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10442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F04B 39/02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1년09월28일
10-0310442
2001년09월17일

(21) 출원번호 10-1999-0059470 (65) 공개번호 특2001-0064979
(22) 출원일자 1999년12월20일 (43) 공개일자 2001년07월11일

(73) 특허권자 삼성광주전자 주식회사
이충전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1번지

(72) 발명자 윤용태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동두산1차아파트112-205

(74) 대리인 정홍식

심사관 : 정성찬

(54)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

요약

본 발명은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에 관한 것으로, 크랭크축과 커넥팅로드와의 마찰면에 오일을 원활
하게 공급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크랭크축과 커넥팅로드의 마찰에 따른 마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된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구성은,오일픽업튜브에 의해 흡입된 오일이 크랭크축을 구성하는 편심축부의 외주면에 형성된 오일확장홈과 
이 오일확장홈으로부터 일정깊이와 길이로 형성된 오일홈을 통해 공급되도록 된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
구조에 있어서, 이 오일홈의 소정위치에 오일확장홈이 형성되거나, 또는 상기 오일홈이 편심축부의 외주면을 따라 360
도에 형성됨과 더불어, 이 오일홈에 소정간격을 두고 오일확장홈이 다수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밀폐형, 압축기, 크랭크축, 오일, 공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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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2는 도 1의 A - A선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로 도 2의 대응도,

도 5는 종래 기술에 따른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를 나타내는 설명도,

도 6은 도 1의 A - A선 단면도,

도 7은 종래 기술에 따른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를 나타내는 분해사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크랭크축 11: 편심축부

11c,11e,11g: 오일확장홈 11d,11f: 오일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크랭크축과 커넥팅로드의 마찰에 따른 마모
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된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압축기는 저온 저압의 가스상태 냉매를 압축시켜 고온 고압의 가스 상태로 하도록 된 것으로, 본원에서는 
피스톤이 왕복으로 운동하는 밀폐형 압축기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과 커넥팅로드의 마찰면에 오일을 공급하는 구조는 도 5 내지 도 7에 도시된 것과 같
이, 도시되지 않은 회전자와 함께 회동되도록 설치된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에 커넥팅로드(20)의 일단이 미끄
럼접촉하면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고, 이 커넥팅로드(20)의 타단에 냉매가스를 흡입 및 압축을 통해 토출하도록 된 피
스톤(30)이 피스톤고정핀(40)과 피스톤핀(50)에 의해 힌지되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편심축부(11)의 하부에는 크랭크축(10)의 회전시 하부의 오일을 흡입하여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
와 케넥팅로드(20)의 마찰면에 오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오일픽업튜브(60)가 고정되어 있다.

