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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크랭크샤프트(106)와 길이 방향 축을 따라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피스톤(101)을 결합시키는 중첩식 링크 장치

(folded linkage)(100)에 관한 것이다. 중첩식 결합 장치(100)는 제1 단부가 피스톤(101)에 결합된 안내 링크(103)를 갖

는다. 커넥팅 로드(105)는 피스톤 운동의 길이 방향 축(120)에 직각이고 안내 링크(103)의 기단부와 말단부 사이에 위치

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크랭크샤프트(106)에 안내 링크(103)의 말단부를 결합시킨다. 안내 링크 안내 조립체는 말단

부에서 안내 링크(103) 상의 측방향 로드(lateral load)를 지지한다. 중첩식 링크 장치(100)는 스털링 사이클 기관(Stirling

cycle machine)의 압축 피스톤(311) 및 변위 피스톤(301)을 공통 크랭크샤프트(106)에 결합시키는 데 적용될 수도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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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변위 피스톤이 제1 실린더 내에서 제1 길이 방향 축을 따라 왕복 운동을 하고 압축 피스톤이 제2 실린더 내에서 제2 길이

방향 축을 따라 왕복 운동을 하며 피스톤들은 크랭크샤프트에 결합된 종류의 스털링 사이클 기관이며,

가열, 팽창, 냉각 및 압축의 연속적인 밀폐 사이클을 겪는 작동 유체를 담는 압력 포위부와,

압력 포위부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지지 브래킷과,

크랭크샤프트를 지지하고, 압력 포위부의 치수 변화가 실질적으로 분리되도록 지지 브래킷에 결합된 베어링 장착부를 포

함하는 스털링 사이클 기관.

청구항 2.

길이 방향 축을 따라 왕복 운동을 하며 소정 길이를 갖는 안내 링크에 결합된 피스톤을 실린더 내에 정렬하는 정렬 방법이

며,

안내 링크의 길이를 따라 위치되며 안내 링크와 접촉하도록 가압하는 스프링 기구를 갖는 제1 안내 요소를 제공하는 단계

와,

제1 안내 요소와 대향하여 위치되며 길이 방향 축에 대해 위치 설정하는 정밀 위치 설정 장치를 갖는 제2 안내 요소를 제공

하는 단계와,

길이 방향 축에 대해 안내 링크 및 피스톤의 위치를 변화시키도록 제2 안내 요소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1 안내 요소는 회전 중심을 갖는 롤러 및 안내 링크와 구름 접촉하는 림이고, 제2 안내 요소는 회전 중

심을 갖는 롤러 및 안내 링크와 구름 접촉하는 림인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정밀 위치 설정 장치는 제2 안내 요소와 길이 방향 축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는 편심 샤프트를 갖는 버니

어 기구인 방법.

청구항 5.

길이 방향 축을 따라 왕복 운동을 하며 소정 길이를 갖는 안내 링크에 결합된 피스톤을 실린더 내에 정렬하는 정렬 장치이

며,

안내 링크의 길이를 따라 위치되고, 안내 링크와 접촉하도록 가압하는 스프링 기구를 갖는 제1 안내 요소와,

제1 안내 요소와 대향하여 위치되고, 길이 방향 축에 대해 위치 설정하는 정밀 위치 설정 장치를 갖는 제2 안내 요소를 포

함하는 정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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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정밀 위치 설정 장치는 제2 안내 요소와 길이 방향 축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는 편심 샤프트를 갖는 버니

어 기구인 정렬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엔진의 개선, 특히 엔진 작동 효율 및 수명의 증가와, 크기, 복잡성 및 비용의 감소에 기여하는 스털링 사이클 열

기관 또는 냉동기의 기계 요소(mechanical component)의 개선에 관한 것이다.

엔진 및 냉동기를 포함하는 스털링 사이클 기관은 1980년에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 의해 출간된 워커의 스털링 엔진에

상세하게 기재된 바와 같이 오랜 기술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참조로 본원에 포함되어 있다. 스털링 사이클의 기본 원

리는 실린더 내의 가스의 등적 가열, 가스의 등온 팽창(이 동안 피스톤을 구동시킴으로써 일이 수행됨), 등적 냉각 및 등온

압축으로 이루어진 스털링 열역학 사이클의 기계적인 구현이다. 또한, 스털링 사이클 냉동기의 기본 원리는 이상적인 스털

링 열역학 사이클과 근사한 열역학 사이클의 기계적인 구현이다. 이상적인 스털링 열역학 사이클에서, 작동 유체는 등적

가열, 등온 팽창, 등적 냉각 및 등온 압축의 연속적인 사이클을 겪는다. 이 단계들이 등적도 아니고 등온도 아닌 사이클의

실제 구현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고, 청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적인 경우의 표현으로 본

설명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은 본 설명 및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서 집합적으로 스털링 사이클 기관으로 불리는 스털링 사이클

