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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

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압축 기구를 구비한 냉동 장치에 있어서, 부분 부하 운전시에, 운전중의 압축기에 충분히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균유 회로를 제공한다.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11)는, 제1, 제2 및 제3 압축기(21, 22, 23)와, 냉매 흡입 모관(母

管)(24)과, 각 압축기(21, 22, 23)의 흡입측에 접속된 제1, 제2 및 제3 분기 흡입 배관(25, 26, 27)과, 각 압축기(21, 22,

23)의 토출(吐出)측에 접속된 제1, 제2 및 제3 기름 분리기(28, 29, 30)와, 각 기름 분리기(28, 29, 30)에 설치된 제1, 제2

및 제3 기름 회수 배관(31, 32, 33)을 구비하고 있다. 제1 기름 회수 배관(31)은, 제1 압축기(21)만이 운전하고 있을 때 중

력에 의하여 냉매 흡입 모관(24)에 기름이 보내지도록 이루어져 있다. 제2 기름 회수 배관(32)은, 제1 및 제2 압축기(21,

22)만이 운전하고 있을 때 중력에 의하여 냉매 흡입 모관(24)에 기름이 보내지도록 이루어져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압축기, 기름 분리기, 기름 회수 배관, 냉매 흡입 모관, 분기 흡입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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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 특히, 증기 압축식의 냉동 장치의 냉매 회로를 구성하는 압축 기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복수의 압축기를 가지는 압축 기구를 구비한 증기 압축식의 냉동 장치의 일례로서, 빌딩 등의 공기 조화에 사용되

는 공기 조화 장치가 있다. 이러한 공기 조화 장치는, 복수의 이용 유닛과, 이들 이용 유닛의 냉난방 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의 열원 유닛을 구비하고 있다. 이 열원 유닛은, 부분 부하 운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복수의 비교적 소용량의

압축기를 병렬로 접속하여 구성된 압축 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압축 기구는, 각 압축기의 토출(吐出)측에 접속된

기름 분리기와, 기름 분리기에서 분리된 기름을 각 압축기로 회수하기 위한 기름 회수 배관과, 각 압축기에서의 유량의 편

향을 줄이기 위해서 각 압축기 간을 접속하도록 설치된 균유관(均油管)으로 이루어지는 균유 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종래의 압축 기구에 있어서는, 각 압축기에 대응하여 설치된 기름 회수 배관과 각 압축기 간을 접속하는 복수의 균유

관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기 주위의 균유 회로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 경향은, 압축기의 대수가 많아지는 것에

따라, 현저하게 된다.

또한, 부분 부하 운전시, 3대 이상의 압축기를 가지는 압축 기구에서는, 운전중의 압축기와 정지중의 압축기가 혼재한 복

수의 운전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운전 패턴에 있어서, 운전중의 압축기에 충분히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

는 경우도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발명의 목적은, 부분 부하 운전시에도, 운전중의 압축기에 충분히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균유 회로를 구비한 압축 기구

를 제공하는데 있다.

청구항 1에 기재된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는, 증기 압축식의 냉동 장치의 냉매 회로를 구성하는 압축 기구에 있어서, 냉매

흡입 모관(母管)과, 제1 내지 제n 압축기 (n은, 3이상의 임의의 정수)로 이루어지는 n대의 압축기와, n대의 기름 분리기와,

n개의 기름 회수 배관을 구비하고 있다. n대의 압축기는, 냉매 흡입 모관에 대해서, 흡입 냉매 가스 흐름의 상류측으로부터

순차로 접속된 제2 내지 제n 압축기와, 제n 압축기의 하류측에 접속된 제1 압축기로 이루어진다. n대의 기름 분리기는, 제

1 내지 제n 압축기에 의해 압축된 냉매 가스 중의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서, 제1 내지 제n 압축기의 토출측에 각각 접속되

어 있다. n개의 기름 회수 배관은, 제1 내지 제(n－1) 기름 분리기의 유출구(油出口)로부터 제2 내지 제n 압축기의 흡입측

에 각각 접속된 제1 내지 제(n－1) 기름 회수 배관과, 제n 기름 분리기로부터 제1 압축기의 흡입측에 접속된 제n 기름 회수

배관으로 이루어진다. 제1 내지 제k 기름 회수 배관 (k는, 2로부터 n－1까지의 정수)은, 제1 내지 제k 압축기가 운전하고,

또한, 제(k＋1) 내지 제n 압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제1 압축기에 기름이 보내지도록, 상기 제(k＋1) 압축기의 흡입측

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이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에서는, 제1 내지 제n 압축기가 모두 운전되고 있는 경우, 제1 압축기로부터 냉매 가스와 함께 토

출된 기름은 제1 기름 분리기에서 분리되어 제1 기름 회수 배관을 통해서 제2 압축기에 보내지고, 제2 압축기로부터 토출

된 기름은 제2 기름 회수 배관을 통해서 제3 압축기에 보내진다고 하는 순서로 제n 압축기까지 보내지고, 재차, 제n 압축

기로부터 토출된 기름은 제n 기름 회수 배관을 통해서 제1 압축기에 보내지도록 기름의 흐름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이 압

