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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기 예열기용 로터 구조

요약

    
회전식의 축열식 공기 예열기의 열교환 바스켓(22, 122)용 지지 격자 시스템이 배치되어 열 흡수재에 대한 로터(14)
의 체적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 지지 격자(44, 46, 48, 50, 54, 56, 58, 62, 64)는 핀 랙 조립체(40)에 의해 둘러
싸인 로터(14)의 체적 내에 위치될 수 있고, 바스켓(22, 122)도 여전히 적재될 수 있다. 이는 바스켓(122)이 핀 랙 조
립체(40)의 내측의 바스켓 층(basket layer) 내의 위치로 적재된 후에 지지 격자(54) 중의 몇 개 또는 지지 격자(58, 
64)의 일부를 설치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예열기, 로터, 격자, 흡수재, 송풍관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공기 예열기로 사용되는 회전식의 축열식 열교환기에 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열 흡수재에 
의해 점유되는 로터 내의 공간을 최대화하는 개선된 로터 구조에 대한 것이다.

    배경기술

    
회전식의 축열식 열교환기는 고온의 배출가스 스트림(hot flue gas stream)과 같은 고온의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연소
용 공기와 같은 다른 차가운 가스 스트림에 열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로터는 다량의 열 흡수재를 포함하며, 이 흡
수재는 먼저 고온의 가스 스트림 경로(passageway)를 지나 회전하고 상기 경로에서 열 흡수재에 열이 흡수된다. 로터
가 계속 회전함에 따라, 가열된 흡수재가 차가운 가스 스트림 경로에 들어가고, 이 경로에서 열이 흡수재로부터 차가운 
가스 스트림으로 전달된다.
    

    
회전식의 축열식 공기 예열기와 같은 전형적인 회전식 열교환기에서, 원통형 로터가 수직 중앙의 회전자 지주(rotor p
ost) 상에 배치되고, 회전자 지주로부터 로터의 주변 외부 쉘(shell)로 연장하는 다이어프램으로 불리는 다수의 반경방
향 분할부(radial partition)에 의해 다수의 섹터(sector)형상의 격실(compartment)로 분할된다. 이러한 섹터 형상
의 격실은 모듈식(modular)의 열교환 바스켓이 채워지며, 이 바스켓은 보통 적층된 판 형태의 부재로 형성되는 열 흡
수재들을 포함한다.
    

회전식 열교환기의 한 형태에서, 지지 격자는 다이어프램 사이에서 연장하며, 그 위에 바스켓들이 지지되는 개방 지지
부(open support)를 형성한다. 바스켓들은 로터 쉘을 통해 반경방향에서 섹터에 채워진다. 예로써 미국 특허 제 5,61
5,732호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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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의 회전을 위해, 핀 랙 조립체(pin rack assembly)가 로터의 주변에 장착된다. 이 조립체는 일련의 핀을 포함하며, 
이 핀들은 구동 기어(drive gear)에 맞물려 회전하게 한다. 예로써 미국 특허 제 3,216,486호 및 제 5,803,157호를 
참조하라. 핀 랙 조립체가 로터 쉘의 주변, 보통 로터의 콜드 엔드(cold end; 로터 다이어프램의 아래쪽)에 존재하면, 
바스켓들을 로터에 반경방향으로 적재하기 위해 로터 쉘을 통해 로터의 콜드 엔드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한다. 일반적
으로 최하단(콜드 엔드)의 지지 격자는 핀 랙 조립체 위쪽에 위치한다. 이는 로터의 바닥에서 열 흡수재가 없는 빈 공간
을 형성하며, 이 빈 공간은 본질적으로 낭비된 공간이다. 이 빈 공간은 로터 높이에서 30.48 cm(1 ft) 이상일 수 있으
므로 열 흡수재의 양에 필요한 것보다 큰 로터 및 전체 구조를 요구하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회전식의 축열식 열교환기용 로터의 구조에 대한 것이며, 보다 상세하게는 지지 격자 시스템의 구조 및, 로터 
체적을 열 흡수재에 대해 완전히 사용하게 하는 바스켓 적재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핀 랙 조립체에 의해 둘러
싸인 로터 체적 내측에 지지 격자 수단이 위치될 수 있으면서도, 바스켓이 적재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보다 상세
하게는, 지지 격자 시스템은 바스켓을 핀 랙 조립체 내측의 바스켓 층 내의 위치에 적재한 후에 설치되는 격자 또는 격
자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핀 랙 조립체 및 로터 구동 수단을 도시하는 종래의 회전식의 축열식 공기 예열기의 사시도.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로터의 일부분의 단면도.