엔진 및 스털링 사이클 냉동기 모두에 적용된다. '알파' 구성으로 배치되고 제1 "압축" 피스톤 및 제2 "팽창" 피스톤을 채용

한 스털링 사이클의 작동 원리는 1998년 7월 14일자로 출원된 현재에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09/115,383호에 상세

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참조로 본원에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도면 부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도1a 내지 도1e를 참조하여 스털링 엔진의 작동 원리

가 용이하게 설명될 것이다. 스털링 사이클 기관의 다수의 기계적인 배치는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으며, 소정의 스털링 엔

진(10)이 단지 설명을 위해 도시되어 있다. 도1a 내지 도1d에서, 피스톤(12) 및 변위 장치(14)는 스털링 엔진의 실시예에

서 단일 실린더일 수도 있는 실린더(16) 내에서 단계적인 왕복 운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변위 장치(14)는 밀봉부가 없다.

그러나, 밀봉부가 있는 변위 장치(14)(흔히 팽창 피스톤으로 알려져 있음)가 사용될 수도 있다. 밀봉부가 없는 변위 장치

또는 팽창 피스톤은 스털링 엔진의 "팽창" 실린더 내에서 작동할 것이다. 실린더(16) 내에 담긴 작동 유체는 피스톤(12) 및

변위 장치(14)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부터 밀봉부에 의해 구속된다. 작동 유체는 아래의 설명에서 논의되겠지만 열역학

성질에 대해 선택되고, 일반적으로 수 기압의 압력에 있는 헬륨이다. 변위 장치(14)의 위치는 작동 유체가 고온 계면(18)

또는 저온 계면(20)과 접촉되어 열이 작동 유체로 공급되거나 작동 유체로부터 추출되는 지에 따라 지배된다. 열의 공급

및 추출은 아래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이다. 피스톤(12)의 위치에 의해 지배되는 작동 유체의 위치는 압축 공간(22)으로 불

린다.

엔진 사이클의 제1 단계 중에, 시작 상태는 도1에 도시되어 있고, 피스톤(12)이 압축 공간(12)에서 작동 유체를 압축한다.

압축은 열이 작동 유체로부터 주위로 인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난다. 실제로, 냉각기(도시되지 않

음)가 제공된다. 압축 후의 엔진(10)의 상태는 도1b에 도시되어 있다. 사이클의 제2 단계 중에, 변위 장치(14)는 작동 유체

가 저온 계면(20)의 영역으로부터 고온 계면(18)의 영역으로 변위되면서 저온 계면(20)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단계는

전이 단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전이 단계의 종료 후, 작동 유체는 일정한 체적에서 가열되었으므로 고압 상태이다. 증가된

압력은 압력 게이지(24)를 읽음으로써 도1c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엔진 사이클의 제3 단계(팽창 행정) 중에, 압축 공간(22)의 체적은 열이 외측 엔진(10)으로부터 인출됨에 따라 증가하여,

열을 일로 전환시킨다. 실제로, 열은 히터(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작동 유체로 제공된다. 팽창 단계의 종료 시, 압축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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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은 도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온 작동 유체로 충전하게 된다. 엔진 사이클의 제4 단계 중에, 작동 유체는 반대 방향

(sense)으로의 변위 장치(14)의 운동에 의해 고온 계면(18)의 영역으로부터 저온 계면(20)의 영역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제2 전이 단계의 종료 시, 작동 유체는 도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축 공간(22) 및 저온 계면(20)을 충전시키고, 압축 단계

의 반복을 준비한다. 스털링 사이클은 도1e에 도시된 바와 같은 P-V(압력-체적) 선도로 도시되어 있다.

또한, 고온 계면(18)의 영역으로부터 저온 계면(20)의 영역으로 통과할 때, 작동 유체는 재생기(도시되지 않음)를 통과할

수도 있다. 재생기는 고온 계면(18)의 영역으로 진입할 때 작동 유체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저온 계면(20)의 영역으로부터

통과할 때 유체를 가열하는 역할을 하는 표면적 대 체적의 비율이 큰 재료의 매트릭스(matrix)일 수도 있다.

또한, 동일한 도면 부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도1a 내지 도1e를 참조하여 스털링 사이클 냉동

기의 작동 원리가 용이하게 설명될 수 있다. 상기된 엔진과 냉동기로서 채용된 스털링 기관의 차이는, 압축 체적(22)이 일

반적으로 주위 온도와 열적으로 연통되어 있고, 팽창 체적(24)이 외부 냉각 로드(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다. 냉동기 작동은 정미 일 입력을 필요로 한다.