축 기구에서는, 각 압축기를 순차로 통과하도록 기름의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어, 운전중의 제1 내지 제n 압축기 전체에 확

실히 기름이 공급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에서는, 제1 내지 제k 압축기가 운전되고, 또한, 제(k＋1) 내지 제n 압축기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 제k 기름 회수 배관으로부터 제(k＋1) 압축기의 흡입측에 보내지는 기름이 냉매 흡입 모관에 보내지고, 이 기름이 냉

매 가스와 함께 제(k＋1) 압축기보다도 하류측에 접속된 제1 압축기에 흡입되도록 기름의 흐름이 형성된다. 여기서, 제k

압축기 쪽이 제(k＋1) 압축기보다 냉매 흡입 모관의 상류측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k 기름 회수 배관으로부터 회수되

는 기름이 재차 제2 내지 제k 압축기 (즉, 제1 압축기 이외의 운전중의 압축기)에 흡입되는 일 없이, 제1 내지 제n 압축기

가 모두 운전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운전중의 압축기를 순차로 통과하도록 기름의 순환 사이클이 형성된다. 이것에 의하

여, 운전중의 제1 내지 제k 압축기에 확실히 기름이 공급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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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의하여, 이 압축 기구에서는, 부분 부하 운전시에도 운전중의 압축기에 기름을 확실히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구항 2에 기재된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는, 청구항 1에 있어서, 냉매 흡입 모관으로부터 제1 내지 제n 압축기의 흡입측

의 각각에 대응하도록 분기(分岐)된 제1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으로 이루어지는 n개의 분기 흡입 배관을 구비하고 있다.

제1 내지 제(n－1) 기름 회수 배관은,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은,

제1 내지 제(n－1) 기름 회수 배관과의 접속부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하향 구배(勾配)가 되도록, 각

각 배치되어 있다.

이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에서는, 정지중의 압축기에 대응하는 제1 내지 제(n－1) 기름 회수 배관으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

에 기름을 흘리기 위한 구조가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을 제1 내지 제(n－1) 기름 회수 배관과의 접속부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과의 접속부를 향하는 하향 구배로 하는 것에 의하여 실현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여, 냉매 흡입 모관으로부터 압

축기의 흡입측까지의 회로 구성이 복잡하게 되지 않는다.

청구항 3의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는, 청구항 2에 있어서, 냉매 흡입 모관은,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과의 접속부로부

터 제1 분기 흡입 배관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하향 구배가 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에서는,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으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에 보내지는 기름이 제1 분기 흡입

배관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흐르기 쉬워지기 때문에, 기름이 확실히 제1 압축기에 흡입되게 된다. 이것에 의하여, 압축기로

의 기름 공급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한다.

청구항 4에 기재된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는, 증기 압축식의 냉동 장치의 냉매 회로를 구성하는 압축 기구에 있어서, 냉매

흡입 모관과, 제1, 제2 및 제3 압축기와, 제1, 제2 및 제3 기름 분리기와, 제1, 제2 및 제3 기름 회수 배관을 구비하고 있

다. 제2 및 제3 압축기는, 냉매 흡입 모관에 대해서, 흡입 냉매 가스의 흐름의 상류측으로부터 순차로 접속되어 있다. 제1

압축기는, 냉매 흡입 모관에 대해서, 제3 압축기의 하류측에 접속되어 있다. 제1, 제2 및 제3 기름 분리기는, 제1, 제2 및

제3 압축기에 의해 압축된 냉매 가스 중의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서, 제1, 제2 및 제3 압축기의 토출측에 각각 접속되어 있

다. 제1 및 제2 기름 회수 배관은, 제1 및 제2 기름 분리기의 유출구로부터 제2 및 제3 압축기의 흡입측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제3 기름 회수 배관은, 제3 기름 분리기로부터 제1 압축기의 흡입측에 접속되어 있다. 제1 기름 회수 배관은, 제1 압

축기가 운전하고, 또한, 제2 및 제3 압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냉매 흡입 모관에 기름이 보내지도록, 제2 압축기의 흡입

측에 접속되어 있다. 제2 기름 회수 배관은, 제1 및 제2 압축기가 운전하고, 또한, 제3 압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 냉매 흡

입 모관에 기름이 보내지도록, 상기 제3 압축기의 흡입측에 접속되어 있다.

