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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과 석탄의 고밀도 뉴메틱 이송
By R.E. Gelling/ 휴렛 제당회사. 더반
개요
휴렛제당은 저밀도 방식으로 여러해 동안 갈색설탕과 백설탕을 이송해 왔었다. 1985년 이 제당회사는 고
밀도 이송시스템으로 설탕을 이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검토의 이유는 이동식 분쇄
탱커로부터 갈색설탕의 위생적인 포장과 설탕을 하역장에서 포장라인까지 이송하는 재래식 콘베이어의
레이아웃이 기존공장에서의 어려운 점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때문이였다. 본고에서는 제당공장에 이 시스
템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견하고 경험한 일련의 고충과 그 해결책을 설명코자 한다.
서론
설탕과 석탄의 고밀도 뉴메틱이송 이용가능성을 정의하기 위해, 위트와테르스란트 대학교(Wits)의 재료취
급부에 122미터 이상의 거리를 성공적으로 이송된 2제품의 샘플을 보냈다. 그림1에서와 같이 100mm 직
경의 이송관로는 수평으로 116미터, 수직으로 6미터, 90도 앨보우 9개로 이루어 졌다. 이것은 보통의 콘
베이어들로는 사용될 수 없는 루트들이 이뤄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갈색설탕 프로젝트가 다른 이유로
유보되었을 지라도 Wits의 시험들은 이러한 종류의 이송이 매우 미미한 손상만 일으킨다는 가능성을 입
증하였다.(표1과 2 참조)

[그림1-위츠대학교에 설치된 실험용 고밀도 설탕이송장치]
조사활동
저밀도와 고밀도상 이송의 주된 차이점은 고밀도상은 고압의 공기를 매우 적게 사용하는 단위공정(뱃치
공정)이라는 것이다. 고밀도상 이송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림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제품은 저장빈에서
이송베셀 내부로 공급된다. 베셀이 가압되면 제품은 이송관로 내부로 배출된다. Low Level이 감지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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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베셀내부의 압력은 벤트밸브를 통해 풀리게 되고 사이클은 반복된다. 이송관로는 결코 완전히 비워지
지 않는다. 부스터 라인이 가압되면 공기가 니들밸브를 통해 부스터 내부로 들어간다.(그림3 참조)

부스

터 압력이 이송관로의 압력보다 높다면 공기는 제품내부로 분사되어 이송관로를 따라서 제품을 유동화
시키고 이동시킨다.(그림4 참조)
[표1-뉴메틱 이송전, 설탕의 스크린 분석]

[표2-뉴메틱 이송후, 설탕의 스크린 분석]

[그림2- 전형적인 뉴메틱 고밀도 이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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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이송관로와 부스터관로의 단면]

[그림4-이송관로를 통한 공기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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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설탕의 시험들
1986/87 동안, Fewema포장기계에 단거리 이송시스템이 미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체험과 평가를 위해
설치되었다. 이송된 제품은 100mm 직경의 관로를 통해 20t/hr. 이상의 유동율로 이송된 정제 백설탕이
였다. 운전상의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는 콘트롤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배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
들은 없었다. 아나로그식 배선을 배제코자 PLC를 설치하였으며 시스템은 브렉넬 돌만 로저스 포장기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PLC는 3세트의 기계들에 설탕을 공급하는 다이버터 밸브도 제어하였다. 추
가된 50미터의 이송관로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얼마동안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전된 후에 이송
관로를 줄였으며 현재는 Fewema포장기에 백설탕을 공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약 4년동안 운전되고 있
다.
공기 압축기
오일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에 대한 높은 요구 때문에, 공기압축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결정하고 장래에 포장제품들과 부족한 뉴메틱 이송에 대한 수요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당공장의 공
기시스템을 현대화 하였다. 포장부서에서는 오일이 포함되지 않은 건조공기를 최소 70㎥/min.이 요구된다.
주간조업시, 제당공장의 총공기수요량은 90㎥/min. 이다. 35㎥/min.능력의 벨리스 & 모어콤 무급유 공기
압축기 4대가 설치되어 총 140㎥/min.의 공기를 공급하고 있다. 설치된 능력은 주간조업의 요구치를 현
재 충족시키고 있으며 예비로 포장기 1대의 요구치까지 수용할 수 있다.
석탄 이송
주간의 잉여공기능력으로 주간에만 석탄을 뉴메틱 이송하여 보일러 벙커에 채우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
다. 호주의 설탕산업체 방문때 보일러의 연료공급을 이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본적이 있었다. 1987년
에 뉴메틱 석탄 이송시스템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에스트코트에 있는 네슬레 공장을 제당공장의 간
부진들이 방문했었다.

