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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화물 컨테이너(10)는 베이스(20) 또는 그 내용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개방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구비

한다. 이 컨테이너(10)는 베이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방될 수 있는 최상부를 가진다. 또 다른 컨테이너는 하나 이상

의 격실을 가지며, 각각의 격실은 단면적이 감소되는 하부섹션 및 피봇가능하게 작동가능한 폐쇄부 조립체를 구비하

고, 이러한 몇 개의 폐쇄부 조립체는 서로 바아에 의해 링크된다. 이러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포트에서 이들 재료의 

공사자재더미에 대한 건축용 원재료를 포함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분진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 제어 컨테이너들

이 공급 컨테이너 아래 그리고 계량 및 혼합 스테이션 위에 제공되는 콘크리트 생산공장으로 재료를 공급하는데 사용

된다. 컨테이너의 양 단부를 맞물리게 하고, 그 종축을 중심으로 컨테이너를 회전시킴으로써, 그 내용물을 비우기 위

하여 한 쌍의 슬루잉 장치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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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예를 들어, 건축용 원재료와 같은 컨테이너화된 벌크상재료의 취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일반적인 

컨터이너를 이용하여 이러한 재료의 공사자재더미 및 뱃칭(batching)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배경기술

컨테이너는 예를 들어, 건축용 원재료와 같은 벌크상 재료를 운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한 문

제점은 이러한 재료들의 언로딩이 항상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컨테이너는 한 끝단부에서 기울어져서, 재료들

이 다른쪽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몇도로 기울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재료들은 

완전히 언로딩하기 위하여 45°이상의 기울임각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티핑장비(tipping equipment) 및 공간을 필

요로 하며 다량의 먼지 및 오물(mess)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보통의 박스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방법은 탱크나 사일로 컨테이너(silo container)(컨테이너 프레임내

에 탱크를 가지고 있음)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곳에 있는 재료들은 베이스에서 밸브를 통하여 비워진다. 이것은 건성

재료에 대하여 작업될 수 있지만, 습성재료에 대하여는 작업할 수 없다; 밸브가 막히게 된다.

벌크재료의 운반은 콘크리트에 의하여 잘 예시화된다.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건설용 재료이고, 시멘트, 모래, 자갈 및 

물의 혼합물이다. 경화된 콘크리트의 세기는 각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혼합 및/또는 캐스팅(casting)시에

콘크리트의 유체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가물이 추가될 수 있다; 경화후에, 콘크리트의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여타의 재료가 또한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바닥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과 같이 특정 적용을 위하여

콘크리트에 뚜렷한 색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색안료(color pigment)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이들 원재료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공급기에 의하여 벌크상으로 공급된다. 예를 들어, 시멘트는, 석회암(limenstone) 

및 큰 전력이 용이하게 이용가능가며 환경부처(environmental authorities)에서 허가된 장소인 전문화된 플랜트(pla

nt)에서만 제조된다. 유사하게, 자갈은 채석장에서 생산되고, 상기 산업 또한 환경부처에서 관리된다. 모래는 바다나 

강의 하상(bed)에서 채취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들 원재료들은 뱃칭 플랜트로 운반된다. 이것은 건설현장에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로 유용한 땅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여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원재료는 원거리의 뱃칭 플랜트에서 뱃칭되고, 콘크리트 믹서(concrete mixer)로 현장

에 운반된다. 이러한 원거리의 뱃칭 플랜트는 원재료를 저장하기 위해 넓은 땅을 점유할 수 있다. 싱가폴과 같이 땅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땅의 효과적인 사용이 중요하다.

많은 장소에서, 모든 건축용 원재료는 주변국가로부터 수입된다; 자갈은 모 래와 함께 한 곳에서 올 수 있고, 시멘트는

또 다른 곳에서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갈 및 모래는 거룻배(barge)로 운반되는 한편, 시멘트는 전용선(spcialised

ship)으로 운반된다. 도착지점에서, 이들 재료들이 저장된 후, 뱃칭 플랜트 또는 건설현장으로 운반된다.

이들 뱃칭 플랜트 및 도착지점은 일반적으로 개방설비(open facility)이고 막대한 양의 재료의 이송은 대기중에 다량

의 먼지를 생성한다. 따라서, 먼지오염의 감소가 중요하다.

트럭상에 장착된 컨테이너의 티핑은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킨다. 크레인에 현수된 컨테이너의 티핑 또한 안심할 수 있

는 실시는 아니다. 사일로나 탱크 컨테이너에 젖은 모래 및 자갈을 선적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

이들 문제점들은 벌크상 재료의 선적 및 이송하고, 오염을 상기 수준으로부터 감소시키는 보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수

단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새로운 컨테이너 특히, 건축용 원재료의 컨테이너화된 취급을 위한 장치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들 컨테

이너들은 컨테이너 포트에서 취급되고 야적장(stacking yard)에 저장된다. 모래나 자갈(골재)은 저장을 위하여 믹서

컨테이너(mixer container)에서 뱃칭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형태에 따르면, 길이 및 폭의 부피를 가지고 성형된 벌크상 재료를 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제공되고,

표준 화물용 컨테이너로 사용가능하고 베이스를 가지며, 그것의 적어도 일부는 개방될 수 있어서, 이를 통하여 컨테

이너 의 내용물을 배출시킨다.

베이스 또는 그 일부는 슬라이드가능하고, 피벗가능하고, 힌지로 될 수 있고(hinged), 스윙가능하고, 수직으로 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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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컨테이너들이 1이상의 격실(compartment)을 가지고, 상기 및 각각의 격실은 단면적이 감소하는 1이

상의 하부를 갖고, 그 각각은 개구부로 안내되고, 격실의 내용물을 방출하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상기 또는 1이상의 개

구부에 대한 폐쇄부 조립체를 가진다. 또한, 상기 또는 1이상의 폐쇄부 조립체는 피벗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르면,

지지부;

회전가능한, 컨테이너 유지부; 및

상기 지지부 상에서 상기 컨테이너 유지부를 회전시키는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컨테이너를 터닝시키는 슬루잉

(slewing) 장치가 제공되고,

상기 컨테이너 유지부는,

컨테이너의 하부에 지지 및 체결시키는 베이스부; 및

제1방향으로 연장가능하고, 컨테이너의 상부에 체결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1방향에 직각인 적어도 제2평면의 범위를

갖는 체결 수단(fastening means)을 구비한 아암 수단(arm means)을 포함하며,

상기 체결 수단은, 그것이 상기 컨테이너를 체결시킬 수 없는 한편 상기 컨테이너가 상기 베이스부에 지지 및 체결되

는 제1위치와, 그것이 상기 컨테이너를 체결시킬 수 있는 한편 상기 컨테이너가 상기 베이스부에 지지 및 체결되는 제

2위치 사이에서 회전가능하다.

상기 체결 수단이 상기 제1위치내에 있는 경우에, 컨테이너는 상기 베이스부에 체결시키기 위해 배치되거나 그로부터

제거될 수 있으며, 상기 체결 수단이 상기 제2위치에 있는 경우에, 상기 체결 수단은 컨테이너를 상기 베이스부에 체

결시키기 위하여 배치되거나 그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리하게는, 상기 베이스부는 컨테이너를 아래로부터 지지하도록 배치되고, 상기 체결 장치는 컨테이너를 위로부터 

체결하도록 배치된다.

