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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입구 및 출구를 구비한 하우징과 하우징내의 제1 및 제2유동 통로를 한정하도록 입구과 출구 
사이로  연장한  벽을  포함한  증기  발생  장치(10)에서  연소되는  화석  연료용  절약  장치(109)에  관한 
것이다. 입구는 관련 증기 발생 장치에 결합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 굴뚝에 결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다. 열교환 튜브(112)는 증기 발생 장치의 관련 작동유에 결합된 내부를 구비한 제1유동 통로내에 배치된
다. 또한, 장치(109)는 제2유동 통로내의 유동을 제어하도록 제2유동 통로내의 장치(114)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대부분 실시예에서,장치(109)는 열교환 튜브(112) 둘레에서 유동체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바이패스 도관(120)을 포함한다. 보통 이것은 댐퍼(114)가 제2유동 채널내의 유동체를 차단할 때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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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증기 발생 장치용 절약 시스템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증기 발생기에 관한 것이며, 특히 증기 발생기와 같은 증기 발생 장치에 설치하기 위한 절약 
시스템(economizer systerm)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절약 장치는 보일러와 스택(stack)사이의 연
도 가스(flue gas) 통로내의 어딘가에 위치된 열교환기이다. 절약 장치는 연소 생성물로부터 낭비되는 열
을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대표적인 절약 장치는 일련의 튜브를 가지며, 이 튜브를 통해 물 또는 다른 작
동유가 보일러로 유동한다. 대표적인 튜브는 보일러에 연결된 입구와 스텍에 연결된 출구를 갖는 챔버에 
설치되어있다. 이 장치들은 또한 낭비될 수 있는 열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절약 장치에 존재하는 연도 가스의 최소 온도를 제한하기 위해 절약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고려된다. 
이것은 부식을 방지하고 스택의 적당한 작동을 보장할 수 있다.

절약 장치를 떠난 연도가스의 최소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현재의 기술은 절약 장치의 주 본체 외부에 부
착된 연도가스 바이패스 도관(flue gas bypass duct)을 포함하는 것이다. 

바이패스 도관내에서 상기 유통을 제어하기 위해 외부 연도 가스 바이패스 도관내에 댐퍼(damper)가 제공
되어 있다. 이 바이패스 도관을 통해 유동하는 연도 가스는 절약 장치의 주본체의 하류 위치에서 절약 장
치를 통해 직접 유동하는 가스와 혼합된다. 상기 바이패스 도관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고, 도관을 통해 
매우 고온의 연도 가스가 통과할 때 열팽창 때문에 그리고 도관이 도관의 수명 동안에 비교적 고온에서 
비교적 저온까지 여러번 변경되므로 피로 수명에 관련되기 때문에 설계 문제가 존재한다.

연도 가스 바이패스 시스템의 실시예가 US-A-1,946,221호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명세서에는 입구와, 출
구 및, 제1 및 제2유동 통로를 하우징내에 형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 입구와 출구사이에 연장되는 벽
을 갖는 하우징으로 구성된 화석 연료 점화 증기 발생 장치용 절약 시스템이 기술되어 있다. 상기 입구는 
상기 연합된 증기 발생 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다음에 연합된 스택에 연결하기 위한 수
단을 포함한다.

제1유동 통로는 입구와 출구를 가지며 연합된 작동유를 함유하는 열 교환 튜브를 에워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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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및 제2유동 통로의 입구와 출구 사이에서 유체 연통이 유지되도록 제1 및 제2유동 통로(댐퍼(25) 참
조)를 통과하는 연소 가스의 흐름을 선택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제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증기 발생 장치용 절약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열팽창 및 피로 수명에 관한 바이패스 도관 본체의 설계 문제를 제거한 장치를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절약 장치에 존재하는 연료가스의 혼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
이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은 입구와, 출구 및, 제1 및 제2유동 경로를 하우징내에 형성하기 위해 상기 
입구와 출구 사이에 연장되는 벽을 갖는 하우징을 포함하는 회석 연료(fossil fuel)점화 증기 발생 장치
용 절약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입구는 연합된 증기 발생 장치에 결합하디 위한 수단과 연합된 스택에 결
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열교환 튜브는 증기 발생 장치의 연합된 작동유에 결합된 그 내부를 구비
한 제1유동 경로내에 위치된다. 또한, 이 장치는 제2유동 경로내의 유동을 제어하기 위해 제2유동 경로내
의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열교환 튜브의 입구와 출구를 연결하는 바이패스 도관상에 배치된 밸브에 의해 열 교환 튜븐내
에서 연합된 작동유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몇몇 형태에서, 상기 장치는 열교환 튜브 내에서 연합된 작동유동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한다. 열교환 튜브의 유동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은 밸브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 더 양호하게 이해될 것이다.

