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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스로부터 입자를 분리하는 원심 분리기(1)은 직각 내부 면을 갖는 최소한 세 실질적으로 수직 평면의 벽(12A, 12B,

12C)을 갖는 상부 부 (12), 하부 부 (14)를 갖는 분리기 체임버(10), 상기 제 일 및 제 이 벽 사이의 제 일 코너(C1)의 

근처에 형성된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유입구(18), 탈먼지 가스용 유출구(22) 및 분리된 입자용 유출구(15, 20)를 

포함하는 수직의 가스 소용돌이를 그 안에 제한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분리기는 제 이 말단에서의 제 이 단

면보다 명확하게 큰 덕트의 제 일 말단에서의 제 일 횡 단면을 갖는 가속 덕트를 포함한다. 이 제 이 말단(15B)는 제 

일 코너에서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상기 유입구에, 상기 제 이 벽과 둔각을 형성하면서 연결되고, 분리기 체임버를 

향한 방향에서 하방으로 경사진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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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가스로부터 입자를 분리하는 원심 분리기에 관한 것으로, 이는 벽에 의해 수평으로 한정된 상부와 수평 단

면이 하방 쪽으로 감소하는 하부를 포함하는 분리기 체임버를 포함하고, 이 분리기는 체임버의 상부 부분에 형성된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유입구, 상기 상부에 형성된 탈먼지 가스용 유출구 및 체임버의 하부에 형성된 분리된 입자용

유출구를 포함하는 수직의 가스 소용돌이를 그 안에 한정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부 부분의 상기 벽은 상기 가스 소용

돌이의 흐름 방향으로 바로 이웃하여 배치된 적어도 제 일, 제 이 및 제 삼의 실질적으로 직각 평면의 벽을 포함하고 

상기 상부 부분의 세 개의 실질적으로 수직인 평면의 내부면을 한정하고,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상기 유입구는 상기

제일 및 제 이 벽 사이에 한정된 제 일 코너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제 일 및 제 이 벽의 내부면은 실질적으로 수직이고

제 이 및 제 삼 벽의 내부면이 실질적으로 수직이다.

본 발명은 특히 반응 체임버, 원심 분리기 및 열 회수를 위한 백 패스를 포함하는 순환하는 유동층 반응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반응 장치는 반응기 체임버 안으로 유동가스를 사입하고 상기 체임버에 입자의 유동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보다 정확하게는, 본 반응장치는 연료입자(여기에는 황을 포획하기 위해 솔벤트(sorbent) 입자가 적절히 부가됨)가 

또한 로(瀘) 또는 연소 체임버로 명명되는 반응 체임버에서 연소되고, 여기서 발생된 열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즉

, 전기 생산 터빈을 구동하기 위해) 또한 패스 보일러라고 명명되는 백 패스로 회수되는 보일러 장치이다.

배경기술

이런 반응장치에 있어서,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입자를 포함하는 것-은 반응 체임버로부터 가스가 탈먼지되는 분리

기로 이송된다. 분리된 입자는 분리기로부터 배출되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또한 연소 체임버로 명명되는 반

응기 체임버 안으로 다시 도입될 수 있다. 탈먼지 가스는 분리기로부터 가스의 열이 백 패스에 위치된 열 회수 영역에

의해 회수되는 백 패스 안으로 이송된다.

원심 분리기는 순환하는 유동층 반응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반응기는 매우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순환 유동층 반응기에 적용되는 원심 분리기에 대해, 분리기로 도입되는 가스 및 입자의 혼합물은 약 850℃의 온도를

갖기 때문에 이 분리기는 아주 높은 온도를 견뎌야 하고, 이 입자는 분리기 벽에 마찰 효과를 갖는다. 적하되는 입자는

20 kg/m 3 까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벽이 높은 온도와 마찰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의 분리기에서, 분리기 체임버는 환형 단면을 갖는 실린더 형상이다 .

이런 형상은 이것이 체임버에서 발생된 소용돌이 흐름의 외부 구획에 상응하기 때문에 양호한 분리 효능을 제공하여 

분리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난류와 같은 반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회피된다.

그러나, 이런 종래 분리기의 실린더형 벽은 제조비가 비싸다. 이 단점은 더욱이 상술한 바와 같이 벽이 가열되어야하

고 내마모성이 있어야 할 때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평면의 벽이 제공된 체임버의 상부 부를 갖는 분리기가 EP-B-0 730 910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분리기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과 같은 다각형의 형상으로 이들 평면 벽에 의해 한정된 그 내측의 가스 공간의 단면을 갖는다.

이런 분리기는 상기에 기술된 종래의 것 보다 제조하기가 용이하고 조립이 용이하다.

그러나, EP-B-0 730 910호에 나타난 것과 같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과 같은 다각형의 형상을 갖는 내측 가스 공

간은 여기서 발생된 소용돌이 흐름이 이런 형상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나쁜 분리 효능을 제공한다.

분리 효능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은 평형으로 또는 일렬로 작동하는 몇 개의 분리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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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단순한 구성을 갖고 높은 분리 효능을 제공하며 콤팩트하 면서, 이들 단점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목적은 분리기가 가속 덕트로 순환하는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을 이들의 제 일 단에서부터 제 이 단으로, 상기 혼

합물이 상기 분리기 체임버에 도입되기 전에 가속하기 위한 가속 덕트를 포함하고, 이들의 상기 제 일 단에서 상기 가

속 덕트의 제 일 횡 단면은 이들의 상기 제 이 단에서 상기 가속 덕트의 제 이 횡 단면보다 크게 된다는 사실과 가속 

덕트의 제 이 단은 제 일 코너에서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상기 유입구에 상기 제 이 벽과 둔각을 형성하면서 연결된

다는 사실과, 가속 덕트의 제 이 단은 분리기 체임버를 향하는 방향으로 하방으로 경사진다는 사실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분리기로 달성된다

제 일 횡 단면은 가속 덕트의 제 일 단에서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의 유동 방향에 직각인 것으로 평가되고, 제 이 횡 단

면은 이 덕트의 제 이 단에서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의 유동 방향에 직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으로 평면이고 상호 직각인 적어도 몇 개의 벽을 갖는 분리기에 본 발명의 가속 덕트를 제공하는 것은 이 분리

기가 원형의 단면을 갖는 실린더 형상의 종래 분리기의 효능과 같은 정도의 분리 효능을 달성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분리기는 저렴하고 종래의 분리기 보다 용이하게 제조하고 조립할 수 있다.

첫째로, 가속 덕트로 인해,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은 고속으로 분리기 체임버에 도입되어 분리를 일으키는 원심력이 

증가된다.

둘째로, 분리기 체임버와 연결에서 가속 덕트의 하방으로 기울임은 가스와 입자의 흐름이 하방으로 향하여진 성분으

로 되도록 하여 이들 흐름에 포함된 입자가 분리기 체임버에 발생된 소용돌이에서 상방으로 재순환됨이 없이 입자 유

출구 쪽으로 보다 용이하게 떨어지게 한다. 소용돌이의 외측 순환의 접선 속도의 하방 성분이 증가될 때, 그러면 상방

으로 재순환되는 입자의 경향이 최소화된다.

소용돌이는 하방으로 흐르는 외측 순환과 상방으로 흐르는 내측 순환을 가진다.

분리기 체임버에 가속 덕트의 연결은 제 이 코너로부터 떨어진 제 일 코너에 위치된다. 소용돌이의 외측 순환에 수반

된 흐름이 이 제 이 코너에 도달 할 때, 이것은 이미 소용돌이에 의해 하방으로 빗겨지게 되고, 이는 흐름이 먼지가 제

거되는 가스용 유입구의 수평 준위 아래인 수평 준위에서 제 이 코너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준위의 차이가 

클수록(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유입구와 제 이 코너 간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 분리 효능은 더 좋아진다.

가속 덕트는 분리기 체임버 안에 발생된 소용돌이 흐름에 대해 보다 큰 또는 적은 접선 흐름이 존재하도록 분리기 체

임버에 대해 향해지도록 된다. 이런 방향화는 소용돌이가 체임버의 유입구에서 그의 바른 곡선으로 발생되도록 한다.

또한, 덕트의 제 이 단과 분리기 체임버의 제 이 벽 간의 이런 둔각은 덕트에서 가스로부터 분리된 입자가 상기 덕트

와 상기 체임버 간의 연결부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

유익하기로는, 가속 덕트의 제 이단은 분리기 체임버의 제 일 벽에, 이 체임버의 제 일 코너에서 연결되고, 이 체임버

의 제 일 벽과 적어도 120°각을 형성한 다.

유익하기로는, 가속 덕트의 제 이 단은 상기 제 이 단에서 가스와 입자의 상기 혼합물의 흐름 방향에서 하방으로 경사

진다.

흐름의 방향에서 이 하방으로 기울임은 흐름을 상기 언급된 하방으로 향한 성분으로 한다.

유익하기로는, 이 제 이 단은 분리기 체임버의 제 이 벽을 향한 방향으로 하방으로 또한, 횡 단면에서 실질적으로 상기

제 이 단에서 가스와 입자의 상기 혼합물의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기울어진다.

이 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 기울기는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이 가속 덕트에서 순환하는 동안 이 덕트의 외부 측면

에 모아진 입자를 가스에서 거의 재순환되지 않는 동안 분리기 체임버에 도입되게 할 수 있다.

유익하기로는, 가속 덕트는, 적어도 상기 덕트의 제 이 단에서 분리기 체임버를 향한 방향으로 하방으로 기울어진 바

닥 벽 부를 포함하는 벽 부를 갖는다.

이들 벽부는 유익하기로는 가속 덕트의 외부 측면 상에 배치된 외호면의 벽 부를 포함하고, 상기 바닥 벽 부는 외호면

의 측 벽 부를 향한 방향으로 하방으로 기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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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기로는, 가속 덕트의 제 일 단에서 그의 제 일 횡 단면은 가속 덕트의 제 이 단에서 그의 제 이 횡 단면 보다 1.3

내지 2.2배 크다.

제일 및 제이 횡 단면 사이의 이런 관계는 가속 덕트 내에 가스 및 입자의 혼합물의 유의성 있는 가속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유익한 특징에 따르면, 분리기는 상기 제 이 및 제 삼 벽의 내측 면 사이에 비 직각의 천이를 형성

하기 위해 상기 제 이 및 제 삼 벽 사이에 형성된 제 이 코너에 배치된 편향 벽 수단을 포함한다.

