지중 거의 10%가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사용되며, 나머지 90%는 낭비된다. 따라서, 공기를 재순환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종래의 건조기는 건조기에 있는 세탁물을 건조 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열의 대부분을 낭비
한다. 또한, 건조시키는데 사용된 공기가 건물의 내부로부터 유입되고 건조기에 유입되기 전에 종종 가열
되거나 공기 조절되기 때문에, 건물 내부 공기를 조절시키는데 사용된 에너지는 공기가 건조기로부터 건
물 외부로 방출될 때 낭비된다. 건조 과정에서 건물로부터 손실된 공기를 가열 또는 공기 조절하기 위하
여 부가의 에너지를 소비하여야 한다.

 [발명의 요약]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전에 공지된 시스템보다 더욱 효율적인 물질 건조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교적 저렴하고, 악취가 나거나 유해한 입자를 대기로 방출시킬 수 있는 위험
을 제거한 물질 건조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양태에 따르면, 건조기는 건조될 물질을 수용하기 위하여 내부에 건조실이 배치된 폐쇄식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 내부에 배치된 가열부재와, 상기 가열부재로 부터 건조실을 통과해서 다시 가열부
재로 귀환하는 폐쇄- 루프형(closed-loop) 방식으로 건조 매체를 재순환시키는 수단을 구비한다.

건조기의 효율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내부에서 건조실과 가열부재 사이에 축열식 열교환기가 
위치한다. 축열식 열교환기는 건조 매체를 냉각 및 제습하는 제1 부분과 건조 매체를 재가열하는 제2 부
분을 구비한다. 건조 매체를 또 다시 냉각 및 제습하기 위하여 축열식 열교환기의 제1 부분과 제2 부분 
사이에 냉각기와 응축기가 설치될 수도 있다. 축열식 열교환기의 제1 부분은 제1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의 
증발기부를 구비하며, 축열식 열교환기의 제2 부분은 제1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의 응축기부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각기와 응축기는 하우징의 외측에 위치하는 응축기부를 갖는 제2 히트파이프 열교환
기의 증발기부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전에 공지된 세탁물 건조기보다 효율이 높으며, 건조기가 배치되는 건물 내
부의 공기를 가열 또는 공기 조절하는데 사용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세탁물 건조기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태에 따르면, 건조실은 건조될 물질을 수용하는 회전 드럼을 구비한다. 하우징은 유
입구와 배출구에 의하여 서로 연결된 제1 및 제2 격실로 구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전 드럼은 제1 격
실 내부에 위치하고, 축열식 열교환기 및 냉각기와 응축기는 제2 격실 내부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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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전에 공지된 방법보다 더욱 효율적인 물질 건조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유해한 입자를 대기로 방출시키는 위험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배제하는 물질 건
조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에 따르면, 폐쇄식 하우징의 건조실에 물질을 수용시키는 제1 단계와, 가열 장치에 
의하여 건조 매체를 가열시키는 제2 단계와, 건조 매체를 물질과 접촉하는 상태로 건조실을 거쳐 이송시
키는 제3 단계와, 건조 매체를 하우징으로부터 배출시키지 않고 건조 매체를 가열부재로 재이송시키는 제
4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2 단계 내지 제4 단계는 건조 매체가 대기로 방출되지 않고 건조기를 통해 연
속적으로 재순환되는 폐쇄-루프형 건조 싸이클을 형성하도록 반복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목적, 특징 및 장점은 하기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
다. 그러나,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상세한 설명 및 특정 실시예는 설명을 위한 것이지 제
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변경이나 수정이 본 발명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모든 수정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목적은 동일 부품에는 동일 참조부호가 병기된 첨부도면을 참조한 하기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제1도는 제1 종래 건조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2도는 제2 종래 건조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3도는 종래 세탁물 건조기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건조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세탁물 건조기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상업용 셀프 서비스식 세탁소의 건조기 시스템을 개략적
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7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이용하는 병원의 유해 폐기물 처리 및 위생 설비 시스템을 개략적으
로 도시하는 도면.