제1도는 본 발명이 적용된 형태의 증기 발생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제2도는 연도 가스 바이패스 도관을 설치한 종래 절약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절약 시스템을 통한 수직 단면도이다.

제4도는 작동유 바이패스 파이프를 도시한 제3도의 절약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도를 참조하면, 수직으로 설치된 노(furnce; 10)가 도시되어 있고, 노의 후방 벽으로부터 연장한 상단
부에서 연소가스용 출구를 갖고 있다. 노(10)에 대해 평행하게 하방으로 연장한 수직 연장 가스 통로(1
4)의 상단부에 결합한 측방 가스 통로(12)가 이 출구로부터 연장된다. 연소 가스는 로(10), 측방 가스 통
로(12), 가스 통로(14) 및 스택(stack; 도시하지 않음)을 연속적으로 통과한다. 도시한 노(10)에는 버너
(16)가 제공되어 있다. 노는 전방벽(22) 및 후방벽(24)으로 구성된다. 측벽(도시하지 않음)은 소정의 거
리로 위치되어 전방벽(22) 및 후방벽(24)을 결합한다. 제1도의 증기 발생 장치에는 다수의 열교환 부분 
또는 영역으로 구성된 일방향 유동 시스템이 있으며, 상기 열교환 부분은 일련의 유동 관계로 결합되며, 
이 부분을 통과하는 유체는 공급 펌프(30)에 의해 가압된다.

상기 열교환 부분은 절약 장치와, 벽 튜브 가열부 및, 노내의 가스 통로 방향에서 하방으로 연장한 관형 
부재를 포함하는 가열부와 동일하다. 공급 펌프(30)는 평행 유동 관계로 다수의 관형 소자로 구성되며 가
스 통로(14)의 하단부에 위치된 절약 장치(32)를 통해 작동 매체를 가압시킨다. 상기 유동체는 결합 링크
(34)를 통해 절약 장치(32)로부터의 혼합 용기(36)로 전환된다. 유동체는 이 혼합 용기(36)로부터 다운코
머(38; downcomer)를 통해 벽의 바닥에 위치된 입구 히터(40)까지 유동한다.

터빈의 제2스테이지(85)로부터의 배기 가스는 증기가 응축되고 이 응축물이 급수 히터(87) 및 공기 분리
기(deaerator; 89)를 통해 펌프(30)의 입구까지 펌프(85)에 의해 펌프되는 응축기(83)에 수용된다. 열교
환 튜브(102)는 종래 기술의 구성에서 제2통로(14)의 후방벽(108)을 통해 제2통로(14)의 전방벽(106)까지 
연장한다.

제2도를 참조하면, 종래 기술의 연도 가스 바이패스도관 절약 시스템(100)이 도시되어 있다. 튜브(102)가 
제2통로(14)에 배치되어 있고, 이 튜브(102)를 통해 작동유가 통과한다. 바이패스 도관(104)은 제2통로
(14)의 상류부를 스택 커넥터(106)에 결합한다. 댐퍼(도시하지 않음)는 열교환 튜브(102)상으로 통과하여 
냉각이 발생하지 않는 바이패스 도관(104)을 통해 선택적으로 냉각 또는 통과하도록 연도 가스가 제2통로
(14)내에 하강하도록 바이패스 도관(104)내에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에서, 도관(106)의 온도는 필요한 최
소 온도이상 유지된다. 종래의 장치에서, 작동유는 입구 접속부(103)에서 튜브(102)에 들어가고 출구 접
속부(105, 107, 111)를 통해 절약 장치를 빠져나온다.

제3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절약 시스템(109)이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형태에서 열교
환 튜브(112)는 후방벽(108)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벽(117)은 절약 시스템(109)의 입구와 출구사이의 선
택 유동 통로인 채널(110)을 형성한다. 채널(110)은 유동체가 제2통로(14)내에서 열교환 튜브(112)를 바
이패스하게 한다. 열교환 튜브(112)와 후방벽(108)사이의 채널(110)은 채널(110)의 상부 축방향 단부에 
위치된 댐퍼(114)의 위치에 좌우되는 열교환 튜브(112)를 바이패스한 크거나 또는 작은 유동 및 크거나 
그리고 작은 유동을 갖는다. 제3도의 장치는 열교환 튜브(112)를 바이패스한 유동 양을 결정하도록 댐퍼
(114)의 위치 결정을 위한 레버 장치(113)가 제공된다.

