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메틱 이송장치의 종류

이 자료는 영국의 데이비드 밀스 박사( 산업분체취급센터. 글래스고우 대학 )의 “ Pneumatic Conveying
Design Guide “에서 일부 발췌 번역한 것으로 무단 전제 및 배포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삼가 해 주시길 바랍니다.

Pneucon Dept'

개요
여러 종류의 뉴메틱 이송장치들을 소개하고 질량 유동율과 이송거리 등의 항목들에 있어 그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들에 대해 설명코자 합니다.
이송장치에 대한 재료의 영향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적절하게 설치된 재래식 뉴메틱 콘베이어들과
移送管路內로의 재료공급방법, 그리고 배출구에서 공기와 재료를 분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몇몇 특정 분체 재료들의 이송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 싱글-프러그
送風槽 ”, “ 프러그 제어 ”와 “ 間歇 프러그 ” 등의 뉴메틱 이송기술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 공기보조
중력콘베이어 ” 그리고 각 설비의 투자비와 운전비용의 비교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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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뉴메틱 이송설비들은 여러 상황에서 粉末狀과 顆粒狀의 재료들을 이송하는데 있어 매우 용이하고 매우 적합하다. 이 설비
들은 통상, 공기를 사용하는 압축가스의 공급원, 공급장치, 이송관로, 매개가스와 이송된 분체를 분리하는 장치등이 요구
된다. 장치의 적절한 선택과 배정은 분체를 수백 미터이상 이송할 수 있게 한다. 여러 공급장치에서 한 개의 공용관로에 공
급할 수 있고 한 개의 공급장치에서 여러 개의 收集槽에 배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공장의 배치와 운전 양쪽에 융통성을 갖
는다. 유동율은 쉽게 제어될 수 있고 입출력의 점검을 위해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이들 설비들은 완전한
자동운전이 가능하게 배치할 수 있다.
뉴메틱 콘베이어들로 취급할 수 있는 분체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다. 분체를 뉴메틱 이송하는 산업들에는 농업, 화
학, 제약, 페인트 제조, 광산, 금속제련과 가공업등이 있다. 농업에서는 동물사료로 재료를 가공하는 데는 물론, 초대량으
로 추수되는 쌀과 곡물류들이 취급된다. 비료는 여러 종류의 재료들을 취급하는 대형복합산업을 상징한다. 밀가루에서 설
탕, 차, 커피에 이르는 식품들에는 여러 가지 제조공정상에서 뉴메틱 이송이 이뤄진다.
석유산업(유전)에서는 중정석 분말, 시멘트, 벤토나이트등과 같은 미세분말들이 드릴링 공정에 사용된다. 채광, 채석장에
서는 석탄덩어리, 분쇄된 광석과 기타 재료들이 이송되어 진다. 화력발전소에서는 대단히 많은 량의 분쇄된 석탄과 재가
취급된다. PE, PVC, PP등의 여러 석유화학산업들에서는 미세입자에서부터 알맹이 까지 여러 형태로 취급된다. 모래는
주물과 유리제조 산업에 사용되고 시멘트와 알루미나는 기타 다른 산업들에서 대량으로 뉴메틱 이송되는 재료들이다.
공장내 공정간의 재료운반과 저장조, 사일로에로의 재료운반을 위한 뉴메틱 이송을 포함한 몇몇 운반방법들이 선적과 하
역작업에서 더 보편화 되고 있다. 차량과 열차에 의한 재료운송시 적재, 하역작업에는 뉴메틱 이송이 잘 정착되어 있
다. 광산에서 석탄채광과 採鑛孔의 매립을 위한 폐기물 운반등은 석탄산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뉴메틱 이송의 특수한 용도
이다.
뉴메틱 이송설비는 특별한 융통성을 갖고 있어 완전 밀폐된 이송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폭발성과 독성을 갖는 재
료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으며 발생한 먼지들이 작업환경내로 유입되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메틱
이송설비들은 해당지역의 건강/안전법규가 규정하는 요구치들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충족 시킨다. 이송공장들은 바닥면
적을 작게 차지하며 기존의 장치나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지하 혹은 천장, 벽위로 올려 장애물들 주변으로 이송관로를 쉽
게 배치할 수 있다. 이송관로의 굴곡부들이 이러한 탄력성을 제공하지만 이송설비내의 압력강하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이송
재료의 열화와 이송관로의 침식마모를 야기시킬 수 있다.

2 설비의 성능
2.1 개요
뉴메틱 이송설비의 특별한 문제점은 이송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주어진 질량유동율을 기준으로 한 뉴메틱 이송설비의 능
력은 아래 3가지 매개변수에 따른다.
1) 이송관로의 직경
2) 재료를 이송해야할 거리
3) 허용가능한 이송관로의 압력강하
공기유동율은 이송관로와 이송공기압이 주요함수인 2차 함수관계에 있다. 이것은 주어진 이송관로로 적절한 이송상태를 이
루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송되어야 할 재료의 성상들 역시 가장 중요하다. 재료유동율에 대한 주 영향은 재료들
이 특정상태에서 이송될 수 있는 상밀도 혹은 이송관로에 대한 공급율의 상한값에 있다.
2.2 狀密度 : Φ
이송되는 재료의 상밀도는 이송에 사용되는 공기의 질량유동율 Ma에 대한 이송되는 재료의 질량유동율 Mp의 비율이다.
Φ = Mp / Ma
공기는 압축성 유체이므로 압력에 따라 밀도가 변한다. 이송공기의 체적유동율은 이송관로 길이에 따라 두드러지게 증가될
수 있다. 상밀도는 뉴메틱 이송설비의 관로내에서 공기중 재료의 농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로써 이송관로 길이에
따른 무차원의 량과 상수로 표현되는 값이다.
2.2.3 관로직경의 영향
질량유동율 Mp는 이송되는 재료에 대해서 상밀도Φ의 항목으로 표현될 수 있다.
Mp = Φ Ma ( Ma : 질량유동율 )

Ma ∝ Va

Va : 공기의 체적유동율 = CA
( C : 이송공기의 속도, A : 이송관로의 단면적 = πd2 / 4 ← d : 이송관로의 직경 )

∴ Ma ∝ Cd2

단순화를 위한 1차 근사법으로 C는 특정설비의 상수로 고려될 수 있다.
Mp ∝ Φd2
그래서 해당설비의 이송능력은 이송관로의 직경증가와 높은 질량유동율을 이루므로써 확실하게 증가될 수 있다. 물론 공
기에 대한 요구조건들 또한 동일한 공기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동일 비율로 증가되어야 한다.

