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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의한 히터는 고온도관가스프래념 내에 축으로 구비된 열전달 베슬(VESSEL)의 확장된 표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플래넘(Plenum)은 두개 벽을 갖는 히팅(HEATING)자켓에 의해 형성된다. 자켓을 통해 흐르는 액체는, 

베슬(VESSEL)의 바닥면에서 방출되기 전에 예열된 액체는 원주방향의 히티 교환을 위해 베슬(VESSEL)의 탑(TOP)

으로 처리되기 전에 도관가스에 의해 동시에 히팅(HEATING)된다. 플래넘(Plenum)을 통해 흐르는 고온도관가스는 

자켓과 베슬(VESSEL) 사이의 환형의 플래넘(Plenum)과 교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간이 되는 그리고 관통된 

링플레이트에 의해 원주방향으로 향한다. 보호코팅을 한 베슬(VESSEL)과 자켓의 알루미늄 구조는 플로어 또는 벽을

구비한 가벼운 히터이다. 상기 히터는 순환식 히팅(HEATING)시스템, 이동하는 고온의 물 시스템 또는 양자를 조합

한 시스템 내에서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히터, 고온도관가스, 프래넘, 베슬,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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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온연소를 하거나 유체로 채워진 정교한 열교환기 베슬(VESSEL)를 히팅(HEATING)하는 도관가스를 투

여하는 버너를 갖는 액체히터에 관한 것으로 도관가스는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환되고 격벽을 통과한다. 보다 상

세하게는 상기 액체는 도관가스에 접한 외부자켓 내의 제1 스테이지내에서 먼저 예열된다. 상기 히터는 순환식 히팅(

HEATING)시스템이고 가정의 온수히팅(HEATING)에 이용될 수 있다.

배경기술

순환식 히팅(HEATING)시스템은 온수히터 및 다수의 라디에이터를 포함하는 폐루프 시스템 내의 온수를 순환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수는 폐루프 순환시스템을 갖는 열교환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가정용 온수히터는 원통형벽, 반구형 탑(TOP) 및 컨케이브를 갖는 압력베슬(VESSEL)을 포

함하며 반원형 바닥은 가스 또는 오일버너에 직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효과적인 열교환표면은 반원형 베이스에 한정

된다. 상기 베슬(VESSEL)은 가스의 방출을 위해 중앙도관을 구비하고 고온도관가스로부터의 열을 회수한다. 냉수인

렛은 베슬(VESSEL)의 베이스에 인접하도록 구비된다. 상기 베슬(VESSEL) 내의 물은 히팅(HEATING)되고 그 결과

로 요청한 것에 따라 베슬 (VESSEL)의 상부로 올라가는 온수를 얻을 수 있다. 상기 베슬(VESSEL)은 대기기간 동안

에 열손실을 감소하도록 원통형부분을 따라 절연된다. 상기와 같은 온수베슬(VESSEL)의 효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보다 큰 히팅(HEATING)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서, 히팅리빙(HEATING LIVING) 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다수

의 튜브를 제공하여 큰 표면의 열전달면적을 이용하거나 튜브의 마주하는 면사이에 열전달유체에 열을 전달하도록 

연소가스가 통과하는 주위의 열전달면적을 이용하는 보일러 및 열교환기로를 이용하는 것은 종래의 기술이다. 튜브는

마주하는 헤드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종종 연장되고 공간을 최소화하고 표면적을 최대화하도록 감겨진다. 여기에는 

다수의 결합조인트가 있고 상대적으로 연성재료의 구조로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고비용의 수리비

가 발생될 수 있다.

종래기술에 의한 시스템의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굴곡진 것을 이용하고 외부 원통형 케이징 내에 포함되는 원뿔형 물

저장탱크를 변환하여 이용된 온수히터가 소개된 바 있다. 상기와 같은 히터는 Wenger의 1942년 캐나다 특허 제405,

531호와 1952년 제473,394호가 있다. 상부로 갈수록 줄어드는 단면을 갖는 환형의 플래넘(Plenum)은, 도관가스가 

저장탱크를 히팅(HEATING)하는 동안 처리되는 것을 통해 원뿔형 저장탱크와 케이징 사이에 형성된다. 전형적인 온

수히터에서와 같이 냉수는 저장탱크의 베이스에서 처리되고 온수는 저장탱크의 탑(TOP)으로부터 이송된다. 상기 저

장탱크는 굴곡지고 열전달은 저장탱크의 측벽의 플래넘(Plenum)을 통해 상부로 흘러 통과하는 고온도관가스로부터 

저장탱크를 히팅(HEATING)하여 일어난다. 고온도관가스는 플래넘(Plenum)으로부터 벤트된다. 상술한 종래 온수히

터는 간단하고 신뢰성으로 인해 효과적이지만 종래 온수히터의 효율성을 매우떨어지고 결구 종래의 온수히터의 사용

이 줄어든다.

