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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콘베어 집진-먼지와 공기에 관한 사실들

1. 서론
먼지는 분립체들이 벨트 콘베어로 이송되기 시작한 이후 연구 및 관심의 주제가 되어 왔다. 공기부유형
먼지는 분립체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유영한다. 이송지점에서 생성되는
공기의 량을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산업용 환기지침”, “먼지제어 핸드북과 기초” 등
모든 책들은 생성되는 공기의 량을 예측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결국에는, 각각의
연구들이 실제 석탄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측정된 공기유동을
사용하는 것이 먼지제어 시스템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된다. 이 공기유동들은 이송지점의
구조를 기계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공기유동들을 포함한 완전한 이해가 과잉능력과
투자비의 낭비가 없는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크기의 집진시스템을 사용자가 규격화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배경
먼지의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조사들이 수행되었으며 이들은 연소, 건강과 환경, 그리고 안전에 대한 영향과
관리유지 등과 같은 주제들에 집중되었다. 모든 연구들은 먼지가 왜 해롭고 때로는 위험하기 까지 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조사들이 먼지의 영향에 대하여 수행되어 왔을 지라도, 먼지의 예상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작용은
이송지점의 설정하는 것을 먼지에 대한 근본 주제로 하는 많은 연구들을 방해 해왔었다. 이송지점은 한 개의
벨트콘베어가 또 다른 곳으로 재료를 옮겨 붓는 지점으로 정의 된다.
재료는 항상 이송되고 있으며 기계적으로 분류 되어질 것이다. 이 분류과정이 재료의 본래 크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조각들을 만들 것이다. 이 작은 입자들이 공기중에 부유될 때, 공기부유형 먼지가 된다. 만약
이때의 먼지 직경이 500 미크론 보다 크다면 일반적으로 입자들은 꽤 빨리 떨어져서 재료의 흐름속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입자직경이 500 미크론 보다 작다면, 입자들은 공기중에
부유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 입자들이 공기부유형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 이것이 어떤 곳으로 유영 하느냐에 따라 위기상황이 될 수
있다. 논리는 입자가 그 환경에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을 따르거나 영향을 받을 것이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공기의 유동이 더 커지면 더 멀리 있는 먼지입자들도 분산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가정하면, 이것은 생성된 먼지의 작용을 예측하기 위해 이송지점내의 공기유동의 속도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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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지점에서의 공기유동을 계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들은
“산업용 환기지침”에서 설명되는 방법, “먼지제어 핸드북”에서 설명된 기술 그리고 “마틴 엔지니어링
기초”에서 설명된 연구조사 등을 포함한다.
본고는 이 방법들과 적용상 현실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다.

3. 이론
산업현장에서는 공기유동을 계산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사용된다. 모든 계산방법들은 이송지점에서
생성되는 공기를 정의하기 위해 비슷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기본적인 이송지점은 아래 그림 1 에서와 같이 여러 기하학적인 영역들로 구분된다.
A.

들어가는 영역

B.

헤드풀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지점

C.

자유낙하하는 영역

D.

충격영역

E.

가라앉는 영역

F.

나오는 영역

[그림 1-벨트콘베어의 재료이송 기본영역]

2

일반적으로 공기는 들어가는 영역(A)로 들어가서 나오는 영역(F)로 나온다. 공기는 이송지점을 통해서 움직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방향과 속도는 변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향은 이송되는 재료 역시 A 에서 F 로
움직이는 사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재료 자체가 공기와 재료사이가 “논-슬립”상태인 관계로 이송지점을
거쳐 공기를 당길 것이다. 이 상태는 공기가 재료를 접촉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공기속도가 재료의
속도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공기의 점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기본류가 정지하도록 붙잡을 것이다.
벨트와 재료사이의 기계적인 충격사건은 국부적인 공기유동을 야기하는 충격영역(D)에서 일어난다. 이
공기는 밀폐된 이송지점을 거쳐 출구(F)를 향해 유영할 것이다. 먼지는 공기와 같이 유영하기 때문에 이
공기유동의 량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산업용 환기 안내서 사용방법
산업용 환기 안내서는 콘베어 밸트의 폭과 비례해서 공기가 발생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만약
낙하 높이가 3 피트 보다 높다면 추가적인 공기유동을 추가해야 한다. 추가공기 또한 밸트 폭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용방법에 대한 공식들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배출공기( Cubic Feet per Minut: CFM )

𝑸𝑸𝑬𝑬𝑬𝑬 = 𝟑𝟑𝟑𝟑𝟑𝟑 × 𝑩𝑩𝑩𝑩 + 𝑸𝑸𝑫𝑫

배출공기

(1)

입력값 :