2.4 이송거리의 영향
상밀도는 재료의 질량유동율에 비례하는 3개의 매개변수(2.1항 참조 )중의 하나가 아니다. 이송될 수 있는 재료의 상밀
도는 이송거리와 이송관로내의 허용압력강하에 주로 영향을 준다. 재료를 이송하는데 유효한 이송관로내의 압력강하값
은 관로내의 공기마찰저항을 견디어 내는데 필요한 만큼의 압력강하이다. 나머지 압력이 관로를 거쳐 재료를 이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림97]은 직경 50㎜, 길이 100m, 90°각도로 9회 휜 이송관로로 이송되는 시멘트의 공기질량유동
율에 대한 이송관로내의 압력강하의 도표를 설명한 것이다.
공기의 압축성( 2.2항 참조 ) 때문에 체적유동율 혹은 속도보다는 공기질량유동율이 사용되어 왔었다. 이송관로직경이
클수록 공기만에 대한 압력강하는 감소될 것이다. 압력강하의 보다 큰 부분들이 재료를 이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모
든 경우에서 이송거리가 멀면 멀수록 압력강하는 증가하는데 장거리 이송의 경우 공기만에 대한 압력강하는 설비전체의
압력강하중에서 두드러지게 많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영향은 약 20 m/sec의 평균공기이송속도에서 빈 이송관로
내에서의 압력강하에 대한 이송거리와 관로직경의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107]에서 설명된다.
2.5 압력강하의 영향
해당설비에서 공기를 제공하는 팬, 블로어, 압축기등의 압력값이 정해진 직경의 이송관로로 얼마나 많은 량의 재료를 얼
마나 멀리 이송할 수 있나를 결정한다. 이는 단순화된 도표[그림3]에서 어느 범위까지 요약되어 진다.
이송관로의 압력강하와 이송거리간의 상호관련 영향은 [그림99]의 고압설비와 [그림100]의 저압설비에서 보다 상세하
게 설명되어 진다. 이 그림들은 단지 설명을 목적으로 近似한 것으로만 강조되어야 하며 설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관로직경, 이송공기의 속도, 재료의 종류등 모든 것들이 전반적인 상호관계에 영향을 가진다. 매우 먼 이송거
리가 요구된다면 [그림99]의 고압설비 일지라도 상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그림100]과 [그림107]에서와
같이 저압설비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상밀도는 매우 낮을 것이며 오직 대형이송관로에서만 높을 수 있다. 진공설비의
제한된 압력강하 일지라도 높은 상밀도로 재료가 매우 짧은 거리를 이송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재료가 이송될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하였다.

2.6 유동형태
상밀도의 값은 때때로 이송관로내에서의 재료유동형태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관로내의 여러 가지 다른 유동체제를 동일
시 할 수 있을 지라도 분류는 2개의 넓은 범주에 근거될 수 있다.
2.6.1 저밀도상
저밀도상(浮游流動)에 있어 재료는 관로내에서 필히 공기중에 부유된 상태로 이송된다. 이 상태의 상밀도 범위는 대략 10
이하 이다. 부유상태를 가상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3차원의 격자내에 미세구형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 1,000 ㎏/㎥
과 1.2 ㎏/㎥의 밀도를 갖는 입자들과 이송공기의 전형적인 경우에 대해서 각 입자간의 중앙을 분리한 공간은 입자의 직경
에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285]와 같이 저밀도상 영역에 있는 입자간의 평균공간은 상당히 넓다. 관로내에서 재료가 부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대부분의 재료들에 대해 13 ~ 15 m/sec의 최저공기이송속도를 필히 유지해야 한다. 거의 대다수의 분말들이 저밀도
상으로 이송될 수 있다.
2.6.2 고밀도상
완전한 고밀도상(非浮游狀態)유동은 재료들이 밀집된 덩어리 상태로 관로내를 이동하는 것이다. 관로내벽을 따라 미끄러
지는 수평유동상태의 재료들은 저절로 마개들을 형성할 것이다. 재료들이 관로직경을 완전히 채운 상태로 관로내벽을 미끄
러져 이송되기 때문에 저밀도상 이송에 요구되는 속도보다 월등히 낮은 속도로 이송될 수 있다. 이때의 개략적인 상밀도는
40 이상이 된다. [그림285]에서 상밀도 40이상 이라는 것은 재료입자간 평균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재래식 방법으로
는 제한된 재료들 만이 이런 형태로 이송될 수 있다. 저밀도상 유동과 완전한 고밀도상 유동은 퇴적이 발생하는 비부유 상
태의 유동으로 특정지워 진다.
성공적인 고밀도상 이송이 되는 재료들은 부유유동상태로 재료를 이송하는데 요구되는 공기의 최저이송속도를 통상적으로
半減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밀도가 10인 경우, 공기의 최저이송속도가 약 14m/sec인데 반해 상밀도가 40인 경우, 약
7m/sec로 감소할 것이다. [그림98]에서는 저밀도상 유동에서 완전한 고밀도상 유동까지의 변화가 이 범위 이상으로 발생
한다. [그림98]은 [그림97]에 상밀도 常數線과 이송관로 引入空氣速度線을 附加하여 다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부유상
태에서 비부유유동까지 단절없는 변화로 재료가 고밀도상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 이송능력의 한계
를 보여준 것이며 이의 중요사항은 2.4.2 “ 공기의 최저이송속도 ”에서 좀더 논의 될 것이다.
완전한 고밀도 유동으로 이송하지 않을 재료들은 공기의 최저이송속도를 매우 적은 량의 감소가 특히 수평유동시 가능하
다. 이때 재료입자의 밀도증가로 부유상태에 있는 일부 재료들이 떨어질 것이다. 관로의 굴곡부 혹은 비연속적인 부분에서
퇴적된 재료들이 관로직경 내부를 완전히 채워 졌을 때 관로막힘이 항상 발생한다. 상밀도의 최대값은 재료와 공기의 이송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3 재래식 뉴메틱 이송장치의 종류
여기에서 설명되는 재래식 장치들은 低減壓, 加壓과 組合된 장치들 그리고 고압의 공기로 운전될 수 있는 送風槽를 기초로한
單位移送裝置들과 같이 연속운전이 가능한 장치들을 포함하여 여러해 동안 여러 산업현장에 설치되어 왔다.
3.1 단순가압장치
단순가압 뉴메틱 이송장치는 모든 설비의 근본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그림4]는 전형적인 공장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장치들은 1 bar ( 201.3kN/㎡ )이하의 최대압력율을 가지는 팬(pan)이나 블로어(blower)들을 통상적으로 사용한
다. [그림100]은 중거리 이송은 저밀도상으로 단거리는 고밀도상을 채택한 장치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공기는 팬이나 블로어로 이송관로에 공급된다. 재료가 관로내에 공급되면 공기에 의해 저밀도상으로 이송관로를 따라 토출
지점까지 이송된다. 이것은 2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초래한다. 첫 번째는 이송공기의 흐름속에 어떻게 재료를 공급하느
냐고 두 번째는 이송 끝지점에서 공기와 재료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다. 이의 해결책들을 완전한 이송장치에 대한 근본적
인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간단하게 소개된다.
3.2 이송관로내 공급장치
이송관로내로 재료를 인입시키는데 대한 주 문제점은 이송공기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공급장치가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로공급장치들은 [그림14]의 3가지 장치와 같이 호퍼(hopper)에서 관로내로 재료를 전달할 것이다. 이 3
가지 장치들은 호퍼의 상부가 대기상으로 개방될 수 있기 때문에 공히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고 연속운전이 가능하다.
로타리 밸브[그림14, 15, 16]가 이러한 압력차에 대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운전될 지라도 회전자 날개와 케이스사이의 필요
간격과 되돌아 오는 빈 격자(pockets)등 양쪽을 거친 밸브에서의 공기누설이 주 문제점 이다. 공기배출의 필요성이 취급하
는 재료에 따라 달리 요구될 지라도 공기배출로 이러한 문제점이 때때로 해결될 수 있다. 주어진 작업량에 적절한 크기의 밸
브선택과 적절한 속도의 운전은 필수적이다. 밸브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고속으로 운전된다면 밸브를 통한 공기누설은
이송관로내의 공기유동이 조절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송관로내 재료의 공급뿐 아니라 이송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 3.2.3 “ 로타리 밸브 ” 참조 )
재료가 자연스럽게 유동되지 않는다면 로타리 밸브의 블로잉 씨일을 교체한다. 이 장치에서 격자는 중력에 의해 이송재료들
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이송공기에 의해 청소된다. 이는 마모성 재료들에는 추천되지 않는다. 뉴메틱 이송장치의 침식마모
문제점들은 4.5 “ 공장의 침식마모 ”에 소개된다.

