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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틱 솔리드스 펌프 (Pneumatic Solids Pumps) 

이 펌프는 액체, 슬러리, 머드(mud), 슬라임, 모래, 분립체 등 유동성이 있는 모든 

재료들 펌핑할 수 있으며 기타 펌프들이 작동될 수 없는 현장에서 안전하고 다양

한 해결책을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요 

솔리드스 펌프는 압축공기만으로 분립체(건식)와 고체와 

액체가 혼합된 슬러리(습식)도 이송할 수 있는 뉴메틱 

펌프이면서 장거리를 이송할 수 있는 콘베이어 입니다. 

진공으로 재료를 로딩(흡입양정)하고 가압으로 이송(배

출양정)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운전을 합니다.  

모델에 따라 유동가능재료를 50m^3/hr.까지 이송할 수 

있으며 설치된 흡입관로 직경의 80%정도의 큰 입자의 

재료들도 이송 가능하여 혼합된 분립체의 농도가 70%

까지의 슬러리를 이송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9.2m의 수직 흡입과 50m의 수평 흡입 양정이 가능하며 

30m의 수직거리와 수평거리 1,000m까지 배출 이송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작동 

솔리드스 펌프는 100% 공기만으로 운전됩니다. 

펌핑과 배출되는 재료와 접촉하는 작동부품이나 회전하

는 부품이 없는 관계로 원심식이나 수중펌프와 같이 마

모나 막힘 현상이 없으며 캐비테이션 현상이 없고 건성

운전이 가능하여 과열이나 기타 손상을 야기하지 않습

니다.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에 표시된 밸브들의 개방과 

차단은 운전조건에 따라 설정된 뉴메틱 타이머에 의해 

밸브의 뉴메틱 엑츄에이터에 공기가 공급되어 작동됩니

다. 



 

2/4 

압축공기의 공급이 시작되면 단순히 흡입과 배출이 설정값에 의해 전자동 운전이 가능하며 뉴메

틱 타이머를 흡입되는 재료의 점성 또는 흡입 양정과 배출 이송되는 거리에 적합하게 설정하는 

매뉴얼 운전도 가능합니다.  

 

작동원리 

 

 

 

 
①진공생성  ②흡입로딩 

 

  
④가압 ③가압배출 

 

 

근본적인 안전 

솔리드스 펌프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방폭이 요구되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진공발생기 

배출밸브차단 

압축공기 

진공흡입관 

흡입밸브개방 

배기공기밸브개방 

폄프토출관 

로딩베셀 

배기공기밸브차단 배출밸브개방 

흡입밸브차단 

진공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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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단순한 고장조치 

밸브외 작동부품과 전기구동부품이 없어 고장발생시 경정비 공구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단순작업

을 거쳐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습니다. 

 

 

추천모델의 사양 

모델명 : SV70-SPDK 

크기 : H1150 x W650 x L1240 

무게 : 130 kg 

압축공기 연결구 : 13mm 

흡입/배출 연결구 : 75mm ( Camlock by Rubber Hose ) 

흡입 수직 거리 : 7.9m @2.8CMM(=m^3/min.), 8.2m @6.5CMM, 8.6m @7.65CMM 

흡입 수평 거리 : Max. 50m 

배출 수직 거리 : 30m+ 

배출 수평 거리 : 400m+ 

압축공기 소모량 : 2.8CMM, 6.5CMM, 7.65CMM (선택항목: 진공발생기) 

진공 압력 : Min. 7,760mmAq. Vac. 