편향 벽 수단은 가스 및 입자의 혼합물이 분리기 체임버에 도입된 후 가스 및 입자의 혼합물의 흐름에 의해 먼저 영향

을 받는 체임버의 내부 가스 공간의 제 이 코너인 이 제 이 코너에 배치된다. 편향 벽 수단은 이 코너에서 흐름을 편향

시켜 이 흐름은 이 코너에서 발생된 난류와 같은 유의성있는 반대-흐름없이 제 이 벽으로부터 제 삼 벽으로 통과하기

위해 요구된 곡선을 취한다.

본 출원인은 흐름이 일단 분리기를 통과하면, 흐름에 의해 먼저 영향을 받는 체임버의 이 제 이 코너가 분리 효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립하였다. 편향 벽 수단 때문에, 이 흐름은 체임버에서 그의 바른 곡선을 취하여 난류가 실

질적으로 제 이 코너에서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난류가 체임버의 다른 코너에서도 제한된다.

소용돌이는 하방으로 흐르는 외측 순환과 상방으로 흐르는 내측 순환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반대 흐름이 상기 제 이 

코너 후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체임버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가스에서 입자를 재순환하는 경향이 있으면, 이 영역은

상기 제 이 코너가 흐름에 의해 먼저 영향을 받는 수평 준위에 비해 낮은 수평 준위에서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입자가 이 영역에서 흐름에 재순환되면, 그러면 이들 입자가 이들이 탈먼지 가스용 유출구를 통해 분리기 체임버를 

이탈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방으로 이동되기가 보다 어렵게 된다.

편향 벽 수단은 분리기 체임버의 제 이 및 제 삼 벽 사이의 연결을 이루는 분리기 체임버의 외부 벽 부분일 수 있다.

편향 벽 수단은 또한 분리기 체임버의 내측에, 상기 코너에서 함께 연결된 상기 체임버의 제 이 및 제 삼 벽 사이의 코

너에 배치된 하나 또는 몇 개의 내부 벽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편향 벽 수단은 유익하기로는 유입구 덕트와 제 이 벽 사이에 형성된 각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각이 상기 제 이 벽에 

형성된 실질적으로 평면의 내부 면을 갖는 편향 벽 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형태에서, 편향 벽 수단은 오목한 내부 면을 갖는 편향 벽 부재를 포함한다.

유리한 실시형태에서, 분리기 체임버의 상부 부인 편향 벽 수단은 네 개의 실질적으로 수직 평면 벽에 의해 범위가 정

해지게 되고, 이의 내부 면은 편향 벽 수단이 상기 제 이 코너에 배치되는 직사각형 단면과 다른 수평 단면의 범위를 

정한다.

이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분리기 체임버는 매우 단순한 형상으로, 이는 제조가 용이하고 비용에 있어서 유리하다. 

상기 정의 된 바와 같이 직사각형에 유사한 단면은 특히, 상세한 설명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분리기 체임버가 수벽 

구조를 가질 때 유익하다.

분리기 체임버의 하부에 대해 제 일의 바람직한 변형형에서, 이 하부 부는 하방으로 합류하는 벽을 갖는 피라미드의 

형상을 갖는다.

이 피라미드의 형상은 분리기 체임버의 하부 부분에서조차, 그의 수직 축에 대해 소용돌이 흐름으로 대칭을 유지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제 이의 바람직한 변형형에서, 분리기 체임버의 상부 부분은 이들의 상기 제 일 및 제 삼 벽 사이에 배열된 제 사의 실

질적으로 직각인 평면의 벽을 가지고 상기 체임버의 하부 부는 제 일, 제 삼 및 제 사 실질적으로 직각 평면 벽이 상부

부의 상기 제 일, 제 삼 및 제 사 벽의 각 하방 신장부로 직각으로 신장하는 사이에 네 개의 벽을 포함하고, 반면 이 하

부 부의 제 이 벽은 실질적으로 평면 벽으로, 상부 부의 상기 제 이의 실질적으로 직각의 평면 벽 아래로 신장하고, 하

부 부의 상기 제 사의 실질적으로 직각인 평면 벽을 향해 경사진다.

이 제 이 바람직한 변형형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제조하기가 매우용이하다.

본 발명의 분리기는 그 콤팩트한 구조와 상승된 온도에 대한 그 내성 및 그의 높은 분리효능 때문에 특히 순환하는 유

동층 반응장치에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의해, 반응장치는 가속 덕트를 통해 반응기 체임버로부터 분리기로 먼

지가 제거되는 가스를 이송하기 위한 수단, 분리된 입자용 유출구를 통해 분리기로부터 분리된 입자를 배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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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및 분리기로부터 탈먼지 가스용 유출구를 통해 백 패스로 탈먼지 가스를 이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반응기 체임버와 분리기 사이의 가속 덕트 24는 분리기 효능을 유의적으로 개선하고 황 포획을 위해 도입된 솔벤트 

및 연소되는 연료의 반응기 루프내에서 잔류 시간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증가된 잔류 시간은 분리되어지는 입자의 평

균 크기를 감소하여, 열 전달에 유리하다.

유익하기로는, 가속 덕트는 반응기 체임버의 측 벽으로부터 분리기의 상부 부의 상기 제 일 벽으로 신장한다.

따라서, 가속 덕트는 이것이 반응기 체임버의 측 벽과 반응기 체임버의 상부 부의 제 일 벽 사이의 각에 의해 형성된 

요홈에 위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적을 유의적으로 부가하지 않는다.

유익하기로는, 분리기의 상부 부는 이들의 제 일 및 제 삼 벽 사이에 배열된 제 사의 실질적으로 직각인 평면 벽 을 가

지고 이 제 사 벽은 분리기와 백 패스 사이의 공통된 벽이다.

더 바람직하기로는 분리기의 상부 부의 제 일 벽은 백 패스의 전방 벽과 반응 체임버의 후방 벽으로, 백 패스와 반응

기 체임버 사이의 공통된 벽에 평행하고, 반면 상기 체임버는 분리기의 상부 부의 제 사 벽에 평행하고 상기 제 사 벽

과 나란할 수 있는 측 벽을 갖는다.

본 발명은 다음의 비제한적인 실시예에 의해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보다 잘 이해되고 그의 이점이 명확하게 될 것이

다. 상세한 설명은 첨부 도면을 참고로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일 실시형태에 따른 분리기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도 1의 평면 II-II의 단면도이고;

도 3은 도 2에 유사한 도면으로 제일 실시형태의 변형형을 도시하고;

도 4는 도 2 및 3에 유사한 도면으로 다른 변형 실시형태를 도시하고;

도 5는 화살표 V로부터 취해진 도 1의 측면도이고;

도 6은 도 5의 선 VI-VI에 따른 단면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분리기를 포함하는 반응장치의 사시도이고;

도 8은 이 반응장치의 평면도이고;

도 9는 도 8의 선 IX-IX에 따른 단면도이고;

도 10은 도 8의 화살표 X에 따른 측면도이고;

도 11은 도 7의 반응장치의 분리기 1과 백 패스 사이의 공통 벽에서 수평 단면이고;

도 12는 변형 실시형태를 도시하는 도 10의 것에 유사한 측면도이고;

도 13은 도 12의 선 XIII-XIII에 따른 수직 단면도이고; 그리고

도 14는 변형 실시형태를 도시하는 반응장치의 평면도이다.

실시예

도 1은 상부 부 12 및 하부 부 14를 포함하는 반응기 체임버 10을 갖는 원심분리기 1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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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부 12는 수직의 평면 벽인 제 일 벽 12 A, 제 이 벽 12B, 제 삼 벽 12C 및 제 사 벽 12D를 포함하는 벽에 의해 

수평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본 발명의 분리기에서 적어도 제 일 세개의 벽 12A, 12B 및 12C는 실질적으로 직각인 평

면의 벽이다.

체임버 10의 상부 부 12는 그의 높이 전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일정한 수평 단면을 갖는다.

가속 덕트 16은 체임버의 상부 부 12로 가스 및 입자의 혼합물을 이송하기 위해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유입구 18에

연결된다.

유입구 18은 제 일 벽 12A 가 제 이 벽 12B 를 형성하는 코너 C1의 근처에서 상기 제 일 벽 안에 형성된다.

체임버 10의 하부 부 14는 하방 방향에서 감소하는 수평 단면을 갖는 호퍼-형상을 갖는다.

이 하부 부는 상부 부 의 벽 12A, 12B, 12C 및 12D 아래에서 각각 신장하는 네 개의 벽 14A, 14B, 14C 및14D를 갖

는다. 이들 네 개의 벽 14A, 14B, 14C 및14D는 수직방향에 대해 경사져 분리기 체임버의 하부 부 14는 하방으로 모

여지는 벽을 갖는 피라미드의 형상이다(즉,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하방으로 향함). 예를 들어 피라미드의 벽은 수평 방

향에 대해 45°내지 80°, 적당하기로는 약 70°기울어진다.

이들의 하부 엣지에서, 벽 14A, 14B, 14C 및 14D 는 유출구 덕트 20에 연결되고 따라서 가스로부터 분리된 입자용 

유출구를 형성하는 직사각형(바람직하기로는 정사각형) 통공 15의 범위를 한정한다.

그의 상부 말단에서, 체이버 10은 탈먼지 가스용 유출구를 갖는다. 보다 정확하게는, 통공 22는, 통공 15와 실질적으

로 나란히 될 수 있거나 또는 벽 12D 및/또는 12A를 향해, 여기에 대해 옵셋될 수 있는, 이 지붕의 중앙 영역에서 체

임버의 상부 부 12의 지붕 12E에 형성된다.

통공 22(이 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유익하기로는 염관 가스 플레늄 내의 통공) 위의 염관 가스 수축을 일으키기 위

한 수단(도시 생략)은 가스가 이 통공 22를 통해 분리기 10을 벗어나게 한다.

따라서, 유입구 18 및 유출구 15 및 22의 배치와 적절한 가스 속도에 기인하여, 소용돌이 흐름이 체임버 10에 발생한

다. 가스 및 입자의 흐름이 유입구 18을 통해 체임버에 들어가 회전하고, 체임버의 벽을 따라 하방으로 흐르고, 소용

돌이의 외부 순환을 형성하는 동안, 입자가 원심력에 의해 가스로부터 분리된다.

하부 부 14에서, 순환이 역으로 되고, 내부 순환이 발생하여, 외부 순환의 내측에서 상방으로 흐르면서 순환한다.

