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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유체압축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제 1 도 내지 제 3 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제 1 도는 로타리식 유체압축기의 단면도.

제 2 도는 회전축과 축수부의 치수를 강조하여 표시한 확대 단면도.

제  3  도는  축수의  길이와  지경이  동일한  360°저널축수를  사용한  경우  일반광유(鑛油)의 좀머펠드수
(Sommerfeld  number)(S)  및  회전축과  축수  사이의  간격(C)에  대한  유막의  최소두께(ho)의  비를 관계
로 나타내어 설명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3 : 밀폐용기                                       17 : 모터 구동기구부

21 : 축수부                                           23 : 회전축

29 : 축수프레임                                     45 : 합성윤활유

47 : 펌프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유체압축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냉각장치에 사용되는 유체압축장치에 관한 것이다.

유체압축장치는 유체압축장치의 접촉부를 회전가능하도록 하는 윤활유 물질을 갖추고 있다.

윤활유 물질은 냉매와 함께 유체압축장치에 저장된다.

다양한 형태의 유체압축장치가 가정용 냉동시스템의 냉동사이클에 사용된다.

한 일반적 유형은 로터리식 유체압축기이다.

로터리식  유체압축기는  전형적으로  압축부와  구동부,  즉  모터를  포함하며,  상기  구동부는 밀폐용기
에 배치된 압축부를 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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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부로부터  연장된  회전축의  중간부는  밀폐용기의  내벽면에  장착된  고정프레임에  의해 회전자유로
이 지지된다.

고정프레임을  관통한  회전축의  연장된  선단축은  압축부의  로울러에  연결되며  상기  로울러는 고정프
레임에 형성된 압축실내에서 회전된다.

냉각장치에 사용되는 그러한 로터리식 압축기에서 CFC-12 냉매(CCL2F2)는 압축된 유체로서 사용된다. 

CFC-12 냉매(폴리할라이드 하이드로카본)는 일종의 플론(클로로플루오로카본)이다.

일반적으로 플론은 가압에 의해 쉽게 액화되며 불연성 및 무해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러한 플론은 냉매, 분무제 및 소화제로서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염소를  포함하는  독특한  종류의  플론은  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공기중에서  좀처럼  분해되지 
않으며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한다.

현재 그러한 독특한 종류의 플론은 오존층의 파괴를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HFC-134a 냉매(CH2FCF3 )가  그러한  독특한  종류의  플론,  예를들면  CFC-12  냉매의  대체물로서 

제안되고 있다.

HCF-134a  냉매가  화학적  조성에  있어  염소(Cl)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HCF-134a는  오존층에 아
무런 해를 끼치치 않는다.

HCF-134a  냉매  및  윤활유의  상호용해성에  비추어  볼  때  폴리글리콜,  예를들면 폴리알킬렌글리콜(이
하 PG라함)의 합성윤활유 사용은 전술한 HFC-134a 냉매가 압축된 유체로서 사용될때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PG의  점성-압력  계수(a)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광유,  예를들면  나프텐시스템  광유의 점성-압
력계수의 약 50% 이하이다.

따라서  PG에  의해  형성된  유막두께가  매우  얇으므로  나프텐시스템  광유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만일 
PG가  종래의  유체압축기에  사용되면  회전축  및  축수부의  금속표면의  회전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소착
(burn-in)의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전축  및  축수부간의  PG의  유막두께를  증가시키도록  PG의  점성이 
증가되는 것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PG의 점성의 증가는 회전축 및 축수부간의 슬라이드저항의 상승을 초래한다.

특히 PG의 점성은 외부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증가하며 이는 전력 소모 증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유체압축기가 압축되 유체로서 HFC-134a 냉매를 사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의  또하나의  목적은  유체압축기의  회전축  및  축수부의  기계적  구성을  HFC-134a 냉
매가 사용될때 윤활유로서 사용되는 폴리글리콜의 유막두께에 적합시키는 것이다.

전술한  목적을  얻기  위하여  유체압축장치는  냉매  및  윤활유로서  작용하는  소정량의  폴리글리콜이 저
장된  외부밀폐용기,  냉매를  압축하기  외하여  상기  밀폐용기에  설치된  압축부,  압축부를  구동하기 위
하여  회전축을  지닌  모터구동부  및  모터구동부의  회전축을  회전자유로이  지지하기  위한  축수를 포함
하며 축수 및 회전축을 이하의 관계를 만족한다.

C2  2 × So

여기서  C2는  회전축  및  축수간의  반경  간격이고  So는  회전축의  외부표면  및  축수의  내부표면의 총표
면 거칠기이다.

냉매는  HFC-134a(CH2FCF3)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그리고 다른 목적 및 장점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이하의 상세한 설
명으로 부터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동봉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이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로터리 압축기에 적용된다.

제  1  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로터리  압축기(11)는  측면으로  설치된  원통형상의  외부밀폐용기(13)를 
포함한다.

로터리 압축장치(15) 및 모터구동장치(17)는 측면방향으로 외부용기(13)에 연속적으로 배치된다.

로터리 압축장치(15)는 모터구동장치(17)에 의해 구동된다.