압축공기 운전압력 : 4.5 bar ~ 7.0 bar 

펌핑 능력 : 400 Liters/min. ( 65 Liters/Cycle, 물의 경우 ) 

펌핑 최대입자 : Ø50  

재질 : 스텐리스강-316 (펌프용기와 밸브류) 



 

4/4 

 

 

 

 



 

5/4 

 

 

 

흡입관로에 적합한 Vacuum Head 등을 장치하면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죽된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절삭의 드릴머드, 오일슬러지, 젖은 모래와 점토, 자갈, 하수오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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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PSP(Pneumatic Solids Pump) 

뉴메틱 진공흡입/가압펌프 – 건조분립체 및 슬러리 

 

개요 

PSP는 스텐리스-316강판의 압력 용기와 압축공기로 진공을 발생시키는 벤튜리튜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일련의 수동/자동 또는 자동 제어에 의해 가변 진공 부하, 압력 배출 

사이클로 운전되어 호스를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포집하고 이송할 수 있습니다. 표준 SV 

펌프는 재료가 공기 흐름 내에서 운반되는 저밀도상과 고밀도상의 2상 유동으로 운전됩니다. 이 

기능의 이중성은 진공 부하 및 압력 배출 작동 모드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CVCD 시리즈는 두 모

드에서 연속 작동을 제공합니다. 

 

 

PSP의 성능은 특정 응용 분야 또는 특정재료에 대해선 운전자의 적절한 조작 및 설정이 흔히 소

흘이 할 수 있는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PSP의 성능을 용도에 최적화하기 위해 고

려해야 할 몇 가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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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교육 

펌프의 기능 및 작동에 대한 운전자의 기본 교육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는 수행할 작업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과 함께 산업보건 및 안전(OH & S)측면 모두를 실현키 위한 것입니다. 

 

 적합한 공기 공급 

유용한 공기(유동율: CMM & 운전압력: bar 양쪽 모두에서)와 적정 직경의 공급관로를 사용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거리 또는 불충분한 내경의 관로로 인한 압력 손실은 전기 장비에서 경험하는 전

압 강하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직경의 공급관로는 어큐뮬레이터 역할을 하여 종종 상당한 양

의 에너지를 절약하기도 합니다. 

 

 적합한 호스와 최소화한 굴곡부 

호스의 길이, 직경 및 유형 (이는 흡입 및 토출 라인 모두에 적용됨)등이 올바르게 등급이 지정된 

호스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작업이 허용하는 한 적은 수의 굴곡부와 직경의 변화가 작게 해야 합

니다. 한개의 90o굴곡부는 고체를 운반할 때 약 6 미터의 직선형 호스에 해당하는 압력손실이 발

생합니다. 

 

 필요 에너지의 평가 

이송되는 재료의 비중(100mm 직경의 호스에서 비중을 1로 가정했을 때 100mm 길이당 약 1kg

에 해당된다는 점)과 같은 량의 재료를 압력으로 밀어서 이송할 때 보다 진공으로 끌어당겨 이송

할 때 훨씬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 : 일반적으로 공기가 보다 희박한 해발 3000m 이상에서 운전할 때는 공기량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송할 재료의 이해 

PSP는 일반적으로 비중이 5이하 인 재료 들에서 사용중인 호스 내경의 70 %에 해당하는  직경의 

입자들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취급재료가 무거울수록 기타 영향인자들에 대해 더 많이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 고분자 또는 점착성을 가진 재료들은 이들에게 작용하는 에너지

를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열되지 않는 한 취급하기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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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기대치 

높은 수직 흡입 양정(해발 10m를 초과하는 높이)은 자체 진공만으로는 이뤄 질 수 없습니다. 흡

입라인에 적절한 유동율의 공기가 추가적으로 공급되어야 재료가 이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

로 25m 이상의 흡입 양정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재료 유동율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

다. 

 

 

PSP는 내부 작동부품이 없어 캐비테이션, 습식 엔드 씰, 열 발생 등이 없기 때문에 작동 중 손상

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흡입 이송라인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진공 흡입되는 점성 

물질의 고체흐름과 흡입관로 내벽사이의 마찰계수를 떨어 트려 극히 높지 않은 점성 재료들을 흡

입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 라인에 공기를 추가 유입시키는 것은 흡입 관로 자체에 공기유입관

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이뤄질 수 있으며 유입된 공기는 효과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여 관로 내 2상 유동으로 재료가 이송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다수의 유동성 재료

들과 다양한 종류의 비유동성 재료들도 펌핑이 이뤄질 것입니다. 

고형물 이송의 30여년, 여러분과 나눠서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 있는 약간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