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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에 관한 것으로, 소정량의 오일을 채운 케이싱과, 케이싱의 내부에 고

정 설치하는 프레임과, 프레임에 지지하여 구동모터의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축과, 구동축에 의해 선회운동을 하는 선회

스크롤과 맞물려 함께 연속으로 이동하는 한 쌍의 압축실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 압축실로 흡입냉매를 안내하는 흡입구와

압축실의 압축가스를 케이싱의 내부공간으로 토출하는 토출구를 형성하여 상기한 프레임에 고정 설치하는 고정스크롤과,

고정스크롤의 흡입구에 직접 연통 설치하여 냉매를 압축실로 안내하는 가스흡입관과, 케이싱의 내부공간에 연통 설치하여

케이싱내 압축가스의 토출을 안내하는 가스토출관을 포함한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에 있어서, 프레임과 고정스크롤을 중심

으로 구획되는 케이싱의 양측 공간을 연통시켜 고정스크롤의 토출구를 통해 토출되는 냉매가스와 오일이 타측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상기 케이싱의 외곽에 양측 공간을 연통시키는 연통관을 설치함으로써, 오일은 케이싱의 하반부에 잔류하도록

하여 케이싱 내부의 오일부족으로 인한 압축기의 신뢰성 저하와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냉매가

스가 구동모터를 냉각시키면서 배출되도록 하여 모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일례를 보인 단면도,

도 2는 도 1의 "Ⅰ-Ⅰ"선단면도,

도 3은 본 발명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일례를 보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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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의 "Ⅱ-Ⅱ"선단면도,

도 5는 본 발명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에서 유분리부재의 일례를 보인 개략도,

도 6은 본 발명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에서 유분리부재의 변형예를 보인 개략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케이싱 2 : 메인프레임

2e : 오일유로 4 : 구동모터

4A : 고정자 4B : 회전자

5 : 구동축 6 : 고정스크롤

6e : 오일통로 7 : 선회스크롤

10 : 연통관 20 : 유분리부재

h : 가스유로 S1,S2 : 상부,하부공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에서 케이싱의 외곽으로 연통관을

설치하여 오일의 유출을 차단하는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크롤식 압축기는 공조기 분야에 널리 적용하는 고효율 저소음 압축기로서, 두 개의 스크롤이 상대 선회운동

을 하면서 스크롤 사이에 복수 개의 압축실을 쌍으로 형성하고, 이 압축실이 지속적으로 중심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체적이

작아져 냉매가스를 연속으로 흡입 압축하여 토출하는 방식이다.

스크롤 압축기는 케이싱의 내부에 흡입가스가 채워지느냐 토출가스가 채워지느냐에 따라 크게 저압식과 고압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압상태를 유지하고 가스흡입관(SP)과 가스토출관(DP)을

구비하는 케이싱(1)과, 케이싱(1) 내부의 상하 양측에 각각 고정하는 메인프레임(2) 및 서브프레임(3)과, 메인프레임(2)과

서브프레임(3) 사이에 장착하여 회전력을 발생하는 구동모터(4)와, 구동모터(4)의 회전자(4B) 중심에 압입하고 메인프레

임(2)을 관통하여 구동모터(4)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구동축(5)과, 메인프레임(2)의 상면에 고정 설치하고 상기한 가스흡

입관(SP)을 직접 결합하는 고정스크롤(6)과, 고정스크롤(6)에 맞물려 복수 개의 압축실(P)을 형성하도록 메인프레임(2)의

상면에 선회 가능하게 얹히는 선회스크롤(7)과, 선회스크롤(7)과 메인프레임(2) 사이에 설치하여 상기 선회스크롤(7)의

자전을 방지하면서 선회시키는 올담링(Oldham's ring)(8)을 포함하고 있다.

가스흡입관(SP)은 케이싱(1)을 통과하여 고정스크롤(6)의 흡입구(6b)에 연통 설치하는 한편 가스토출관(DP)은 메인프레

임을 중심으로 고정스크롤(6)의 반대쪽 케이싱(1)의 내부공간에 밀봉하도록 연통 설치하고 있다.

