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6

C04B 7/47

(45) 공고일자   1994년04월22일

(11) 공고번호   특1994-0003468

(21) 출원번호 특1986-0004735 (65) 공개번호 특1987-0000259
(22) 출원일자 1986년06월14일 (43) 공개일자 1987년02월17일

(30) 우선권주장 3.521.586  1985년06월15일  독일(DE)  

(71) 출원인 오 운트 카 오렌스타인 운트 코펠 악티엔게젤샤프트    한스-디트리히 
폰 베르누스,디트볼트 레만

독일연방공화국, 1000베르린

(72) 발명자 위르겐 엘베르스

독일연방공화국, 4740 욀데, 헤드빅 스트라쎄8

루돌프 란게

독일연방공화국, 4722 엔니겔로 3, 쾬트루프17

볼프강 베트만

독일연방공화국, 4722 엔니겔로, 막스-프랑크-스트라쎄4

게르하르트 쟈켈

오스트리아연방공화국, 4410 바렌돌프 1, 한스에링33
(74) 대리인 이병호, 최달용

심사관 :    정상섭 (책자공보 제3607호)

(54) 백색 시멘트 클링커 냉각 방법 및 플랜트 시스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백색 시멘트 클링커 냉각 방법 및 플랜트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회전 관형로                                     2 : 낙하부

3 : 분류기                                            4 : 분쇄장치

5,7,9 : 노즐                                          6 : 수조

8 : 제1이송장치                                     F : 미세한 파편

G : 거친 파편                                        10 : 제2이송장치

11 : 제3이송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회전관형로내에서  소결되어  배출된  백색  시멘트  클링커를  냉각시키기  위한  공정  및 이것
을  수행하기  위한  플랜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클링커는  회전로로  부터  배출되면서 여러종
류의  파편으로  분류된  후  이송  장치에  의해  이송되고,  최종  냉각  유니트로  이송되기전에  거친 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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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쇄되어 수조속으로 투입되는 반면에 미세한 파편은 열처리하기 위해 물분사된다.

[종래기술]

독일  특허  제  3,120,683호에는  이러한  형태의  처리  및  플랜트  시스템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공정  및  플랜트  시스템에  있어서,  미세한  파편은  회전관형로에서  백색  시멘트  클링커가  배출되는 정
상  출구의  상부에  있는  분리된  출구를  통하여  배출된다.  상기  미세한  파편은  수조속에서  작동하는 
이송장치의  말단에  공급되는데,  그  공급  위치는  수조내의  수면위에  존재한다.  상기  회전  관형로의 
말단부에서  배출된  클링커는  중간  크기의  파편과  거친  파편으로  분리되는데  분쇄되는  대상은  거친 
파편만  해당되며,  상기  두  종류의  파편은  열처리되기  위해  수조속으로  투입된다.  따라서,  공지된 종
래  기술의  방법에서는  대략  클링커의  30%가  수조속으로  투입된다.  상기  수조에  투입된  클링커는 수
조속에서 구동되는 이송장치에 의하여 이송된 후, 최종 냉각 유니트로 이송된다.

상기  공지된  냉각방법  및  플랜트  시스템은  설계  및  제조시  경비가  많이  드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  한  요소는  상기  미세한  파편이  회전관형로로부터  배출되는  지점을  상부위치로  재배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가지 종류의 등급(즉,  미세한 파편,  중간 크기 파편,  거친 파편)으로 구성된 클링커를 
단지  하나의  이송장치만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상기  이송장치의  동작을  3가지  종류의  등급으로 배출
되는  클링커와  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또한,  상기  이송  장치상에  3종류의 파편
들이  적층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사항  즉,  건조한  고온의  미세  파편이  이송  장치상에서 최상부층
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간단한 설계 및  경비 지출의 절감을 수반하면서 상기 백색 시멘트 클링커의 냉각
에  관련된  열소모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상기  서두에  기재된  냉각  방법  및  이와  관련된  플랜트 시
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클링커  전체는  회전관형로에서  배출된  후 2
종류의  파편으로  나누어지도록  분류되며,  미세한  파편은  열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물분사된  후 제1이
송장치로  이송되며,  거친  파편은  분쇄단계로  이송될  동안  물분사되며,  분쇄장치에  의해  분쇄된 파편
은  수조로  공급된후  제2이송  장치에  의해  이송되며,  고온의  건조한  미세  파편은  이송  장치상에서 최
하층을  형성하면서  그위에  습한  분쇄된  거친  파편이  상부층으로  적층된  후,  상기  2개의  파편층은 최
종 냉각 유니트로 이송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상기  클링커는  상기  수조속으로  투하되기  보다는  이것의  대략 90퍼
센트가  물분사되는데,  이러한  물분사  처리는  상기  회전관형로로부터  클링커가  방출되는  온도  즉, 대
략  1400℃로부터  대략  800℃로  열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사  처리는  자동장치에  의하여  신속히 
조정되고  또한  상기  클링커의  거의  90퍼센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처리가  양호하게  실행되며, 
이러한  열처리는  클링커에  과도한  양의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면서  순간순간의  클링커  흐름에 
연속적으로  조화될  수  있다.  거친  파편에  해당하는  약  10%의  클링커가  과도하게  수분을  흡수하기 쉬
운데,  이것은  양호한  상태는  아니지만  종래기술에  비해  상기  열처리에  대한  자동  제어의  실행 능력
은 개선되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과도한 수분 흡수가 상당히 감소되었다.