개발에 대한 여러 위압적인 공학적 문제로 인해, 스털링 사이클 기관은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분야에서 사용되지 못했고,

스털링 사이클 냉동기는 저온학(cryogenics)의 전문 분야로 제한되었다. 이들은 효율, 진동, 수명 및 비용 등의 실용적인

고려 사항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소형의 스털링 엔진을 포함하는 소정 기관의 설계에서 직면하는 주요 문제는 실린더 내에서의 활주 피스톤의 오정렬과, 회

전 크랭크샤프트로의 활주 피스톤의 링크 장치에 의해 피스톤 상에 발생되는 측방향 힘으로 인해 활주 피스톤에 의해 발생

되는 마찰이다. 도2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전형적인 종래 기술의 피스톤-크랭크샤프트 배치에서, 피스톤(10)은 실린더(14)

내에서 길이 방향(12)을 따라 왕복 운동을 수행한다. 피스톤(10)은 핀(18) 등의 피벗부에서 커넥팅 로드(16)의 일단부에

결합된다. 커넥팅 로드(16)의 타단부는 회전축(26)으로부터 고정 거리(24)에서 크랭크샤프트(22)에 결합된다. 크랭크샤프

트(22)가 회전축(26)을 중심으로 회전함에 따라, 크랭크샤프트에 연결된 커넥팅 로드의 타단부(20)는 원형 경로를 따르고,

피스톤(10)에 연결된 커넥팅 로드의 일단부(28)는 선형 경로(30)를 따른다. 커넥팅 로드의 길이 방향 축(34)과 피스톤의

축(30)에 의해 한정되는 커넥팅 로드의 각도(32)는 크랭크샤프트가 회전함에 따라 변할 것이다. 커넥팅 로드의 최대 각도

는 크랭크샤프트 상에서 오프셋된 커넥팅 로드 및 커넥팅 로드의 길이에 좌우될 것이다. 커넥팅 로드에 의해 전달되는 힘

은 길이 방향 성분(38) 및 측방향 성분(40)으로 분해될 수도 있으며, 이들 각각은 피스톤(10) 상의 핀(18)을 통해 작용한

다. 커넥팅 로드의 최대 각도(32)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피스톤 상에서의 측방향 힘(40)을 감소시켜 마찰을 감소시키고 엔

진의 기계적인 효율을 증가시킨다. 커넥팅 로드의 최대 각도는 크랭크샤프트(22) 상에서의 커넥팅 로드의 오프셋(24)을

감소시키거나 커넥팅 로드의 길이를 증가시킴으로써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크랭크샤프트 상에서의 커넥팅 로드의 오프

셋을 감소시키는 것은 피스톤의 행정 길이를 감소시켜 피스톤 사이클당 Δ(PV) 일을 감소시킨다. 커넥팅 로드의 길이를 증

가시키는 것은 커넥팅 로드의 각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크랭크케이스의 크기를 증가시켜 휴대 및 소형 엔진에 부적절하

다.

이제 도3의 종래 기술의 엔진 배치를 참조하면, 피스톤 상의 측방향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내 링크(42)는 구속된 피스톤

(10)의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유지하면서 측방향 힘을 흡수하는 안내 시스템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공지되어 있

다. 안내 링크 설계에서, 커넥팅 로드(16)는 안내 링크(42) 및 커넥팅 로드(16)의 조합에 의해 대체된다. 안내 링크(42)는

피스톤 실린더(14)의 벽(44)과 정렬되고, 2 세트의 롤러 또는 안내부 즉 전방 롤러(46) 및 후방 롤러(48)에 의해 선형 운동

을 따르도록 구속된다. 안내 링크(42)의 단부(50)는 회전축(26)으로부터 오프셋된 거리에서 크랭크샤프트(22)에 연결되는

커넥팅 로드(16)에 연결된다. 안내 링크(42)는 피스톤(10)의 연장부로서 작용하고, 보통 실린더 벽(44)으로 전달되는 피스

톤 상의 측방향 힘은 2 세트의 롤러(46, 48)에 의해 흡수된다. 2 세트의 롤러(46, 48)는 안내 링크(42)의 정렬을 유지하고

커넥팅 로드에 의해 안내 링크로 전달되는 측방향 힘을 흡수할 것이 요구된다. 전방 세트의 롤러와 후방 세트의 롤러 사이

의 거리(d)는 크랭크케이스(도시되지 않음)의 크기를 감소시키도록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롤러들 사이의 거리를 감소

시키는 것은 후방 롤러 세트가 안내 링크 및 커넥팅 로드(16)의 연결 지점(52)에 의해 한정되는 레버(58)에 대한 지지점

(fulcrum)(56)으로서 작용하므로 전방 세트가 롤러 상에서의 측방향 로드(54)를 증가시킬 것이다.

안내 링크는 피스톤이 피스톤 실린더 내로의 최대 연장 위치에 있을 때 안내 링크가 안내 링크가 피스톤 실린더를 넘어 연

장되어 2 세트의 롤러가 안내 링크와의 접촉 및 정렬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길이이어야 하기 때문에, 안내 링크는 일반적

으로 크랭크케이스의 크기를 증가시킬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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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일 실시예에서, 길이 방향 축을 따라 선형 왕복 운동을 하는 피스톤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

전 운동을 하는 크랭크샤프트에 결합시키는 링크 장치가 제공된다. 길이 방향 축 및 회전축은 서로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