도 3은 도 2와 유사하지만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포함하는 로터의 일부분의 단면도.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부가적인 실시예를 예시하는 다른 단면도.

    실시예

    
도 1은 로터(14)가 회전을 위해 축 또는 지주(16) 상에 장착되어 있는 하우징(12)을 도시하는 전형적인 공기 예열기
의 부분적으로 절단한 사시도이다. 로터는 다수의 섹터(20)로 구성되며, 각각의 섹터는 다수의 바스켓 모듈(22)을 수
용하며, 다이어프램(24)에 의해 형성된다. 다이어프램은 그 외측 단부가 핫 엔드 로터 쉘부(26; hot end rotor shell 
section)와 콜드 엔드 로터 쉘부(28)에 부착된다. 바스켓 모듈은 일반적으로 밀접하게 이격된 열교환 판(heat excha
nge plate)의 형태인 열 흡수재를 수용한다. 하우징은 유동을 통과시키지 않는 섹터 판(30)을 사용하여 배출가스 측과 
공기 측으로 나뉘어진다. 대응하는 섹터 판이 장치 바닥에도 위치한다. 고온의 배출가스는 가스 흡입 덕트(32; gas in
let duct)를 통해 공기 예열기로 들어가, 열이 로터 내의 열 흡수재로 전달되는 곳인 로터를 지나 유동하여, 가스 배출 
덕트(34)를 통해 나간다. 역류(countercurrent)로 유동하는 공기는 공기 흡입 덕트(36)를 통해 들어가, 열이 수집되
는 곳인 로터를 지나 유동하여, 공기 배출 덕트(38)를 통해 나간다. 로터 바닥의 콜드 엔드에서 콜드 엔드 로터 쉘부(
28)에는, 구동 모터(44)의 구동 피니언(도시되지 않음)과 맞물리는 핀(42)을 포함하는 핀 랙 조립채(40)가 부착되어 
있다.
    

