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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52 항

(54)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 기계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피스톤 커넥팅 로드의 하단을 위한 이동의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를 생성함으로써 2-행정 및 4-행정 사이클 왕복

운동 피스톤 내연 엔진, 왕복운동 피스톤 펌프 및 압축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계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커넥팅 로드의 상단에 부착되는 피스톤은 그 왕복경로의 하부에서 휴지하도록 만들어져, 가용 실린더 압력의 더 나은 활용

을 통해서 상기 엔진, 펌프 및 압축기의 출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앙축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원주형 하우징과 더불어 상사점 위치와 하사점 위치 사이에서 상기 중앙축을 따라 상기 원

주형 하우징에서 이동하는 적어도 하나의 왕복운동 피스톤, 크랭크샤프트에 방사상으로 배치되고 상기 크랭크축에 평행한

크랭크핀축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크랭크핀과 함께 크랭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에 있는 크랭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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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되는 크랭크샤프트, 및 상단 저널에서 상기 피스톤에 선회가능하게(pivotally) 부착된 상단과 하단

저널에서 상기 크랭크핀에 선회가능하게 부착된 하단을 가지며 상기 상단은 상기 크랭크축에 평행한 상단 저널축을 중심

으로 선회하고 상기 하단은 상기 크랭크축에 평행한 하단 저널축을 중심으로 선회하는 커넥팅 로드를 구비하는 기계장치

에 있어서,

상기 하단 저널축에 평행하고 크랭크핀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편심저널축을 가지는 축방향으로 편심인 저널을 가지며,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는 동안 상기 하단을 위한 비원형 경로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하단 및

크랭크핀 사이에 삽입되는 편심베어링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팅 로드의 하단의 비원형 경로는 에피트로코이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는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는 동안 상기 원주

형 하우징의 하사점에서 휴지하는 피스톤에 의해 소비되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 저널축과 하단 저널축 사이의 거리는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

는 동안 상기 원주형 하우징의 하사점에서 휴지하는 피스톤에 의해 소비되는 시간 동안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경로의 하부

와 부합하는 원호의 반경임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있는 선 기어축 (sun gear axis)으로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적어도 하나

의 고정 선 기어 (stationary sun gear)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유성 기어 집합 (planetary gear set),

상기 선 기어축과 평행한 유성 기어축(planet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선 기어와 맞물려있으며, 상기 선 기어와 같은 피

치 직경을 가지는 회전하는 유성 기어,

상기 유성 기어축에 평행하고 상기 유성 기어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편심 저널축을 가지고 상기 유성 기어에 장착된 상기 편

심베어링을 더 포함하고

상기 편심베어링은 상기 하단 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며 상기 크랭크핀은 상기 편심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됨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내접 기어(internal toothed gear)가 상기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축을 가지도록 고정적으로 부착

된 적어도 하나의 내접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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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접 기어의 축과 평행한 제1 스퍼 기어축(spur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내접 기어와 맞물려있는 적어도 하나의 제

1 스퍼 기어,

상기 제1 스퍼 기어축에 평행한 제2 스퍼 기어축을 가지고 상기 제1 스퍼 기어와 맞물리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스퍼 기어,

상기 제2 스퍼 기어축에 평행하고 상기 제2 스퍼 기어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편심저널축을 가지고 상기 제2 스퍼 기어에 장

착된 상기 편심베어링을 더 포함하고

상기 편심베어링은 상기 하단 저널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되며, 상기 크랭크핀은 상기 편심저널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됨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7.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10.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11.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12.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13.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있는 선 기어축 (sun gear axis)으로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적어도 하나

의 고정 선 기어 (stationary sun gear)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유성 기어 집합 (planetary gear set),

상기 선 기어축과 평행한 유성 기어축(planet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선 기어와 맞물려있으며, 상기 선 기어와 같은 피

치 직경을 가지는 회전하는 유성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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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성 기어축에 평행하고 상기 유성 기어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편심 저널축을 가지고 상기 유성 기어에 장착된 상기 편

심베어링을 더 포함하고,

상기 편심베어링은 상기 하단 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고, 상기 크랭크핀은 상기 편심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됨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14.

제 4항에 있어서,

내접 기어 (internal toothed gear)가 상기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축을 가지도록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고정적으로 부착

된 적어도 하나의 내접 기어,

상기 내접 기어의 축과 평행한 제1 스퍼 기어축(spur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내접 기어와 맞물려있는 적어도 하나의 제

1 스퍼 기어,

상기 제1 스퍼 기어축에 평행한 제2 스퍼 기어축을 가지고 상기 제1 스퍼 기어와 맞물리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스퍼 기어,

상기 제2 스퍼 기어축에 평행하고 제2 스퍼 기어축으로부터의 오프셋된 편심저널축을 가지고 상기 제2 스퍼 기어에 장착

된 상기 편심베어링을 더 포함하고,

상기 편심베어링은 상기 하단 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며, 상기 크랭크핀은 상기 편심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됨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1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1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19.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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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기계장치.

청구항 21.

중앙축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원주형 하우징과 더불어 상사점 위치와 하사점 위치 사이에서 상기 중앙축을 따라 상기 원

주형 하우징에서 이동하는 적어도 하나의 왕복운동 피스톤, 크랭크샤프트에 방사상으로 배치되고 상기 크랭크축에 평행한

크랭크핀축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크랭크핀과 함께 크랭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에 있는 크랭크케이

스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되는 크랭크샤프트, 및 상단 저널에서 상기 피스톤에 선회가능하게 부착된 상단과 하단 저널에서

상기 크랭크핀에 선회가능하게 부착된 하단을 가지며 상기 상단은 상기 크랭크축에 평행한 상단 저널축을 중심으로 선회

하고(pivotting) 상기 하단은 상기 크랭크축에 평행한 하단 저널축을 중심으로 선회하는 커넥팅 로드를 구비하는 기계장치

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축 방향으로 편심인 저널 및 상기 하단 저널축에 평행한 편심저널축을 가지는 편심베어링을 마련하는 단계,

상기 하단 저널에 상기 편심베어링을 배치하는 단계,

상기 크랭크핀축으로부터 평행하고 상기 크랭크핀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편심베어링 저널축을 가지는 상기 편심저널에 상

기 크랭크핀을 배치하는 단계, 및

상기 하단이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는 동안 비원형 경로를 따르도록 만드는 단계를 포함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팅 로드의 하단이 비원형 경로를 따르도록 만드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비원형 경로는 에

피트로코이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는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는 동안 상기 원주

형 하우징의 하사점에서 휴지하는 피스톤에 의해 소비되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 저널축과 하단 저널축 사이의 거리는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

는 동안 상기 원주형 하우징의 하사점에서 휴지하는 피스톤에 의해 소비되는 시간 동안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경로의 하부

와 부합하는 원호의 반경임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있는 선 기어축 (sun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고정 선 기어 (stationary sun gear)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유성 기어 집합 (planetary gear set)을 마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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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 기어축과 평행한 유성 기어축(planet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선 기어와 맞물려있으며, 상기 선 기어와 같은 피

치 직경을 가지는 회전하는 유성 기어를 마련하는 단계,

상기 유성 기어축에 평행하고 상기 유성 기어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편심 저널축을 가지는 편심베어링을 상기 유성 기어에

장착하는 단계, 및

상기 하단 저널에 상기 편심베어링을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는 단계, 및 상기 편심저널에 상기 크랭크핀을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26.

제 23항에 있어서,

내접 기어 (internal toothed gear)가 상기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축을 가지도록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고정적으로 부착

된 적어도 하나의 내접 기어를 마련하는 단계,

상기 내접 기어의 축과 평행한 제1 스퍼 기어축(spur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내접 기어와 맞물려있는 적어도 하나의 제

1 스퍼 기어를 마련하는 단계,

상기 제1 스퍼 기어축에 평행한 제2 스퍼 기어축을 가지고 상기 제1 스퍼 기어와 맞물리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스퍼 기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2 스퍼 기어축에 평행하고 제 2 스퍼 기어축으로부터 오프셋된 상기 편심 저널축을 가지는 편심베어링을 상기 제2

스퍼 기어에 장착하는 단계,

상기 하단 저널에 상기 편심베어링을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는 단계,

및 상기 편심저널에 상기 크랭크핀을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있는 선 기어축 (sun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고정 선 기어 (stationary sun gear)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유성 기어 집합 (planetary gear set)을 마련하는

단계,

상기 선 기어축과 평행한 유성 기어축(planet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선 기어와 맞물려있으며, 상기 선 기어와 같은 피

치 직경을 가지는 회전하는 유성 기어를 마련하는 단계,

상기 유성 기어축에 평행하고 상기 유성 기어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편심 저널축을 가지는 편심베어링을 상기 유성 기어에

장착하는 단계, 및

상기 하단 저널에 상기 편심베어링을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는 단계, 및 상기 편심저널에 상기 크랭크핀을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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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항에 있어서, 내접 기어 (internal toothed gear)가 상기 크랭크축과 같은 축을 가지도록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고정

적으로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내접 기어를 마련하는 단계,

상기 내접 기어의 축과 평행한 제1 스퍼 기어축(spur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내접 기어와 맞물려있는 적어도 하나의 제

1 스퍼 기어를 마련하는 단계,

상기 제1 스퍼 기어축에 평행한 제2 스퍼 기어축을 가지고 상기 제1 스퍼 기어와 맞물리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스퍼 기어를

마련하는 단계,

상기 제2 스퍼 기어축에 평행하고 상기 제 2 스퍼 기어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편심 저널축을 가지는 편심베어링을 상기 제2

스퍼 기어에 장착하는 단계,

상기 하단 저널에 상기 편심베어링을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는 단계,

및 상기 편심저널에 상기 크랭크핀을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29.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30.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31.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32.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33.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34.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3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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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37.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38.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39.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40.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41.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가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배기구를 가지며, 상기 원주형 하우징의

축을 따라 상기 배기구를 크기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42.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가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흡기구를 가지며, 상기 원주형 하우징의

축을 따라 상기 흡기구를 크기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43.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가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배기구를 가지며, 상기 원주형 하우징의

축을 따라 상기 배기구를 크기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44.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가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흡기구를 가지며, 상기 원주형 하우징의

축을 따라 상기 흡기구를 크기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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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46.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47.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48.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49.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50.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51.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2-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청구항 52.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장치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능 향상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에피트로코이드(Epitrochoidal) 경로를 생성하는 크랭크샤프트를 이용함으로써 왕복운동 피스톤 내연 엔진, 펌

프 및 압축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계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피스톤은 그 왕복 경로 하부에서 휴지하도

록 만들어져, 가용 압력의 더 나은 활용을 통해 상기 엔진, 펌프, 및 압축기의 실린더 출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배경기술

Otto 및 Langen에 의해 1860년대에 최초의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내연 엔진이 개발된 이래, 상기 내연 엔진을 개선하기 위

한 지속적인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한 시도의 결과들이 모든 곳에서 명백하며, 상기 내연 엔진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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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응용분야들에서 사용되며, 그러한 응용분야들은 몇 가지 들어보자면 수송 기관, 발전, 건설, 농업, RV 차량

(recreational vehicle), 및 정원용 기구들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내연 엔진들은 디젤, 가솔린, 및 천연

가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가스 터빈 및 로터리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내연 엔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왕복운동 피스톤 엔

진이다. 이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또는 팽창)(power or expansion), 및 배기와 같은 4 단계를 한 사이클로 하여 동작한

다. 상기 피스톤은 그것의 왕복운동 최고점을 나타내는 상사점 (TDC: Top Dead Center) 위치와 그것의 왕복운동 최저점

을 나타내는 하사점 (BDC: Bottom Dead Center) 위치와의 사이를 왕복운동한다. 상기 피스톤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왕복운동하는 거리는 고정거리이며, 보통 피스톤의 행정(stroke)이라 지칭된다. 이러한 형태의 엔진은 2-행정 주기

(cycle) 혹은 4-행정 주기이다. 2-행정엔진은 동작의 모든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2 피스톤 행정 (또는 크랭크샤프트의 1

회전)을 필요로 하는 반면, 4-행정엔진은 동작의 모든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4 피스톤 행정 (또는 크랭크샤프트의 2회전)

을 필요로 한다. 상기 동작의 각 단계의 구분은 다른 단계들과 명백하게 나누어지지는 않는다. 크랭크샤프트의 회전각의

형태에서 시간이 각 단계로부터 "차용"되어 각 단계는 단계들과 중첩하거나, 2-행정엔진의 경우에 결합함으로써 다음 단

계로 전이된다.

전형적인 왕복운동 피스톤 엔진에서, 피스톤은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에서 실린더 보어(bore) 또는 원주형 하우징 내에서

왕복운동하고, 커넥팅 로드는 상기 피스톤을 크랭크샤프트 상의 크랭크핀에 결합시킨다. 상기 크랭크핀은 상기 크랭크샤

프트의 중앙선에서 일정 거리 이격되어 위치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구성에서,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할 때 상기 크랭크

핀의 경로는 원이 되며, 그 원의 직경은 행정 값과 같다. 이러한 구성 내의 (크랭크핀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피스톤 직경

및 행정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들은 변경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연동장치(linkage)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구성 내

에서 내연 엔진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들은 연료와 그 연료의 실린더 내로의 운반에 대한 열역학적인 속성 및 상기 엔진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재들의 물리적 및 기계적인 속성에 의해 일정 범위로 제한되어 왔다.

