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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중 튜브 번들을 갖는 응축 열교환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열교환기는 특히 중앙 가열 회로를 제공하고/제공하거나 위생용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가정용 가스 보일러의 설치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발명의 대상의 열교환기는, 보다 정확하게 가스버너에 의해 생성된 고온 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주 열교환기
(primary exchanger)와, 이 주 열교환기에서 이격되고, 비교적 저온의 가스에 노출되는 보조 열교환기(secondary
exchanger)로 구성되는 이중 열교환기이다.

  물, 또는 가열되는 다른 특정의 유체는, 연기에 역류하여 이중 열교환기에서 순환하고, 정확히 말하면, 먼저 예열을 행하
는 보조 열교환기를 통과한 후, 가열을 행하는 주 열교환기로 통과함으로써, 이중 열교환기를 순환한다.

  버너로부터 직접적으로 유출하는 연소가스는 1000℃ 정도의 고온이다.

  주 열교환기를 통과한 후, 그 온도는 일반적으로 100 내지 180℃의 범위이다.

  이들 고온가스는 보조 열교환기의 벽과 접촉시 응축할 수 있는 증기로서 60℃ 정도의 이슬점 이하에 있는 특정량의 물을
포함한다.

  이 응축은 보조 열교환기에서 순환하는 물에 추가적인 열량을 제공하고, 이들 열량은 증발의 잠열(latent heat)에 대응한
다.

  이 형태의 이중 열교환기는, 예컨대 문헌 EP 0 078 207에 개시되고, 장치의 수율(yield)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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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 WO 94/16272에는 냉각유체, 예컨대 가열되는 물이 순환하도록 열적으로 양호한 전도물질의 튜브로 구성되는 열교
환기요소가 개시되어 있다.

  이 튜브는 나선(helix)으로 감겨져 있고 나선 축에 대략 수직한 주축에 관해 편평한 계란형 단면을 가지며, 튜브의 각 선
회부(turn)는 일정 높이의 간극(interstice)으로 인접한 선회부의 면에서 이격된 평면을 갖고, 이 높이는 상기 단면의 두께
보다 실질적으로 작고, 두 인접한 선회부 사이의 간격은, 또한 튜브의 벽에 형성된 보스로 구성되는 크로스부재에 의해 그
크기가 정해진다.

  또한 상기 문헌은 전술한 각종 요소를 갖는 열교환기를 기술하고, 이들 요소는 각종 기술한 실시형태에서 각종 방법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설계된 열교환기요소는, 관형상요소에 인접 통과하는 고온 가스와 내부를 순환하는 가열 유체 사이에 상당히
큰 열교환을 확보한다.

  실제로, 선회부 사이의 간극을 통과하는 동안, 고온가스의 흐름은 열교환기부재의 벽의 비교적 연장된 표면과 접촉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필요시 참고될 수 있는 국제특허공개 WO 94/16272로부터 알려진 것과 같은 열교환요소가 편평
튜브의 번들(bundle)로 이루어지는 전술한 일반적인 형태의 응축 열교환기를 제안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의 목적에 근접한 종래기술은 상기 문헌의 도 22에 도시한 실시형태에 대응한다.

  대상의 장치는, (1)로 지시한 주 튜브와, (1')로 지시한 보조 튜브로 이루어진 두 개의 튜브의 평행한 번들로 구성되어 있
다.

  이들 두 번들은 평행한 축선에 의해 서로에 인접 배치되고, 엔벨로프(envelope) (8)(문헌에서 "본체" 라 함) 내에 고정 장
착되어 있다.

  고온가스는 외부장치(9)에 의해 공급되고 덕트(90)와 커프(80, cuff)를 통해 주 열교환기(1)의 중앙부를 관통한다(화살
표 J0). 고온가스는 주 열교환기를 반경방향으로 내부에서 외부로(화살표 J1) 통과한 후, 보조 열교환기를 항상 반경방향으

로 통과하지만, 이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로(화살표 J2) 통과한다.

  최종적으로, 냉각된 가스는 커프(81)에 의해 이중 열교환기를 떠나간다(화살표 J3).

  본 발명의 목적은 컴팩트성(compactness)을 증대하기 위해, WO 94/16272의 도 22에 매우 개략적으로 도시한 장치를
개선하는 데에 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장치의 설치자가 흔히 경험하는 제약은 장치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 관한 것이며, 흔히 공간은 감
소되고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또한 운반, 위치 결정, 및 적소 설치 작업을 설치자가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비교적 경
량의 장치를 제안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은, 보조 열교환기에서 회수될 수 있는 에너지가 주 열교환기에 의해 얻어지는 에너지보다 항상 작다는 발명자의
관찰로부터 도출한다.

