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고압공기 분체 이송장치
( Dense Phase Solids Pneumatic Conveyors by high pressure )

- 재래식 이송장치의 대체 적용 검토 -

Pneucon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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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자료는 분립체 재료를 취급하는 여러 산업현장에서 공정간 이송
장치들로 사용되고 있는 벨트 콘베이어와 버켓 엘리베이터, 스크류
콘베이어와 같은 재래식 기계 분체이송장치를 고압공기에 의한 고밀
도 분체이송장치(이하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 )로의 대체 타당성
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 하였습니다.
팬 혹은 블로어에 의한 저밀도상의 재래식 뉴메틱 콘베이어는 이송
효율이나 관리유지비측면에서 기계식보다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
나 플랜트 Lay-out에 대한 융통성, 작업 및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등
불가피한 공정환경을 수용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으나 고유한 문제점
들로 그 용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료의 특성에 따라 이송형태를 적합하게 조정설계된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들은 재래식 뉴메틱 콘베이어들의 문제점들이 대폭
적으로 개선된 관계로 여러 산업현장에서 보다 폭 넓게 사용될 수 있
습니다.
이하에서 폐사 고유모델에 근거하여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들의 종
류와 특성들에 대해서 소개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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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메틱 콘베이어 란 ?
뉴메틱 콘베이어는 분말 혹은 그래뉼상의 재료를 기체의 유동에너지(속도에너지, 혹은
압력에너지)를 이용하여 외부와 단절된 관로를 통해 목적지까지 이송하는 장치이며 재
료공급지점의 공기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으면 가압시스템, 대기압보다 낮으면 감압 혹
은 진공시스템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재료의 경우에는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도 사용 됩니다.
뉴메틱 콘베이어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기본요소로 구성되어 집니다.
 원동기(Gas Mover) : 기체의 흐름을 만드는 장치로써 팬, 블로어, 공기압축기, 진공펌프
등이 사용됩니다.
 공급기(Feeder) : 기체의 흐름속으로 재료를 적절한 조건으로 제어.공급하는 장치로써 로
타리 밸브, 스크류 피더, 벤튜리 이젝터, 송풍조(Blow Tank) 등이 사용됩니다.
 이송관로(Conveying Line) : 기체의 흐름과 재료가 이동하는 경로로써 수평, 수직방향의
파이프와 방향전환을 위한 앨보우, 이송목적지 변경을 위한 다이버트 밸브(Divert valve), 여
러 이송목적지에 재료의 분활 공급을 위한 분배변 등 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분리기(Separator) : 이송 목적지에서 기체의 흐름 속에 실린 재료를 분리하는 장치로써
싸이클론, 필터 등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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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메틱 콘베이어의 장.단점
장점
유지보수비의 경제성 :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부품의 수가 적으며 이의 관리유지를 위한 직접비용과 인건
비를 절감 할 수 있다.

우수한 공간 활용성 : 바닥, 천정 등 비활용 공간에의 이송관로 설치와 최소한의 설치바닥면적으로 공장
의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기존 설비의 이전이나 변경의 부담 없이 추가설치가 용이하다.

용도의 다양성 : 거의 모든 분체나 그레뉼상의 재료를 1개의 시스템으로 이송이 가능 하다.
폐쇄회로 내에서의 이송 :
 분진발생에 따른 문제점들 해소 : 작업환경개선, 주변설비보호, 공장주변 민원해소
 다양한 재료의 취급에서도 재료간 혼합의 최소화
 화학적으로 민감하거나 청결해야 할 식품재료 등을 주변환경으로부터 변질 및 오염방지
 폭발성 혹은 독성 재료의 안전 이송

자동화와 제어의 용이성 :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

단점
낮은 에너지 효율 : 일부 모델의 경우, 대용량/장거리 이송시 기계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다.
높은 초기투자비 : 일부 모델의 경우, 소용량/단거리 이송시 기계식에 비해 구입비가 비싸다.
적용 제한성 : 일부 모델의 경우, 용량/이송거리/재료의 종류 등에 제한을 받는다.
높은 이송속도 : 일부 모델의 경우, 높은 이송속도에 의해 이송관로의 마모와 재료의 열화의 경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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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메틱 콘베이어의 종류
(압력형태)

(연속성)

(이송 상밀도)
저밀도 고속이송

연속식
가압 압송식

중밀도 중속이송
뱃치식
고밀도 저속이송

저밀도 고속이송
진공 흡입식

연속식
중밀도 중속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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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종류
(상부가압 고밀도 방식)

(가압유동화 고밀도 방식)

[단위이송(뱃치)식]

①

②

[연속식]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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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2. 저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종류