이 방문의 결과로 제당공장에서 석탄연소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판단

하기 위해 스페어로 보유하고 있던 설탕이송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개의 보일러에 석탄공급용으로 1개의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얼마동안은 잘 운영되었다. 이 플랜트의 시
운전 과정에서 체험하게된 주요 문제점들 중 하나는 설정된 값들에 대한 임의변경하는 것에 대한 일부
임직원들의 반대였다. 오직 1대의 보일러에 적용했을지라도 정제공장이 그 시스템을 통해 작업신뢰성을
갖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의 설정값을 임의변경치 못하도록 완벽한 lock을 걸어놓았다.
그 시스템은 1대 이상의 보일러에 확대 적용되었으며 시운전과 평가는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H2설탕 이송
1989년에 회수동에서 H2설탕(1차수확 회수비등점)을 생산키로 결정하였다. 공장의 레이아웃은 재래식 이
송장치로는 생산품을 기존의 포장라인으로 이송하기가 불가능했다. 대체안은 수확설탕건조기 부근에 작은
포장라인을 건설하고 작업자들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생산품을 지게차로 이송하거나 뉴메틱 이송하는
것이다. 뉴메틱 이송시스템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를 추진토록 결정되었다.
전체 이송라인의 거리는 회수동에서 포장라인까지 제품을 130m 이송하는 것으로 요구되었으로 수평으로
110m, 수직으로 20m 그리고 90도 앨보우 6개로 파이프 라인이 구성되었다. 정제공장의 대부분의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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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마찬가지로 고객요구조건을 충족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했지만 그 시스템은 정제
백설탕을 성공적으로 이송하지 못했으며 시운전은 여러 달 동안 수행되었다.
생산품은 백설탕과 완전히 달랐으며 수분과 당즙함량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이송관로에 제품이 적체되고
결국에는 막키고 말았다.
시운전 동안 건조기의 온도, 공기압력, 공기유동, 인입밸브의 위치와 설탕수분들은 모니터링 되었다. 이송
용기내부가 가압되고 공기유동이 높아질 때 필터를 통해 들어온 수분이 설탕표면을 적신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추가로 장치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부적절함이 발견되었다.
포장라인에서 요구되는 공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테그넌 공기건조기는 부적절했으며 2대의
70m^3/min.-냉동식 건조기로 대체되었다. 이들 장치에서 이송용기까지의 공기공급라인이 설치되고 수분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송용기에 대한 공기공급은 압력제어밸브에 의해 조정되었다. 이송사이클 동안의 압
력변동이 막힘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기압력의 변화는 정제공장과 포장라인에서 요구되는
공기변동량에 의해 일어났었다. 압력제어밸브는 압력을 낮춰서 저압고용량으로 대체되었다. 시스템에 새
로는 밸브를 조립한 후, 부스터 밸브의 조정이 가능했으며 시스템이 높은 신뢰성을 갖게 되었다.
이송관로 내부에서 설탕의 속도는 이송용기에 공급하는 공기압력의 변화 또는 상하한값 범위로 설정된
부스터 압력설정값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송관로를 통과해야 하는 설탕의 필요유동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송관로와 재료사이의 부가적인 마찰
을 야기하는 부스터에 의한 높은 압력구배에서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였다. 이것이 걸핏하면
관로막힘과 같은 문제를 일으켜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야기했다.
H2설탕의 높은 마찰로 인해 생산율되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큰직경의 파이프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100mm 직경의 이송관로는 철거되어 분말설탕의 이송과 코팅공정이 포함되는 뉴프로젝트에 이전되
었다. 새로운 150mm직경의 이송관로가 설치되고 시운전이 실시되었다. 시운전은 거의 이틀동안 실시되
었으며 시스템은 수십개월 동안 불과 몇번만 막혔을 뿐이였다. 이러한 것들은 젖은 설탕과 공기공급문제
에 의해 일어날 수 있었다. 150mm직경의 관로를 설치한 후, 감소된 마찰로 인해 공기소모는
7.9m^3/min.에서 3.8m^3/min.으로 떨어졌다.
건조기가 포함된 H2시스템은 때때로 일일 50톤에 달하는 작업지시에 의한 생산목표값 또는 설탕의 가용
성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 이 공장은 가끔식 공장을 점검하는 순환감독자를 제외
한 어떤 사람도 필요없이 가동된다.
먼지추출공장과 관로 말단토출부의 먼지들은 또다른 문제점이며 관심을 받고 있다.
H2시스템의 비용
형태 : 110m의 수평이송관로 + 20m의 수직이송관로 + 90o엘보우x 6세트
비용:

남아프리카 제당기술자협회 세미나-1992. 6

시스템 총길이 : 130m @R415/m

R 54 000

이송용기 :

R 35 000

뉴메틱 부품 :

R 12 000

PLC :

R 7 000

공기압축기(설치비포함) :

R 27 000

공기건조기(설치비포함) :

R 6 400

합계

R141 400

결론
고밀도이송의 장점들 :
1) 청결-결코 긁는 기계요소들은 없고 2개의 이송지점만 있을 뿐.
2) 이송장치의 융통성
3) 공간절약
4) 적은 관리유지작업-작동부품수가 적다.
5) 외부 이물질 혼입의 기회가 없다.
6) 안전- 움직이는 벨트 또는 버켓들이 없다.
7) 정숙운전
8) 어려운 통로를 가로 지를 수 있는 경제성
고밀도 이송의 단점들
1)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의 필요
2) 관로막힘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
3) 단거리이송에는 고비용(비경제성)
4) 관로 말단부의 집진
결론적으로, 이 정제공장은 제품의 이송에 고밀도 뉴메틱이송장치가 사양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까운 장래
에 이 시스템으로 2대의 45톤 신규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에 석탄을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