  이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튜브 번들의 길이에 비례하는 보조 열교환기의 열교환면이 주 열교환기의 열교환면에 대해서
감소될 수 있도록 추론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조 번들의 축방향 치수가 감소되는 경우, 이용가능한 공간은 그 어느 하나의 단부에 형성되며, 연소된, 냉
각 가스의 배출 커프를 설치함에 이용할 수 있다.

  커프가 장치의 체적 내에 설치된 국제출원 WO 94/16272의 도 22의 공지된 실시형태와 대조적으로, 축방향으로 이러한
커프의 체적은 장치의 체적 내에 적절하게 추가되지 못한다.

  또한, 보조 열교환기의 튜브 길이가 감소되는 경우 이 장치는, 물론 인용장치와 같은, 동일 길이의 주 코일과 보조 코일을
갖는 장치보다 가볍다.

  최종적으로, 항상 컴팩트성을 개선하는 목적을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주 번들 내에 장착된 원통형 버너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버너의 축방향 치수는 또한 엔벨로프의 축방향 치수 내에 내접(inscribe)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공개특허 10-2005-0050639

- 2 -



  본 발명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서로 인접 배치되고 엔벨로프 내에 가스 투과가능하게 고정 장착된 두 개의 평행한 튜브 번
들로 구성되는 가스 또는 연료오일버너에 연관된 응축 열교환기로서, 이들 두 개의 번들은 서로 인접 배치되고 가스 투과
가능한 엔벨로프 내에 고정 장착되며, "전달(transfer)" 콜렉터를 통해 서로 연통하고, 가열되는 유체, 특히 냉수를, 먼저
상기 보조 번들을 구성하는 튜브 내에, 그 다음 상기 전달 콜렉터를 통해, - 상기 주 번들을 구성하는 튜브의 내측으로 - 순
환시키는 전달 콜렉터 수단이 설치되고, 상기 엔벨로프는 서로에 대해 인접 이격하면서 두 튜브 번들을 에워싸고, 이 엔벨
로프는 상기 보조 번들의 근처에 위치한 연소가스용 배출 커프를 가지며, 버너에 의해 생성된 고온가스가 반경방향, 또는
대략 반경방향으로 통과하여, 그 선회를 분리하는 간극을 통과하고, 주 번들을 먼저 통과하고 상기 보조 번들을 통과하며,
상기 커프를 통해 열교환기에서 배출되도록 형성된 응축 열교환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 상기 버너는, 그 직경이 주 번들의 직경보다 대략 작고, 주 버너 내부에 동축방향으로 장착되고, 그 길이의 전체에 걸쳐,
또는 실제로 전체에 걸쳐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원통형 버너이고,

  - 상기 보조 번들의 축방향 치수가 상기 주 번들의 축방향 치수보다 대략 작으므로, 이용가능한 공간은 보다 짧은 보조 번
들의 연장선상에서, 주 번들의 단부를 향해 형성되고,

  - 이 이용가능한 공간은 보조 번들의 내부 공간과 연통하는 엔클로저(enclosure)에 의해 점유되고,

  - 상기 커프는 연통하기 위해서 상기 엔클로저의 벽에 연결되며, 보조 번들의 축에 관해서 횡방향으로 지향되므로, 축방
향의 체적은 엔클로저의 체적 내에 수용된다.

  또한, 본 발명의 소정 수의 가능한 추가 특징에 따르면,

  - 각 번들을 구성하는 튜브 각각이 직선형 단부를 갖고 이들 두 단부의 축이 번들에 의해 형성된 나선에 접하는 공통평면
에 위치되고, 개구가 열교환기의 각 측면에서 열교환기의 외측을 향해 선회되며, 주 번들의 단부가 보조 번들에 인접 위치
되며, 그 반대도 가능하고, 상기 단부는 엔벨로프의 벽을 통해 고정되고 기밀하게 통과하는 원통형 개구를 갖고, 엔벨로프
의 일측에, 가열되는 액체에 대한 공급배관과 가열된 유체에 대한 배출배관에 연결될 수 있는, "입구-출구"라 불리우는 벽
으로 둘러싸인 콜렉터로 관통하고, 엔벨로프의 타측에, 상기 전달 콜렉터로 관통하고,

  - 상기 엔벨로프는 한편으론 일정한 단면의 얇은 벽으로 에워싸인 튜브 길이와, 이 단면의 대략 타원 외형이 측방향 직선
형 세그먼트에 의해 연결된 반원형의 두 단부로 구성되고, 다른 한편으론 한 쌍의 밀폐판 또는 "측면(facade)"을 구비하고,
이들 외형이 상기 단면에 대응하고 상기 튜브 길이의 축에 수직하게 연장하며, 각각은 두 개구 중 하나의 개구를 차단하고,
상기 튜브 길이의 반원부는 상기 번들 중 하나를 (절반 선회에 대해) 동축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에워싸고,