크랭크샤프트의 동작, 행정, 또는 압축비 (CR: Compression Ratio)를 변경함으로써 상기에 설명된 그 기본적인 연계를 개

선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번호 6,453,869에서 Moore는 상사점에서 피스톤의 휴지 위치

(dwell point)를 확장하고 편심 부재가 구비된 크랭크샤프트를 통해 커넥팅 로드 레버리지 (leverage)를 개선함으로써 효

율성을 높이려고 모색했다. 미국 특허 번호 6,526,935에서 Shaw는 궤도운동을 하는 크랭크샤프트의 궤적이 하트 모양의

형태를 가지게 하고 동작하는 동안 압축비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연료 효율성 및 토크(torque)를 높이려

고 모색했다. 미국 특허 번호 5,927,236에서 Gonzales는 행정의 길이를 변경하고 더 긴 폭발행정과 더 짧은 흡입 행정을

도입함으로써 내연 엔진의 열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특허 번호 5,158,047에서 Schaal은 실린더 압력이

증가되도록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함으로써 폭발행정의 초기 절반에서 피스톤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순 엔진 효율이 증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전의 시도들과 관련되어 실현되지 않은 이점들이 본 발명에 의해 극복되었다. 상사점에서의 피스톤 휴지 위치를 확장함

으로써 크랭크샤프트의 동작을 변경하려는 이전의 시도들에 비하여, 본 발명은 하사점에서의 피스톤 휴지 위치를 극대화

한다. 피스톤을 상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휴지하게 하거나 상기 크랭크샤프트를 회전시키도록 동작하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휴지 위치가 연소실 내에 있는 연료 혼합가스가 더 충분히 연소되

어 이용가능한 부피가 작을 동안 더 높은 초기 압력에 도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엔진 구성품들

의 기하학적 배열(geometry)에 의해 유발되고 이러한 증가된 압력과 결합된 신장된 레버리지 또는 모멘트 암(moment

arm)은 상기 크랭크샤프트를 회전시키기 위해 동작하는 더 많은 힘을 초래해야 하고 엔진으로부터 출력되는 증가된 토크

를 초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이 실현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상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휴지하는 피스톤은 연료 혼합가스 (또는 디젤엔진에서는 공기)가 점화 단계가 불꽃 또는

연료의 유입에 의해 시작되기 전에 예열되게 한다. 엔진 내의 모든 표면들은 이전 폭발행정들로부터 연료 혼합가스의 연소

에 의해 가열되고, 새로이 유입된 연료 혼합가스는 압축 사이클 동안 생성된 열에 보태어 이 열 중에 일부를 흡수한다. 실

린더 내부에 연료 혼합가스를 가두기에 앞서 그 연료 혼합가스를 가열하는 것은 그 연료 혼합가스의 밀도를 감소시키고 이

는 더 적은 연료 혼합가스가 압축 및 동력생산을 위해 최종적으로 가두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휴지 기간 동안 상기

연료 혼합가스의 폭발(detonation)은 매우 일어나기 쉽고 엔진효율이 감내할 점까지 압축비가 저하되게 할 것이다.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계속 회전하여 레버리지를 구축하는 동안, 특히 연소 과정이 시작된 후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

이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상당한 힘이 상기 피스톤에 가해져야 한다. 상기 가용한 레버리지와 결합되어 증가하는 실린더

압력은 상기 피스톤을 상기 실린더 보어 아래로 가게 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며, 이는 의도했던 바와는 반대 방향으로 상기

크랭크샤프트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 상기 크랭크샤프트에게 가해지게 할 것이다. 상기 피스톤이 상기 실린더 보어에

서 아래로 이동할 때까지, 상기 피스톤을 상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유지하려는 모든 노력이 상기 의도된 회전 방향

에 반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노력의 최종 결과가 엔진 출력의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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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경과하면, 더 작은 시간 및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이 엔진 동작의 다른 단계를 완수하기 위해 이용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상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상기 피스톤의 휴지(dwell)는 이러한 노력에 투입될 상당한 정도의 크랭크샤프트

의 회전을 요구한다. 상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소비된 시간은 상기 피스톤을 상기 실린더 보어 아래로 밀고, 배기 가

스를 상기 실린더로부터 배기하고, 및/또는 다음 연료 혼합가스로 상기 실린더를 재충전하는데 더 작은 시간이 가용되게

한다. 이러한 개별적인 동작들을 완전하게 분리하여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 없이 상기 엔진의 효율은 상기 요구된 동작들

의 중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이며, 신선한 연료 혼합가스와 배기 잔여물의 일부 혼합이 초래될 것이다.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계속 회전하는 동안 상기 피스톤을 상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유지하는 것은 상기 크랭크샤프

트 상의 레버 암(lever arm)에서의 증가를 초래한다. 직관적으로, 증가된 레버 암은 더 많은 토크 혹은 회전력이 같은 양의

가해진 힘으로 상기 크랭크샤프트에 전달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상기 언급된 시도

들에서의 경우가 아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단일 폭발단계 동안 내연 엔진의 출력은 특정 영역의 피스톤에 영향을 주는 다음의 두 가지 변수에만 종

속적이다: 1) 연소하는 연료 혼합가스가 상기 실린더 내부에서 생성하는 압력으로부터 파생된 힘 및 2) 그 압력이 배기 전

에 상기 피스톤을 상기 실린더 보어의 아래로 미는 거리. 일단 실린더 내의 압력이 해제되면, 상기 피스톤이 계속해서 하사

점까지 상기 실린더 보어의 아래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상기 폭발단계는 종료한다. 만일 상기 힘과 거리의 변수들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상기 폭발단계의 총 토크 출력은 채용된 크랭크샤프트의 설계나 구성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할 것이다.

상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상기 피스톤의 휴지를 증가시킨다는 장점들이 주장되는데, 상기 엔진이 상기 실린더 내부

로 다음 연료 혼합가스를 받아들이는 데 감내할 시간의 손실에 대한 언급은 없다. 유사하게, 레버리지 또는 모멘트 암에서

의 증가에 대한 주장들은 각도 단위로 상기 피스톤의 상부 위에서의 압력이 더 급속한 비율로 떨어져서 어떠한 잠재적인

토크 획득(gain)이라도 파괴해버린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상기 증가된 레버리지는 상기 피스톤이 크랭크샤프트의 회

전의 매 각도 동안 더 큰 거리를 이동하게 하고 이는 상기 실린더 내부에 가둬진 부피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상기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낮추고 상기 증가된 모멘트 암에 작용하는 힘의 손실을 초래한다. 전체 폭발단계의 구간에 걸쳐서 상기 크

랭크샤프트에 적용된 토크의 총량은 종래의 크랭크샤프트에 의해 생성된 토크의 양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피스톤 상에서 수행되는 일(work)의 증가를 통해서 엔진 출력에 있어서의 어떠한 증가라도 얻어져야 하지만, 크랭크

샤프트 움직임을 변경한 이전의 시도들은 이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

상기 피스톤 상에서 수행되는 일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된다.

일 = 힘 X 거리

본 발명의 크랭크샤프트는 실린더 힘 (압력 X 피스톤 면적) 및 이동 (거리)에서의 증가를 통해서 상기 피스톤 상에서 수행

되는 일을 증가시킬 수 있다.

피스톤 구동 엔진의 환경에 이 공식을 사용하면, 단일 피스톤 상에서 수행되는 일은 상기 피스톤의 상부에 작용하는 연료

연소에 의한 열로부터 생성되는 압력에 의해 제공된 힘과 그 압력이 작용하는 동안 상기 피스톤이 보어에서 이동하는 거리

의 곱이다. 상기 공식과 상기 개념이 상당히 이해하기에 간단한 반면에 상기 생성된 일의 정확한 서술은 약간의 상세한 분

석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연소실 및 실린더 보어 내에서 생성된 압력은 직접적으로 그 실린더 공간의 체적에 의하여 변한

다. 만일 상기 피스톤이 폭발단계의 시작시 상사점에서 벗어나 왕복운동의 시작점에 있다면, 압력은 피스톤 상부의 최소의

연소 공간으로 인해 높다. 상기 압력이 피스톤의 상부에 작용하여 보어의 아래로 이동하게 할 때, 상기 연소 공간 및 실린

더 내부의 체적은 상기 피스톤의 배기량(displacement)으로 인해 증가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상기 연소 공간 내부의 압력

을 상당히 낮춘다. 상기 피스톤의 왕복운동의 어느 지점에서, 상기 피스톤이 배기구(exhaust port)를 열거나 배기 밸브가

열려지는 것에 의해 배기 단계가 시작된다. 어떤 기계장치을 통해서든, 상기 가두어진 압력의 탈출 경로가 제공된다. 상기

배기구 또는 배기 밸브가 열리자마자, 상기 피스톤을 실린더 보어 아래로 구동하는 힘은 상기 실린더의 밖으로 유출되고

상기 피스톤 상에서 수행되는 일은 종료된다. 상기 피스톤은 그것을 보어 아래로 더 밀려고 하는 힘없이도 계속해서 그것

의 완전한 왕복운동의 끝까지 (하사점까지) 이동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상기 피스톤 상에서의 일은 더 이상 수행되지

않는다.

상기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상기 피스톤의 움직임에 의해 변경되므로, 피스톤의 상부에 작용하는 힘 또한 변경된다. 그러

므로, 힘에 대한 단일 값이 직접 상기 일의 공식에 대입될 수는 없다. 그러나, 상기 실린더 내부의 힘은 상기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따른 여러 지점에서의 실린더 체적과 초기 시작 압력을 바탕으로 상기 여러 지점에서 산출될 수 있다. 실린더 압력

에 의해서 동작되는 동안 상기 피스톤이 이동한 총 거리는 각 지점에서 합해진다 (이것은 또한 적분을 통해서 구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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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달리 말하면, 피스톤 상부 위의 체적은 단순한 기하학의 사용, 실린더에서의 피스톤의 위치 파악, 및 보일의 법칙의 응

용을 통해 구해진 압력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다. 이러한 단순화된 관점은 열역학적인 고려사항들을 처리하지는 않

지만 상기 예는 본 응용에 관련된다.

하사점에서 피스톤의 휴지를 연장하는 것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상기 피스톤은 유사한 행정을 가지고 유사한 속도로

동작하는 엔진보다 더 빨리 상사점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가두어진 연료 혼합가스가 주위의 표면에서 열을 흡수하여 예열

되는데 더 작은 시간이 걸리게 할 것이다. 이것은 폭발(detonation)의 원하지 않는 조건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더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하여 압축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점화 타이밍은 보통 상기 피스톤이 압축 행정 동안 상사점에 도달하고 있을 때 어떤 지점에서 발생되도록 설정된다. 전형

적으로, 불꽃은 기하학적 배열을 통해서 피스톤이 상사점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와 동등해 질 수 있는 상사점 전의 크

랭크샤프트 회전 상의 한 점에서 상기 실린더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상기 불꽃이 실린더 압력이 압축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동안 연료 혼합가스를 점화할 수 있도록 수행된다. 완전 연소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요구되지만 또한 연소율은 실

린더 내의 압력 상승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만일 상기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휴지 중이라면, 상기 피스톤은 실린더 보어

의 꼭대기로의 상승 동안 크랭크샤프트 회전의 각 도마다 더 큰 거리를 움직일 것이다. 만일 불꽃이 표준 엔진과 상사점으

로부터 같은 거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면, 기하학을 통해 상기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전 크랭크샤프트 각도의 수

가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력 상승율은 표준 엔진에서 보다 더 커질 것이며, 그래서 점화 단계는 상사점 전 더

작은 크랭크샤프트 회전 각도들에서 일어나도록 될 수 있다. 이것은 피스톤 상에서 수행되는, 의도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엔진을 회전시키는 경향을 가지는 부정적인 일을 줄일 것이고, 그 최종 결과는 더 큰 파워 출력(power output)이 될 것이

다.

상기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빨리 멀어지게 함으로써, 연료 혼합가스의 연소로부터 발생된 열이 주위 표면으로 흡수되는 시

간이 상당히 덜 걸릴 것이다. 연소 가스 내에 남은 열은 피스톤의 상부에 작용하기 위한 압력을 생성하는 데 더 충분히 활

용된다. 더 작은 열이 주위 실린더 표면 내부에 축적되므로, 다음에 유입되는 연료 혼합가스의 충전은 더 차가운 환경을 가

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더 밀도 높은 연료의 충전이 초래되고, 이는 효율적인 연소 및 더 큰 엔진 출력을 촉진시킬 것이

다.

하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상기 피스톤의 휴지(dwell)를 극대화함으로써, 상기 피스톤은 종래의 엔진 또는 상사점에

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그 피스톤의 휴지(dwell)를 가지는 엔진이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작은 시간에 보어의 하부 영역

까지 이동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엔진 설계가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즉 같은 분당 회전수 (이하 RPM)를 생성하는 경우에

일어날 것이다. 하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그 피스톤의 휴지(dwell)를 가지는 엔진에서는, 상기 피스톤이 그 피스톤

행정의 바닥에 있을 시간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피스톤은 그 상부의 압력으로 실린더 보어 아래로 더 큰 거리를

이동될 수 있으며, 실린더를 비우고 거기에 신선한 연료 혼합가스를 재충전하기 위한 적절한 양의 시간을 여전히 가질 수

있다. 또한, 상기 피스톤이 압축단계 동안 움직이는 거리는 마찬가지로 증가될 수 있다. 이것은 더 많은 부피의 연료 혼합

가스가 모든 압축단계의 시작단계에서 가두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실제 압축비가 표준 엔진과 같은 값에서

유지된다면, 연소실의 체적은 마찬가지로 증가 되어야 하고, 이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가두어진

체적을 초래한다. 엔진의 출력이 각 흡입단계 동안 실린더에 유입된 연료 혼합가스의 부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가두어진 체적은 폭발단계 동안 실린더 내부에 더 많은 열과 압력을 생성할 것이며, 엔진 출력의 증가를 초래할 것

이다.

흡입 충전의 체적이 일단 향상되므로, 전체 폭발단계 동안 떨어지는 압력의 비율은 더 느려질 것이다. 상사점에서 폭발단

계의 끝까지, 시작 및 종료 실린더 압력은 같은 배기량(displacement)를 가지는 종래의 엔진에서의 시작 및 종료 실린더

압력과 같을 것이나, 상기 피스톤은 상기 과정에서 더 큰 거리를 이동할 것이다. 피스톤의 움직임이 증가할 때마다 실제 실

린더 압력은 피스톤 위치의 변화가 상기 압력을 포함하는 총 부피에 영향을 덜 끼칠 것이므로 연료 혼합가스의 더 큰 초기

체적을 상기 실린더에 부여할 것이다.

