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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2개의 동축인 원통형 격자 사이의 링에 배치된 느슨한 벌크재. 내측 고열 격자로 둘러싸인 고열 가스용 고열 
수집 챔버 및 일단의 외측 냉격자와 타단의 열 교환기의 벽 사이에 밀봉된 냉가스용 냉 수집 챔버로 구성된 열 축적 물
질을 지닌 열 교환기 내에서 가스를 가열하기 위해 제공된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가열 단계동안에 수두 손실 증가치는 열 
교환기의 높이가(H)이고, 20℃의 온도에서 가스의 밀도가(p)이고, 증력 가속도가 (g)인 생성물 p·g·H 보다 최소한 
5배 크고, 가스 흐름비는 표준 압력에서 고열 격자의 표면적당 300 ㎥N/h·㎡ 과 최소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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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본 발명은 두 개의 동축의 원통형 그리드(grid) 사이의 링에 배치된 산개(數開)형 벌크 재료(loose bulk material)로 
구성된 축열 매스(heat accumulation mass)와, 내측 고온 그리드에 의해 둘러싸인 고온 가스용 고온 수집 챔버와, 한
쪽은 외측 저온 그리드로 다른 한쪽은 축열기 외벽으로 둘러싸인 저온 가스용 저온수집 챔버를 구비한 축열기에서의 가
스 가열 방법 및 이러한 유형의 축열기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축열기에 있어서, 고온 가스와 저온 가스는 통상의 공기 가열기와는 반대로, 축열 매스를 통해 반경 방향으로 
각각 운반되는데, 실제로 가열 상태동안에는 축열기 내부의 고온 수집 챔버로부터 외측 저온 수집 챔버로, 축열기의 저
온 블로잉(cold blowing) 동안에는 그 역방향으로 운반된다. 가열될 가스는 가스상의 혼합물로서 증기 특히, 수증기를 
함유한다.

    
이런 형태의 축열기가 미국 특허 제2,272,108호에 설명되어 있다. 본원에는 주어져 있지 않은 상기 특허에 주어져 있
는 적용예의 정량적인(quantitative)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특허에 따른 축열기는 실제로는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정성적인(qualitative) 평가에 따르면, 축열층을 통과하기 위해 선택된 가스 속도가 너무 작
게 선택되었고 전술한 축열 매스의 산개형 벌크 재료의 입경이 너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평가에 따르면, 
재료 베드(bed)에서의 가스의 수두 손실(head loss)은 매우 작다. 따라서, 저온 수집 챔버에서의 높이에 따라 가스 압
력이 감소되는데, " 스택 효과(stack effect)" 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효과가 저온 수집 챔버에서 무시할 정
도이다. 이 적용예에서, 이 " 스택 효과" 에 의해 유발된 압력차는 재료 베드 내의 수두 손실의 배이며, 그 결과 축열기
를 가열할 때, 가열 가스는 재료 베드를 통해 상부 영역으로만 흐르고, 하부 영역에서는 심지어 역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열풍 조건하에서의 작동할 때, 그리고 저온 블로잉 동안에, 조건은 반전되며 즉, 재료 베드의 하부 영역만이 노
출되게 된다. 이들 결과는 미국 특허 제2,272,108호에 설명된 축열기가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로 귀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스택 효과에 의해 발생되는 결점을 방지하고 특히 축열기의 동력을 증가시키면서도 축열기의 
구조적 높이를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방법 및 본 명세서에 전술된 축열기를 개선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방법의 범위 내에서, 가열 상태 동안의 수두 손실의 증가는 p·g·H(여기서 H는 축열기의 높이이
고, p는 20 ℃에서의 가스 밀도이고, g는중력 가속도이다)의 적어도 5 배이며, 표준 압력에서의 가스 유량은 적어도 고
온 그리드의 표면적당 300 ㎥N/h·㎡이라는 사실에 의해 상기 목적이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실행은, 주지된 공기 가열기와는 대조적으로, 산개형벌크 재료에서 완전히 상이한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이들 주지된 공기 가열기 내에서는 온도 분포가 본질적으로 직선형인 반면, 본 발명의 방법에 있
어서는 S자형이기 때문이다. 제1도에 도시한 이러한 S자형 온도 분포는 먼저 저온블로잉 동안에 열풍의 온도 저하가 
매우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체 재료 베드의 평균 온도의 변화는 대조적으로 대략 600 ℃로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갖고있다. 공지된 공기 가열기에 있어서는, 대조적으로 평균 온도의 변화가 최대 대략 100 ℃ 정도이므로, 결과
적으로 S자형 온도 분포가 직선형 온도 분포보다 대략 6배의 열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그 결과 축열 매스를 대략 1
/6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는 전술한 스택 효과가 약화되거나 심지어 배제된다. 가열 상태 종료시의 축열기의 압력 
강하(△Phot )와 가열 상태 시작전의 축열기의 압력 강하(△Pcold )에 의해 생성된 압력차(△2P )가 p·g·H에 비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양적으로,               내지 20을 만족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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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저온 블로우잉이라고 일컬어지는 저온상태는 초과 압력에 의해 수행된다.

