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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미분탄의 상대분배방법 및 그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공통분쇄기로부터  미분탄과  공기의  혼합물을  공급받는  다수개의  버너가  설치되어  있는 가열
설비의 개략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관 내의 상대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특정장치의 블럭 다이어그램.

제3a도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회로의 일실시예.

제3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회로도.

제4도는  위치와  미분탄  이송관내에  설치한  전하감응기의  정전기  유도전하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래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하감응기의 배열 사시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감응기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일부 전개 사시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감응기의 또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관                                              12 : 분쇄기

14 : 가열설비                                     22 : 버너

24 : 밸브장치                                     26 : 감응기

30 : 회로장치                                     32 : 실효치 산출회로

34 : 비교기                                        36 : 중적분 산출회로

40 : 판독기                                        56 : 전극판

8-1

89-001933



60 : 봉전극                                        70 : 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석탄 연소실내의 다수개의 버너에 대
한 미분탄의 상대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미분탄의 분배방법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연소동력설비를  위한  미분탄과  공기의  혼합물의  사용은  이미  잘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큰  크기를 갖
는  석탄을  분쇄기에  들어가,  보다  작은  가루로  부서져  공기와  혼합되고  공기와  혼합된  미분탄과 공
기의 혼합물은 여러개의 관을 통해 보일러나 노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개의 버너에 각각 공급된다.

연료로써  미분탄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1978년  뱁콕  앤드  윌콕스사에서  발간된  증기, 
그 생산과 이용 제39판 9장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단일,  혹은  각각  설치된  분쇄기와  관련된  버너들에  대한  미분단의  유량  측정은  기준예가 없
었으며  현재  이  분야의  미해결점은  하나의  분쇄기로부터  공급받는  여러개의  버너로  미분탄을  분배할 
때  야기되는  미분탄의  불균일한  분배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는  미분탄의  분배변수가  변할때의 시
간함수와 주어진 미분탄의 분배변수를 위한 부하함수에서 야기될 수 있다.

버너들에  대한  미분탄  분배는  비  효율적인  연소와  굴뚝으로  방출되는  연소물의  제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데  예를들면  버너관을  설계할  경우에  초기의  공기와  미분탄의  혼합물  저항은  분쇄기의 
최대부하  조건을  위한  버너관  각각에  대해  계산되며,  이러한  저항들은  관내측에  적당한  크기로 설치
된  구멍  뚫린  판들을  사용함으로서  조절된다.  미분탄  분배의  정밀검사는  현재  불가능하나  관의 수압
저항이 부하의 함수라는 것은 밝혀졌다.

따라서,  조절된  미분탄  분배가  최대분배기  부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배는  다른 부하상태
에서는  불균일하게  될  수도  있으며  더우기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멍뚫린  판(혹은  기류를  조절하기 위
해  관내에  설치된  다른  저항요소)은  마모되거나  부식되므로서  미분탄  분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분탄  분배의  직식(과  조절)의  결핍은  연료의  불완전  연소  효율과  굴뚝방출 제
어의  결핍을  가져오게  되고  정밀한  연료분배는  과도한  공기공급을  줄이며  보일러  효율을  높이고 NOx
를 감소시킨다.

흐르는  고체와  공기  혼합물은  정전기적  그리고  마찰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흐르는  미분탄과  공기의  혼합물에  더  적용되며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저서들에서  상세히  알  수 
있다.

P.W.킹  "순수  정전기  소음  수준감시에  의한  이송고체의  질량흐름  측정"  뉴모트랜스포트  2,  영국 길
드포드써리 대학 PP D2-9∼D2-20(1973. 9월).

I.D.도익과  G.H.로퍼  "가스-고체  전송시스템에  있어서  기본  양상과  정전기적  영향"  호주  화학공업, 
PP 9∼17(1963. 4월).

S.L.수,  "특수한  시스템의  동력에  대한  대전의  효과"  산업공학과  화학의  기초  PP  75∼80(1964. 2
월).