내부 순환에 여전히 수반되는 몇몇 입자는 원심으로 분리되고, 그리고 나서 외측 순환에 의해 하방으로 수행된다.

내측 순환의 탈먼지 가스는 통공 22를 통해 체임버를 벗어나고, 반면 분리된 입자는 유출구 20을 통해 이 체임버를 

벗어난다.

가속 덕트는 이 후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유동층 반응장치의 연소 체임버와 같이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구획에 연결되도록 변형된 제 일 단15A 및 분리기 체임버에 이들의 유입구 18을 통해 연결된 제 이 단 15B를 갖는다.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 일 단15A에서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의 유동 방향 D1에 직각으로 측정된 가속 덕트 16

의 횡 단면 S1은 제 이 단 15B에서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의 유동 방향 D2에 직각으로 측정된 가속 덕트 16의 횡 단면

S2 보다 유의적으로 크다. S1은 유익하기로는 S2 보다 1.3 내지 2.2배, 예를 들어 2배 크다.

가속 덕트는 분리기 체임버의 제 일 코너 C1에서 분리기 체임버에 연결되고, 덕트의 측 벽은 코너 C1에서 체임버의 

제 이 벽 12B에 직접 연결된다.

가속 덕트의 제 이 말단은 분리기 체임버의 제 이 벽 12B과 둔각을 형성한다. 보다 자세하게는, 이런 둔각 b는 제 이 

벽의 내면과 덕트 16의 외부 측 벽 부 16A의 내면과 사이에서 측정된다. 가속 덕트에서 가스 및 입자의 혼합물의 흐

름의 둥근 곡선을 고려하면, 외부 측 벽 부 16A는 곡선의 중앙에 대해 덕트 16의 가장 긴 측벽 부이다. 이 외부 측 벽 

부는 또한 외호면의 벽 부로 명명되고, 반면 맞은편 측 벽 부 16B는 또한 내호면의 벽 부로 명명된다.

이 각은 적절하기로는 적어도 120° 또는 가장 적절하기로는 적어도 135°이다. 이 후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가속 

덕트는 몇 개의 직선 덕트 부로 구성되어질 수 있고, 이들 사이에 각을 형성한다. 이런 덕트 부의 수와 이들의 상호에 

대한 방향에 의존하여 각 β가 실질적으로 155°또는 더욱 실질적으로는 180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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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가속 덕트의 적어도 제이 말단에서의 가속 덕트는 분리기 체임버를 향한 방향으로 하방

으로 기울어진다.

보다 자세하게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덕트 16의 바닥 벽 부 16C는 흐름 방향 D1에서 수평방향에 대해 각 a로 

하방으로 경사진다. 각 α는 유익하기로는 10°내지 40°사이이고, 적절하기로는 실질적으로 30°이다.

도 6은 바람직한 실시형태로, 바닥 벽 16C가 또한 흐름 방향 D1에 수직인 횡 단면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경사지는 것

을 도시한다. 실제로, , 바닥 벽 16C는 덕트 16의 외부 측벽 부 16A를 향해, 수평방향에 대해 각 γ로 경사진다. 상기 

각 γ 는 0°내지 40° 적절하기로는10°내지 40° 가장 적절하기로는 20°내지 30°사이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각 γ는 실질적으로 26°이다.

도 6은 분리기의 하부 부의 상부 말단 위에 거리 D에 위치된 바닥 벽 부 16C의 최저점을 도시한다. 대안적으로 이 최

저점은 상기 상부 말단 상에 위치될 수 있다. 적절하기로 D는 분리기 체임버의 상부 부 12의 높이의 약 30%보다 크지

않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속 덕트는 예를 들어 상기 언급된 바닥 및 측벽 부에 부가하여 정단 벽 부 16D를 포함하

여 그의 제 이 말단에 네 개의 벽 부를 가진다. 하방으로 경사진 덕트의 제 이 부에 대해, 바닥 벽 16C는 이런 경사를 

가지고, 반면 정단 벽 16D는 실질적으로 수평이고 그리고 측 벽 16A, 16B는 실질적으로 수직이다는 것을 만족한다. 

실제로, 소용돌이의 외측 순환의 하방으로 끌림에 기하여, 바닥 벽 16C는 가스 및 입자의 혼합물이 상기에 설명된 하

방으로 향한 속도 성분을 갖도록 하방으로 경사진다는 것을 만족한다.

도 2에서, 편향 벽 부재 24는 체임버 10의 상부 부 12의 코너 C2에 배치되어, 이 상부 부의 제 이 및 제 삼 벽 부 12B,

12C 사이에 형성된다. 이 벽 부재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체임버 10의 하부 부 14 안으로 신장할 수 있거나 그렇

지 않을 수 있다.

도 2는 벽 12A 및 12B의 내부 면 뿐 아니라 벽 12B 및 12C의 내부 면 또한 직각인 것을 도시한다. 그러나, 편향 벽 

부재 24는 이들 벽 12B 및 12C의 내부 면 사이의 비 직각의 전이를 형성한다.

도 2 내지 4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편향 벽 부재는 제 이 벽 12B(또는 더욱이 이들의 내부 면)과 각 αB를 그리고 제

삼 벽 12C (이들의 내부 면)과 각 αC 를 형성하는 평면의 내부 면을 갖는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αB 및 αC는 실질적으로 135°이고, 벽 12B 및 12C는 직각이고 각 αB 및 αC는 같다. 일반적

으로, 각 αB 및 αC는 105° 내지 165°사이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각 B 및 aB는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 유익하다. 예를 들어, 각 β, αB 및 αC는 각각 135°이다.

따라서, 분리기 체임버로 도입되는 가스 및 입자의 흐름 코너 C1에서 각 β에 상응하여 편향되고 그리고 나서 코너 C

2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값인 각 αB에 상응하여 편향된다.

따라서, 흐름은 실질적으로 코너 C1 및 C2에서 같고 실질적으로 체임버 10에서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만곡을 실질적

으로 흐름을 방해함이 없이 자동적으로 변경한다.

분리된 입자는 상방으로 재순환되어지는 이들 입자에 대해 충분히 큰 튀김 정도로 편향 벽 수단 상에 튕겨짐이 없이 

그리고 실질적인 축적이 없이 코너 C2에서 수집될 수 있다.

도 3실시예에서, 코너 C2에 위치된 편향 벽 부재 25는 오목한 내부 면을 가져, 벽 12B 및 12C 사이 코너 C2에서 전

이는 도 2에서 보다 더욱 부드럽다. 이 경우에 있어, 벽 부재 25가 각각 벽 12B 및 12C에, 도 3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

으로 접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의 실시예는 도 2의 변형예를 도시하는 것으로, 여기서 체임버 10의 상부 부의 제 이 및 제 삼 벽 부 12B 및 12C 

사이의 코너 C2에 위치된 편향 벽 수단은 몇 개의 평면의 벽 부재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두 벽 부재 24B 및 24

C가 예견된다. 따라서, 세 각은 코너 C2에 형성된다: 벽 12'B 및 벽 부재 24B 사이의 각 α'B, 벽 부재 24B 및 24C 

사이의 각 α', 및 벽 부재 24C 및 벽 12'C 사이의 각 α'C.

이 각의 연속은, 특히 평면의 벽 부재 24A 및 24B의 내부 면 상에 가능한 내화성 라이닝에 대해 평면의 벽 부재 24A 

및 24B가 용이하게 제조되는 동안 달성되는 벽 12'B 및 12'C 사이의 부드러운 전이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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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기로는, 각 α'B, α' 및 α'C는 실질적으로 상호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각 β와 같다. 예를 들어, 이들 각은 전부

실질적으로 150°또는 155°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각 α'B 및 α'C는 105°와 165°사이로 구성되고, 및/또

는 α'B+α'+α'C는 실질적으로 450°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 및 3의 실시예에서, 체임버 10의 상부 부 12의 제 이 및 제 삼 벽 부 12B, 12C는 코너 C2에서 만나 이 코너에서

직각이다. 달리 말하면, 코너 C2에서, 벽 12B 및 12C는 체임버 10의 상부 부 12의 구획의 범위를 정하고, 편향 벽 수

단 (24, 25)는 벽 12B 및 12C의 내부 면 상에 있도록 체임버 내측에 배치된 내부 벽 수단에 의해 구성된다.

도 4에서, 제 이 및 제 삼 벽 부 12'B 및 12'C는 이들이 코너 C2에서 종단되 지 않고 편향 벽 수단과 이들의 각 연결 C

2B 및 C2C에서 종단되다는 것에서 벽 12B 및 12C와 다르다. 코너 C2에서, 벽 부재 24A 및 24B의 외측 면은 체임버

10의 상부 부의 구획을 한정한다.

도 2 및 3의 편향 벽 부재 24 및 25는 모두 같이 체임버의 내측에 배치된 내부 벽 수단을 형성할 수 있고 또는 이들은

도 4의 벽 부재 24B 및 24C와 같이, 체임버의 구획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상호적으로, 상기 벽 부재 24B 및 24C는 

내부 벽 수단을 형성할 수 있다.

가스에 의해 운반된 고체의 관성은 원심 분리기로 도입된 가스 및 입자의 흐름의 특징적인 변수이다. 유입구 덕트의 

외부 벽 16A는 흐름에 의해 운반된 입자를 수집한다. 코너 C1에서 각 β는 따라서 유익하기로는 이 코너에서 입자의 

축적을 피하기 위해 넓게 개도된다.

벽 12B는 입자가 체임버 10에 도입된 후 입자를 수집하는 제 일 벽이고,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외부 벽 16A 또한 

유입구 덕트 내에 입자를 수집한다. 중력에 기인하여, 이들 수집된 입자는 덕트 16의 바닥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덕트의 하방 기울기로 인하여, 축적된 입자는 체임버 10 안으로 용이하게 배출되고 이들은 매우 빨리 입자 유출구에 

도달하고 소용돌이의 외측 순환이 나선형(약 30°내지 45°의 접하는 하방 방향으로)이어서 벽 12A가 통공 18 근처

에서 이 외측 순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스의 흐름에 의해 거의 재순환되지 않는다.

그의 접하는 하방 방향에 기하여, 가스 및 입자의 흐름은 통공 18의 준위 보다 명백하게 아래인 수평 준위에서 코너 C

2에 도달한다. 편향 벽 수단은 이들 벽 수단 상에 수집된 분리된 입자를 위한 특전의 하방 경로를 구성한다.