본 발명에서, 상기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휴지하는 시간 동안, 실린더 압력은 연소 가스의 최대 확장이

피스톤 상부에 대해 일어나게 하는그 최저값에 있을 것이다. 배기단계 동안, 배기 가스가 그들 자신의 압력 차로 또 피스톤

에 의해 밀려나갈 필요없이 실린더에서 배출되게 할 충분한 시간이 이제 이용가능하다. 이는 피스톤이 배기단계의 끝에서

실린더에 남겨진 배기가스에 대해 수행할 일을 줄여준다. 엔진의 파워 출력에 대한 최종 결과는 폭발행정으로부터 거의 혹

은 아무런 에너지도 실린더 밖으로 가압된 배기가스를 펌핑하는데 투자될 필요가 없으므로 증가 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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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파워 출력을 증가시키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내연 엔진, 펌프, 또는 압축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계장

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커넥팅 로드의 하단부가 왕복운동하도록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를 생성하기 위하여 왕복운동 내

연 엔진, 펌프 또는 압축기의 크랭크샤프트를 개선하기 위한 기계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이는 하사점에서 또

는 그 가까이에서 피스톤의 휴지가 연장되게 한다. 이 경로는 피스톤 휴지를 극대화하고 커넥팅 로드 각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스톤 행정 및 커넥팅 로드 길이에 맞는 편심 오프셋 거리 (또는 편심거리)로 커넥팅 로드의 하단부에 중심을 달리

해서 장착되는 부재에 의해 생성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중앙축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원주형 하우징과 더불어 상사점 위치와 하사점 위치 사이에서

상기 중앙축을 따라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서 이동하는 적어도 하나의 왕복운동 피스톤, 크랭크샤프트에 방사상으로 배치

되고 크랭크축에 평행한 크랭크핀축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크랭크핀과 함께 크랭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위하여 기계

장치에 있는 크랭크케이스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되는 크랭크샤프트, 및 상단 저널에서 상기 피스톤에 피봇적으로

(pivotally) 부착된 상단과 하단 저널에서 상기 크랭크핀에 피봇적으로 부착된 하단을 가지며 상기 상단은 상기 크랭크축

에 평행한 상단 저널축을 중심으로 피봇팅하고 상기 하단은 상기 크랭크축에 평행한 하단 저널축을 중심으로 피봇팅하는

커넥팅 로드를 구비하는 기계장치에서의 개선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상기 개선된 메카니즘은 상기 하단 저널

축에 평행하고 크랭크핀축으로부터의 오프셋된 편심저널축을 가지는 축 방향으로 편심인 저널을 가지는 편심베어링을 포

함하며, 상기 편심베어링은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는 동안 상기 하단을 위한 비원형(non-

circular) 경로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하단 및 크랭크핀 사이에 삽입된다. 상기 비원형 경로는 에피트로코이드이고, 그러

한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는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는 동안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 있는 하

사점 위치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휴지하는 피스톤에 의해 소비되는 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의도되고, 또한 본 발명이

4-행정 또는 2-행정 사이클에서 동작하는 기계장치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의도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상단 저널축과 상기 하단 저널축 사이의 거리가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샤프트

가 회전하는 동안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 있는 하사점 위치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휴지하는 피스톤에 의해 소비되는 시간

동안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경로의 하부와 부합하는 원호의 반경인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개선된 메카니즘의 한 실시예가; 상기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있는 선 기어축 (sun gear axis)을

가지는 크랭크케이스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고정 선 기어 (stationary sun gear)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유성 기어 집합 (planetary gear set), 상기 선 기어축과 평행한 유성 기어축(planet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선 기어와

맞물려있으며, 상기 선 기어와 같은 피치 직경을 가지는 회전하는 유성 기어, 상기 유성 기어축에 평행하고 유성 기어축으

로부터 오프셋된 편심 저널축을 가지고 상기 유성 기어에 장착된 상기 편심베어링, 하단 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상

기 편심베어링, 및 상기 편심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상기 크랭크핀을 더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개선된 기계장치의 대안적인 실시예가;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축을 가지는 내접 기어(internal

toothed gear)와 함께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내접 기어, 상기 내접 기어의 축과 평행한

제1 스퍼 기어축(spur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내접 기어와 맞물려있는 적어도 하나의 제1 스퍼 기어, 상기 제1 스퍼 기

어축에 평행한 제2 스퍼 기어축을 가지고 상기 제1 스퍼 기어와 맞물리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스퍼 기어, 상기 제2 스퍼 기

어축에 평행하고 상기 제2 스퍼 기어축으로부터의 오프셋된 편심 저널축을 가지고 상기 제2 스퍼 기어에 장착된 편심베어

링, 여기서 상기 편심베어링은 하단 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고, 및 상기 편심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상기 크랭

크핀을 더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중앙축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원주형 하우징과 더불어 상사점 위치와 하사점 위치 사이에서

상기 중앙축을 따라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서 이동하는 적어도 하나의 왕복운동 피스톤, 크랭크샤프트에 방사상으로 배치

되고 상기 크랭크축에 평행한 크랭크핀축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크랭크핀과 함께 크랭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에 있는 크랭크케이스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되는 크랭크샤프트, 및 상단 저널에서 상기 피스톤에 선회되게 부착된

상단과 하단 저널에서 상기 크랭크핀에 선회되게 부착된 하단을 가지며 상기 상단은 상기 크랭크축에 평행한 상단 저널축

을 중심으로 선회하고(pivotting) 상기 하단은 상기 크랭크축에 평행한 하단 저널축을 중심으로 선회하는 커넥팅 로드를

구비하는 기계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축 방향으로 편심인 저널 및 상기 하단 저널축에 평행한 편심저널

축을 가지는 편심베어링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하단 저널에 상기 편심베어링을 배치하는 단계, 상기 편심베어링 저널축이

상기 크랭크핀축과 평행하고 그로부터의 오프셋된 상기 편심저널에 상기 크랭크핀을 배치하는 단계, 및 상기 하단이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하는 동안 비원형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비원형 경로는 에피트로코이드이고, 그러한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는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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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트가 회전하는 동안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 있는 하사점 위치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휴지하는 피스톤에 의해 소비되

는 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의도되고, 또한 상기 방법이 4-행정 또는 2-행정 사이클에서 동작하는 기계장치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의도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의 목적은 상기 상단 저널축과 상기 하단 저널축 사이의 거리가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있는 상기 크랭

크샤프트가 회전하는 동안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 있는 하사점 위치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휴지하는 피스톤에 의해 소비

되는 시간 동안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경로의 하부와 부합하는 원호의 반경인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의 목적은 한 실시예가;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있는 선 기어축 (sun gear axis)으로 상기 크랭크케이스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고정 선 기어 (stationary sun gear)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유성 기어 집합

(planetary gear set)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선 기어축과 평행한 유성 기어축(planet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선 기어

와 맞물려있으며, 상기 선 기어와 같은 피치 직경을 가지는 회전하는 유성 기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유성 기어에 상기

유성 기어축에 평행하고 상기 유성 기어축으로부터의 오프셋된 편심 저널축을 가지도록 편심베어링을 장착하는 단계, 상

기 하단 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상기 편심베어링을 장착하는 단계, 및 상기 편심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상기 크랭크핀을 장

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의 목적은 대안적인 실시예가; 내접 기어 (internal toothed gear)가 크랭크축과 같은 선 상에 축을 가

지도록 크랭크케이스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내접 기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내접 기어의 축과 평행한 제1

스퍼 기어축(spur gear axis)을 가지고 상기 내접 기어와 맞물려있는 적어도 하나의 제1 스퍼 기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제1 스퍼 기어축에 평행한 제2 스퍼 기어축을 가지고 상기 제1 스퍼 기어와 맞물리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스퍼 기어를 제공

하는 단계, 상기 제2 스퍼 기어축에 평행하고 상기 제2 스퍼 기어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편심저널축을 가지도록 상기 제2 스

퍼 기어에 편심베어링을 장착하는 단계, 하단 저널에 회전 가능하게 상기 편심베어링을 장착하는 단계, 및 편심저널에 회

전 가능하게 상기 크랭크핀을 장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다.

원주형 하우징에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배기구를 가지는 기계장치들에 적용가능한 본 발명의 방법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방법이 상기 원주형 하우징의 축을 따라 상기 배기구를 크기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는 것이다. 마찬가

지로, 상기 원주형 하우징에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흡기구를 가지는 기계장치들에 적용가능한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원주

형 하우징의 축을 따라 상기 흡기구의 크기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다.

크랭크샤프트는, 가장 간단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레버 암이다. 상기 레버 암에 의해 전달되는 회전력의 양은 상기 회전력

이 작용하는 상기 암의 유효 길이, 그에 작용되는 힘 및 그 힘이 가해지는 방향의 함수이다. 종래의 피스톤 구동 내연 엔진

모두는 그들의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크랭크샤프트를 활용한다. 이러한 구성의 문제는 상기

레버 암에 작용하는 힘의 대부분이 각 폭발단계 동안 실제 유효 모멘트 암이 가장 큰 길이를 가질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상기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할 때, 상기 유효 모멘트 암은 길어지지만 상기 힘은 감소된다. 각 폭발단계 동안 유용한

힘과 유효 모멘트 암 길이의 조합은 파워 펄스들의 주파수에 의해 곱해진다. 그 결과는 (마찰을 무시하고) 엔진의 측정된

출력이다. 본 발명의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는, 이러한 크랭크샤프트를 활용하는 엔진의 결과적인 출력이, 같은 행

정의 종래 형태의 크랭크샤프트를 가진 엔진보다 더 크게되는 방식으로, 개선된 모멘트 암과 가용 힘의 대부분을 결합한

다. 그러나, 상기 향상된 파워 출력은 증가된 모멘트 암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가용 레버리지의 증가는 피스톤이 피스톤

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실린더 보어에서 더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것은 파워의 증가가 실현되는 것이다. 폭발단

계의 증가된 길이 및 가두어진 연소 가스의 더 나은 활용은 각 폭발단계 동안 피스톤 상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결합 된다.

적절한 커넥트 로드 길이와 결합된, 에피트로코이드 패턴의 바닥에서 모멘트 암의 감소는 상기 피스톤이 크랭크샤프트의

회전각에서 측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이 시간은, 폭발단계로부터의 차입없이,

배기 가스가 있는 실린더를 비우고 신선한 연료 혼합가스로 상기 실린더를 재충전하기 위해 활용된다. 하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피스톤 휴지를 가지는 향상된 폭발단계는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을 만든다.

표준 형태의 크랭크샤프트를 가지는 엔진은 그 크랭크샤프트의 중심으로부터 특정 거리에 고정된 크랭크핀을 가진다. 크

랭크샤프트의 회전 동안 크랭크핀은 원을 그리며 움직일 것이다. 그 원의 직경은 그 엔진의 행정으로 알려진 거리이며, 피

스톤은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핀에 결합되므로 실린더 보어에서 같은 거리를 왕복한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

트가 장착된 엔진에서도 크랭크핀은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그러나, 커넥팅 로드는 직접 크랭크핀에 부착되지 않는다. 대

신에, 커넥팅 로드의 하단은, 크랭크핀과 결합된 편심베어링에 결합되어 기어결합(gearing)을 통해 그 위치에 연동

(indexing)된다. 베어링의 편심거리, 커넥팅 로드의 길이, 크랭크샤프트의 행정, 및 기어결합의 인덱싱 등 모두의 조합으로

커넥팅 로드의 하단의 경로가 결정된다. 그러나, 피스톤이 그 보어에서 왕복하는 거리는 이러한 다른 크랭크샤프트 배열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진의 행정이다. 표준 엔진에서는 커넥팅 로드의 하부가 크랭크핀에 의해 생성된 원을 따르는 반면

에, 본 발명의 엔진에서는 커넥팅 로드의 하부가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를 따른다. 편심베어링과 그와 관련된 기어결합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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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크랭크샤프트의 매 회전에서 정확히 반복되게 하며, 그 경로는 상기 기어결합의 초기 인덱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

으로든 지향될 수 있다. 표준 엔진에서의 크랭크핀 경로는 크랭크핀이 크랭크샤프트의 중심으로부터 특정 거리에 위치하

기 때문에 고정된 행동반경을 가진다.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는 편심베어링의 회전으로 인해서 그 행동반경이 계속 변한다.

또한, 표준 엔진에 의해 생성된 원형 경로에 일치될 때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는 같은 회전 중심을 가지더라도 그 경로의 일

부에서는 중심에서 더 멀어지고, 다른 부분에서는 더 가까워진다. 크랭크샤프트의 중심에서 적용된 힘의 점까지 측정된,

생성된 모멘트 암의 길이 역시 계속 변한다. 그러므로, 변하는 반경 및 증가된 모멘트 암 모두 본 발명의 설계에 의해 실현

될 수 있는 증가된 파워 출력에 기여한다. 모멘트 암의 증가는 상사점에서 벗어나는 피스톤의 속도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

여하여 피스톤이 그 행정의 바닥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하며, 이는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과 함께 피스톤이 더 긴 거

리를 왕복하게 기여한다. 커넥팅 로드의 중심간 길이(on-center length)에 의해 이루어진 원호가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경

로와 거의 일치하도록 최적화되므로 상기 생성된 패턴의 바닥에서의 반경의 증가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

에서 휴지하게 한다. 커넥팅 로드 길이, 원하는 행정, 및 편심베어링의 오프셋의 변수들은 모두 최대 피스톤 휴지를 생성하

고 커넥팅 로드 각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추어져야 한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사용함으로써, 단일 폭발단계 동안 생성된 토크 곡선은 유사한 행정을 가지는 표준 형태

의 크랭크샤프트보다 더 높은 피크 토크 값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피스톤 상부에 작용하는 실린더 내의 압력과 결합되

어 적절한 기어결합과 편심베어링의 지향점(orientation)으로 생성될 수 있는 더 긴 모멘트 암을 통해 성취된다. 일은 피스

톤 이동거리와 힘에 종속되므로, 어떤 크랭크샤프트도 주어진 피스톤 면적, 압력 하에서의 이동거리, 및 초기 실린더 압력

에 대하여 같은 총 토크 작용력(effort)을 생성할 것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연소실이 고정 부피이

고, 그 내부의 초기 압력이 항상 같다면, 일 출력은, 압력이 피스톤에 작용하는 동안 피스톤이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전

제 하에 그 엔진에 있는 크랭크샤프트의 형태에 관계없이 같을 것이다. 만일 사용된 크랭크샤프트가 매우 긴 행정을 가지

고 있다면, 더 길어진 모멘트 암으로 인해 총 피스톤 이동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배기단계가 시작한 후 피스톤이 이동

하는 거리는 실린더 압력의 도움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폭발단계에서 더 많은 일을 얻기 위해 주어진 피스톤은 압력

이 작용하는 동안 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초기 연소실 압력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수인 힘과 거리의 곱

이 더 커야 한다.

표준 크랭크샤프트의 크랭크핀의 원형 경로 상의 어떤 점이라도 피스톤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대신 사용될 수도 있는 크랭

크샤프트 회전 각도와 동등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엔진에 장착된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에 의해 생성된 경로 상

의 어떤 점이라도 크랭크샤프트의 지향점 및 피스톤 위치와 동등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크랭크샤프트의 회전각들

이 상기 두 가지 형태의 크랭크샤프트들 사이에서 비교될 때, 피스톤 위치가 상사점 및 하사점을 제외하고는 같지 않다. 상

기 두 개의 크랭크샤프트 설계를 비교할 때, 상기 두 피스톤이 각각의 실린더 보어에서 이동하는 속도는 다르다.