제3도 및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약 시스템(109)은  작동유와,  입구 접속부(103)와  출구 접속부
(105, 107, 111)사이의 작동유 유동 통로를 바이패스하여 유체 연통하는 매니폴드(121)를 포함한다. 유체 
바이패스 밸브(120)는 바이패스 유동체를 접속부(105, 107, 111)에서 제어한다. 이것은 열교환 튜브(11
2)를 바이패스한 유동체이다. 1차 정지 밸브(122)는 열교환 튜브(112)내에서 유동체를 차단하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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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된다.

바이패스 제어 밸브(120)는 파이프(116) 및 매니폴드(121)를 통해 접속부(107, 107, 111)까지 작동유 흐
름을 조정한다.

작동시에, 절약 시스템(109)은 부하가 절약 바이패스 댐퍼(114)를 간단히 개방시킴으로서 감소될 때 상기 
장치의 조작자가 연도 가스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게 한다. 연도 가스 바이패스 댐퍼(114)가 완전히 개
방된 후에 다른 부하 감소가 있다면, 1차 메인 정지 밸브(122)는 완전히 폐쇄되고 유동체 바이패스 밸브
(120)는 절약 시스템(109)를 떠나는 연료가스 온도를 더 제어하도록 개방된다. 이 공정은 부하가 증가할 
때 반전된다. 작동유용 바이패스[작동유 파이프(116) 및 매니폴드(121)] 및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양호
한 형태의 채널(110)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응용에서는 단지 하나의 바이패스 장치면 충분하
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연도 가스 온도 제어 시스템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특히, 현재의 장비의 전환이 
파이프 및 밸브와 같은 종래의 장치로 쉽게 행해진다. 연도 가스가 열교환부(102) 둘레에서 바이패스되는 
채널(110)은 증기에 노출된 세 개의 벽과 부분적으로 냉각판 벽인 제4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열적 사이
클링에 관한 기술적의 걱정은 제거되며, 열팽창에 대한 장치의 설계느 매우 간단하다. 이것은 실제의 열
적 사이클링 문제에 노출된 상술한 종래의 도관과 대조적이다.

본 발명에 따른 연도 가스 바이패스 시스템은 상이한 온도를 가진 연도 가스를 최대로 혼합하도록 노즈
(nose; 130) 근처에 위치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현재의 노즈(130)의 구조의 장점을 이용한
다. 바이패스 채널(110)을 통과하는 유동체는 상이한 온도의 연도 가스의 혼합을 촉진시키도록 노즈(13
0)에 의해 측방으로 향한다.

본 발명은 도시한 양호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했다.

이러한 장치의 기술에 숙련된 자들은 이 기술을 공개할시에 다른 변형예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변형예는 본 설명에 포함되며, 본 발명은 단지 하기의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석 연료 점화 증기 발생 장치(10)용 절약 시스템(109)에 있어서, 연합된 증기 발생 장치(10)에 연결하
기 위한 수단을 갖는 입구와, 출구 및 제1 및 제2유동 통로를 하우징(14)내에 형성하기 위해 상기 입구와 
출구 사이에 연장된 벽(117)을 갖는 하우징(14)과, 상기 증기 발생 장치(10)의 연합된 작동유에 결합된 
그 내부를 갖는 상기 제1유동 통로내에 배치되며 입구(103)와 출구(105, 107, 111)를 갖는 열교환 튜브
(112)와, 제1밸브(112)인 상기 열교환 튜브(112)내에서 연합된 작동유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과, 
열교환  튜브(112)  둘레에서  상기  작동유를  선택적으로  바이패스시키며  상기  열교환  튜브(112)의 입구
(103) 및 출구(105, 107, 111)와 각각 유체 연통하도록 배치된 제1 및 제2단부를 갖는 도관(116)을 구비
한 작동유를 선택적으로 바이패스시키기 위한 수단과, 제2밸브(120)를 포함하는 상기 도관(116)내에서 흐
름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증기 발생 장치(10)는 연합된 스택(106)에 연결하기 위한 수
단을 구비하며, 상기 하우징(14)은 일반적으로 방사방향 내향으로 경사진 노즈부(130)를 가지며, 상기 하
우징(14)내의 제2유동 통로는 상기 노즈부(130)에 대해 가스 유동을 안내하도록 배치되며, 그에 의해 제1
유동 통로와 제2유동 통로내의 유체 증기 사이에서 가스 혼합이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발생 장치용 절약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관(116)은 다수의 연결부(105, 107, 111)를 열교환 튜브(112)에 형성하는 매니폴
드(12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기 발생 장치용 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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