예를 들어, 고로풍(blast furnace blast)을 가열하는 방법의 응용에 필요한 이러한 작동 형태에 있어서, 가열될 가스의 
유량은 P/Po 비율로 증가하고, 축열기는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로풍이 예를 들어, 5 bar의 압력 하에서 생성되면, 
유량은 5000 ㎥N/h·㎡ 또는 2500 kW/㎡에 이른다. 그리드 표면적이 20 ㎡인 축열기의 경우, 100,000 ㎥N/h의 열
풍 유량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축열 매스의 가열은 경제적인 이유로 통상의 압력에서 실행되어야 하므로 세 개의 축열기가 동시에 가열되어야만 
하는 반면 네번째 축열기는 저온 블로잉이 행해진다.

산개형 벌크 재료의 입경은 15 mm 미만이 되도록 선택되는 것이 좋다.

본 방법의 다른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부분 수두로써 작동할 때, 가열 상태는 전체 동력에서 수행되고 저온 블로잉 
상태 후에 휴지기(pause)가 있다.

본 방법의 실시예는 원하는 조절(throttle)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냉각 후의 휴지기에 의해 두 상태
의 열적 평형이 이루어지고, 축열기를 가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종래의 열풍 가열기에 사용되어온 버너와 
비교하여 매우 제한된 설정 범위만을 갖는 버너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축열기와 관련하여 본 발명에 부과된 다른 목적은 환형의 축열 매스의 외경이 내경의 거의 2 
배라는 사실에 의해 달성된다.

축열층의 두께의 본 실시예는 전술한 변수(△2P )에 영향을 미친다. 이 변수는 사실상 전술한 직경비보다 작다. 계산과 
실험은 이 비가 수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보여준다.

유리하게는, 축열기는 예비 혼합 버너에 의해 가열된다.

이와 같은 버너를 사용함으로써 축열기의 고온 수집 챔버는 연소 챔버로서 매우 충분하고 연소가 매끄럽게 맥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축열기의 크기는 이와 같은 예비 혼합 버너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 받지
않는다.

제1도는 직선 온도 분포와 비교하여 나타낸 S자형 온도 분포 그래프이다.

제2도는 가스를 가열하기 위한 버너가 구비된 축열기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축열기(1)는 직립 실린더 형태의 하우징(2)을 구비하며, 이 하우징은 기등(3)을 사용
하여 지지된다.

하우징(2)의 내부 공간은 기본적으로, 원통형의 이격된 동심적으로 배열된 2개의 그리드(4, 5)에 의해, 내측의 원통형 
고온 수집 챔버(6)와, 산개형 벌크 재료로 구성된 축열 매스를 포함하는 중간 환형 챔버(7)와, 그리드(5)와 하우징(2)
의 벽에 의해 형성되는 외측의 환형 저온 수집 챔버(8)로 분할된다.

하우징(2)의 벽돌 기부 영역(9)에는, 예비 혼합 버너(1)에 의해 생성되고 가스/공기 혼합관(12)에 의해 공급되는 가
열 가스용 유입구(10)가 제공되어 있다.

내측 고온 수집 챔버(6)는 축열기(1) 하우징(2)의 상부 영역의 열풍 출구(13)에서 끝나고, 외측 수집 챔버(8)는 연소
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굴뚝(14)에 연결되어, 고온 가스는 중간 챔버(7) 내의 측열 매체를 통과한 후 상기 굴뚝으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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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기 혼합관(12)은 가열 상태 및 저온 블로잉 상태 모두를 위한 공기를 발생시키는 팬(fan; 15)에 연결된다. 가
열 상태에서, 공기는 가스/공기 혼합 관(12)에 의해 이송되며, 가스 분사기(16)에 의해 가스/공기 혼합관(12) 내에 주
입되어 있는 가열 가스와 혼합된다.

가열 상태가 완료된 후, 밸브(17, 18, 19)는 폐쇄되는 반면, 반대로 밸브(20)와 출구(13)는 개방되어, 저온 블로잉 상
태가 시작된다. 저온 블로잉 상태가 완료된 후, 개방된 연결 요소는 다시 폐쇄되고 이미 폐쇄된 밸브는 개방되어, 가열
상태가 다시 시작된다.