이러한 2개의 장치는 컨테이너의 각 끝단부에 하나씩, 함께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루잉장치와 사용하기 위한 오염제어포위체(pollusion control enclosure)가 또한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르면,

구성요소용 저장 챔버(stocking chamber)를 구비한 하나 이상의 저장부(stocking section); 및

각 구성요소의 계량된 양을 판정 및 전달하기 위한 계량부(scaling section)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그 안에 상기 구성요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상기 저장부의 최상부 상에 컨테이너가 적치될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은, 상기 혼합물을 배출하기 전에, 계량된 구성요소들을 유지 또는 혼합

시키는 섹션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상술된 바와 같은 컨테이너 또는 상술된 바와 같은 슬루잉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재료가 상기 저장부로 배출될 때에, 분진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1이상의 상기 컨테이너와 상기 저장

챔버 사이에서 사용하기 위한 오염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저장부, 계량부, 혼합부, 유지스테이션 및 하나 이상의 오염제어부는, 이론상 표준 화물용 컨테이너로서 운반 및 

저장가능한 치수로 성형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콘크리트를 생성하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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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따라, 하나 또는 두개의 부분에 슬라이딩 베이스플레이트를 갖는 컨테이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a 내지 도 2e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하나 또는 두개의 부분에 힌지된(hinged) 베이스플레이트를 갖는 컨테

이너를 나타내는 도면;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인 격실화된 컨테이너(compartmentalised container)를 나타내는 도면;

도 4a 내지 도 4b는 개방될 수 있는 베이스 및 최상부 모두를 구비한 컨테이너를 나타내는 도면;

도 5a 내지 도 5e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컨테이너의 상세한 도면;

도 6a 내지 도 6f는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컨테이너의 상세한 도면;

도 7a 내지 도 7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한 슬루잉장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8a 내지 도 8g는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라, 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서 건축용 원재료의 컨테이너화된 취급

을 위한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 9a 내지 도 9c는 슬루잉장치를 위한 오염제어포위체의 도면;

도 10은 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서 원재료의 컨테이너화된 취급을 위한 또 다른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 11a 내지 도 11d는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라, 적치된(stackd-up) 컨테이너들 사이의 계면시일(interfacial s

eals)을 나타내는 도면;

도 12a 내지 도 12c는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른 원재료의 손실(waste)을 방지하기 위한 커버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은 포트에서 건축용 원재료의 컨테이너화된 취급을 위한 시스템을 나타낸다.

실시예

도 1은 하나의 슬라이딩 베이스플레이트(20)를 구비한 컨테이너(10)를 나타낸다. 이 컨테이너(10)는, ISO-형 또는 

육해상-형(SeaLand type) 컨테이너와 같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준 화물용 컨테이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부 길

이 및 폭의 치수와 코너 캐스팅(corner casting)을 가진다. 표준 높이가 바람직하지만, 높이는 표준화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베이스는 상이하여, 베이스플레이트(20)가 슬라이딩되어 개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컨테이너내의 재료

가 바닥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컨테이너의 베이스프레임은, 폐쇄될 때 베이스플레이트를 지지하고 원재료의 무게

를 받아 그것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지지바아(30)를 가진다. 이들 지지바아(30)는 이것이 떨어질 때, 재료가 그 위에 

자리잡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상부에서 뾰족하거나 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적으로, 베이스플레이트(20)의 에지부 주위에는, 시일(15)이 제공되어 베이스플레이트(20)의 끝단부 및 측면 주

위에 컨테이너내의 재료가 들어가서 슬라이딩작용을 일탈시키거나 방해하는(clogging) 것을 방지한다.

베이스플레이트(20)가 한 피스일 필요는 없다. 바람직하게는 중첩에지(21)를 구비하여, 도 1b 및 도 1c에 도시된 바

와 같이 2개의 피스(20', 20')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공간제약이 요구될 때, 베이스의 개방이 한쪽 또는 양쪽 측

면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잠정을 가진다. 하나의 컨테이너는 그 길이 및/또는 그 폭을 따라 독립적으로 이동가능하거

나 움직이지 않는 2이상의 베이스플레이트를 가질 수 있다. 스플릿(split)이 중앙에 있지 않거나 및/또는 한 면이 움직

이지 않는 컨테이너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도 2a는 슬라이딩 플레이트 대신에 힌지된 베이스플레이트(22)를 나타낸다. 상기 힌

지된 베이스플레이트는, 컨테이너 프레임의 베이스받음쇠(base strut)를 따르는 피벗축선들 및 그 사이의 실질적인 

중간부의 중첩에지를 구비하여,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피스(22', 22')로 이루어진다. 20피트의 긴 컨테이너

를 위하여, 컨테이너에 걸쳐 힌지된 베이스플레이트 를 몇개의 섹션(24)으로 가질 수 있어서, 베이스의 견고성(rigidit

y)을 보장할 수 있다(도 2c 참조). 길거나 짧은 섹션 중의 하나에서, 컨테이너의 베이스 프레임(들)의 중심(들)을 따라

받음쇠(31)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베이스플레이트의 이동에지(moving edge)는, 보다 안정적인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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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출기구(locking and releasing mechanism) 및 보다 큰 세기를 제공하도록 중심 받음쇠(31)와 맞닿을 수 있다. 

힌지는 컨테이너의 에지 받음쇠 대신에 받음쇠(31)에 위치될 수 있다(도 2d 및 도 2e 참조).

또 다른 실시예는 다양한 건축용 원재료를 동시에 취급하기 위하여 컨테이너(10')를 격실화한다(도 3a 및 도 3b). 이

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모래 및/또는 자갈(골재)이 컨테이너의 상이한 격실로 뱃칭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 따라,

(모래, 골재, 시멘트 및 물의 상이한 성분을 갖는)상이한 구조적 세기를 갖는 콘크리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혼합스테이

션(blending station)에 모래 및 골재의 컨테이너를 공급할 수 있다. 각각의 재료 배치의 프리스케일링(prescaling)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멘트 뱃칭 플랜트에서 스케일링 스테이션을 없앨 수도 있다. 3개의 격실이 도시되지만, 컨테이너

의 길이 및/또는 폭을 따라 분리된 여타의 개수의 격실이 제공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예가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되며, 이는 유사하게 개방될 수 있는 최상부를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그 내

용물 특히, 모래를 덮은 후에 선적 및 저장시에 습윤한 내용물(moisture content)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면서, 용이

하게 로딩할 수 있다.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또는 그것의 섹션들)의 슬라이딩 동작은 빌트-인 수압 실린더 및 (원격) 수압 동력 유닛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큰 동력에 바람직하지만, 상기 실린더들은 상기 베이스 플레이

트 아래에 설치하기에 충분히 컴팩트된다. 소정의 컴팩트 제어유닛에 의하면, 예컨대 컨테이너의 에지에 설치되면, 운

전자가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를 슬라이드 개방하도록 상기 실린더들을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다. 상이한 제어유닛을 

조작하여,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의 상이한 섹션들이 개방될 수 있다. 상기 실린더 및 제어유닛들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유연한 호스에 의해 적어도 일부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유연한 호스들은 실린더와 제어유닛간의 상대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상기 베이스의 개방을 가능하게 한다. 상기 제어유닛은 동력유닛과 일체형으로 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예컨대 힌지된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그것의 섹션들에 대해 로크의 캐치를 해제하는데 수압 실린더

들이 사용될 수 있다. 그 거대한 동력, 컴팩트한 실린더와 제어유닛 및 유연한 동력라인으로 인해 수압 동력이 바람직

하다. 추가 수압 실린더들은 힌지된 베이스 플레이트의 폐쇄를 가능하게 하는데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힌지된 

베이스를 폐쇄하기 위한 접근이 안전상의 이유로 가능하지 않을 때에 특히 유용하다.

