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F01D 25/24 (2006.01)

     F01D 25/28 (2006.01)

     F01D 25/00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50319

2006년05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5-0072660

(22) 출원일자 2005년08월09일

(30) 우선권주장 10/914,096 2004년08월10일 미국(US)

(71) 출원인 제너럴 일렉트릭 캄파니

미합중국 뉴욕, 쉐넥테디, 원 리버 로우드

(72) 발명자 톰코 앤드류 존

미국 뉴욕주 12302-5701 글렌빌 드로트 드라이브 5

로버츠 데니스 윌리엄

미국 뉴욕주 12308 쉐넥터디 플리마우쓰 애비뉴 619

노란 잭

미국 뉴욕주 12043 코블스킬 피오박스 553

(74) 대리인 김창세

장성구

심사청구 : 없음

(54) 상부 및 하부 터빈 쉘의 분리 방법, 터빈 쉘의 분리 시스템및 터빈용 리프팅 시스템

요약

상부 및 하부 터빈 쉘을 쉽게 분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은 상부 및 하부 터빈 쉘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정렬되어 연장되

는 액세스 포켓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은 하부 쉘로부터 상부 쉘을 들어올리는 각각의 복수 위

치에서 연장되는 액세스 포켓 내에 위치된다.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은 다른 램과 평행하게 작동하기 위해 각각의 램을 제

어하는 제어기에 연결되어 있다. 일단 터빈 쉘이 분리되면, 상부 터빈 쉘은 종래의 블록 및 리깅(rigging)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상부 터빈 쉘 내에만 액세스 포켓을 갖는 종래 기술의 터빈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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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상부 및 하부 터빈 쉘 양자 내에 정렬된 액세스 포켓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액세스 포켓에 배치된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동시에 제어되는 도 3의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터빈 21 : 상부 터빈 쉘

22 : 하부 터빈 쉘 23, 24 : 액세스 포켓

30 :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 31 : 블록 및 리깅

32 : 케이블 33 : 제어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터빈의 내부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부 및 하부 터빈 쉘(upper and lower turbine shell)을 서로 쉽

게 분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터빈 쉘을 균일하게 분리하기 위해 텔리스코프식 유압 잭

(telescoping hydraulic jacks)이 동시에 사용되도록 상부 및 하부 터빈 쉘 양자에 액세스 포켓(access pocket)을 제공하

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정은 내측 반경방향 끼워맞춤이 발생하는 가울링(gauling)이 극히 최소화되기 때문에 보다 신

속하고 정확하게 쉘과 케이싱(casing)을 분리한다.

상부 및 하부 터빈 쉘을 분리하는 종래의 기술 방법 및 시스템은 소정의 거리까지 상부 및 하부 터빈 쉘을 분리하기 위해

복수의 단계로 블록킹(blocking)과 재킹(jacking)의 리깅 기술(rigging art)의 사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분리 잭

(separate jacks)은 일반적으로 터빈의 4개의 코너(corner)에서 사용되는데, 주의할 점은 각각의 코너는 동일한 거리까지

동일한 비율로 들어올려 지도록 잭의 작동자(operator)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잭의 램(ram)의 높이가

거의 최대 이동점까지 연장될 때, 터빈 쉘은 제 위치에 확실하게 블록되고 램은 수축된다. 그 후 램은 이후의 재킹 사이클

(jacking cycle)을 위해 블록된다. 이러한 공정은 장치 형상에 따라 3회 내지 4회 반복된다.

도 1은 상부 터빈 쉘(11)의 4개의 코너에 위치된, 터빈(10)의 상부 및 하부 터빈 쉘(11, 12)과, 램 액세스 포켓(13)을 도시

한다(2개의 램 액세스 포켓만이 도시됨). 종래 기술의 당업자에게 인식되는 바와 같이, 상부 터빈 쉘(11)의 각각의 코너가

하부 터빈 쉘(12)로부터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거리까지 균일하게 들어올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모되고 작업이

어려워진다. 각각의 잭 램이 다른 잭 램과 동일한 레벨로 분리되도록 하기 위한 공정 동안 작동자에 의한 많은 조정이 요구

된다.

일반적으로 터빈 제조자에 의해 공급되는 렌치 및 공구 리스트에 대해 동일시되는 유압 재킹 하드웨어는 상술한 블록킹과

잭킹 공정만을 지원한다. 펌프와 유압 램은 보통 3 내지 4 인치의 효과적인 이동거리를 갖는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동 유압 펌프는 보다 긴 텔리스코프식 유압 실린더의 사용을 취급할 만큼의 오일 용량(oil

capacity)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액세스 포켓은 보다 큰 텔리스코프식 램의 사용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 그

에 따라, 종래의 기술 시스템 및 방법은 쉘 양자와 램의 하부에 단계적인 재킹 절차가 사용되도록 블록킹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공정은 큰 노동력을 요한다.