또한  상기  2종류의  클링커  파편들  각각에  대하여  분리된  이송  장치를  사용하므로써  상기  클링커의 
이송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2종류의 파편이 쌓이는 적층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또
한  고온의  건조한  미세  파편이  제3이송  장치상에서  두꺼운  하부층을  형성하고,  이러한  고온의 건조
한  미세  파편층  위에  수조에서  열처리된  분쇄된  거친  파편이  상부층으로  쌓이기  때문에,  수조에서 
배출된  클링커는  제3이송장치  영역에서는  이미  예비  건조  처리(pre-drying)를  받는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예비  건조  처리중  상부층에서  발생하는  증기는  이러한  재료가  최종  냉각  유니트로 
유입되는  지점의  상부에서  배출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하면  열회수 장
치가  회전관형로에  매우  건조한  공기를  공급하므로  클링커  연소  처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경감된
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최종  건조  처리  공정은  분리된  최종  냉각  유니트내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처리는  상기  클링커를  냉각한  후  즉시  이루어지며,  회전관형로에는  냉각  공정에서 사용되었
던  건조한  공기가  단독으로  제공된다.  이에  의해  회전관형로에는  연소  공기에  포함된  습기에  의한 
부담이 거의 완전하게 감소된다.

본  발명에 따른 냉각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종래의 플랜트 시스템은 보통 회전 관형로와,  그  하부에 
설치된  분류기와,  분쇄  장치와,  이송  장치가  설치된  수조와,  최종  냉각  유니트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플랜트  시스템의  개선점은,  분류기가  분사장치가  설치된  낙하부의  하부에  설치되며, 상
기  이송  장치는  미세  파편을  제3이송장치에  하부층으로  이송하여  이  하부층  위에  제2이송장치가 수
조에서  배출된  분쇄된  거친  파편을  상부층으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비  건조  처리 효과
를  얻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파편을  2종류의  층구조로  하는  것은  간단한  방법으로,  즉  클링커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클링커의  약  90%인  미세  파편을  물분사  하는  양호한  열처리  조건을 제공하
는 낙하부를 제공하므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3개의  이송  장치의  구동속도는  재료의  특성이  가변적일때  조차도  어떤 주어
진 시간에 희망의 적층 두께를 형성하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자동 제어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플랜트  시스템의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최종-냉각  유니트는  2개의  챔버로 
분리되며,  공기는  분리된  장치에  의해  각각의  챔버에  유입되며,  각각의  챔버에는  가열된  공기를 배
출하기  위한  팬이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제2챔버로부터는  매우  건조한  공기가  배출되며 이
러한  건조  공기는  회전  관형로에  연소  공기로  공급되기  때문에  클링커에  포함된  상당한  열이 회수된
다.

제2도에서는,  이동-바아  형태의  스크린이  분류기로서  작용하도록  설치되는데,  이러한  스크린은 예비
-분쇄  효과(pre-comminuting  effect)를  일으킨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스크린을  약간  경사져서 설치

5-2

특1994-0003468



할 경우에는 클링커를 분류시키는 효과를 유발하므로써 상기 플랜트 시스템의 전체 높이가 
감소된다.  더구나,  이러한  스크린을  설치하므로써  분쇄  장치가  간단하면서도  소형화될  수  있다. 또
한 상기 이동-바아형 스크린은 거친 파편을 수조로 매우 신속하게 이동시킨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플랜트 시스템의 실시예가 도면을 참조로 하기에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백색  시멘트  클링커용  플랜트  시스템을  도시한  제1도에는  백색  시멘트  클링커가  소결되는  회전 관형
로(1)의  단부가  도시되어  있다.  클링커는  상기  회전  관형로(1)의  단부로부터  약  1400℃의  온도로 배
출된다.