이동가능한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또한 핸들이 제공되며, 이것은 예컨대 체인 상의 후크, 포크리프트에 의해 그들을 

외부로부터 당기도록 한다. 기타 수단, 특히 랙(rack) 및 피니언(pinion) 조립체를 구동하도록 설정된 리덕션 기어에 

연결된 모터와 같은 로터리 수단; 또는 휜치(winch) 및 케이블 기구가 사용될 수 있다.

컨테이너(10, 10')의 베이스 플레이트(또는 그 섹션들)를 작동시키는 액추에이터(리니어형 및 로터리형 모두)는 컨테

이너(10, 10')가 적치된 구조물내에 장착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액추에이터의 가동단부에서의 돌출부는 베이스

플레이트(20)(또는 그 섹션들(20'))의 하부측 상의 캐치와 맞물린다. 이러한 형상의 장점은 각각의 재료 배출점에 단

지 한 세트의 작동가능한 기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도 5a 및 도 5b는 개방가능한 베이스를 통해 그 내용물을 배출시키는 컨테어너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며, 도 5c

에 그 상세가 도시되어 있다. 컨테이너(10''')는 그 하부에 3개의 퍼넬부(funnel portion)가 예시되고, 이는 작동가능한

피봇팅 베이스 플레이트(32)에 의해 실링된다. 피봇팅 베이스 플레이트(32)를 한쪽으로 당기면, 컨테이터내의 재료가

상기 퍼넬의 단부를 통해 밖으로 떨어지게 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3개의 피봇팅 베이스 플레이트(32)는 상호연결되

어 있어, 한쪽으로 당기면, 3개 모두가 당겨지게 된다. 하지만, 소정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특히 컨테이너가 격실화되

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상기 퍼넬 및 개구부가 반드시 3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하나 이상의 어떠한 개수도 될 수 있다.

도 5a 내지 도 5c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피봇팅 베이스플레이트(32)는, 주로, 각 단부에 있는 2개의 수직 단부 힌

지 플레이트(32a) 및 상호연결 베이스부로 구성된다. 베이스부분은 그 상부로서 아치형 폐쇄부 플레이트(32b)를 가

진다. 폐쇄부 플레이트(32b)의 중심은 그것의 가장 낮은 부분이다. 이것 아래에는 삼각형 지지구조체(32c)가 있다. 지

지구조체(32c)의 2개의 선단은 아치형 폐쇄부 플레 이트(32b)의 단부에 공통으로 있다. 제3선단은 폐쇄부 플레이트(

32b)의 중심 아래에 있으며, 이는 그것의 가장 낮은 지점이다.

폐쇄부 플레이트(32b)의 주요 부분은 퍼넬부(33)의 베이스를 완전히 폐쇄시켜, 재료가 통과하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

만, 폐쇄부 플레이트의 단부는 완벽한 폐쇄를 보장하도록 퍼넬의 에지 너머로 연장된다. 각각의 측면상의 시일(38)은 

재료가 퍼넬의 단부와 폐쇄부 플레이트 사이를 슬립핑하는 것을 방지한다.

수직 단부 힌지 플레이트들(32a)은 퍼넬(33)의 외부로 피봇되며 그것들이 양쪽 측면으로 스윙하도록 허용한다. 이러

한 스윙에 있어서, 상호연결 폐쇄부 플레이트는 또한 한쪽으로 스윙하여, 퍼넬을 개방시킨다. 폐쇄부 플레이트의 아치

형상은 단부 힌지 플레이트(32a)의 피봇축선상에 중심이 맞춰져, 여하한의 재료가 그것들 사이에서 입수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고, 그것이 퍼넬의 에지 이전에 스윙하게 한다. 하지만, 이는 필수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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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 플레이트가 실선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그 대신에 그 에지 주변에 바아들로 주로 구성될 수 있다. 그것들은 퍼넬

(33)로 힌지되어 도시되어 있지만, 컨테이너 벽 또는 여타의 지주부(strut)로 힌지될 수 있다. 퍼넬(33)은 2개의 직교

방향으로 좁게 도시되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것들은 폐쇄부 플레이트의 스윙 방향으로만 좁아질 필요가 있다.

여타의 직교방향으로, 그것들은 단부 플레이트들이 그것들 외부로만 피봇팅되게 할 필요가 있다.

폐쇄부 플레이트는 구멍이 뚤린 채 도시되어 있다. 천공부(32d)는 컨테이너(10''')내에 수집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고 

재료의 습기를 유지한다. 천공 된 폐쇄부 플레이트(32b) 아래에는, 예를 들어 스폰지와 같은 필터재료(32e)가 있다. 

필터재료(32e)는 물이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컨테이너 내부의 재료를 보호한다. 지지구조체(32c)의 내부에는, 

경사진 플레이트(37)가 있다. 상기 플레이트(37)는 필터재료(32e)를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물을 포트(32f)로 지향시

킨다. 도 5b는 2개의 경사진 플레이트(37, 37')를 도시하지만, 예를 들어, 한방향으로 하나의 경사만을 가질 수도 있

다. 호스 또는 파이프는 컨테이너 경계부 너머로 물을 지향시키도록 포트(32f)로 연결될 수 있어, 상부 컨테이너로부

터의 물이 하부 컨테이너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제 개방기구를 설명한다. 후크(34)는 피봇(34a)에서 지지구조체(32c)상에 피봇된다. 후크를 밀면 베이스플레이트(

32)가 밀린다. 컨테이너(10''')의 모든 격벽들을 동시에 개방시키기 위해서, 개별 피봇팅 베이스플레이트(32) 사이에 

링크바아들(36)이 피봇된다. 이들은 피봇(36a)에서 지지구조체(32c)상에 피봇된다. 피봇지점(36a, 34a)은 요구에 따

라 일치할 수도 있다. 또한, 스프링(36b, 36')은 피봇팅 베이스플레이트(32)를 그들 폐쇄된 위치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퍼넬과 후크(34) 및/또는 링크바아(36) 사이에 제공된다.