    
도 2는 지주(16), 다이어프램(24), 핫 엔드 로터 쉘부(26), 콜드 엔드 로터 쉘부(28) 및 핀(42)과 함께 핀 랙 조립체
(40)를 도시하는 전형적인 종래 기술의 로터(14)의 일부분의 단면도이다. 또한 다이어프램의 상부 에지 사이에서 구
조물을 지지하는 지지 격자(44, 46)와 상부 격자(50)의 종래의 배치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지지 격자는 용접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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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이어프램(24) 사이 및 다이어프램에 부착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 지지 격자(44)는 핀 랙 조립체(4
0) 및 콜드 엔드 로터 쉘부(28) 위쪽에 위치 및 부착되어, 바스켓(22)이 핀 랙 조립체(40) 및 콜드 엔드 로터 쉘부(2
8)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지지 격자(44) 상으로 반경방향으로 적재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핀 랙 조
립체(40) 및 콜드 엔드 로터 쉘부(28)에 의해 둘러싸인 로터의 체적(52)은 바스켓이 없는 낭비된 공간이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가 도 3에 예시되어 있으며, 하부 지지 격자(44)가 핀 랙 조립체(40) 및 콜드 엔드 로터 쉘부(
28)에 의해 둘러싸인 로터의 체적 내에서 로터 하부의 콜드 엔드에 보다 바짝 인접한 위치로 하향으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다이어프램의 하부 에지까지 모두 이동되지는 않아 종래기술의 콜드 엔드측의 래디얼 씰(radial s
eal; 도시되지 않음)과 간섭하지 않는다. 한편, 대부분의 예전의 낭비된 공간(52)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스켓(122)을 재배치된 지지 격자(44) 상으로 보다 쉽게 적재하기 위해, 지지 격자(46)가 생략되어 있다. 대신에, 
부착되지 않고 제거가능한 스페이서 격자(54; spacer grating)가 있게 된다. 나머지 격자(44, 48, 50)는 도 2에 도시
된 종래기술에서와 같이 고정된다. 지지 격자(44)를 적재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서 격자(54)가 제거되거나 또는 꺼내진
다. 일단 적재되면, 스페이서 격자(54)는 반경방향으로 삽입되어, 지지 격자(44) 상에 놓여 있는 바스켓(122) 상부 
상에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다음 레벨의 바스켓(22)이 스페이서 격자(54) 상에 적재된다. 스페이서 격자(54)는 놓여
질 때 용접될 필요가 없으므로, 지지 격자(44)는 스페이서 격자(54) 및 두 층의 바스켓(22, 122)의 중량을 지지하도
록 설계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바스켓들이 지지 격자(48) 상으로 종래의 방식으로 설치된다. 바스켓을 꺼내기 위해서
는 역순으로 하면 된다. 바스켓(22)이 우선 제거되고 다음에 스페이서 격자(54)와 바스켓(122)이 제거된다. 비록 3 
층의 바스켓만이 예시되었지만, 본 발명의 범위 내에는 임의의 원하는 개수의 층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유사하게, 
비록 각 층에 3개의 바스켓만이 예시되었지만, 바스켓의 개수는 더 많거나 또는 더 적을 수 있다.
    

    
도 4는 하부 지지 격자(44)가 로터 하부의 콜드 엔드에 보다 바짝 인접한 위치로 하향으로 다시 이동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제거가능한 스페이서 격자(54) 대신에, 두 개의 개별적인 섹션, 즉 도면부호 60
에서 만나는 내측 섹션(56)과 외측 섹션(58)으로 이루어진 지지 격자가 있다. 내측 섹션(56)은 지지 격자(44, 48, 5
0)와 같이 다이어프램(24) 사이의 제위치에 영구적으로 용접된다. 콜드 엔드측의 바스켓(122)은 도 3의 실시예에서 
바스켓(122)이 적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측 섹션(58)을 제거하여 적재된다. 콜드 엔드측의 바스켓(122)이 
지지 격자(44) 상에 적재된 후에, 지지 격자의 외측 섹션(58)이 설치되고 내측 섹션(56)에 인접한 위치에 용접된다. 
그다음에 바스켓(22)이 지지 격자 섹션(56, 58) 상에 반경방향으로 적재된다. 도 4에 도시된 섹션(56, 58)의 상대적
인 사이즈는 섹션(58)의 사이즈가 바스켓(122)을 적재하기에 충분하게 크도록 원하는 바에 따라 길게 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이 도 5의 실시예에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지지 격자(46)가 
동일한 위치에 유지된다. 그러나, 도 3에서와 같이 단순히 지지 격자(44)를 하향으로 이동시키는 대신에, 지지 격자(4
4)는 내측 섹션(62)과 외측 섹션(64)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섹션의 격자로 대체된다. 내측 섹션(62)은 도 4의 실시예
의 내측 섹션(56)과 같이 제 위치에 영구적으로 용접된다. 콜드 엔드 측의 바스켓(122)은 외측 섹션(64)이 제거된 상
태에서 바닥으로부터 적재된다. 바스켓(122)은 제위치로 들어올려져 로터의 내측으로 밀어넣어진다. 가장 바깥쪽의 콜
드 엔드측 바스켓(122)이 제 위치로 들어올려져 놓여진 후에, 지지 격자의 외측 섹션(64)이 제 위치에 놓이고 용접된
다. 로터의 균형은 종래의 방식으로 맞춰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 4 -