벤튜리 공급기[그림14, 24, 25]의 경우, 이송관로내로 재료가 중력하에서 쉽게 유동되게 하는 목 부분에서 압력이 감소한
다. 이런 종류의 공급장치는 단지 저압의 공기공급장치에만 적합하다. 목부분에서 대기압까지 감소하는 0.1 bar의 공급공
기압은 목부분에서 약 125 m/sec 까지 공기가 가속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15m/sec의 공기이송속도에 100mm 직경의 이
송관로가 요구된다면 목부분의 해당직경은 단지 36mm 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저압으로 인해 재료의 공급을 어렵게
하고 저밀도상으로 단거리 이송만 가능할 뿐이다. 또 이것은 관로내의 재료유동율이 관로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조정되어야 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선형 공급기[그림14, 22, 23]는 공기압도 아니고 공급조정도 아닌 어떠한 문제점들로 나타내지 않는다. 일부 설비에 장
치된 나선형 공급기들은 2.5 bar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송관로내에 매우 성공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이
러한 설비들은 원거리 이송 혹은 고밀도상 이송에 사용될 수 있다. 나선형 공급기의 요구동력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이들 설비의 운전비용은 증가한다. 재료입자의 열화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4.4 “ 입자의 열화 ”, 12. “ 운전상의 문제점
들과 그 해결책들 ”, 12.2 “ 입자의 열화 ”, 12.4 “ 입자의 용융 ”등에서 논의된다.
3.3 이송하는 공기에서의 재료분리
그림51, 52, 55와 56은 이송관로 끝 부분에서 공기와 재료를 분리하는 두 장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수집호퍼
의 상부에 장치되고 연속운전 될 수 있다. 과립상의 재료들에는 모두 사이클론이 요구되지만 미세분말들에는 섬유여과망
장치가 필요될 것이다. 재료의 입자크기들이 넓은 분포를 가진다면 호퍼상부에 있는 사이클론 내부로 배출하고 여과망을
거쳐 공기중의 먼지를 여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위운전의 경우, 여과망은 이송 끝 주기에서 진동을 주거나 흔들어
줄 수 있다. 연속운전의 경우, 여과망은 공기의 역분사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될 수 있다.
3.4 복합가압설비
전환밸브의 채택은 여러 개의 호퍼에 대한 다중 공급을 가능케 하고 매우 다양한 설비들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그림6]은
전형적인 복합가압이송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밸브들을 통한 공기누출은 이송에 요구되는 총공기량에
상당부분 차지할 수 있으므로 공용 이송관로내에 공급하는 로타리 밸브는 여러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3.5 단순감압설비
이 설비는 팬 혹은 블로어의 흡입면에서 이송이 가능하다.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이의 오래된 예가 된다. 감압설비는 가능
한 이송관로내의 압력강하에 한계가 있으며 동급의 가압설비에 비해 원거리 이송, 대량이송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 [그
림7]은 전형적인 단순감압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압설비에 채택되는 이송관로내 공급장치와 재료분리장치가 감압설비에
도 동일하게 채택된다. 고형물질들이 배출기를 관통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이뤄져야 한다.