상기  클링커는  낙하부(2)로  낙하되며,  상기  낙하부의  상부에는  분류기가  설치된다.  상기 분류기(3)
는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각도로  경사져서  회전관형로(1)로부터  배출된  상기  클링커를 2종
류의  파편으로  분류한다.  회전관형로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상기  미세한  파편(F)은  거친 파
편(G)보다  늦게  상기  회전  관형로(1)에서  낙하되며,  상기  미세한  파편(F)은  상기  분류기(3)의 상부
에서  낙하부(2)속으로  낙하되고,  거친  파편(G)은  분류기(3)의  상부를  따라  굴러서  분쇄  장치(4)의 
유입  덕트속으로  유입된다.  제1도에  도시된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분쇄  장치(4)는  상기 회
전관형로(1)의 고온의 출구지역 외측에 설치된 리바운드 분쇄기(rebound crusher)이다.

상기  분류기(3)의  상부에서  하향으로  구를  동안  상기  거친  파편(G)은  노즐(5)에  의하여  물분사되고, 
이러한  물냉각효과는  거친  파편을  구성하는  대형  덩어리의  상기  구름  운동에  의하여  강화된다.  상기 
분쇄  장치(4)를  통과한  후  즉시,  상기  분쇄된  거친  파편(GF)은  약  800℃의  온도에서  파편을  열처리 
하는 수조(6)로 이송된다.

상기  분류기(3)를  통과한  미세한  파편(F)은  엇갈린  형태로  설치된  노즐(7)에  의하여  물  분무되어  약 
800℃의  온도로  열처리된다.  상기  낙하부(2)의  바닥부에서,  상기  미세한  파편(F)은  제1이송 장치
(8)상에  낙하되어  제1이송  장치상에서  일정한  층두께를  형성한다.  제1이송  장치(8)의  속도는  상기 
미세한  파편(F)이  생성되는  비율로  조정되는데,  상기  미세한  파편이  회전관형로(1)에서  배출되는 전
체  클링커중  90%에  상당하므로  제1이송  장치(8)상에는  한정된  층의  두께가  연속적으로  형성된다. 미
세  파편에  대해  최종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미세  파편(F)이  상기  제1이송  장치(8)상에  놓여 있
을때  이를  물분사하기  위해  노즐(9)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분쇄된  거친  파편(GF)은  상기  분쇄 장
치(4)로부터  배출되자마자  수조(6)에서  작동되는  제2이송  장치(10)상에  낙하되며,  상기  제2이송 장
치(10)는  상기  분쇄된  거친  파편을  수조(6)위로  하나의  층으로서  이송한다.  또한  제2이송 장치(10)
에  있어서  수조(6)내에서의  파편의  층두께  및  잔류시간은  제2이송장치(10)의  속도를  변화시키므로써 
조절할 수 있다.

상기  미세한  파편(F)은  상기  회전관형로(1)로부터  배출되는  클링커의  대략  90퍼센트  정도이기 때문
에,  상기  90%라는  큰  비율만이  물분사에  의해  단독으로  열처리되며,  상기  수조(6)는  통과하지 않는
다.  노즐(7)에  의한  물분사  열처리는  신속하고도  유연한  자동제어와,  미세한  열처리  방향과, 클링커
의  과도한  수분  흡수  방지라는  장점을  갖게  되므로  제1이송  장치(8)상에  놓인  고온의  미세  파편층은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지  않게  된다.  전체  클링커의  대략  10퍼센트  정도인  거친  파편(G)은  상기 분
쇄  장치(4)내에서  분쇄된  파편이  수조(6)속에서  열처리된다는  사실  때문에  과도한  물의  흡수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제2이송 장치(10)상에 놓여 있는 분쇄된 거친 파편의 층은 과도한 습기를 함
유한다.  상기  수조(6)내의  수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수조내의  잔류  시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
기 제2이송 장치(10)의 속도 함수로서 가변가능하다.