제8도는 종래 증기 압축 히트 펌프를 냉각기와 응축기로 대체한, 제4도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
라 구성된 건조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공기와 같은 가열 건조 매체가 물질을 건조하는데 사용되고, 대기로 방출되지 않고 건
조기의 건조실내에서 연속적으로 재순환되며, 그로 인하여 오염된 공기를 대기로 방출시키는 것을 방지하
고 건물로부터 건조기에 유입된 공기를 가열하거나 공기 조절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시스템
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건조기가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효율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
하여, 포화 공기로부터 수분을 응축 및 제거하고 공기가 메이크업 히터(make-up heater)에 의하여 재가열
되어 건조될 물질로 재순환되는 축열식 열교환기 및 대기 냉각기와 응축기가 제공되어 있다. 건조실은 중
첩된 트레이 랙이 통과하는 폐쇄형 터널을 구비하거나, 또는 회전 드럼이나 기타 이송 기구를 포함할 수 
있다.

제4도를 참조하면,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조기(130)는 폐쇄 하우징(131)에 장착되고 화살표 방향으로 폐
쇄 루프형인 공기 흐름을 따라 건조기를 통해 건조 매체를 강제하는 송풍기(132)를 구비한다. 비록 공기
를 건조 매체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우 높은 온도에서 건조가 이루어진다면, 건조될 물질을 
연소시키지 않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다른 건조 매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건조기는 축열식 열교환기로 작
용하는 제1 열교환기(140), 대기 냉각기와 응축기로 작용하는 제2 열교환기(150), 메이크업 히터(160) 및 
건조기의  건조실을  형성하는  폐쇄형  터널을  통해  건조될  물질을  이송하는  다수의  트레이(170)를 
구비한다. 양호한 구조와 이들 부재 각각의 작동에 대하여 이하에서 설명한다.

각각의 열교환기는 건조기의 일부를 통해 유동하는 공기와 건조기의 다른 부분 또는 건조기의 외부에 배
치되는 매체 사이에서 열교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목적을 위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열교환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적절한 열교환기로는 현열과 잠열 둘
다 교환하는 소위“히트 파이프 열교환기(heat pipe heatexchanger)”이다. 이러한 열교환기의 구조 및 
작동은 잘 알려져 있으며 단순히“히트 파이프”라고도 한다.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는 통상 폐쇄 루프형 
시스템을 형성 하기 위하여 상호 연결된 응축기부와 증발기부를 구비한다. 응축기부와 증발기부는 도관으
로 연결된 개별 코일이나, 단일 파이프를 구비할 수 있으며, 상기 파이프의 하부 증발기부에 있는 냉각제
가 증발하여 파이프의 중심부를 통해 파이프의 상부 응축기부까지 상승하여, 여기에서 파이프의 측면상에
서 응축하고 증발기부로 배출된다.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를 통해 흐르는 공기는 냉각되고 증발기부에 의
하여 제습되며, 응축기에 의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가열된다. 두 종류의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의 구조 및 
작동은  그  자체가  이미  공지되어  있으며,  1984  년  5  월  25  일자로  칸딘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4,607,498 호 및 1987 년 10 월 20 일자로 칸딘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27,731 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상기 두 특허는 본원 명세서의 일부를 형성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축열식 열교환기(140)를 형성하는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는 건조 트레이(170)의 하류
부에 위치하는 증발기부(142)와, 냉각기와 응축기(150)및 메이크업 히터(160) 사이에 위치하는 응축기부
(144)를 구비한다. 공기로부터 응축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드레인(146)이 제공되어 있다. 히트 파이
프 열교환기가 개별 증발기 코일 및 응축기 코일을 갖는 것이라면, 응축기는 도시된 바와 같이 증발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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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부 바로 위에 위치될 필요가 없고, 응축된 냉각제가 응축기부에서 증발기부로 유동하도록 증발기부 
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위치할 필요성만 있다. 또한, 증발기부는 펌프가 응축기부로부터 증발기부까지 
응축 냉각제를 펌프로 공급하도록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 응축기부 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