각이다. 링크 장치는 피스톤에 가깝고 피스톤에 결합된 제1 단부, 및 회전축이 기단부와 말단부 사이에 배치되도록 피스톤

으로부터 먼 제2 단부를 구비한 안내 링크를 갖는다. 링크 장치는 로드 연결 지점에서 피스톤으로부터 먼 안내 링크의 단

부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된 연결 단부, 및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크랭크샤프트 연결 지점에서 크랭크

샤프트에 결합된 크랭크샤프트 단부를 구비한 커넥팅 로드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링크 장치는 안내 링크의 말단부에서 측

방향 로드를 지지하는 안내 링크 안내 조립체를 포함한다. 안내 링크 안내 조립체는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에 대해 고정된

회전 중심, 및 안내 링크의 말단부와 구름 접촉하는 림을 갖는 제1 롤러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스프링 기구가 안내 링크의 말단부와 접촉하도록 제1 롤러의 림을 가압하도록 제공될 수

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안내 링크 안내 조립체는 제1 롤러에 대향인 제2 롤러를 더 포함하고, 제2 롤러는 회전 중심과,

안내 링크의 말단부와 구름 접촉하는 림을 가질 수도 있다. 제2 롤러는 길이 방향 축에 대해 제2 롤러의 회전 중심을 위치

설정하도록 정밀 위치 설정 장치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정밀 위치 설정 장치는 제2 롤러의 회전 중

심과 길이 방향 축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는 편심 샤프트를 갖는 버니어 기구(vernier mechanism)이다. 안내 링크의 단

부들은 상이한 재료로 형성될 수도 있고, 마모된 단부의 대체를 위해 분리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길이 방향 이동축을 구비한 피스톤과, 길이 방향 축에 실질적으로 직각인 회전축을 중심으

로 회전 가능한 크랭크샤프트를 갖는 기관이 제공된다. 기관은 소정 길이를 갖고, 피스톤에 가까우며 피스톤에 결합된 제1

단부, 및 회전축이 기단부와 말단부 사이에 배치되도록 피스톤으로부터 먼 제2 단부를 구비한 안내 링크를 갖는다. 기계는

피스톤으로부터 먼 안내 링크의 단부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된 연결 단부, 및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축으로부터 오프셋된 크

랭크샤프트 연결 지점에서 크랭크샤프트에 결합된 크랭크샤프트 단부를 구비한 커넥팅 로드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안내

링크는 그 길이를 따라 다수의 불연속 지점들에서 실질적으로 선형인 경로를 따라 구속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변위 피스톤이 제1 길이 방향 축을 따라 왕복 운동을 하고 압축 피스톤이 제2 길이 방향 축

을 따라 왕복 운동을 하는 종류의 스털링 사이클 기관에 대한 개선예가 제공된다. 이러한 설명 및 다음 청구의 범위에 사용

된 바와 같이, 변위 피스톤은 밀봉부가 없는 피스톤 또는 밀봉부가 있는 피스톤(흔히 "팽창" 피스톤으로 알려져 있음) 중 하

나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개선예는 각각의 피스톤을 크랭크샤프트에 결합시키는 중첩식 안내 링크 장치를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1 및 제2 길이 방향 축을 따른 왕복 운동이 실질적으로 동일 평면에 있도록 제1 커넥팅 로드 및 제2 커넥팅

로드를 크랭크샤프트에 결합시키는 크랭크샤프트 결합 조립체를 포함한다. 크랭크샤프트는 "포크-블레이드"형 조립체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다른 개선예는 스털링 사이클 엔진에 대해 제공된다. 개선예는 압력 포위부의 치수 변화가

베어링 장착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되도록 압력 포위부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지지 브래킷에 결합된 장착 브래킷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길이 방향 축을 따라 왕복 운동을 하며 소정 길이를 갖는 안내 링크에 결합된 피스톤을 실린더

내에 정렬하는 정렬 방법은, 안내 링크와 접촉하도록 가압하는 스프링 기구를 갖는 제1 안내 요소를 안내 링크의 길이를

따라 제공하는 단계와, 제1 안내 요소와 대향하여 위치되며 길이 방향 축에 대해 위치 설정하는 정밀 위치 설정 장치를 갖

는 제2 안내 요소를 안내 링크의 길이를 따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정밀 위치 설정 장치는 제2

안내 요소와 길이 방향 축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는 편심 샤프트를 갖는 버니어 기구이다.

본 발명의 추가 실시예에서, 안내 링크의 길이를 따라 위치되고, 안내 링크와 접촉하도록 가압하는 스프링 기구를 갖는 제

1 안내 요소와, 제1 안내 요소와 대향하여 위치되고, 길이 방향 축에 대해 위치 설정하는 정밀 위치 설정 장치를 갖는 제2

안내 요소를 갖는 정렬 장치가 제공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첨부 도면과 연계된 다음의 설명을 참조하면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다.

