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Mc, 에너지 절감 부스터
에너지 절감형 에어 드라이어 - PCMc 시리즈

Nomenclature

PCMc Series

PCMc ㅡ

모델
처리유량

(Nm3/min)

PCMc800 22.6 

PCMc1250 35.4 

PCMc1500 42.5 

PCMc2000 56.6 

PCMc3000 85.0 

PCMc4500 127.5 

PCMc6000 170.0 

PCMc7500 212.5 

PCMc9000 255.0 

PCMc10500 297.5 

PCMc12000 340.0 

PCMc800-R 22.6 

PCMc1250-R 35.4 

PCMc1500-R 42.5 

PCMc2000-R 56.6 

PCMc3000-R 85.0 

PCMc4500-R 127.5 

PCMc6000-R 170.0 

PCMc7500-R 212.5 

PCMc9000-R 255.0 

PCMc10500-R 297.5 

PCMc12000-R 340.0 

* Suffix
 - 5 : for 50Hz
 - R : for water cooled

에너지 절감 부스터

PCMc

본 카탈로그의 사양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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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양

F1 열교환기 하자 보증 5년

I 스마트 모니터링 Kit

T IN/OUT 파이프 및 세퍼레이터 재질 - SUS304

U IN/OUT 파이프 및 세퍼레이터 재질 - SUS316

X Common inlet /outlet air header 및 Isolation 밸브

Y PLC & 터치 스크린 판넬

※ PCM800이상 모델에 한하여 선택 사양 'T', 'U' 적용 가능

※ PCM3000이상 모델에 한하여 선택 사양 'X', 'Y'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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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c 시리즈

l SPX FLOW Korea

이제 200마력부터 3,000마력까지,

완벽한 성능과 강력한 에너지 절감 효율을 제공하는 

P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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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드라이어는 왜 필요한가?

에어 컴프레서에서 토출되는 압축공기 중에는 대기 중의 

수분과 먼지, 공해 물질, 컴프레서의 윤활유 등 각종 

불순물이 농축된 채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압축공기 시스템의 각 요소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축공기 중의 수분은 파이프 라인의 내부를 부식시키고, 

먼지, 윤활유 등은 각종 기기의 공기 통로를 막는 불순물을 

형성하여 밸브 고착, 계기 막힘 또는 공압 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에어 모터나 

에어 툴의 용량과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나아가 생산 

제품의 품질 저하와 불량 발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자, 조선, 화학, 자동차, 기계, 식품 등 오늘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압축공기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서는 

에어 드라이어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특히 제품 불량 

방지, 품질과 생산성 향상, 생산 설비의 수명 연장 등에 

도움이 됩니다.

Jemaco 소개

Jemaco(제마코)는 1987년 탄생 이래, 30여 년의 역사와 

고유의 노하우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압축공기 

제습청정 전문 브랜드로,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와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에어 필터, 대형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획득한 ASME U&UM Stamp, CSA, National 

Board, CE 등 세계적인 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품질, 환경, 안전 및 보건 경영 시스템(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계열사와 함께 개발, 공유하는 최신 부품과 자재의 

채택으로 보다 신뢰도 높고 경쟁력 있는 제품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며, 에어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여러 현장의 

조건과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최상의 선택을 제안합니다.

SPX FLOW 소개

SPX FLOW는 미국 North Carolina, Charlotte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식음료, 파워 & 에너지, 일반 산업 분야에서 

고도의 엔지니어링 솔루션, 프로세스 장비, 토탈 시스템 

및 애프터 마켓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SPX FLOW는 전세계 35개국의 지사와 

150개국 이상의 영업소를 통해 연간 약 2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www.spxflow.com

차별화된 기술의 상(相)변화식 드라이어

•PCM(상변화 물질) 적용 (특허등록)

•압축공기 부하에 따라 냉동 컴프레서 On/Off 제어

•PCM 내장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적용

최상의 효율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최대 99%까지 에너지 절감

•최단 시간 내 초기 투자비용 회수

No Loss Drain (PCM4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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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 드라이어 전단에 NGF 필터를 설치 후 필터 엘리먼트 교체에 

관한 권장유지보수를 준수하여 사용한 경우

•열교환기 누설 또는 막힘에 한하여 열교환기 교체 

•EDV 적용 (PCM 200이하)

PCM 에어 드라이어란?