냉각기와 응축기(150)를 형성하는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는 송풍기(132)와 축열식 열교환기(140)의 응축기
부(144)사이에 위치하는 증발기부(152) 및, 하우징의 외부에 위치하는 응축기부(154)를 구비한다. 필요에 
따라, 응축기부(154)와 주위 공기간의 열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팬(156)이 제공될 수도 있다. 응
축기부(154)가 증발기 바로 상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응축기부는 건조기(130)의 외부에
서 어떤 편리한 장소에라도 위치할 수 있다.

중첩 트레이(170)는 건조기 내부의 공기 유입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조될 물질을 건조기를 거쳐 이동시
키는 통상의 컨베이어상에 위치한다. 이송 거리와 컨베이어의 속도는 물질이 소정의 수분 레벨로 컨베이
어의 끝부분에 도달하는 공지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건조될 물질은 건조기의 하우징에 있는 폐쇄가
능한 구멍(도시않음)을 통해 트레이로 공급될 수 있거나, 컨베이어가 밀폐된 방식으로 건조기를 지나는 
모든 통로를 연장하는 경우에, 트레이가 건조기까지 이송되기 전에 트레이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하, 시스템의 작동을 제4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건조될 물질이 트레이(170)상에 위치하고 일차적으로 메이크업 히터(160)에 의하여 예를 들면 170℉의 온
도로 가열된 공기와 접촉하는 상태로 물질을 건조시키기에 충분한 거리로 제4도에서 볼 때 좌측 방향으로 
이송된다.

건조기의 건조실 내부에서 물질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나서, 가열 및 포화공기는 축열식 열교환기(140)
의 증발기부(142)를 통해 흐르며 여기에서 열의 일부가 포화 공기로부터 제거된다. 제거된 열의 양은 공
기의 현열 대 잠열의 비율에 따라 전체 열중에서 약 30% 내지 약 70% 까지 변할 수 있다. 약 50%의 열이 
제거 되는 통상의 작동에 있어서, 공기는 약 90℉의 온도까지 냉각되고, 공기에 포함된 수분의 일부가 응
축된다. 응축수는 드레인(146)을 경유하여 건조기로부터 제거된다.

증발기부(142)에서 떠난 후, 송풍기(132)를 통해 여전히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냉각기와 응축기(150)의 
증발기부(152)를 통해 가압되며, 응축과정을 통해 습기가 또 다시 제거되고 드레인(158)을 경유하여 건조
기(130)로부터 제거된다. 냉각기와 응축기(150)의 증발기부(152)에 의하여 공기로부터 흡수된 열은 응축
기부(154)를 경유하여 주변 대기로 전달된다. 실제로, 공기는 증발기부에서 약 90℉내지 80℉까지 냉각된
다. 축열식 열교환기 및 냉각기와 응축기로부터 나오는 액체를 응축시킴으로써, 시스템은 응축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시스템내의 여러 지점에서 여러가지 화학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제습 공기는 축열식 열교환기(140)의 응축기부 (144)를 통해 가압되며, 여기에서 증발기부(142)
에 의하여 제거된 열을 흡수하며 재가열된다. 통상의 작동에 있어서, 공기는 응축기부(144)와의 접촉을 
통해 80℉ 에서 130℉ 까지 가열된다. 이 공기는 메이크업 히터(160)에 의하여 170℉의 소정 온도까지 가
열된다. 그리고 가열된 공기는 건조될 물질이 접촉하는 건조기의 섹션내로 재순환되고, 이 과정은 반복된
다.