로터리 압축장치(15)는 외부용기(13)의 원주 내벽면에 고정된 프레임(19)을 포함한다.

프레임(19)은  모터구동장치(17)의  회전축(23)의  중앙부를  회전자유로이  지지하기  위한  제  1 축수부
(21)를 포함한다.

프레임(19)은  또한  방사방향으로  제  1  축수부(21)의  외부표면으로  부터  연장된  링프레임부(25)를 포
함한다.

링프레임부(25)는  단면이  L형으로  형성되며  그  연장된  외벽은  용접에  의해  외부용기(13)의  내벽에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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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형  간막이판(27)은  링프레임부(25)의  앞벽에  장착되며  축수프레임(29)은  또한  링형 간막이판(27)
에 장착된다.

따라서 실린더(31)는 프레임(19), 간막이판(27) 및 축수프레임(29)에 의해 형성된다.

회전축(23)은  실린더(31)로  연장되어  축(23)의  연장된  끝은  축수프레임(29)의  중앙부에  형성된  제  2 
축수부(33)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된다.

캠(35)은 실린더(31)에서 노출된 회전축(23)의 부분에 형성된다.

캠(35)은 편심된 회전축(23)의 회전중심을 지니며 로울러(37)는 캠(35)의 외벽에 고정된다.

따라서 로울러(37)는 회전축(23)의 회전에 대응하여 실린더(31)에서 편심회전한다.

블레이드(39)는 방사방향으로 실린더(31)를 가로질러 위치한다.

블레이드(39)의  한끝은  블레이드(39)의  다른쪽  끝에  배치된  압축스프링(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로울
러(37)의 외부표면과 강제 접촉된다.

따라서 블레이드(39)는 로울러(37)의 편심회전에 대응하여 방사방향으로 상호 이동된다.

블레이드(39)는 실린더(31)의 안쪽을 두개의 셀(도시되지 않음)로 분리한다.

셀중의 하나는 실린더(31)에 연결된 흡입파이프(41)와 통한다.

다른  셀은  프레임(19)의  제  1  수축부(21)에  형성된  배출구(43)를  통해  외부밀폐용기(13)의  안쪽과 
통한다.

방출파이프(44)는  제  1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흡입파이프(41)가  연결된  부분  반대쪽의 외부밀폐용기
(13)부분에 연결된다.

HFC-134a 냉매는 로울러(37) 및 블레이드(39)의 작동에 대응하여 실린더(3l)에서 압축된다.

주지의  펌프장치(도시되지  않음)는  외부밀폐용기(13)에  저장된  PG(45)를  연결파이프(47)를  통해  제 
2 축수부(33)에 공급하도록 블레이드(39)의 뒷쪽에 배치된다.

제  2  축수부(33)에  공급된  PG는  또한  그  축을  따라  회전축(23)에  형성된  기름통로(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제 2 축수부(33)에 공급된다.

전술한 기름공급장치는 종래의 로터리 압축기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기름공급장치의  한  실시예가  명칭이  "측면로터리  압축기용의  밸브가  없는  윤활  펌프"인  본 
출원인의 미합중국 특허 제4,557,677호에 개시되어 있다.

제 2 도를 참조하면 회전축(23)과 제1,제2축수부(21)(33)와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회전축(23)과  방사방향의  제  1  또는  제  2  축수부(21)  또는  (33)에  의해  한정된  간격(C2)이  이하의 
등식으로 표현된다.

C2=1/2×(D2-D1)‥‥‥‥‥‥‥‥‥‥‥‥‥  (1)

D1은 회전축(23)의 직경이며, D2는 제 1 또는 제 2 축수부(21) 또는 (33)의 내부 직경이다.

또한 회전축(23)  및  제 1  또는 제 2  축수부(21)  또는 (33)간의 편심량이 제2도에 알파벳 표시 "e"로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소머펠드수(Sommerfeld  number)(S)는  일반적인  냉동기의  압축기에  사용되는  저널축수의 
회전축 및 축소간의 윤활특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좀멀펠드수(S)는 이하의 등식으로 표현된다.

S = (r/C) 
2 
× η× N/P ‥‥‥‥‥‥‥‥‥‥‥‥‥ (2)

여기서 r은 회전축의 반경,  C는  회전축 및 축수간의 반경 간격,  η은 윤활유의 점도,  N은  단위 시간
당회전축의 회전수, 그리고 P는 축수의 평균압력이다.

따라서  등식(2)의  각  변수가  윤활유가  종래의  윤활유에서  PG로  바뀌기  전  및  후에도 좀멀펠드수(S)
가  동일하도록  결정된다면  제  2  도에  나타낸  축  및  축수간의  최소  유막두께(ho)는  심지어  윤활유가 
바꿜지라도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좀머펠드수(S)에 대해 최소 유막두께(ho) 및 간격(C)은 이하의 관계를 지닌다.