코일터빈보일러의 사용은 많은 비용과 과도한 수리비가 소모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 Wenger의

원뿔형 히터들은 비싸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낮은 효율이 문제이다. 이러한 종래 기술에 의한 액체

히팅(HEATING)시스템의 문제점은 본 발명이 제안하고 있는 온수히터에 의해 극복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히팅(HEATING)시스템 내에서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히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히터는 적은 

유지비용과 환형의 고온도관가스플래넘(Plenum) 내에 구비된 확장된 표면을 갖는 열전달 베슬(VESSEL)의 조합으

로 구성된다. 보충적인 제1 스테이지 듀얼벽을 갖는 히팅(HEATING)자켓을 이용하는 구성에서, 효율은 종래의 기술

에 의한 복잡하고 고가이면서 보다 많은 유지비용이 소요되는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다. 플래넘(Plenum)을 통

하여 흐르는 고온도관가스는 베슬(VESSEL) 주위의 대류적인 열전달을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통된 링 플래에

트에 의해 원주방향으로 흐른다.

본 발명의 광의의 목적은, 베이스 및 상기 베이스에 인접하게 구비된 버너로부터 고온의 고관가스의 흐름을 안내하는

플래넘(PLENUM)을 형성하기 위한 상부 배 기관으로 구비된 하우징과; 닫힘 팁(TIP)과 닫힘 탑(TOP)을 구비하는 

원뿔형몸체를 갖는 열전달 베슬(VESSEL)과; 상기 베슬(VESSEL)에 액체를 투입하기 위한 원뿔형몸체의 탑(TOP)에

인접하게 형성된 인렛과; 액체가 하방으로 흐르고 고온도관가스로 역류하도록 하며 베슬(VESSEL)로부터 방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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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히팅(HEATING)되도록 한 상기 원뿔형몸체의 팁(TIP)에 인접하게 형성된 아웃렛과; 상기 베슬(VESSEL) 주위

의 고온도관가스를 분배하기 위한 적어도 부분적인 환형공간을 교차하도록 구비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형아웃

렛을 포함하며; 상기 원뿔형몸체는, 고온도관가스가 배기관 말단의 상부를 통해 흐르는 환형공간을 형성하도록 상기 

플래넘(Plenum) 내에 동축(COAXIALLY)으로 구비되고 상기 원뿔형몸체의 팁(TIP)은 상기 버너의 가장 인접한 부분

에 형성되고 플래넘(Plenum)의 배기관 방향 상부로 분기하는 측면을 구비하며 상기 고온도관가스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형플레이트에 의해 상부로 통과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를 제공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하우징을 절연하며 상기 하우징은 도관가스온도를 빠르게 올리수 있도록 한

다.

바람직하게 상기 환형플레이트는 다수의 개구부를 포함하고 상기 개구부의 적어도 일부는 베슬(VESSEL) 주위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켜 도관가스를 감소하기 위한 격벽을 구비한다. 여기서 두 개 또는 두 개이상의 플레이트가 이용되고

상기 격벽은 동일한 원주방향 또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될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히터는 베슬(VESSEL)방향으로 되기전에 예열하기 위한 액체를 포함하는 예열자켓에 고정

될 수 있다. 상기 자켓은 고온도관가스로부터 보다 많은 양을 열을 받아들이고 피드(FEED)된 액체가 대기온도에서 

히터로 들어갈 때 열 절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다 낮은 외부자켓온도 내에서 예상밖의 결과를 가져온다. 상기 환형

의 자켓은 상부와 하부 말단에 근접하게 구비되고 환형의 단면을 형성하는 내부와 외부벽을 구비하고 상기 벽 사이에

환형단면인 공간을 형성하는 환형의 자켓과; 상기 자켓으로 액체를 피드(FEED)하기 위한 자켓 하부말단에 구비되는 

인렛과; 액체가 인렛에서 아웃렛으로 흐르고 예열된 액체가 자켓에서 베슬(VESSEL)의 인렛까지 처리되기 전에 상기

내부벽을 통해 예열되도록 자켓의 상부말단에 구비되는 아웃렛;을 포함하되, 상기 내부벽은 하우징을 형성하고 상기 

하우징은 플래넘(Plenum) 내의 고온도관가스와 열전도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광의의 목적은 예열자켓은 고온도관가스의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다양한 열교환기과 