컨테이너(10''') 아래의 원격 작동바아(35)는 컨테이너(10''')가 그 배출부로 하강되는 경우 후크(34)와 맞물리도록 사

용될 수 있다. 하강 시에, 그것의 높이는 개방된 베이스플레이트(32)를 끌어당기도록 후크를 위쪽을 향하여 밀도록 설

정되어, 컨테이너(10''')의 베이스를 개방시키고 그 내용물이 그것을 떨어뜨리게 한다. 작동바아(10''')의 높이는 조정

가능하다. 이는 베이스(32)의 개구부상에서 의 용이한 제어를 허용한다. 컨테이너(10''')가 비워지고, 들어올려지면, 

베이스(32)는 중력(및 스프링 또는 여타의 바이어싱 수단)에 의하여 그들의 개방된 위치로 복구한다.

베이스(32)상의 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방가능한 베이스의 영역은 낮게 유지되어야 하는 한편, 제어되는 방식

으로,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내용물이 배출되도록 한다. 또한 이는 베이스(32)가 적당한 크기 및 질량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봇된 베이스플레이트(32)를 개방시키는 대안적인 기구는 원격 작동바아(35)를 공압식 

또는 수압식 실린더와 같은 액츄에이터(35a)로 교체시킨다. 보충 컨테이너(10')가 (컨테이너일 수 있는) 재료배출지

점에 위치되면, 액츄에이터(35a)가 연장되고 베이스플레이트(32)상에 고정적으로 장착된 받음쇠(catch)와 맞물려, 

그 피봇 중심으로 터닝하고 컨테이너(10')의 격실의 베이스를 개방시킨다. 링크바아(36')는 2이상의 격실로 된 베이

스플레이트(32)를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개방기구의 변형례는 도 5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테이너(10')에 액츄에이터(35a')를 직접 장착하는 것이다. 이는, 예

를 들어 인양장치(lifting facility)가 제한된 헤드룸(headroom)을 가지는 경우, 유용할 수 있다.

도 6a 및 도 6b는 개방가능한 베이스를 통하여 그 내용물을 배출시키는 컨테이너(10 iv )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다. 이들 도면에 예시된 바와 같이, 컨테이 너의 베이스는 컨테이너의 베이스에 걸쳐 연장된 복수의 쌍으로 경사진 플

레이트(25)를 포함하고, 서로로부터 이격되어 있다. 이들 플레이트(25)는 20과 60°사이의 소정 각도에서 수직으로 

경사진다. 상기 플레이트들은 상부에지에서 결합되고, 컨테이너의 폭에 걸쳐 삼각형 형상부(26)를 형성한다. 각각의 

쌍의 이들 부분(26) 사이의 공간들은 내용물이 배출되는 배출슈트(27)를 형성한다. 컨테이너의 각각의 단부에는 또 

다른 경사진 플레이트(25)이 있는 데, 그것의 상부 에지는 단부벽과 결합되고 하부 에지는 베이스에 결합된다. 또한, 

인접한 부분(26)의 가장 근접한 경사진 플레이트들과 함께, 이들 경사진 플레이트(25)는 배출슈트(27)를 형성한다.

배출슈트(27)는 컨테이너의 폭에 걸쳐 연장된 삼각형-형상의 커버(28)를 이용하여 폐쇄가 유지된다. 이들 커버(28)

는 수직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대칭이다. 이 프로파일은 내용물의 흐름이 커버의 양쪽상에 동일한 반대 동적 측면힘

을 생성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는 각각의 커버(28)가 배출공간(27)의 중심에 위치되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커버들(2

8)의 대칭측들은, 커버상의 내용물 무게의 측면 구성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한편, 수직요소는 커버들의 자기-폐쇄(sel

f-closing)를 유도하는 것을 보장한다.

도 6a는 컨테이너의 부분과 커버들(28) 바로 아래의 공간에 수직으로 설치된 액츄에이터수단(29)을 도시한다. 이들 

액츄에이터는 그들의 폐쇄 위치로부터 커버들을 밀거나 들어 올리기 위해서 수직으로 연장되고, 내용물이 커버들(28)

과 경사진 플레이트들(25)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작동가능하다. 이들 액츄에 이터는 공압식 또는 수압식

의, 압축된 유체를 나르는 파이프에 의하여 지향성 제어밸브로 연결된다. 이들 제어부들(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은 삼

각형부(26) 아래의 보이드 공간내에 편리하게 설치되며, 컨테이너의 측면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다. 물론, 복수의 액

츄에이터는 함께 링크될 수 있으며 제어밸브로부터 그룹으로서 작동가능하다. 제어밸브들의 추가 세트(들)는 용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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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을 위해 컨테이너의 반대쪽에 제공될 수 있다.

컨테이너의 베이스로부터 배출하는 재료들의 흐름으로 인한 액츄에이터(29)상의 마모 및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액츄에이터 주변의 희생 커버(sacrificial cover)(29a)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런 후, 이 희생커버(29a)는 필요에

따라, 규칙적인 간격으로 교체될 수 있다.

도 6b는 그 내용물을 거기를 통해 배출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오염제어 컨테이너(120)(도 8a 및 도 8b에 도시됨)의

최상부상에 하강되는 경우, 또 다른 실시예에서의 커버들(28)의 개구부를 예시한다. 이 실시예에서, 액츄에이터(29)

는 컨테이너의 부분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재료도착 또는 배출장에서 오염제어 컨테이너(120)의 부분으로서, 또는 거

기에 추가하여 위치된다. 유사하게, 또한 공압식 또는 수압식 라인들 및 지향성 흐름제어밸브와 같은 제어기구는 공

해제어 컨테이너(120)와 함께 위치된다. 이는 이 실시예의 컨테이너의 기계설비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도 6a 및 도 6b에서의 각각의 액츄에이터는 별도의 제어기구에 의하여 제어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사용되는 액츄에

이터에 따라 평행하게, 또는 심지어 일렬 로 링크될 수 있다. 물론, 액츄에이터 또는 제어기구의 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

도 6c는 연장가능한 피스톤 수단 대신에, 오염제어 컨테이너(120)상에 설치된 고정된 작동바아(29b)의 사용으로 커

버들(28)의 개부부 및 또 다른 실시예를 예시한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하강시키는 작동은 배출슈트가 개방되도록 한

다.

이들 액츄에이터(29) 또는 작동바아(29b)의 설치는 공해제어 컨테이너(120)로 한정되지 않음을 유의한다. 유사하게,

그것들은 각각의 재료취급설비에 채용된 장치에 따라, 저장 컨테이너(104, 110) 또는 배출 컨테이너(102)(이후에 도 

8에서 설명됨)와 같이, 외부에 설치될 수 있다.

도 6d 및 도 6e는 개구커버들(28)의 또 다른 방법을 예시한다. 도 6d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커버(28)의 최상부에지

는 서로로부터 이격된 2개의 지점을 가지며, 로프(28a)의 단부가 그것의 각각에 부착된다. 각각의 로프의 또 다른 단

부는 최상부 주변의 컨테이너에 걸쳐 이동가능하게 위치된 크로스바아(28b)에 부착된다. 크로스바아(28b)의 단부는 

컨테이너의 최상부 에지와 맞물리기 위해 후크를 구비한다. 크로스바아(28b)와 맞물리게 하면, 예를 들어 리프팅장치

로부터 추가 후프를 사용하고, 그것들을 소정 거리 위로 들어 올리면, 커버(28)들을 위로 당기게 되어, 컨테이너의 내

용물을 방출시키도록 슈트들을 개방시킨다. 컨테이너의 상부 에지에 인접한 한 쌍의 슬라이딩 가이드, 또는 각각의 

크로스바아(28b)의 재위치설정을 허용하는 여타의 적절한 수단은, 그것들이 들어올려진 후에, 후크 대신에 제공될 수

있다.