수평영역으로의 이들의 방향에 기하여, 그것은 체임버 10의 벽 12B 및 12C 사이의 비 직각의 전이를 달성하고, 편향

벽 수단은 입자의 충격과 상방으로 재순화되어지는 이들의 경향을 제한한다. 부가적으로, 위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이들 편향 수단은 입자를 수집하여, 입자의 실질적인 분리가 흐름이 벽 12C에 도달할 때 이미 작동되어 진다. 벽 12C

및 12D 사이의 코너 C3와 벽 12D 및 12A 사이의 코너 C4가 실질적으로 이들 코너에 배치된 편향 수단 없이 직각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분리 효능을 낮추지 않지만, 분리기의 전반적인 구성을 크게 단순화한다.

도 7에서, 본 발명의 분리기 1은 직립한 연소 반응기 체임버 26, 원심 분리기 1 및 백 패스 28을 갖는 순환 유동층 반

응장치 10에 설비된다.

또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수평 단면을 갖는 반응기 체임버 26은 벽 26A, 26B, 26C 및 

26D에 의해 수평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측 벽 26B 및 26D, 뿐 아니라 후면 벽 26C는 수직으로 

신장하는 평면 벽이다.

전방 벽 26A는 수직 방향에 대해 기울어진 상부 수직 평면 부 27A 및 하부 평면 부 27B를 가져 체임버 26의 단면은 

상방으로 증가한다. 하부 부 27B 및 수직 방향 사이의 각 A는 약 20°내지 30°이다(도 10 참고).

체임버 26은 하부 벽 부 27B의 하부 제삼 부에 위치한 연료 및 솔밴트 입자와 같은 고체 물질용 몇 개의 유입구 30을

갖는다. 더욱이 도 7에서 화살표 G1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체임버 26의 바닥부는 이 체임버 안에 고체 입자의 유동

층을 유 지하기 위해 일차 유동 가스 또는 유동 공기를 상기 체임버 안으로 도입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다.

실시예의 방식에 의해, 이 일차 유동 가스 또는 공기는 체임버 26 아래에 위치된 염관 가스 플레늄으로부터 도입될 수

있고 이들로부터 노즐 등을 갖는 분산 플레이트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

이 일차 유동화 가스 또는 공기에 부가하여, 화살표 G2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이차 유동화 가스 또는 공기가 체임

버 26의 하부 부이지만 그의 바닥 벽 위로, 체임버 26 안으로 도입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이차 유동 가스 또

는 공기는 전방 벽 및/또는 체임버의 측 벽을 통해 도입된다. 몇몇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체임버 26의 수평 단면이 중

요할 때는 이 체임버의 하부 부는 제이 유동 가스 또는 공기가 이를 통해 체임버로 도입될 수 있는 면하는 벽 부를 갖

는 두 개의 각(却)-형 부분으로 분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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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층은 일반적으로 체임버 26에서 상방으로 유동하여 입자를 수반하는 가스의 흐름이 체임버의 상부 부분에 위치

된 통공 27 (도 8)을 통해 상기 체임버를 벗어난다. 보다 자세히는, 통공 27은 체임버의 측 벽 12B의 정단 부에 배치

된다.

이 통공은 분리기 1의 벽 12A에 형성된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에 대한 유입구 18에, 가스 및 고체의 혼합물이 가속되

는 유입구 덕트 16을 통해 연결되는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에 대한 유출구를 형성한다. 체임버 26에 대해 덕트 16의 

배치(방향화)는 덕트 16 안을 순환하는 가스 및 고체의 혼합물의 고체가 분리기 체임버의 벽 12B에 연결된 외부 벽 

덕트 16에 의해 수집될 수 있도록 된다.

분리기의 지붕 12E에 형성된 통공 22는 먼지가 제거된 가스가 분리기를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 소용돌이 파인더 22

A (도 9 참고)는 가스 흐름을 안내하기 위해 이 통공 주위에 설치된다. 예를 들어, 소용돌이 파이더는 상방으로 증가

하는 단면을 갖는 실린더형 스커트 또는 테이퍼된 스커트일 수 있다. 이 소용돌이 파이더의 축은 분리된 고체용 유출

구 15를 따라 수직으로될 수 있거나 또는 상기 유출구에 대해 분리기의 측 벽을 향해 및/또는 전방 벽을 향해 얼마간 

옵셋트 될 수 있다.

이 통공 22는 분리기 위에 형성되고, 백 패스에서 하방으로 흐르는 탈먼지된 고온의 가스의 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 회

수 표면 36(도 13)이 제공된 수직 대류부를 구성하는 분리기로부터 백 패스로 탈먼지 가스의 이송을 달성하기 위해 

백 패스 28와 연결되는 염관 가스 플레늄 32로 개도된다.

염관 가스는 백 패스의 하부에, 반응 체임버에 대향하여 배치된 그의 후방 벽 28A에 형성된 유출구를 통해 백 패스를

벗어난다. 탈먼지된 염관 가스 또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반응기 체임버 안으로 또는 유동 가스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에 기술하는 버블링 베드 안으로 재도입되는 동안 반응장치에 재순환된다.

도 8의 평면도에 가장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반응 체임버의 벽 26C는 상기 체임버 및 백 패스와 공통이고, 분리기의 

벽 12D는 상기 분리기 및 백 패스와 공통이다. 이 벽 12D는 백 패스의 측 벽 28C의 상방향 신장부이다. 실제로,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일 실시형태에서 단지 백 패스의 상부 부분 만이 분리기 1과 공통하는 벽을 갖는다.

반응 체임버(또한 연소 체임버로 명명됨)가 반응장치의 전방 부분에 위치되고, 반면 백 패스(또한 백 패스로 명명됨)

는 이들의 후방 부에 위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통 벽 26C는 반응 체임버의 후방 벽 및 백 패스의 전방 벽이고, 반

면 공통 벽 12D는 분리기의 측 벽 및 백 패스의 측 벽이다. 이 도시된 실시예에서, 공통 벽 26C 및 12D는 직각이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반응장치는 분리기 1에 유사한 다른 분리기 1'를 갖는다. 분리기 1'는 분리기 1에 대해 백 패스의 

맞은 측 상에 배치되고 그의 분리기 체임버 10'은 네 개의 평면 벽, 12'A, 12'B, 12'C 및 12'D를 갖는 상부 부를 갖는

다. 분리기 1'은 분리기 1과 같은 구조 및 형상을 갖고 반응장치의 중간의 수직의 전 후방 평면 P12에 대해 이들에 대

해 대칭적이다.

이 상부 부의 측 벽 12'D는 백 패스 다음에 위치된다. 그러나, 그러나, 헤드 박스 40은 분리기 1'의 측 벽 12'B와 공통

벽 12D에 대향하여 배치된 백 패스의 측벽 28B 사이에 위치된다. 이 헤드 박스는 백 패스 28에서 열회수 표면을 형

성하는 튜브를 위해 공급 파이프 F36와 수집 파이프 C36를 수용한다. 분리기 1'의 하부 부 14'은 리턴 덕트 20에 유

사한 리턴 덕트 20'에 연결된다.

헤드 박스 40은 분리기 1' 및 백 패스 사이에 삽입되어 분리기 1'가 백 패스와 공통하는 측 벽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

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반응장치는 콤팩트한 구조이다.

헤드 박스 40 대신에, 백 패스의 바닥부(여기서는 염관 가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즉 450℃임)에 몇 개의 헤드나 

백 패스 상의 다른 헤드를 배치하는 것 이 유익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기 1'의 측 벽 12'D로부터 분리기 1의 측 벽 12D로 측정되는 것으로, 백 패스 및 헤드 

박스에 의해 구성된 조합의 폭 L1은 측 벽 26B로부터 반응 체임버의 측 벽 26D로 측정된 것으로 반응 체임버 26의 

폭 L2와 동등하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측 벽 26B 및 12D는 나란하고, L1과 L2가 같기 때문에, 측 벽 26D 및 12'D 또한 나란하다. 따라서, 백 패스와 분리기

1' 사이의 헤드 박스 40의 배치에도 불구하고, 반응 체임버로부터 각 분리기 1 및 분리기 1'로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

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 수단은 대칭적인 형식으로 배치될 수 있다.

실제로, 통공 27'은 측 벽 26B에서의 통공 27과 유사한 방식으로, 체임버의 측 벽 26D에 형성되고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제 이 유출구를 형성하여, 가속 덕트 16'을 통해, 분리기 1'의 벽 12'A에 형성된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유입

구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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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기 1'에서 먼지가 제거된 가스는 분리기를 벗어나 백 패스로, 분리기 1'의 지붕 및 이 지붕의 상부에 위치되고 염

관 가스 플레늄 32와 같이 백 패스와 연결되는 염관 가스 플레늄 32'에 형성된 중앙 통공을 통해 도입된다.

분리기 1의 전방 벽 12A는 공통 벽 26C에 의해 형성된 백 패스 28의 전방 벽과 나란하다. 달리 말하면, 이 전방 벽은 

이 벽과 나란한 이 벽 26C의 신장부를 형성한다. 유사하게, 분리기 1'의 전방 벽 12'A는 벽 26C의 신장부를 형성한다

.

이 설명된 실시예에서, 백 패스의 후방 벽 또한 분리기 1, 1'의 후방 벽 12C, 12'C와 나란하다.

분리기 1에서 가스로부터 분리된 입자는 분리기 1의 하부 부 14의 바닥에서 고체용 유출구 15에 연결된 리턴 덕트 2

0의 수단에 의해 재순환된다.

도 7 내지 10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이 리턴 덕트로부터 반응 체임버 안으로 입자를 재도입하기 위한 두 개의 상보적

인 경로가 있다.

제 일 재도입 경로는 직접적인 것이다. 실제로, 리턴 덕트 20의 바닥 부는 예를 들어, 사이펀으로 작동하는 실 포트(s

eal pot) 44인 입자 실을 가지고, 그 유출구는 실 포트를 통과한 입자가 이들의 하부에 근접한 반응 체임버 26 안으로

재도입되는 수단에 의해 재도입 덕트 46에 연결된다.

상기 언급한 유입구 30에 부가하여, 또는 이것에 대한 대체적인 것으로, 새로운 입자(연료 솔밴트 입자를 포함)용 몇 

개의 유입구가 형성될 수 있어 이들 새로운 입자는 체임버 26 안으로 재도입 덕트를 통해 도입된다. 예를 들어, 도 10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또는 몇 개의 새로운 입자 유입구는, 덕트 46 바로 위에 위치된 이 덕트 46 또는 유입구 30

'과 바로 연결하기 위해, 또 이들의 지붕 46B를 통해 이 덕트와 연결하기 위해(후자의 경우, 이 지붕이 통공으로됨) 덕

트 46의 다른 측 벽에 형성된 유입구 30'을 포함할 수 있다.