감압설비는 여러 곳에 있는 재료들을 한곳으로 끌어들이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들 설비들은 하역과 공정관로
내에 여러개의 호퍼로부터 각 구성원료를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 공장에 매우 적합하다. 감압설비에 장치된 로타리 밸브의
전.후에서 압력차가 없으며 이로 인해 다중공급에 특히 적합하다. 가압설비에 비해서 공기밀봉재가 부가적으로 작용하지 않
는 만큼 로타리 밸브가 매우 저렴해 질 수 있는 항목이지만 진공상태에 많은 량의 공기를 여과해야 하는 여과공장에서는 그
만큼 비싸진다. 감압설비는 대기중으로 먼지들이 분사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배제키 위해 모든 가스누출이 내부에서 일어나
는 특별한 장점을 갖는다. 이것은 독성 혹은 폭발성 재료들에 특히 중요하다. 연소성 재료들과 먼지구름이 잠재적인 폭발성
을 갖는 재료들을 취급하는데의 문제점들은 2.4.8 “ 밀폐형설비와 공기품질조정 ”, 12. “ 운전상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들 ”,
12.6 “ 폭발위험성 ”에서 자세히 논의 된다.
3.6 감압과 가압이 조합된 설비
이 설비는 송풍과 흡입 양쪽으로 재료이송이 가능하므로 단지 하나의 팬 혹은 블로어로 운전하고 개별설비의 장점들이 附合
되는 2개의 단일설비를 조합하는데는 비교적 쉽다. 팬을 통한 제품이송은 입자의 열화와 침식의 문제점으로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그림8]에서와 같이 자체 여과기와 공급장치가 설치된 중간저장조를 이용하여 팬을 우회시킬 수 있다.
감압과 가압이 조합된 설비는 다중 공급원에서 다중 배출지로 재료를 전달 할 수 있고 보다 먼거리를 감압설비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뉴메틱 콘베이어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 설비들은 때때로 “ PULL-PUSH " ( = Suck-Blow : 흡배출 )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배출기/송풍기에 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감압설비를 채택한다. 설비의 가용동력은 2개 구역으로 나눠야
한다는 점과 2개 부분에 대한 관로는 운전압력과 로타리 밸브에서의 압력손실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크기를 결정해
야 한다. 설비의 설계에 대한 이 특별한 관점은 6. “ 뉴메틱 이송의 이론과 압축공기의 사용 ”의 6.2 “ 압력의 영향 ”의 6.2.1
과 6.2.6에서 상세하게 논의된다.
3.7 高壓送風槽設備
지금까지 고찰해온 대부분의 설비들은 팬 혹은 블로어로 작동하고 연속운전능력을 갖는 저압설비들이 였다. 로타리 밸브와
루츠 블로어 설비의 가능압력 1기압( = 202.6 kN/㎡ )은 재료토출율과 특히 이송거리에 있어 한계를 부여한다.
송풍조는 약 8bar까지 운전할 수 있는 고압설비들의 표준이 되지만 통상 뱃치방식으로만 이송할 수 있다. 송풍조는 송풍계
란, 압력계란, 분체펌프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림9]는 전형적인 고압송풍조 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고압이 원거리
이송을 가능케 한다. 궁극적으로 그 에너지는 매우 높은 상밀도로 이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2 참조 )
이들 설비의 특별한 장점은 송풍조가 공급기 전후의 압력차이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배제하면서 공급장치로써의 기능을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송풍조들은 이송관로에 인입시키는 대체 수단으로 저압설비들에 사용되곤 한다. 이송관로내 재
료를 공급하기 위한 송풍조 전후에 압력강하가 있다. 그 크기는 송풍조의 종류나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고압의 공기공급으
로 허용압력강하는 작은 값에 불과하다. 고압과 저압설비 양쪽에 공급장치로써 송풍조의 선택은 3장 “ 이송관로내로의 공급
과 배출 ”의 3.2.7 “ 송풍조 설비 ”의 3.2.7.1과 3.2.7.11에서 논의된다.

재료가 배출되는 지점은 통상 대기압하에 있으며 압력해지장치들이 고압의 송풍조설비들에 사용될 수 있다. ( 번역자 주 압력해지장치 : 고압의 송풍조로부터 고압으로 이송되어 대기압하의 배출되는 지점에서 재료는 확산분사 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여과망을 통한 충분한 공기배출과 공간을 가지는 재료와 공기분리장치가 요구된다. 이 분리장치가 압력해지장치에
해당된다. )
가용에너지가 재료를 고밀도/저속으로 이송하는데 사용된다면 체적공기유동율이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밀도/저압
설비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는 매우 작아서 가격이 저렴한 여과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송관로 또한 직
경이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다. 하지만 송풍조는 로타리 밸브보다 월등히 비쌀 것 같으며 공기 압축기도
블로어보다 훨씬 비싸다.
송풍조의 특별한 문제점은 공급조 밑에 요구되는 주실(head room)이다. 대형송풍조는 지지구조물이 필요높이만큼 더 요
구되므로 호퍼제작비용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송풍조는 지중구덩이에 설치될 수 있다. 스크류가 공기압이 낮은 곳에서
는 제한적일 지라도 스크류를 채택한 공급설비에서는 최소주실의 요구가 때때로 장점으로 작용한다.
3.8 단위이송주기
대부분의 송풍조설비들이 갖는 주문제점은 로타리 밸브와 스크류 공급장치들과 이송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동일
한 질량유동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송하는 동안 유동율의 순값을 다소 높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은 연속적으로 여러
송풍조의 운전 주기를 나타낸 [그림37]에서 설명되고 있다. 공기요구치와 이송관로크기는 최대 혹은 균일상태의 이송율
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평균값과 균일상태 이송율간의 비율이 가능한 높아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가 거
기에 있다.
증가될 수 있는 이 비율의 값에 의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림9]는 대부분의 기본형태가 개폐장치가 없는 송풍조를
나타낸 것이다. 환기밸브의 채택으로 시동과량( Start-up transient )을 줄일 수 있는 배출밸브가 사용된다면 배출과량
( Discharge transient )도 줄일 수 있다. ( 번역자 주 - 이송시작시 이송관로 단면에 일시적으로 많은 량의 재료가 몰리는
관로막힘 현상을 시동과량이라 하고 이송되는 재료가 목표지점 앞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량이 몰리는 관로막힘 현상으로
배출이 원활치 못하는 것을 배출과량이라 한다. )
공용관로내의 공급장치인 복식송풍조와 그외 장치들에 대해서는 3. “ 이송관로내로의 공급과 배출 ” 의 3.2.7 “ 송풍조 설
비 ”에서 논의 된다. [그림9]에서 설명되는 소풍조는 상부배출 방식이다. 다른 이송설비들과 재료들에 대한 궁극적인 설
정과 적합성은 3.2.7에서 논의 된다.