B.N.콜,  M.R.바움,  과  F.R.모브스,  "고속가스-고체관  흐름에  있어서  정전기  대전효과의  연구" 기계
공학 공정지침 184(3C) PP 77-83(1969∼70).

D.J.몽고메리, "고체의 정전대전" 고체 물리학, 아카데믹 출판사, 뉴욕, PP 139∼197(1959).

B.A.뱃취,  J  델몬과  E.T.하이넷,  "두상  흐름에  있어서  입자플럭스  측정을  위한  정전기적  증명" 
C.E.R.L연구노트 NO RD/L/L 115/63.

K.민,  B.T.챠오,  와  M.E.와이맨  "  고체-가스  부  흐름에  있어서  고체입자의  정전기  전하의  측정" 과
학장치의 고찰34(5) P.P 529-531(5월 1963).

그리고 E.W.B.길, G.F.알프레이, "마찰에 의한 대전" 자연과학 16호 P72(1월 1947).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미분탄의  민감한  정전기  전하와  속도  밀도  및  질량흐름  비율과 
같은 흐름변수 사이에서 발견된 확실한 상호관계는 아무것도 없다.

본  발명은  하나의  분쇄기로부터  미분탄을  공급받는  다수개의  버너에  대한  미분탄의  불균일한 분배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게  되는데  본  발명의  해결책은  우선적으로  가벼운  상태의 미분
탄,  소위  경상  미분탄의  여러관에  대한  상대유량을  탐지하기에  가장  유용한  탐지기로부터  얻어지고, 
경상  미분탄은  공기에  대한  석탄  혼합비가  약  0.1∼50으로  대략  결정되며,  이것은  약 0.064g/㎤이상
의 미분탄 함유량을 갖게된다.

불균일한  분배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1단계는  분쇄기와  연결된  여러개의  버너에  대한  미분탄  분배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정을  위해  본  발명에서는  정전기  원리에  근거한  상대분배  계기가 사용되
었다.

본  발명의  정전기  분배계기는  전극근처의  입자에  기인한  전극내  정전하  유도원칙에  근거를  두며, 전
극이  적절한  전자회로에  의해  접지전위로  유지된다면  통과  대전  입자에  의해  전극에  유도되는 전하
는  전자회로를  통하는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전극을  통과한  대전입자의  흐름을  지시하는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미분탄  전송관에서의  정전기  결정을  위해  적정한  값을  해주며  미분탄 상대
분배계기판독은  미분탄  시스템의  작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미분탄분배가  급격하게 
평형을  잃게  되면  조절  가능한  구멍들로  평형시키는  것과  같은  조절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이상적
인  분배계기의  사용은,  시스템의  기능과  부하의  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미분탄  분배를  설정  유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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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적절한 제어기들을 갖춘 온라인 시스템이다.

본  발명은  정전기적  대전입자의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전기적  대전  입자는  평형흐름을  위해 
분배관(각  버너에  연결된  미분탄)중  어느  것을  통한다  하더라도  같은  전송확율을  가지게  되고, 전극
감응기는  각  파이프내의  비슷한  지점에  설치되므로  전하  입자흐름의  평형분배를  위해  등가의 신호들
이  각  파이프로부터  얻어질  수  있으며,  더욱이  전하입자  흐름의  불평형분배는  인가  정전기  신호의 
불평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신호처리를  위한  상기  방법은  관을  통한  유량측정으로써  인가신호의  2차적분에  비례하는  값인 전하
플럭스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임의의  다른  방법은  관을  통한  유량  평가로써  유도신호의  실효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데,  정전기  신호에  근거할  미분탄  분배계기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은  PC의  흐름에  대한  무장에  압력변화에  따른  무손실  지속적인  미분탄  분배신호의  제공, 접
지전위로 유지되는 전극사용(폭발위험이 없음), 간단한 전자신호로 처리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은  분쇄기의  각  미분탄에  설치된  전극과  정전기와  마찰전기의  감응기  응답공정을  위해 적절
한  전기  신호를  변환시키기  위한  변환기  및  관내의  미분탄의  기본적인  상대분배를  생성하고 지시하
기  위한  신호  전송기로  구성되는데,  기존  감응기로부터의  파동신호의  실효치를  그  감응기를  통과한 
미분탄  전송의  상대량의  평가로써  사용된다.  그러나  상기  방법은  관을  통한  상대유량의  측정으로써 
유도신호의  2차  적분에  비례치인  전하플럭스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신호만  필요하게  되면 절
대신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이  각  관내의  유사한 조건하
에 있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조건들을  설정하기  위해  미분한  분배관은  동일한  공급원인  하나의 분
쇄기로  부터  미분탄과  공기의  혼합물을  공급받게  되며,  속도측정에  유용한  신호뿐만  아니라 상대질
량 흐름측정에 용이한 신호도 얻어질 수 있다.

