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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LIW(Loss-in-Weight feed-
er) 등에 널리 사용되는 스크류 방식의 토출 방식의 

최대 약점인 스크류 맥동현상을 방지하는 설계를 

소개한다. LIW의 기본적인 토출 방식은 스크류 

피더를 통하여 나선을 따라 분체가 이송 되고 최종

적으로 기기 밖으로 토출 되는 방식을 널리 사용하

고 있다.[1] 따라서 스크류의 나선 구조의 따른 

토출 맥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스크류 피더 작동 시 이송 스크류의 

피치에 관계없이, 내용물이 균일하게 토출 될 수 

있도록 하는 맥동 방지용 피더를 설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유체가 중력에 의해

서 자연스럽게 흘러서 넘치는 현상을 LIW 피더에 

적용하고자 한다.[2] 따라서 토출이 유연하게 이루

어지고 순간순간 배출 되는 양을 일정하게 유지 

하게 함으로써 LIW의 계량 오차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고 위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물리적인 설계만

으로 작업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 또한 피더의 

출구 부분에 분체의 유량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노즐을 설치하여 분체가 덩어리지는 것을 막고 

LIW 가동을 중지한 경우에 분체가 공기 중으로 

비산하거나 공기와의 반응을 통해 변질 되는 것을 

최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 하였다. 

2. 스크류 피더의 맥동

스크류 피더의 일반적인 구조는 Fig. 1과 같다. 
LIW 호퍼에서부터 내려온 분체가 스크류의 피치 틈

새를 메우게 된다. 이와 동시에 스크류가 회전, 전진 

하면서 통로가 끝나는 토출부에서 분체가 쏟아져 내

리게 된다. 쉬운 예로 과거 유행했던 녹즙기와 비슷

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크류의 피치는 대체

로  2cm ~ 3cm 내외이며 피더의 끝 부분과 스크류의 

피치가 닿는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분

체가 토출되는 양이 수시로 바뀌게 된다.  Fig. 1 (a)의 

경우 스크류 피치가 토출구의 하단 부를 마개처럼 

막고 있다. 그러나 잠시 후 스크류가 회전하면 막혔

던 입구가 열리고 분체의 자중에 의해 Fig. 1 (b)와 같

이 하나의 피치에 채워져 있던 분체가 쏟아진다. 그
러나 문제는 이 쏟아짐이 연속적이 아니라 Fig. 1 (c)  
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 다음 피치가 다시 Fig. 1 
(a)의 위치가 되기 전까지 분체를 머금고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흔히 생기는 스크류 피더의 맥동

이 생기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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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맥동 방지 설계

스크류 피더의 맥동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토출구의 형상을 아래(Fig. 2)와 같이 곡선 

관을 이용해 확장하고 출구에 노즐을 달아 분체가 

나오는 양에 따라 토출구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공기 중으로 비산하거나 장비가 작동중

이 아닐 때 공기와 반응하여 변질 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토출부 곡선 관의 형상은 물이 넘쳐는 

흐르는 것과 같이 맥동현상을 없애기 위한 설계이

다. 토출부가 스크류와 같은 높이에 있다면 기존의 

피더와 마찬가지로 스크류의 피치가 끝날 때 마다 

토출되는 양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토출부의 형상은 스크류의 

피치와 관계없이 스크류의 회전 속도만 일정하다

면 밀려 나오는 분체의 양이 일정하게 되고 이 

분체가 바로 자중에 의해 바로 토출되는 것이 아니

라 곡선 모양의 토출구를 따라 일부 쌓이다가 결국 

넘쳐 나오게 된다. 또한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에는 아래의 Fig. 3 (a)와 같이 토출구가 완전히 

막혀 있으며 기존의 분체가 전부다 토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도 공기와 반응하여 변질 될 위험

이 적고 또한 곡선 피더의 내부가 넘치기 직전까지 

차 있기 때문에 스크류 모터에 전원을 공급 하자마

자 토출이 바로 시작 될 수 있다. 그리고 토출 량에 

따라 Fig. 3 (b)와 같이 토출부의 크기를 제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계량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Fig. 2 Configuration of curved screw feeder

Fig. 3 Configuration of curved screw feeder

4. 결론

본 개발은 기존의 스크류 피더에 적용되는 장비

를 개량하여 맥동현상을 현격하게 줄이고 분체의 

안정적인 공급과 장비 내부에 남아있는 분체에 

대한 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유용한 솔루션이다. 
또한 시간당 수 kilo gram 에서 분당 수 gram 까지 

단위의 다양한 스케일로써 개발이 가능하고 특히 

맥동현상이 없기 때문에 고정밀도를 요하는 계량 

장비에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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