같은 RPM으로 회전하는 동안,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은 유사한 행정의 표준 형태의 크랭크샤프트

를 가진 엔진에 설치된 피스톤보다 피스톤이 보어의 꼭대기에서 더 빨리 벗어나게 한다. 이는 편심베어링에 의해 생성되고

커넥팅 로드의 하단의 경로를 따르는 증가된 모멘트 암에 기인한다. 더 길어진 모멘트 암은 피스톤이 상사점으로부터 더

빨리 벗어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엔진에 있는 피스톤이 그 행정의 바닥에 도달할 때, 그 이동 속도는 표준 형태의 크랭

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 있는 피스톤보다 더 느려진다. 이것은 커넥팅 로드의 하단의 경로에 영향을 주는 더 짧아진 모

멘트 암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본 발명의 엔진 설계의 회전에서 어떤 주어진 위치에서도 실제 모멘트 암 길이를 결정하

는 것은 원하는 행정 길이, 편심베어링 내의 오프셋, 및 커넥팅 로드 길이의 조합이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

착된 엔진과 표준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전체 피스톤 왕복운동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상기 에

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의 모멘트 암이 크랭크샤프트 회전의 일부 지점들에서는 더 크고 나머지에서는

더 작다는 것이다. 표준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의 보어 내에서의 피스톤의 움직임은 크랭크샤프트의 행정에 의해 결

정된다. 그 행정은 또한 크랭크핀이 추종하는 원의 직경의 치수이다. 상수인 그 직경은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가 작용할 수

있는 최대 모멘트 암을 결정한다.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이 커넥팅 로드의 하단이 비원형 경로

를 왕복하게 하기 때문에, 상기 모멘트 암은 피스톤 상부에 대한 압력이 더욱 유리하게 크랭크샤프트에 작용할 때 폭발행

정의 단계 동안 더 커질 수 있다. 실린더의 배기량(displacement)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상기 비원형 경로는 상기 커넥

팅 로드의 하단이 상기 크랭크샤프트의 중심에 더 가까워지게 하며, 상기 경로가 상기 커넥팅 로드의 중심간 거리에 일치

하는 반경을 가지므로, 피스톤은 하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휴지할 것이다. 실린더 내의 압력은 더 긴 모멘트 암에 작

용하고 피스톤을 더 큰 거리로 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양 속성들은 실린더 보어의 바닥에서의 휴지가 배기단계가 일어

나기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동안 더 큰 엔진 출력에 기여한다.

배기량(displacement)은 내연 엔진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배기량은 단일 실린더의 단면적, 피스톤

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이동하는 거리, 및 엔진에 있는 실린더의 개수의 곱에서 파생된다. 배기량은 피스톤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된 체적 변화를 바탕으로 엔진이 흡입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로 묘사된다. 배기량 계산에서, 연소실의 체적, 압축

비, 또는 엔진이 2-행정 또는 4-행정 사이클로 동작하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엔진 요소들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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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도 (induction) (보통 흡입된 또는 강제된 유도)하는 방법, 또는 압력이 상부 표면에 작용하는 동안 피스톤이 이동하

는 거리는 상기 배기량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두어진 연료 혼합가스의 부피는 실린더 외부로의 마지막 탈출로가

폐쇄될 때 실린더 내의 체적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이것은 피스톤이 실린더 보어에서 이미 상향 이동을 시작했을 때

보통 압축단계로 묘사되는 크랭크샤프트의 회전 중 어딘가에서 발생한다. 표준 엔진에서는, 마지막 탈출 경로는 하사점의

상당히 위의 한점에서 닫힌다. 연료 충전량의 실제 부피 및 질량은 실린더 헤드의 체적에 실린더 배기량을 더한 것보다는

좀 적다. 실린더 보어의 위로 이동하여 실린더 내의 총 체적이 그 최대값보다 적은 피스톤은, 특히 낮은 엔진 속도에서, 연

료가 가두어질 때까지 상기 연료충전의 일부를 실린더 밖으로 역류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표준 엔진은 피스톤이 실린

더 보어의 바닥에 도달하면 즉각 그 방향을 바꾸어 실린더 내에서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료 충전의 운동량

(momentum)이 진입하려고 하는 실린더 내의 압력 상승에 즉각 직면한다는 사실을 겪게 된다. 흡입되는 연료 혼합가스는

흡입 밸브가 닫히기 전에 실린더 내의 증가하는 압력 및 감소하는 체적으로 인해 이제 가두어 진다. 그 최종 결과는 상승하

는 피스톤이 매 흡입단계 동안 연료 충전량의 일부를 배출하고 가두어진 연료 혼합가스의 부피는 항상 총 실린더 배기량보

다 적다는 것이다. 향상된 엔진 속도에서만 실린더는, 연료 충전의 운동량이 실린더 밖으로 배출된 상기 혼합가스의 이동

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연료 혼합가스의 최대 부피를 가둘 수 있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에서 피스

톤은 실린더 보어의 바닥에서 휴지할 것이고, 연료 충전량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체적이 이용될 수 있다. 실린더 밖으로의

최종 탈출로는 이때 그 체적이 큰 동안 닫힐 수 있고, 훨씬 더 큰 부피의 연료 혼합가스가 실린더 내에 갇혀질 것이다. 압축

행정 동안, 상기 증가된 부피는 실린더 헤드에서 이용가능한 부피로 압축될 것이다. 만일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이 표준 엔진의 압축비와 같은 값에서 원래 가두어진 압축비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면, 실린더 헤드에서의 부피

는 증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압축비가 너무 높아질 것이고 폭발 및 과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린

더 헤드 부피를 증가시키는 것은 압축행정의 초기에 실린더 내에 가두어진 연료 혼합가스의 총 부피에 오히려 더 큰 부피

를 추가하게 된다. 엔진의 배기량이 피스톤이 실린더 보어 내에서 피스톤의 행정 동안 이동하는 총 거리에 종속되므로, 에

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은 표준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의 행정과 같은 피스톤 행정을 가지도록 설

계될 수 있으며, 이는 엔진의 배기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은

매 폭발행정 동안 더 많은 연료 혼합가스를 흡입할 것이며, 파워 출력이 실린더 내에 가두어진 연료 혼합가스의 부피에 직

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상기 엔진은 주어진 배기량에 대해 더 많은 파워를 생성할 것이다.

본 발명으로부터 파생되는 장점들은 주어진 배기량에 대해 증가된 파워 또는 연료 경제적 이유들에 대해 증가된 효율성으

로 분류될 수 있다. 파워 및 효율성의 증가는 2-행정 또는 4-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유한한 양의 연료에는

유한한 양의 에너지가 있으며, 상기 설명된 발명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전에 연료 충전량의 연소로부터 더 많은 이용가능

한 압력을 추출한다. 모든 엔진은 다음의 폭발행정을 위해 실린더를 재충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실린더로

부터 배기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이것은 피스톤이 여전히 실린더 아래로 움직이고 있을 때 발생하며, 피스톤 상에 수행되

는 일의 양을 효과적으로 종료시킨다. 실린더 내에 오로지 출입구(port)들을 장착한 2-행정 엔진에서는 비록 일부 고도로

개발된 레이싱 엔진이 엔진의 RPM에 따라 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 배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기 출입구들이 단

순히 실린더 벽에 있는 구멍들이므로 그 출입구의 높이와 폭이 고정된다. 용어 "시간-면적" (이하 "TA")은 어떤 면적이 그

를 통해 가스의 흐름에 노출되는 시간의 양을 표현하는 값을 나타낸다. 밸브들 또는 실린더 출입구들은 그들이 주어진 양

의 시간 동안 최대 부피의 가스를 통과시키도록 순간적으로 열려 질 수가 없다. 오히려, 밸브들 또는 실린더 출입구들은 점

진적으로 열리고 닫힌다. 출입구들을 활용하는 2-행정 사이클 엔진은 피스톤에 의해 어느 정도의 마스킹이 피스톤 위치의

모든 다른 점들에서 발생하므로 오직 상사점이나 하사점에서 극대화된 출입구들의 면적을 가지게 된다. 포핏 밸브

(poppet valve)를 장착한 4-행정 사이클 엔진 (일부 2-행정 사이클 엔진 포함)은 상기 밸브들이 그들의 대좌 (seat)에서

벗어나 일정 최대 높이까지 상승하고 다시 그들의 대좌로 복귀하게 해야 한다. TA 값은 출입구 또는 도관 (conduit)이 가

장 효율적인 RPM 범위를 결정한다. 엔진 속도와 무관하게, 상기 출입구 또는 도관의 노출된 면적은 항상 같다. 그러나, 엔

진의 RPM이 상승할수록 각각의 동작 사이클 사이의 시간은 짧아지고, 이것이 효율적인 엔진 동작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부피의 가스를 흘리기 위한 상기 출입구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 시간 성분에서의 변동으로 인해 출입구 또는 도관이 고정

된 TA 값을 가질 수 없다. 그 값은 특정 엔진 속도에서 결정된다.

엔진 속도가 증가될수록 2-행정 사이클이든 4-행정 사이클이든 동작의 각 단계 사이의 시간은 감소된다. 엔진 제조자에

의해서 설정된 출입구 또는 밸브 타이밍에 의해 결정되는 어떤 엔진 속도에서 피크 토크 출력이 달성되고, 이는 가장 큰 체

적 효율 (volumetric efficiency)이 발생하는 점이 된다. 체적 효율은 각 실린더로 최대량의 연료 혼합가스를 끌어들이기

위한 엔진 능력의 척도이다. 엔진이 가동 중일 때, 엔진 동작의 각 단계는 가스가 출입구 또는 밸브를 통해 통과하도록 하

기 위해서 시간의 척도를 요구한다. 엔진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 단계들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은 짧아지는 반면 가스의 부

피는 증가하고 출입구 또는 밸브의 면적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어떤 RPM에서는, 상기 출입구 또는 밸브가 가스 흐름의 초

크 포인트 (choke point)가 되므로 가스의 통과를 위해 사용가능한 시간의 양이 상기 단계를 충분히 완료하기에 불충분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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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의 2-행정 사이클 프로토타입(이하,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또는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는 실린더 보어 아래 위로의 피스톤 속도는 같은 RPM에서 동작하는 표준 엔진의 피스톤 속도와는

다르다. 원래의 표준 엔진에서는 실린더 내의 출입구의 크기가 부드러운 공회전, 쉬운 시동, 및 약간의 RPM 포텐셜을 제공

하도록 제조자에 의해 선택되었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에서는 출입구의 크기가 표준 엔진의 출입구와는 물리적으로 다

르지만, 출입구의 TA 값은 표준 엔진의 값과 같다. TA 값은 표준 출입구의 물리적인 크기를 그대로 복제하기보다는 오히

려 TA의 산출된 값에 따라 프로토타입의 실린더에서 복제되었다.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함으로써, 표준 엔진의 기하학적 배

열은 커넥팅 로드 길이, 피스톤 행정, 및 출입구 높이의 저장 값을 사용함으로써 수학적으로 복제되었다. 상기 출입구들은

실린더 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상사점이나 하사점의 어느 쪽에서도 같은 양의 시간 동안 열리고 닫힌다. 스프레드시트는

피스톤에 의해 노출된 출입구 창의 면적이 크랭크샤프트 회전의 매 각도에서 산출될 수 있게 했다. 열리고 닫히는 점들 사

이에 노출되는 출입구 면적의 부분들을 합함으로써 출입구 노출을 수반하는 크랭크샤프트 회전의 간격 동안 노출된 총 면

적이 제공되었다. 표준 엔진에서는 배기구는 크랭크샤프트 회전의 단지 한 위치, 즉 하사점에서 완전히 열린다. 마찬가지

로, 흡기구는 상사점에서만 완전히 열린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이 참조하는 표준 엔진은 '피스톤 출입구'엔진으로

알려져 있다. 흡입 및 배기 구간은, 흡입단계 동안 리드 밸브 (reed valve)를 장착한 엔진 내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차동

압력에 의해서 보다는 실린더 보어에서의 피스톤 위치에 의해서 온전히 제어된다 (하나의 다른 형태의 유도 장치는 출입구

정면에서 회전하는 구멍을 가진 디스크이며, 이는 비대칭 흡기구 타이밍을 허용하며 디스크 밸브로 알려져 있다).