조합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성에서 보다 개선된 점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환형플레이트에를 더하여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의한 히터의 전체도면을 간략화한 것으로 히팅(HEATING)공간의 구조와 이동하는 물을 히팅(HEA

TING)하는 히팅(HEATING)시스템을 도시한 것이고,

도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것으로 플래넘(Plenum)내에 구비된 원뿔형 베슬(VESSEL)을 도시한 것이

고,

도3a 및 도3b 는 다수의 격벽을 갖는 환형플레이트의 두가지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도3a는 탑(TOP)플레이트 내의 

격벽을 도시한 것이고 도3b는 격벽과 부가적으로 비격벽인 개구부를 도시한 것이고,

도4는 베슬(VESSEL)의 측벽의 일부분의 단면과 다수의 격벽을 통한 고온도관가스의 흐름을 갖는 환형플레이트의 

방사상부분을 도시한 것이고,

도5a 및 도5b는 베슬(VESSEL)주위의 고온도관가스의 원주방향으로의 흐름을 감소하는 한쌍의 환형 플레이트와 격

벽을 가즌 플레넘 내의 베슬(VESSEL)을 도시한 것으로 도5a는 동일한 방향의 흐름을 감소하는 각 환형플레이트를 

도시한 것이고 도5b는 교차방향의 흐름을 감소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고,

도6은 히팅(HEATING)베슬과 물자켓의 측단면을 도시한 것으로 예열자켓을 포함하는 히터를 통해 액체의 흐름을 도

시한 것이고,

도7a 및 도7b는 베슬 탑(TOP)과 인렛의 부분측단면과 평면을 도시한 것이고, 액체가 베슬(VESSEL)에 방출된 것을 

도시한 것이고,

도8a 내지 도8c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양한 실시예에 의한 히팅(HEATING)효율의 개선된 것을 차트로 도시한 것

이고,

도9는 도1에 도시된 루프와 결합하여 본 발명에 의한 적합한 히터를 운전하는 순환식시스템의 상부 사시도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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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

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목

적, 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기타 다른 목적들, 특징점들, 그리고 작동상의 이점들이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에 의해 보

다 명확해질 것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히터(10)은 히팅(HEATING)액체를 위해 시스템 내에 구비된다. 여기서 몇몇 바람직한 실시

예는 가정의 물 히팅(HEATING)시스템 내의 온수와 같이 보통 재순환되는 히터 내의 제1 액체를 히팅(HEATING)하

는 순환식 히팅(HEATING)시스템과 같은 폐루프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히터는 제2 액체를 간접적으로 히팅(HEATING)하기 하도록 폐루프시스템 내의 제1 유체를 히팅(HEATING)한다. 상

술한 시스템의 실시예는 액체, 글리콜 또는 물을 히팅(HEATING)하는 것을 포함하고 히터내에서 제2 액체와 같은 이

동하는 물을 히팅(HEATING)하도록 히팅(HEATING)교환기를 통한 히팅(HEATING)된 액체를 통과하게 한다.

상기 히터는 히팅(HEATING)시스템의 일부 또는 사용될 액체의 히팅(HEATING)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순환식인 가정의 히팅(HEATING)경우에서 본 발명에 의한 히터(10)의 구체적

인 실시예는 물과 열전달매체와 같은 액체를 순환하는 닫혀진 히팅(HEATING)루프(11)의 일부이다. 상기 히터는 히

팅(HEATING)교환기일부(30)와 연료(13)와 공기(14)의 혼합물을 태우고 고온도관가스(35)를 방 사하는 버너(12)를 

포함한다. 상기 히터는 냉온의 물을 받아들이고 닫혀진 히팅(HEATING)루프(11)에 복원을 위해 고온의 물을 내보낸

다. 상기 루프는 메이크-업 수원(14)을 갖는다. 상기 루프 역시 팽창탱크(15)와 순환펌프(16)를 포함한다. 상기 루프(

11)는 다수의 히팅(HEATING)장치 또는 난방기, 팬코일(FAN COIL) 및 플로워 히팅(HEATING) 터빈(17)과 같은 라

디에이터 또는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룸라디에이터(18)에 온수를 전달한다.