상기  제1  및  제2이송  장치(8,  10)의  하부에는  제3이송장치(11)가  도시되어  있는데,  상기  2개의  이송 
장치에  의하여  이송된  2종류의  파편층은  제3이송  장치(11)상으로  이송된다.  이러한  작동은  상기 제1
이송  장치(8)에  의하여  이송된  고온의  건조한  파편이  제3이송  장치에  하부층으로  이송되고  그  위에 
상기  수조(6)로부터의  습한  파편층이  상부층으로  적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적층의 결
과에  따라,  고온의  건조한  미세  파편(F)은  열처리된  재료가  이미  제3이송  장치상에  두터운  층으로 
이송되고,  이러한  건조한  두터운  층위에  습한  상태인  분쇄된  거친  파편(FG)층이  얇게  쌓이므로  이에 
의해  분쇄된  거친  파편(G)이  예비  건조처리(pre-drying)효과를  얻게  된다.  상기  제3이송  장치(11)는 
챔버(12)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고,  예비  건조  처리시  발생된  증기는  팬(13)에  의하여  상기 챔버(1
2)로부터  배출된다.  상기  챔버(12)는  상기  제1  및  제2이송장치(8,  10)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과, 상
기  낙하부(2)와,  분쇄  장치(4)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팬(13)은  분류  지역과,  열처리  지역, 
분쇄지역  및  이송  지역등  각각의  지역에  지역내에서  압력  강하를  일으키므로  열처리수(quenching 
water)에 의해 발생되는 증기는 상기 회전 관형로(1)속으로 유입될 수 없게 된다.

상기  제3이송  장치(11)상에서  상부층  및  하부층  형태로  적층된  파편들은  배출  장치(14)를  경유하여 
그  아래에  설치된  최종  냉각  유니트(15)로  이송되는데,  제1도의  실시예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최
종  냉각  유니트(15)는  구동  수단에  의하여  회전되는  드럼으로  설계된다.  이러한  최종  냉각 유니트
(15)에  있어서,  상기  파편은  대략  800℃의  열처리  온도로부터  60내지  120℃로  공냉처리된다. 클링커
내에  남아있는  열의  상당부분이  상기  제2차  공기를  가열시키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상기  가열된 
냉각용  공기는  팬(17)에  의하여  공기  배출관(16)을  경유하여  배출되고  또한  필요한  연소  공기의 일
부로 상기 회전관형로(1)에 공급된다.

분류  공정  및  열처리  공정에  관한한  상기  제1실시예와  대응하는  제2도의  제2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3이송  장치(11)에  의해서  이송된  재료를  최종  냉각하기  위하여  이동  격자(18)가  사용되는데  상기 
이동  격자(18)는  서로  격리된  두개의  냉각  챔버(19a,  19b)를  가로질러  구동된다.  각각의  냉각 챔버
(19a,  19b)에는  각각의  팬(20a,  20b)에  의하여  신선한  공기가  공급된다.  상기  신선한  공기는  상기 
이동격자(18)상에  놓여  있는  재료를  냉각시키고  이동격자를  통과하여  배출된다.  이를  위해,  상부 냉
각  챔버(19a)에  팬(13)이  설치되어  습한  공기를  대기로  배출한다.  상기  상부  냉각  챔버(19a)내에서 
가열된  냉각용  공기는  상기  재료에서  습기가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며,  또한  이렇게 
가열된  공기는  증기  존재의  결과로  상기  로(1)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제2차  예열  공기로 회전관형로
(1)에  공급된다.  또한,  상기  팬(17)은  하부  냉각  챔버(19b)상에  설치되어  상기  가열된  냉각용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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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전관형로(1)에  공급하는데,  이러한  공기는  파편에  남아  있는  열에  비례하여  가열된다.  섭씨  60 
내지  120도로  냉각된  상기  백색  시멘트  클링커는  하부  냉각  챔버(19b)로부터  파편  배출  장치(21)로 
배출된다.