유동 가스 또는 공기는 이들의 하부 부에 있는 실 포트로, 실 포트의 바닥 벽에 형성된 가스 유입구 45를 통해 도입되

고, 상기 바닥 벽은 실 포트를 이 실 포트 아래에 위치된 공기 유입구 박스 47로부터 분리한다.

제 이 재도입 경로에서, 입자는 백 패스 28 아래에 위치된 열 교환기 영역 48에 들어가고, 이 열 교환기 영역으로부터

이들은 반응 체임버 안으로, 이들의 하부 부로 재도입된다.

이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리턴 덕트 20의 바닥 부는 적절한 제어 수단에 의해 조절되는 고체 흐름 컨트롤 밸브 50에 

의해 열리거나 닫힐 수 있는 통공이 제공된 벽 부 20A를 갖는다.

예를 들어, 고체 흐름 컨트롤 밸브 50은 기압적으로 또는 수압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이 밸브가 개도될 때, 리턴 덕트

20는 도시된 덕트 52에, 리턴 및 도시된 덕트를 분리하는 벽 부 20A에 형성된 상기 언급된 통공을 통해 연결된다.

덕트 52는 상기 영역의 지붕 48A에 형성된 통공 54에 의해 열 교환기 영역 48에 연결된다. 덕트 52의 전방 벽 52A는

반응장치의 바닥에 단지 영역 48의 폭의 적은 부분 상에만 연결되도록 상기 영역 48로 신장한다.

열 교환기 영역 48은 그 안에 배치된 열 교환 표면 56을 가지고, 이것은 버블링 가스가 열 교환기 48 하에 위치된 가

스 또는 공기 유입구 박스 58을 통해 그 안으로 도입되는 버블링 베드를 형성한다.

이 버블링 베드에서, 가스 속도와 밸브 50의 개도의 정도에 의존하여, 입자의 밀도가 반응기 체임버 26에서 발생한 

유동층에서 보다 높게될 수 있다.

열 교환기 48은 반응기 체임버 안으로 재도입되도록 버블링 베드 안에 하나 또는 몇 개의 입자용 입자 유출구를 갖고,

이들 유출구는 적절하기로는 열 교환기 48과 체임버 26 사이의 공통 벽에 형성되고 이 공통 벽은 체임버 26 및 백 패

스 28 사이의 공통 벽 26C와 나란하고 체임버 26의 후방 벽의 하부 부를 형성한다. 반응 장치는 정단에 지지되거나 

바닥에 지지될 수 있다(적절하기로는 합체된 버블링 베드).

분리기 1에서 분리된 입자를 체임버 26 안으로 직접적으로 재도입되도록 하는 재도입 덕트 46의 입자 유출구 46A는

또한 바람직하기로는 이 후방 벽 26C에 위치된다.

열교환기 영역 48'을 통해 직접적인 재도입 경로 및/또는 간접적인 재도입 경로를 사용할 동일한 가능성이 분리기 1'

에 대해서 제공된다(도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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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장치의 다른 벽은 유동 이송 매체가 순환될 수 있는 열 교환 튜브를 포함한다. 튜브에서 압력 및 온도 조건에 의

존하여, 이 열 전달 매체는 수(水), 수증기 또는 이들의 혼합물일 수 있다.

따라서, 연소 체임버 26의 벽 26A, 26B, 26C 및 26D는 열 전달 매체가 순환하는 튜브에서 튜브-핀-튜브 구조를 형

성한다. 이는 또한 백 패스 28의 벽 28A, 28B, 28C 및 28D와 열 교환기 영역의 벽의 케이스이다.

체임버 26과 백 패스 28의 수직 벽의 튜브는 이들의 지붕을 형성하도록 구부려질 수 있다. 열 전달 매체를 구성하는 

에멀젼의 보다 양호한 순환을 위해, 이들 벽의 튜브는 흐름이 상방향으로 순환하도록 방향되어진다. 따라서, 체임버 2

6 및 백 패스 28의 지붕은 수평이 아니고, 이들은 어느 정도 상방으로 기울어진다(즉, 5°). 이들의 내부 측 상에서, 

연소 체임버의 벽의 몇 영역은 여기에 적용된 얇은 내화층으로 라이닝 된다.

분리기 1의 벽은 또한 열 전달 매체, 바람직하기로는 드라이 스팀의 순환용 튜브를 포함한다. 이는 또한 분리기의 저

단 호퍼 형 부에 적용된다. 이것은 분리기 1'에 적용된다. 이것은 또한 이들의 리턴 덕트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대안

적으로, 이 리턴 덕트는 내화성 물질로 라이닝될 수 있다.

도 11의 수평 단면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백 패스와 분리기 1 사이의 공통 벽 12D는 분리기의 외부 벽 안의 열 교환 

튜브와 일렬로 연결된 튜브 66(즉, 드라이 스팀과 같은 제일 유동 이송 매체를 순환하기 위한 것) 및 백 패스의 외부 

벽 안의 열 교환 튜브와 일렬로 연결된 튜브 68(즉, 냉각 에멀젼과 같은 제이 유동 이송 매체를 순환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들 두 일련의 튜브는 공통 벽 12D로 교호되고, 튜브 66은 두 개의 연속하는 튜브 68 사이에 배치된다. 벽

12'D는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백 패스의 다른 벽에 있어서, 튜브가 구부려지지 않은(즉, 통공 형성을 위해) 이들의 '정상' 영역에서는, 튜브 68은 피

치(pitch) P1에 의해 분리되고 분리기의 벽의 '정상' 영역에서는, 튜브 66은 피치 P2에 의해 분리된다. 공통 벽 12D에

서, 튜브가 구부려지지 않아서 피치 P1 및 P2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튜브 66 및 68

은 대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통 벽 12D 내의 인접하는 두 튜브(튜브 68 및 튜브 66) 사이의 피치 P3는 피치 P1 및 

P2의 반체이다.

공통 벽 12D 아래로 신장하는 백 패스의 벽 28C의 중간 및 하부 부에는, 공통 벽의 튜브 66이 분리기 1의 하부 부 14

의 튜브화로부터 되기 때문에 단지 튜브 68 만이 남는다.

가속 덕트 16은 실질적으로 평면의 벽이고, 바람직하기로는, 가스 및 입자의 흐름에 수직하는 이 덕트의 단면은 실질

적으로 직사각형이다.

가속 덕트 16은 체임버 26의 측 벽 26B에 형성된 유출구 27로부터 분리기 1의 전방 벽 12A에 형성된 유입구 18로 

이들의 상부 부 12에서 신장한다. 적절하기로는, 유출구 27은 벽 26B의 길이의 실질적인 부분 상에서 개도되도록 수

평방향으로 신장하여, 고체가 상기 벽 26B의 넓은 부 상으로 체임버 26으로부터 수집되도록한다.

도 7 및 8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덕트 16은 벽 26B에 연결된 제 일 부 70과 벽 12A에 연결된 제 이 부 72를 갖는다.

이들 제 일 및 제 이 부는 실질적으로 평면 벽으로 되고 이들은 함께 덕트 16의 곡재(knee) 71에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가속 덕트는 이 덕트로 가스를 이송하는 입자의 흐름에 직각으로 측정될 때, 유출구 27로부터 유입구 18

로 가는 방향으로 감소하는 단면을 갖는다.

실제로, 가속 덕트 24의 제 일 부 70은 곡재 71을 향해 감소하는 단면을 가지고, 반면 제 이 부 72는 곡재 71로부터 

유입구 18로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단면을 갖는다.

곡재 71에서, 가속 덕트 16은 넓은 개도인 각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덕트 16의 부분 70 및 72의 외부 측벽 사이의 

각 γ71은 120°와 175°사이, 유익하기로는 140°와 175°사이로 구성되고, 바람직하기로는 155°에 근접한 것

이고, 각 γ71는 유익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코너 C1에서 각 β와 같아, 동일한 편향이 각 γ71 및 각 β에서의 가스 및

입자의 흐름에 주어진다. 넓게 열린 각 γ71은 곡재 71에서 입자의 축적을 방지한다.

덕트 16의 제 일 부 70은 체임버 26에, 바람직하기로는 이 체임버의 전방 및 측벽 26A, 26B 사이의 코너에 연결된다

. 덕트 16의 제 일 부 70과 전방 벽 26A 사이의 각 γ70은 유익하기로는 130°보다 커고, 실질적으로 145°이다. γ

70+γ71+β는 실질적으로 450°로됨이 바람직하다.

분리기에 연결된 덕트 16(이들의 제 이 부 72)의 하부 벽 72B는 분리기의 전방 벽 12A을 향하는 방향으로 하방으로 

경사진다.



공개특허 10-2004-0047756

- 12 -

가속 덕트는 적절하기로는 열 전달 매체의 순환을 위한 튜브가 제공된 그 벽을 가진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속 덕트의 제 일 부(가능하기로는 이들의 제 일 부 70에 만은 아님)는, 유동 이송 매체의 순환에 

관한 한 연소 체임버 26의 벽의 튜브에 연결된 튜브를 포함하고, 반면 덕트 24의 제 이 부(가능하기로는 이들의 제이 

부 72에 만은 아님)는, 유동 이송 매체의 순환에 관한 한 분리기 벽의 튜브에 연결된 튜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연소 체임버 26의 벽의 튜브는 덕트 16의 상기 제 일 부의 벽 안으로 신장하도록 구부려지고, 반면 분리기

벽의 튜브는 가속 덕트의 제 이 부의 벽 안으로 신장하도록 구부려진다. 예를 들어, 제 일 부의 하부 벽의 튜브는 반응

체임버의 측 벽 26B로부터 유래하고, 이들 튜브의 두 반체는 상기 제 일 부의 두 측 벽을 각각 형성하도록 휘어지고, 

이들은 더욱이 이 제 일 부의 상부 면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가속 덕트 위에 측 벽 26B를 연결하기 위해 휘어지고 

모아진다. 가속 덕트의 제 이 부의 형상은 분리기의 전방 면으로부터 유래하는 튜브와 유사하다.

이들 튜브를 휨은 또한 벽 26B의 유출구 27 및 벽 12A의 유입구 18을 각각 형성하는 각 통공을 한정한다.