이동하는 물을 히팅(HEATING)하는 루프회로가 도시된다. 이동하는 물(20)은 루프(11)에서 이동하는 물(20)에 열을

전달하기 위한 액체 히팅(HEATING)교환기(21)로 종래 액체를 통해 이동된다. 상기 히팅(HEATING)교환기(21)는 

열전달하기 위한 두개의 쳄버를 구비하고 제1 쳄버는 액체 내에서 루프(11) 내의 온수를 전달하고 제2 쳄버는 이동하

는 물(20)의 공급을 전달한다.

도2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먼저 제1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히터(10)은 베이스(32)와 상부 배기관 말단(

33)을 갖는 원통형(31)을 포함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버너(12)는 하우징(31)의 베이스(32)에 구비된다. 상기 하

우징(31)은 연소생성물 또는 고온도관가스(35)를 배기관 말단(33)으로 전달하기 위해 플래넘(34)를 형성한다.

적당한 버너는 낮은 압력가스버너로서 흡입식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너는 연소가스/ 공기혼합을 방사하기 

위한 다수의 포트를 갖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형버너헤드를 포함한다.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는 당업자는 

효과적인 연소를 발휘하도록 필요되는 가스의 종류, 가스압력, 오리피스 크기 및 버너의 헤드포트를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배기탑(TOP)은 고온도관가스의 드로우(DRAW) 및 화재를 방지하도록

충분한 드래프트(DRAFT)를 생성한다. 상기 버너헤드는 몸체 팁(TIP)의 말단으로부터 하방의 공간이다. 베슬(VESS

EL)이 히트교환기에 이르기 전에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도록 베슬(40) 하방의 버너(12)에 공간을 주어 도관가스가 베

슬(VESSEL)과 접촉하는 것을 막는다.

열전달 베슬(40)은 버너(12)와 고온도관가스(35)로부터 열을 받기 위해 하우징(31) 내에 구비된다.

본 발명에서는 다양한 열전달 베슬(VESSEL)이 적용될 수 있다. 강화된 표면으로 일체형 몸체의 베슬(VESSEL)의 이

용은 효과가 단순하다. 코일된 히팅(HEATING)교환기는 보다 큰 표면적의 잇점을 갖는다. 예열자켓과의 결합에서의 

코일된 히팅(HEATING)교환기의 이용은 이하에 보다 상술하게 기술한다.

보다 바람직할 실시예에서 베슬(40)은 닫혀진 팁(42)과 닫혀진 탑(43)을 갖는 원뿔형 몸체(41)를 갖는다. 상기 베슬(

40)은 베슬(40)의 표면과 교차하는 고온도관가스(35)와 접촉하도록 플래넘(34) 내에 동축으로 구비된다. 상기 몸체

의 팁(42)은 베이스(32)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구비된다. 따라서 몸체는 플래넘(Plenum)의 배기관 말단(33)의 상방

향으로 분기되는 측벽(46)을 갖는다. 상기 몸체의 측벽(46)은 다수의 열전달핀(47)에 고정된다. 상기 핀(47)은 몸체 

측벽을 따라 축으로 연장되게 보인다. 상기 측벽들이 제조시에 보다 많이 테스트될 수 있는 반면에 핀(47)들은 베슬(

VESSEL)의 몸체(41) 주위에 원주방향으로 또는 나선형과 같이 방향을 맞추어 생성된다.

상기 환형공간(48)은 베슬의 몸체(41)과 버너(12)로부터 흐르는 고온도관가스(35)을 인에이블링 하기 위한 하우징(3

1) 사이에 형성되고 베슬(40)과 하우징의 배기관 말단(33)을 통과한다. 상기 하우징은 원통형이고 환형공간의 단면은

몸체의 탑말단(43) 주위에서 상부 방향으로 최소가 되도록 줄어든다. 베슬(VESSEL)의 탑말단(43)과 환형공간(48)의



공개특허 10-2004-0099277

- 5 -

탑(TOP)의 하우징(31) 사이에 압축이 도관가스를 위한 드래프트를 생성하는 것과 연소를 촉진하도록 형성된다.