이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에서는, 제1, 제2 및 제3 압축기가 모두 운전되고 있는 경우, 제1 압축기로부터 냉매 가스와 함께

토출된 기름은 제1 기름 분리기에서 분리되어 제1 기름 회수 배관을 통해서 제2 압축기에 보내지고, 제2 압축기로부터 토

출된 기름은 제2 기름 회수 배관을 통해서 제3 압축기에 보내지고, 제3 압축기로부터 토출된 기름은 제3 기름 회수 배관을

통해서 제1 압축기에 보내지도록 기름의 흐름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이 압축 기구에서는, 각 압축기를 순차로 통과하도

록 기름의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어, 운전중의 제1, 제2 및 제3 압축기에 확실히 기름이 공급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에서는, 제1 압축기가 운전되고, 또한, 제2 및 제3 압축기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 제1 기름

회수 배관으로부터 제2 압축기의 흡입측에 보내지는 기름이 냉매 흡입 모관에 보내지고, 이 기름이 냉매 가스와 함께 제2

압축기보다도 하류측에 접속된 제1 압축기에 흡입되도록 기름의 흐름이 형성된다. 이것에 의하여, 운전중의 제1 압축기에

확실히 기름이 공급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나아가, 이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에서는, 제1 및 2 압축기가 운전되고, 또한, 제3 압축기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 제2 기름

회수 배관으로부터 제3 압축기의 흡입측에 보내지는 기름이 냉매 흡입 모관에 보내지고, 이 기름이 냉매 가스와 함께 제3

압축기보다도 하류측에 접속된 제1 분기 흡입 배관을 통해서 제1 압축기에 흡입되도록 기름의 흐름이 형성된다. 여기서,

제2 압축기 쪽이 제3 압축기보다 냉매 흡입 모관의 상류측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2 기름 회수 배관으로부터 회수되는

기름이 재차 제2 압축기에 흡입되는 일이 없이, 제1, 2 및 제3 압축기가 모두 운전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각 압축기를 순

차로 통과하도록 기름의 순환 사이클이 형성된다. 이것에 의하여, 운전중의 제1 및 제2 압축기에 확실히 기름이 공급되도

록 이루어져 있다.

상기와 같이, 이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에서는, 제1 압축기만의 부분 부하 운전이나 제1 및 제2 압축기의 부분 부하 운전에

서도, 운전중의 압축기에 기름을 확실히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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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공기 조화 장치의 냉매 회로의 개략도이다.

도 2는, 도 1의 부분 확대도이고, 제1 실시예의 압축기 구성을 도시하는 도이다.

도 3은, 제1 실시예의 압축 기구의 운전 상태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4는, 제1 실시예의 압축 기구의 운전 상태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5는, 제1 실시예의 압축 기구의 운전 상태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6은, 제2 실시예의 압축기 구성을 도시하는 도이고, 도 2에 상당하는 도이다.

실시예

［제1 실시예］

(1) 냉동 장치 및 압축 기구의 구성

이하, 복수의 압축기를 가지는 압축 기구를 구비한 증기 압축식의 냉동 장치의 일례로서,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냉매

회로를 구비한 공기 조화 장치(1)가 있다. 이 공기 조화 장치(1)는, 1대의 열원 유닛(2)과, 그것에 병렬로 접속된 복수대의

이용 유닛(3)을 구비하고 있고, 예를 들면, 빌딩 등의 공기 조화에 이용되는 것이다. 열원 유닛(2)은, 주로, 압축 기구(11)

와, 4로 전환 밸브(12)와, 열원측 열 교환기(13)를 가지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열원측 열 교환기(13)는 열원으로 되는

공기나 물이 공급되어 냉매와 열 교환하는 열 교환기이다. 이용 유닛(3)은, 주로, 팽창 밸브(14)와, 이용측 열 교환기(15)를

가지고 있다. 이들 기기(11, 12, 13, 14, 15)가 순차로 냉매 배관에 의해 접속되어 공기 조화 장치(1)의 냉매 회로를 구성하

고 있다.

압축 기구(11)는, 이용 유닛(3)의 이용측 열 교환기(15)에서 열 교환되어 열원 유닛(2)에 회수된 냉매 가스를 압축하기 위

한 기구이고,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1, 제2 및 제3 압축기(21, 22, 23)와, 냉매 흡입 모관(24)과, 제1, 제2 및 제3

분기 흡입 배관(25, 26, 27)과, 제1, 제2 및 제3 기름 분리기(28, 29, 30)와, 제1, 제2 및 제3 기름 회수 배관(31, 32, 33)을

구비하고 있다. 냉매 흡입 모관(24)은,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4로 전환 밸브(12)의 출구에 접속되어 있다. 제1, 제2

및 제3 기름 분리기(28, 29, 30)의 각 출구의 냉매 배관은, 토출 합류 배관(37)에 합류되어 있다. 토출 합류 배관(37)은, 4

로 전환 밸브(12)의 입구에 접속되어 있다.

제2 분기 흡입 배관(26)은, 냉매 흡입 모관(24)으로부터 분기되어, 제2 압축기(22)의 흡입측에 대응하도록 접속되어 있다.

제3 분기 흡입 배관(27)은, 제2 분기 흡입 배관(26)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냉매 흡입 모관(24)으로부터 분기되어, 제3 압축

기(23)의 흡입측에 대응하도록 접속되어 있다. 제1 분기 흡입 배관(25)은, 제3 분기 흡입 배관(27)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냉매 흡입 모관(24)으로부터 분기되어, 제1 압축기(21)의 흡입측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냉매 흡입 모관(24)은, 제2 및 제

3 분기 흡입 배관(26, 27)과의 접속부로부터 제1 분기 흡입 배관(25)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하향 구배가 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도 2 중 쐐기 기호(34) 참조).