상기  제1실시예에  대한  다른  형태는  제2도에  도시된  플랜트  시스템에  제공되어  있다.  제2도에 도시
된  플랜트  시스템에서  제1도의  분류기(3)는  이동형  바아  스크린(22)으로  장착되는데,  상기  이동형 
바아  스크린은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되는  타원형  스크린  바아를  갖고  있으며,  이에  의해  예비  분쇄 
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분류  효과까지도  제공한다.  제2도의  이동형  바아  스크린을  통과한  거친 파
편의  체적은  제1도의  장치듸  거친  파편의  체적보다  상당히  작으므로  매우  간단한  소형의 분쇄장치
(4)로  연속적으로  이송가능하며,  제2도에  도시된  실시예의  분쇄  장치는  롤  형태의  분쇄기로 설계되
어  있다.  더구나,  상기  이동형  바아  스크린(22)은  상기  거친  파편(G)이  열처리  공정으로  이송되는 
속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이동형  바아  스크린(22)은  고정식  분쇄기보다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전
체 높이를 축소시킬 수 있다.

제2도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제1실시예의  제1  및  제3이송장치(8,  11)가  각각  단일의  이송  장치를 
형성하도록 결합되었으며, 수조(6)에서 배출되는 습한 파편은 이송 장치의 말단에 공급되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회전관형로(1)에서  소결되어  그로부터  배출된  후  여러종류의  파편으로  분류되고  열처리를  위해 물분
사되는  백색  클링커  시멘트에서,  클링커의  거친  파편은  분쇄된  후  수조속에  적재되며,  클링커의 파
편 전체는 이송장치에 의해 이송된 후  최종 냉각 유니트로 공급되며,  상기 최종 냉각 유니트에서 발
생되는  가열된  냉각용  공기는  회전관형로에  연소공기로  공급되는  백색  시멘트  클링커  냉각  방법에 
있어서,  회전  관형로(1)에서  배출된  클링커를  미세한  파편(F)과  거친  파편(G)으로  분류하는  단계와, 
미세한  파편(F)을  단독으로  물분사하는  단계와,  미세한  파편(F)을  제1이송장치에  적재하는  단계와, 
거친  파편(G)이  분쇄장치(4)로  이송될  동안  상기  거친  파편을  물분사하는  단계와,  상기  거친 파편
(G)을  분쇄장치(4)로  분쇄하는  단계와,  상기  분쇄된  거친  파편을  수조(6)로  이송하는  단계와, 상기
수조내의  분쇄된  거친  파편을  제2이송장치(10)로  배출하는  단계와,  고온의  건조한  미세  파편(F)을 
제3이송장치(11)상에  하층부로  이송하는  단계와,  습기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분쇄된  거친 파편
(G)을  상기  제3이송장치상의  미세  파편위에  상층부로  이송하는  단계와,  상기  상층부  및  하층부로 이
루어진  파편층을  최종  냉각  유니트(15)로  이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시멘
트 클링커 냉각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클링커를  냉각한  후  즉시  최종  냉각  유니트(15)에서  분리식  최종  냉각  처리를 실행
하는  단계와,  냉각  공정에  사용되었던  건조한  가열된  공기를  회전관형로(1)를  위한  연소공기로 공급
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시멘트 클링커 냉각방법.

청구항 3 

회전관형로와,  상기  회전관형로의  하부에  설치된  분류기와,  거친  파편을  분쇄하는  분쇄장치와, 파편
을  이송하는  이송장치가  설치된  수조와,  최종  냉각  유니트를  포함하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플랜트  시스템에  있어서,  분사  장치(7)가  장착된  낙하부(2)의  상부  내측에 설
치된  분류기(3)와,  상기  낙하부(2)의  바닥에  위치되어  미세한  파편(F)을  제3이송장치(11)상에 하부
층으로  이송하는  제1이송장치(8)와,  수조(6)로부터  배출된  분쇄된  거친  파편(GF)을 제3이송장치(1
1)상에  상부층으로  공급하는  제2이송장치(10)와,  제1이송장치(8)에  있는  미세  파편이  하층부로 적재
되고  제2이송장치(10)의  수조(6)에서  배출된  분쇄된  거친  파편(G)이  상층부로  적재되는 제3이송장치
(11)와,  고온의  공기를  배출하는  팬(13,  17)이  장착된  최종  냉각  유니트(15)에  설치된  분리형  냉각 
챔버(19a, 19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시멘트 클링커 냉각용 플랜트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제1  내지  제3이송장치(8,  10,  11)의  구동  속도는  상호  독립적으로  자동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시멘트 클링커 냉각용 플랜트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이동형  바아  형태의  스크린(22)이  분류기로  작동하도록  설치되며,  상기 
스크린(22)은  회전관형로에서  배출되는  클링커를  예비분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시멘트 클
링커 냉각용 플랜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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