8명 내지 10명의 팀에서 일하는 기계 기술자는 램이 연장되는 이동점에 도달할 때까지 1/8 인치 증가량에 대한 측정치를

소리칠 것이다. 이러한 공정은 쉘 분리의 평행 관계를 제어하는 데 매우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종래 기술의 시스템 및 방

법의 사용은 수평 방향 조인트의 일정치 않은 분리 때문에 터빈 쉘의 반경방향 끼워맞춤에 자주 손상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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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을 보조하기 위해, 주 크레인(main crane)은 쉘을 분리하는 데 적용되는 힘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상부 쉘에 걸어야 한

다. 그 후에 쉘은 상부 쉘을 제거하기 위해 리깅 히치(rigging hitch)를 조정하도록 충분한 높이가 될 때까지 서서히 들어올

려진다. 현재의 기계 기술자들은 모든 반경방향 끼워맞춤이 자유로워지기 전에 상부 반 쉘(upper half shell)을 약 10 내지

12 인치 블록하고 들어올린다. 그리고 나서 쉘을 상승시키기 전에 레벨 히치까지 크레인 리깅을 조정한다. 쉘이 모든 반경

방향 끼워맞춤이 자유로워지는 위치에 있을 때, 히치 레벨은 위험하지 않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터빈의 사용 불능의 존속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터빈을 정렬하여 되돌려 놓음으로써

사용 불능의 존속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터빈의 제 위치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보다 고가이고 환경적으로 불결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피함으로써 에너지 원가를 감소시키고, 장시간의 가동에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을 돕는다.

터빈의 유지 보수 또는 수리에 의해 필요한 사용 불능의 길이를 최소화시키는 일 방법은 보다 신속하게 및 보다 정확하게

터빈의 내부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쉘 액세스 포켓은 터빈의 풋프린트(footprint)를 변경시키지 않고 보

다 크게 제작된다. 상부 반 포켓에 일렬인 하부 반 쉘에 액세스 포켓을 제공하는 것은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및 쉽게 터

빈 쉘을 분리하기 위해서 동시의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본 발명은 상부 및 하부 터빈 쉘의 분리 시 제어를 증가시키고, 상부 및 하부 터빈 쉘은 평행한 공정으로 분리된다. 더욱이,

동시 리프팅 시스템(synchronous lifting system)을 추가함으로써,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을 통해 상부 쉘이 제거될 때, 보

다 작은 반경방향 끼워맞춤 손상이 발생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세스 포켓(23, 24)은 각각 터빈(20)의 상부 및 하부 터빈 쉘(21, 22) 내에 제공된다. 상부 및 하

부 터빈 쉘(21, 22) 내의 각각의 액세스 포켓 쌍(23, 24)은 수직으로 정렬된다. 한 쌍의 액세스 포켓(23, 24)은 바람직하게

터빈(20) 상의 4개의 분리된 위치에 위치된다. 보다 많거나 적은 쌍의 액세스 포켓 위치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되는 블록

및 리깅(31)에 의해 상부 쉘이 하부 쉘로부터 고르게 제거되도록 하는 위치만큼 길게 사용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30)은 상부 및 하부 터빈 쉘(21, 22)에서 상부 및 하부 액세스 포켓(23,

24) 내에 배치된다. 램(30)은 상부 및 하부 터빈 쉘 또는 케이싱을 분리하는 데 사용된다. 액세스 포켓(23, 24)은 쉘 또는

케이싱 재료 내부에 주조되거나 쉘 또는 케이싱 재료로부터 기계 가공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포켓의 목적은 램(30)이 2개

의 결합 표면을 벌리기 위해 위치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부 및 하부 쉘(21, 22) 양자에 위치된 액세스 포켓

(23, 24)은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30)을 사용하는 데 적절한 사이즈를 갖는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30)은 케이블(32)를 통해 제어기(33)에 연결된다. 제어기(33)는 텔리스코

프식 유압 램(30)이 평행으로 작동하도록 제어한다.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30), 케이블(32), 및 제어기(33)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에너팩사(Enerpac of Milwaukee, Wisconsin)에 의해 판매되는 유형일 수 있다. 도 4는 상부 쉘(21)이 종래의

블록 및 리깅(31)에 의해 하부 쉘(22)로부터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연장된 상태에서의 램(30)을 도시한다.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과 동시 리프팅 제어 시스템의 사용을 수용할 수 있는 액세스 포켓을 제공함으로써, 상부 쉘 및 케이

싱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다. 이것은 터빈의 풋프린트를 변경하지 않고 액세스 포켓을 확대 및 연장함으

로써 달성된다.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동시 리프팅 시스템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내측 반경방향 끼워맞춤에서 발생하

는 기계적 가울링(mechanical gauling)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공정은 근접 공차 끼워맞춤에서 발생하는 코킹(cocking),

재밍(jamming), 핀칭(pinching)을 제어한다. 이러한 추가되는 이점은 쉘이 분리된 이후의 수리 활동(repair activities)을

감소시킨다.