⑤
⑦

⑥
⑧

[압축공기에 의한 저밀도 이송]
8

[팬/블로어에 의한 저밀도 이송]

5. 뉴메틱 콘베이어 종류에 따른 용도
대상 재료 :

상부가압
고밀도 방식
( ①, ③ )

- 흐름성이 양호한 분립체 재료
- 쉽게 부셔질 수 있는 입자나 그래뉼 상 재료
- 마모성이 높은 재료

이송속도 : 0.5 ~ 5 m/sec.
대상 재료 :

가압 유동화
고밀도 방식
( ②, ④ )

고압
저밀도 방식
(⑤, ⑥ )

저압
저밀도 방식
( ⑥,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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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성이 불량한 미립자 재료
- 상호 체결성이 높은 비결정질 재료
- 입자비중이 0.5 이하의 미립자 재료

이송속도 : 5 ~ 15 m/sec.

모래, 실리카,
소다 애쉬,
플라스틱 펠릿,
각종 곡물류, 등
시멘트,
플라이 애쉬,
집진기 더스트,
퍼얼라이트, 등

균일유동과 정밀제어를 요하는 개소(⑤) : 탈황설비, 석회분말,
코크 더스트,
수처리장 약품공급설비, 연료공급설비, 등
분말 수처리제 등
이송속도 : 30 ~ 60 m/sec.
휴대 및 이동성이 요구되는 용도(⑥) : 흡입과 압송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소용량, 단거리 이송용
이송속도 : 20 ~ 50 m/sec.
Air Lifter (⑥) : 버켓엘리베이터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용량 수직상향 이송.
재래식 뉴메틱 콘베이어(⑦) : 저비중/연질재료, 단
거리 이송, 간헐운전용

각종 분체 및 슬
러리

시멘트,
플라이 애쉬,
각종 더스트, 등

6-1. 뉴메틱 콘베이어의 종류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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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공기의 압력 :

Dense

Fluidize

Dilute

2) 공기 소비량 :

Dense

Fluidize

Dilute

3) 이송 속도 :

Dense

Fluidize

Dilute

4) 관로 마모율 :

Dense

Fluidize

Dilute

5) 재료 열화경향 :

Dense

Fluidize

Dilute

6) 이송 상밀도 :

Dense

Fluidize

Dilute

Dense

: 고밀도 이송방식

Fluidize

: 유동화 고밀도 이송방식

Dilute

: 저밀도 이송방식

6-2. 뉴메틱 콘베이어의 종류별 유동형태
압
력
강
하

고밀도상 이송
- 상부가압식
- 가압유동화 방식

저밀도상 이송
- 고압 저밀도 방식
- 저압 저밀도 방식

Settling Velocity

Saltating Flow

공기 유동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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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경향)

7-1. 뉴메틱 콘베이어의 설계 원리
Pi – ΔP = Pt ≈ 대기압

Pi :

ΔP : 이송과정상의 압력손실

Pt :
ΔP

도착점 공기압력

ΔPf : 공기와 재료의 관로마찰에 의한 압력손실

= ΔPf + ΔPm

Pi > ΔP : 정상이송

시작점 공기압력

ΔPm : 재료의 유동에만 의한 압력손실

Pi ≥ ΔP : 관로막힘

Pt >> 대기압 : 관로마모, 에너지 손실, 필터 눈막힘 증가 → 설비보완 : 경제적 부담
이송조건에 따른 적절한 ΔP의 제어를 위해 아래 항목들의 최적 선정작업이 뉴메틱 콘
베이어의 설계작업 입니다.
• 관로의 직경 및 재질 과 Lay-out
• 관로상의 Fittings
• 재료공급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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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뉴메틱 콘베이어의 설계- 재료 조건
통상적으로 뉴메틱 콘베이어 설계는 고객들로부터 이송되어야 할 재료, 단
위시간당 이송능력, 이송거리 등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저밀도방식

1.이송 재료

이송방식 선정
고밀도방식

분체성상(Bulk Properties) :
- 분체비중(Bulk Density)
- 입자크기분포(Particle Size Distribution)

일반 강재

- 최대입자의 크기(Size of The Biggest Particle)
- 수분함량(Moisture Contents)
- 통기성(Permeability)

자재 및
부품 선정

- 공기함유성(Air retention)

내마모 합금재
앨보우 선정

입자성상(Particle Properties) :
-입자비중(Particle True Density)

스크류 피더

- 입자형태(Particle Shape)
- 경도(Hardness)
- 파열성(F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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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내
공급방식 선정

로타리 피더
블로우 탱크
기타

7-3. 뉴메틱 콘베이어의 설계- 이송능력 조건
2.단위시간당 이송능력

필터식

분리기 선정
싸이클론식

저밀도방식
고밀도방식

이송방식 선정
연속식

팬, 블로어

공기원동기 및
블로우 탱크 선정

공기압축기

이송 상밀도 설정

관로직경 선정

뱃치식

14

7-4. 뉴메틱 콘베이어의 설계- 이송거리 조건

3.이송거리

수평이송거리

수직이송거리

압력강하값 계산

이송방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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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부의 수

8-1.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작동원리-뱃치식
1.