이는 이들 튜브에 순환하는 열 전달 매체에 대한 특정 공급 수단 또는 수집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없이 열 교환 튜

브로 덕트 16의 벽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덕트 16의 제 일 부 70의 하부 벽 70B는 상기 제 일 부의 튜브에서 열 전달 매체를 형성하는 에멀젼의 상방 순환에 

대해 벽 26B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곡재 71까지 상방향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진다.

유입구 18의 근처에 덕트 16의 단면은 유출구 27의 근처에 이 덕트의 약 반체 단면이고, 이들 단면은 가속 덕트 16에

서 가스와 입자의 흐름에 직각으로 측정된다.

마찬가지로, 체임버 26을 분리기 1'에 연결하는 가속 덕트 16'은 두 부분으로 형성되어, 각각 70' 및 72'은 곡재 71'에

연결된다. 가속 덕트 16 및 16'은 유사하고 대칭 P12의 중간 판에 대해 대칭이다. 특히, 덕트 16'의 제 일 부 및 제 이 

부 70', 72'에는 체임버 26의 벽의 튜브 및 분리기 1'의 벽의 튜브에 각각 연결된 튜브가 장착된다.

가속 덕트 뿐 아니라(이 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리턴 덕트는 유익하기로는 열 전달 매체의 순환용 튜브가 제공된 이

들의 벽을 갖는다. 대안적으로, 또한 가속 덕트 및/또는 리턴 덕트는 내화성 물질로 라이닝되는 것이 가능하다.

분리기 1의 벽은 아래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튜브를 포함한다.

분리기 1의 지붕 12E는 공통 벽 12D로부터 떨어져 외측 측 벽 12B로부터 신장하는 만곡 튜브를 형성하는 외측 부 1

2E1을 갖고, 이들 튜브는 염관 가스 플레늄 32의 직립 측 벽 32A를 형성하도록 통공 22에서 근처에서 휘어진다(도 1

, 7, 9 및 13 참고).

지붕 12E의 외측 부 12E2는 또한 열 교환 튜브가 장착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들 튜브는 실질적으로 수평으로 신

장하도록 휘어진 공통 벽 12D의 튜브 66에서부터 유래한다. 이들 튜브는 더욱이 통공 22를 형성하기 위해 실질적으

로 수평의 평면을 유지하면서 휘어지고, 그리고 나서 염관 가스 플레늄의 외부 측 벽 32A에 유지되고 수직으로 신장

되도록 다시 한번 휘어진다.

통공 22 주위에서 휘어진 몇몇의 튜브는 지붕 12E와 소용돌이 파인더 22A를 지지하기 위해 이 통공 근처에서 수직

으로 신장할 수 있고; 이들 튜브는 외측 지지 구조에 연결되도록 염관 가스 플레늄의 지붕 32B을 관통한다. 부가하여,

공통 벽 12D로부터 유래하는 몇몇의 튜브 68은 지붕 12E2에 근원을 둘 수 있고, 그런 다음 지붕 12E2에 대해 지지

체가 필요로되는 영역에서 수직으로 신장한다; 이들 튜브는 외측 지지 구조에 연결되도록 염관 가스 플레늄의 지붕 3

2B을 관통한다. 지붕 12E2는 분리기 1 및 플레늄 32와 공통하는 단일 벽 구조, 또는 매개체 경화 수단을 갖거나 갖지

않는 이중 벽 구조일 수 있다.

외부 측 벽 32A는 분리기 1의 측 벽 12B 및 12D 양자로부터 유래하는 튜브를 가져 이 벽의 두 인접 튜브 간의 피치

는 벽 12B 및 12D에서의 피치의 약 반이 다. 대안적으로, 두 면으로부터 유래하는 튜브는 벽 32A의 바닥에서 T 접합

구와 같은 연결구에 의해 쌍으로 연결될 수 있어 피치가 벽 32A에서 불변한다.

염관 가스 플레늄 32의 전,후방 벽은 각각 분리기 1의 전후방 벽 12A 및 12C의 수직 신장부로 신장하고 따라서, 이들

각 벽의 열 교환 튜브가 장착된다.

염관 가스 플레늄 32의 지붕 32B는 또한 이 염관 가스 플레늄의 전방 및/또는 후방 벽으로부터 유래하는 튜브를 휨에

의해 형성된 열 교환 튜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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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실시예에서, 지붕 32B의 튜브는 분리기의 후방 벽 12C의 튜브로부터 유래하고, 이들 튜브는 전방 벽 쪽으로 

어느 정도 상방으로 기울어짐을 갖으면서 실질적으로 수평으로 신장하도록 휘어진다.

염관 가스 플레늄 32는 염관 가스 플레늄과 백 패스 사이에 공통 벽을 형성하는 그의 내부 측 벽 32C를 갖는다. 실제

로, 이 공통 벽 32C는 분리기와 백 패스 사이의 공통 벽 12D의 상방 수직 신장부로 신장하고 측 벽 28C의 상부 말단

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염관 가스 플레늄와 백 패스 사이의 상기 공통 벽에는 벽 28C에 배치된 이들 열 교환 튜브

가 장착된다.

염관 가스 플레늄 32와 백 패스 28 사이의 공통 벽은 분리기 1 내의 소용돌이로부터 염관 가스 플레늄로 흐르는 탈먼

지가스를 백 패스에 도입하기 위해 여기에 형성된 하나 또는 몇 개의 통공을 갖는다.

이 또는 이들 통공은 바람직하기로는 염관 가스 플레늄와 백 패스 사이의 공통 벽에 배치된 튜브의 휨 부에 의해 형성

된다.

대안적으로 또는 보충적으로, 염관 가스 플레늄의 벽 또는 이들 벽 부는 내 화성 라이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그 벽의 튜브-핀-튜브 구조에 대해 분리기 1' 위에 위치된 염관 가스 플레늄 32'에 적용된다.

반응장치는 열 교환 튜브에 순환하는 열 전달 매체를 공급하고 수집하기 위한 헤더 F 및 C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반

응장치의 벽의 바닥에 위치된 헤더 F는 공급 헤더이고, 반면 벽의 상부 말단에 위치된 헤더 C는 수집 헤더이다.

이의 호퍼형 형상에 기인하여, 분리기 1의 하부 부 14는 상방향으로 증가하는 이들의 표면에 따라 그의 벽 간의 각에 

배치된 매개체 공급 및/또는 수집 헤더 F'을 갖는다. 이것은 분리기 1'에도 적용된다. 이들 매개체 공급/수집 헤더는,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기의 하부 부의 경사진 엣지 내에서 또는 이를 따라 신장할 수 있거나, 또는 이들은 도 10에서 

F'으로 제시된 바와같이 수평으로 신장할 수 있다.

분리기 체임버 10의 하부 부를 형성하는 피라미드 14의 각 측면 14A, 14B, 14C 및 14D는 상부 부의 일 벽인, 각 12

A, 12B, 12C 및 12D에 연결된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체임버 10의 벽은 열 교환 튜브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기로는, 피라미드의 측면 14A, 14B, 14

C 또는 14D로 신장하는 열 교환 튜브는 또한 측면 위에 위치된 체임버 10의 상부 부 12의 벽 12A, 12B, 12C 또는 1

2D로 신장한다.

열 교환 튜브는 실질적으로 피라미드의 측면 위에 신장하는 분리기의 상부 부의 벽을 포함하는 직각 평면에 대해 경

사지는 피라미드의 측면에 수직으로 신장한다. 이 튜브는 실질적으로 벽 12A, 12B, 12C 또는 12D에서 수직으로 신

장한다.

바람직하기로는, 피라미드의 측면에서 신장하고 이 측면에 연결된 상부 부 12의 벽에서 신장하는 두 인접 튜브 사이

의 수평 거리는 실질적으로 상기 측면 및 상기 벽에서 불변하게 남는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리턴 덕트 20 또한 열 교환 튜브가 제공된 그의 벽을 가질 수 있다.

도 7로 부터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리턴 덕트는 네개의 측면을 가지고 이 각각은 일 피라미드 측면 상의 하부 말

단에 의해 형성된 통공 15의 일 엣지에 연결된다. 리턴 덕트의 각 측면은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신장하는 열 교환 튜브

(수직 방향에 대해 덕트 20의 전체 기울기를 고려함)가 제공되고 열 교환 튜브는 또한 이 피라미드 측면 상에서 리턴 

덕트의 측면이 확실히 연결되는 하부 말단으로 신장한다.

달리 말하면, 리턴 덕트 20의 측면에서 신장하는 이 리턴 덕트의 바닥의 F에서 공급되거나 배출된 열 교환 튜브는 상

응하는 피라미드의 측면에서 신장하도록 휘어지고, 상응하는 분리기 체임버의 상부 부에서 신장하도록 다시 한번 휘

어진다. 이들의 전 길이를 통해, 이들 튜브 사이의 피치는 특정 영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불변한다. 이런 특정 영

역은 통공 18의 근처로, 여기서 벽 12A의 튜브가 이 통공을 형상하기 위해 그리고 유입구 덕트 16의 부분 72로 신장

하도록 휘어진다.

분리기 1 및 1'에서 먼지가 제거되지만, 백 패스로 흐르는 가스는 소량의 입자를 날리는 재의 형태로 수반한다. 따라

서, 백 패스 내면의 열 회수 표면 36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왜 백 패스로 전 후로 이동될 수 

있는 수트 블로워(soot blowers) 74가 도면에 나타나는가 하는 이유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반응장치의 변형 실시형태를 도시한 도 12 및 13을 이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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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형 실시형태에서 분리기는 이들의 하부 부에 대해 분리기 1 및 1'과 다르다.

분리기 101은 분리기 1의 상부 부 12에 유사하고 마찬가지로 염관 가스 플레늄 32로 개구된 그의 지붕에서 유입구 

덕트 16에 의해 연소 체임버 26에 그리고 통공 22를 통해 백 패스 28에 연결된 상부 부 112를 갖는다.

분리기 101은 또한 하방으로 수평 단면이 감소하는 하부 부 101을 갖는다.

그 내부 측 벽에 형성된 분리기 101의 벽 112D는 분리기와 백 패스 사이에 공통 벽을 갖는다. 전기 도면의 변형형과 

달리, 이 공통 벽은 분리기의 상부 부에서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하부 부에서도 신장한다.