밸트 폭(ft)=BW



낙하지점에서 생성되는 추가공기 = QD



재료낙하높이가 3ft 보다 낮다면, QD =0



재료낙하높이가 3ft 보다 높고 BW < 3, QD =700



재료낙하높이가 3ft 보다 높고 BW > 3, QD =1000

먼지제어 핸드북 사용방법
먼지제어 핸드북은 유입된 공기량과 동일한 비율로 공기가 생성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유입되는 공기는 이송지점을 거쳐 공기가 유영하는 것과 같이 재료의 흐름이 자기속으로 끌어 당기는 모든
공기를 정량화 한 만큼 들어온다. 재료가 벨트에 적재되기 위해 이동하는 것과 같이 이는 동일한 양상으로
유지된다. 재료가 헤드풀리위를 지나 떨어질 때(그림-1 의 영역 B), 공기와 재료분리가 시작된다. 재료가
자유낙하 영역(그림-1 의 영역 C)에 떨어질 때, 재료 입자들 사이에 작은 진공포켓을 형성하고 재료가 퍼지는

3

양상을 계속한다. 대기중에서 진공은 쉽게 소멸되는 특성 때문에 공기의 흐름은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공기도
그 작은 공간들을 채우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 그림-2 에서 설명된다.

[그림-2. 유입되는 공기에 대한 설명]
이 그림은 재료가 자유낙하하고 있는 매순간 마다 재료 흐름 속으로 보다 많은 공기를 끌어 당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당겨진 공기(Qp)는 들어가는 영역(그림-1 의 영역 A)에서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겨진다. 이 재료의 흐름이 충격지역(그림-1 의 영역 D)에서 재료를 받는 벨트와 접촉할 때, 재료흐름
속에 축척된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배출된다.
유입 공기의 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입 공기의 유동율(CFM : 분당 입방피트-부피유동율)
𝟑𝟑

𝟐𝟐

𝑹𝑹 ∙ 𝑺𝑺
𝑸𝑸𝑰𝑰𝑰𝑰𝑰𝑰 = 𝒌𝒌 ∙ 𝑨𝑨𝑼𝑼 ∙ �
𝑫𝑫

유입 공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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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값;


공기가 시스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단면적(Square Feet) = Au



재료 적재율( ton/hr. TPH)= R



재료의 자유낙하 높이(Feet)=S



재료의 평균직경(Feet) =D



변환인자(10)=k

“ME 의 기초” 책자 사용법
ME 의 기초책자는 “먼지제어 핸드북”사용법의 유입되는 공기로 시작해서 치환되는 공기와 생성되는 공기에
대한 추가인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치환 공기(Qdis)는 시간에 따른 재료의 체적유동량이다. 이 값은 산업표준으로 ft^3/min.으로 계산된다.
치환공기는 아래 그림-3 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3: 치환 공기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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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공기(CFM)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입력값;

𝑸𝑸𝒅𝒅𝒅𝒅𝒅𝒅 =

𝒌𝒌∙𝑳𝑳
𝝆𝝆

치환공기



재료 적재량( ton/hr. TPH) = L



재료의 벌크비중(lb/ft^3) = ρ



변환인자(33.3) = k

(3)

특정형태의 파쇄기, 기포먼지억제장치 혹은 분쇄기 등과 같이 공기를 생성하는 또 다른 장치들이 있다.
제작사들이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의 실제 공기유동율은 측정 또는 계산될 수 있다.
집진기는 이송지점에서 전체공기와 치환공기가 또 충돌할 수 있지만 집진기가 공기를 끌어 당기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배제될 것이다. 이러한 외적요인에 의한 공기유동은 Qgen 혹은 다른 기능들에 의해
생성된 공기로 설계 된다.
이송지점에 의해 생성되거나 유입되는 공기의 흐름을 총공기량(Qtot)라고 하며 치환공기, 유입공기와
생성공기의 합계이다. 이는 가라앉는 영역(그림-1 의 E 영역)을 거쳐가는 공기속도에 구동인자로 작용할
것이며 나오는 영역(그림-1 의 F 영역)에서 이송지점을 벗어나는 모든 공기이며 먼지를 운반하므로
엔지니어링 제어로 최소화 되어야하는 공기이기도 하다.
총공기량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입력값;

𝑸𝑸𝑻𝑻𝑻𝑻𝑻𝑻 = 𝑸𝑸𝒊𝒊𝒊𝒊𝒊𝒊 + 𝑸𝑸𝒅𝒅𝒅𝒅𝒅𝒅 + 𝑸𝑸𝒈𝒈𝒈𝒈𝒈𝒈



유입공기=Qind (CFM)



치환공기=Qdis (CFM)



생성공기=Qgen (CFM)

총공기량

(4)