일반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 PCMc 에어 드라이어

•Hot gas by pass 밸브 이용
•부하 관계없이 연속 운전
•간단한 제품 구성
•비교적 저렴한 제품 가격
•전력 낭비 과다
•불안정한 노점

•상변화 물질의 잠열 이용
•On/Off에 의한 부하 운전
•간단한 제품 구성 (순환펌프, 밸브, 글리콜 탱크 불필요)
•합리적인 제품 가격
•낮은 전력소모 및 낮은 열손실
•안정적인 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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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c 에너지 절감 부스터
기술적 특징

프리쿨링 방법

워터칠러는 압축공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부품이 필요합니다.

입구공기 온도에 따른 수분량
에어드라이어의 에너지 사용량은 드라이어로 유입되는 압축공기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 수분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입구 온도가 50℃에서 10℃로 낮아지면, 
유입 수분량은 88.6% (8.8배)까지 감소하게 되어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 비용
전기히터를 사용하는 흡착식 에어드라이어의 전력 사용량은 유입되는 수분량 또는 온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히터를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입구공기 
온도를 50℃에서 10℃로 떨어뜨릴 경우 89%까지 크게 감소됩니다. 이와 같이 입구공기 온도를 떨어뜨리는 프리쿨링 효과를 얻기 위해 칠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절감 부스터는 칠러를 더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유입 유량 FAD 100Nm3/min, 입구 압력 7kgf/cm2G, 입구 온도 50℃, 상대습도 
100%, 압축공기 1m3/min 당 전력 사용량 5.77kW, 1kWhr당 에너지 비용 0.1USD, PCMc의 운전율 70%일 때의 전력 비용을 나타냅니다.)

압력하 이슬점 0℃ 미만의 압축공기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흡착식 에어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용량의 처리 
유량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히터 타입 흡착식 에어드라이어는 흡착제를 재생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데, 
입구 공기 온도와 압력에 따라 결정되는 수분 유입량에 의해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히터퍼지 또는 넌퍼지 에어드라이어로 들어오는 입구공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워터칠러를 이용할 경우, 온도는 50℃에서 약 25℃로 감소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냉각하므로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1. 폐루프 (closed loop) 쿨링 타워

2. 쿨링타워 순환펌프

3. 칠러

4. 칠러 순환펌프

5. 수냉식 애프터쿨러

물을 냉각시키는 데 필요한 부품의 수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결과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됩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냉각수 공급 
설비를 다른 설비와 공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워터칠러가 고장 나거나 프리쿨러로 유입되는 물 유량이 불충분할 경우 에어드라이어의 출구 노점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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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c를 이용한 프리쿨링
PCMc는 최대 98%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SPX Flow Technology의 상변화식 (PCM) 에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성합니다.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는 
압축공기가 유입되는 배관(노즐), 출구 배관(노즐) 하나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PCMc는 흡착식 에어드라이어와 연결되는 배관이 추가되어 있고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냉동 시스템안의 상변화물질이 압축공기를 약 10℃까지 냉각시킵니다. 
PCMc가 50℃에서 10℃까지 냉각시킬 때 (1m3/min 기준) 사용하는 전력량을 워터칠러와 비교하면 워터칠러가 약 5.3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PCMc 효과

연간 에너지비용
히터타입 흡착식 에어드라이어로 압축공기가 들어가기 전에 PCMc로 먼저 냉각시키면, 워터칠러를 사용하는 것 보다 1/4 밖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비교하면 PCMc를 이용하는 것 보다 워터칠러를 사용하여 압축공기를 냉각시키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워터칠러로 1m3/min의 
압축공기를 50℃에서 10℃까지 냉각시키는데 필요한 전력량은 1.67kWh인데 반해, PCMc는 0.315kWh 입니다. 워터칠러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PCMc 보다 5.3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압력하 이슬점
흡착식 에어드라이어 앞에서 PCMc를 사용하여 제습 부하를 줄이면 제품 출구에서 측정하는 이슬점은 -80℃ 이상  낮출 수 있게 됩니다.