로프상의 마모 및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생 파이프(28c)가 각각의 로프(28c) 주위에 제공된다. 파이프(28c)의 

베이스에는 V형 플레이트(28d)가 부착되어 있다. 이 V형 플레이트(28d)는 커버(28)의 상부에지상으로 피팅되고 파

이프 또는 로프에 추가 지지체를 제공한다.

크로스바아(28b)는 한 쌍의 긴(lengthwise) 바아(28e)를 사용하여 서로 링크되어, 2개 또는 4개의 지점에서 긴 바아(

28e)를 들어올리면, 커버들(28) 모두를 끌어당기고 배출슈트(27)를 개방시키기에 충분하다. 대안적으로, 단일 바아(2

8e)는 모든 크로스 바아들(28b)을 함께 링크하는 바아(28b)의 중심에 제공되고, 참조부호 28e상의 2개의 후크 맞물

림 지점들은 모든 커버들(28)을 동시에 개방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실시예의 변형례가 가능하다. 변형례는 여타의 단면부들, 예를 들어 부분 원통부를 구비한 커버들을 제공하

는 것이다. 도 6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또 다른 변형례는 단일 크로스바아(28e)에 걸쳐 진행하는 로프의 중심부를 구

비한 커버(28)상의 2개의 부착지점들 각각에 부착된 각각의 단부를 가지는 경사진 로프를 제공하는 것이다. 컨테이너

의 중심에 크로스바아(28e)를 위치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적어도 2개의 크로스바아(28b)가 컨테이너의 2개의 단

부 근처에 제공된다. 여기에서도, 로프의 직접적인 마모 및 파열과 간접적으로는 유지보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로프들 주변에 희생 파이프들이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변형례는 로프를 사용하지 않지만, 커버들(28)을 들어 올리

기 위해서, 희생 파이프 또는 여타의 어떤 링크, 예를 들어, 케이블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는 도 7a 내지 도 7c에 도시된다. 이 실시형태 에서, 개방 최상부 또는 개방된 최상부 컨테

이너들은 슬루잉장치를 이용하여 그것들을 뒤집음으로써 배출된다.

지지구조체(47)는 슬루 링(41)을 이용하여, 슬루잉장치(42)를 회전가능하게 장착시킨다. 슬루 링(41)의 외측 링(41a)

은 슬루잉 구조체(42)상에 고정적으로 장착된다. 모터, 기어박스 및 피니언 조립체(48)는 슬루 링(41a)을 터닝하는 

지지구조체(47)상에 장착된다. 요구되는 터닝 토오크에 따라, 추가 구동 조립체가 제공될 수 있다.

슬루잉 구조체(42)는 표준 화물 컨테이너의 하부 코너 캐스팅에 지지시키고 첨부하는 트위스트로크(45)를 갖는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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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부분을 가진다. 또한, 수직으로 이동가능한 2개의 클램핑 지지체(44)의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측면에서 수직

으로 작동가능한 2개의 수압식 액츄에이터(43)를 가진다. 이들 지지체(44)의 최상부들은 표준 화물 컨테이너의 상부 

코너 캐스팅에 첨부하기 위한 트위스트로크(46)를 가져, 베이스부에 대하여 그것을 클램핑한다. 상부 트위스트로크(4

6)는 클램핑 지지체(44)의 수직 부분내의 수직 축선들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아암위에 있다. 이것들은 처리될 컨

테이너가 깨끗해 지도록 90°터닝될 수 있다. 이는 컨테이너가 슬루잉 구조체(42) 상으로 수직으로 적재될 수 있게 

한다. 회전 각도는 다소 적을 수 있거나 그보다 남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360°를 허용한다. 이 축선은 아암들이 

수직 평면내에서 피봇팅하도록 심지어 수평일 수 있다.

클램핑 지지체(44) 및 상부 트위스트로크(46)는 제1위치와 제2위치사이의 수평축선을 중심으로 피봇하거나 선택적

으로(alternatively) 피봇할 수 있다. 제1위 치지지체(44)내에는 아래쪽으로 지향된 트위스트로크(46)와 수평위치에 

있다. 또한, 지지체(44)는 그 제2위치에 대하여 위쪽으로 스윙할 수 있고, 수직으로 하강되도록 공급 컨테이너에 대한

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하부 트위스트 로크(45)가 컨테이너의 하부 컨테이너 캐스팅과 맞물린 경우, 지지체(44) 

및 상부 트위스트 로크(46)는 그들의 제1위치들로 다시 이동된다. 그런 후, 그것들은 상부 코너 캐스팅과 맞물리기 이

전에 액츄에이터(43)들을 후퇴시킴으로써 하강된다. 또한, 이들 작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순

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컨테이너가 슬루잉 구조체(42)상에 로킹되면, 슬루 링(41)은 그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도록 슬루잉 구조체(42) 및 컨

테이너를 실질적으로 180°터닝시키도록 회전된다. 그런 후, 상기 컨테이너는 180°만큼 뒤로 와서 또는 남아 있는 

180°만큼 더 가서 그 올바른 위치로 복귀될 수 있다.

지지구조체(47)는 그라운드, 트레일러, 포크리프트 또는 여타의 적절한 구조체 또는 차량에 장착될 수 있다.

가득찬 컨테이너들은 매우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각각의 단부에 있는 이러한 2개의 슬루잉 장

치(40)를 가진다. 2개의 슬루잉 조립체(40)가 가이드 레일(49)상에 장착되어 컨테이너들의 길이의 변경을 허용하는 

도 7c에 바람직한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둘 모두가 조정가능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하나만이 조정가

능하도록 요구되거나 레일상에 있을 수 있다.

도 8a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벌크로, 예를 들어 콘트리트로 함께 배칭되어 있는 컨테이너화된 배칭 플랜트를 예시한

다. 사용된 각각의 종류의 원재료는 가각 의 최상부에 적치된 컨테이너들의 조립체를 포함하는 그 자체 공급 스택(10

0)을 가진다. 저부, 배출 컨테이너(102)는 그것이 스테이션(70)내의 여타의 구성요소들과 섞이기 이전에, 공급기, 예

를 들어 컨베이어에 의하여 스케일링 스테이션(60)으로 재료가 전달되는 아웃렛 슈트(50)를 가진다. 거기로부터, 그

것은 모바일 믹서 또는 여타의 컨테이너 안으로 로딩될 수 있다. 스테이션(70)은 믹싱장치 및/또는 저장유지장치일 수

있다.

요구되는 물질의 저장량에 따라, 배출 컨테이너(102)상에 적치된 적어도 하나의 저장 컨테이너(104, 110)가 있다. 자

동화를 위해서, 최소의 재료레벨 센서(103)는 배출 컨테이너의 베이스 주변에 제공된다. 2개의 저장 컨테이너(104, 1

10)가 도시된다. 3개의 컨테이너들은 관련 재료의 저장을 유지한다. 저장 컨테이너(들)의 최상부 주변에는, 재료 저장

의 상부 한계를 검출하는 재료 레벨 센서(105)가 있다.