  - 상기 "전방 측면" 중 하나는, 분리될 수 있으면서 상기 버너를 지지하는 도어를 수용할 수 있는 개구를 갖고,

  - 상기 도어는 또한, 버너에 연소가능한 가스혼합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외측에, 팬 또는 간단한 커프를 지지하고,

  - 각각의 두 측면에는 상기 주 번들의 내부 공간을 향하는 열적으로 절연하는 디스크가 설치되고,

  - 두 번들은 동일 직경을 갖고,

  - 두 번들은 수평방향으로 평행한 축을 갖고,

  - 두 번들은 서로에 대해 위에 배치되고, 그 축은 동일한 수직 평면에 위치되고,

  - 보조 번들은 주 번들 위에 배치되고, 두 번들 사이에 끼워넣은 경사진 홈통과 같은 수단은 보조 번들에 형성할 수 있는
응축물이 주 번들 또는 버너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 두 번들은 옆으로 배치되고, 그 축은 동일한 수평면에 놓여지고,

  - 상기 배출 커프의 축은 두 번들의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구성되고,

  - 상기 배출 커프의 축은 두 번들의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직하고,

  - 상기 엔클로저의 벽은 보조 번들과 동축방향인 원통형 튜브 길이이고, 그 하나의 단부 가장자리는 열교환기의 엔벨로
프에 대해서 고정되고, 그 타단의 단부 가장자리에는 보조 번들에 대향 지지되는 환형 플랜지가 설치되고, 또한 원통형상
의 상기 배출 커프는 그 축에 수직한 상기 튜브 길이에 연결하고,

  - 엔벨로프는 보조 번들에 형성할 수 있는 응축물을 수집하고 배출할 수 있는 출구 연결이 설치된 경사진 저부를 갖는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과 장점은 가능한 실시형태, 간단히 제한하지 않는 실시예를 나타내는 상세한 설명과 첨부 도면으로
부터 명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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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도 2의 수직 기준면 I-I를 통해 절단하는,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의 개략적인 정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장치의 좌측에서 본 개략도이다.

  도 3 및 도 4는 보다 작은 척도로 도 1 및 도 2 각각의 간략도로서, 이들 도면은 동작, 특히 가스의 경로를 도시한다.

  도 5 내지 도 8은 도 1 내지 도 4에 각각 유사하고, 본 발명에 따른 열교환기의 제2 가능한 실시형태를 도시한다.

  도 9 및 도 10은 각각 측면과 단면에서 투시한 장치의 변형예를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실시예

  도 1 내지 도 4에 도시한 장치는, 예컨대 스테인레스강 시이트(sheet)의 박판 벽으로 이루어진 중공본체, 또는 엔벨로프
(envelope)(1)를 포함한다.

  도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측면에서 볼 때, 본체(1)는 타원형상을 갖고, 그 외형은 두 개의 측방 직선형(latent
rectilinear) 세그먼트로 연결되는 상하 반원부로 형성되어 있다.

  엔벨로프는 상기 타원형의 튜브(14)의 길이로 구성되고, 상하 반원부는 도 2에서 참조번호(142, 143)로 지시하는 반면,
평면 측부는 참조번호(140, 141)로 지시하고, 이러한 길이의 튜브는 도 1에서 참조번호(15a, 15b)로 지시된 동일한 외형
의 커버 또는 "측면(facade)" 에 의해 각 양단에서 폐쇄되어 있다.

  본 명세서의 나머지에서, "전방 측면"은 도 1의 좌측의 측면(15a)을 지시하며, "후방 측면"은 대향 측면(15b)을 지시한다.

  두 측면(15a, 15b)은 임의의 적절한 공지수단, 예컨대 용접에 의해 중앙 관형상부(14)에 기밀하게 고정되어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엔벨로프의 저부(16)는 출구 개구(17)의 방향으로 경사져 있고, 그 기능에 관해서 이후에 기술
한다.

  이 엔벨로프(1) 내에는 인용된 국제출원에 기술한 종류의 편평 튜브의 두 번들이 장착되고, 이들 번들 각각은 주 열교환
기(20)와 보조 열교환기(30)의 열교환요소를 구성한다.

  주 번들은 참조번호(21)로 지시하고, 보조 번들은 참조번호(31)로 지시된다.

  각각의 이들 두 번들은 주 열교환기(20)에 대한 수평축(X1X
'

1)과 보조 열교환기(30)에 대한 수평축(X2X
'

2)을 갖는 병치

된, 동축 관형상 요소의 세트로 구성된다.

  이들 두 수평 축은 도 2에서 V로 지시한 동일한 수직면에 위치하고, 보조 번들(31)은 주 번들(21) 위에 수직방향으로 위
치한다.

  번들(21, 31)의 내부 공간은 각각 참조번호(2, 3)로 지시되어 있다.