공개특허 특2002-0047125

 
로터를 다수의 섹터(sector) 형상의 격실로 나누는 다수의 다이어프램과, 상기 로터의 하부 콜드 엔드(cold end) 주변 
둘레로 연장하며 상기 로터의 체적을 둘러싸는 핀 랙 조립체(pin rack assembly)와, 열교환용 바스켓을 지지하기 위
해 각각의 섹터에서 상기 다이어프램 사이로 연장하는 다수의 지지 격자(support grating)를 갖는, 회전식의 축열식 
열교환기의 로터에 있어서,

a. 상기 로터 주변을 통해 반경방향으로 설치되는 열교환용 상부 바스켓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로터의 상기 둘러싸인 
체적의 위쪽에 위치하며 상기 다이어프램 사이에 고정되는 각각의 섹터 내의 하나 이상의 상부 지지 격자와,

b. 열교환용 하부 바스켓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로터의 상기 둘러싸인 체적 내에서 각각의 섹터의 하부 콜드 엔드에 위
치하며 상기 다이어프램 사이에 고정되는 각각의 섹터 내의 하부 지지 격자와,

c. 열교환용 중간 바스켓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로터의 상기 둘러싸인 체적의 위쪽 및 상기 상부 지지 격자 아래쪽에 위
치하는 각각의 섹터 내의 중간 지지 격자를 포함하며, 상기 중간 지지 격자는 상기 중간 지지 격자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거되었을 때 상기 열교환용 하부 바스켓을 상기 로터의 주변을 통해 반경방향으로 상기 하부 지지 격자 상에 설치하
기 위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거가능한 로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지지 격자는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상기 중간 지지 격자는 상기 다이어프램에 부착되지 않고 상기 하부 
지지 격자 상에 지지된 상기 열교환용 하부 바스켓에 의해 지지되도록 적용되는 로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지지 격자는 상기 다이어프램에 고정되는 내측 부분과, 상기 열교환용 하부 바스켓을 설치하기 위해 제거될 
수 있고 상기 열교환용 하부 바스켓을 설치한 후에는 상기 다이어프램에 부착되도록 적용되는 외측 부분을 갖는 로터.

청구항 4.

로터를 다수의 섹터 형상의 격실로 나누는 다수의 다이어프램과, 상기 로터의 하부 콜드 엔드 주변 둘레로 연장하며 상
기 로터의 체적을 둘러싸는 핀 랙 조립체와, 열교환용 바스켓을 지지하기 위해 각각의 섹터에서 상기 다이어프램 사이
로 연장하는 다수의 지지 격자를 갖는, 회전식의 축열식 열교환기의 로터에 있어서,

a. 상기 로터 주변을 통해 반경방향으로 설치되는 열교환용 상부 바스켓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로터의 상기 둘러싸인 
체적의 위쪽에 위치하며 상기 다이어프램 사이에 고정되는 각각의 섹터 내의 하나 이상의 상부 지지 격자와,

b. 열교환용 하부 바스켓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로터의 상기 둘러싸인 체적 내에서 각각의 섹터의 아래쪽의 콜드 엔드
에 위치하는 각각의 섹터 내의 하부 지지 격자와,

c. 열교환용 중간 바스켓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로터의 상기 둘러싸인 체적의 위쪽 및 상기 상부 지지 격자 아래쪽에 위
치하는 각각의 섹터 내의 중간 지지 격자를 포함하며,

상기 하부 지지 격자와 상기 중간 지지 격자 중의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열교환용 하부 바스켓을 상기 하부 지지 
격자 상에 설치하기 위해 제거될 수 있는 로터.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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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지지 격자는 상기 다이어프램에 고정되고, 상기 하부 지지 격자는 상기 다이어프램에 고정되는 내측 부분과, 
상기 열교환용 하부 바스켓을 설치하기 위해 제거될 수 있고 상기 열교환용 하부 바스켓을 설치한 후에는 상기 다이어
프램에 부착되도록 적용되는 외측 부분을 갖는 로터.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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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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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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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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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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