분리기의 외부 측 벽은 내부 측 벽 112D에 평행한 상부 부 112B 및 하방 방향으로 내부 측 벽을 향해 경사진 하부 부

114B를 가져 하부 부 114의 단면이 감소한다. 분리기 101의 상부 부 112는 실질적으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데 반

해, 하부 부 114는 이들의 길이가 상부 부의 정사각형 단면의 일 측의 길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

는다.

사실, 분리기의 하부 부 114는 실질적으로 수직 평면의 벽이고 분리기 101의 상부 부의 제 일, 제 삼 및 제 사 벽 112

A, 112C 및 112D의 각 하방 신장부로 수직으로 신장하는 제 일 벽 114A, 제 삼 벽 114C 및 제 사 벽 114D를 갖는다

. 사실, 분리기의 이들 세 측면의 각각에 대해서는, 상부 및 하부 부의 벽 사이의 범위가 관찰되지 않는다.

하부 부 114의 제 이 벽 114B는 또한 실질적으로 평면의 벽이다. 이것은 분리기의 제 이 벽 112B 아래로 신장하고 

하부 부 114의 제 사 벽 114D를 향해 기울어진다.

수직 방향에 대한 벽 114B의 기울기 A1은 유익하기로는 25°및 45°, 바람직하기로는 35°를 포함한다.

분리기 101의 하부 부 114는 각각 전ㆍ후방 벽 112A, 112C에 연결되고 이들 각 벽으로부터 분리기에서 분리된 고

체용 유출구 115를 향해 하방으로 경사진 전ㆍ후방 부 114E 및 114F를 갖는 바닥 벽을 갖는다.

수평 방향에 대한 바닥 벽 114E, 114F의 기울기 A2는 유익하기로는 45°내지 75°(즉, 약 50°) 사이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의 하부 부에 의해 형성된 분리기 101의 합일 부는 실질적으로 분리기의 전체 높이에 걸쳐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되는 이들의 기타 세 외부 벽으로 분리기의 경사진 외부 측 벽 114B에 의해 필히 얻어진다. 유출구 115 위

로 단지 적은 거리 만이 약간 경사진 바닥 벽을 통해 이 유출구 115에 연결된 수직 전ㆍ후방 벽 112A, 112C의 하부 

말단이다. 분리기 101의 내부 측 벽 112D, 114D는 그 전체 길이를 통해 직각으로 된다.

이는 분리기의 전체 구조가 보다 단순하게 되도록 하고, 특히, 분리기의 외부 측 벽 112B, 114B가 그의 하부 말단으

로부터 그의 상부 말단까지 그 내에 배치 된 같은 수의 튜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리기 벽의 튜브 또는 튜브-핀-

튜브 구성을 용이하게 한다. 튜브는 상방 방향으로 이들의 증가하는 수평 길이의 작용으로 하부 부 114의 전ㆍ후방 

벽 114A, 114C에서 만 부가되어 진다.

튜브를 갖는 벽 112D, 114D의 구성에 관해서, 두 가지의 유익한 가능성이 제공된다.

첫번째는 열 전달 매체의 순환으로, 백 패스의 외부 벽에 배치된 튜브에 연결된 튜브만을 이 벽에 제공하는 것으로 구

성된다. 이 가능성은 비용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다른 가능한 것은 도 11에 벽 12D에 대해 도시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백 패스의 벽에 대해 일련의 열 교환 튜브에 속

하는 튜브 및 분리기의 벽에 대해 일련의 열 교환 튜브에 속하는 튜브가 장착된 벽 112D, 114D를 갖는 것으로 구성

된다.

이 제 이 가능성은 높은 열 교환율을 제공한다.

구조적인 이유에서 필요하다면, 상술한 양 경우에서, 이중 벽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분리기 101의 상부벽 12E는 그 두 부분 12E1 및 12E2를 갖는 분리기 1의 것에 유사하다.

유출구 115 아래에, 리턴 덕트 142가 측 벽 164A 상에 설치되고, 이의 상부 부는 백 패스와 분리기 사이에 공통 벽 1

12D를 형성한다. 이 측 벽 164A는 백 패스 아래에 위치된 이들의 열 교환 영역 48, 48'을 갖는 백 패스 및 버블링 베

드를 포함하는 실질적으로 평형파이프의 구조의 측벽이다. 덕트 142의 하부 말단은 전기 도면에서와 같이 덕트 42의

하부 말단이 실 포트에 연결되는 같은 방식으로 실 포트 44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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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리기 101'은 분리기 101에 유사하고 중간 판 P에 대해 이 분리기와 대칭인 구조를 갖는다.

본 발명의 분리기는 또한 48 및 48'과 같은 버블링 베드를 포함하지 않고 분리기에서 분리된 입자가 연소 체임버에 

직접적으로 재순환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에 설비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이 체임버는 유익하기로는 상기 체

임버에 배치된 열 교환 튜브가 제공된 판넬과 같은 열 교환 수단을 포함한다. 이런 판넬은 또한 장치가 버블링 베드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제공될 수 있다.

이들 판넬은 일 벽으로부터 이들의 맞은 편 벽으로 신장할 수 있고, 이들 벽에 대한 경화수단으로 작용한다.

도 12 및 13의 변형형 실시형태에서, 분리기의 하부 부 114, 114'은 단지 하나의 경사진 벽(바닥 벽 부 114E 및 114

F 제외)을 가지며 따라서 도 7에서의 분리기의 피라미드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하부 부 114, 114'

는 분리된 고체용 유출구 115, 115'과 각각 나란한 직각 축에 대해 대칭성을 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기에서 가스 및 입자용 유입구와 면하지 않기 때문에(이들 유입구는 벽112A으로 전방 벽에 

형성되고, 경사진 벽은 분리기의 후방 벽 아래가 아니라 상부 부의 측 벽 아래에 위치됨) 이 형상은 우수한 분리 효능

을 제공한다.

따라서, 분리기에 도입되어 빠르게 떨어진 입자는 이들 경사진 벽에 되튀기 는 경향이 없고 이들은 쉽게 재순환하지 

않는다.

도14의 평면도는 이들 사이에 각을 형성하는 세 부분을 포함하는 반응장치의 가속 덕트 116을 도시한다. 보다 자세

하게는, 이것은 반응기 체임버(이들의 측 벽26B)에 연결된 제 일 부 170, 분리기(이들의 상부 부의 제 일 벽12A에)에

연결된 제 이 부 172 및 또한 부분 170 및 172 사이에서 신장하는 중간의 부분 174를 포함한다. 중간 부분은 이것이 

상기 제 일 부와 만나는 곡재 171에서 제 일 부 170과 각 γ171을 형성하고 이것은 이것이 상기 제 이 부와 만나는 

곡재 173에서 제 이 부 172와 각γ173을 형성한다. 가속 덕트의 이 구조는 분리기 체임버의 제 이 부와 제 이 벽12B 

사이의 각β가 앞의 도면의 실시예에서 같이 보다 넓게 열리게 할 수 있다. 이 각β는 실질적으로 180°와 같게 될 수

있다. 이는 가속 덕트 내에 입자의 축적 및 너무 많은 흐름 방해를 방지하게 위해 가속 덕트의 몇 부분 사이에 각 γ17

1 및 γ173이 둔각을 유지함으로 달성한다. 각 γ170, γ171 및 γ173은 가속 덕트에서 외호면의 벽 부에서 측정된

다.

예를 들어, γ171 및 γ173은 100° 내지 170° 사이, 적절하기로는 120° 내지 170°사이로 구성된다. γ170+γ

171+γ173은 실질적으로 450°로됨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어느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가속 덕트의 제 일 말단은 그의 수평 길이 보다 적은 수직 길이를 갖고(즉, 0.3 내

지 1.5 적음) 반면 분리기 체임버에 연결된 이 덕트의 제 이 말단은 그의 수평 길이 보다 큰 수직 높이를 갖는(즉, 1.5 

내지 4 배 큼)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속 덕트의 길이는, 상기 덕트에서 가스 및 입자의 혼합물의 흐름에 따라 측정

될 때, 분리기 체임버의 제 이 벽의 수평 길이에, 이들의 내부 면 상에서 측정될 때의 적어도 0.6배임이 바람직하다. 

적절하기로는, 가속 덕트의 이 길이는 이 제 이 벽의 길이에 1.5 배 보다 커지 않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벽에 의해 수평으로 한정된 상부 부(12, 112)와 수평 단면이 하방 쪽으로 감소하는 하부 부(14, 114)를 포함하는 분

리기 체임버(10)를 포함하고, 이 분리기는 체임버의 상부 부분에 형성된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유입구(18), 상기 상

부에 형성된 탈먼지 가스용 유출구(22) 및 체임버의 하부에 형성된 분리된 입자용 유출구(15, 20)를 포함하는 수직의

가스 소용돌이를 그 안에 한정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부 부분의 상기 벽은 상기 가스 소용돌이의 흐름 방향으로 바로 

이웃하여 배치된 적어도 제 일(12A, 112A), 제 이(12B, 112B) 및 제 삼(12C, 112C)의 실질적으로 직각 평면의 벽을

포함하고 상기 상부 부분의 세 개의 실질적으로 수직인 평면의 내부면을 한정하고,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상기 유

입구(18)는 상기 제일 및 제 이 벽 사이에 한정된 제 일 코너(C1)에 인접하여 형성되고, 제 일 및 제 이 벽의 내부면은

실질적으로 수직이고 제 이 및 제 삼 벽의 내부면은 실질적으로 수직인 가스로부터 입자를 분리하는 원심 분리기(1, 

1', 101, 101')에 있어서,

상기 분리기는 가속 덕트(16, 16' 116)로 순환하는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을 이들의 제 일 단(15A)에서부터 제 이 단(

15B)으로, 상기 혼합물이 상기 분리기 체임버에 도입되기 전에 가속하기 위한 가속 덕트를 포함하고, 이들의 상기 제 

일 단에서 상기 가속 덕트의 제 일 횡 단면(S1)은 이들의 상기 제 이 단에서 상기 가속 덕트의 제 이 횡 단면(S2)보다 

크게 되고 가속 덕트의 제 이 단(15B)은 제 일 코너(C1)에서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용 상기 유입구(18)에 상기 제 이 

벽과 둔각( β)을 형성하면서 연결되고, 가속 덕트의 제 이 단(15B)은 분리기 체임버를 향하는 방향으로 하방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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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α,γ)짐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 덕트의 제 이 단은 분리기 체임버의 제 일 벽 (12A, 112A)에, 제 일 코너(C1)에서, 상기 