4 설비선택시 고려사항
4.1 개요
설비설계기술자의 고민은 가능한 많은 범위의 요구치를 수용할 수 있는 최상의 뉴메틱 이송설비를 선택하는 것이다. 고,
중,저압과 감압설비와 연속식, 단위식, 프러그(마개)식 형태의 이송을 하는 설비들이 있다. 이송관로내로 재료를 공급하는
송풍조, 스크류 공급기, 로타리 밸브, 벤튜리 등의 장치들이 있다. 이송관로의 끝점에서 공기와 재료가 분리되도록 하는
장치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한다. 지정된 유동율로 해당 재료를 필요거리까지 이송하기 위해서는 이송관로의
압력강하가 평가되어야 만 하고 관로직경과 공기 요구치가 계산되어야 한다. 어떤 설비의 이송개개변수들은 필요에너지
가 너무 많지 않도록 그리고 이송관로가 막히지 않도록 선택되어져야 만 한다. 부언하면, 이송설비가 재료입자의 열화와
같이 재료에 대한 악영향이나 재료가 침식마모와 같은 악영향을 설비에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많은 결정사항들 중에 고려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채택된 이송공기속도 이다. 그 다음에, 재료의 종류와 그
재료가 가질 수 있는 영향, 만들어 질 수 있는 설비의 선택이 조합되어야 한다. 저속이 요구된다면 고밀도상의 설비가 보
다 적절하며 이 같은 상태로 이송될 수 있는 재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4.2 공기의 최저이송속도
이 변수의 의미를 설명키 위해 [그림140]은 이송되는 재료의 상밀도와 공기의 최저이송속도 사이의 관계가 다른 재료들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시멘트와 중정석(Barite)은 고밀도상으로 이송될 수 있고 이 재료에 대한 공기의 필요이송속도는
충분하게 감소될 수 있다. 공기이송속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알루미나와 모래는 재래식 설비들로 수평이송 시킬 수 있다.
[그림140]에 나타낸 각 재료의 속도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상밀도를 증가시키면 관로막힘현상이 발생한다. 형석(Fluorite)
과 같은 다른 재료들은 중간적 상호관계를 보인다. [그림140]이 재료의 등급, 평균입자크기, 입자분포와 그외 변수들에
따른 상호관계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란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4.3 관로막힘
저밀도상으로 이송되는 재료는 공기중에 부유한 상태로 이송된다. 그래서 재료가 부유상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관
로의 막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로 이송할 때 “ 초킹( Chokong ) ” 과 수평으로 이송할 때 “ 샐테이션
( Saltation ) "은 이 같은 관로막힘에 대한 전문용어 이다. ( 번역자 주 - 초킹 : 관로내벽 부근에 있는 입자들이 자체중력
에 의해 아랫방향으로 유동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과정으로 저밀도상의 수직상향유동에서 일어나며 이 과정이 계속되면
관로가 결국에는 막히게 된다.
샐테이션 : 수평관로를 따라 고체입자들이 퇴적되어가는 과정으로 공기이송속도가 최
저이송속도이하로 떨어질 때 저밀도상 유동에서 발생한다. 샐테이션 속도는 저밀도상 설비의 운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
저속도이고 최저공기이송속도와 같다. )

고밀도상 유동에 있어, 수평유동할 때보다 수직유동할 때 공기의 최저공기이송속도가 낮으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재료들
에 대해 수평유동이 가장 나쁜 경우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수직유동을 하는 형석의 최저공기이송속도와 상밀도사이의 상
호관계가 수평관로에 있는 중정석과 비슷하다는 것을 [그림140]에서 보여 준다.
“ 젠즈 ”는 넓은 입자분포를 갖는 재료들의 “ 샌테이션 ” 속도들이 “ 초킹 ”속도들의 3 ~ 6배 정도 크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
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분체재료의 통기성상들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수직상승유동에서는 이송관로 전단면에서 혼합
작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공기는 자동적으로 재료에 섞이게 된다. 수평유동에서 “ 샐테이션 ”이 발생하면 많
은 재료들이 빠르게 탈기(脫氣)되므로 현재의 관로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그림98]에서는 해당 관로에서 시
멘트의 이송매개변수들에 한계이송능력을 나타내는 선을 덧 붙여 표시 하였다. 이 선의 오른 쪽 영역에서 즉 공기유동율이
낮거나 공기이송속도가 낮은 이송은 재래식 이송설비에 의한 수평이송은 불가능 하다. 이 이송능력의 한계는 [그림140]의
시멘트 선에서 유도된 것 이다. [그림98]에서 이상한 형태의 곡선은 공기이송속도에 대한 공기압의 부가적인 영향에 기인
한 것이다. 이런 점은 6 “ 뉴메틱 이송에서 압축공기의 이론과 사용 ”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이송관로가 막힌다면 이송관로내로 재료가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공급되는 공기압력이 약간의 여유능력을 가진다면 이
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송되는 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침투성 재료일 경우, 매우 쉽게 해결될 것 이지만 길
게 수직으로 상향 이송하는 경우 불가능할 것이다. 비상정지후 재가동시 동일한 상황이 될 것이다. 재료가 거친 미립분체
일 경우, 특히 입자분포가 넓을 경우, 가압이송설비의 관로에서는 몇 bar의 여유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짧은 마개상으로 관
로를 완전히 막을 것이다. 이런 재료들은 설계할 때 공기이송속도와 상밀도에 대해 충분한 안전값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재료를 이송하는데 설비가 그 재료의 한계압력에 접근되었다면 이송관로내에 가능한 균일하게 재료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
에 주목해야 한다. 재료공급 시작점에서의 공기의 최저이송속도가 약 15m/sec인 저밀도상 설비의 이송관로내 공기의 평
균이송속도는 약 20m/sec 이다. 60m 길이의 관로에 공기는 약 3초만에 지나가고 20 RPM의 로타리 밸브는 이 시간동안 1
회전할 것이다. 그래서 불균일한 재료공급의 방지와 최소압력변동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4.4 입자열화
뉴메틱 이송설비에서 입자열화는 입자형태와 입자크기분포의 변화 때문에 문제점들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생성되는 “ 정제
광( fines : 미분체 ) ”과 재료가 이송된 후 야기될 수 있는 통제운전상의 문제점들 때문에 공장운전이 어려움들에 직면하곤
한다. 잘 부셔지기 쉬운 재료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명백한 문제점들은 차치하고 라도 입자형태의 변화가 뒤이어지는 어떤
재료들과의 화학공정상의 어려움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 입자크기분포의 변화는 커다란 어려움으로 취급될 자유유동재료
를 극한 상황에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유동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이 판매된다 면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