4. 관련 데이터
공기유동율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각 콘베어로부터 수집된 각 방법들을 사용하며 공기유동율들은
각각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다음의 표들은 이 공기유동율들을 표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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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산업용 환기 안내서 상의 방법으로 계산된 공기유동율들 ]

[표-2: 먼지제어 핸드북 상의 방법으로 계산된 공기유동율들 ]

[표-3: ME-기초 책자상의 방법으로 계산된 공기유동율들 ]
각 방법들은 동일한 개소에서 사용되어 비교되었다. 이것은 일리노이주, 헤네핀 발전소에 실제 적용
되었다.실제 공기속도는 이송지점에서 피톳튜브 마노메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피톳튜브는 나오는
영역(그림-1 의 F 영역)의 슈트 안쪽에 설치하여 속도를 측정하였다. 이 속도는 총공기량을 계산키 위해
슈트의 단면적과 곱하기를 하였다. 그 데이터는 아래의 표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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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수집된 공기속도 데이터와 계산된 공기유동율들]

5. 검토
이송지점에서 생성되는 공기유동율의 총합계는 단원 3 에서 계산한 바 있으며 단원 4 에서도 각 방법들의
경우로 관계하였다. 이들은 아래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백분율로 실현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환기 안내서

먼지제어핸드북

ME-기초책자

백분율편차(%)

백분율편차(%)

백분율편차(%)

Conveyor “F”

59.1

55.9

89.2

Conveyor “D”

-20.6

-51.1

-23.4

Conveyor ”A-B”

154.5

-44.8

8.5

평균

64.3%

-13.3%

24.8%

콘베어

[표 5-1: 모든 방법으로 계산되고 측정된 공기유동율들의 비교]
공기유동율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각각의 방법들이 가져온 평균값들은 실제 공기유동율보다 10%이상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송지점에서 생성되는 공기유동율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한
방법이 정의되어야 만 한다.
Conveyor F 에는 35 인치(=889mm)의 낙하높이가 있다. 이것은 연속적인 낙하는 아니지만 꽤 많은 작은
낙하지점들이 있다. 첫번째 낙하지점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들어오는 영역(그림-1 의 A 영역)에서 끌어
당겨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재료의 흐름이 벨트콘베어와 첫번째 충돌로 접촉했을 때, 이 모든
공기가 재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송지점을 거쳐 유영하는 것보다 꽤 많은 공기가 다음 낙하에 의해
유입되고 당겨진다. 첫 번째 낙하는 재료의 흐름에서 공기의 량을 제한 한다. 먼지제어 핸드북에서 설명된
방법은 이것의 반영이 수정되었다. 첫 번째 낙하높이는 계산에 사용되지만 다음부터의 낙하는 무시되었다.

[표 5-2: 첫 번째 낙하를 제외한 모든 낙하를 수학적으로 무시한 먼지제어 핸드북 방법의 공기유동율 비교]
표 5-2 는 모든 낙하높이들이 모든 유입공기를 일으킨다는 가정으로 모두 측정한 실제공기 유동율보다
먼지제어 핸드북 방법의 공기유동율이 45% 낮으며 이는 치환공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치환공기
인자가 ME-기초책자의 방법과 같이 고려되었을 때, 표 5-3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해당 분류의 백분율
편차는 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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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첫 번째 낙하를 제외한 모든 낙하높이를 무시하고 치환공기만 고려한 ME-기초책자의 유동율비교]
각 책자들의 방법은 측정된 공기유동율 대비 각 공기유동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했다. 이 편차들은
아래 그림 5-1 에서와 같이 각 방법들에 대한 표준분산곡선들의 비교와 곡선을 그리는데 사용되었다.

[그림 5-1: 각 방법들로 계산된 공기유동율들의 통계적 분류]
이 분류는 각 방법들이 공기유동율들을 통계적 표현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어느 것도
엄밀히 정확하지는 않다.
각 책자의 방법들이 공기유동율들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기중에
먼지가 유영하므로 먼지를 최소화 하는 것은 공기유동율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느끼게 한다.
공기 발생 공식의 각 항목들은 공기를 생산하게 되는 가장 큰 충돌을 정의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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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공기:
치환공기의 2 가지 유발인자는 변할 수도 없는 재료의 벌크비중과 유동율이며 벌크비중은 재료의
고유특성이며 유동율은 재료취급시스템의 설계고려항목으로써 설정된다. 어느 것도 수정될 수 없기 때문에
치환공기는 기준선으로 고려된다.
발생공기:
장치의 또 다른 부품에 의해 야기된 발생공기는 공정상 필요한 것이므로 제거될 수 없다.
유입공기:
치환공기와 비슷하며 유입공기의 인자들은 바뀔 수 없다. 이 인자들은 재료의 부하와 재료 입자의 직경이다.
상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인자들은 설계과정을 거쳐 수정될 수 있다. 이 각각의 인자들은 공기를 생성하는
독특한 충돌을 일으킨다.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방단면적(=Au) 이 작아지거나 커질 수가 있다면
공기유동율은 이 단면적에 비례적으로 증감된다. 자유낙하거리(S)가 변한다면, 공기유동율은 제곱의 변화에
𝟐𝟐