상기 베슬(40)은 상대적으로 냉온의 액체를 담기 위해 원뿔형몸체의 탑(43) 인접한 부분에 인렛(50)을 갖는다. 아웃

렛(51)은 베슬(VESSEL)로부터 히팅(HEATING)된 액체의 방출을 위한 원뿔형 몸체(41)의 팁(42)의 인접위치에 형

성된다. 따라서, 종래의 온수히터와는 대조적으로 액체는 베슬(40)를 통해 하방으로 아웃렛 외부의 인렛(50)으로 흐

르고, 도관가스(35)는 올라가 베슬(VESSEL)를 통해 상부로 흘러간다; 액체 및 가스는 히팅(HEATING)교환의 역류

를 안정화한다.

도2, 도3a 및 도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형플레이트(60)은 환형공간(48)을 가로질러 교차하게

구비된다. 각 플레이트(60)는 통과해서 고온도관가스(35)를 인에이블링 하도록 형성된 다수의 개구부(61)를 갖는다.

또한 도3a 내지 도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적어도 몇개의 개구부(61)는 측면으로 도관가스(35)

를 전환하기 위한 창살 또는 격벽(62)에 고정된다. 격벽은 모두 원주방향으로 구비되어 동일한 방향이고 도관가스는 

도관가스가 플래넘(34)을 넘어 탑(TOP) 배기관(33)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베슬(40) 주위의 원주방향 또는 소용돌이

와 같이 이동하여 감소된다. 상기 플레이트(60)은 내주(60i)와 외주(60o)를 구비하고 각각의 내주(60i)와 외주(60o)

는, 도관가스(35)가 플래이트의 개구부(61)를 통해 흐르고 격벽(62)으로 흐르도록 각각의 몸체(41)과 하우징(31)에 

맞주어지고 환형공간(48)를 나선형이 되게 수행한다.

상기 플레이트의 개구부(61)은 고온도관가스(35)가 플래넘(Plenum) 주위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일반적으로 단일하게

플레이트(60) 주위에 원주방향으로 배열된다.

도5a 및 도5b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격벽(62)를 갖는 하나 이상의 플레이트(60)의 이용은 고온도관가스의 움직임 제

어를 허용한다. 상기 플레이트는 수직으로 구분되는 공간이 되고 동일한 방향을 갖는 격벽과 연속적인 플레이트는 동

일한 방향 내에서 움직이는 도관가스를 재감소 할 수 있다(도5a). 교차 및 마주하는 방향을 갖는 격벽과 연속적인 플

레이트는 마주하는 방향 내에서 움직이는 도관가스를 감소할 것이다(도5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형 플레이트(60)는 베슬(40)을 따라 수직으로 구분되는 공간이 된다. 상기 플레이트(60)의 가

장 낮은 부분은 버너의 연소공정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버너 상부에 구비된다.

온도가 낮은 냉온의 물은 상부 인렛(50)에서 베슬(VESSEL)로 들어가고 몸체 측벽을 통한 전도에 의해 히팅(HEATI

NG)되고 보다 낮은 하부의 아웃렛(51)의 외부로 온수로서 흐른다. 부가하여 히팅(HEATING)은 버너 및 고온도관가

스로부터 열을 회수하기 위해 하우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히팅(HEATING)의 단일 스테이지에서와 같이 이용될 때, 하우징은 안전과 열보존을 위해 절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하우징(31)은 환형의 물 자켓(70)으로 형성된다. 상기 자켓은 액체에 대한 예열기 스테이지이다

. 자켓은, 물이 입수 될 때에 액체가 히팅(HEATING)프로세스를 통과하더라고 절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켓 외주

면도 절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기 자켓은 베슬(40)에 대한 하우징(31)을 형성하고 플래넘(34) 내의 고온도관가스(35)와 열전달하는 원통형 내부

벽(71)을 갖는다. 원통형 외부벽(72)는 환형의 단면공간(73)을 형성하기 위한 내부벽 주변에 원뿔형으로 구비된다. 

상기 환형공간(73)은 물쳄버(76)을 형성하도록 하부 단부(74) 및 상부 단부(75)에서 닫혀진다.

액체인렉(77)은 피드(FEED)되는 액체를 허용하도록 자켓의 하부단부(74)의 외부벽(72)에 형성되고 아웃렛(78)은 

베슬(VESSEL)의 인렛(50)으로 예열된 액체를 처리하도록 자켓의 상부말단(75)의 내부벽(71)에 형성된다. 선택적으

로 인렛(77)과 원주방향으로 자켓(70)의 주위로부터 피드(FEED)되는 물의 입수를 보다 용이하게 분배하도록 내부와

외부벽(71,72) 사이의 환형공간 내에 구비되는 환형격벽(79)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슬인렛(50)은 베슬(VESSEL) 몸체(41)의 내부(81)로 방출(80)되도록 맞추어진다. 상기 

방출(80)은 물의 소용돌이를 감소하고 물이 하방으로 베슬(40)을 통해 흐르면 격한 물의 움직임을 감소하도록 약간 

하방으로 구비되고(도7a) 측벽(7b)으로 각이 맞추어진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히터(10)는 공간히팅(HEATING)시스템의 일부이다. 상기 시스템은 열전쌍 자동 꺼짐과 압

력 릴리프밸브와 같은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다.