    
상기 오일픽업튜브(60)에 의해 흡입된 오일이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와 케넥팅로드(20)의 마찰면에 오일을 
공급하도록 된 구조는, 상기 편심축부(11)의 하부에서 축방향 상부로 일정깊이 형성된 오일흡입공(11a)에 편심축부(
11)의 외주면에서 내부로 형성된 오일공급공(11b)이 연통되도록 설치되고, 이 오일공급공(11b)이 설치된 편심축부(
11)의 외주면에는 접시머리자리와 같은 오일확장홈(11c)이 설치되며, 이 오일확장홈(11c)의 일측으로는 일정길이의 
오일홈(11d)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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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크랭크축(10)의 회전에 의해 피스톤(30)은 직선왕복운동을 하게 되면서 냉매가스를 흡입과 압축을 하여 
토출하게 되는바, 이때 상기 오일픽업튜브 (60)에 의해 펌핑된 오일은 각 구동부에 냉각 및 윤활작용으로 압축기가 원
활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상기 오일픽업튜브(60)의 회전에 의해 흡입된 오일은 상기 오일흡입공 (11a)과 오일공급공(11b)을 통해 오일확
장홈(11c)과 오일홈(11d)으로 공급됨으로 상기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와 케넥팅로드(20)의 마찰면에 오일을 
공급하게 되어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와 케넥팅로드(20)의 마찰면에서 발생되는 마찰에 의한 마모를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러한 압축기의 흡입과 압축 및 토출시 상기 커넥팅로드(20)에 걸리는 힘이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에 
제일 크게 작용하게 되는바, 이 힘에 의해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는 비틀림모멘트 및 굽힘모멘트가 크게 작용
되는데 상기 오일확장홈(11c)과 연결된 오일홈(11d)의 형상만으로는 충분한 윤활작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즉, 상기 오일홈(11d)의 형상만으로 급유된 오일은 상기 압축기의 흡입과 압축 및 토출시 상기 크랭크축(10)의 편심축
부(11)에 작용하는 비틀림모멘트 및 굽힘모멘트에 의해 유막이 깨지면서 구동부의 마모는 압축기의 수명을 단축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오일홈에 추가로 오일확장홈을 형성하여 크랭크축
과 커넥팅로드의 마찰에 따른 마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된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오일홈을 편심축부의 외주면 전체에 걸쳐 형성함과 더불어 오일홈을 따라 오일확장홈이 일정간격으로 다수개 설
치되어 크랭크축과 커넥팅로드의 마찰에 따른 마모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도록 된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
급구조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오일픽업튜브에 의해 흡입된 오일이 크랭크축을 구성하는 편심축부의 외
주면에 형성된 오일확장홈과 이 오일확장홈으로부터 일정깊이와 길이로 형성된 오일홈을 통해 공급되도록 된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에 있어서, 이 오일홈의 소정위치에 오일확장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오일픽업튜브에 의해 흡입된 오일이 크랭크축을 구성하는 편심축부의 외주면에 형성된 오일확장홈과 이 오일확장
홈으로부터 일정깊이와 길이로 형성된 오일홈을 통해 공급되도록 된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에 있어
서, 상기 오일홈이 편심축부의 외주면을 따라 360도에 형성됨과 더불어, 이 오일홈에 소정간격을 두고 오일확장홈이 다
수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를 나타내는 설명도이고, 도 2는 도 1의 
A - A선 단면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로서, 종래 기술을 설명하는 도 5 내지 도 7과 동일한 부위에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이면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에 따라 오일픽업튜브(60)에 의해 흡입된 오일이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와 케넥팅로드(20)의 마찰면
에 오일을 공급하도록 된 일 실시예의 구조는, 상기 편심축부(11)의 하부에서 축방향 상부로 일정깊이 형성된 오일흡
입공 (11a)에 편심축부(11)의 외주면에서 내부로 형성된 오일공급공(11b)이 연통되도록 설치되고, 이 오일공급공(1
1b)이 설치된 편심축부(11)의 외주면에는 접시머리자리와 같은 오일확장홈(11c)이 설치되며, 이 오일확장홈(11c)의 
일측으로는 일정길이의 오일홈(11d)이 설치됨은 물론, 이 오일홈(11d)에 추가로 오일확장홈(11e)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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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오일픽업튜브(60)의 회전에 의해 흡입된 오일은 상기 오일흡입공(11a)과 오일공급공(11b)을 통해 오일
확장홈(11c)과 오일홈(11d)으로 공급됨과 더불어 상기 오일홈(11d)에 추가된 오일확장홈(11e)에 의해 상기 크랭크
축(10)의 편심축부(11)와 케넥팅로드(20)의 마찰면에 충분히 공급하게 되어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와 케넥
팅로드(20)의 마찰면에서 발생되는 마찰에 의한 마모를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본 발명에 따라 오일픽업튜브(60)에 의해 흡입된 오일이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
와 케넥팅로드(20)의 마찰면에 오일을 공급하도록 된 다른 실시예의 구조는, 상기 편심축부(11)의 하부에서 축방향 
상부로 일정깊이 형성된 오일흡입공 (11a)에 편심축부(11)의 외주면에서 내부로 형성된 오일공급공(11b)이 연통되도
록 설치되고, 이 오일공급공(11b)이 설치된 편심축부(11)의 외주면에는 접시머리자리와 같은 오일확장홈(11c)이 설
치되며, 이 오일확장홈 (11c)에서 시작하여 편심축부(11)의 외주면을 따라 형성되어 오일확장홈(11c)으로 다시 연결
되도록 오일홈(11f)이 설치됨은 물론, 이 오일홈 (11d)에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개의 오일확장홈(11g)이 형성되어 있
다.
    

따라서 상기 오일픽업튜브(60)의 회전에 의해 흡입된 오일은 상기 오일흡입공(11a)과 오일공급공(11b)을 통해 오일
확장홈(11c)과 오일홈(11f)으로 공급됨과 더불어 상기 오일홈(11f)에 추가된 오일확장홈(11g)에 의해 상기 크랭크
축(10)의 편심축부(11)와 케넥팅로드(20)의 마찰면에 충분히 공급하게 되어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와 케넥
팅로드(20)의 마찰면에서 발생되는 마찰에 의한 마모를 감소할 수 있게 된다.

즉, 상기 크랭크축(10)의 편심축부(11)에 작용하는 비틀림모멘트 및 굽힘모멘트에 의해 유막이 깨지면서 구동부의 마
모를 초래하지 않도록 편심축부(11)와 커넥팅로드(20)의 마찰면에 보다 많은 윤활을 하여 마모를 줄이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크랭크축과 커넥팅로드와의 마찰면에 오일을 원활하게 공급해줌으로써 크랭
크축과 커넥팅로드의 마찰에 따른 마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오일픽업튜브에 의해 흡입된 오일이 크랭크축을 구성하는 편심축부의 외주면에 형성된 오일확장홈과 이 오일확장홈으
로부터 일정깊이와 길이로 형성된 오일홈을 통해 공급되도록 된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에 있어서,

이 오일홈의 소정위치에 오일확장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오일홈이 편심축부의 외주면을 따라 연장 형성됨과 더불어, 이 오일홈에 소정간격을 두고 오일확장홈이 다수개 형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폐형 압축기용 크랭크축의 오일공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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