제 이 벽과 적어도 120°의 각(β)을 형성하면서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 덕트의 제 이 단(15B)은 상기 제 이 단에서 상기 가스와 입자

의 혼합물의 흐름의 방향(D1)에서 하방으로 경사(α)짐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 이 단은 상기 제 이 단에서 상기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의 흐름의 방향(D1)에서 수평 평면에

대해 10° 내지 40°의 하방 기울기(α)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 덕트의 제 이 단(15B)에서 상기 가스와 입자의 혼합물의 흐름

의 방향(D1)에 실질적으로 직각인 횡단면에서, 상기 제 이 단은 분리기 체임버의 제 이 벽(12B)을 향하는 방향으로 

하방으로 경사(γ)짐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횡단면에서, 상기 가속 덕트의 제 이 단은 수평 평면에 대해 10° 내지 40°의 하방 기울기(γ)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속 덕트는 상기 덕트의 제 이 단(15B)에, 분리기 체임버를 향해 신장하

는 방향으로 하방으로 경사진 바닥 벽 부(16C)를 포함하는 벽 부(16A, 16B, 16C, 16D)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분

리기.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벽 부는 더욱이 가속 덕트의 외부 측면 상에 배치된 외호면(16A)의 벽 부를 포함하고, 바닥 벽 

부(16C)는 외호면의 상기 벽 부를 향해 신장하는 방향으로 하방으로 경사짐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속 덕트의 상기 제 일 단에서 상기 가속 덕트의 제 일 횡단면(S1)은 가

속 덕트의 상기 제 이 단에서 상기 가속 덕트의 제 이 횡단면(S2) 보다 1.3 내지 2.2 배 큼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10.
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이 및 제 삼 벽 부의 내부 면 사이에 비직각 전이를 형성하도록 

상기 제 이 및 제 삼 벽 부 사이에 형성된 제 이 코너(C2)에 배치된 편향 벽 수단 (24 ; 25 ; 24B, 24C)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편향 벽 수단은 제 이 벽과, 유입구 덕트와 상기 제 이 벽 사이에 형성된 각(β)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각(αB, α'B)을 형성하는 실질적으로 평면의 내부 면을 갖는 편향 벽 부재(24 ; 24B)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분리기.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편향 벽 수단은 오목한 내부 면을 갖는 편향 벽 부재(25)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13.
제 1항 내지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리기 체임버(10)의 상부 부(12 ; 112)는 네 개의 실질적으로 수직 평

면의 벽(12A, 12B, 12C, 12D ; 112A, 112B, 112C, 112D)에 의해 범위가 한정되고, 그의 내부 면은 편향 벽 수단(2

4 ; 25 ; 24B, 24C)이 상기 제 이 코너(C2)에 배치된 직사각형의 단면과 다른 수평 단면을 한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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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리기 체임버(10)의 하부 부(14)는 하방으로 모이는 벽(14A, 14B, 14

C, 14D)을 갖는 피라미드의 형상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15.
제 1항 내지 제 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리기 체임버의 상부 부(112)는 이들의 상기 제 일 및 제 삼 벽 부(112

A, 112B) 사이에 배열된 제 사의 실질적으로 수직 평면의 벽(112D)을 가지고 상기 체임버의 하부 부(114)는 제 일, 

제 이 및 제 사의 실질적으로 수직 평면의 벽(114A, 114C, 114D)이 상부 부(112)의 제 일, 제 삼 및 제 사 벽(112A, 

112C, 112D)의 각 하방 신장부로 수직으로 신장하는 제 사 벽을 포함하고 반면, 이 하부 부의 제 이 벽(114B)은 상부

부 (122)의 상기 제 이 실질적으로 수직 평면의 벽(112B) 아래로 신장하고 하부 부의 상기 제 사의 실질적으로 수직 

평면의 벽(114D)을 향해 기울어진 실질적으로 평면인 벽임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16.
제 1항 내지 제 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리기 체임버의 벽(12A, 12B, 12C, 12D; 112A, 112B, 112C, 112D;

14A, 14B, 14C, 14D; 114A, 114B, 114C, 114D)은 유동 이송 매체가 통과할 수 있는 열 교환 튜브(66, 68)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17.
제 14 및 제 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리기 체임버의 하부 부(114)를 형성하는 피라미드의 각 측면(114A, 11

4B, 114C, 114D)은 상기 체임버의 상부 부 (112)의 일 벽(112A, 112B, 112C, 112D)에 연결되고, 피라미드의 측면

으로 실질적으로 직각으로 신장하는 열 교환 튜브 또한 상기 측면에 연결된 상부 부의 벽으로 실질적으로 직각으로 

신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피라미드(114)의 측면(114A, 114B, 114C, 114D)과 상부 부(112)의 벽(112A, 112B, 112C, 112

D)에서 신장하고 이 측면에 연결된 두 인접 튜브 사이에 수평 거리는 실질적으로 상기 측면 및 상기 벽에서 불변하게 

남고, 반면 피라미드(114)의 엣지 상에 신장하는 유동체 공급 수단(F')에 연결된 부가적인 열 교환 튜브가 이들 측면

의 수평 길이가 상방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의 측면에 부가됨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19.
제 15 및 제 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리기 체임버의 상부 부(112)의 벽(112A, 112B, 112C, 112D)으로 실질

적으로 직각으로 신장하는 열 교환 튜브는 또한 여기에 연결되는 상부 부의 상기 벽 아래서 신장하는 상기 체임버의 

하부 부의 벽(114A, 114B, 114C, 114D)으로 신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분리기 체임버의 하부 부(114)의 제 사 벽(114B, 114D)은 이들의 이들의 높이가 실질적으로 불변

하는 수평 길이를 가지고, 반면 상기 하부 부의 제 일 및 제 삼 벽 부(114A, 114C)는 상기 벽의 상부 방향으로 증가하

는 수평길이를 가지며, 여기서, 분리기 체임버의 하부 부의 벽에서, 그리고 이 측면에 연결된 상부 부의 벽에서 신장하

는 두 인접 튜브 사이에 수평 거리는 실질적으로 상기 벽에서 불변하게 남고, 상기 제 일 및 제 삼 벽 부의 엣지 상에 

신장하는 유동체 공급 수단에 연결된 부가적인 열 교환 튜브가 이들 벽의 수평 길이가 상방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

기 벽에 부가됨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21.
제 1항 내지 제 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탈먼지 가스용 유출구는 분리기 체임버의 상부 부(12 ; 112)의 실질적

으로 수평인 지붕(12E)에 형성된 통공(22)을 포함하고, 상기 지붕은 유동 이송 매체가 통과할 수 있는 열 교환 튜브를

포함하고 상기 통공은 상기 튜브의 휨에 의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기.

청구항 22.
벽에 의해 수평으로 한정된 반응기 체임버(26, 226), 원심 분리기(1, 1' ; 101, 101' ; 201, 201') 및 열 회수 용 백 패

스(28, 228)를 포함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에서, 상기 반응기 체임버 안으로 유동가스를 사입하고 상기 체임버에 

입자의 유동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더욱이 청구항 1 내지 21의 어느 하나의 분리기(1, 1', 101, 101', 2

01, 201'), 반응기 체임버(26, 226)로부터 분리기 안으로 가속 덕트 (16, 16')를 통해 먼지가 제거되는 가스를 이송하

고 분리된 입자를 분리기로부터 분리된 입자용 상기 유출구(15)를 통해 배출하는 수단 및 분리기로부터 백 패스(28, 

228)로 탈먼지 가스(22)용 상기 유출구를 통해 탈먼지 가스(22, 32)이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분리기(1, 1', 101, 101', 201, 201')의 상부 부(12 ; 112)는 이들의 상기 제 일 및 제 삼 벽 부 사이

에 배열된 제 사의 실질적으로 수직 평면의 벽(12D ; 12'D ; 112D ; 212B, 212'B)을 가지고 상기 제 사 벽은 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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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백 패스(28; 228) 사이에 공통 벽임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

청구항 24.
제 22항 또는 제 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백 패스의 전방 벽이고 반응기 체임버의 후방 벽인 백 패스 (28; 228)

와 반응기 체임버(26, 226) 사이의 공통 벽 (26C, 226C)을 포함하고, 분리기의 상부 부(12, 112)의 제 일 벽(12A, 11

2A, 212A)은 백 패스와 반응기 체임버 사이에 상기 공통 벽에 평행하고, 반면 반응기 체임버는 분리기의 상부 부의 

제 사 o벽 (12D, 112D, 212D)에 평행한 측 벽(26B, 226B)을 갖음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

청구항 25.
제 18항에 있어서, 가속 덕트(16)은 상기 반응기 체임버의 측 벽으로부터 분리기의 상부 부의 상기 제 일 벽으로 신장

함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

청구항 26.
제 24항 또는 제 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백 패스와 반응기 체임버 사이의 공통 벽(26C)과 분리기의 상부 부(12

, 112)의 제 일 벽(12A, 112A)은 나란함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

청구항 27.
제 23항 및 제 24항 내지 제 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백 패스(26)와 분리기(12, 112) 사이의 공통 벽(12D, 112

D)과 반응기 체임버(26)의 측 벽(26B)은 나란함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

청구항 28.
제 23항 내지 제 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리기로부터 백 패스로 탈 먼지 가스를 이송하기 위한 수단은 백 패

스와 분리기 사이의 공통 벽의 신장부인 백 패스의 측 벽(32C)에 형성된 통공(22)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 유

동층 반응장치.

청구항 29.
제 22항 내지 제 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속 덕트(16, 16')는 적어도 반응기 체임버의 상기 벽에 연결된 제 일

부(70)및 분리기의 상부 부의 상기 제 일 벽에 연결된 제 이 부(72)를 포함하며, 상기 제 일 및 제 이 부는 이들 사이에

각을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가속 덕트는 더욱이 상기 제 일 및 제 이 부 사이에 신장하고 이들 사이에 각을 형성하는 매개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

청구항 31.
제 22항 내지 제 3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응기 체임버 (26, 226)의 벽 (26A, 26B, 26C, 26D ; 226B, 226C) 

및 분리기(12, 112, 212)의 벽은 열 이송 매체가 통과할 수 있는 열 교환 튜브를 포함하고 체임버 벽의 튜브는 상기 

가속 덕트(16)의 제 일 부의 벽으로 신장하도록 휘고 분리기 벽의 튜브는 상기 덕트의 제 이 부의 벽으로 신장하도록 

휨을 특징으로 하는 순환 유동층 반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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