도9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히터는 팽창탱크(15), 펌프(16)을 포함하는 팩키지 내에서 제작된다. 이동 온수히터(21)는 

펌프(16)에 인접한 루프(11)와 결합된다. 따라서 히터패키지는 직접적으로 히팅(HEATING)되어 이동하는 온수라면 

발생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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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기능의 시스템에서 히터는 이동하는 물을 히팅(HEATING)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2 액체를 위한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라디에이터와 히팅(HEATING)교환기에 공급되는 물 또는 글리콜과 같은 제1 액체를 히팅(HEATING)

한다.

<실시예>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경량의 히터가 제조되고 다양한 성능테스트가 이루어진

다. 상기 몸체의 측벽은, 측벽에 결합되어 생성된 종축의 핀과 알로이 알루미늄을 캐스트하여 일반적인 3/16' 두께로 

형성된다; 상기 핀은 3/4' 및 1/2' 인치 사이에서 선택된다. 상기 베슬(40)은 약 8' 지름의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캐스

트하여 형성된 탑(TOP) 말단(43)으로 14' 이다. 상기 자켓(70)은 내부벽과 로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고 하우징(71,7

3)은 베슬(VESSEL)의 탑 말단(43) 및 약 1/4' 의 내부벽(71) 사이의 주위의 환형갭을 형성하여 지름이 8-1/2' 가된

다.

상기 베슬(VESSEL)의 인렛(50)은 하방으로 약 15°로 3/4' 파이프와 측벽으로부터 약 45°되게 제작된다. 도7a에

서 도시된 바와 같이 베슬(VESSEL)의 탑말단(43)은 가스켓(83)을 이용하여 밀폐되고 다수의 조임쇠로 몸체와 밀폐

된다. 상기 베슬(VESSEL)에 대한 일반적인 작동압력비율은 약 18 psig 이다.

상기 베슬(VESSEL)의 캐스트 요소는 내부와 외부에서 다루어진다. 높은 온도의 싱글-부분의 에폭시 페인트의 부드

럽고 비반응적인 코팅은 열전달유체에 노출되도록 베슬(VESSEL)에 내부에 더해진다. 다양한 에폭시 계통이 가능하

고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조합과 컬러와 같은 열전달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

다. 외부는 고온저항 및 ANTI-CORROSIVE MIEA-ZINC 코팅(코닝으로부터 이용가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진공하(

다공성 경우를 청소하고 감소함)에서 SODIUM META-SILICATE 로 먼저 다루어진다. 상기 자켓 내부와 외부벽의 

액측의 측면은 에폭시 페인트로 코팅된다. 상기 원통형자벳의 구성요소는 롤링된 알루미늄으로 제조된다.

상기 버너는 3-5' 원주의 가스소스 상에서 동작하는 천연가스버너 및 자연적으로 흡입되는 연소공기와 같은 35000-

55000 Btu/hr 의 히팅(HEATING)출력을 발생한다. 알루미늄 버너는 히터 하중의 전체를 예외적으로 가볍게 지속시

키도록 히팅(HEATING)한다.

상기 환형의 플레이트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다. 테스트는 플레이트가 없을 때 그리고 하나 또는 두개의 플레이트를 장

착하고 이루어졌다.

테스트가 수행되고 테스트의 몇몇 항목을 기술하고자 한다.

히터(10)의 목적은 200ppm 이하의 카본모노옥시드 레벨과 약 200-250℃ 보다 낮은 온도에서 배기되는 도관가스로

80% 이상의 효율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서로 다른 히터와 버너는 높은 효율을 이루는 동안 여전히 높은 온도의 도

관가스를 갖는 것을 변경할 수 있다.