분배관  사이의  질량흐름의  상대비교에  유용한  신호는  직접적인  유도신호보다는  유도신호의  2차 적분
으로부터  얻어지게되므로  전자신호  전송장치는  유도신호의  2차  적분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분쇄기로부터  나오는  여러  관내의  미분탄의  상대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제
공하는 것으로써 측정은 관사이의 유량을 평형화시키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하나의  분쇄기와  여러개의  버너  사이에  연결된  관내의  미분탄  상대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쇄기에  연결된  관들이  유사한  위치에  각각  설치되어 대전
된  미분탄  입자의  통과에  의한  유도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여러개의  전하감응기와  유도신호에  대한 
전하플럭스의  값을  얻기  위해  감응기에  연결된  회로장치  및  각  관내의  상대유량  측정으로써  각 유도
신호의 전하플럭스값을 비교하기 위한 회로와 연결된 비교장치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파이프를  통한  흐름의  평가를  얻고,  이  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유도  신호의  실효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함에  있으며,  전하감응기를  위한  적절한  배열의 제
공뿐만  아니라  대전된  미분탄  입자의  통과에  기인한  유도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분쇄기에  연결된  각 
파이프의  유사한  위치에  설치된  전하감응기를  이용하여  다수개의  버어너와  분쇄기  사이의  다수개의 
관들  내부의  미분탄  상대유량  및  적분신호를  얻기  위한  유도신호들의  충적분과  개개의  파이프내 유
량의 상대량에 상당하는 적분신호의 비교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설계가  간단하고  설치하기가  용이하며,  제작비용이  적게드는  상대  미분탄 
유량 측정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를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공통분쇄기(12)와,  일례로  원통형  보일러  일  수도  있는  가열설비(14)사이에  연결된 여러
개의  관(10)에  미분탄의  상대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는데  분쇄기(12)는 석탄통(16)으로
부터  공급장치(18)를  통해  석탄을  공급받으며  그  석탄은  작은  곡물  크기로  분쇄되여  풍로(20)의 도
움으로  공기와  섞인다.  미분탄은  공기흐름에  의해  관(10)을  통해  버너(22)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미
분탄과 공기의 혼합물은 연료로써 연소되기 위해 가열설비(14)에 주입된다.

각  버너나  관(10)에는  관내의  미분탄  상대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가능한  구멍이나 밸브장치
(24)가 설치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각  관(10)들에는  감응기(26)가  설치되며  각  감응기(26)는  분쇄기(12)에  대해  비슷한 
위치로 각각의 관(10)내에 설치되므로 미분탄 입자의 정지특성이 각 관(10)내에서 유사하다.

각각의  감응기(26)는  통과  전하입자에  의해  생성되는  유도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배치되며 입자들
은  양전하나  음전하로  대전되고  전하플럭스  신호응답은  양전하나  음전하에  대해  유사하기  때문에 오
직 전 교류 싸이클의 절반만이 각 감응기(26)에 사용된다.