이제 도4를 참조하면, 중첩식 안내 링크 장치(100)의 개략도가 도시되어 있다. 피스톤(101)은 피스톤 연결 지점(102)에서

안내 링크(103)의 피스톤 단부에 견고하게 결합된다. 안내 링크(103)는 로드 연결 지점(104)에서 커넥팅 로드(105)에 회

전 가능하게 연결된다. 피스톤 연결 지점(102) 및 로드 연결 지점(104)은 안내 링크(103)의 길이 방향 축(120)을 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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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팅 로드(105)는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축(107)으로부터 고정 거리로 오프셋된 크랭크샤프트 연결 지점(108)에서 크랭

크샤프트(106)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된다.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축(107)은 안내 링크(103)의 길이 방향 축(120)에 직각이

고,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축(107)은 로드 연결 지점(104)과 피스톤 연결 지점(102) 사이에 배치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축(107)은 길이 방향 축(120)과 교차한다.

안내 링크(103)의 일단부(114)는 제1 롤러(109)와 이와 대향인 제2 롤러(111) 사이에 구속된다. 롤러(109, 111)의 중심

(110, 112)이 도시되어 있다. 도4에 도시된 안내 링크 피스톤 링크 장치(100)의 위치는 실린더에서 중간 행정 지점(mid-

stroke point)의 위치이다. 이는 크랭크샤프트 연결 지점(108)과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축(107) 사이의 반경(116)이 크랭

크샤프트의 회전축(107) 및 안내 링크(103)의 길이 방향 축에 의해 한정된 평면에 수직할 때 일어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롤러(109, 111)는 로드 연결 지점(104)이 중간 행정에서 롤러(109, 111)의 중심(110, 112)에 의해 한정된 선에 있게

되는 방식으로 안내 링크(103)에 대해 놓인다. 롤러(109, 111)가 사용 중에 마모됨에 따라, 안내 링크의 오정렬은 증가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1 롤러(109)에는 안내 링크(103)와의 구름 접촉을 유지하도록 스프링이 장착된다.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안내 링크(103)는 피스톤에 가까운 안내 링크의 일부분(113)이 알루미늄 등의 경량 재료로 형성되

고 피스톤으로부터 먼 안내 링크의 "미부(tail)" 부분(114)이 롤러(109, 111)에서의 마찰로 인한 마모를 감소시키도록 강

철 등의 내구성 재료로 형성되도록 된 부속 구성 요소(subcomponent)를 포함할 수도 있다.

피스톤 실린더(14)에 대한 안내 링크(103)의 길이 방향 축(120)의 정렬은 롤러(109, 111) 및 피스톤(101)에 의해 유지된

다. 크랭크샤프트(106)가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축(107)을 중심으로 회전함에 따라, 로드 연결 부분(104)은 안내 링크

(103)의 길이 방향 축(120)을 따른 선형 경로를 따른다. 피스톤(101) 및 안내 링크(103)는 레버를 형성하는데, 이는 레버

의 일단부에 있는 피스톤(101)과, 레버의 타단부에 있는 안내 링크(103)의 로드 단부(114)로 이루어진다. 레버의 지지점

은 롤러(109, 111)의 중심(110, 112)에 의해 한정되는 선 상에 있다. 레버는 로드 연결 지점(104)에 인가되는 힘에 의해

로드를 받는다. 로드 연결 지점(104)이 안내 링크(103)의 길이 방향 축을 따른 경로를 따라감에 따라, 로드 연결 지점

(104)과 지지점 사이의 거리 즉 제1 레버 아암은 0으로부터 피스톤(101)의 행정 거리의 1/2까지 변할 것이다. 제2 레버 아

암은 지지점으로부터 피스톤(101)까지의 거리이다. 제1 레버 아암에 대한 제2 레버 아암의 레버 비율은 항상 1보다 크고,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5 범위에 있다. 피스톤(101)에서의 측방향 힘은 레버 비율에 의해 측정된 로드 연결 지점(104)에서

인가되는 힘일 것이다. 즉, 레버 비율이 커질수록, 피스톤(101)에서의 측방향 힘이 작아진다.

연결 지점을 피스톤의 일측으로부터 먼 크랭크샤프트 축의 일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크랭크샤프트 축과 피스톤 실린더

사이의 거리는 롤러 하우징을 수용하도록 증가될 필요가 없다. 또한, 단지 한 세트의 롤러가 피스톤을 정렬시키는 데 필요

하므로, 롤러 하우징의 크기 및 엔진의 전체 크기를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피스톤은 0이 아닌 측방

향 힘을 겪지만(완전하게 정렬된 피스톤의 측방향 힘이 0인 경우의 표준 안내 링크 설계와 달리), 측방향 힘은 적어도 안내

링크에 의해 형성된 큰 레버 아암으로 인한 간단한 커넥팅 로드 크랭크샤프트 장치에 의해 겪는 것보다 작은 정도의 크기

가 될 수 있다.