도 8b는 스택(100)의 최상부상에 관련된 재료로 가득찬 컨테이너(10)를 도시한다. 그 자체가 최고 큰 저장 컨테이너(

104) 안으로 비워지는 공해제어 컨테이너(120)안으로 아래쪽을 향하여 비워진다. 철회가능한 바이브레이터는 공급 

컨테이너(10)의 외부에 연결될 수 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 모래가 젖어 그것이 중력에 의하여 떨어지기 시

작하거나 공급 컨테이너의 내부표면상에 남아있는 젖은 모래의 양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개방기구는 이전에 상술된 슬루잉 기구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뒤집음으로써, 예를 들어 이동가능한 베이스로 이전

에 도시될 수 있다.

배출 컨테이너(102)는 도 8c 내지 도 8e의 상이한 실시예들에 의하여 예시된다. 각각의 도면은 컨테이너의 측면도 및

끝단면도를 도시한다. 각각의 경우에서, 컨테이너의 내용물은 적어도 1의 스크루에 의하여 배출지점으로 이동된다.

오염 제어 컨테이너(120)는 도 8f에 보다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그것은 2개의 퍼넬(126)로 예시된다. 이것들은 위로

부터 이 컨테이너 안으로 떨어지는 물질을 수집하고 지향시킨다. 퍼넬(126)의 측면 아래와 측면으로, 복수의 배기팬(

122)이 있다. 컨테이너의 내부 챔버로부터 각각의 팬을 분리시키는 것은 원재료가 컨테이너(10)로부터 공급 스택안

으로 방출되는 경우, 배기공기내의 미세 먼지 입자들을 잡기 위한 필터(124)이다. 배기팬 및 필터 위에 있는 퍼넬(126

)의 아래쪽은 팬 및 필터용 배출공간을 생성하는 전환 덮개(diverting shroud)로서 작용한다. 각각의 필터부 아래에는

필터를 축적하고 쇠퇴시키는 먼지 입자들을 트랩(trap)시키도록 폐쇄부(128)가 있다. 각각의 폐쇄부의 저부상에는 축

적된 먼지의 주기적인 제거를 위한 밸브가 있다. 본 발명의 이 실시형태는 이 산업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먼지오

염의 감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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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122)은 그들을 전환가능한 양방향 회전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어기를 가진다. 재료 방출 공정시 정상적인 오염제

어를 위하여, 팬(122)은 제1방향으로 회전하는 임펠러를 갖는 배기 팬으로서 작동된다. 먼지가 필터상에 들러붙고 먼

지 입자가 엔클로서(128)에 모이게 되는 것을 클리어링하기 위하여, 상기 팬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임펠러를 갖는 

송풍기로서 작동된다. 이러한 특징에 의하여, 필터는 보다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작동된다. 필터의 막힘으로 인한 불필

요한 기계의 고장이 회피 된다. 상기 필터의 클리닝 공정은 자동적인 상호잠금 제어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필터에 연결된 추가 진동수단 또한 필터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구획된 컨테이너(10'', 10''')가 상이한 구성요소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오염제어 컨테이너내의 퍼넬은 상이한 

저장지점으로 재료의 흐름을 전환시킨다.

도 8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스테이션(60,70)은 또 다른 오염제어 컨테이너(80)이다. 상술된 오염제어 컨테이너(1

20)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슈트(50)를 통해 원료가 운반되는 컨테이너의 다른 챔버로부터 팬들을 분리시키는 필터

(86)를 갖는 복수의 배기 팬(84)이 존재한다. 필터의 위와 컨테이너의 최상부 중앙 부근에는, 복수의 막힘방지 실린더

(82)가 존재한다. 이들 실린더들은 필터상의 먼지를 흔들어 털어내어 필터가 막혀 제기능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작동된다.

뱃칭 플랜트에서 취급이 용이한 도달가능 높이에 따라, (1이상의 스톡 컨테이너, 오염제어 컨테이너 및 재료 공급 컨

테이너를 포함하는) 피드 스택(100)은 스테이션 60과 70 바로 위에 장착될 수도 있다. 이것은 도 8b에 예시되어 있다

.

상술된 컨테이너 슬루잉 장치(40)의 사용과 관련한 오염제어 컨테이너(120')는 도 9a의 측면으로부터 그리고 도 9b

의 최상부로부터 예시되어 있다. 상기 컨테이너(120')는 표준 컨테이너보다 크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최상부에 적

재될 있고, 상기 목적을 위하여 적절히 자리한 트위스트 록을 갖도록 밸런스를 잡아 준다. 스택(100)의 최상부상에 적

재되는 것이 나타나 있다.

상술된 여타 오염제어 컨테이너에서와 같이, 복수의 팬 및 필터들이 존재한 다. 퍼넬(126')은, 스택(100)의 스톡 컨테

이너(104) 또는 여타 컨테이너들과 같이 떨어지는 재료들을 컨테이너 하부로 방향 전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상기 오염

제어 컨테이너(120')는 도 9c에 전체적으로 도시되어 있는 대형 프레임(132)을 가지고 안내레일(49)상에 장착되는 1

쌍의 슬루잉 장치(40)를 에워싼다. 이것은 트위스트 록에 의하여 프레임(132)의 베이스부(130)상에 장착된다. 120' 

또한 최상부에 후퇴가능한 커버(131)를 가진다. 공급 컨테이너는 그것이 전복되어 내용물을 방출시키도록 슬루잉장

치상에 로딩될 때는 폐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먼지가 120' 안쪽에 모아지고 필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먼

지입자를 가둔다. 여타 오염제어 컨테이너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먼지 입자가 필터를 막히게 하는 것을 클리어링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팬의 회전이 역전된다. 또한, 필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진동수단이 사용될 

수도 있다.

도 10은 재료 공급 스택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트랜스태이너(150)는 레일들의 세트를 따라 움직이고 재

료 공급 컨테이너(10)를 스톡 컨테이너(104')의 최상부상에서, 그 위로/그로부터 재료 공급 컨테이너(10)를 로딩/언

로딩한다. 상기 트랜스태이너(150)는 유한한 작동 높이를 가진다. 이 경우에, 120의 오염제어 형상부는 스톡 컨테이

너(104')의 상부에 통합된다. 컨테이너(104') 아래에는, 스테이션(들)(70)로의 방출을 위하여 경량의 상이한 재료 구

성요소를 링크 컨테이너(들)(153)로 공급하는 스케일링 컨베이어(152)가 있다.

