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별 사양

압력 보정표 (barG)

입구온도 보정표 (℃)

주위온도 보정표 (℃)

1. 처리유량은 입구온도 38 ℃, 주위온도 38℃, 입구압력 6.9barG,  이슬점 4 ± 2℃ 기준. 최대사용압력은 16 barG임. (단, PCM800 이상은 12.5barG임.)

2. 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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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M75 2.73

4 ± 2 2 ~ 45 4 ~ 50

220/1/60

0.54
PT 1"

54.5 751 x 363 x 603 
R-134a

PCM100 3.50 0.64 66.5 711 x 363 x 781 

PCM200 6.83 1.30

PT 2"

98.5 761 x 443 x 961 

R-407C

PCM425 14.14 2.55 152 911 x 493 x 1,111 

PCM550 18.90

380/3/60

3.10 TBA 1,032 x 493 x 1,203

PCM800 28.10 4.50 FLG 3" 454 1,600 x 820 x 1,394 

PCM1250 42.70

TBA

FLG 4"

TBA

1,730 x 950 x 1,422

PCM1500 49.90 1,860 x 1,000 x 1,382

PCM2000 66.54
FLG 6"

TBA

PCM3000 99.80  2,119 x 2,075 x 1,382 

PCM6000 199.61 FLG 10"  2,238 x 4,772 x  1,451 

PCM9000 299.42
FLG 12"

 2,278 x 7,411 x 1,495 

PCM12000 399.23  2,278 x 10,010 x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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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계수 1.46 1.23 1.00 0.83 0.76 0.68

주위온도 25 27 32 35 38 43 45 50

보정계수 1.14 1.12 1.06 1.03 1.00 0.84 0.80 0.68

열교환기

하자보증 5년

PCM800 이상은 
Cold Coalescing 필터 내장형으로

유분 제거 효율 최대 99.8%의 

Oil Free에 가까운 Air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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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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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이제 20마력부터 3,000마력까지,

완벽한 성능과 강력한 에너지 절감 효율을 제공하는 

PCM 시리즈로 선택하세요!  

PCM이 얼고 녹을 때의 잠열에 의한 축냉 효과를 이용,

압축공기 부하와 연동하여 꼭 필요할 때에만 냉동 컴프레서를 운전함으로써

에어 드라이어의 놀라운 에너지 절감 효율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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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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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상(相)변화식 에어 드라이어 2 / 3
최대 99% 에너지 절감

차별화된 기술의 상(相)변화식 드라이어
•PCM(상변화 물질) 적용(특허출원)

•압축공기 부하에 따라 냉동 컴프레서 On/Off 제어

최상의 효율 
•PCM 내장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적용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최대 99%까지 에너지 절감

•최단 시간 내 초기 투자비용 회수

No Loss Drain
•정전 용량 센서

•응축수 배출 시 공기손실 ZERO

•작동이상 시 타이머모드로 자동전환

Oil Free에 가까운 유분 제거 효율 (PCM800 이상)
•Cold Coalescing 필터 내장

•최대 99.8%까지 유분 제거

열교환기 하자보증 5년
• 드라이어 전단에 NGF 필터를 설치 후 필터 엘리먼트 교체에 

관한 권장유지보수를 준수하여 사용한 경우

•열교환기 누설 또는 막힘에 한하여 열교환기 교체 



PCM 75 / 100 / 200 / 425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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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스 스틸과

4 in 1 PCM 일체형 열교환기 구조로

심플하면서도 획기적인 성능과

놀라운 에너지 효율!

압축공기의 제습 

① 고온의 포화 압축공기가 드라이어로 유입되면 리히터에서 차가운 출구 공기와의 열교환을 통해 1차 냉각된다.

② 1차 냉각된 압축공기는 열교환기 내부 유로를 따라 칠러 측으로 이동하여 차가운 PCM과 2차 열교환을 한다. 

③ 이 때 응축된 응축수는 곧바로 열교환기 하부의 세퍼레이터에서 압축공기와 분리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④  제습된 공기는 다시 리히터를 통과하면서 드라이어로 유입되는 고온의 압축공기와 열교환을 통해 온도가 상승되고 상대 습도는 더욱 낮아지면서 건조한 양질의 

압축공기가 외부로 공급된다. 