제2도에서  분쇄기(12)는  정전기적(혹은  마찰전기적)으로  대전된  입자를  생성하게  되고  각각의 감응
기(26)는  증폭기(28)에  연결되며  증폭기(28)는  회로장치(30)에  공급되어질,  증폭된  유도신호를 생성
하게  되고  회로장치(30)에는  유도신호의  각  실효치를  얻기  위한  임의의  회로요소(32)가  설치되며  각 
관(10)내의  상대유량의  측정값을  얻기  위해  각  유도신호값에  대한  실효치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기
(34)가 설치된다.

또한,  본  발명의  회로장치(30)에  설치된  회로요소(36)는  유도신호의  중적분을  얻기  위해  설치되며, 
이것은 관(10)내의 전하입자의 위치와 기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판독기(40)는  구멍이나  밸브(24)를  조정하여  각  관(10)내의  유량을  똑같게  하기  위한  제어신호와 정
보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회로장치(30)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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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유도된  정전기  신호의  생성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탄소입자의  선도(50)를  나타내며 선
도의  중심은  x축상의  0위치이다.  x축은  관의  반경  R로써  측정되는  거리를  가진  관(10)의  축을  따라 
취해지며  y축은  상대  전하의  크기를  나타내고,  곡선(52)은  K=1.333일때  상대  전하크기의  특성을 보
여준다.

여기서, x1 은  반경  R을  갖는  관(10)의  중심이고,  전하의  탄소입자는  관내의 반경위치(x0 에  있는 것으

로  가정한다.  따라서  곡선(52)은  탄소입자가  벽  근처에  있을때  전하  분배량을  보여주며,  곡선(54)은 
K가 무한대로 갈때를 보여주는 것으로 탄소입자는 관(10)의 중심근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전하량의  분배는  유도신호의  중적분이  실제로  반경상의  위치와  독립적인  전하량(QX  또는 전
하플럭스)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며,  이러한  거리  변화당  전하  변화는  전류  또는 유도
신호에 비례하므로 적분은

로 되며 이를 다시 적분하면

(3)-  q(x)dx=(QX)

가 된다.

이렇게  하여  전하량(QX)의  값들이  취해지고  각  관(10)내의  상대유량을  결정하기  위해  전하량(QX)의 
평균값에 비교된다.

제3a도는  두  관내의  상대유량을  위한  회로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op앰프(U2)(U7 )는  적분기로 사

용되며,  그  동작은 스위치(S1)(S2)(S4)(S5 )로  조절되고 OP앰프(U2)(U7 )는  양성  진행파를  선택하여 양성

부위에  대해  각각  적분시킬  수  있도록 스위치(S1)(S4 )를  턴온시키게  되며, OP앰브(U1)(U6 )는 타이머

(U10)에 의해 결정된 기간동안 적분하게 된다.

콘덴서(C1)(C3 )의  전하는  적당한  간격으로 스위치(S2)(S5 )에  의해  감소되며  적분된  신호의  최대값은 

스위치(S3)(S6 )에  의해  각각  취해지고,  2차  적분을  얻기  위해 저항(R5 )과 콘덴서(C2 )  및 저항(R8 )과 

콘덴서(C4)에 의해 적분되고 스위칭과 샘플링은 타이머(U10)와 집적회로(U11)(U12)에 의해 조절된다.

OP앰프(U4 )는  각  신호에  대해  1/2의  이득을  가지고  합산함으로써  활성화에  의해  두  신호의  평균치를 

취하며 분할회로(U5)(U9)는 평균에 대한 각 신호의 비율을 취하게 된다.

제3b도는  실효치와  배열변화를  나타내는  회로도로서 앰프(U13)(U14 )는  신호를  적정하게  증폭하고, 실

효치 변환기(U15)(U16 )로  인가하며, OP앰프(U17 )는  평균을  취하고 집적회로(U18)(U19 )는  평균에  대해  각 

신호를 비교하게 된다.