각 스테이션(70)은 오염제어 엔클로저(120'')로 둘러 싸여 있다. 여타 오염 제어 형상부에서와 같이, 먼지 오염을 줄

이기 위한 복수의 팬 및 필터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추가의 진동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표준의 운송 컨테이너의 요건들에 따르면, 그들은 단지 일 컨테이너의 코너 케이지가 다른 컨테이너의 코너 케이지와

접촉하는 것에 의해 서로의 최상부상에 적재된다. 이는, 컨테이너들간의 경계면이 개방되어 먼지 오염물이 경계부상

의 갭을 통해 나오거나 그 안으로 들어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 오염제어수단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

록 휴대용 밀봉제가 제공된다. 도 11a - 11d는 밀봉제(200,210)의 사용을 예시하고 있다. 밀봉제 타입 200의 경우에

, 이들은 컨테이너가 제 위치에 오면 일 측면으로부터 삽입될 수 있다. 밀봉제 200은 회전가능 록(201)에 의하여 제 

위치에 고정된다. 이들 록은 규칙적인 간격, 예를 들어 6mm의 간격으로 이격된다. 밀봉제 210의 경우에, 이들은 상부

컨테이너가 놓여지기 전에 하부 컨테이너상에 놓여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들은, 다소 중량의 벌크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예를 들어 컨베이어, 캄 쉘 버킷 및 크레인; 삽 및 

트랙터에 의하여 건축용 원 재료로 채워진다. 상기 충전 과정에서, 원료들이 컨테이너들 사이에 떨어지는 것은 불가

피하다. 이는 낭비적이다. 또한, 이는 상기 공정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배치를 어렵게 하여 제거할 필요

가 있는 재료 언덕을 남긴다. 재료의 축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12a 및 도 1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커버(140)가 

하용된다. 이것은, 일 커버가 두 인접한 길이부, 측면부 또는 여타 에지부들을 덮어 컨테이너들이 그들의 에지를 따라 

함께 묶이도록 함으로써 그들 사이로 재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인접한 에지 및 코너 캐스팅을 덮는데 상이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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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142가 사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재료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적절히 잠기기 어렵게 한다. 그들 사이에

서, 커버(140,142)는 모든 인접한 에지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의 길이에 종속하여 최상부를 따

라 몇몇 커버(140)가 인접한 길이부를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도 13은 건축용 원 재료의 컨테이너 수송상의 취급을 위한 컨테이너 포트용 시스템을 예시하고 있다. 바지 또는 컨테

이너 십(300)으로부터, 컨테이너들은 크레인 또는 여타 수단(도시 안됨)에 의하여 언로딩되고 여타 크레인, 통상적으

로 러버 타이어 갠트리(rubber-tyre gantry)에 의하여 적재 야드로 이송하기 위한 프라임 무버(350)상으로 언로딩된

다. 크레인 작동 영역 내에서, 예컨대 상술된 뱃칭 플랜트는 콘크리트 생산 영역(500)이다. 각각의 콘크리트의 구성요

소는, 그것이 상기 스테이션(70)내로 로딩되기 전에 상기 양을 판정하도록 상기 계량 스테이션(60)으로 로딩된다. 이

것은 만일 그것이 바로 젖어야만 한다면 해당 물의 양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은 건축용 원재료만을 주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타입의 원재료를 갖는 컨테이너는, 콘크리트 생산 영역을 거치지 않고도, 크레인에 의해 회수되

고, 고객에게 발송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트럭상으로 로딩된다.

바지선 또는 선박의 컨테이너들은 또한 컨테이너 믹서로도 알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컨테이너 믹서의 드럼들은 이미 

모래의 정량(right amount)을 지닐 수 있고, 콘크리트의 공통 등급을 생성하도록 모일 수 있다. 이들은 공사자재더미

를 위해 적치되거나 또는 물, 시멘트 및 여타의 첨가물들이 콘크리트를 생성하도록 계량 및 첨가되는 생산 영역(500)

으로 보내진다. 대안으로, 별도의 그라우팅(grouting) 스테이션(600)이 이들 컨테이너 믹서를 채우도록 제공된다.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그것의 부분의 개방에 의해 언로딩될 수 있는 일반화물 또는 여타의 재료의 선적 또는 이송을 

위해 본 발명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일반화물은, 제한되지는 않지만, 하나 이상의 팰릿 상의 

상품; 드럼이나 카톤내의 재료; 및 기계류를 포함한다. 이러한 컨테이너는, 상품의 로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나 이상

의 단부 및/또는 측면에 하나 이상의 도어를 더 포함한다.

지금까지 본 장치 및 시스템의 몇 가지 실시예만을 기술하고 예시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의 다양한 변경,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벌크상 재료를 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에 있어서,

표준 화물 컨테이너로서 취급될 적어도 폭 및 길이로 성형되고 크기를 가지며, 베이스를 구비하며, 상기 베이스의 적

어도 일부분이 개방되어 그것을 통해 상기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의 상기 적어도 일부분은 슬라이딩가능하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의 상기 적어도 일부분은 힌지가능하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의 개방가능한 부분은 한 쌍 이상의 2개의 상호작동하는 이분체를 포함하되, 하나의 상호작동하는 에지는

상기 베이스가 폐쇄될 때에 다른 상호작동하는 에지 위에 중첩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각각의 쌍의 이분체 양자 모두는 개방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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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격실을 구비하며, 상기 또는 각각의 격실은, 하나 이상의 감소되는 단면적을 가진 하부를 구비하고, 그 

각각은 개구부로 안내되며, 또한 상기 격실의 내용물을 방출 또는 보유하기 위하여, 상기 또는 하나 이상의 개구부를 

위한 폐쇄부 조립체(closure assembly)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의 상기 적어도 일부분은, 상기 개구부로부터 멀리 선회(swing)하도록 작동될 수 있는 아치형 부분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하나 이상의 폐쇄부 조립체는 피봇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격실의 내용물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상기 폐쇄부 조립체를 개방된 위 치로 이동시키는 후크 수단(hook means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10.
제6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개방되는 하나가 그들 모두를 개방시키도록 링크수단(linkage means)에 의해 피봇가능하게 연결된 복수의 상기 폐

쇄부 조립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11.
제6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하나 이상의 폐쇄부 조립체는 천공된 폐쇄부 플레이트를 구비하여, 그것을 통해 유체를 배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하나 이상의 천공된 폐쇄부 플레이트 아래에 배치되어 그것을 통해 유체를 배출시키지만, 재료를 상기 컨

테이너 내부에 유지시키는 필터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13.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하나 이상의 폐쇄부 플레이트는 아치형이고, 그것이 개방됨에 따라 그것과 그것의 개구부 사이에 대체로 

일정한 갭을 가지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는 서로 이격된 복수의 경사진 부분들을 포함하여, 서로를 향하여 아래로 경사지는 부분들 사이의 공간들

이 배출 슈트(discharge chute)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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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이스는 상기 컨테이너의 양 단부를 따라 경사지는 부분들을 더 포함하여, 상기 내용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

고, 배출시에 상기 단부들에 재료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 슈트를 개폐하도록 작동가능한 상기 배출 슈트 상에 복수의 이동가능한 커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는 배출을 위하여 상기 배출 슈트를 개방하도록 리프팅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를 리프팅하기 위한 피스톤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액추에이터가 접근하도록 하여 상기 커버를 상기 컨테이너 아래로부터 리프팅하기 위한 접근 수단(access means)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의 상부면들을 위로부터 리프팅하기 위하여 상기 커버의 상부면에 부착된 리프팅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팅 수단은, 케이블, 로프 및 체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유연한 수단(flexible means)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22.
제1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격실화되어, 각각의 격실의 베이스가 서로 독립적으로 개폐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23.
제1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팰릿 상의 상품; 드럼이나 카톤내의 재료; 및 기계류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그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일반 화물을 

