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광시스템내 스크류피더 이송성능에 관한 연구
김영주†(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상목*(성균관대원)․황영규*(성균관대학교)․윤치호**(한국지질자원연구원)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ransportation using the screw-feeder in 
lifting system

Young-Ju Kim, Sang-Mok Han, Young-Kyu Hwang, and Chi-Ho Yoon 

Key Word: Lifting system(양광시스템), Screw-feeder(스크류피더), Solid-liquid two phase flow(고- 
          액 2상유동)

Abstract

The screw-feeders are used at gathering the minerals at the seafloor, transportation of the sewage, and at the 
beverage indust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tudy solid-liquid mixture hydraulic transport of solid particles 
in a horizontal and inclined screw-feeders  with rotating. This study is about the amount of the alteration amount 
of the material transportation for regular transportation. In this study a clear acrylic pipe was used in order to 
observe the movement of solid particles. Relates to the angle, rpm and ratio of pitch ; finding the optimum 
condition and knowing about designing the screw feeders shape. As a result, we found the suitable rpm and a 
suitable angle. According to the experiment, the best rpm and angle are 100-200rpm and 10°, respectively.

기호설명

P : 피치거리(mm)
D : 스크류 직경(mm)
Cv : 입자충진율(%) 

1. 서 론

1972년부터 1976년 사이에 세계 최초로 5대양

을 탐사한 챌린저호가 해저에서 끌어올린 퇴적물

에서 이상한 검은 덩어리가 나왔다. 성분을 분석

한 결과 망간을 비롯한 여러 금속을 함유하고 있

었지만 당시엔 이 망간단괴가 귀중한 자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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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은 몰랐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망간단괴는 순

수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일 뿐이었다. 국제지구

물리의 해인 1957∼1958년에 광범위한 심해저 탐

사를 통해 망간단괴가 대양 곳곳에 다량 부존돼 

있고 자원으로서 개발가치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지금은 전 세계 바다에 약 5000억t의 망간

단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망간 단괴를 채취하기 위해선 주사기 

모양의 채취기를 해저로 내려보내 땅바닥에 박아 

주사기처럼 퇴적물을 빨아들이는 방식, 부표가 

달린 채취기에 추를 달아서 가라앉혔다가 시료를 

채취하면 추가 분리돼 떠오르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암석을 채취하기 위해선 강철로 만든 원통

형의 그물을 해저 바닥에서 끌고 다니는 방법을 

쓴다.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자원 부존 가능성이 

있으면 무인잠수정이나 유인잠수정을 이용해 최

종적으로 정밀탐사를 한다.  
하지만 심해저의 광물은 채집뿐만 아니라 끌어

올리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수심 5000m 아
래에서 일일이 통에 담아 끈으로 올릴 수는 없



다.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관을 

통해 물과 함께 망간단괴를 끌어올리는 것이다.(1) 
관 중간에 설치한 여러 개의 대용량 펌프로 바닷

물과 함께 망간단괴를 끌어올린다. 음료수 컵에 

빨대로 공기를 불어넣으면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데서 착안한 방법도 있다. 펌프를 사용하는 대신 

관 아래에 또 다른 관을 연결해 공기를 주입하면 

공기와 함께 망간단괴가 달려 올라오는 방식이

다.
이러한 심해저의 광물을 채집하는데 스크류피

더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채집된 광물을 무작정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Buffer System(채집량의 

조절)을 이용해서 광물을 파쇄하고 이송하는 역

할을 하는 것이 스크류피더이다. 해저 광물채집 

외에도, 하수슬러지의 이송이나 음료산업 등에서 

스크류피더는 크기가 일정치 않은 물질의 이송에 

큰 효용성을 보여준다.(2) 특히 레일이나 펌프와 

같은 이송장치와 달리 이송과 혼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안정적이고 일정량의 이

송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크류피더 시스템의 여

러 가지 변수(피치직경비, 경사각, 회전속도)에 따

른 물질 이송량 변화를 살펴보며, 가장 효용성이 

높은 변수들을 찾음과 동시에 스크류피더 형상 

설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실험 방법

스크류피더 설계와 단괴 이송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실 규모로 스크류피더를 설계 및 제

작하였다. Fig. 1 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소규모 

스크류피더 성능 측정 실험 장치는 스크류피더의 

-토크 측정
: Starting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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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수 측정

인버터

- 회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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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량 측정

- 입자 점유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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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배관 검토

경사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지대 위에 스크류

피더가 설치된다. 입자는 호퍼에서 스크류피더로 

공급되며 스크류 회전수는 모터에 설치된 인버터

를 이용하여 제어한다.
스크류의 형태는 둥근형과 각형이 있으며, 서

로 맞물리는 형태와 단일 스크류의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일 스크류는 스크류 채널 표면

에 원료성분의 쌓이면서 발생하는 서징이나 이송

방해 작용을 방지한다. 공급부에서의 스크류의 

피치 각은 약 15°가 되며, 30° 보다 큰 이송각을 

갖는다.(4)

본 실험에서는 스크류의 직경과 피치거리의 비

가 1과 1.5가 되도록 설계 및 제작하였다. 단괴가 

경사지게 아래방향으로 이송되는 유리한 조건이

기 때문에 스크류 직경과 피치거리의 비를 1.5까
지 크게 하여 입자의 이송량 변화를 고찰할 것이

다. 또한, 입자 저장 장치와 스크류의 외부 케이

싱은 모두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하여 입자의 공

급이나 스크류 내부에서의 이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단괴 입자의 물성과 비

슷한 실험용 입자들을 준비하였다. 입자의 밀도, 
평균 입자 직경, 표면 거칠기 등을 고려하였다. 
실험용 입자를 투입하기 전에 모터를 서서히 회