  가스 또는 연료오일버너(40)는 주 열교환기(20)에 연관되어 있다. 관형상 원통형 버너는 연소가능한 가스 혼합물, 예컨대
공기 + 부탄 또는 공기 + 연료오일의 통과를 허용하는 전체 길이에 걸쳐 반경방향으로 지향된 다수의 작은 구멍을 갖고,
관형상 벽의 외측면은 연소면을 구성한다.

  도시한 실시예에서, 연소가능한 가스 혼합물은 또한 장치의 일부를 형성하는 공지된 형태의 팬에 의해 장치로 도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 대신에 (공지된 형태의) 별도수단에 의해 혼합물 공급 슬리브를 대신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따라서 팬은 주 열교환기의 축(X1X

'
1)에서 오프세트(offset)된다

  버너(40)의 직경은 번들(21) 내에 축(X1X
'

1)을 따라 동축방향으로 장착된 번들의 직경보다 실질적으로 작다.

  전방 측면(15a)은 이 축(X1X
'

1)에 중앙 정렬된 s 원형 개구(150)를 갖고, 버너가 엔벨로프 내부로 도입되고 적소에 위치

되도록 한다.

  장착판(41)은 팬(4)의 출구에 설치되어, 조립체가 전방 측면에 대해, 예컨대 나사(도시생략)에 의해 고정되도록 한다.

  이 구성은 특히 열교환기의 유지 보수를 위해 청소하기 위해서, 버너의 용이한 분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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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2)을 향하는, 각각의 측면(15a, 15b)은 예컨대 세라믹제 물질의 절연 디스크(5, 6)와 내부적으로 정렬되어 있다.

  이들 요소는 이 높이에서 엔벨로프(1)의 벽을 연소에 의해 발생된 강한 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디스크(5, 6)는 적절한 임의의 공지수단에 의해 벽(15a, 15b) 내에 고정된다.

  디스크(5)는 물론 개구(150)와 유사한 개구에 의해, 버너가 관통할 수 있도록 그 중앙부가 관통되어 있다.

  디스크(6)가 후벽(15b)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것이다(도 1 참조). 반대로, 스페이서(61)에 의해
후벽으로부터의 소정 거리를 유지한다.

  번들(31)은 번들(21)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소정 수의 나선형(helical) 관형상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암시적으로, 각 요소는 네 번 선회로 감겨진 편평한, 타원형 단면의 튜브로 구성되어 있다. 코일 형성은 185 mm의 내경
과, 235 mm의 외경으로 이루어지고, 튜브의 편평한 단면의 두께는 7.2 mm이며, 두 개의 선회부를 분리하는 간극은
0.8mm이다.

  따라서 각 요소는 32 mm의 축방향 치수를 갖는다.

  도시한 실시예에서, 주 번들(21)은 열 개 요소의 병치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보조 번들(31)을 구성하는 요소의 수는 보다 작다. 도시한 실시예에서 (10 대신) 6이다.

  번들(21)의 길이(l1)는 320 mm(32 x 10)이고, 번들(31)의 길이(l2)는 단지 192 mm (32 x 6)이고, 또는 128 mm의 차이

가 있다.

  도 1 내지 도 4의 실시형태에서, 보조 번들(31)은 전방 측면(15a)에 대해 그 하나의 단부에 의해 적용된다.

  길이 차(l1-l2) 때문에, 번들(31)의 타단과 후방 측면(15b) 사이에 자유 공간이 형성된다.

  이 공간에서, 축(X2X'2)에 정렬되는 원통형 슬리브(9)로 구성되고, 그 하나의 단부 가장자리에 예컨대 용접으로 후방 측

면(15b)에 고정되는 엔클로저(enclosure)가 장착되어 있다. 그 타단은 축(X2X'2)에 수직으로 연장하는 환형 평면 플랜지

(90)를 갖는다.

  이 플랜지는 보조 번들(31)의 타단에 지지부로 작용한다. 장치는 연소된, 냉각 가스의 배출용 커프(7)를 구비한다.

  원통형 관형상 슬리브는 또한 중앙 정렬되고, 수직방향 축(ZZ')을 가지며, 고정되고 내부가 연통되도록 슬리브(9)에 연결
되어 있다.

  커프(7)는 연소가스와 연기의 배출배관, 예컨대 굴뚝배관(도시생략)에 연결되도록 한다.

  도시한 실시형태에서, 주 번들(21)과 보조 번들(31)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각 번들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요소를 연속하여 장착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각 요소의 단부는 인용된 국제출원의 도 1 및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형성되고 지향된다.

  코일의 각 단부는 개구부가 원통형인 튜브부이고, 이 개구를 편평한 단면의 튜브의 나머지로의 이행은 점진적으로 발생
한다("휘슬(whistle)" 로 형성된다).

  (외향으로 지향된) 이들 두 단부의 축은 나선형 코일에 접하는 동일 평면에 위치되고 있다.