직접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사한 접근방법 및 병렬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의 피스톤 위치

는 크랭크샤프트의 어떠한 회전각에도 관련되게 결정되었다 (표준 엔진과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 사이의 비교는 두 개

의 크랭크샤프트가 같은 RPM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만일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의 실린더에 있는 출입구

가 표준 엔진에서와 같은 치수로 되어 있었더라면, 배기구는 표준 엔진의 출입구보다 훨씬 일찍 열리게 되었을 것이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 있는 피스톤은 43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각 동안 실린더 보어의 바닥에서 휴지하므로, 배기구

는 피스톤에 의해서 마스킹되지 않고 크랭크샤프트 회전의 전체 부분 동안 완전히 열려진 채로 있게 될 것이다. 비교하면,

표준 엔진의 배기구는 단지 9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각 동안 완전히 열려진다. 피스톤이 완전 열림 위치에서 휴지하므로,

시간과 면적의 곱은 표준 엔진의 출입구들을 위해 원래 산출된 값을 초과하여 TA 값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된다. 프로토타

입에서는 출입구의 폭이 불변이며, 단지 그 높이만 조정된다. 엔진의 원래 제조자는 피스톤 링 지지 및 마모 (piston ring

support and wear)를 고려하여 출입구의 폭을 선택했으며, 이것은 프로토타입에서도 유지된다. TA 값이 너무 컸기 때문

에, 두 가지가 한번에 일어나게도 될 수 있을 만큼 출입구의 높이가 낮아졌다: TA 값의 시간 부분은 출입구가 더 낮은 피스

톤 위치에서 더 작은 크랭크샤프트 회전각 동안 열려지므로 낮아졌을 것이고, TA 값의 면적 부분은 출입구가 물리적으로

더 낮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낮아졌을 것이다. 피스톤 위치에 대해서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표준 엔진에서 설계된 것과

같은 TA 값을 복제한, 출입구 높이 및 크랭크샤프트 각도의 수의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표준 엔진에서 출입구 높이를 낮춤으로써,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제공된 더 많은 압력과 열이 피스톤을 아래로 구동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고, 이는 매 폭발단계에서 피스톤 상에서 수행되는 일의 양을 증가시킨다. 반대급부(trade-off)로 실린더

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연료 혼합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출입구들의 가용 TA 값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

적인 동작 RPM 범위가 낮아진다. 낮은 RPM은, 엔진이 주어진 주기에 피스톤에 적용할 수 있는 폭발단계의 횟수가 줄어들

어 파워 출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교적 높은 출입구 높이는 실린더를 비우는데 유용한 더 많은 시간을 의

미하지만, 출입구의 높이는 실린더로 유입되는 연료 혼합가스의 가두어진 부피 및 질량을 제한하며, 다시 말해 피스톤 상

에 수행될 수 있는 일의 양을 제한한다. 각 파워 펄스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출입구는 이제 더 많은 양의 흐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엔진이 더 높은 RPM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은 파워 펄스가 크랭크샤프트로 전달되며, 개

별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들의 순전한 수가 더 높은 마력의 출력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의 추가는 그 자체로 파워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것이 허

용하는 것은 출입구의 높이가 불변으로 남는 경우 실린더를 비우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며, 이는 개조되지 않은 표준 엔

진과 같은 엔진 속도에서 출입구의 TA 값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피스톤이 같은 RPM에서 동작하는 같은 행정의 표준

엔진에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낮은 이동부분까지 이동하게 허용함으로써 성취된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

착된 엔진이 여전히 증가된 RPM에서 엔진의 실린더를 충분히 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상기 엔진이 더 높은

RPM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원하는 RPM 범위가 개조되지 않은 표준 엔진과 같은 범위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에피

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는 개조되지 않은 출입구가 과도하게 큰 TA 값을 가지게 할 것이다. 가장 단순한 개조는 출입구

를 낮추는 것이고, 이는 출입구의 TA 값을 감소시키고 그 값을 표준 엔진의 원래의 동작 RPM 범위로 되돌려줄 것이다. 그

러나, 출입구를 낮추는 것은 이제 피스톤이 그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더 이동하게 하며, 이는 매 파워 펄스 동안 피스톤 상

에서 수행되는 일의 양을 향상시킨다. 이제 스톡엔진(stock engine)에 의해 원래 설정된 RPM 범위에서 엔진의 실린더를

비우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며, 파워 출력은 피스톤 상에서 수행되는 증가된 일로 인해 향상될 것이다. 출입구의 높

이가 고정되고 이제 실린더 보어에서 더 낮아지기 때문에, 상승하는 피스톤이 출입구 창을 막게 되고 표준 엔진이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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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 더 많은 부피의 연료 혼합가스를 가두게 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표준 엔진에서의 원

래의 실제 압축비는 연료 혼합가스의 완전히 압축된 부피에 비교한 연료 혼합가스의 총 가두어진 부피의 비율을 기준으로

했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에서의 실제 압축비가 표준 엔진의 값으로 유보된다면, 추가적인 체적

이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의 연소실에 추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부피의 가두어진 연료

혼합가스가 원래의 연소실 체적에서 압축될 것이고, 이는 실제 압축비를 표준 엔진의 압축비를 초과하는 값까지 상승시킬

것이다. 연소실의 체적을 추가시키는 것은 실제 압축비를 표준 엔진과 같은 값까지 줄이지만 가두어진 부피를 더 추가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엔진의 파워 출력이 폭발단계 동안 가두어진 연료 혼합가스의 부피와 동등해지며 그래서 더 많은 파

워가 표준 엔진의 RPM과 같은 엔진 속도에서 생성될 것이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에서는 급속하게 하강하는 피스톤은 연료 혼합가스를 흡입할 때 큰 양의 운동

량을 생성할 것이고, 이는 실린더를 채우고 연료를 분무하는데(atomization) 도움을 줄 것이다. 실린더에 들어갈 때, 연료

혼합가스는 이동하는 피스톤으로부터 즉각적인 압력 상승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피스톤은 흡입 밸브가 닫히

고 있을 동안 실린더 보어의 바닥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 결과로 더 큰 부피의 연료 혼합가스가 실린더

내부에 갇힐 것이고, 매 폭발단계 동안 더 많은 일이 피스톤 상에서 수행되게 할 것이다. 엔진 속도가 상승된 동안만 실린

더가 그 용량까지 채워지게 하기보다는 움직이지 않는 피스톤이 실린더가 가장 큰 효율로 채워지는 더 큰 엔진 속도 범위

를 허용할 것이다. 연료 혼합가스의 품질이 연료 계량 시스템을 통한 더 큰 기류 속도로 인해 향상될 것이며, 연료의 더 좋

은 안개화(atomization)가 초래될 것이다. 가두어진 혼합가스는 연소실 내에서 더 큰 효율로 연소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배기 가스에서 연소되지 않은 연료의 배출량이 감소될 것이다.

출입구와 포핏 밸브를 모두 활용하는 2-행정 사이클 엔진은 피스톤의 움직임 및 위치가 밸브의 열림 및 닫힘점의 타이밍

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연료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대신에, 캠샤프트(camshaft)가 밸브를 작동시킨다. 그

러나,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의 추가로, 피스톤은 다시 실린더 보어 내에서 피스톤의 빠른 하강으로 인해서 피스톤

의 행정의 바닥에서 휴지하도록 된다. 다시 말하면, 원래 출입구 높이가 원하는 속도 범위에서의 동작을 위해 요구되는 출

입구의 TA 값을 줄이지 않고 낮추어질 수 있으며, 밸브 타이밍은 출입구의 TA 값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될 것이다. 출입구

를 낮추는 것과 밸브 동작을 지연시키는 것의 조합은 표준 엔진과 같은 RPM에서 더 많은 일이 피스톤 상에서 수행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열과 압력의 더 많은 부분이 실린더를 비우기에 충분한 시간을 유지

하면서 각 폭발단계 동안 피스톤의 상부를 밀기 위해 활용될 것이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활용하는 4-행정 사이클 엔진은 더욱 연료 효율적이고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엔진에는 실린더 벽에 잘려진 출입구가 없다. 흡입 및 배기 기능은 (밸브 인 헤드 엔진에 있는) 실린더 헤드

또는 (평헤드(flat-head) 또는 L-헤드 설계에서와 같은) 엔진 블록에 위치하는 포핏 밸브에 의해 제어된다. 이러한 밸브들

은 대신에 그들을 열고 닫기 위한 캠샤프트 로브(camshaft lobe)에 의존하며, 밸브의 움직임은 피스톤의 위치 및 이동에

독립적이다. 만일 유사한 에피트로코이드 경로가 앞에서 논의된 2-행정 사이클 버전에서처럼 커넥팅 로드의 하단에 의해

추종된다면, 피스톤은 스톡 엔진에서보다 더 빨리 실린더 보어 내에서 하강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보어의 바닥 가까이에서

휴지할 것이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은 표준 엔진에서와 같은 또는 더 많은 (캠샤프트 선택, 연소

실 체적, 및 원하는 엔진 응용에 종속적으로) 양의 연료 혼합가스를 흡입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고, 이는 같은 초기 실린더

압력을 생성하지만 피스톤 위에서의 압력에 의한 피스톤의 이동 거리 (폭발단계)는 증가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밸브 열

림 및 닫힘 동작의 비대칭적인 타이밍으로 인해 더 많은 일이 피스톤 상에서 수행되므로 이것은 엔진의 효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에 의해 기인된 독특한 기하학적 배열은 그렇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것보다 피스톤이

더 빠른 속도로 또 더 큰 거리를 보어의 아래로 밀려가게 할 것이다. 피스톤이 같은 초기 시작 압력으로 더 이동했기 때문

에, 더 많은 일이 피스톤 상에서 수행될 것이며, 실린더 내의 잔여 압력은 배기 밸브가 열리는 시점에 더 적을 것이다. 실린

더를 빠져나가는 더 낮은 압력은 생성된 소리가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본 발명의 엔진의 배기음은 크

지 않을 것이다. 성능 이득이 없더라도, 더 낮은 소음 레벨이 소음 공해에 더 적게 기여할 것이다. 소리는 에너지의 한 형태

이고 그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연료의 연소로부터 나오므로, 더 낮은 배기 음색은 더 효율적인 엔진을 나타낼 것이다. 표준

실린더에서의 압력은 피스톤이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폭발단계의 끝에서 더 커질 것이며, 열려진 배기 밸브는 사

용할 수 있는 실린더 압력이 파워 출력에 기여함이 없이 빠져나가버리게 한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의 4-행정 사이클의 예에서, 실린더를 비우는 표준 엔진의 밸브 움직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보통 잃어버리는 배기 압력은 피스톤을 실린더 보어의 더 아래로 미는 힘으로 돌려질 것이다. 실린더 압력

에 대하여 배기 밸브를 열기 위해 요구되는 힘은 엔진 동작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캠 로브는 밸브가 움직이기 전에 그

대좌(seat) 상에 밸브를 유지하는 스프링 압력을 초기에 극복해야 한다. 스프링을 압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은 스프링이

밸브 닫힘 동안 압력을 해제할 때 시스템으로 '되돌려진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실린더 내부의 압력과 결합된 밸브의 표면

적은 또한 밸브가 그 대좌에서 들어올려지기 전에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힘은 밸브 헤드의 면적이 실린더 압

력에 의해 산출되고 곱해질 때 발견될 수 있다. 예로써, 단지 1.00 인치 직경의 배기 밸브는 0.785 제곱 인치의 표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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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밸브가 열리는 시점의 실린더에서의 압력이 100 psi라면, 밸브를 열기 위해 요구되는 힘은 스프링 압력을 극복하

기 위해 요구되는 힘 이상인 78.5 파운드이다. 배기 가스가 그 자신의 압력 하에 실린더를 떠나므로, 밸브 헤드에 대한 힘

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되찾기 위해 시스템으로 되돌려지는 에너지는 없다. 이 필요한 힘은 엔진의 순 파워 출력으

로부터 감산되고, 사용가능한 실린더 압력은 배기관(exhaust tract) 밖으로 손실된다. 본 발명의 엔진으로 가능한 만큼 실

린더 내에서 실린더 압력을 유지하고 그 실린더 압력을 더욱 확장하게 함으로써, 순 파워의 손실은 더 낮아지고 실린더 압

력은 더욱 완전히 활용될 것이다. 일단 압력이 휴지 주기 동안 그 자체에서 떨어지면, 피스톤은 가압된 배기 가스에 작용해

야 하기보다는 단지 잔여 가스를 몰아내기 위하여 실린더에서 상승할 것이다. 피스톤 상에서 수행되는 부정적인 일이 적을

것이며, 그래서 순 이득은 다시 더 커질 것이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은 더 큰 부피의 연료 혼합가스가 각 폭발단계 동안 점화되게 하므로, 엔진의

출력은 더 커질 것이다. 향상된 실린더 충전은 모든 엔진 속도에서 발생하며, 그래서 동력계 시험으로부터 얻어지는 마력

및 토크 곡선은 전 RPM 범위에 걸쳐서 향상되었음을 나타낼 것이다. 예로써, 2-행정 사이클의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

은 매 압축단계마다 대략 15% 더 많은 연료 혼합가스를 가둘 것이다. 이러한 증가된 부피는 배기구의 낮아짐 및 표준 엔진

의 원래 포획된 압축비를 유지하기 위해 실린더 헤드에 추가된 부피에 기인된다. 이 엔진에서 배기구는 먼저 열리고 마지

막에 닫히므로, 힘과 피스톤의 이동 거리는 향상되고 따라서 피스톤 상에 더 많은 일을 생성한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

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의 마력 및 토크 곡선과 표준 엔진에 의해 생성된 곡선과의 비교는 본 발명의 엔진의 곡선이 표준 엔

진의 곡선과 모양에서 유사하지만 모든 지점에서 15% 만큼 향상되었음을 드러낸다. 표준 엔진의 마력 곡선상의 피크점에

서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가 장착된 엔진은 15% 더 많은 파워를 생성한다. 마력 곡선은 전형적으로 '종' 모양이며,

피크 마력 값은 그 종의 꼭대기에서 발생한다. 만일 표준 엔진이 생성할 수 있는 최대 마력이 원하는 전부라면, 유사하지만

향상된 파워 곡선을 가지는 본 발명의 엔진은 그 파워 출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낮은 RPM에서 회전하도록 요구된다. 더

낮은 엔진 속도에서 연료 소모는 원래의 파워 레벨이 유지되는 동안 감소된다.