축열식 열교환기의 응축기부(144)에 존재하는 공기의 온도가 종래 시스템에 주입되는 것의 온도보다 상당
히  높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를  소정의  건조  레벨까지  상승시키기  위하여  상당히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실제로, 본 실시예의 메이크업 히터는 통상의 산업용 건조 시스템에 있어서 공기를 소정의 레
벨까지 가열시키기 위하여 약 400,000BTU/hr를 소모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건조기에 있는 공기가 대기
로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유독성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오염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응축기(154)가 대기와 협력하지만, 이러한 응축기부는 증발기부(152)와 접촉하는 공기
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갖는 어떠한 냉각 매체와도 열을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제8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제4도에 도시된 시스템의 냉각기와 응축기는 종래의 증압 
히트 펌프(150')로 대체될 수 있으며, 그 증발기(152')는 냉각기와 응축기로 작용하고, 그 응축기(160')
는 시스템용 히터로 작용할 수 있다. 증압 히트 펌프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냉각제는 콤프레서(C)에서 압
축되고, 응축기(160')에서 응축되며, 증발기(152')에서 증발되며, 폐쇄 루프형으로 콤프레서(C)로 재순환
된다.

제5도를 참조하면,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는 또한 세탁물 건조기(230)에 설치되어 폐쇄 루프형 세탁물 건
조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건조기(230)는 유입구(240)와 배출구(248)에 의해 연결된 제1 격실 및 제2 격
실(232, 250)로 분리되는 폐쇄 하우징을 구비한다. 모터(236)에 의하여 구동되고 건조될 세탁물(244)을 
수용하는 회전 드럼(234)이, 메이크업 히터(242), 린트 필터(246) 및 송풍기(238)를 따라 제1 격실(232)
내에 위치한다. 제2 격실(250)내에는 대기 냉각기와 응축기(256)와 응축수용 드레인(258)을 따라 축열식 
열교환기(252)가 설치된다.

축열식 열교환기(252)는 증발기부(254)와 응축기부(260)를 갖는 히트 파이프열교환기를 구비한다. 냉각기
와 응축기(256)는 어떤 냉각부재로도 형성될 수 있지만, 건조기의 외부와 협력하는 응축기부(도시않음)를 
갖는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의 증발기부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의 응축기부는 
건조기(230)가 위치하는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 어디에도 위치할 수 있다.

작동중에,  예를 들면 140℉(60℃)  정도의 비교적 고온 건조한 공기가 송풍기(238)에  의하여 제1 격실
(232)의 유입구(240)내로 유입되고, 메이크업 히터(242)에 의하여 예를 들면 200℉의 적정 건조 온도로 
가열된다.  그리고  가열  공기는  건조기의 회전  드럼(234)을  통과하며,  여기에서 내부에 배치된 세탁물
(244)로 부터 수분을 흡수하면서 냉각된다. 린트 필터(246)에서 여과된 이후, 고온다습한 공기가 송풍기
(238)를 통해 제1 격실(232)의 배출구(248)를 빠져 나와 축열식 열교환기(252)의 증발기부(254)를 통과하
며, 여기에서 열의 일부가 포화 공기로부터 제거된다. 제거되는 열의 양은 공기의 현열 대 잠열의 비율에 
따라 변화한다. 통상의 작동에 있어서, 공기는 약 110℉의 온도로 냉각되며, 공기에 포함된 수분의 일부
가 응축되어 드레인(258)을 경유하여 건조기로부터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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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식 열교환기(252)의 증발기부(254)에서 떠난 후, 여전히 다습한 공기는 냉각기와 응축기(256)를 지나
며, 여기에서 수분이 또 다시 응축되어 드레인(258)을 경유하여 제거된다. 냉각기와 응축기(256)에 의하
여 공기로부터 흡수된 열은 건조기가 위치하는 건물의 내부나 외부로 전달된다. 실제로, 공기는 냉각기와 
응축기(256)에서 약 110℉내지 90℉ 까지 냉각된다.

그리고, 제습 공기는 축열식 열교환기(252)의 응축기부(260)를 통해 가압되며, 여기에서 증발기부(254)에 
의하여 제거된 열을 흡수한다. 통상의 작동중에, 공기는 응축기부(260)와의 접촉 상태에 의하여 90℉에서 
140℉로 가열된다. 그리고, 이 공기는 메이크업 히터(242)에 의하여 200℉의 소정 온도까지 가열되고, 상
기 과정은 반복된다.