제1, 제2 및 제3 기름 분리기(28, 29, 30)는, 제1, 제2 및 제3 압축기(21, 22, 23)에 의하여 압축된 냉매 가스 중의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서, 제1, 제2 및 제3 압축기(21, 22, 23)의 토출측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제1 및 제2 기름 회수 배관(31, 32)은, 제1 및 제2 기름 분리기(28, 29)의 유출구로부터 제2 및 제3 압축기(22, 23)의 흡입

측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제3 기름 회수 배관(33)은, 제3 기름 분리기(30)로부터 제1 압축기(21)의 흡입측에 접속되어 있

다. 구체적으로는, 제1 및 제2 기름 회수 배관(31, 32)은 제2 및 제3 분기 흡입 배관(26, 27)에 각각 접속되어 있고, 제3 기

름 회수 배관(33)은 냉매 흡입 모관(24)의 제2 분기 흡입 배관(26)의 하류측의 위치에 접속되어 있다.

제1 기름 회수 배관(31)은, 제1 압축기(21)가 운전하고, 또한, 제2 및 제3 압축기(22, 23)가 정지하고 있을 때 중력에 의하

여 냉매 흡입 모관(24)에 기름이 보내지도록, 제2 압축기(22)의 흡입측에 접속되어 있다. 제2 기름 회수 배관(32)은, 제1

및 제2 압축기(21, 22)가 운전하고, 또한, 제3 압축기(23)가 정지하고 있을 때 중력에 의하여 냉매 흡입 모관(24)에 기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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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도록, 제3 압축기(23)의 흡입측에 접속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 및 제3 분기 흡입 배관(26, 27)은, 제1 및 제2

기름 회수 배관(31, 32)과의 접속부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24)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하향 구배가 되도록, 각각 배치되어

있다 (도 2 중 쐐기 기호(35, 36) 참조).

(2) 압축 기구의 동작

다음으로, 본 실시예의 압축 기구(11)의 동작에 대해서, 도 3 내지 도 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①부분 부하 운전(제1 압축기를 운전)

압축 기구(11)를 기동하는 경우, 우선, 제1 압축기(21)로부터 기동한다. 이렇게 하면,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냉매 및

기름의 흐름은, 도 3 중 화살표 참조), 냉매 흡입 모관(24)으로부터 냉매 가스와 함께 기름이 제1 분기 흡입 배관(25)을 경

유하여 제1 압축기(21)에 흡입된다. 그리고, 제1 압축기(21)에 흡입된 냉매 가스는, 압축·토출되어, 제1 기름 분리기(28)

로 유입한다. 이 때, 제1 압축기(21)로부터 토출된 냉매 가스에는 잉여의 기름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1 기름 분리기

(28)에서, 이 잉여의 기름과 냉매 가스가 기액(氣液) 분리된다. 그 후, 냉매 가스는, 제1 기름 분리기(28)의 출구의 냉매 배

관을 경유하여 토출 합류 배관(37)으로 유입하고, 도 1에 도시되는 냉매 회로 내를 순환한다.

한편, 제1 기름 분리기(28)에서 분리된 기름은, 제1 기름 분리기(28)의 유출구로부터 제1 기름 회수 배관(31)을 경유하여,

제2 분기 흡입 배관(26)으로 유입한다. 여기서, 제2 분기 흡입 배관(26)은, 제1 기름 회수 배관(31)과의 접속부로부터 냉

매 흡입 모관(24)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하향 구배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쐐기 기호(35) 참조). 이것에 의하여, 제1 기름

회수 배관(31)으로부터 제2 분기 흡입 배관(26)으로 유입하는 기름은, 중력이 작용하여, 제2 분기 흡입 배관(26) 내를 하

강하여 냉매 흡입 모관(24)에 보내진다. 그리고, 이 냉매 흡입 모관(24)에 유입한 기름은, 냉매 흡입 모관(24)을 흐르는 냉

매 가스에 동반하여, 재차, 제1 압축기(21)에 흡입된다. 또한, 냉매 흡입 모관(24)은, 제1 흡입 분기 배관(25)을 향하여 하

향 구배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쐐기 기호(34) 참조), 냉매 흡입 모관(24)에 유입한 기름이 제1 분기 흡입 배관

(25)의 방향으로 흐르기 쉽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제1 압축기(21)에만 기름이 공급되도록 기름 공급 회로가 형성된

다.