실시예

도 1에 도시된 분해 조립도에서 묘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 조립품의 일실시예는 같은 피

치 직경을 가지는 고정 선 기어(2)와 화전하는 유성 기어(3)를 이용하는 단순화된 유성 기어 시스템(1)이다. 상기 두 개의

기어들은 플라이휠로서도 동작할 수도 있는 크랭크샤프트(4)와 의해 일정한 맞물림이 유지된다. 상기 선 기어(2)는 상기

크랭크샤프트(4)의 축과 같은 회전축 상에 그 축(5)으로 엔진의 크랭크케이스(미도시)에 고정적으로 부착된다. 상기 유성

기어(3)는 부싱이나 베어링에 의해 크랭크핀(6)에 중심을 둔다. 이 두 기어들 각각은 상기 크랭크샤프트(4)의 축(5)과 상

기 크랭크핀(6)의 축 사이의 거리 혹은 상기 크랭크샤프트(4)의 1/2 행정과 같은 피치 직경을 가진다. 상기 기어들은 일정

하게 맞물려 있으므로, 양 기어들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상기 유성 기어(3)의 축(11)의 경

로가 상기 유성 기어(3)가 상기 고정 선 기어(2)의 주위를 회전할 때 그려진다면, 결과로서 생기는 경로는 원형이고 상기

크랭크핀(6)의 축의 경로와 겹쳐질 것이다. 편심 저널(7a)를 가지는 편심베어링(7)은 상기 유성 기어(3)에 장착되고 상기

편심 저널(7a)의 중심은 상기 유성 기어(3)의 축(11)과 상기 크랭크핀의 축으로부터 특정 거리(8)만큼 축방향으로 오프셋

된다. 하단 저널(10a)을 가지는 커넥팅 로드(9)의 하단(10)은 상기 편심베어링(7)에 끼워 진다. 상기 편심베어링(7)과 하

단 저널축(10b)를 가지는 상기 커넥팅 로드(9)의 하단(10) 및 하단 저널(10a) 모두는 상기 크랭크핀(6)으로부터 특정 거리

(8)만큼 오프셋되는 동일한 중심을 공유한다. 상기 크랭크샤프트(4)의 회전 동안, 상기 고정 선 기어(2)는 상기 유성 기어

(3)가 상기 크랭크핀(6)의 축과 같은 그 축(11)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한다. 상기 유성 기어(3)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상기

편심베어링(7)은 상기 크랭크핀(6)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될 것이다. 상기 크랭크핀(6) 자체가 상기 크랭크샤프트(4)

와 함께 회전하므로, 상기 유성 기어(3)와 상기 편심베어링(7)은 둘 다 상기 크랭크핀(6)이 상기 크랭크샤프트(4)와 함께

이동하는 동안 상기 크랭크핀(6) 주위를 회전한다. 상기 크랭크샤프트(4)와 상기 고정 선 기어(2)의 결합으로 인해 상기 유

성 기어(3)와 상기 편심베어링(7)은 상기 크랭크샤프트(4)가 한번 회전할 때마다 두 번 회전할 것이다. 상기 편심베어링

(7)의 중심은 상기 크랭크핀(6)의 원형 경로를 따르지 않지만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를 따라갈 것이다. 상기 커넥팅 로드(9)

의 하단(10)의 하단 저널(10a)의 축(10b)은 마찬가지로 이 경로를 따라 상기 편심베어링(7)의 중심을 따를 것이다.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모양은 상기 편심베어링(7)의 중심이 상기 유성 기어(3)의 축(11)으로부터 약간 오프셋될 때 대략 원에 가

까울 것이며, 상기 편심베어링(7)의 중심이 상기 유성 기어(3)의 축(11)으로부터 많이 오프셋될 때 뚜렷한 콩팥 모양을 그

릴 것이다. 상기 행정 길이와 오프셋 거리(8)에 의해 생성된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는 상기 크랭크샤프트(4)가 회전할

때마다 스스로 재생하는 패턴을 생성한다. 상기 패턴의 지향점(orientation)은 상기 크랭크샤프트(4)의 축(5)과 상기 크랭

크핀(6)의 축 사이에 그어진 직선과 상기 편심베어링(7)의 오프셋 거리(8)를 정렬함으로써 성취된다. 오프셋 량(8)은 상기

편심베어링(7)의 중심이 상기 크랭크샤프트(4)의 축(5)에서 최대 거리가 되도록 상기 크랭크샤프트 축(5)으로부터 직선으

로 멀어지게 향해질 것이다. 이 위치는 상기 크랭크샤프트(4)가 회전각 0도일 때 피스톤의 상사점과 관련된다. 그러한 배

열은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패턴이 그 패턴의 상부에서 긴 모멘트 암을 또 그 패턴의 바닥을 따라서는 짧은 모멘트 암을 가

지게 할 것이다. 상기 패턴의 하부는 큰 반경을 가질 것이다. 상단 저널축(12b)을 가지는 상단 저널(12a)을 포함하는 상기

커넥팅 로드(9)의 상단(12)은 도시되지 않은 피스톤에 피봇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크랭크샤프트(4)가 회전할 때 상기 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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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로드(9)의 하단(10)이 상기 커넥팅 로드(9)의 상단(12)이 실린더 중심선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경

로를 따르도록 상기 상단 저널축(12b)과 상기 하단 저널축(10b) 사이의 거리인 상기 커넥팅 로드(9)의 중심간 거리는 이

큰 반경과 부합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상기 커넥팅 로드(9)의 상단(12)에 부착되는 피스톤은 상당한 양의 크랭크샤프트

회전동안 그 행정의 바닥에서 휴지할 것이다. 본 발명의 크랭크샤프트가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패턴과 관련되므로 에피트

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라고 불린다.

본 발명의 개발에서 두 개의 엔진이 기계적으로 모델링되었다. 하나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종래 형태의 엔진이었고 하

나는 본 발명의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이었다. 양 엔진은 같은 보어와 행정치수를 가지며 따라서 같

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는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이 유사한 크랭크샤프트 속도에서 종래

의 엔진보다 더 많은 파워를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마력은 피스톤 상에 수행되는 일 및 그것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엔진의 RPM)에 대한 함수이므로,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은 같은 엔진 속도에서 폭발단계 동

안 피스톤 상에 수행되는 증가된 일로 인해 더 많은 마력을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

를 장착한 모델링된 엔진이 표준 엔진에서 얻어진 것보다 15% 더 많은 총 파워를 생성했고 각 폭발단계 동안 41% 더 큰

피크 토크를 생성했다.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은 다음의 치수 (인치,

세제곱 인치, 센티미터, 및 세제곱 센티미터는 각각 "in", "ci", "cm", 및 "cc"의 약어로 사용)로 스톡 Homelite® 2-행정 사

이클 피스톤-출구 스트링 그래스 트리머(piston-port string grass trimmer) 엔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되었다:

보어: 1.3125 in 또는 3.334 cm

행정: 1.125 in 또는 2.858 cm

배기량: 1.52 ci 또는 24.95 cc

상사점을 지나 102도에서 열리는 배기구: 상사점에서 0.749 in 또는 1.902 cm

상사점을 지나 128도에서 열리는 이송구: 상사점에서 0.954 in 또는 2.423 cm

상사점을 지나 60도에서 닫히는 흡기구: 상사점에서 0.563 in 또는 1.430 cm

상사점전 28도에서 발생하는 불꽃 점화: 상사점에서 0.082 in 또는 0.208 cm

연소실 체적: 0.1745 ci 또는 2.86 cc

압축비 (전체 행정에서 측정된): 9.72:1

압축비 (배기구 닫힘에서 측정된): 6.8:1

커넥팅 로드 길이: 2.200 in 또는 5.588 cm

도 2는 완전한 360도 회전 동안 종래의 표준엔진에서 크랭크핀의 중심에 의해 이동되는 원형 경로(13)를 보여는 그래프이

다. 또한,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 크랭크핀의 중심이 이동하는 같은 원형 경로를 보여준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이 모델링된 종래의 엔진에서 이 원의 직경은 1.125 인치의 행정 길이와 같다. 차이는 종래의 엔진에서

는 크랭크핀의 중심의 원형 경로는 또한 커넥팅 로드의 하단의 중심의 경로라는 것이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는 크랭크핀의 중심의 원형 경로는 커넥팅 로드의 하단의 중심의 경로와 같지 않다. 상기 커넥팅 로드의

하단의 중심은 편심베어링에 의해 제공된 오프셋 거리와 같은 거리만큼 상기 크랭크핀의 중심으로부터 이격되어 위치한

다. 도 2는 종래의 엔진 및 본 발명의 엔진 양자를 위하여 상기 크랭크핀의 중심의 X, Y 좌표를 이용하여 다음 수학식에 의

해 작도되었다.

X = 행정 길이 × sine (크랭크샤프트 각도)

Y = 행정 길이 × cosine (크랭크샤프트 각도)

도 2에서, 상기 크랭크핀 경로는 상기 수학식으로 생성된 원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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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랭크핀 위치를 도시하는 모든 그래프에서, X축을 수평축으로 간주하고 Y축을 수직축으로 간주한다. 실린더 중심선은 모

델링된 크랭크축 위에서 Y축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더욱이, 모든 모델링된 크랭크축의 회전은 0도의 크랭크축 회전각에서

Y축을 따라 상사점에서 시계방향이라고 가정한다. 하사점은 또한 Y축을 따라 상사점에서 180도 이격되어 위치한다. XY

좌표계의 원점은 상기 모델링된 크랭크샤프트의 회전 중심이라고 간주한다.

도 3은 편심베어링의 기하학적 배열을 묘사한다. 편심베어링의 정의는 커넥팅 로드의 하단에 끼워진 베어링이다. 편심베

어링의 외경(14)은 커넥팅 로드의 하단 저널의 내경과 같고, 베어링 및/또는 윤활유 웨지(wedge)를 위한 작은 유극을 빼

준다. 상기 편심베어링의 내부에 있는 구멍의 내경(15)은 상기 크랭크핀의 외경과 같고, 베어링 및/또는 윤활유 웨지

(wedge)를 위한 작은 가동 유극을 더해준다. 상기 베어링의 외경의 중심은 상기 편심베어링의 내부 구멍의 중심으로부터

소정의 양(16)만큼 오프셋된다. 이것이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패턴에 대한 상기 수학식에서 언급되고 특정 거리(8)로 도 1

에서 표현되었던 오프셋이다. 도 4는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 상기 커넥팅 로드의 하단의 중심의

경로(17)를 나타낸다. 상기 크랭크핀의 중심은 상기 크랭크샤프트의 중심으로부터 고정된 거리에 있고 원형 경로를 따른

다. 상기 프로토타입 엔진의 경우에서, 상기 크랭크핀 원은 0.5625 인치의 반경을 가지고 따라서 1.125 인치의 직경을 가

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기 측정된 엔진의 행정 또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왕복하는 수직거리이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

입 엔진은 구성 시에 스톡 크랭크샤프트를 사용했다. 도 4에 도시된 그래프는 도 3에 도시된 상기 편심베어링의 오프셋

(16)의 결과로서 생성된다. 상기 오프셋(16)은 상기 커넥팅 로드의 길이 및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 원해진 행정의

길이로부터 도출되는 산출된 양이다. 이렇게 산출된 오프셋은 상기 패턴의 (상기 경로가 스톡 행정 원 내에서 그리는 바닥

에 가까운) 큰 반경 부분(18) 및 (상기 경로가 스톡 행정 원 바깥에서 그리는 꼭대기에 있는) 확장된 영역을 생성한다. 정확

한 오프셋 거리(16)을 산출함으로써, 피스톤은 상기 본 발명의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모델링된 엔진에서

총 43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 동안 하사점에서 또는 하사점의 0.001 인치 내측에서 휴지하게 된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커넥팅 로드(9)의 중심간 거리(19)는 도 4에 도시된 패턴의 큰 반경 부분(18)과 밀접하게 부합하고

근사적으로 같은 원호(20)를 따른다. 상기 커넥팅 로드(9)의 상단(12)에서 상기 커넥팅 로드(9)와 피스톤을 부착하는 피스

톤 핀 (wrist pin)은 또한 상기 커넥팅 로드(9)를 실린더 중심선의 어느 쪽으로든 편향시키는 피봇 베어링이다. 만일 피스

톤이 고정으로 유지되고 상기 커넥팅 로드(9)가 앞뒤로 흔들리는 것이 허용된다면, 상기 커넥팅 로드(9)의 하단(10)의 중

심은 상기 커넥팅 로드(9)의 중심간 거리(19)와 같은 반경의 원호(20)에서 흔들릴 것이다. 이것이 도 5에 묘사되어 있다.

이 원호(20)는 상기 편심베어링과 그 오프셋 거리(16)에 의해 생성된 패턴의 하부(18)에서 복제된다. 도 4의 그래프는 상

기 편심베어링의 중심의 X,Y좌표를 이용하여 그려졌다. 이것은 또한 상기 커넥팅 로드(9)의 하단(10)이 따르는 경로이다.

이것은 원형인 크랭크핀의 경로는 아니다. 상기 X,Y좌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X = [1/2 행정 × sine (크랭크 각도)] - [오프셋 × sine (2 × 크랭크샤프트 각도)]

Y = [1/2 행정 × cosine (크랭크 각도)] - [오프셋 × cosine (2 × 크랭크샤프트 각도)]

여기서, (본 예에서) 행정은 1.125 in, 오프셋은 0.1334 in, 크랭크 각은 크랭크샤프트의 회전각이다.

이것은 본 발명의 설계가 명명된 에피트로코이드를 위한 수학식의 단순화된 버전이다.

X,Y좌표를 위한 에피트로코이드 수학식은 다음과 같다:

X = (a+b)sineθ-(c)sine{(a+b)/b}θ

Y = (a+b)cosineθ-(c)cosine{(a+b)/b}θ

여기서, a 및 b는 원의 반경이고, c는 오프셋 거리이며, θ는 회전각이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은 1.125 인치의 행정 및 1.3125 인치의 보어를 가진 종래의 엔진을 바탕으로 한다. 상기 스톡

커넥팅 로드의 중심간 거리는 2.200 인치이다. 이 커넥팅 로드 길이는 상기 커넥팅 로드가 실린더 중심선으로부터 최대의

편향으로 흔들리게 하며, 이는 실린더 보어에 대해서 피스톤을 측면으로 로드할 것이다. 상기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

과 종래 형태의 엔진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 상기 프로토타입 엔진은 원래의 엔진과 같은 행정 및 보어 치수를 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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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구성되었다. 스톡 피스톤 및 실린더는 상기 보어가 같게 유지되도록 사용되었으며, 스톡 행정 길이와 조합될 때, 본 발

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이 같은 배기량을 가지도록 했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이 같은 커넥팅 로드 편향을 가지게 하

기 위해서,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은 중심에서 중심까지 3.000 인치인 커넥팅 로드를 요구했다.

커넥팅 로드 길이와 편심베어링 오프셋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과정은 도 1을 참조하여 예시될 수 있고 상기 크랭크핀(6)

의 축으로부터 상기 편심베어링(7)의 오프셋 거리(8)가 0 인치라고 가정한다. 상기 유성 기어(3)이 크랭크샤프트의 회전

동안 상기 선 기어(2) 주위를 회전할 때, 상기 편심베어링(7)의 중심은 상기 크랭크핀(6)에 의해 생성된 경로의 상부에서

정확하게 원형 경로를 추종할 것이다. 상기 편심베어링(7)이 오프셋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커넥팅 로드(9)의 하단(10)은

같은 원형 패턴을 따르고, 그 피스톤의 위치 및 움직임은 스톡 값에서 불변이다. 실린더 중심선을 따르는 원형 경로의 수직

거리는 상기 크랭크샤프트(4)의 행정과 같다. 상기 유성 기어(3)가 상기 선 기어(2)의 상부에 있고, 그들의 중심이 실린더

중심선과 직선상에 있으며, 상기 편심베어링(7)의 중심선이 상기 실린더 중심선 상에 있다고 가정할 때, 상기 편심베어링

(7)의 오프셋(8)이 상기 크랭크샤프트(4)의 축(5)에서 0.001 인치만큼 떨어져서 위로 이동된다면, 상기 편심베어링(7)의

중심선의 결과적인 경로는 더 이상 원형이 아닐 것이다. 상사점에서, 상기 경로는 상기 크랭크핀(6)의 원형 경로의 상부

0.001 인치에 있고, 상기 크랭크샤프트(4)의 축(5)에서 0.001 인치 더 이격되어 있을 것이다. 하사점에서, 상기 경로는 상

기 원형 크랭크핀 경로의 내측 0.001 인치에 있고, 상기 크랭크샤프트(4)의 축(5)에 0.001 인치 더 가까워질 것이다. 상기

프로토타입 엔진에서와 같이 상기 실린더 중심선을 따라 새로이 형성된 경로의 수직 거리는 여전히 상기 크랭크샤프트(4)

의 행정과 같고 상기 피스톤은 여전히 1.125 인치를 왕복할 것이다. 상기 편심베어링(7)의 오프셋(8)이 더 위로 이동될 때,

상기 편심베어링(7)의 중심선의 결과적인 경로는 상기 패턴의 곡률 반경이 그 영역에서 증가함에 따라 상기 패턴의 하부

절반을 따라 계속 반경이 증가할 것이다. 피스톤의 왕복운동은 계속 1.125 인치에서 불변일 것이다. 목표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커넥팅 로드(9)의 중심간 거리 (19)와 같은 반경에 의해서 추종되는 원호와 부합하고 거의 근사하는 패턴

의 하부를 생성하는 편심베어링 오프셋 거리가 발견될 때까지 상기 오프셋 거리(8)을 계속 위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도 6,

7, 8은 원하는 1.125 인치 행정을 가지는 크랭크샤프트(4)에 적용될 때의 다양한 오프셋 거리(8)를 예시한다. 커넥팅 로드

편향의 양이 스톡 엔진 측정과 같도록 선택되었으므로, 최적의 커넥팅 로드 길이는 3.000 인치이다.