전시켜 스크류의 올바른 회전 방향을 확인하고 

타코메타를 이용하여 스크류의 회전수를 확인한

다. 
스크류피더 실험장치의 운전이 정상 상태에 도

달한 이후 입자 공급 장치를 통해서 입자를 일정

하게 투입하여 입자가 균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

록 한다. 입자가 투입되면 케이싱과 스크류 사이

의 마찰 증가 등으로 회전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인버터를 이용하여 설정된 회전수를 재조정하여

야 한다.
투명한 외부 케이싱을 통해서 입자의 이송 특

성을 측정한다. 동시에 스크류피더를 통과해 나

오는 입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저장조에 입자

를 저장하여 일정 시간 동안의 입자 이송량을 측

정한다.
스크류피더 경사각, 입자, 스크류 회전수 등을 

변화시키면서 위의 실험 과정을 반복한다. 입자 

이송 실험은 실험의 특성상 많은 오차를 유발한

다. 본 연구에서는 수차례의 반복 실험과 데이터 

측정 타이밍을 조절하여 최대한 일관된 측정 데



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3. 실험 결과

스크류피더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하기 위해

서는 호퍼를 통해서 스크류피더 입구로 이송될 

물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호퍼의 설계 및 스크류피더와의 인터페이

스가 매우 중요한 설계 변수가 된다. 실제로 실

험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

는데 평균 지름 2 cm 이상의 물질이 이송되는 

경우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송물을 임시 저장하고 스크류피더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호퍼의 설계에서는 이송물의 일

정한 공급과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입자 충진율이 거의 100%가 되면, 즉 스

크류피더 내부가 입자로 꽉 차서 운전되면 모터

에 부하가 크게 걸리면서 운전이 되지 않았다. 
스크류피더의 소요 동력과 원활한 입자 이송을 

위해서는 입자 충진율을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스크류퍼더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스크류피더 성능실험을 위하여 스크

류피더 회전수, 경사각 및 피치비를 변경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균 입자 

충진율을 60%으로 고정하였다.
Fig. 2는 스크류피더 회전수에 따른 유량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이론식으로 구한 값과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스크류피더는 수평이며 입자 충진율

은 60%으로 실험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이론값과의 차이가 점차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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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rate with rotary speed of screw.

졌는데 그 원인으로는 회전에 따른 진동으로 인

해 생긴 오차일 수도 있겠으나 실험 장치를 구성

할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스크류피더 입구에 입자

를 균일하게 주입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실

제 장치 설계 시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실험에서는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입자 충진율이 다소 떨어지

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론값보다 많은 오차가 발

생하였다.    
Fig. 3는 서로 다른 피치비에 대해 스크류피더 

경사각에 따른 유량변화를 각각 나타내었다. 앞
에서 보인 결과와 같이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유

량이 켜졌으며 동시에 경사각이 켜질수록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평에서 경사각을 조금씩 

증가할수록 유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증가되는 경사각의 범위가 20o까지는 증

가하지만 그 이상의 기울기에서는 유량변화에 미

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게다가 20o 이상의 경사각이서 높은 회전수

일 때는 오히려 입자 이송율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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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rate with inclination of screw at 
(a) P/D=1 and (b) P/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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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rate with inclination and P/D.

Fig. 4에서는 스크류피더 경사각에 따른 변화를

회전수 변화와 비교하기 쉽게 나타내었다. 실험

장치 설계 시 직경 대 피치비가 1.5인 스크류피

더가 피치비 1인 스크류피더 보다 상대적으로 많

은 유량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

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실험

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회전수가 150 
rpm일 때 효율적인 입자 이송율을 보였으며 스크

류피더 경사각의 경우 낮은 회전수에서는 그 영

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

4. 결 론

입자 충진율이 거의 100%가 되면, 즉 스크류피

더 내부가 입자로 꽉 차서 운전되면 모터에 부하

가 크게 걸리면서 운전이 되지 않았다. 스크류피

더의 소요 동력과 원활한 입자 이송을 위해서는 

입자 충진율을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크류피더 경사각이 10° ∼ 30° 사이에서는 

입자 이송 운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을 나타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론적인 스크류피더 설

계 가이드라인에서도 스크류피더의 경사를 45°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입자 

이송 성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30° 이상으로 스

크류피더를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피치직경비 1.5인 스크류피더의 거시적인 운전 

특성은 피치직경비 1인 스크류피더의 운전에 비

해서 불안정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특히 스크류

피더의 경사각이 20° 이상으로 증가하면 아래쪽

의 스크류 날개로 입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

하면서 벽면과의 마찰 증가로 인해 모터 부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로 다른 피치직경비에 대해 스크류피더 경사

각에 따른 유량변화는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유량

이 켜졌으며 동시에 경사각이 켜질수록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평에서 경사각을 조금씩 

증가할수록 유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증가되는 경사각의 범위가 20o 까지는 증

가하지만 그 이상의 기울기에서는 유량변화에 미

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게다가 20o 이상의 경사각이서 높은 회전수일 

때는 오히려 입자 이송율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

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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