②부분 부하 운전(제1 및 제2 압축기를 운전)

제1 압축기(21)의 기동에 이어, 더 운전 부하를 증가하기 위해서, 제2 압축기(22)를 기동한다. 이렇게 하면, 도 4에 도시하

는 바와 같이 (냉매 및 기름의 흐름은, 도 4 중 화살표 참조), 냉매 흡입 모관(24)을 흐르는 냉매 가스의 일부는, 제2 분기

흡입 배관(26)을 경유하여 제2 압축기(22)에 흡입된다. 이 때, 제1 기름 회수 배관(31)으로부터 제2 분기 흡입 배관(26)에

보내지는 기름은, 제2 분기 흡입 배관(26)을 흐르는 냉매 가스에 동반하여 제2 압축기(22)에 흡입된다. 그리고, 제2 압축

기(22)에 흡입된 냉매 가스는, 제1 압축기(21)와 같이, 압축·토출되어, 제2 기름 분리기(29)에서, 냉매 가스와 기름이 기액

분리된다. 그 후, 냉매 가스는, 제2 기름 분리기(29)의 출구의 냉매 배관을 경유하여 토출 합류 배관(37)으로 유입하고, 도

1에 도시되는 냉매 회로 내를 순환한다.

한편, 제2 기름 분리기(29)에서 분리된 기름은, 제2 기름 분리기(29)의 유출구로부터 제2 기름 회수 배관(32)을 경유하여,

제3 분기 흡입 배관(27)으로 유입한다. 여기서, 제3 분기 흡입 배관(27)은, 제2 분기 흡입 배관(26)과 같이, 제2 기름 회수

배관(32)과의 접속부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24)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하향 구배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쐐기 기호(36)

참조). 이것에 의하여, 제2 기름 회수 배관(32)으로부터 제3 분기 흡입 배관(27)으로 유입하는 기름은, 중력이 작용하여,

냉매 흡입 모관(24)에 보내진다. 여기서, 제3 분기 흡입 배관(27)은, 제2 분기 흡입 배관(26)보다도 제1 분기 흡입 배관

(25)측, 즉, 냉매 가스 흐름의 하류측에 접속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제3 분기 흡입 배관(27)으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24)에

유입한 기름은, 냉매 흡입 모관(24)을 흐르는 냉매 가스에 동반하여, 재차, 제1 압축기(21)에 흡입되어, 제2 압축기(22)로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제1 및 제2 압축기(21, 22)에만 기름이 순차로 공급되도록 기름 공

급의 회로가 형성된다.

③전부하 운전(제1, 제2 및 제3 압축기를 운전)

제2 압축기(22)의 기동에 이어, 전부하 운전으로 하기 위해서, 제3 압축기(23)를 기동한다. 이렇게 하면,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냉매 및 기름의 흐름은, 도 5 중 화살표 참조), 냉매 흡입 모관(24)을 흐르는 냉매 가스의 일부는, 제3 분기 흡입

배관(27)을 경유하여 제3 압축기(23)에 흡입된다. 이 때, 제2 기름 회수 배관(32)으로부터 제3 분기 흡입 배관(27)에 보내

지는 기름은, 제3 분기 흡입 배관(27)을 흐르는 냉매 가스에 동반하여 제3 압축기(23)에 흡입된다. 그리고, 제3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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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에 흡입된 냉매 가스는, 제1 및 제2 압축기(21, 22)와 같이, 압축·토출되어, 제3 기름 분리기(30)에서, 냉매 가스와 기

름이 기액 분리된다. 그 후, 냉매 가스는, 제3 기름 분리기(30)의 출구의 냉매 배관을 경유하여 토출 합류 배관(37)으로 유

입하고, 도 1에 도시되는 냉매 회로 내를 순환한다.

한편, 제3 기름 분리기(30)에서 분리된 기름은, 제3 기름 분리기(30)의 유출구로부터 제3 기름 회수 배관(33)을 경유하여,

냉매 흡입 모관(24)의 제1 분기 흡입 배관(25)과의 접속부와, 제3 분기 흡입 배관(27)과의 접속부 사이의 위치로 유입한

다. 이와 같이 하여, 제1, 제2 및 제3 압축기(21, 22, 23)의 전체에 기름이 순차로 공급되도록 기름 공급 회로가 형성된다.

(3) 압축 기구의 특징

본 실시예의 압축 기구(11)에는, 이하와 같은 특징이 있다.

①부분 부하 운전시에 확실히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기름 공급 회로

본 실시예의 압축 기구(11)에서는, 제1, 제2 및 제3 압축기(21, 22, 23)가 모두 운전되고 있는 경우, 제1 압축기(21)로부터

냉매 가스와 함께 토출된 기름은 제1 기름 분리기(28)에서 분리되어 제1 기름 회수 배관(31)을 통해서 제2 압축기(22)에

보내지고, 제2 압축기(22)로부터 토출된 기름은 제2 기름 회수 배관(32)을 통해서 제3 압축기(23)에 보내지며, 제3 압축

기(23)로부터 토출된 기름은 제3 기름 회수 배관(33)을 통해서 제1 압축기(21)에 보내지도록 기름 흐름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압축 기구(11)에서는, 각 압축기(21, 22, 23)를 순차로 통과하도록 기름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어, 운전중의 제1, 제2

및 제3 압축기(21, 22, 23)에 확실히 기름이 공급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또한, 압축 기구(11)에서는, 제1 압축기(21)가 운전되고, 또한, 제2 및 제3 압축기(22, 23)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 제1 기