도 6은 상기 오프셋(8)이 0인 경로(21)를 예시한다. 결과적인 경로는 종래의 엔진에 대해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크랭

크핀(6)의 경로(13)과 같은 원이다.

도 7은 상기 오프셋(8)이 정확히 0.1334 인치인 경로(22)를 예시한다. 결과적인 경로의 하부(18)는 도 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커넥팅 로드(9)의 중심간 거리(19)와 같은 곡선(20)의 반경과 부합하는 반경에 의해 그려지는 원호이다. 피스톤은 43

도의 크랭크샤프트의 회전각 동안 하사점 위치의 0.001 인치 내측에서 휴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도 8은 과도한 양의 오프셋(8)이 있는 경로(23)를 예시한다.

오프셋과 커넥팅 로드 거리의 최종 시험은 피스톤 행정을 상사점 및 하사점에서 만이 아니라 완전한 크랭크샤프트 회전 동

안 관찰하는 것이다. 만일 상기 오프셋 거리(8)가 너무 크다면, 상기 경로의 하부(18)은 상기 커넥팅 로드 길이(19)에 의해

생성된 반경보다 더 큰 반경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크랭크샤프트에서 측정된 바와 같이 피스톤이 하사점의 전후에서 그것

의 최대 하부 이동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피스톤이 이동하는 총 거리는 이제 실린더 중심선을 따른 수직 거리가 1.125 인

치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 허용된 1.125 인치보다 더 커질 것이다. 만일 피스톤의 이동에 의해 측정된다면, 피스톤을 위

한 하사점은 최대 피스톤 이동에서 두 지점에서 발생할 것이고 피스톤의 행정은 1.125 인치를 초과할 것이다. 피스톤이 최

저 이동 지점에 도달하고, 크랭크샤프트 하사점을 향해 위로 이동하고, 두 번째 최저 이동 지점으로 다시 아래로 이동하고,

상사점쪽으로 실린더 보어의 상부를 향해 돌아갔을 것이므로, 이 지점들은 크랭크샤프트에서 측정된 바와 같이 하사점의

전후에서 발생한다. 만일 피스톤 왕복운동의 총 거리가 고려되었다면, 상기 엔진은 의도된 것보다 더 큰 배기량을 가졌을

것이다.

도 9는 커넥팅 로드(9)의 상단(12)과 하단(10) 사이의 중심간 거리(19) 및 상기 중심간 거리(19)를 반경으로 하여 생성된

원호(20)을 보여주는, 도 5의 묘사에 보충한, 아주 큰 오프셋 거리(8)를 가지는 편심베어링(7)에 의해 생성된 경로(23)을

묘사한다. 도 10은 마찬가지로 도 5의 묘사에 보충한, 정확한 오프셋 거리(8)로 생성된 경로를 묘사한다. 상기 오프셋 거리

(8)가 상기 커넥팅 로드 길이(19)와 정확히 부합될 때, 하사점은 더 이상 스톡 엔진에서처럼 최대 피스톤 이동의 단일 지점

이 아니라 대신에 점들의 범위, 즉 피스톤이 실질적으로(virtually) 움직이지 않는 동안이 된다. 하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

에서 피스톤의 휴지는 증가하고, 이는 원하는 효과이다.

다시 말하면, 상기 패턴의 지향점은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 모델링되었다. 상기 프로토타입 발명에 대해 본 방법

에 의해 생성된 값들은 크랭크샤프트 및 피스톤 이동에서 측정된 바와 같이 0.1334 인치의 오프셋 거리 및 1.125 인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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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가지는 3.000 인치의 커넥팅 로드 길이로 산출된다. 커넥팅 로드가 상기 프로토타입 엔진을 위해 따를 최적의 패턴

을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치수 (인치, 세제곱 인치, 센티미터, 및 세제곱 센티미터는 각각 "in", "ci", "cm", 및 "cc"의 약

어로 사용)들이 사용되었다.

보어: 1.3125 in 또는 3.334 cm

행정: 1.125 in 또는 2.858 cm

배기량: 1.52 ci 또는 24.95 cc

(고정 및 이동 기어 양자를 위한) 기어 크기: 0.5625 in 또는 1.4288 cm 피치 직경

편심베어링 오프셋: 0.1334 in 또는 0.3388 cm

커넥팅 로드 길이: 3.000 in 또는 7.620 cm

상사점을 지나 87도에서 열리는 배기구: 상사점에서 0.855 in 또는 2.172 cm

상사점을 지나 109도에서 열리는 이송구: 상사점에서 1.018 in 또는 2.586 cm

상사점을 지나 50도에서 닫히는 흡기구: 상사점에서 0.4107 in 또는 1.043 cm

상사점전 20.5도에서 발생하는 불꽃 점화: 상사점에서 0.082 in 또는 0.208 cm

연소실 체적: 0.1992 ci 또는 3.264 cc

압축비 (전체 행정에서 측정된): 8.6:1

압축비 (배기구 닫힘에서 측정된): 6.8:1

도 4에 묘사된 경로(17)를 참조하면, 점화점은 실제 크랭크샤프트 회전과 관계없이 피스톤 위치를 바탕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 불꽃 타이밍을 위한 스톡 엔진에서의 피스톤 위치는 28도 각도의 하상사점(BTDC)에서 발생하도록 설정되는데, 이

때 피스톤은 상사점 위치로부터 0.082인치 이격되어 위치한다. 크랭크샤프트 회전시 그 지점에서의 피스톤 위치는 20.5도

각도의 하상사점(BTDC)에서의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의 피스톤 위치와 같다.

본 발명의 설계가 표준 엔진보다 상사점에서 크랭크샤프트 중심선에서 더 멀리 이격되도록 피스톤을 두므로, 모멘트 암은

0.1334인치인 편심베어링 오프셋의 양만큼 더 커진다. 상기 더 긴 모멘트 암은 증가된 피스톤 속도를 초래하며, 이는 피스

톤을 실린더 보어의 바닥쪽으로 더 빨리 내려가게 한다. 상기 프로토타입 엔진에 대해 모델링된 토크 곡선은 상기 증가된

모멘트 암이 폭발행정의 끝쪽으로 더 적은 토크를 돌리는 동안 크랭크샤프트에 대해 더 큰 토크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의 피스톤의 움직임을 표준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의 피스톤의

움직임과 비교할 때,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의 피스톤은 더 적은 각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각

동안 실린더 압력을 받는다.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이 상기 표준 형태의 엔진과 유사한 양의 파

워를 생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 크랭크샤프트의

회전각당 피스톤 이동의 실제 거리는 폭발단계 동안 표준 엔진에서보다 더 크다. 둘 다 같은 행정과 같은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속도를 가질 때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의 피스톤 이동을 표준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의 피스톤 이동과 비교하면,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의 피스톤이 상기 표준 크랭크

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의 피스톤보다 같은 양의 시간에서 더 많이 이동할 것이다. 이것은 상기 증가된 모멘트 암 길이

에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모멘트 암이 더 짧을 때 크랭크샤프트 회전의 일부분 동안, 피스톤은 그렇게 멀리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폭발단계 동안, 신속한 피스톤의 이동은 피스톤이 종래의 엔진의 피스톤보다 더 빨리 실린더 보어의 바닥에

도달하게 한다. 피스톤 왕복운동의 바닥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의 크

랭크샤프트는 여전히 상기 종래의 엔진과 같은 회전 속도로 회전하고 있지만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의 피스톤은 멈추어진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의 경우에, 159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각에서부터 하사점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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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각까지 피스톤은 하사점 위치의 0.001인치 내측에 있다. 피스톤 이동은 하사점의 양측면에서

대칭이므로,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멈추는 크랭크샤프트의 총 회전각의 수는 43이다. 역으로, 상기 표

준 엔진의 피스톤은 총 9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각 동안 하사점의 0.001인치 내측에 있다.

대안으로 제안된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은 경운기 및 잔디 트랙터에 보편적인 4-행정 사이클 Briggs & Stratton® 5

마력 수평 샤프트 엔진을 바탕으로 한다. 이 엔진은 그 구현의 단순성 및 이용가능성으로 인해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

트를 장착한 엔진으로의 변환을 위해 선택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설계는 모든 4-행정 사이클 엔진에 채택될 수 있으며,

본 프로토타입 엔진은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 개념의 증거로써 공헌한다.

만일 엔진 작동의 단계들의 타이밍이 피스톤의 움직임과 독립적으로 제어된다면, 캠샤프트는 전형적으로 흡입 및 배기 밸

브를 작동하기 위해 채용된다. 4-행정 사이클 엔진의 캠샤프트는 크랭크샤프트의 회전과 연동되어 전형적으로 크랭크샤

프트 속도의 절반으로 구동된다. 비록 흡기 및 배기 관로를 통해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밸브 그 자체라 할지라도,

캠 로브는 상기 흡입 및 배기 밸브를 강제로 열기 위해서 설계되고 어떠한 원하는 밸브 움직임이라도 생성하도록 맞추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준엔진의 캠샤프트는 그 로브 모양 및 밸브 작동(event)의 타이밍 양자에서 변화가 없고 표준 및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 공히 적용된다. 그러므로, 상기 밸브 작동의 타이밍 및 구간은 어느 쪽 엔진에서든 다르지 않다.

효과로서, 밸브들이 대좌를 떠나있는 기간이 표준 및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 같으므로, 캠샤프트가 흡기 및 배기

관로에서 생성하는 TA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 표준 엔진의 캠샤프트는 상기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을 위해서는 최적의

캠 설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스톡 캠샤프트는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장착한 엔진에서 상당한 파워를

생성한다. 상기 스톡 엔진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인치, 세제곱 인치, 센티미터, 및 세제곱 센티미터는 각각 "in", "ci",

"cm", 및 "cc"의 약어로 사용).

보어: 2.562 in 또는 6.507 cm

행정: 2.438 in 또는 6.193 cm

배기량: 12.57 ci 또는 206 cc

배기구는 상사점을 지나 130도에서 열림

흡기구는 상사점 전 75도에서 닫힘

불꽃 점화는 상사점 전 28도에서 발생 (피스톤 위치는 상사점에서 0.1852 in)

연소실 체적: 2.285 ci 또는 37.4 cc

압축비 (전체 행정에서 측정된): 6.5:1

실제 압축비 (가두어진 흡입 부피에 의해 측정된): 3.45:1

커넥팅 로드 길이: 3.875 in 또는 9.843 cm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2-행정 사이클 엔진의 설명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준 엔진의 제조자가 선택한 압축비

(6.5:1)는 두 가지 요인들-실린더의 실제 배기량 및 연소실의 실제 배기량-를 바탕으로 한다. 압축단계 동안 실린더 내에

가두어진 연료 혼합가스의 실제 부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상기 부피는 흡입밸브가 닫히는 시점에 피스톤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에 언급된 밸브 타이밍을 바탕으로 실린더에 가두어진 부피는 75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각인 흡입밸브가

닫히는 시점에 피스톤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상기 피스톤의 위치는 실린더에서 아래로 1.0867인치이다. 본 발명

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 같은 압축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의 가두어진 실린더 부피는 실린

더 헤드 부피가 실제 압축비가 원래의 엔진의 압축비와 같은 값을 가지도록 산출되어야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방

식으로 구현된다. 스톡 캠샤프트와 그것이 생성하는 밸브 움직임이 채택되므로,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의 피스톤은 흡

입밸브가 닫히는 시점에서 실린더 보어에서 아래로 1.634인치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 상기 압축

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의 실린더 헤드 체적은 증가되어야 한다. 실제 가두어진 부피는 얻어진

추가적인 실린더 보어의 양만큼 증가되며, 이는 상기 프로토타입 엔진이 이제는 매 흡입단계 동안 더 많은 연료 혼합가스

를 흡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은 여전히 같은 실제 압축비를 유지하면서 매 흡입단계 동안 더 많

은 연료 혼합가스를 가두어 둔다. 그러므로, 원래 엔진의 의도된 RPM 범위 내의 모든 지점에서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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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많은 연료 혼합가스를 흡입할 것이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2-행정 사이클 엔진에 대한 논의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추가적인 연료 혼합가스는 원래의 토크 및 마력 곡선을 여전히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스톡 엔진의 압축비가 피스톤의 총 행정 및 연소실 체적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은 만일 같은

방식으로 묘사된다면 실제로는 스톡 엔진보다 더 낮은 압축비를 가진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이 그러한 낮은 압축비

에서 불완전하게 가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실제 가두어진 부피보다는 전체 행정 배기량에서 압축비를 묘사하는 것은

오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실린더 헤드가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 변화없이 남겨졌다면, 압축비

와 스톡 엔진의 값이 둘 다 총 행정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압축비는 스톡 엔진의 값과 수학적으로 같아졌을 것이다. 그러

나, 더 큰 부피의 연료 혼합가스가 원래의 연소실 체적 안으로 강제로 흡입되었을 것이므로 실제 압축비는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초기 실린더 압력이 더 커졌을 것이고 결과적인 압력 곡선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압축비는 (폭발

(detona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의 출력을 확실히 증가시킬 것이지만, 비교하자면 원하지

않은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같은 초기 실린더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의 추가에 의해 생

성된 이점들을 강조하는 더 합당한 비교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발명의 2-행정 사이클 프로토타입의 개발에서 적용된 것과 같은 로직을 적용하여, 본 발명의 4-행정 사이클 프로토타

입은 다음 치수를 가질 것이다 (인치, 세제곱 인치, 센티미터, 및 세제곱 센티미터는 각각 "in", "ci", "cm", 및 "cc"의 약어로

사용).