작동원리

제품 특징

De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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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상(相)변화식 에어 드라이어 4 / 5
최대 99% 에너지 절감

Level 0 Controller •Power On / Off

•Alarm

•Dryer Running Light

•Dryer Running Time

•Ref. Comp. Running Light

•Ref. Comp. Running Time

•Energy Saving %

•Energy Saving Graph

•Dew Point Indicator

•Running Time Select

PCM 전용 콘트롤 판넬

차별화된 제품 디자인

• 구조는 심플하면서도 비교 불가의 강력한 에너지 효율 제공

•첨단 기능의 OPTi-Eco 콘트롤 판넬

PCM 내장 스테인리스 스틸 판형 열교환기

•글리콜 탱크, 펌프, 밸브, 배관 등 축냉에 필요한 별도 부품 전혀 없음

•고효율 고성능, 안정적인 이슬점 제공

•내구성 뛰어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전량 헬륨 누설 테스트 (누설기준 : 연간 0.3g 이하)

PCM 스토리지, 리히터, 칠러, 세퍼레이터 일체형의 4 in 1 구조

•배관 최소화로 차압 손실 개선, 운전비용 절감

•제품 크기 최소화, 설치공간 낭비 차단

•간결한 제품 구조, 유지 및 보수 용이

고효율 컨덴싱 디자인

•알루미늄 재질로 효율 최적화, 내구성 강화

•컨덴서 배기구 상향 설계, 설치공간 확보 유리 

친환경 냉매 R-134a, R-407C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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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화된 제품 디자인

•첨단 기능의 OPTi-Eco 콘트롤 판넬

• 증설이 용이하고 PLC와 터치스크린으로 콘트롤하는 모듈방식 다자인

   (PCM3000 이상)

PCM 내장 스테인리스 스틸 판형 열교환기

•글리콜 탱크, 펌프, 밸브, 배관 등 축냉에 필요한 별도 부품 전혀 없음

•고효율 고성능, 안정적인 이슬점 제공

•내구성 뛰어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전량 헬륨 누설 테스트 (누설기준 : 연간 0.3g 이하)

최대 99.8%의 유분 제거 효율

•유분과 수분의 분리 배출로 보다 효과적인 유분 제거 효율 제공

•특허 받은 NGF 필터 내장(H Grade)

    : Cold Coalescing 필터링 기술 적용

    : 에어로졸 미스트 및 액체 상태의 유분 제거(0.01㎛)

    : 고성능의 깊이 있는 주름형 엘리먼트 디자인

고효율 컨덴싱 디자인
•알루미늄 재질로 효율 최적화, 내구성 강화

•컨덴서 배기구 상향 설계, 설치공간 확보 유리

친환경 냉매, R-407C 채택

압축공기의 제습 

① 고온의 포화 압축공기가 드라이어로 유입되면 리히터에서 차가운 출구 공기와의 열교환을 통해 1차 냉각된다. 

② 1차 냉각된 압축공기는 칠러 측으로 이동하여 동결된 PCM이 녹으면서 2차 열교환 한다.

③ 칠러를 통과하면서 응축된 응축수는 세퍼레이터에서 압축공기와 분리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④ 세퍼레이터에서 수분이 제거된 압축공기는 오일 필터를 통과하면서 에어로졸 미스트 및 액체 상태의 유분이 제거된다. 

⑤   수분과 유분이 제거된 압축공기는 다시 리히터를 통과하면서 드라이어로 유입되는 고온의 압축공기와 열교환을 통해 온도가 상승되고 상대습도는 더욱 낮아지면서 

최종적으로 건조하고 깨끗한 압축공기가 외부로 공급된다. 

작동원리

제품 특징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상(相)변화식 에어 드라이어 6 / 7
최대 99% 에너지 절감

PCM 전용 콘트롤 판넬

Level 3 Controller
PCM 800 / 1250 / 1500 / 2000

획기적인 성능과 

에너지 효율은 기본이고

유분 제거 효율 최대 99.8%로

Oil Free에 가까운 Air 공급!

•485 modbus communication port

•USB connection port

•Download operational data through USB port

•Upgrade firmware program through USB port

•Bluetooth communicate (Optional)

•Dew point display (Optional)

•Filter element service hour display 

•Alarm lamp for fitler element replacement

Level 4 Controller PCM3000 이상 모델

• Combined with master controller

   (PLC) and slave controllers (PCB)

•LED touch screen (HMI)

•Graphic UI (user interface)

•Energy saving and dew point level display

•HMI on/off control

•Dryer/Ref. compressor’s operating hours display

•Dry contact for common alarm

•Download operational data through USB port

•Upgrade firmware program through USB port

•Alarm history

•Filter element service hour display 

•Alarm lamp for fitler element replacement 

•DCS communication feasibility (Optional)