상술된 시스템은 현존하는 어떠한 주거용 건조기에라도 개조 설치될 수 있거나, 신형 건조기에 합체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은 접시 세척기의 건조 싸이클 동안 작동하도록 용이하게 개량될 수 있다.

개시된 세탁물 건조기가 건조용으로 사용된 공기를 재순환하고 공기에 가해진 열중에서 최소한 일부를 재
생하기 때문에, 건조기의 에너지 필요량은 상당히 감소한다. 실제로, 5Kw 내지 6Kw 의 가열 부재를 갖는 
통상의 주거용 건조기에 있어서, 가열부재는 약 2Kw 까지 축소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주거용 건조기를 
통상 사용하는데에 약 625kwh/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개시된 시스템은 공기를 건조기로부
터 배출시키지 않으므로,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내에서 가열 또는 공기 조절된 공기를 손실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종래 건조기가 건조 싸이클 동안 분당 약 200 입방 피트의 공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리
고 동계나 하계에 건조용으로 사용된 공기를 가열하거나 공기 조절하는데 평균 약 1.5Kwh 의 에너지를 필
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상술된 세탁물 건조기는 통상의 작동시 부가적으로 200Kwh/ 년을 보존
한다.

상업용 셀프서비스식 세탁소에 본 발명의 여러가지 변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6도를 참조하면, 상업용 
셀프서비스식 세탁소 건조기(601)는 유입구(603)와 배출구(604)를 갖는 하나의 폐쇄형 챔버(602)를 형성
하기 위하여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공기 유입구 및 배출구를 구비한다. 장치(605)는 배출구(604)를 통해 
건조 매체를 내부로 유입시키고 유입구(603)를 통해 건조 매체를 챔버(602)로 재순환시키는 송풍기(610)
를 구비한다. 건조 매체는 축열식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 시스템(606)의 증발기부(607)를 통과하면서 냉각
된다. 형성된 응축물은 드레인(609)을 통해 배출된다. 그리고, 건조 매체는 건조기 외부에 위치하는 응축
부(617)를 갖는 다른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 시스템(615)의 냉각기와 응축기(616)를 통해 순환될 수 있으
며 팬(618)이나 다른 냉각 수단에 의하여 냉각된다. 상기 냉각기와 응축기(616)의 응축부는 건조 매체를 
더욱 냉각시키며 드레인(609)을 통해 배출되는 응축물을 더 많이 형성시킨다. 그리고, 냉각된 건조매체는 
응축기를 통과하면서 재가열되고, 가스 히터(620)와 같은 통상의 히터에 의하여 건조 온도로 또한 재가열
된다. 따라서 매체는 또 다른 건조 싸이클동안 챔버(602)로 재순환된다. 사용중에 건조 매체를 드럼으로
만 보내는 제어 장치와, 건조 매체가 증발기(607)를 통해 재순환되기 전에 건조매체로부터 린트를 제거하
는 린트 필터(lint filter)는 도시하지 않았다.

제7도를 참조하면, 제4도에 도시된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하는 전염성이있는 병원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폐기물을 적하시키도록 개방되어있는 뚜껑(710)을 구비하는 기밀 호퍼(air-tight hopper; 
711)는 폐기물을 작은 조각(770)으로 감축시키는 분쇄기(713)상에 폐기물을 낙하시키도록 개방되어 있는 
트랩 도어(712)를 구비한다. 일반적으로, 뚜껑과 트랩 도어는 기밀 상태를 유지하도록 개방된다. 롤러
(714)에 의하여 피동되는 컨베이어 벨트(715)는 히터 코일(760)로부터의 고온 증기 유동과 마주치는 방향
으로 분쇄된 폐기물 또는 로스터(roaster)를 이송한다. 증기의 열기는 로스터를 건조 및 소독시킨다. 그
리고 소독된 로스터(717)는 오거(auger; 716)로 떨어지고 로스터는 폐기용 컨테이너(718)로 방출된다. 다
습한 공기는 필터 빽(719)을 통과하고 축열식 히트-파이프(740)의 증발기 단부(742)를 통과하며, 그 위에
서 습기가 응축되어 응축 드레인(746)을 경유하여 배출된다. 그리고 공기는 송풍기(732)와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750)와 증발기부(752)를 통해 유입되며, 여기에서 더 많은 수분이 응축되고 응축 드레인(758)을 
경유하여 시스템 외부로 배출된다. 증발기부(752)에 의하여 공기로부터 제거된 열은 팬(756)에 의하여 강
제된 대기 공기에 의하여 냉각된 히트 파이프(750)의 응축기부(753)로 전달된다. 그리고 공기는 축열식 
히트 파이프 (740)의 응축부(743)를 통과하면서 예열되고, 상기 싸이클을 재개하도록 히터(760)에 의하여 
또한 가열 된다.