PCMc의 에너지절감 방법

작동 원리

상변화식에서 75% 수분을 먼저 제거함

으로써 유지비용이 훨씬 높은 흡착식의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임

필요시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

상변화식만 단독으로 운전함으로써

전체 에너지 소모량을 대폭 줄임 

점심시간과 같이 부하가 없는 경우 에너지 소모 Zero, 

또한 사용 유량 및 일별·계절별 온도 변화에 연동하여 

스스로 운전, 정지하는 상변화식에 의한 절감

부하에 따라 흡착식 노점 및

사이클타임을 연계하여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줄임 

고효율 블로워 장착으로

대기를 재생 공기로 활용하여

흡착식 퍼지손실 Zero

1 32 4 5

86%1 32 4 5

T1 = 50 °C

T2 = 10 °C

①

⑤

②

③

④

전력량(kWhr) 

칠러

PCM

2.01.51.00.50.0

1.67

0.32

1m3/min의 공기를 50°C에서 10°C로 식히는 데 필요한 에너지

5.3 배

Annual Energy Cost to dryer 100 m3/min compressed air from 50℃ to PDP -40℃

Blower Purge w/o
Pre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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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er Purge preco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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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er Purge precooled
by PCMc

3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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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공기 100m3/min을 50°C에서 PDP -40°C까지 건조 시 연간 에너지 비용

Blower Purge w/o
Precooling 96,404

Blower Purge precooled
by Chlle Water 117,291

Blower Purge precooled
by PCMc 3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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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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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공기의 제습
① 고온의 포화 압축공기가 에어 드라이어로 유입되면 리히터에서 차가운 출구 공기와의 열교환을 통해 1차 냉각된다.

② 1차 냉각된 압축공기는 칠러를 통과하며 냉각된 PCM이 녹으면서 2차 열교환을 한다.

③ 칠러를 통과하면서 응축된 응축수는 세퍼레이터에서 압축공기와 분리되어 외부로 배출된다.

④ PCM에 의해 냉각된 압축공기는 흡착 Vessel을 통과하여 보증 노점(-40℃ or -70℃) 이하의 압축공기를 생산한다.

⑤ 보증 노점까지 제습된 압축공기는 상변화식 리히터를 통과하면서 상대 습도를 낮추고 최종적으로 고품질의 압축공기를 외부로 공급한다.

상변화식 운전 시스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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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Mc 활용

신규설치 또는 설비개조
PCMc 에너지절감 부스터는 아래와 같은 흡착식 제품과 함께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흡착식 설비를 개조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사이클 시간을 연장하므로써 
에너지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슬점 개선 방법
•   히터퍼지, 블로워퍼지 및 넌퍼지와 같은 히터 타입 흡착식 에어드라이어 :
       기존의 흡착식 에어드라이어 전단에 PCMc를 설치하므로써 출구 이슬점과 에너지 절감이 

개선됩니다.

•  HOC :
       PCMc를 쿨러 어셈블리 후단에 설치하여 보조장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비는 

압축공기를 50℃에서 10℃로 냉각시켜 수분량을 낮춤으로써 워터칠러 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용해식 드라이어 :
       용해식 드라이어는 주위온도와 상관없이 이슬점을 5 ~ 10℃ 정도로 억제하기 때문에 

출구 이슬점은 흡입 이슬점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PCMc를 용해식 드라이어 전단에 
설치하면, 일정한 흡입 이슬점을 용해식 드라이어에 제공하므로써 더 낮고 안정적인 
이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eated Purge Blower Purge

Zero Loss Heat of Compression

PCMc 특징

1.  에너지 절감
    흡착식으로 유입되는 압축공기의 온도를 낮추면 제거해야 할 수분량이 감소되므로 흡착식의 재생 사이클시간이 연장되어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됩니다.

3. 냉각시간 단축
     재생이 끝난 뜨거운 흡착제를 냉각시키기 위해 별도의 냉각용 압축공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프리쿨링을 하지 않으면 필요한 

냉각용 압축공기가 1.125% 정도 필요하지만, PCMc의 경우에는 0.06% 만 필요하므로 냉각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더구나 이정도의 양은 냉동식 에어드라이어의 오토드레인 밸브에서 손실되는 유량 보다도 훨씬 작은 양입니다. 

4. 쿨러 출구 온도  
       50℃의 압축공기가 유입되면, 히터타입 흡착식 에어드라이어의 출구 온도는 50℃를 넘게 되지만, PCMc를 사용하면 훨씬 더 

낮아집니다.