PCM 800 / 1250 / 1500 / 2000 / 3000 / 6000 / 9000 / 12000

Ref.Out

Oil Filter
Moisture
Separator

Ref.In



일반 시스템Cold Coalescing 시스템

Coalescing
Filter

Coalescing
FilterParticulate

Filter
Particulate
Filter

Separator Separator

Chiller Reheater Chiller Reheater

PCM 드라이어 일반 드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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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분 제거 효율 비교

※ 압축공기의 오염이 심한 경우, 열교환기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의 NGF(P그레이드) 필터를 드라이어 전단에 설치하여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스템
유분제거시

온도(°C)

유분농도 (ppm)
실제

효율 (%)
필터입구 필터출구

액체 증기 계 액체 증기 계

일반 시스템 38°C 2 0.62 2.62 0.0004 0.62 0.6204 76.3%

Cold Coalescing 시스템 2°C 2.616 0.004 2.62 0.00052 0.004 0.00452 99.8%

ISO 8573-1:2010 Air Quality Standard

Class
고형 입자  (최대입자수 / m3) 수분 (압력 노점) 유분 (에어로졸, 액체, 증기)

0.1-0.5 micron 0.5-1.0 micron 1.0-5.0 micron °C mg/m3 ppm

0 장비의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경우 또는 Class 1보다 엄격한 경우

1 ≤ 20,000 ≤ 400 ≤ 10 ≤ -70 ≤ 0.01 0.008

2 ≤ 400,000 ≤ 6,000 ≤ 100 ≤ -40 ≤ 0.1 0.08

3 - ≤ 90,000 ≤ 1,000 ≤ -20 ≤ 1 0.8

4 - - ≤ 10,000 ≤ +3 ≤ 5 4

5 - ≤ 100,000 ≤ +7 - -

특허받은 NGF 필터로 완성하는 완벽한 유분 제거 효율

수분이 제거된 압축공기는 오일 필터를 통과하면서 에어로졸 미스트 및 액체 상태의 유분이

최대 99.8%까지 제거되므로 생산설비의 효율 향상은 물론 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아 집니다. 

NGF 필터는 ISO 8573-1:2010의 Air Quality Standard에 부합하는 품질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ISO 12500의 테스트 규정에 따라 성능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ISO 12500 •압축공기용 필터 테스트 및 측정 방법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 

     필터로 유입되는 유분, 유증기, 고형 입자에 대한 테스트 규정.

 •ISO 12500-1 : Oil (유분 제거 성능 테스트)

 •ISO 12500-3 : Particle (고형 입자 제거 성능 테스트)

엘리먼트 Grade H

잔류 입자 크기 (ISO 12500-3) 0.01㎛

고형 입자 제거 효율 (ISO 12500-3) 99.999+%

유분 제거 효율 (ISO 12500-1) 99.9+%

잔류 유분 (ISO 12500-1) < 0.01mg/m3Chiller

압축공기가 냉각된 상태에서만

유증기가 액체 상태로 응축되어

제거가 가능하다.

유분은 점점 더 큰 입자로 뭉쳐지고

중력에 의해 떨어져

필터 밖으로 배출된다.

Oil Free에 가까운

압축공기 배출

38°C 2°C

압축공기가 냉각되면 증기 상태로 섞여 있던 유분이 응축되면서

액체 상태가 되어 Cold Coalescing 필터로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PCM 시리즈(800 이상)는 드라이어 내부에서도 압축공기의

온도가 가장 낮은 칠러 바로 후단에 고효율 유분 제거 필터를

내장하여 Cold Coalescing 기능을 실현합니다.

Cold   Coalescing

PCM 800 / 1250 / 1500 / 2000 / 3000 / 6000 / 9000 / 12000



에너지 절감량 비교 (일반 냉동식 드라이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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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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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부품
(운전 : 3147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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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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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운전 : 5923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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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부품
(운전 : 736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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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

사출 성형
(운전 : 3114시간 기준)

※ 2017년 2월 28일 오후 2시 기준

일반 냉동식 드라이어   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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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냉동식 드라이어 VS 상변화식 드라이어

식음료 전문 브랜드 P사의 세계적인 유제품 생산공장, 200마력용 PCM 드라이어 설치사례

: 2017년 2월 24일 현재 89%의 에너지 절감율 기록

: 일반 냉동식 드라이어와 비교시, 연간 소비전력이 약 8% 수준 (약 4,919,178원 절감)

소비전력

일반 냉동식 5.6kW

PCM800 4.5kW

연간전력 (1일 24시간, 365일 기준)

일반 냉동식 49,056kW

PCM800  4,336kW

연간전력비 (110원 /kW)

일반 냉동식 5,396,160원

PCM800 476,982원

에너지 절감율 89%

절감비용 4,919,178원 / 년

아직도 냉동식 드라이어를 쓰고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