름 회수 배관(31)으로부터 제2 압축기(22)의 흡입측에 보내지는 기름이 중력에 의하여 냉매 흡입 모관(24)에 보내지고, 이

기름이 냉매 가스와 함께 제2 압축기(22)보다도 하류측에 접속된 제1 분기 흡입 배관(25)을 통해서 제1 압축기(21)에 흡

입되도록 기름 흐름이 형성된다. 이것에 의하여, 운전중의 제1 압축기(21)에 확실히 기름이 공급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나아가, 압축 기구(11)에서는, 제1 및 2 압축기(21, 22)가 운전되고, 또한, 제3 압축기(23)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 제2 기

름 회수 배관(32)으로부터 제3 압축기(23)의 흡입측에 보내지는 기름이 중력에 의하여 냉매 흡입 모관(24)에 보내지고, 이

기름이 냉매 가스와 함께 제3 압축기(23)보다도 하류측에 접속된 제1 분기 흡입 배관(25)을 통해서 제1 압축기(21)에 흡

입되도록 기름 흐름이 형성된다. 여기서, 제2 압축기(22) 쪽이 제3 압축기(23)보다도 냉매 흡입 모관(24)의 상류측에 접속

되어 있기 때문에, 제2 기름 회수 배관(32)으로부터 회수되는 기름이 재차 제2 압축기(22)에 흡입되는 일 없이, 제1, 2 및

제3 압축기(21, 22, 23)가 모두 운전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각 압축기(21, 22)를 순차로 통과하도록 기름 순환 사이클이

형성된다. 이것에 의하여, 운전중의 제1 및 제2 압축기(21, 22)에 확실히 기름이 공급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상기와 같이, 압축 기구(11)에서는, 제1 압축기(21)만의 부분 부하 운전이나 제1 및 제2 압축기(21, 22)의 부분 부하 운전

에서도, 운전중의 각 압축기에 기름을 확실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또한, 종래의 압축 기구와 같은 균유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로 구성도 간단하게 되어 있다.

②정지중의 압축기의 분기 흡입 배관으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으로 기름을 회수하는 구조

본 실시예의 압축 기구(11)에서는, 부분 부하 운전시에, 제1 및 제2 기름 회수 배관(31, 32)으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24)으

로 중력에 의하여 기름을 흘리기 위한 구조가 제2 및 제3 분기 흡입 배관(26, 27)을 제1 및 제2 기름 회수 배관(31, 32)과

의 접속부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24)의 접속부를 향하는 하향 구배로 하는 것에 의하여 실현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여, 냉

매 흡입 모관(24)으로부터 압축기(22, 23)의 흡입측까지의 회로 구성이 복잡하게 되지 않는다.

③냉매 흡입 모관으로부터 제1 분기 흡입 배관측에 기름이 흐르기 쉬운 구조

본 실시예의 압축 기구(11)에서는, 냉매 흡입 모관(24)이 제1 분기 흡입 배관(25)을 향하여 경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제2 및 제3 분기 흡입 배관(26, 27)으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24)에 보내지는 기름이 제1 분기 흡입 배관(25)과의 접속

부를 향하여 흐르기 쉬워져, 기름이 확실히 제1 압축기에 흡입되도록 이루어진다. 이것에 의하여, 각 압축기로의 기름 공

급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하고 있다.

［제2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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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실시예에서는, 3대의 압축기를 구비한 압축 기구(11)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더 다수의 압축기를

구비한 압축 기구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수의 압축기」를 구비한 압축 기구로서, 예를 들면, 4대나 6대의 압축기를 구비

한 것이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는, 제1 내지 제n 압축기 (n은, 3이상의 임의의 정수)로 이루어지는 n대의 압축기로 일반화

한 구성으로 설명한다.

도 6은, 제1 내지 제n 압축기로부터 이루어지는 n대의 압축기를 구비한 압축 기구(111)를 도시하는 도이다. 압축 기구

(111)는, 제1 내지 제n 압축기로부터 이루어지는 n대의 압축기(C1 내지 Cn)와, 냉매 흡입 모관(124)과, n개의 분기 흡입

배관(L1 내지 Ln)과, n대의 기름 분리기(S1 내지 Sn)와, n개의 기름 회수 배관(R1 내지 Rn)을 구비하고 있다. n대의 기름

분리기(S1 내지 Sn)의 각 출구의 냉매 배관은, 토출 합류 배관(137)에 합류되어 있다. 냉매 흡입 모관(124) 및 토출 합류

배관(137)은, 제1 실시예와 같은 냉매 회로에 접속되어 있다.

n개의 분기 흡입 배관(L1 내지 Ln)은, 냉매 흡입 모관(124)의 상류측으로부터 순차로 분기되어 제2 내지 제n 압축기(C2

내지 Cn)의 흡입측에 대응하도록 각각 접속된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L2 내지 Ln)과, 제n 분기 흡입 배관(Ln)의 하

류측의 위치에서 냉매 흡입 모관(124)으로부터 분기되어 제1 압축기(C1)의 흡입측에 접속된 제1 분기 흡입 배관(L1)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냉매 흡입 모관(124)은, 제1 실시예와 같이,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L2 내지 Ln)과의 접속부로부