  이 평면은 여기서 수평이다.

  주(하부) 번들을 구성하는 요소의 단부(210, 211)는 상부를 향해 위치되는 반면, 보조(상부) 번들(31)의 단부(310, 311)
는 저부를 향해 위치되고 있다.

  이 헤드에서 꼬리 배치(head to tail disposition)는, 하나의 번들의 입구 개구가 다른 번들의 출구 개구에 인접하고, 또한
그 반대로 배열되어 있다.

  각 권취 관형상부재는 엔벨로프의 수직방향 평면 측벽(140, 141)에 형성된 적절한 원형구멍에 하나의 원통형 개구부의
맞물림으로 엔벨로프 내에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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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시일링수단이 이 영역에 설치된다.

  엔벨로프 내의 각 요소가 잘 유지되고 중앙 정렬될 수 있도록 추가부재(도시생략)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코일을 구성하는 각각의 평탄 튜브가 보다 넓은 면 중 하나의 면에, 국제출원 WO 94/16272에 기술된 배열에 따라, 2 선
회부를 분리하는 간극의 치수를 정확하게 설정할 의도로, 스페이서로 작용하는 (평탄 벽에 스탬프된(stamped)) 일련의 보
스를 갖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번들(21, 31)에 대응하는 보스는 참조번호(212, 312)로 각각 지시된다.

  열교환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코일의 단부는, 코일의 단부를 수용하는 개구를 완전하게 에워싸기 위해서, 엔벨로프(1)의
벽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는 평면부(140, 141)에 대해 외부로 고정된 콜렉터(collector)로 개방한다.

  면(140)에 대해 참조번호(100)의 "입구 및 출구"로 언급된 콜렉터가 고정되는 반면, 대향면(141)에 대해 "전달"로 언급된
콜렉터(11)가 고정되어 있다.

  두 경우, 이것들은 일반적인 직사각 평행사변형의 길다란 하우징이며, 필요한 개구를 갖는다. 엔벨로프(1)에 예컨대 도 2
의 참조번호(101)의 나사, 또는 용접에 의해 직접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시일링은 물론 이 영역에 제공되어 있다.

  콜렉터(100)는 수평방향 벽(13)에 의해 내부적으로 분할된다.

  벽(13) 위에 위치된 콜렉터(100) 부분은 가열되는 차가운 물의 공급배관에 연결되는 연결파이프(12)를 갖고, 또한 이 부
분은 보조 번들(31)의 입구단의 조립체에 연결되어 있다.

  역으로, 벽(13) 아래에 위치한 공간에 대응하는 콜렉터(100)의 하부는 뜨거운 물 출구 배관에 연결되는 파이프(10)를 갖
고, 이 부분은 주 번들(21)을 구성하는 요소의 출구단의 조립체에 연결되어 있다.

  대향하는 전달 콜렉터(11)는 벽을 갖지 않는다. 보조 번들(31)의 출구단과 주 번들(21)의 입구단 사이의 연결을 확보한
다.

  엔벨로프 내 두 열교환기 사이에 전방 측면(15a)에 고정된 홈통(trough, 8)이 장착되어 있다. 상향으로 오목부를 갖는 약
간 절곡되며, 후방 아래로 경사진 플레이트이다(도 1 참조).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홈통(8)은 엔벨로프의 중앙영역만을 점유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측면에서 연소가스의
통과를 방해하지 않는다.

  플레이트(8)의 자유 후단은 절연 디스크(6)를 후벽(15b)과 분리하는 전술한 공간 위로 돌출하는 보다 경사진 립(80)에
의해 하방으로 절곡되어 있다(도 1 참조).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 엔벨로프(1)의 관형상부(14)는, 수직평면(V)에 대응하는 접합면을 따라, 예컨대 용접에 의해 서
로 조립될 수 있는 두 개의 절반 동체(half shell)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이전에 서로에 대해 적절하게 위치된 두 개의 번들에 두 절반 동체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최종 조립 이전에, 절연 환형 디스크(5)와 홈통(8)은 전방 측면(15a)의 내면에 고정되어 있다. 절연 디스크(6) 뿐만 아니
라 (미리 고정되는) 커프(7)를 갖는 슬리브(9)는 다른 측면(15b)의 내면에 고정되어 있다.

  상부에서, 엔벨로프의 관형상부(14)를 구성하는 두 절반 동체는 접촉시 이 커프(7)를 에워싸는 반원형 개구를 갖고, 측면
(15b)은 이미 적절하게 위치 결정되어 있다. 그후, 측면(15a)이 적소에 위치한 후, 엔벨로프(14)의 높이에서 커프(7)의 원
주 주위를 포함하여, 이 영역에서의 시일링을 위해, 조립체의 용접이 실행된다.