속도는 뉴메틱 이송에서 열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인자다. 입자의 속도가 증가하면 입자가 분쇄되는 정도로 증가한다. 이
런 이유로 고밀도 이송을 할 수 있는 저속이송이 열화가 문제점으로 되는 재료들에 추천된다.
이송관로의 굴곡부는 입자열화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 이다. 이는 입자의 분쇄를 야기하는 입자와 고체표면간의 충돌이
다. 이것은 굴곡반경을 크게하여 감소 시킬 수 있다. 관로내벽과 작은 비율로 접촉케 하는 입자의 고농도 이송도 이 문제를
감소 시킨다. 이것이 고밀도상 이송의 장점이다.
[그림289]와 [그림290]은 재료에 대한 설비의 잠재적인 영향과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여러개의 작은 반경의 굴곡
부를 갖는 저밀도상의 설비가 지나친 고속으로 부셔지기 쉬운 재료를 이송하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그림289]는 이송 전후
의 누진적 입자분포에 대한 영향을 보여준다. 50%의 값에 근거된 평균입자크기는 약 177㎛에서 약 152㎛으로 바뀐다. 하
지만, [그림290]에 보여준 실제 두드러진 영향은 재료에 대한 열화 영향을 크게 곡선으로 그리므로써 분명하게 나타냈
다. 고려될 수 있는 다량의 미분체들이 생성되고 이들을 입자크기분포에 중량백분율로 나타내더라도 확실한 두 번째에 해
당된다.
4.5 침식마모
뉴메틱 이송의 주요단점은 이송설비에 침식마모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유동상태에 있는 고형입자들에 의한 금속표면의 침
식마모는 특히 마모성 재료들을 취급해야만 하는 경우, 뉴메틱 이송설비의 설치를 꺼리게 하는 유력한 요인이다. 석유화학
산업에서 이송관로의 침식마모는 기계장치의 설계와 운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장의 비상정지를 일으키는 주요인중의 하
나이다. 침식은 탄광의 뉴메틱 적재장치와 보일러의 분쇄연료 공급장치에서도 주된 문제점이다. 직선으로 된 관로에서는
침식이 실제 문제점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관로단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내벽표면이 불균일 하다면 침식은 심하게 일어
날 수 있다. 침식의 주된 문제점은 뉴메틱 이송설비가 공통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는 분기관, 전환밸브, 관로굴곡부등과 같
은 천이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다.
이송되는 재료의 입자경도는 침식마모문제의 주된 척도이다. 관로내벽재질과 이송재료의 경도차이는 문제의 크기를 나타
내는 것이다. 이송상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에서 속도는 가장 중요한 因子이다. 이것은 속도에 3.5 ~ 4.5의 지수관계를
갖는 동력이다. 지나치게 높은 속도가 채택된다면 약간의 마모성을 가진 재료들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직면케 된
다. 마모성 재료들에 대한 문제점은 매우 낮은 속도를 이룰 수 있는 고밀도상 설비를 채택함 으로써 확연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저밀도상의 설비가 채택되어져야만 한다면 12. “ 운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의 12.3.8.2와 12.3.8.8에서 문제점
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림271]은 침식마모가 일어나기전 4mm의 두께를 갖는 강철제 이송관로의 굴곡
부를 통과하여 이송되는 모래의 질량과 그에 대한 공기이송속도의 영향을 나타내는 그래프 이다. 저밀도상 이송을 가능케
하는 통상적 범위에 있는 속도의 영향은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다.

4.6 재료의 종류
최저공기이송속도와 유동형태에 대한 영향과는 별개로, 재료의 종류 또한 해당이송조건들에서 재료의 유동율에 두드러진
영향을 끼친다. 여러 재료들의 유동율들이 [그림231]에 비교되어 있다. 각 재료들은 동일한 압력강하로 동일한 이송관로
를 통하여 이송된다. 각 재료들이 이송관로에서의 압력강하가 동일하므로 [그림230]에서 이송관로에 인입되는 공기속도에
대한 재료의 유동율 항목으로 비교하고 일정 상밀도 線들을 附加하였다.
이 그래프는 재료의 질량유동율에 대한 이송관로내 인입공기속도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이송관로내 최저인입공기속도와 최
대상밀도의 항목으로 이송한계들을 나타낸다. 분쇄연료의 재( ash )와 벤톤과 같은 재료들은 공기유동율의 감소에 지속적
인 증가를 보인다. 시멘트의 경우, 넓은 범위의 공기이송속도에서 질량유동율이 약간만 변하지만 PVC분말의 경우 최대질
량유동율을 나타내는 이송관로내 최적인입공기속도이하에서 질량유동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한다. 침식마모와 입자열화가
어떤 재료에 문제가 된다면 질량유동율이 낮아지드라도 가능한 저속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 [그림231]은 이송관로내 인
입공기속도 즉 공기유동율의 증가에 따른 질량유동율의 감소를 나타낸다. 어떤 재료들의 경우, 이송효율이 낮아짐에도 불
구하고 높은 공기이송속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안료나 흡습성의 재료들은 이송관로 내벽을 코팅하는 경향이 있어 관로
내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높은 속도들이 채택된다. 많은 경우들에서 이송관로는 오염방지 혹은 재료의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비워져야 한다. 이 또한 상당히 높은 공기이송속도를 요구한다.
4.7 배관형태
[그림231]에 있는 선들의 기울기와 [그림98]에 있는 질량유동율의 일정선들의 기울기들은 배관형태에 매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수직하강유동영역에 있는 관로와 관로굴곡부는 이송성능에 두드러진 영향을 준다. 공기이송속도의 증가와 관로형
태에 따른 압력강하로 인한 상밀도 감소에 대한 상대적 영향은 수평이송의 경우보다 매우 크다. 예로, [그림98]의 시멘트
이송관로 굴곡부의 수를 2배로 하면 공기유동율이 높은 영역에서 질량유동율 일정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굴곡부가 확연히 많은 배관형태의 경우, 해당이송상태를 이룰 수 있을 만큼 공기이송속도를 낮추어 이송해야 한
다. 이는 낮은 상밀도의 고밀도 이송의 경우와 저밀도 이송의 경우는 관로굴곡부의 수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
다. 관로굴곡부의 영향은 9. “ 이송배관설계 ”의 9.2.3.1.4, 9.3.2.4, 9.3.3에서 상세하게 논의 된다.
저밀도 이송설비의 전형적인 공기이송속도는 약 15 ~ 30m/sec 이다. 고압이송, 특히 저밀도 이송의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
은 관로의 길이를 따라 고압의 공기가 점진적으로 팽창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송설비의 배출 끝지점을 향하여 공기가 매우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배관형태를 단계화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직경이 다른 3개의 관로는 요구범위
내에서 관로전체길이를 따른 최고와 최저속도의 유지가 요구된다. 이 주제는 6. “ 뉴메틱 이송에서 압축공기의 이론과 사
용 ”의 6.2.6에서 더 논의 된다. 단계화된 배관형태 또한 9. “ 이송배관설계 ”의 9.3.4 “ 단계화된 배관 ”에서 더 논의 된다.

4.8 밀폐형 설비와 공기품질관리
어떤 이송상황의 경우, 통제된 환경하에서 재료를 이송해야할 필요가 있다. 재료의 먼지구름이 폭발잠재성을 갖고 있다면
질소 혹은 다른 불활성 가스를 재료이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개방형 설비의 경우 매우 비싸게 사용될 수 있지만 밀폐형
설비는 가스가 재순환 될 수 있다. 연속이송설비들은 밀폐순환계의 배관이 가장 쉬울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감압설비가
가장 적절하다.
유독성 재료의 취급을 적절하게 하는 감압설비의 경우, 설비내의 모든 공기누출뿐 아니라 대기중에 있는 배관의 확실한 관
리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 “ 널 포인트 ( null point : 零點 )가 인입배출기에 밀폐되어 설치될 수 있다.
재료를 이송할 때 정전기의 발생이 문제점이라면 공기가 습기를 함유할 수 있다. 결국 재료가 흡습성이라면 공기는 건조
될 수 있다. 그래서 재료는 통제된 상태로 이송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수행되고 통상 밀폐
형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밀도상 설비의 경우 저밀도상 설비보다 공기처리량이 매우 적으며 그래서 운전비용도
저렴하다.