피스톤 상에서의 측방향 힘은 소음 및 마모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마찰은 실린더 내에서의 피스톤의 오정렬에 의해 발생

될 수도 있다. 이제, 정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5a 내지 도5e를 참조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도5a는 피스톤(201)과,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버니어 정렬을 사용하여 피스톤 운동의 정확한 정렬을 가능하게 하는 안내 조립체(209)의

개략도이다. 피스톤(201)은 실린더(200) 내에서 길이 방향 축(202)을 따른 왕복 운동을 수행한다. 안내 링크(204)는 피스

톤(201)에 결합된다. 안내 링크(204)의 일단부는 제1 롤러(205)와 이와 대향하는 제2 롤러(207) 사이에 구속된다. 롤러

(205, 207)의 중심(206, 208)이 도시되어 있다. 피스톤 안내 링(203)은 피스톤(201)이 실린더(200)와 접촉하는 것을 방

지하도록 피스톤(201)의 일단부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스톤(201)이 길이 방향 축(202)을 따른 직선으로 이동

하도록 정렬되지 않으면, 안내 링에 결합되지 않은 피스톤(201)의 길이를 따른 다른 지점이 실린더(200)와 접촉할 가능성

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피스톤(201)은 직선으로 길이 방향 축(202)을 따라 이동하여 실린더(200)에 대해 실질적

으로 중심이 설정되도록 롤러(205, 207) 및 안내 링크(204)를 사용하여 정렬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피스톤(201)은 제2 롤러(207)의 중심(208)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피스톤 실린더

(200)에 대해 정렬될 수도 있다. 제1 롤러(205)에는 안내 링크(204)와의 구름 접촉을 유지하도록 스프링이 장착된다. 제2

롤러(207)는 편심 플랜지 상에 장착되어 플랜지의 회전이 제2 롤러(207)를 길이 방향 축(202)에 대해 측방향으로 이동시

키도록 한다. 단일 핀(도시되지 않음)은 제2 롤러(207)를 소정 위치 내로 고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제2 롤러(207)의

이동은 안내 링크(204) 및 피스톤(201)을 길이 방향 축(202)에 대해 측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스

톤(201)은 실린더(200)에 대해 실질적으로 중심이 설정되는 직선으로 실린더(200) 내에서 이동하도록 정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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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b는 정밀 정렬 기구의 일 실시예의 측면도이다. 롤러(207)는 하단부(212) 및 상단부(213)를 갖는 로킹 편심부(211) 상

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다. 롤러는 로킹 편심부(221)의 회전축으로부터 오프셋된 롤러의 회전축을 갖는 로킹 편심부

(211)의 일부분(210) 상에 장착된다. 하단부(212)는 하부 브래킷(도시되지 않음) 내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다. 상단부

(213)는 상부 브래킷(214) 상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다. 도5c는 도5b에 도시된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상부 브래킷(214)

은 이를 통해 천공된 복수개의 브래킷 구멍(220)을 갖는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18개의 브래킷 구멍이 상부 브래킷

(214)을 통해 천공된다. 브래킷 구멍(220)은 로킹 편심부(211)의 회전축으로부터 소정 거리로 오프셋되어 있고, 오프셋

거리에 의해 한정되는 원주 주위에 고르게 이격되어 있다.

도5d는 도5b에 도시된 실시예의 평면도이다. 로킹 편심부(211)의 상단부(213)는 복수개의 로킹 구멍(215)을 갖는다. 로

킹 구멍(215)의 개수는 브래킷 구멍(220)의 개수와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로킹 구멍(215)의 개수

는 19개이다. 로킹 구멍(215)은 브래킷 구멍(220)을 오프셋시키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거리만큼 로킹 편심부(211)의

회전축으로부터 오프셋되어 있다. 로킹 구멍(215)은 오프셋 거리에 의해 한정되는 원주 주위에 고르게 이격되어 있다. 도

5d는 로킹 너트(216)가 느슨할 때 로킹 편심부(211)가 회전 가능하게 하는 로킹 너트(216)를 도시하고 있다. 로킹 너트

(216)가 조여질 때, 로킹 너트(216)는 로킹 편심부(211)와 상부 브래킷(214) 사이의 견고한 연결부를 형성한다. 도5e는

도5d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도면이지만, 로킹 구멍(215)들이 도시되어 있다.

조립 중에, 피스톤은 다음 방식으로 정렬된다. 중첩식 안내 링크는 느슨해진 상태에서 로킹 너트(216)와 조립된다. 피스톤

(201)(도5a 참조)은 로킹 편심부(211)를 회전시킴으로써 시각적으로 피스톤 실린더(200)(도5a 참조) 내에 정렬된다. 로

킹 편심부(211)가 회전됨에 따라, 롤러의 회전축(208)(도5a 참조)은 안내 링크의 길이 방향 축(202)(도5a 참조)에 대해 측

방향 및 길이 방향 모두로 변위될 것이다. 본 발명의 큰 레버 비율은 피스톤(201)(도5a 참조)을 피스톤 실린더(200)(도5a

참조) 내에 정렬시키기 위해 길이 방향 축(202)(도5a 참조)에 대한 롤러의 회전축(208)(도5a 참조)의 단지 매우 작은 변위

를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최대 변위 범위는 0.000㎝(0.000인치) 내지 0.013㎝(0.005인치)이다.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최대 변위는 0.025㎝(0.010인치) 내지 0.076㎝(0.030인치) 사이에 있다. 로킹 편심부(211)가 회전됨에