5. 기존의 일반 시스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절감
     PCMc는 기존 비사이클링 (Non-cycling) 에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프리쿨링을 하는 시스템 보다 더 안정적인 출구 온도와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절감 능력을 제공합니다. 프리쿨러 출구 온도가 5℃ 증가하면 드라이어로 유입되는 수분 부하는 35% 
증가되므로 히터 타입 흡착식 에어드라이어는 운전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비사이클링 (Non-cycling) 
에어드라이어는 제습 부하가 낮을 때도 계속 작동하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더 낮은 출구 이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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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착제는 입구온도가 낮을 수록 높은 제습용량을 가지므로 
PCMc를 적용하므로써 더 낮은 출구 이슬점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흡착 온도가 50℃에서 10℃로 낮아지면 활성알루미나는 
제습능력이 거의 3 ~ 5배 높아집니다.



모델
처리유량

(Nm3/min)
노점
(℃)

주위온도
(℃)

입구온도
(℃)

입구압력
(barG)

전원사양
(V/Ph/Hz)

소비전력
(kW)

접속구경*
중량**
(kg)

외형치수**
(H x W x D mm)

냉매

PCMC800 22.6 

7 2~45 4~50 3~9.7 380/3/60

4.3 FLG 3"

TBD

1,788 x 800 x 1,594

R-407C

PCMC1250 35.4 7.6

FLG 4"

1,880 x 1,000 x 1,582

PCMC1500 42.5 9.0

PCMC2000 56.6 10.0 1,880 x 1,120 x 2,002

PCMC3000 85.0 18.0 1,880 x 2,003 x 1,582

PCMC4500 127.5 27.0 1,880 x 3,603 x 1,582

PCMC6000 170.0 36.0 1,880 x 4,606 x 1,582

PCMC7500 212.5 45.0 1,880 x 6,206 x 1,582

PCMC9000 255.0 54.0 1,880 x 7,209 x 1,582

PCMC10500 297.5 63.0 1,880 x 8,809 x 1,582

PCMC12000 340.0 72.0 FLG 6" 1,880 x 9,812 x 1,582

PCMC800-R 22.6 

TBD

FLG 3"

TBD

PCMC1250-R 35.4 

FLG 4"PCMC1500-R 42.5 

PCMC2000-R 56.6 

PCMC3000-R 85.0 
FLG 6"

PCMC4500-R 127.5 

PCMC6000-R 170.0 
FLG 10"

PCMC7500-R 212.5 

PCMC9000-R 255.0 

FLG 12"PCMC10500-R 297.5 

PCMC12000-R 340.0 

설치 예

① 컴프레서에서 압축공기 유입, T1 = 50℃

② 1차 제습된 차가운 압축공기 토출 (PCMc → 흡착식 드라이어), T2 (or PDP) = 10℃

③ 차가운 압축공기 유입 (흡착식 드라이어 → PCMc), T3 ≥ 10℃, PDP = -40 ~ -80℃

④ 최종 제습된 따뜻한 압축공기 토출 (PCMc → 생산 설비), T4 ≥ 30℃, PDP = -40 ~ -80℃

PCMc22.6J ~ 56.6J PCMc84.9J PCMc170.0J

Service
space

* 흡입/토출 헤더 배관 및 밸브는 PCMc3000 이상 모델에 한하여 선택 사양으로 적용가능 합니다.

제품 디자인

주요 사양

1. 처리 유량은 입구온도 38℃, 주위온도 38℃, 입구압력 7barG, 흡착식 연결 압축공기 온도 7℃ 기준임
2. 상기 표준전원 사양과 다를 경우 당사 문의
3. 사용 압력은 최대 9.7barG, 최소 3barG
4. * PCMc3000 이상 : Common inlet/outlet air header의 접속 구경임
5. ** 외형치수 : Common inlet/outlet air header 및 Isolation 밸브를 포함하지 않은 치수임
6. 모델명 "-R" : 수냉식 제품

압력 보정표 (barG)
barG 4 5 6 7 8 9 10

Factor 0.75 0.84 0.92 1 1.03 1.07 1.09

입구온도 보정표 (℃)
˚C 27 32 38 43 45 50

10˚C PDP 1.46 1.23 1 0.83 0.76 0.68

주위온도 보정표 (℃)
˚C 25 27 32 35 38 43 45 50

10˚C PDP 1.14 1.12 1.06 1.03 1 0.84 0.8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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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①

Heat of Compression

Heated Purge Blower Purge

Zero Loss

Air Inlet

Air Outlet

To Desiccant

From Desicc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