5 혁신적인 설비들
5.1 개요
2.4 “ 설비선택시 고려사항 ”은 저속의 고밀도상 설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재래식 고압설비들은 한정된
재료들에 한해서 고밀도상으로 이송할 능력이 있다. 부서지기 쉽고 마모성인 많은 재료들이 저속으로 이송될 수 없으며
점착성 미분재료들은 재래식 설비에서 관로내벽에 퇴적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매우
높은 속도로 이송되어야 만 한다. 관로의 막힘은 많은 재료들에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며 재래식 설비로써는 불가능한
이송중 설비의 정지와 재시동이 많은 재료들에서 수시로 요구된다. 저속설비의 필요성은 최근 수년전부터 혁신적인 설비
의 개발을 유도 했다.
5.2 싱글-프러그 송풍조설비
싱글-프러그 송풍조설비의 경우 이송되어야 할 量의 재료가 송풍조에 채워진다. 사용되는 이송공기는 분리되지 않고 유
동하는 공기는 통상적으로 재사용되지 않는다. 송풍조는 통상 상부에서 압력을 받으며 재료는 배출밸브가 없는 하부 배출
구를 거쳐 한 개의 마개, 오히려 피스톤과 같이 이송관로내로 밀려진다. 이러한 장치를 [그림28]에 표시 하였다.
약 0.5㎥의 체적을 가지는 작은 송풍조들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송풍조의 공기압은 통상 약 6bar정도가 된다. 이 압력
은 관로내에서 재료의 마개의 마찰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이 저항은 마찰력과 접촉표면에 관계되어 있다. 직경 150mm관
로에서의 전형적인 마개는 마개부피가 약 0.27㎥일 때 약 15m의 길이를 가지며 1600 kg/㎥의 벌크밀도를 가지는 이 재료
는 약 430kg이 된다.

재래식 송풍조의 주기는 이 경우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림37]의 안정된 상태 혹은 최대 질량유동율은 재료가 마개로써
관로로부터 배출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림36]은 1주기의 연속을 보여준 것이다. 150m길이의 관로에서 마개가
3m/sec의 정속도로 움직인다면 마개가 관로를 통과하는데 50초가 소요되고 15m길이의 마개가 관로에서 5초동안 배출된
다. 송풍조에 재료를 충진하는데 10초, 각 밸브의 작동에 5초, 설비를 감압하는데 15초가 소요되면 각 주기는 총 90초가
소요된다. 상기 전형적인 마개의 경우 12.7ton/hr의 평균질량유동율과 동일하다. 같은 이송매개변수를 갖는 재래식 고압
송풍조 설비에서 기대되는 질량유동율보다 월등히 높다. 어떻던 싱글-프러그 설비들은 매우 낮은 속도로 여러 종류의 재
료들을 이송할 수 있다. 많은 거칠은 과립상 재료들이 부서지기 쉽거나 침식성이고 재래식 설비로 저밀상 유동으로 이송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싱글-프러그 설비들이 실행될 수 있는 결론으로 나타난다. 이런 종류의 설비는 재료배출에서 문
제점을 때때로 일으킨다. 재료의 마개가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이송된다 할지라도 관로에서 배출되자마자 마개뒤를 밀
어내는 고압의 공기가 밴팅(통기)되는 과정에서 관로에 심각한 침식마모를 일으킨다. 침식마모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
해 곡률반경이 큰 굴곡부보다 관로에 “ 블랭크 티-피이스( Blank tee-pieces ) "가 때때로 사용된다. [그림272]에서와 같
이 재료가 굴곡부를 통과하면서 관로벽보다는 오히려 재료위에 충격을 가하도록 하기 위해 이송된 재료는 ” 데드 렉
( Dead leg ) "을 채운다. 이런 종류의 부품은 이런 이송의 형태로 매우 강한 힘들을 받는다. 그래서 관로들은 매우 확실한
지지를 필요로 한다. “ 블랭크 티-피이스 ”의 채택에 기인된 에너지 손실은 9. “ 이송배관설계 ”의 9.3.8 “ 굴곡부 형태 ”에
서 논의된다. [그림261]과 12.3.8.3 “ 소반경 굴곡부 ”를 참고하라.
5.3 간헐상 설비
간헐상 설비의 경우, 재료의 연속적인 흐름이 송풍조로부터 이송관로내로 배출된다. 이송관로의 시작부에서 공기칼이 이
흐름을 마개들로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재료는 공기간격들로 분리되어진 마개들의 균일한 연속체들로 이송된다. 간헐상
콘베이어는 재래식 설비들로는 이송하기가 어려운 점착성의 미분재료들을 취급하기 위해 “ 와렌스프링 실험실 ”에 의해 개
발되었다.
[그림44]는 이 설비의 기본적인 배치도이다. 공기는 재료를 가압하기 위해 송풍조 상부로 공급되고 송풍조 하부의 통기고
리( aeration ring )와 이송관로 시작부에 있는 공기칼 쪽으로도 공급된다. 기 설정된 주기의 타이머 스위치가 공기칼의 작
동과 정지를 위해 공기를 공급한다. 공기가 공급되고 공기칼이 작동할 때, 공기는 관로내의 재료를 간헐적으로 분리하며
이때 송풍조에서의 재료유동은 정지하고 이송관로내에서 짧은 길이로 만들어진 재료마개를 밀어준다. 공기칼이 정지되었
을 때 송풍조로부터 재료는 공기칼을 지나 다시 유동하여 이러한 사이클을 송풍조 바닥이 비워질 때 까지 반복한다.
5.3.1 압력강하시 고려사항
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비침투성인 재료들의 경우, 짧은 마개가 관로를 완전히 막을 것이다. ( 2.4.3 “ 관로막힘 ” 참조 ) 이
러한 상황은 요구압력이 마개길이에 따라 지수적으로 변하는 [그림45]와 같이 재료의 마개를 기계적으로 미는 것과 일치
한다. 요구압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액체로 할 수 있는 거리만큼 분체는 연속적인 마개로 밀어 넣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런 형태로 분체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관로내벽의 마찰특성이 철저하게 감소되어 구동력으로써 공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
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료의 틈 사이를 통한 공기의 확산효과로 관로벽과 입자간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료
에 공기가 뿜어진다. 관로내에 있는 재료의 기계적 마개와 기체적 마개의 작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압력의 비교 또한 [그
림45]에 표시 하였다. 요구압력에 관한 실제적인 관계성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요구압력은 재료의 성상들에 따른 값인 1과
2사이를 지수로 하는 마개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P ∝ Ln ( P : 공기압력, L : 마개길이 ), 1 < n < 2
지수 n이 높은 값을 가지는 재료들의 경우, 이런 유동형태로 긴 거리를 이송하는데는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 요구된
다. 공기간격으로 분리된 짧은 여러 개의 마개로 재료가 이송된다면 요구압력은 충분하게 감소될 수 있다. 압력과 마개길
이 사이의 비선형변화의 관계성으로 [그림46]과 같이 여러 개의 짧은 마개들로 이송하는데 요구되는 압력은 같은 길이의 1
개의 마개로 이송하는데 요구되는 압력보다 확연하게 낮다. 공기간격의 길이를 증가시킴에 따라 관로내 마개의 수는 감소
하므로 동일한 압력으로 보다 먼 거리를 이송할 수 있게 된다.