테스트는 종래의 병류형 원뿔베슬로부터 효율성에서 큰 개선된 것을 보이고 목적이 달성되며 다양한 실시예의 수행

에서 최소한의 변화가 발생되는 부가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물의 흐름비율은 1.8-2.2 범위 내에 있다. 연소

는 Bacharach 모델 300 분석기로 테스트되었다. 상기 테스트는 해수면 상부 1200m 에서 실행되었다. 열적부하는 

서로 다른 온도를 형성하기 위해 히터의 고온 아웃렛과 냉온의 인렛을 교차하도록 구비된다.

[표 1]

물흐름Gpm 부하 Δ℃ BTU/hr 효율 % CO ppm 도관 T℃ 상태

A 1.8 40 46150 60 25 398 플레이트 없음

B 2.2 30 42000 80 6 198 단일 플레이트

E 2.2 40 48000 82.6 201 178 단일 플레이트

F 2.2 35 55000 83.1 104 149 두개 플레이트

G 2.2 33 45000 83.2 72 159 두개 플레이트

H 2.2 30 42000 81 17 184 두개 플레이트



공개특허 10-2004-0099277

- 7 -

표1은 도8a-8c 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결과을 표시한다.

단일플레이트의 경우에 있어서, 환형플레이트는 14' 베슬(40)의 탑(43)으로부터 약 5' 로 구비된다. 두개의 플레이트

의 경우에 있어서, 제2 환형플레이트는 베슬(VESSEL)의 탑(TOP)으로부터 약 9' 또는 제1 격벽으로 4인치 이상 그리

고 불꽃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버너 상부의 12인치의 공간이 구비되고 완전한 연소가 이루어진다. 테스트를 위한 

일반적인 온도는 자켓 인렛(77)에서 약 140℃, 베슬 (VESSEL) 인렛(50)의 자켓 아웃렛(78)에서 160℃ 및 약 40℃ 

를 일으키는 열적부하를 가즌 베슬아웃렛(51)에서 약 180℃ 이다.

상기 히터는 새로운 설치 또는 장비로서 이용될 수 있다. 가볍고, 작고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정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고 히팅(HEATING)은 상업적인 작동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베슬(VESSE

L)과 자켓은 코일형태의 보일려의 동작 보다 덜 민감하다.

참고로, 여기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는 여러가지 실시 가능한 예 중에서 당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선정하여 제시한 것일 뿐,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반드시 이 실시예에만 의해서 한정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화와 부가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 균등한 타

의 실시예가 가능함을 밝혀 둔다.

예컨대 하우징은 원통형 또는 베슬(VESSEL)은 원뿔형이 바람직한 반면에 상술한 원통형 또는 원뿔형이 아닌 다른 

형상 또는 다른 단면으로 운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에 있어서,

상기 히터는, 베이스 및 상기 베이스에 인접하게 구비된 버너로부터 고온의 고관가스의 흐름을 안내하는 플래넘(PLE

NUM)을 형성하기 위한 상부 배기관으로 구비된 하우징과;

닫힘 팁(TIP)과 닫힘 탑(TOP)을 구비하는 원뿔형몸체를 갖는 열전달 베슬(VESSEL)과;

상기 베슬(VESSEL)에 액체를 투입하기 위한 원뿔형몸체의 탑(TOP)에 인접하게 형성된 베슬인렛과;

액체가 하방으로 흐르고 고온도관가스로 역류하도록 하며 베슬(VESSEL)로부터 방출되기 전에 히팅(HEATING)되

도록 한 상기 원뿔형몸체의 팁(TIP)에 인접하게 형성된 베슬아웃렛과;

상기 베슬(VESSEL) 주위의 고온도관가스를 분배하기 위한 적어도 부분적인 환형공간을 교차하도록 구비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형아웃렛을 포함하며;

상기 원뿔형몸체는, 고온도관가스가 배기관 말단의 상부를 통해 흐르는 환형공간을 형성하도록 상기 플래넘(Plenum)

내에 동축(COAXIALLY)으로 구비되고 상기 원뿔형몸체의 팁(TIP)은 상기 버너의 가장 인접한 부분에 형성되고 플래

넘(Plenum)의 배기관 방향 상부로 분기하는 측면을 구비하며 상기 고온도관가스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형플

레이트에 의해 상부로 통과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상기 몸체의 팁(TIP)과 상부 사이에서 열전달강화핀을 구비하고 방사상으로 연장된 원뿔형측벽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환형플레이트는 개구부를 포함하고 상기 개구부의 적어도 일부는 베슬(VESSEL) 주위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켜 

도관가스를 감소하기 위한 격벽을 구비하고 상기 도관가스는 격벽을 통해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