[1]

충진(Filling)
밸브①이 개방되고 상부
호퍼로 부터 재료가 레
벨센서⑤가 감지될 때
까지 충진된다.

[2]
2.

가압(Pressurizing)
에어유닛②의 공급밸
브가 개방되어 이송가능
압력까지 공기가 공급된
다.

3.

[4]

이송(Conveying)
재료가 탱크로 부터 이
송관로로 밀려나면서 공
기밸브⑥이 설정값에 따
라 개방되면서 고밀도의
재료를 프러그를 형성하
거나 유동화(Fluidizing)
시키며 이송한다.

[3]
4.

통기(Venting)
레벨센서④에서 재료잔
량을 감지하면 설정시간
경과 후, 잔류압력의 제
거를 위해 에어유닛②의
배기밸브를 통해 통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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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작동원리-연속식(1)
1. 최초충전

2. 최초가압

콘베이어가 처음 운전하거나 정지 후 다시 운전할 때, 밸브①,②,⑥,⑦이 개방되고 상부 호퍼로 부
터 메인블로우탱크B의 상위레벨센서⑩이 감지할 때까지 재료가 충전되고 밸브②,⑦이 닫히면서
밸브④가 개방되어 가압이 시작된다. 이때 서지블로우탱크A에는 레벨센서⑧이 감지할 때 까지 재
료가 충전되면 밸브①,⑥이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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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작동원리-연속식(2)
3. 이송-압력평형

4. 이송-보충

서지블로우탱크A에 재료가 완충되면 에어밸브③이 개방되고 탱크내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밸브⑦이 개방되어 탱크A와 B의 압력평형을 이룬다. 이때 메인블로우탱크B는 여전히 이송을 하
고 있으며 하위레벨센서⑨가 분체레벨을 감지하면 밸브②가 개방되어 이송중인 메인블로우탱크
에 재료를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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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작동원리-연속식(3)
5. 이송-통기

6. 이송-충전

서지블로우탱크A의 재료가 완전배출되면 밸브②,⑦이 닫히고 밸브⑥이 개방되어 상부호퍼로 부
터 재료유입이 원활하도록 통기가 이뤄진다. 이후 밸브⑥이 닫히고 밸브①이 개방되어 레벨센서
⑧이 감지할 때 까지 재료가 충전된다. 그리고 다시 “ 3.이송-압력평형 “으로 돌아가 사이클을 반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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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특징
기계적 이송장치들과 비교한 재래식 뉴메틱 콘베이어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아래와
같은 특징들로써 고밀도 이송방식은 기계적 이송장치들을 대체하여 여러 용도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낮은 이송속도 : 0.5 ~ 15 m/sec.의 낮은 이송속도는 관로 마모를 최소화하며 이송 재료
의 분쇄 및 열화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합니다.
 관리유지 보수비의 절감
 재료 손실비 절감과 품질 향상
 높은 이송 상밀도 : 이송관로 단면상에 분체를 고밀도 상태로 이송하므로 작은 직경의 관
로 만으로도 탁월한 이송능력을 갖습니다.
 초기 투자비 절감 – 바닥면적 및 공간점유의 최소
 Lay-Out의 융통성
 낮은 공기 소비율 : 단위이송재료당 소비되는 공기의 량이 재래식보다 월등히 낮아 운전
비용 측면에서도 기계식 이송장치들을 훌륭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전비용 절감
 초기 투자비 절감 – 이송목적지의 분리기(필터) 규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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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분체 이송속도에 따른 이송관로의 마모량
比侵蝕磨耗( Specific Erosion ) = ( 速度率 )2.65
( 註 : V.K. Agarwal, India; D. Mill and J.S Mason, United Kingdom.
" Some Aspects of Bend Erosion in Pneumatic Conveying System Pipeline “ , October 1985 )

[例]
고밀도상 저속이송의 분체속도 : 120m/min
저밀도상 고속이송의 분체속도 : 1,000m/min
( 1000/120 )2.65 ≒ 275