5.4 마개조절장치
최근 수년내에 저속으로 마개들이 이송될 수 있는 재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그리고 로타리 밸브와 스크류의 연속운전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이송을 확대키 위해 여러 가지의 다른 장치들이 개발되었다. 개발은 압력감지와 관로내에 있
는 마개의 위치감지에 근거 되었다. 이는 공기 우회관로의 채택이나 혹은 병렬 공기 공급관으로 성취되었다. [그림47]에
일련의 관로들이 그려져 있다.
5.4.1 공기우회
공기우회장치는 공기에 쉽게 부셔지는 재료들과 저속이송시 마개가 고형화되는 경향의 재료들의 용도로 통상 채택된다. 우
회관로는 앞선 끝 부분에 있는 마개를 분리할 수 있는 위치까지 공기가 확산되게 하고 연속이송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재료들로 마개가 발생할 때, 공기는 공기의 힘보다 적은 마개의 저항력을 보이는 지점을 따라 움직이고 우회관로내로 팽창
하므로써 즉시 우회한다. 재료의 긴 마개는 즉각 이송되는 짧은 마개로 분리한다. 우회관로들은 이송관로와 연결된 고정장
치로써 이송관로 외부 혹은 이송관로 내부상단에 장치될 수 있으며 플류트 모양의 포트(구멍)들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만들
어져 있다. [그림47]
5.4.2 공기증압기
공기증압기는 여러 형태들이 있다. 일부의 겨우, 작은 수의 증압기가 관로를 따라 통상 굴곡부와 관로연결부 뒤 즉 계산된
위치에 설치된다. 다른 설비의 경우, 재료에 따라 3 ~ 15m의 간격으로 관로길이를 따라 규칙적으로 위치되어 있다. 또 다
른 설비의 경우, 주 이송관로 전체길이에 걸쳐 그 내부에 다공질의 소형관로를 설치한 연속증압장치가 있다. 부가적으로 요
구되는 공기는 항상 주공급장치와는 떨어진 박차(spur)로부터 취해지지만 일부의 경우 별도의 압축공기 공급원이 사용된
다.

이송관로를 따라 증압기가 설치된 설비는 단계별로 압력을 감지하고 재료의 유동을 유지하기 위해 압력흐름에 따라 증압기
를 조절하며 배출과정에 설비에 걸리는 역압을 방지한다. 우회관로설비와 달리, 증압기는 이송관로에 공기를 추가하여 공기
이송속도를 높인다. 증압기 밸브들은 공기가 요구되는 때와 장소에서만 작동한다.
설비의 전체배치 또한 다르다. 일부 경우는, 2.5.2 “ 싱글-프러그 송풍조 설비 ”의 경우와 비슷한 방법으로 재료가 이송공기
의 보충이 없는 작은 송풍조에서 압력하에 배출된다. 재료는 중요한 위치에 여러 개의 증압기가 설치된 이송관로를 통하여
지지 받는다. 대부분 종류의 과립상 재료는 이런 설비들로 이송될 수 있다. 극히 미세한 점착성 재료들의 경우, 증압기 관로
가 마개의 연속성과 유동을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간헐상 설비에 장치된다.

5.5 공기보조 중력 콘베이어
재료의 유동이 아래로 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기보조콘베이어가 뉴메틱 관로설비에 대해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진다. 설
비투자비가 매우 낮고 운전비용이 두드러지게 낮으며 광범위의 재료들을 매우 낮은 속도로 이송할 수 있다. 공기보조콘베이
어는 극단적인 고밀도상 이송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콘베이어는 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48]과 같이 제품을 이송하는
데 적절한 다공질의 막이 관의 길이방향으로 상부와 하부를 구분하고 있다. 저압.소량의 공기가 다공질 막을 통하여 공급된
다면 입자간 그리고 입자/벽 간의 접촉력이 감소되고 재료는 액체와 같이 작용한다. 3 ~ 5°정도 약간의 경사가 콘베이어에
주어진다면 재료는 경사 아래 쪽으로 유동한다.
공기보조콘베이어의 폭은 100 ~ 600mm 정도이며 재료를 100m까지 이송할 수 있다. 이 것들은 3000 ton/hr 까지의 질량
유동율에 적합하다. 평균입자크기와 밀도범위가 각각 40 ~ 50㎛ 와 1400 ~ 4000 ㎏/㎥인 대부분의 재료들은 이송하기가
가장 쉬우며 얕은 기울기에서도 매우 잘 유동할 것이다.
이 재료들은 [그림282]의 유동작용에 대한 “ 길 다트 ”분류에서 B그룹 재료에 해당된다. 유동하는 공기의 공급이 이 재료들
에 의해 차단되었을 때 신속하게 통기 시키므로 거의 순간적으로 재료이송바닥이 붕괴되고 유동이 정지한다.
[그림282]의 D그룹에 해당하는 입자가 크고 고밀도의 재료는 통상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이송될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량
의 유동공기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282]의 A그룹은 저밀도, 작은 입자의 재료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공기를 보유하
는 성상으로 공기의 공급이 차단된 후에도 얼마간 유동을 계속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그림282]의 C그룹은 매우 작은
입자크기로 인해 생기는 높은 입자간 인력들 때문에 만족스럽게 유동하는 것이 어려운 점착성 분말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들은 약간의 점착성을 갖는 제품들이 이송될 수 있는 관의 기울기를 충분히 준다 할지라도 이런 방법에 의한 이송은 부적
절 하다.

유동을 일으키기 위해 재료가 충분한 바람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공질의 바닥은 재료를 청소할 때 잔류물에
공기가 부족하지 않게하는데 충분하게 저항되어야 한다. 재료의 크기와 밀도의 하락은 이송중 발생할 수 있고 길이가 긴
관에서 확연할 수 있다. 극한의 경우로, 거친 입자들의 퇴적이 입자유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관의 바닥에 계속 생성될
것이다. 공기보조 중력 콘베이어의 장점은 유동메카니즘이 마모성과 부서지기 쉬운 재료들 양쪽 모두에 특별하게 적합하
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