따라, 로킹 구멍(215)은 브래킷 구멍(220)과 정렬된다. 도5d는 이러한 정렬부(230)를 나타내고 있다. 피스톤(201)(도5a

참조)이 피스톤 실린더(200)(도5a 참조) 내에 정렬되면, 핀(도시되지 않음)은 정렬된 브래킷 구멍을 통해 정렬된 로킹 구

멍 내로 삽입되어 로킹 편심부(211)를 로킹시킨다. 다음에, 로킹 너트(216)는 상부 브래킷(214)을 로킹 편심부(211)에 견

고하게 연결시키도록 조여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도6에 단면도로 도시된 바와 같은 이중 중첩식 안내 링크 피스톤 링크 장치(300)는

소형 스털링 엔진 내로 합체된다. 도6을 참조하면, 피스톤(301, 311)은 각각 스털링 사이클 엔진의 변위 및 압축 피스톤이

다. 이 상세한 설명 및 다음의 청구의 범위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변위 피스톤은 밀봉부가 있는 피스톤 또는 밀봉부가 없

는 피스톤(흔히 "팽창" 피스톤으로 알려져 있음) 중 하나이다. 스털링 사이클은 서로에 대해 약 90°의 위상차를 갖고 선형

왕복 운동을 수행하는 2개의 피스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차는 피스톤이 직각으로 배향되고 각각의 커넥팅 로드

가 크랭크샤프트의 공통 핀을 공유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향의 추가적인 장점은 진동 및 소음의 감소를 포함한다. 또

한, 2개의 피스톤은 피스톤의 평면에 수직인 떨리는 진동(shaking vibration)을 제거하도록 동일한 평면 내에 놓인다는 점

에서 유리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포크-블레이드"형 크랭크샤프트 결합 조립체는 피스

톤(301, 311)이 동일한 평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각각 크랭크샤프트 지점(307, 317)에서 커넥팅 로드(306, 316)를 크

랭크샤프트(308)에 결합시키는 데 사용된다.

도7은 "포크-블레이드"형 결합 조립체의 단면도이다. 크랭크샤프트(400)는 크랭크샤프트 핀(401)을 갖는다. 크랭크샤프

트 핀(401)은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축(402)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제1 결합 요소(403)는 "블레이드" 링크이다. 즉, 도7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블레이드"는 제1 커넥팅 로드를 크랭크샤프트 핀(401)에 결합시키는 데 사용되는 단일 링크이

다. 제2 결합 요소(404)는 "포크" 링크이다. "포크"는 도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 커넥팅 로드를 크랭크샤프트 핀

(401)에 결합시키는 데 사용되는 한 쌍의 링크이다. 제1 및 제2 결합 요소(403, 404)는 커넥팅 로드의 운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평면 내에 있도록 2개의 커넥팅 로드를 동일한 크랭크샤프트 핀에 결합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도6을 참조하

면, 도7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크-블레이드"형 크랭크샤프트 결합 조립체는 각각 크랭크샤프트의 연결 지점(307, 317)에

서 제1 결합 로드(306) 및 제2 결합 로드(316)를 크랭크샤프트(308)에 연결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대체로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스털링 엔진을 참조하여 기재되어 있지만, 냉동기뿐만 아니라 다수의 엔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과제인 다양한 실시예 및 개선예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도6에서 단면도로 그리고 도8에서 사시도로 도시된 스털링 엔진의 배치는 알파 배치로서 불리고, 이는 압축 피스톤(311)

및 변위 피스톤(301)은 각각의 그리고 개별 실린더 즉 압축 실린더(320) 내의 압축 피스톤(311) 및 팽창 실린더(322) 내의

변위 피스톤(301) 내에서 선형 운동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안내 링크(303, 313)는 각각 피스톤 연결 지점(302,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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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변위 피스톤(301) 및 압축 피스톤(311)에 견고하게 결합된다. 커넥팅 로드(306, 316)는 안내 링크(303, 313)의 말단

부의 연결 지점(305, 315)에서 크랭크샤프트의 연결 지점(307, 317)의 크랭크샤프트(308)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다. 안

내 링크(303, 313) 상의 측방향 로드는 롤러 쌍(304, 314)에 의해 흡수된다. 도4 및 도5에 대해 상기된 바와 같이, 피스톤

(301, 311)은 롤러 쌍(304, 314)의 정밀 정렬을 사용하는 등에 의해 각각 실린더(320, 322) 내에 정렬될 수도 있다.