이와같은 회로소자(U1)(U2)(U3)(U4)(U6)(U7)(U8)(U13)(U14)(U17)들은 내쇼널 LF356이며 ; 회로소자 

(U5)(U9)(U18)(U19 )로  이용된  것은  아날로그장치  AD14538  ; 회로소자(U15)(U16 )는  아날로그장치  AD356  A 

; 그리고 회로소자(S1)(S2)(S3)(S4)(S5)(S6)는 RCA CD04066B이다.

제5도는  관(10)내를  통과하는  입자의  정전기와  마찰전기  전하를  추출하기  위한  전극의  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5도의  실시예에서  전극(26)은  관(10)의  반원주상(180˚)에  설치되어  있는  두개의 
전극판(56)과,  전극판(56)을  관으로부터  절연시키기  위한  절연체(58)로  구서오디고,  각 전극판(56)

은  관(10)의  직경은  D라고  할  경우 약 의  폭을  가지며  적극판(56)의  중심과  또다른 전극판
(56)의  중심간의  거리는  약  3D인데  이러한  전극쌍은  유도신호의  상호관계에  의해  미분탄의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봉  전극(60)은  절연지지체(62)에  설치되고 관
(10)내의 미분탄의 흐름으로부터 전하량을 받아들이기 위한 볼(64)을 가진다.

제7도는  절연체(72)에  의해  관(10)으로부터  각각  전기적으로  절연되며  두개의  분리된 링(70)(70)으
로  구성되는  파라데이케이지형  감응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극판으로  사용되는  분리된  링(70)(70)은 

D를  관의 직경이라 할  경우 약  3D의  중심간 거리를 가지며 약 의 폭을 각각 갖게 되고, 이러
한 전극쌍은 유도신호의 상호관계에 의한 미분탄 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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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전된  미분탄의  통과에  의한  유도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분쇄기(12)에  연결된  관(10)들의  유사한 
위치에  설치된  다수개의  전기  전하감응기(26)와  유도신호의  2차적분에  비례하는  값과  전하플럭스 값
을  얻기  위해  각  유도신호의  전송을  위한  감응기(26)에  연결된  회로장치(30)  및,  각  관내의 상대유
량인  유도신호에  대해  전하플럭스의  값을  비교하기  위한  비교기(34)로  구성되어  한개의 분쇄기(12)
와  다수개의  버어너(22)사이에  설치된  관내부에서의  미분탄의  상대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미분탄의 
분배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관(10)내부의  상대유량의  평가로써  사용되어질  각  신호의  평균치를  얻기 위
해 상기 회로장치(30)에는 실효치 산출회로(32)가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분탄의 분배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감응기(26)는  각각의  관(10)에  연결되고  각  관과  전기적으로  절연된 전기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분탄의 분배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전하감응기(26)는  각  관(10)  내부로  연장된  봉(60)으로  형성되되  상기  봉(60)은 관
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되며,  봉  자체는  전기적으로  전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분탄의 분배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전극판(56)은  각각의  관(10)주위에  둘러쌓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분탄의 분배장
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전극판은  전기적으로  절연된  물질에  의해  각각의  관에  설치되고,  각각의  관  주위에 
부분적으로 부착된 휘어진 판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하는 미분탄의 분배장치.

청구항 7 

분쇄기(12)에  대해  유사한  위치로  각  관내에  전하감응기를  설치시켜  관내의  전하를  측정하고, 유도
신호를  생성하며,  각  감응기(26)내의  유도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각  관을  통해  분쇄기(12)로  부터 미
분탄을  통과시키고,  각  유도신호를  위해  전하플럭스  값을  산출하며,  개별적인  각  관의  상대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유도신호와  전하플럭스의  값을  비교하므로써  한개의  분쇄기(12)와  여러개의 
버너(22) 사이에 연결된 각각의 관 내부의 미분탄의 상대유량을 특정하는 미분탄의 상대 분배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개별적인  각각의  관의  상대유량의  평가를  위한  실효치의  비교와  각  관을  통과한 유
량으로서 유도신호의 실효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분탄의 상대 분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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