상부 터빈 쉘의 액세스 포켓과 한 줄로 하부 터빈 쉘의 액세스 포켓을 위치시킴으로써, 수직 개구의 높이는 2배의 크기가

된다. 이러한 액세스 포켓의 확대는 보다 높이 올리기 위한 보다 큰 스트로크를 가능하게 하는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의 사

용을 허용한다.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을 사용하면, 쉘 레벨링(leveling) 공정은 보다 잘 제어될 수 있고, 상부 쉘 또는 케이

싱에서 들어올려지는 데 사용되는 블록 및 리깅 장치는 덜 위험하게 된다. 또한, 텔리스코프식 램을 사용하면, 상업적으로

구입되는 동시 리프팅 시스템은 종래의 기술 방법 및 시스템보다 정확한 재킹 공정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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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현재 가장 실용적이고 바람직한 실시예로 생각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개시된 실시예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첨부된 특허 청구의 정신과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등가의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터빈의 사용 불능의 존속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원가를 감소시키고, 장시간의 가동에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

또한, 동시의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을 사용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및 쉽게 터빈 쉘을 분리하며, 동시 리프팅 시스템

을 추가함으로써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을 통해 상부 쉘이 제거될 때 발생하는 반경방향 끼워맞춤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 및 하부 터빈 쉘(upper and lower turbine shells)(21, 22)을 서로 분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부 및 하부 터빈 쉘(21, 22)의 복수의 위치에서 수직으로 정렬된 액세스 포켓(access pocket)(23, 24)을 형성하는

단계와,

수직으로 정렬된 각각의 액세스 포켓(23, 24) 내에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telescoping hydraulic rams)(30)을 위치시키는

단계와,

상기 상부 및 하부 터빈 쉘(21, 22)을 분리하도록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을 연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부 및 하부 터빈 쉘의 분리 방법.

청구항 2.

터빈 쉘(21, 22)을 분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위치에 위치된 액세스 포켓(23, 24)을 갖는 상부 터빈 쉘(21)과,

상기 상부 터빈 쉘(21)의 액세스 포켓(23, 24)에 수직으로 정렬된 액세스 포켓(23, 24)을 갖는 하부 터빈 쉘(22)과,

상기 상부 및 하부 터빈 쉘(21, 22) 내의 수직으로 정렬된 각각의 액세스 포켓(23, 24) 내에 배치된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

(30)을 포함하며,

상기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30)은 상기 상부 및 하부 터빈 쉘(21, 22)을 분리하도록 연장되는

터빈 쉘의 분리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으로 정렬된 액세스 포켓(23, 24)이 상기 상부 및 하부 터빈 쉘(21, 22) 상의 4개의 위치에 위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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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쉘의 분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30)이 평행으로 연장되도록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33)을 더 포함하는

터빈 쉘의 분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30)이 평행으로 연장되도록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33)을 더 포함하는

터빈 쉘의 분리 시스템.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및 하부 쉘(21, 22)이 분리된 이후에, 상기 하부 쉘(22)로부터 상기 상부 쉘(21)을 제거하기 위한 블록 및 리깅

(31)을 더 포함하는

터빈 쉘의 분리 시스템.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및 하부 쉘(21, 22)이 분리된 이후에, 상기 하부 쉘(22)로부터 상기 상부 쉘(21)을 제거하기 위한 블록 및 리깅

(31)을 더 포함하는

터빈 쉘의 분리 시스템.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및 하부 쉘(21, 22)이 분리된 이후에, 상기 하부 쉘(22)로부터 상기 상부 쉘(21)을 제거하기 위한 블록 및 리깅

(31)을 더 포함하는

터빈 쉘의 분리 시스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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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및 하부 쉘(21, 22)이 분리된 이후에, 상기 하부 쉘(22)로부터 상기 상부 쉘(21)을 제거하기 위한 블록 및 리깅

(31)을 더 포함하는

터빈 쉘의 분리 시스템.

청구항 10.

상부 및 하부 터빈 쉘(21, 22)을 갖는 터빈(20)용 리프팅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상부 및 하부 터빈 쉘(21, 22) 내의 복수의 위치에서 수직으로 정렬된 액세스 포켓(23, 24)과, 전형적으로 상기 상부

및 하부 터빈 쉘(21, 22)의 분리 시 내측 반경방향 끼워맞춤으로 일어나는 상기 기계적 가울링(mechanical gauling)을 감

소시키기 위해 수직으로 정렬된 액세스 포켓(23, 24) 내에 배치되는 텔리스코프식 유압 램(30)과 관련되는 동시 리프팅 시

스템을 포함하는

터빈용 리프팅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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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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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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