터 제1 분기 흡입 배관(L1)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하향 구배가 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도 6 중 쐐기 기호(A1) 참조).

n대의 기름 분리기는, 제1 내지 제n 압축기(C1 내지 Cn)에 의하여 압축된 냉매 가스 중의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서, 제1 내

지 제n 압축기의 토출측에 각각 접속된 제1 내지 제n 기름 분리기(S1 내지 Sn)로 이루어진다.

n개의 기름 회수 배관(R1 내지 Rn)은, 제1 내지 제(n－1) 기름 분리기(S1 내지 Sn-1)의 유출구로부터 제2 내지 제n 압축

기(C2 내지 Cn)의 흡입측에 각각 접속된 제1 내지 제(n－1) 기름 회수 배관(R1 내지 Rn-1)과, 제n 기름 분리기(S1 내지

Sn)로부터 제1 압축기(C1)의 흡입측에 접속된 제n 기름 회수 배관(Rn)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제1 내지 제n－1

기름 회수 배관(R1 내지 Rn-1)은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L2 내지 Ln)에 각각 접속되어 있고, 제n 기름 회수 배관

(Rn)은 냉매 흡입 모관(124)의 제n－1 분기 흡입 배관(Ln-1)의 하류측 위치에 접속되어 있다.

제1 내지 제k 기름 회수 배관(R1 내지 Rk) (k는, 2로부터 n－1까지의 정수)은, 제1 내지 제k 압축기(C1 내지 Ck)가 운전

하고, 또한, 제(k＋1) 내지 제n 압축기(Ck+1 내지 Cn)가 정지하고 있을 때 중력에 의하여 냉매 흡입 모관(124)에 기름이

보내지도록, 제(k＋1) 압축기(Ck+1)의 흡입측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L2 내

지 Ln)은, 제1 내지 제n－1기름 회수 배관(R1 내지 Rn-1)과의 접속부로부터 냉매 흡입 모관(124)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하향 구배가 되도록, 각각 배치되어 있다 (도 6 중 쐐기 기호(A2 내지 An) 참조).

본 실시예의 압축 기구(111)에서는, 제1 실시예의 압축 기구(11)와 같이, 제1 내지 제n 압축기(C1 내지 Cn)가 모두 운전되

는 경우, 제1 압축기(C1)로부터 냉매 가스와 함께 토출된 기름은 제1 기름 분리기(S1)에서 분리되어 제1 기름 회수 배관

(R1)을 통해서 제2 압축기(C2)에 보내지고, 제2 압축기(C2)로부터 토출된 기름은 제2 기름 회수 배관(R2)을 통해서 제3

압축기(C3)에 보내지는 순으로, 제n 압축기(Cn)까지 보내지고, 제n 압축기(Cn)로부터 토출된 기름은 제n 기름 회수 배관

(Rn)을 통해서 제1 압축기(C1)에 보내지도록 기름 흐름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이 압축 기구(111)에서는, 각 압축기(C1

내지 Cn)를 순차로 통과하도록 기름 순환 사이클이 형성되어, 운전중의 제1 내지 제n 압축기(C1 내지 Cn)의 모두에 확실

히 기름이 공급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압축 기구(111)에서는, 제1 내지 제k 압축기(C1 내지 Ck)가 운전되고, 또한, 제(k＋1) 내지 제n 압축기

(Ck+1 내지 Cn)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 제k 기름 회수 배관(Rk)으로부터 제(k＋1) 압축기(Ck+1)의 흡입측에 보내지는

기름이 중력에 의하여 냉매 흡입 모관(124)에 보내져, 이 기름이 냉매 가스와 함께 제(k＋1) 압축기(Ck+1)보다도 하류측

에 접속된 제1 분기 흡입 배관(L1)을 통해서 제1 압축기(C1)에 흡입되도록 기름 흐름이 형성된다. 여기서, 제k 압축기(Ck)

쪽이 제(k＋1) 압축기(Ck+1)보다 냉매 흡입 모관(124)의 상류측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k 기름 회수 배관(Rk)으로부

터 회수되는 기름이 재차 제2 내지 제k 압축기(C2 내지 Ck) (즉, 제1 압축기(C1) 이외의 운전중의 압축기)에 흡입되는 일

없이, 제1 내지 제n 압축기(C1 내지 Cn)가 모두 운전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운전중의 각 압축기(C1 내지 Ck)를 순차로 통

과하도록 기름 순환 사이클이 형성된다. 이것에 의하여, 운전중의 제1 내지 제k 압축기(C1 내지 Ck)에 확실히 기름이 공급

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상으로부터, 제1 실시예와 같이, 3대를 넘는 다수의 압축기를 구비한 압축 기구(111)에 있어서도, 부분 부하 운전시에,

운전중의 압축기에 기름을 확실히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에 의하여, 3대를 넘는 다수의 압축기를 구비한 대용량이

고, 또한, 부분 부하 운전이 가능한 열원 유닛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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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도면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지만, 구체적인 구성은,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1 실시예에 있어서, 제3 기름 회수 배관(33)은, 냉매 흡입 모관(24)의 제2 분기 흡입 배관(26)의 하류측 위치