EATING)하기 위한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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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형플레이트는 몸체 및 하우징 사이의 환형공간의 단면을 채우고 상기 플레이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구부를 구비하고 상기 적어도 몇몇의 개구부는, 환형공간을 흐르는 고온도관가스가 원주방향으로 

구비되도록 구비되는 격벽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플레이트의 최저는 버너에 의해 완전한 연소를 하도록 버너 상부에 충부히 공간이 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환형플레이트의 내부 및 외부주변은 외부 도관가스가 개구부를 통한 방향이 되도록 각각의 몸체와 하우징에 적합한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는, 상기 연소가스가 상기 플래넘(Plenum) 주변에 고르게 분배되어 상기 환형상 부위에 원주방향으로 일

정하게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환형플레이트를 포함하되 상기 플레이트의 격벽된 개구부는 동일방향으로 구비되고 상기 플래

넘(Plenum)과 베슬(VESSEL)주위를 통해 동일 원주방향 내에서 도관이동을 일으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

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환형플레이트를 포함하되 연속적인 환형플레이트의 격벽된 개구부는 플래넘(Plenum)을 통해 

고온도관가스의 원주방향을 선택적으로 변환하도록 마주하는 방향 내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

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버너는 자연적으로 통풍(ASPIRATE)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버너는 베슬(VESSEL)의 팁말단으로부터 하부 방사상 외부방향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형버너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원형공간의 단면을 베슬(VESSEL)의 상부말단 상부방향으로 가늘하게 한 원통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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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부와 하부 말단에 근접하게 구비되고 환형의 단면을 형성하는 내부와 외부벽을 구비하고 상기 벽 사이에 환형단면

인 공간을 형성하는 환형의 자켓과;

상기 자켓으로 액체를 피드(FEED)하기 위한 자켓 하부말단에 구비되는 인렛과;

액체가 인렛에서 아웃렛으로 흐르고 예열된 액체가 자켓에서 베슬(VESSEL)의 인렛까지 처리되기 전에 상기 내부벽

을 통해 예열되도록 자켓의 상부말단에 구비되는 아웃렛;을 포함하되

상기 내부벽은 하우징을 형성하고 상기 하우징은 플래넘(Plenum) 내의 고온도관가스와 열전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수단은, 액체가 자켓 아웃렛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켓 주위에 원주방향으로 피드(FEED) 액체를 분배하기 위한 내

부와 외부벽 사이의 환형공간 내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하우징과 자켓의 내부벽은 원통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분배수단은 자켓의 환형공간 인접부분과 자켓의 인렛 상부에 구비되는 환형의 격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제1 액체는 루프 상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히팅(HEATING)장치에 고온의 물을 공급하도록 폐루프 내의 히터를 통해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루프와 열전도되는 제1 쳄버 및 음료수를 제공하는 제2 쳄버를 갖는 액체열교환기의 액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19.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에 있어서,

상기 히터는, 베이스 및 상기 베이스에 인접하게 구비된 버너로부터 고온의 고관가스의 흐름을 안내하는 플래넘(PLE

NUM)을 형성하기 위한 상부 배기관으로 구비된 하우징과;

플래넘(Plenum) 내에 구비되고 배기관 말단의 상부방향으로 고온도관가스가 흐르는 사이에 환형의 공간을 형성하는

열교환기와;

열교환기의 탑(TOP)에 인접한 인렛과;

액체가 하방으로 흐르고 고온도관가스로 역류하도록 하며 열교환기로부터 방출되기 전에 히팅(HEATING)되도록 한 

열교환기의 바닥면에 구비되는 아웃렛과;

하부와 상부말단에 인접하게 구비되고 단면이 환형인 공간을 형성하는 내부와 외측벽을 구비하는 환형의 자켓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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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켓으로 액체를 피드(FEED)하도록 자켓의 하부 말단에 형성된 인렛과;

액체가 인렛에서 아웃렛으로 흐르고 예열된 액체가 자켓에서 열교환기의 인렛까지 처리되기 전에 상기 내부벽을 통

해 예열되도록 자켓의 상부말단에 구비되는 아웃렛;을 포함하되

상기 내부벽은 하우징을 형성하고 상기 하우징은 플래넘(Plenum) 내의 고온도관가스와 연전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열교환기 주위의 고온도관가스를 부분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환형공간을 교차하여 구비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

형플레이트를 포함하되 상기 가스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형플레이트의 상부방향으로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체를 히팅(HEATING)하기 위한 히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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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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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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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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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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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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