S∝ho/C ‥‥‥‥‥‥‥‥‥‥‥‥‥‥‥‥‥‥‥ (3)

등식(2)에  따라서  만일  윤활유의  종류가  압축기에서  바뀌고  압축기가  윤활유가  바뀌기  전에 작동됐
던  동일한  상태(즉  단위  시간당  회전축의  회전수(N)  및  축수의  평균압력(P))에서  작동된다면 윤활유
가 바뀌기전 및 후의 좀머펠드수(S)는 이하의 등식으로 표현된다.

S1=(r/C1)
2
×η1×N/P ‥‥‥‥‥‥‥‥‥‥‥‥ (4)

S2=(r/C2)
2
×η2×N/P ‥‥‥‥‥‥‥‥‥‥‥‥ (5)

등식(4)는 윤활유 바뀌기 전의 좀머펠드수이고, 등식(5)는 윤활유가 PG로 바뀐후의 좀머펠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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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가  바뀌기  전  및  후에  각  좀머펠드수(S1)(S2)가  동일한  값에서  최소유막두께(ho)를 유지하도
록 서로 같으므로 이하의 관계는 등식(4) 및 (5)로부터 파생된다.

(1/C1) 
2 
× η1= (1/C2) 

2 
× η2 ‥‥‥‥‥‥‥‥ (6)

등식(6)에  따르면  PG의  점도-압력계수가  종래  광유의  점도-압력  계수의  약  50%,  즉  1/η2=2이므로 
회전축 및 방사방향의 축수간의 간격(C2)의 적당한 값은 C1에 0.7을 곱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좀머펠드수(S)는  윤활유로서  종래의  광유  또는  파라핀시스템유를  사용하는  압축기에서는 
0.1이거나 그보다 크다.

따라서 이하의 관계는 360°저널축수가 사용될때 제 3 도로 부터 파생된다.

ho/C1≥0.35 ‥‥‥‥‥‥‥‥‥‥‥‥‥‥‥‥‥‥  (7)

적어도 이하의 관계는 회전축 및 축수간의 매끄러운 윤활작용을 확실히 하도록 만족된다.

ho=SS+SB=So ‥‥‥‥‥‥‥‥‥‥‥‥‥‥‥‥‥  (8)

여기서  SS는  축의  표면거칠기,  SB는  축수의  표면거칠기,  그리고  So는  축수  및  축의  총표면 거칠기이
다. 이하의 관계는 전술한 관계(7) 및 (8)로 부터 파생된다.

C1≤So/0.35 ‥‥‥‥‥‥‥‥‥‥‥‥‥‥‥‥‥‥‥ (9)

전술한 바와같이 C2의 값(0.7×C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의 관계가 또한 얻어진다.

C2 = 0.7×C1<0.7×So/0.35 ‥‥‥‥‥‥‥‥‥‥‥ (10)

따라서 이하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얻어진다.

C2 ≤ 2 × So  ‥‥‥‥‥‥‥‥‥‥‥‥‥‥‥‥‥‥ (11)

전술한  관계(11)로  부터  알  수  있듯이  PG가  윤활유로서  사용될때  전술한  관계(11)가  만족하면 충분
한 윤활상태가 얻어진다.

전술한  표면거칠기는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R468-1966에  마련된 10포인
트 평균거칠기(Rz)에 의해 표현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  반경  간격  C2가  회전축  및  축수에  의해서  정해지며,  회전축  및  축수의  각 표면
거칠기의  전체적인  표면거칠기  So가  상기  관계(11)을  만족한다면,  본  유체압축장치는  종래의  냉매 
HCFC-22대신에 PG와 함께 HFC-134a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전축 및 축수부분의 금속표면의 회전접촉에 의해 발생한 소착을 방지할 수 있다.

전술한 구체적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회전식 압축기에 응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유체압축장치의 다른 형식, 예를들면 스크롤형식(scrolltype) 왕복형식
(reciprocatingtype)  등에도  응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압축  및  모타구동부는  외부용기내에 위치하
며, 소정량의 윤활유 역시 외부용기에 설치된다.

이상으로 본 발명에 따른 구제적 실시예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근본적인  원리에  기초한  실시예  역시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에 의해 용이하게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밀폐용기와,  이  밀폐용기내에  수용되어  있는  윤활유로서의  소정량의  폴리글리콜과,  상기 밀폐용
기  내부에  설치된  압축부,  상기  압축부를  구동하며  압축부에  연결된  제1의  표면거칠기를  갖는 회전
축을 구비한 모터구동부,  및 상기 회전축을 회전 지지하기 위한 제 2  의  표면거칠음을 갖는 내측 표
면을  구비한  축수로서  C2를  회전축과  축수와의  반경  간격이라고  하고  So를  회전축의  외측면과 축수
의 내측면의 총표면 거칠기 라고 할때

C2  2 × So

인 관계를 갖는 축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압축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외부밀폐용기내에 냉매를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압축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냉매가 HFC-134a(CH2FCF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압축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축수에 폴리글리콜을 공급하는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압축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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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밀폐용기의  외부로  부터  압축부로  냉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상기  압축부에 흡
입통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압축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부로  부터  상기  밀폐용기의  외부로  냉매를  빼낼  수  있도록  밀폐용기에 연
결된 배출통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압축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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