비제어 방식으로 오염된 공기가 시스템으로부터 유니트의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공기를 필터(720)를 통해 흡입시키는데 소형 송풍기(721)가 사용되어 시스템을 부압 상태로 유지한다. 소
형 송풍기에 의하여 응축물 드레인과 공기 배출물로부터 배출된 응축물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의 처리를 필요로 한다.

축열식 열교환기 및 냉각기와 응축기가 상술된 각 시스템에서 단일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로서 각각 도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각각의 부재는 나란히 위치하고 공통 핀(fin)에 의하여 연결된 복수개의 히트 파이
프 열교환기로 구성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양호한 실시예인 메이크업 히터가 스팀 코일이나 전
기 가열 부재와 같은 가열 코일을 포함하지만, 재순환 공기의 온도를 건조시키는데 필요한 온도까지 상승
시킬 수 있는 장치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메이크업 히터로 사용 할 수있다. 또한, 송풍기는 도시된 지점에 
위치할 필요가 없고, 폐쇄 루프형으로 각 건조기를 통해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지점이라면 어떠한 곳에
도 설치될 수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은 바이패스 댐퍼나 포트를 구비하여, 가변형 공기 체적이 축열식 열
교환기 및/또는 냉각기-응축기를 바이패스하여 건조될 제품에 대한 공기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여분의 송풍기나 팬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기술된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는, 공기-물 
열교환기 또는, 히트 휘일(heat-wheel)과 같은 건조기를 구비한 열교환기를 포함하여 상술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어떠한 열교환기도 대체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건조될 물질을 건조 매체와 접촉식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내부에 건조실이 설치된 폐쇄 하우징과, 상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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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매체를 가열하는 하우징내에 배치된 가열 부재와, 자체 축열식이며 상기 건조실과 가열 부재 사이에서 
상기 하우징내에 배치되는 축열식 열교환기를 구비하는 건조 매체 제습용 수단과, 상기 가열부재로부터 
상기 건조실과 제습용 수단을 경유하고 다시 가열부재로 귀환하는 폐쇄 루프형 방식으로 상기 건조 매체
를 재순환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는 상기 건조 매체를 냉각 및 제습시키는 제1 부분과 상기 건조 매
체를 재가열시키는 제2 부분을 구비하며, 상기 제습용 수단은 상기 건조 매체를 또 다시 냉각 및 제습시
키는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의 제1 부분과 제2 부분 사이에 배치되는 냉각기와 응축기를 또한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3 