축열 매스의 산개형 벌크 재료의 입경이 15 mm를 초과하지 않는 입자체 충전물로 구성되고, 환형 축열 매스의 외경은 
내경의 2 배를 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축열기의 축열 매스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수직 순환하는 통상의 공기 가열기의 축열 매스의 대략 1/6까
지 감소되지만 같은 양의 열 에너지가축적되는데, 이것은 제1도에 따른 S자형 온도 분포 때문이다. 이러한 온도 분포는 
직형선의 공지의 공기 가열기의 온도 분포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S자형 온도분포는 직선형 분포에 비해 2 가지 중
요한 장점을 제공한다. 그 중 하나는 저온 블로잉 상태 동안 열풍의 온도 저하가 매우 작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체 
재료 베드의 평균 온도 변화율이 600 ℃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S자형 온도 분포는 전술한 입자체 충전물
의 입경 뿐만 아니라 최소의 결정된 가스 유량에 좌우된다. 이 최소 유량은 300 ㎥N/h·㎡의 동력에 대응한다. 이것은 
열풍의 온도가 1200 ℃인 경우 비(比)동력 150 kW/㎡에 상응하며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동력이 증가하면, 
S자형의 온도 프로파일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특히 장점적인 작동점은 1000 ㎥N/h·㎡의 유동 용량에 대하여, 1000 
내지 1600 pascal의 수두손실을 나타낸다. 3000 내치 5000 Pascal의 수두 손실을 고려하면, 열전달의 감소없이 유량
이 2000 ㎥N/h·㎡ 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력 한계는 보통의 압력하에서의 운전에 적용 가능하다.
    

증가된 압력하의 작동은, 유량이 사실상 열전달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사실상 절대압에 비례하여 더 증가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고로풍이 5 bar에서 생성되는 경우, 유량은 5000 ㎥N/h·㎡ 또는 2500 kW/㎡
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그리드 표면적이 20 ㎡인 축열기에 의해 100,000 ㎥N/h의 열풍 유량이 생성될 수 있다.

실제로 축열기의 가열은 일반적으로 보통 압력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세 개의 축열기가 동시에 가열되어야 하므로, 고
온 가스 생성의 관점에서 연속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네 개의 축열기가 필요하다. 이들 축열기는 높
이가 5 m이고 직경이 4 m인데,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동일한 동력의 공기 가열기는 직경이 8 m이고, 높이가 30 m이다.

    
부분 수두 하의 작동은 실제로 전동력으로 가열 상태를 수행함으로써만 달성가능하지만, 그러나 저온 블로잉 상태 후에 
휴지기를 갖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은 축열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통상적인 버너는 축열기 자체보다 구조적 
체적이 크기 때문에 축열기를 가열하기 위한 통상적인 버너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소위 예비 혼합 버너가 사용되며, 여기에서 가열 가스와 연소 공기는 저온일 때, 점화 전에 긴밀하게 혼합되며, 혼합 후
에야 비로소 연소된다. 이와 같은 예비 혼합 버너의 신뢰할만한 작동을 위해, 혼합물의 역화(逆火)를 신뢰성 있게 방지
하도록 가스의 속도가 최소 속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예비 혼합 버너는 매우 제한된 설정 범
위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부분 수두 하에서의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휴지기는 축열기의 저온 블로잉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축열기의 작동 동안 열풍의 온도는 이론적 불꽃 온도보다 단지 20 ℃ 낮으며, 열풍 상태를 통틀
어 대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온도 강하의 경우에도, 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수 10만큼 
향상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열 효율은 종래의 공기 가열기의 65 %로부터 본 발명에 따른 축열기에 의해 95 %로 높
아졌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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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내측 원통형 그리드와 동축의 외측 원통형 그리드 사이의 링에 배치된 산개(散開)형 벌크 재료로 구성된 축열 매스와, 
내측 그리드에 의해 둘러싸인 고온 가스용의 고온 수집 챔버와, 외측 그리드와 축열기 외벽 사이에서 둘러싸인 저온 가
스용의 저온 수집 챔버를 구비한 축열기에서 가스를 가열하고 스택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가열 상태 동안에, 고온 수집 챔버로부터 저온 수집 챔버로, 축열 매스를 통하여 가열 가스를 운반하는 단계와,

저온 블로잉 상태 동안에, 저온 수집 챔버로부터 고온 수집 챔버로, 축열 매스를 통하여 가열하고자 하는 상기 가스를 
운반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

△Phot 는 가열 상태의 종료시에 축열기의 압력 강하를 나타내는 것이고,

△Pcold 는 가열 상태의 시작시에 축열기의 압력 강하를 나타내는 것이고,

H는 축열기의 높이이고,

p는 20 ℃에서의 가열하고자 하는 상기 가스의 밀도이고,

g는 중력 가속도이고,

가열 상태 동안에, 상기 가열하고자 하는 가스의 유량은 표준 압력에서 적어도 내측 그리드의 표면적당 300 ㎥N/h·㎡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온 블로잉 상태는 초과 압력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개형 벌크 재료의 입경은 15 mm 미만이 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부분 수두에 의한 작동시, 상기 가열 상태는 전동력에서 실행되고 상기 냉각 상태 후에 휴지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내측 원통형 그리드(4)와 동축의 외측 원통형 그리드(5) 사이의 링에 배치된 산개형 벌크 재료로 구성된 축열 매스와, 
내측 그리드(4)에 의해 둘러싸인 고온 가스용의 고온 수집 챔버(6)와, 외측 그리드(5)와 하우징(2)의 벽 사이에 둘러
싸인 저온 가스용의 저온 수집 챔버를 구비하는, 가스를 가열하는 축열기에 있어서,

환형 축열 매스의 외경은 내경의 최대 2 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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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예비 혼합 버너(1)를 사용하여 가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열기.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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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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