  최종적으로, 물론 버너에는 연소면에 인접 위치하는 적절한 점화장치, 예컨대 전극이 설치된다. 관련된 공지장치는 불필
요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도면에 도시하지 않았다.

  이 장치의 동작은 도 3 및 도 4를 참조로 설명한다.

  작동하는 팬(4)은 연소가능한 가스 혼합물을 관형상 버너(40)의 내부로 이르게 한다. 이 혼합물은 벽을 통과하는 작은 개
구를 통해 버너의 벽으로부터 유출한다. 버너 점화시, 연소가 발생하고 버너의 전체면에 걸쳐 화염(F)이 발생한다.

  동시에, 가열되는 물이 순환된다. 차가운 물, 도 4의 EF는 파이프(12)에 의해 장치에 도달하고, 콜렉터(100)의 상부로 확
산하며, 상부 번들(31)의 입구단의 조립체로 관통한다. 출구단에 의해 상부 번들을 떠나서 콜렉터(11)로 유입하고, 화살표
T로 지시한 방향으로 횡단하여 하부 번들(21)의 입구단으로 확산하고 내부를 순환한다. 최종적으로, 가열된 물이 이 번들
의 출구단의 조립체에 의해 떠나고, 콜렉터(100)의 하부에 도달하며, 화살표 EC로 지시한 바와 같이, 파이프(10)에 의해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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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F)에 의해 공간(2)에 발생된 연소 가스는 주 번들(21)의 외측을 향해 흐르게 된다. 평탄 튜브를 분리하는 간극을 통
해 반경방향으로 통과하여, 높은 열교환을 유발하므로 보조 열교환기(31)를 통과하는 동안 내부를 통과하여 (이후 도시하
는 바와 같이) 미리 가열된 물을 강하게 가열한다.

  주 번들을 떠날 때, 이 열교환에 의해 연소가스는 상당히 냉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치로 유입하는 물의 온도(대기
온도)보다 명백하게 높은 온도이다.

  암시적으로, 그 온도는 100 내지 150℃의 범위이다.

  이들 고온가스는 엔벨로프의 내벽을 따라 상방으로 흐른다. 홈통(8)의 측면을 통과하며, 보조 번들(31)을 통과하고, 외부
에서 내부로 편평한 튜브의 선회부를 통과한다. 이 통과 동안,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이 통과하는 보조 번들의 벽이 연소생
성물의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연소가스에 존재하는 증기의 적어도 부분 응축이 발생한다. 연소가스와 보조 번
들을 순환하는 물 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열량의 통상 전달 뿐만 아니라, 발열현상변화, 응축현상과 연관된 증발의 잠열의
전달로부터 발생하는 열량의 추가적인 전달이 관찰된다.

  보조 번들을 순환하는 물의 예열은 주 번들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얻어진다.

  현저하게 냉각된 연소가스는 보조 열교환기 내부의 공간(3)에 위치되고, 엔클로저(9)를 통해 배출배관(7)으로 탈출한다.

  보조 번들(31)의 튜브로부터 이탈하는 액체 응축물은 중력에 의해 홈통(8)으로 낙하하므로 버너의 동작을 간섭하지 않는
다. 홈통의 경사가 주어지므로, 후단을 향해 지향되고, 하방으로 절곡된 립(80)을 향하고, 절연판(6)을 지나서 경사진 저부
를 따라 엔벨로프의 경사진 저부(16)로 낙하하여, 적절한 배출덕트(도시생략)에 연결되는 응축 배출 개구(17)에 도달한다.

  도 5 내지 도 7에 도시한 제2 실시형태는 이전에 기술한 것과 완전하게 유사하다. 이 때문에 동일 참조번호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요소를 지시하는데 사용한다.

  하기 두 예외를 제외하고, 제1 실시형태와 동일한 구성임을 알 것이다.

  첫번째, 장치는 수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평 배치를 갖는다. 실제로, 두 번들은 상하가 아니라 나란하게 배치되며, 그
축(X1X'1)과 축(X2X'2 )은 동일 수평면(H)에 위치한다.

  도시한 실시예에서, 전달 콜렉터(11)는 상부에 배치되는 반면, 입구-출구 콜렉터(100)는 하방으로 선회한다(도 6 참조).

  이와는 반대의 위치도 역시 가능하다.

  연소가스에 대한 배출 커프는 상방으로 지향한다.

  두번째로, 이 커프(7)의 (수직방향) 축(YY')은 두 번들의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직한다(이 평면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
음).

  이 실시형태에서, 보조 번들이 측방향으로 오프세트하고 주 번들과 버너 바로 아래에 더 이상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응
축용 수집 홈통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 엔벨로프(16)의 저부가 경사지며, 응축물은 저부에 직접적으로 낙하여,
배출 연결(17)을 통해 이탈한다.