건조될 물질을 건조 매체와 접촉식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내부에 건조실이 설치된 폐쇄 하우징과, 상기 하
우징내에 배치된 가열 부재와, 상기 건조실과 가열 부재 사이에서 상기 하우징내에 배치되는 축열식 열교
환기를 포함하는 건조 매체 제습용 수단과, 상기 가열부재로부터 상기 건조실과 제습용 수단을 경유하고 
다시 가열부재로 귀환하는 폐쇄 루프형 방식으로 상기 건조 매체를 재순환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는 상기 건조 매체를 냉각 및 제습시키는 제1 부분과 상기 건조 매체를 재가열시키는 제2 
부분을 구비하며, 상기 제습용 수단은 상기 건조 매체를 또 다시 냉각 및 제습시키는 상기 축열식 열교환
기의 제1 부분과 제2 부분 사이에 배치되는 냉각기와 응축기를 구비하고,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의 제1 부
분은 제1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의 증발기부를 구비 하며,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의 제2 부분은 제1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의 응축기부를 구비하고, 상기 냉각기와 응축기는 제2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의 증발기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는 하우징의 외부에 배치된 응축기부를 또한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의 외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2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의 응축기부를 통해 냉각
매체를 유입하는 장치를 또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실은 폐쇄형 터널과, 상기 터널 내부에 위치할 수 있고 건조될 물질을 수납하
는 트레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실은 폐쇄형 터널과, 상기 건조실내에 배치되고 건조될 물질을 수납하는 복수
개의 중첩 트레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실은 건조될 물질을 수납하는 회전 드럼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주입구와 배출구로 상호 연결된 제1 격실과 제2 격실로 구획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드럼은 제1 격실내에 배치되고,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 및 냉각기와 응축기는 
제2 격실내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재순환 수단은 송풍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 매체는 공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  매체는  공기  이외의  가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 매체는 이산화탄소를 구비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습용 수단은 증기 압축 히트 펌프의 증발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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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 부재는 증기 압축 히트 펌프의 응축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 외부로 오염물이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하우징 내부에 부압
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18 

(가) 폐쇄 하우징의 건조실내에 물질을 수납시키는 단계와, (나) 가열 장치를 통해 건조 매체를 가열시키
는 단계와, (다) 상기 건조실을 통해 건조 매체를 물질과 접촉 상태로 이송시키는 단계와, (라) 상기 건
조 매체를 제습시키는 단계와, (마) 상기 건조 매체를 하우징 외부로 배출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건조 매
체를 가열 부재로 재이송시키는 단계와, (바) 상기 (나) 단계 내지 (마) 단계를 반복시키는 단계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 건조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 매체를 축열식 열교환기를 통해 이송시키는 단계는 상기 건조 매체가 열을 
빼앗겨 냉각되고 제습되는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의 제1 부분을 통해 건조 매체를 이송시키는 단계와, 상
기 제거된 열을 이용하여 건조 매체가 재가열되는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의 제2 부분을 통해 건조 매체를 
이송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건조 매체 제습 단계는 상기 건조 매체가 또 다시 냉각 및 제습되는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의 제1 부분과 제2 부분 사이에 위치하는 냉각기와 응축기를 통해 건조 매체를 이송
시키는 단계를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 건조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 및 상기 냉각기와 응축기를 통한 건조 매체 이송 단계는 상기 재
가열 및 제습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기 건조 매체를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를 통해 이송시키는 단계를 각각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 건조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을 건조실에 수납하는 단계는 상기 건조실을 형성하는 터널 내부에 배치된 트
레이상에 상기 물질을 배치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 건조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 매체가 터널을 통해 유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상기 트레이를 터널을 
통해 이송하는 단계를 또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 건조법.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을 건조실에 수납하는 단계는 상기 물질을 회전 드럼내에 배치하는 단계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 건조법.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축열식 열 교환기는 냉각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 매체는 냉각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는 축열식 열교환기를 통해 이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 건조법.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는 부품을 이동시키지 않는 열교환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축열식 열교환기는 외력을 필요치 않고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청구항 28 

건조될 물질을 건조 매체와 접촉식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내부에 건조실이 설치된 폐쇄 하우징과, 상기 건
조 매체를 가열하는 하우징내에 배치된 가열 부재와, 상기 건조 매체를 제습하고 열을 제거하는 증발기와 
상기 제거된 열을 이용하여 상기 건조 매체를 가열하는 응축기를 구비하는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와, 상기 
가열부재, 상기 건조실 및 상기 히트 파이프 열교환기를 경유하는 폐쇄루프형 방식으로 상기 건조 매체를 
재순환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 루프형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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