도1a 내지 도1f에 대해 상기된 바와 같이, 스털링 엔진은 가압 상태 하에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크랭크케이스는 크랭크

샤프트를 지지하고 스털링 엔진이 작동하는 가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크랭크샤프트는 크랭크케이스 자체에 장

착될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장착부에 의해 양단부에서 지지될 것이다. 그러나, 크랭크케이스가 가압됨에 따라, 크랭크케이

스의 치수가 변하거나 변형될 수도 있다. 동일한 구조가 크랭크샤프트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면, 크랭크케이스의 변형은 베

어링 상의 거대한 하중(burden)을 놓고 엔진의 수명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크랭크샤프트의 오정렬을 일으킬 수도 있다. 크

랭크케이스의 변형에 의해 유발되는 크랭크샤프트의 오정렬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 크랭크케이스의 지지 기능은

도9a에 도시된 바와 같은 크랭크케이스의 압력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다.

도9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털링 엔진의 사시도이다. 피스톤 안내 링크(503) 및 롤러(507) 조립체가 도4,

도7 및 도8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도시되어 있다. 저온 섹션 기부판(501)은 크랭크케이스를 형성하고 가압 체적을 한정

하도록 압력 포위부(pressure enclosure)(504)에 결합된다. 상부 브래킷(506) 및 하부 브래킷(505)은 저온 섹션 기부판

(501)의 브래킷 기부 장착부(502) 상에 브래킷 장착 구멍(509)을 사용하여 저온 섹션 기부판(501)에 부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부 브래킷(506) 및 하부 브래킷(505)은 나사를 사용하여 저온 섹션 기부판(501)에 부착된다. 크랭크샤프트

(508)는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장착부(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양단부 상에서 지지된다.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장착부는 상

부 브래킷(506) 및 하부 브래킷(505) 상에 장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베어링 장착부는 크랭크케이스 상에 직접 장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또한, 롤러(507)는 도5a 내지 도5e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상부 브래킷(506) 및 하부 브래킷

(505)에 결합된다.

도9b는 도9a의 하부 브래킷(505)에 결합된 저온 섹션 기부판(501)의 사시도이다. 크랭크샤프트(508)는 하부 브래킷

(505)에 연결된다. 하부 브래킷(505)은 저온 섹션 기부판(501) 상에 장착된다. 저온 섹션 기부판(501) 내의 개구(510)는

피스톤 및 실린더에 제공된다. 상기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크랭크샤프트(508)는 양단부에서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장착부(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지지된다. 다음에, 베어링 장착부는 상부 및 하부 브래킷(506, 505) 상에 장착된다.

이러한 배치는 엔진 정렬로부터의 스털링 엔진의 가압 작동 상태에 의해 유발되는 크랭크케이스의 변형을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크랭크케이스는 여전히 고압 하에서 변형되겠지만, 이 변형은 크랭크샤프트가 크랭크케이스 상에 직접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크랭크샤프트의 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배치는 베어링 장착부들 사이의 거

리(크랭크케이스의 양측면들 사이의 거리 대신에 상부 및 하부 브래킷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베어링 로드를 감소

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저온 기부판의 영역은 가압 작동 상태로 인한 브래킷 장착부의 국부적인

변형을 추가로 감소시키도록 국부적으로 보강될 수도 있다.

본원에 기재된 장치 및 방법은 본 발명을 설명한 관점에서 보면 스털링 엔진 이외의 다른 분야에 적용될 수도 있다. 본 발

명에 기재된 실시예는 예시적인 것일 뿐이며, 당업자라면 다수의 변형예 및 수정예가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이

러한 변형예 및 수정예는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한정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 구성에 의하면, 엔진의 개선, 특히 엔진 작동 효율 및 수명의 증가와, 크기, 복잡성 및 비용의 감소에 기여하는 스털링

사이클 열기관 또는 냉동기의 기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 내지 도1e는 종래 기술의 스털링 사이클 기관의 작동 원리를 도시하고 있다.

도2는 엔진을 위한 종래 기술의 링크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3은 안내 링크를 갖는, 엔진을 위한 다른 종래 기술의 링크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엔진을 위한 중첩식 안내 링크 장치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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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버니어 정렬(vernier alignment)을 사용하여 피스톤 운동의 정밀 정렬을 가능

하게 하는 피스톤 및 안내 조립체의 단면도이다.

도5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정밀 정렬 기구의 측면도이다.

도5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5b의 정밀 정렬 기구의 사시도이다.

도5d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5b의 정밀 정렬 기구의 평면도이다.

도5e는 로킹 구멍 및 브래킷 구멍 모두를 구비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도5b의 정밀 정렬 기구의 평면도이다.

도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털링 사이클 기관 등의 2-피스톤 기관을 위한 중첩식 안내 링크 장치의 단면도

이다.

도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포크-블레이드(fork-and-blade)"형 크랭크샤프트 결합 조립체의 단면도이다.

도8은 도6의 이중 중첩식 안내 링크 장치의 일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9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털링 엔진의 사시도이다.

도9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하부 브래킷이 저온 섹션 기부판 상에 장착된, 도9a의 저온 섹션 기부판과 하부

브래킷의 사시도이다.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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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1d

도면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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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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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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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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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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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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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d

공개특허 10-2006-0129105

- 16 -



도면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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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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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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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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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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