이송하기에도 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24.
제1항 내지 제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단부 및/또는 측면에 하나 이상의 도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25.
제1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최상부의 적어도 일부분이 슬라이딩가능하게 또는 힌지가능하게 개방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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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1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개방가능한 베이스 부분들을 폐쇄된 위치로 고정하기 위한 로킹 및 고정 수단(locking and securing means)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27.
제1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의 하나 이상의 개방가능한 부분을 개폐시키는 피스톤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동 기구의 오염을 방지하고 재료의 손실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베이스의 하나 이상의 개방가능한 부분 주위

에 시일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청구항 29.
컨테이너를 터닝시키는 슬루잉(slewing) 장치에 있어서,

지지부;

회전가능한, 컨테이너 유지부; 및

상기 지지부 상에서 상기 컨테이너 유지부를 회전시키는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컨테이너 유지부는,

컨테이너의 하부에 지지 및 체결시키는 베이스부; 및

제1방향으로 연장가능하고, 컨테이너의 상부에 체결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1방향에 직각인 적어도 제2평면의 범위를

갖는 체결 수단(fastening means)을 구비한 아암 수단(arm means)을 포함하며,

상기 체결 수단은, 그것이 상기 컨테이너를 체결시킬 수 없는 한편 상기 컨테이너가 상기 베이스부에 지지 및 체결되

는 제1위치와, 그것이 상기 컨테이너를 체결시킬 수 있는 한편 상기 컨테이너가 상기 베이스부에 지지 및 체결되는 제

2위치 사이에서 회전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루잉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 수단이 상기 제1위치내에 있는 경우에, 컨테이너는 상기 베이스부에 체결시키기 위해 배치되거나 그로부터

제거될 수 있으며, 상기 체결 수단이 상기 제2위치에 있는 경우에, 상기 체결 수단은 컨테이너를 상기 베이스부에 체

결시키기 위하여 배치되거나 그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루잉 장치.

청구항 31.
제29항 또는 제30항에 있어서,

체결 수단은 적어도 수직축선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루잉 장치.

청구항 32.
제29항 또는 제30항에 있어서,

체결 수단은 적어도 수평축선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루잉 장치.

청구항 33.
제29항 내지 제3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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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이스부는 컨테이너를 아래로부터 지지하도록 배치되고, 상기 체결 장 치는 컨테이너를 위로부터 체결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루잉 장치.

청구항 34.
제29항 내지 제3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부는 컨테이너의 하부 코너 캐스팅에 체결시키는 한 쌍의 트위스트로크(twistlock)를 포함하고,

상기 체결 수단은 컨테이너의 상부 코너 캐스팅에 체결시키는 한 쌍의 트위스트로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루잉 장치.

청구항 35.
표준 화물 컨테이너를 뒤집는 터닝 장치(turning apparatus)에 있어서,

제29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서로를 향하는 2개의 슬루잉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닝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2개의 슬루잉 장치의 컨테이너 유지부들간의 상대 거리를 조정시키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상기 슬루잉 장치가 

이동가능하게 장착되는 레일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닝 장치.

청구항 37.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구성요소용 저장 챔버(stocking chamber)를 구비한 하나 이상의 저장부(stocking section); 및

각 구성요소의 계량된 양을 판정 및 전달하기 위한 계량부(scaling section)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시스템은, 그 안에 상기 구성요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상기 저장부의 최상부 상에 컨테이너가 적치될 수 있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을 배출하기 전에, 상기 계량된 구성요소들을 유지 또는 혼합시키는 섹션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37항 또는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를 개방하여 그것을 통해 상기 재료를 배출시켜, 그 내부에 상기 구성요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1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컨테이너가 상기 저장부의 최상부 상에 적치될 수 있도록 작동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37항 또는 제38항에 있어서,

그 내부에 상기 구성요소를 보충하도록 컨테이너를 뒤집기 위하여, 상기 저장부의 최상부 상에, 제29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슬루잉 장치 또는 제35항 또는 제36항에 따른 터닝 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

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41.
제37항 내지 제4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저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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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37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를 상기 또는 각각의 저장부의 바닥으로부터 상기 계량부의 최상부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재료 이송 수

단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43.
제37항 내지 제4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각각의 저장부는, 재료가 상기 저장부로 배출될 때에, 분진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상기 컨테이너와 상기 

저장챔버 사이에서 사용하기 위한 오염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

템.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표준 화물 컨테이너로서 작업가능한 적어도 길이 및 폭으로 성형되고 크기를 가지며, 상기 오염제어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 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45.
제37항 내지 제4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분진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기 계량부의 최상부 상에 배치된 오염제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

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46.
제43항 내지 제4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오염제어부는, 필터 수단에 의하여 상기 섹션의 내부로부터 분리된 하나 이상의 배기팬(exhaust fan)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오염제어부는, 작동을 위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배기팬 및 필터 수단을 위한 통기 공간(venting space)

을 형성하는 복수의 전환 요소(diverting element)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

는 시스템.

청구항 48.
제46항 또는 제47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배기팬은, 분진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배기팬으로서 한 방향으로, 또는 필터 수단을 막히게 하는 입자들을 

청소하기 위한 송풍기로서 반대 방향으로 작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배기팬은, 상기 필터 수단을 막히게 하는 먼지 입자들을 청소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간격으로 반대 방향

으로 작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50.
제48항 또는 제49항에 있어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필터 수단에 연결된 진동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

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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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항 내지 제5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테이너와 상기 저장부 사이 및/또는 상기 오염제어수단과 상기 저장부 사이의 계면 갭을 위한 계면 시일 수단(

interfacial seal means)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52.
제37항 내지 제5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저장부, 계량부, 혼합부, 유지스테이션 및 하나 이상의 오염제어부 중 하나 이상은, 표준 화물 컨테이너로

서 운반 및 저장가능한 적어도 길이 및 폭으로 성형되고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 는 시스템.

청구항 53.
제37항 내지 제5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요소들의 혼합물을 생성하는 시스템.

청구항 54.
제37항 내지 제53항 중 어느 한 항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성요소들을 저장부 안으로 떨어뜨리는 단계;

상기 구성요소들을 상기 저장부로부터 상기 계량부로 이송하는 단계;

상기 구성요소들을 계량하고, 상기 계량된 구성요소들을 상기 혼합부로 옮기는 단계; 및

상기 구성요소들을 섞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물을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 55.
재료가 그 사이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접한 화물 컨테이너들의 인접한 에지들에 클립식으로(clipably) 부착

가능한 커버 수단.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코너 캐스팅을 커버하기 위한 커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버 수단.

청구항 57.
다른 최상부 상에 쌓여진 컨테이너들간의 계면 갭들을 실링하기 위한 계면 시일 수단.

청구항 58.
대체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술된 바와 같은, 그리고 첨부 도면에 예시된 바와 같은 컨테이너, 장치, 시스템 또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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