𝑹𝑹 ∙ 𝑺𝑺
3 루트의 인자로 변화된다.(by 𝑸𝑸𝑰𝑰𝑰𝑰𝑰𝑰 = 𝒌𝒌 ∙ 𝑨𝑨𝑼𝑼 ∙ � 𝑫𝑫
𝟑𝟑

)

조건에 관계없이 재료유동 과정에서 유동폭이 넓게 퍼진다면 입자들 사이에 진공이 발생할 것이다. 이
진공에는 공기로 채워지게 되며 이 공기의 원천은 부적절한 곳에 있다.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슈트의
단면적이 이 원천에서 전반적으로 진공에 공기를 공급될 수 없을 만큼 작다면, 그 진공은 다른 공기원천
으로부터 공기를 끌어 당길 것이다. 진공은 재료로부터 곧장 벗어난 유입공기에서 모든 공기를 끌어 당길 수
있다. 개방단면적이 “제로”로 감소된다면, 전체 유입공기 인자는 “제로”로 감소한다.
재료의 자유낙하 높이가 낮다면, 재료의 흐름은 많은 공기를 끌어 당길 수가 없으며 흐름의 폭이 넓어질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진공을 만드는 공간들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장소에서 재료
흐름 폭이 넓어지고 진공이 생성되는 것을 제한 함으로써 유입공기 인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유낙하
높이를 “제로”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 유입공기를 “제로”로 감소시킬 것이다.
개방 단면적과 낙하높이가 유입공기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높이 수정을 위한 비용과 공사의 난점이
훨씬 바람직한 개방 단면적의 수정을 계획하게 된다.
많은 연구조사들이 이송지점에 밀봉구역을 뒀던 바로 그 이유가 이것이다. 입.출구에 고무커튼을, 슈트벽과
벨트사이에 고무씰들을, 벨트 하부 평지지 롤라들부터 가지런히 이송슈트를 밀봉하는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밀봉기술을 조합한 지지롤라들은 벨트에 대하여 매우 조밀한 밀봉을 실현할 수 있다. 고무 커튼은
재료흐름과 같이하는 입.출구 부근의 먼지들을 차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슈트의 개방구들은 고무나
강판으로 밀폐시킬 수 있다. 고무는 강판에 비해 매우 유연하고 작업성이 좋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결책이지만, 통기성이 없고 공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비정형 작동부품들 주변에
맞추어 절단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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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벨트 평롤라 지지대의 밀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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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슈트 벽을 고무판으로 밀봉한 예]

[그림 5-4: 입.출구를 고무커튼으로 밀봉한 예]
6. 결론
산업현장에서 현재 취급하는 석탄의 종류들을 고려할 때, 더스트는 항상 고려되는 주요인자가 될 것이다. 이
더스트는 이송슈트들과 출구영역에서 배출되는 과정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스트 제어시스템의 크기와 효능을 향상시키고 예상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행위는
공기유동율을 최소화하고 그 크기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송지점내의 공기유동율들을 계산하는 모든 방법들을 평가하는 것에 착수한다. 각 산업현장에서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잠재유동율을 계산하고 출구영역의 실제 유동율과 그 값들을 비교한다. 먼지제어 핸드북,
산업용 환기 안내서와 ME-기초책자 등에서 개략화된 방법들은 모두 공기유동율들을 통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측정된 공기유동율은 항상 정확하다.
문제구역 설정을 관측하고 더스트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를 확인한다. 명확한 문제점들을 명기하고
입구영역에서 시작해서 출구까지 전체 이송구간을 밀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각 구역을 명기할 때, 하나의
단순문구 “Tight is Right”를 기억하라(역주: 밀봉만이 첩경이다) 이송지점의 밀봉은 공기유동율을 감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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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될 것이며 먼지발생을 억제하고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모든 곳을 밀봉한 후,
출구쪽의 공기유동율을 체크하여 당신 노력의 결과들을 비교하시라.
마지막으로, 문제영역이 여전히 기대치에 도달치 못한다면, 먼지억제와 집진에 투자를 해야 한다. 집진과
억제를 위한 시스템 사양을 설정할 때, 계산된 공기유동율보다는 측정된 공기유동율에 맞춰서 시스템 크기를
결정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적용 실현성에 크기를 맞춘 해결책을 제공해 줄 것이다.
공기유동율을 감소시키는 것과 정량화 하는 것이 사용자가 집진기 사양을 결정하는데 있어 과잉능력을
배제하고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크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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