고밀도 이송은 저밀도 이송보다 275배나 마모가 적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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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적용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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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적용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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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적용 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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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적용 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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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뉴메틱 콘베이어들의 경제성 비교(1)
미국 Macawber Engineering Inc. 의 M.F. Crawley와 J.M. Bell은 “ THE APPLICATION OF LIFE CYCLE COST
ANALYSIS TO PNEUMATIC CONVEYING SYSTEM " 제목의 시험보고서에서 코우크스를 이송하는 Pneumatic
Conveying System의 초기투자비, 원료손실비, 동력비, 이송관로의 교체비용, 관리유지비, 운전정지사고에 대한
생산차질 비용등의 항목으로 각 Pneumatic Conveyor들의 Life Cycle Cost를 비교한 것을 간추려 소개 하겠습니다.
[ 시험대상 System의 개요 ]









이송 분체 : 6 ~ 10 mesh크기의 코우크스 분말
단위 이송량 : 25 ton/hour
이송거리 : 150 ft ( ≒ 45.7 m )
이송목적지 : 공급지점에서 90°앨보우 4개의 관로를 거친 저장hopper
동력비 : $ 5 /KWH
분체의 상태 : 완전히 건조되어 쉽게 날리는 정도.
손실 분체의 단가 : $ 20 /ton
기계 가동율 : 2,000시간/년

[ 시험한 Conveyors의 사양 ]
초기투자비 : 각Conveyor들의 Life Cycle을 공히 10년으로 가정하여 매년10%씩 감가상각
 Conveyor 1 : 저밀도방식 , ∅6″의 pipe line, rotary valve, 5,000ft/min의 이송속도,
75마력 PD Blower. 8%의 제품열화손실.
 Conveyor 2 : 유동화 고밀도 방식, ∅4″의 pipe line, Booster, 75마력의 Comp, 대형
에어탱크, 9.18m/sec.의 이송속도, 5%의 제품열화손실.
 Conveyor 3 : 상부가압 고밀도 방식, ∅6″의 pipe line, 60마력의 Comp, 소형에어탱
크, 3.06m/sec.의 이송속도. 2%의 제품열화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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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뉴메틱 콘베이어들의 경제성 비교(2)
(단위 : U.S Dollar)

Conveyor 1
( 저밀도 방식 )

Conveyor 2
( 유동화 고밀도 방식 )

Conveyor 3
( 상부가압 고밀도 방식)

초기투자비
(매년10%씩 10년감가상각)

4,500

6,500

8,000

년간 제품열화손실비

80,000

50,000

20,000

년간 동력비

5,700

5,000

4,500

년간 이송관로 교체비용

24,000

11,000

2,000

년간 관리유지비

11,000

6,000

1,500

년간 생산차질 비용

12,000

5,000

1,000

년간 총운전 비용

137,200

83,500

37,000

1,372,000

835,000

370,000

Cost Component

Total Life Cycle Cost

※ 시험을 한 90년대 초에는 Conveyor 3인 –상부가압 고밀도 방식-이 상용화된 초기단계였으며 높은 특허
료와 낮은 수요로 제작단가가 높았으나 특허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에는 Conveyor 1과 Conveyor 2의 중간
가격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초기투자비 항목에서 절감되므로 Total Life Cycle Cost의 절감폭은 더 커질 수 있
습니다. 이 표의 금액들이 절대성은 없으나 각 콘베이어 종류간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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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론
낮은 에너지 효율, 관로의 조기마모, 팬 혹은 블로어의 높은 소음 등의 문제점으로 제한적으로 사
용되던 재래식에 비해 낮은 이송속도와 높은 상밀도, 그리고 낮은 공기소비량 등의 특성으로 보완
된 폐사의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로 드라이 몰탈 공장에서 버켓 엘리베이터 와 벨트 콘베이어를
대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확보된 부지의 조건에 따른 공정설비 Lay-Out의 융통성.
◈ 최소화된 설치면적과 높은 공간 활용성으로 전체 설비의 소형화.
◈ 이송목적지의 재료배분과 구간이송을 위한 분배변과 스크류 피더의 생략(Diverter Valve적용)
◈ Cleanout 이송으로 생산단위 관리의 용이성과 품질향상
◈기계적 작동부품의 최소화로 설비의 관리유지 보수비 및 인력의 절감
◈ 폐쇄회로내의 재료이송으로 분진발생방지- 작업환경개선 및 공해방지

시간당 50톤 이상의 대용량 이송공정에서 이송효율이 높은 연속식 고밀도 뉴메틱 콘베이어의 적용
은 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재료에 대한 정보와 배합비, 생산능력, 공장부지 및 건축물 도면 등을 제공해 주시면 폐사의 각
종 설비들과 조합된 Plant Lay-out 과 Process를 제공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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