에 접속되어 있지만, 제1 분기 흡입 배관(25)에 접속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마찬가지로, 제2 실시예에 있어서, 제n 기름 회

수 배관(R1)은, 냉매 흡입 모관(124)의 제2 분기 흡입 배관(L2)의 하류측 위치에 접속되어 있지만, 제1 분기 흡입 배관

(L1)에 접속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을 이용하면, 복수의 압축기를 구비한 압축 기구에 있어서, 부분 부하 운전시에도 운전중의 압축기에 기름을 확실

히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증기 압축식의 냉동 장치의 냉매 회로를 구성하는 압축 기구에 있어서,

냉매 흡입 모관(母管)(24, 124)과,

상기 냉매 흡입 모관에 대해서, 흡입 냉매 가스의 흐름의 상류측으로부터 순차로 접속된 제2 내지 제n 압축기 (n은, 3이상

의 임의의 정수)와, 상기 제n 압축기의 하류측에 접속된 제1 압축기로 이루어지는 n대의 압축기(21 내지 23, C1 내지 Cn)

와,

상기 제1 내지 제n 압축기에 의하여 압축된 냉매 가스 중의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서, 상기 제1 내지 제n 압축기의 토출(吐

出)측에 각각 접속된 제1 내지 제n 기름 분리기로 이루어지는 n대의 기름 분리기(28 내지 30, S1 내지 Sn)와,

상기 제1 내지 제(n－1) 기름 분리기의 유출구(油出口)로부터 상기 제2 내지 제n 압축기의 흡입측에 각각 접속된 제1 내지

제(n－1) 기름 회수 배관과, 상기 제n 기름 분리기로부터 상기 제1 압축기의 흡입측에 접속된 제n 기름 회수 배관으로 이

루어지는 n개의 기름 회수 배관(31 내지 33, R1 내지 Rn)을 구비하고,

상기 제1 내지 제k 기름 회수 배관 (k는, 2로부터 n－1까지의 정수)은, 상기 제1 내지 제k 압축기가 운전하고, 또한, 상기

제(k＋1) 내지 제n 압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상기 제1 압축기에 기름이 보내지도록, 상기 제(k＋1) 압축기의 흡입측에

각각 접속되어 있는,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11, 111).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냉매 흡입 모관(24, 124)으로부터 상기 제1 내지 제n 압축기(21 내지 23, C1 내지 Cn)의 흡입측의 각각에 대응하도

록 분기(分岐)된 제1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으로 이루어지는 n개의 분기 흡입 배관(25 내지 27, L1 내지 Ln)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제1 내지 제(n－1) 기름 회수 배관(31 내지 32, R1 내지 Rn-1)은, 상기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에 각각 접속되

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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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은, 상기 제1 내지 제(n－1) 기름 회수 배관과의 접속부로부터 상기 냉매 흡입 모관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하향 구배(勾配)가 되도록, 각각 배치되어 있는,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11, 111).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냉매 흡입 모관(24, 124)은, 상기 제2 내지 제n 분기 흡입 배관(26 내지 27, L2 내지 Ln)과의 접속부로부터 상기 제1

분기 흡입 배관(25, L1)과의 접속부를 향하여 하향 구배가 되도록, 배치되어 있는,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11, 111).

청구항 4.

증기 압축식의 냉동 장치의 냉매 회로를 구성하는 압축 기구에 있어서,

냉매 흡입 모관(24)과,

상기 냉매 흡입 모관에 대해서, 흡입 냉매 가스의 흐름의 상류측으로부터 순차로 접속된 제2 및 제3 압축기(22, 23)와, 상

기 제3 압축기의 하류측에 접속된 제1 압축기(21)와,

상기 제1, 제2 및 제3 압축기에 의하여 압축된 냉매 가스 중의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서, 상기 제1, 제2 및 제3 압축기의 토

출측에 각각 접속된 제1, 제2 및 제3 기름 분리기(28 내지 30)와,

상기 제1 및 제2 기름 분리기의 유출구로부터 상기 제2 및 제3 압축기의 흡입측에 각각 접속된 제1 및 제2 기름 회수 배관

(31, 32)과, 상기 제3 기름 분리기로부터 상기 제1 압축기의 흡입측에 접속된 제3 기름 회수 배관(33)을 구비하고,

상기 제1 기름 회수 배관(31)은, 상기 제1 압축기(21)가 운전하고, 또한, 상기 제2 및 제3 압축기(22, 23)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상기 냉매 흡입 모관(24)에 기름이 보내지도록, 상기 제2 압축기(22)의 흡입측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제2 기름 회수 배관(32)은, 상기 제1 및 제2 압축기(21, 22)가 운전하고, 또한, 상기 제3 압축기(23)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상기 냉매 흡입 모관(24)에 기름이 보내지도록, 상기 제3 압축기(23)의 흡입측에 접속되어 있는,

냉동 장치의 압축 기구(11).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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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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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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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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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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