  도 7 및 도 8은 장치에서의 가스의 순환을 도시한다. 보조 번들에 도달하기 위해 주 번들을 떠나는 연소가스의 흐름이 엔
벨로프 내에 더 이상 수직방향이 아니라, 수평방향으로 변위되는 점을 제외하고, 제1 실시형태와 유사하다.

  기술된 각각의 두 실시형태에서, 두 번들을 구성하는 관형상요소는 동일하다. 이는 필수적이지 않고, 코일은 특히 그 직
경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슬리브(9)와 커프(7)를 수용하는 자유공간은 보조 번들과 후방 측면 사이에 위치된다.

  이 배치는 도 9 및 도 10의 변형예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필수적이지 않다.

  도면에서, 동일하지 않은 요소지만 유사한 요소에 프라임 표시를 부가하면서, 이전 실시형태와 같이 동일 참조번호가 사
용된다.

  이런 식으로, 이들 도면에서, 주 번들(21')의 직경이 보조 번들(31')의 직경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들을 에워싸는 엔벨로프의 형상은 여기서 변형되었다. 측면(140', 141')은 더 이상 평행하지 않지만, 약간 상향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경사져 있다.

  엔클로저(9') 및 커프(7')는 전방 측면(15'a)과 보조 번들(31') 사이에 개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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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 및 도 10의 변형예와 첫번째 두 실시형태의 다음과 같은 상호간의 혼합 배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본 발명의 범위
를 이탈하지 않는다.

  - (엔클로저와 커프를 변위하지 않고) 제1 또는 제2 실시형태에, 다른 직경의 주 번들과 보조 번들의 장치에 설치하거나,

  - 또는 (두 번들에 동일한 직경을 유지하면서) 커프를 도 10의 배치와 유사한 배치로 변위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수율에 관해 매우 효율적이면서, 매우 소형 경량이다.

  물을 가열하는 가정용에 현저하게 적합하지만, 다른 분야의 적용, 특히 각종 액체를 가열하기 위해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스 또는 연료오일버너(40)와 관련된 응축 열교환기로서, "주 번들(primary bundle)"(21)과 "보조 번들(secondary
bundle)"(31)의 두 개의 평행한 튜브 번들로 구성되고, 이들 두 개의 번들 각각이 단부 대 단부(end to end)로 배치되어 나
선형 코일을 형성하는 튜브, 또는 튜브의 그룹을 구성하고, 튜브(들)의 벽은 양호한 열전도체로 이루어지고 나선의 축에 수
직하거나, 또는 대략 수직한 주축과 편평한 타원형 단면을 갖고, 두 인접한 선회부를 분리하는 간극(interstice)의 폭이 일
정하고 상기 단면의 두께보다 현저하게 작으며, 이들 두 개의 번들은 서로 인접 배치되고 가스 투과가능한 엔벨로프(1) 내
에 고정되게 장착되며, "전달(transfer)" 콜렉터(11)를 통해 서로 연통하고, 가열되는 유체, 특히 액체 물을, 먼저 상기 보
조 번들(31)을 구성하는 튜브 내에서, 다음에 상기 전달 콜렉터(11)를 통해, - 상기 주 번들(21)을 구성하는 튜브의 내측으
로 - 순환시키는 전달 콜렉터 수단이 설치되고, 상기 엔벨로프(1)는 서로에 대해 인접 이격하면서 두 튜브 번들을 에워싸
고, 이 엔벨로프(1)는 상기 보조 번들(31)의 근처에 위치한 연소가스용 배출 커프(7, cuff)를 갖고, 상기 열교환기는 버너
(40)에 의해 생성된 고온가스가 반경방향, 또는 대략 반경방향으로 통과하여, 그 선회를 분리하는 간극을 통과하고, 주 번
들(21)을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 상기 보조 번들(31)을 통과하며, 상기 커프(7)를 통해 열교환기에서 배출되도록 형성된
응축 열교환기에 있어서,

  - 상기 버너(40)는, 그 직경이 주 번들(21)의 직경보다 대략 작고, 주 버너 내부에 동축방향으로 장착되고, 그 길이의 전
체에 걸쳐, 또는 실제로 전체에 걸쳐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원통형 버너이고,