보어: 2.562 in 또는 6.507 cm

행정: 2.438 in 또는 6.193 cm

배기량: 12.57 ci 또는 206 cc

편심베어링 오프셋: 0.2781 in 또는 0.7064 cm

배기구는 상사점을 지나 130도에서 열림

흡기구는 상사점 전 75도에서 닫힘

불꽃 점화는 상사점 전 20.2도에서 발생 (피스톤 위치는 보어에서 아래로0.1852 in 또는 0.4704 cm )

연소실 체적: 3.43 ci 또는 56.21 cc

압축비 (전체 행정에서 측정된): 4.66:1

커넥팅 로드 길이: 4.2096 in 또는 10.69 cm

실제 압축비 (가두어진 흡입 부피에 의해 측정된): 3.45:1

이 치수들을 생성된 패턴에 적용하고 증가된 흡입 부피를 고려하면,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은 이제 원래의 스톡 엔진

출력보다 35.8% 더 커진 총 토크 출력을 가진다.

스톡 및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 양쪽에서 폭발행정 동안, 배기밸브가 열리는 지점에서의 피스톤의 위치가 흥미있는 비

교를 이끌어낸다. 상기 스톡 엔진에서는 피스톤이 보어에서 아래로 2.117 인치에 위치하는 반면에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는 피스톤이 보어에서 아래로 2.381 인치에 위치한다. 양 엔진 사례의 총 행정 거리는 2.438 인치이다. 상기 스톡

엔진에서는 피스톤에 작용하는 실린더 압력에서 피스톤의 이동은 배기밸브가 열리기 전에 전체 행정의 86.8%에 달한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는 피스톤이 배기밸브가 열리기 전에 피스톤 상부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총 행정 거리의

97.6%를 이동한다.

도 1에 대략적으로 묘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두 개의 기어가 사용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구성의 사용

은 크랭크샤프트가 일부의 작은 엔진들을 위해 사용되는 단일 크랭크 휠 구성을 가정하게 한다. 오버헝(overhung) 부하를

가지는 이러한 구성에서는 지지베어링이 크랭크샤프트의 같은 면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크랭크샤프트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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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크랭크샤프트를 활용하는 다중 피스톤 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의 유동하는 기어는 크랭크핀

상에서 회전하기에 자유로워야 하고 또한 고정 기어에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크랭크샤프트의 어느 일단에 대해서 구동하

거나 같은 크랭크샤프트 상에 복수의 크랭크핀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크랭크핀의 양면의 이중의 크랭크 휠을 갖지 못하게

한다.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를 통해 그것에 작용하는 연소 압력은 크랭크핀이 그러한 힘을 견디기에 충분한 직경 및 강도

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움직이는 기어는 그에 작용하는 회전력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유지

해야 하지만, 그 움직이는 기어에 상기 크랭크핀을 수용하기 위해 구멍이 뚫릴 때, 특히 롤링 요소 형태의 베어링이 채택될

때, 크랭크핀과 기어 톱니의 근저 사이에 남겨지는 물질의 양이 감소된다. 기어 톱니의 강도가 그 기어가 크랭크핀을 끼우

기 위해 구멍이 뚫릴 때 절충되었을 것이므로 큰 직경의 크랭크핀을 가지는 엔진을 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커넥팅 로드의 하단이 원래의 프로토타입 2-기어 설계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에피트로코이드 경로를 생

성하는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다. 대안적인 제2 실시예의 단면이 도 13에 도시되어 있고, 도 14는 이 제2 실시예의 분해 사

시도를 예시한다. 비록 그 기계적인 배열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에피트로코이드 패턴이 생성되고 그 에피트로코이드 설계

의 배경 이론은 같다. 제2 실시예는 3 개의 기어를 활용한다. 두 개는 종래의 스퍼 기어이고 나머지는 크랭크케이스에 고정

되어 장착되는 내접 기어이다. 상기 기어링이 원하는 패턴을 생성하기 위하여, 기어들의 피치 직경 사이의 비율은 3대 1대

3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고정 기어는 내접 기어(24)이고 그것의 기하학적인 축(25)이 크랭크샤프트(29)의 축과 같아지게

장착되어, 그 둘은 같은 중심선을 공유한다. 상기 내접 기어(24)는 그 배열에서의 다음 기어, 즉 더 작은 스퍼 기어(26)의

피치 직경의 3배의 피치 직경을 가져야 한다. 예로써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의 치수를 사용하여, 상기 내접 기어(24)는

1.6875인치의 피치 직경을 가진다. 상기 제2 기어(26)는 상기 내접 기어(24)의 1/3 피치 직경을 가진 종래의 스퍼 기어이

며, 그래서 상기 제2 기어(26)는 0.5625인치의 피치 직경을 가진다. 그 피치 직경은 크랭크샤프트의 행정의 절반과 같으

며, 그래서 본 예에서는 크랭크샤프트의 행정은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의 행정과 같은 1.125인치이다. 상기 제2 기어(26)

는 그것의 톱니가 상기 내접 기어(24)와 맞물리게 장착될 것이다. 상기 제2 기어(26)는 상기 내접 기어(24) 내에서 원형 경

로로 움직일 것이다. 상기 제2 기어(26)의 중심이 상기 내접 기어(24)의 중심축 주위로 도는 매 회전마다 상기 제2 기어

(26)는 그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두 번 회전할 것이다.

도 11은 두 개의 기어들, 즉 상기 내접 기어(24) 및 상기 더 작은 스퍼 기어(26), 및 상기 작은 기어(26)가 상기 내접 기어

(24) 내에서 자전하고 공전할 때 그 관계를 묘사한다. 명백히 하기 위해 기어 톱니는 도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치 직경을

묘사했다. 또한, 상기 더 작은 스퍼 기어(26) 상의 참조점은 다양한 회전 위치에서의 상기 기어(26)의 위치를 명시한다. 이

도면에서, 상기 더 작은 스퍼 기어(26)는 상기 내접 기어(24)의 바닥에서 시작하며, 그 참조 흑점은 상기 더 작은 스퍼 기어

(26)의 꼭대기에서 시작한다. 기어의 중심은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며, 이는 상기 더 작은 스퍼 기어(26)가 상기 내접 기어

(24) 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한다. 상기 참조점의 움직임은 또한 상기 더 작은 스퍼 기어

(26)가 상기 내접 기어(24) 내에서 한번 공전하는 동안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두번 회전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3의 더 큰 스퍼 기어(27)는 상기 더 작은 스퍼 기어(26)의 크기의 3배의 피치 직경, 즉 1.6875인치의 피치 직경을 가져

야 한다. 이 더 큰 스퍼 기어(27)는 외주에 톱니를 가지는 종래의 기어 설계로 되어 있다. 그것의 기하학적 중심은 크랭크핀

(31)의 축(32)과 같을 것이다. 상기 내접 기어(24) 및 상기 더 큰 스퍼 기어(27)가 같은 피치 직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리

적인 크기는 상기 두 기어들이 두 개의 평행 평면에서 상기 더 작은 스퍼 기어(26)가 상기 두 기어들과 맞물리게 장착될 것

을 요구한다. 이러한 그림이 하나의 평면 상에 도시되어 있으므로, 상기 도 12의 상기 내접 기어(24)는 그것이 상기 더 작

은 스퍼 기어(26)와 상기 더 큰 스퍼 기어(27)의 평면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짙은 색으로 도시했다. 기어

배열이 변하지 않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앞에서 논의된 상기 작은 0.5625인치 기어(26)는 실제로는 두 개의 기어이며, 하

나(26a)는 하부 평면에서 상기 내접 기어(24)와 맞물리며 두번째(26b)는 상부 평면에서 상기 더 큰 스퍼 기어(27)와 맞물

린다. 상기 두 개의 더 작은 스퍼 기어(26a 및 26b)는 공통 샤프트(26c)를 통해서 연결된다. 상기 공통 샤프트(26c)는 크랭

크 휠들(28)중 하나를 통하는 베어링에 자신을 장착함으로써 그 위치에 고정될 것이다. 그러한 배열은 항상 상기 더 작은

스퍼 기어(26)를 상기 내접 기어(24) 및 상기 더 큰 스퍼 기어(27) 둘 다와 맞물리게 한다. 상기 더 큰 스퍼 기어(27)의 중

심이 크랭크샤프트(29)의 중심축(25)의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 그것과 맞물려 있는 상기 더 작은 스퍼 기어(26)

는 상기 더 큰 스퍼 기어(27)가 그것의 이동과 같은 방향으로 선회하게 할 것이며, 이는 시계방향으로 묘사된다. 상기 더 큰

스퍼 기어(27)는 그것의 중심이 크랭크샤프트의 중심(25)의 주위를 한번 이동할 때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두 번 회전한다

는 것을 유념하라. 이 움직임은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의 제1 실시예에 있는 움직이는 유성 기어(3)의

움직임과 같다. 상기 더 큰 스퍼 기어(27)는 상기 제1 실시예와 유사한 방식으로 편심베어링(30)에 부착된다. 기어 직경이

제1 실시예보다 훨씬 더 크므로, 크랭크핀(31)은 베어링을 위한 베어링 면적의 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더 큰

직경을 가질 수 있다. 이 직경을 통해 상기 크랭크핀(31)은 그 크기에서 한계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상기 기어(27)의 기어

톱니 근저의 아래가 최후의 자재이지 않을 것이다. 상기 기어(27)는 여전히 제1 실시예와 같은 방식으로 회전할 것이고, 편

심베어링(30)과 관련된 오프셋 거리(8)는 원래의 계산치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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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에는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구성품들이 도시되어 있다. 기어들의 중심을 베어링에

위치시키는 크랭크샤프트 크랭크 휠(28)은 상기 에피트로코이드 패턴을 생성하는 구성품들의 관계가 그들이 상호작용하

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시되지 않았다.

도 15는 피스톤(34)이 하사점에 있는 동안 고정된 출입구를 가진 원주형 하우징(39)를 포함하는 2-행정 사이클 엔진(33)

을 묘사하고, 도 16은 피스톤(34)이 상사점에 있는 동안 고정된 출입구를 가진 2-행정 사이클 엔진(33)을 묘사한다. 이 도

면들은 표준 엔진의 배기구(35), 흡기구(36), 및 이송구(37)에서 차이점들을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표준 엔진에서의

상기 배기구(35)의 높이(35a)와 상기 이송구(37)의 높이(37a)는 그들 각각의 계(tract)에서 적절한 TA값을 유지하기 위하

여 본 발명의 프로토타입 엔진에서 높이 35b 및 37b로 낮추어 지고, 표준 엔진에서의 상기 흡기구(36)의 높이(36a)는 상

기 프로토타입 엔진의 높이 36b 로 높여진다. 높이에서의 이러한 차이들은 실린더 내에서의 피스톤(34)의 이동 동안 피스

톤(34)의 다른 속도 및 향상된 휴지 주기에 의해 유발된다. 상기 피스톤(34)이 실린더의 상부에서 더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상기 흡기구(36)를 위한 가용 시간이 줄어들고 따라서 적절한 TA 값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한다. 한편, 상기

배기구(35)와 상기 이송구(37)는 상기 피스톤(34)이 하사점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휴지하므로 낮추어질 수 있다. 더 낮

아진 출입구 윈도우가 상기 출입구의 TA 값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또한 다음 압축 및 폭발단계 동안

실린더에 가두어질 더 많은 연료 혼합가스를 제공한다. 더 많은 연료 혼합가스가 가두어지므로, 실린더 헤드 체적은 원래

의 압축비를 유지하기 위해 증가되어야 한다. 실린더 헤드(38)은 필요한 증가된 부피를 획득하기 위해서 표준 엔진의 챔버

아웃라인(38a)으로부터 프로토타입 엔진의 아웃라인(38b)으로 커져야 하며, 이는 또한 가두어진 연료 혼합가스의 총 부피

를 증가시킨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단일 크랭크 휠에서의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의 분해조립도로서 오버헝(overhung) 구성 전개도이다.

도 2는 종래의 엔진에서 크랭크핀의 중심에 의해 이동되는 원형 경로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도 3은 커넥팅 로드의 하단에 끼워진 편심베어링의 기하학적 배열의 대표도이다.

도 4는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가지는 엔진에서 편심베어링의 중심에 의해 이동되는 경로를 도식적으로 보여준

다.

도 5는 커넥팅 로드의 중심간 길이에 의해 정의된 곡선의 대표도이다.

도 6은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가지는 프로토타입 엔진에서 영 오프셋된 편심베어링의 중심에 의해 이동되는 경

로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도 7은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가지고 0.1334 인치 오프셋된 프로토타입 엔진에서 편심베어링의 중심에 의해 이

동되는 경로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도 8은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를 가지고 과도하게 오프셋된 프로토타입 엔진에서 편심베어링의 중심에 의해 이동

되는 경로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도 9는 프로토타입 엔진 상의 커넥팅 로드의 중심간 길이에 의해 정의된 곡선에서의 차이 및 과도한 오프셋 거리를 가지는

편심베어링의 중심에 의해 이동되는 경로의 대표도이다.

도 10은 프로토타입 엔진 상의 커넥팅 로드의 중심간 길이에 의해 정의된 곡선 및 정확한 오프셋 거리를 가지는 편심베어

링의 중심에 의해 이동되는 경로의 대표도이다.

도 11은 360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 동안 대안적인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에서 두 개의 기어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도 12는 360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 동안 대안적인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에서 모든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도

식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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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대안적인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의 단면도이다.

도 14는 대안적인 에피트로코이드 크랭크샤프트의 분해 조립도이다.

도 15는 대안적인 출입구 위치를 보여주는, 하사점에 피스톤이 있는 2-행정 사이클 엔진의 단면도이다.

도 16은 대안적인 출입구 위치를 보여주는, 상사점에 피스톤이 있는 2-행정 사이클 엔진의 단면도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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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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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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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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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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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공개특허 10-2007-0037496

- 33 -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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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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