  - 상기 보조 번들(31)의 축방향 치수(l2)가 상기 주 번들(21)의 축방향 치수(l1)보다 대략 작으므로, 이용가능한 공간은 보

다 짧은 보조 번들의 연장선상에서, 주 번들의 단부를 향해 형성되고,

  - 이 이용가능한 공간은 보조 번들의 내부 공간(3)과 연통하는 엔클로저(enclosure)(9)에 의해 점유되고,

  - 상기 커프(7)는 연통하기 위해서 상기 엔클로저(9)의 벽에 연결되며, 보조 번들(31)의 축(X2X'2)에 관해서 횡방향으로

지향되므로, 축방향의 체적은 엔클로저(9)의 체적 내에 수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각 번들(21,31)을 구성하는 튜브 각각이 직선형 단부(210-211, 310-311)를 갖고 이들 두 단부의 축이
번들에 의해 형성된 나선에 접하는 공통평면에 위치되고, 개구가 열교환기의 각 측면에서 열교환기의 외측을 향해 선회되
며, 주 번들의 단부가 보조 번들에 인접 위치되며, 그 반대도 가능하고, 상기 단부는 엔벨로프(1)의 벽을 통해 고정되고 기
밀하게 통과하는 원통형 개구를 갖고, 엔벨로프의 일측에서, 가열되는 액체에 대한 공급배관과 가열된 유체에 대한 배출배
관에 연결될 수 있는, "입구-출구"라 불리우는 벽으로 둘러싸인 콜렉터(100)로 관통하고, 상기 엔벨로프의 타측에서, 상기
전달 콜렉터(11)로 관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엔벨로프(1)는 한편으론 일정한 단면의 얇은 벽으로 에워싸인 튜브 길이(14)와, 이 단
면의 대략 타원 외형이 측방향 직선형 세그먼트에 의해 연결된 반원형의 두 단부로 구성되고, 다른 한편으론 한 쌍의 밀폐
판 또는 "측면(facade)"(15a, 15b)을 구비하고, 이들 외형이 상기 단면에 대응하고 상기 튜브 길이의 축에 수직하게 연장
하며, 각각은 두 개구 중 하나의 개구를 차단하고, 상기 튜브 길이(14)의 반원부(142, 143)는 각각 상기 번들(21, 31) 중 하
나를 (절반 선회에 대해) 동축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에워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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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측면" 중 하나(15a)는, 분리될 수 있으면서 상기 버너(40)를 지지하는 도어(41)를 수용할 수
있는 개구(150)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도어(41)는 또한, 버너에 연소가능한 가스혼합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외측에, 팬(4) 또는 간단
한 커프를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6.

  제3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각의 두 측면(15a, 15b)에는 상기 주 번들(21)의 내부 공간(2)을 향하는 열
적으로 절연하는 디스크(5, 6)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두 번들은 동일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두 번들(21, 31)은 수평방향으로 평행한 축(X1X'1, X2X'2)을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두 번들(21, 31)은 서로에 대해 위에 배치되고, 그 축(X1X'1, X2X'2)은 동일한 수직 평면(V)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보조 번들(31)은 주 번들(21) 위에 배치되고, 두 번들 사이에 끼워넣은 경사진 홈통(8)과 같은 수단은 보
조 번들(31)에 형성할 수 있는 응축물이 주 번들(21) 또는 버너(40)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두 번들(21, 31)은 옆으로 배치되고, 그 축(X1X'1, X2X' 2)은 동일한 수평면(H)에 놓여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 커프(7)의 축(ZZ')은 두 번들의 축(X1X'1, X2X'2)을 포함하는 평면

에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 커프(7)의 축(YY')은 두 번들의 축(X1X'1, X2X'2)을 포함하는 평면

에 수직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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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엔클로저(9)의 벽은 보조 번들(31)과 동축방향인 원통형 튜브 길이이
고, 그 하나의 단부 가장자리는 열교환기의 엔벨로프(15b)에 대해서 고정되고, 그 타단의 단부 가장자리에는 보조 번들
(31)에 대향 지지되는 환형 플랜지(90)가 설치되고, 또한 원통형상의 상기 배출 커프(7)는 그 축(X2X'2)에 수직한 상기 튜

브 길이(9)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그 엔벨로프(1)는 보조 번들(31)에 형성할 수 있는 응축물을 수집하고 배출
할 수 있는 출구 연결(17)이 설치된 경사진 저부(16)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요약

  본 발명은 가열된 유체가 흐르는 한 쌍의 튜브 번들(21, 31)을 구비하는 열교환기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주 번들(21)이
원통형 버너(40)를 에워싸고, 다른 보보 번들(31)이 주 번들에서 배출하는 연소 가스에 포함된 수증기를 응축하고, 번들을
형성하는 튜브가 편평한 단면과 나선형을 갖고, 코일 사이에 연소가스가 주 번들(21)에 대해서 내부에서 외부로 보조 번들
(31)에 대해서 그 역순으로 흐르고, 두 번들은 동일한 본체(1) 내부에 배열된다. 상기 열교환기는 보조 번들의 축방향 치수
(l2)가 주 번들의 축방향 치수(l1)보다 대략 작고, 배출 트렁킹(trunking)(7)에 이용가능한 공간이 상기 보조 번들(31)의 단

부에 설치되어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고효율, 공간 절약의 경량화된 가스 또는 오일연소 보일러, 특히 가정용 보일러에 관
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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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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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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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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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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