메인프레임(2)은 그 중앙에 구동축(5)을 반경방향으로 지지하는 축구멍(2a)을 형성하고, 축구멍(2a)의 상반부에는 선회스

크롤(7)의 보스부(7b)가 선회운동을 하도록 보스수용홈(2b)을 확장 형성하며, 상면 가장자리에는 상기 선회스크롤(7)의

배면과 함께 소정의 내부체적을 가지고 그 내부체적에 중간압측 압력의 냉매가스가 채워지도록 환형의 배압공간홈(2c)을

음형지게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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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메인프레임(2)은 그 외주면이 케이싱(1)의 내주면에 밀착하여 용접으로 고정 결합하되, 가스토출관(DP)이 메인프레임

(2)을 중심으로 고정스크롤(6)의 반대쪽에 연통 설치됨에 따라 고정스크롤(6)을 통해 토출되는 토출가스가 상기한 가스토

출관(DP)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메인프레임(2)의 외주면을 따라 적당개소에 가스연통홈(2c)을 형성하고 있다.

구동모터(4)는 케이싱(1)의 내주면에 삽입 고정하는 고정자(4A)와, 고정자(4A)의 안쪽에 소정의 공극을 두고 회전 가능하

게 결합하는 회전자(4B)로 이루어져 있다.

구동축(5)은 구동모터(4)의 회전자(4B)에 압입하여 상하 양측을 각각 메인프레임(2)과 서브프레임(3)으로 지지하고, 그

내부에는 케이싱(1)의 오일을 흡상하여 각 베어링면을 윤활하도록 축방향으로 길게 오일유로(5a)를 형성하고 있다.

고정스크롤(6)은 그 경판부 저면에 두 개 한 쌍의 압축실(P)을 이루는 랩(6a)을 인벌류트 형상으로 형성하고, 경판부의 측

면에는 상기한 가스흡입관(SP)을 연통하는 흡입구(6b)를 형성하며, 경판부 상면 중앙으로는 랩(6a)의 중앙에서 연통하여

압축가스를 케이싱(1)의 상부공간(S1)으로 토출하는 토출구(6c)를 형성하고, 경판부 가장자리에는 도 2에서와 같이 상기

한 메인프레임(2)의 가스연통홈(2d)과 연결되도록 가스통과홈(6d)을 형성하고 있다.

선회스크롤(7)은 그 경판부 상면에 상기한 고정스크롤(6)의 랩(6a)과 함께 두 개 한 쌍의 압축실(P)을 이루는 랩(7a)을 인

벌류트 형상으로 형성하고, 경판부 저면 중앙에는 상기한 구동축(5)을 결합하여 구동모터(4)의 동력을 전달받는 보스부

(7b)를 형성하고 있다. 선회스크롤(7)의 보스부(7b)는 메인프레임(2)의 보스수용홈(2b)에 삽입되어 선회운동을 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인 3a는 서브프레임의 축구멍, 9는 역지밸브이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즉, 구동모터(4)에 전원을 인가하면, 구동축(5)이 구동모터(4)의 회전자(4B)와 함께 회전을 하면서 선회스크롤(6)이 올담

링(8)에 의해 메인프레임(2)의 상면에서 편심 거리만큼 선회운동을 하고, 이와 함께 선회스크롤(7)의 랩(7a)은 고정스크롤

(6)과의 랩(6a) 사이에서 한 쌍의 압축실(P)을 연속하여 형성하며, 이 압축실(P)은 선회스크롤(7)의 지속적인 선회운동에

의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체적이 감소하여 냉매가스를 흡입 압축 토출한다.

이를 보다 상세히 보면, 냉매가스는 가스흡입관(SP)을 통해 고정스크롤(6)의 흡입구(6b)로 직접 흡입되었다가 압축실(P)

에서 압축되어 고정스크롤(6)의 토출구(6c)를 통해 케이싱(1)의 상측 내부공간으로 토출되고, 이 냉매가스는 고정스크롤

(6)의 가스통과홈(6d)과 메인프레임(2)의 가스연통홈(2d)을 통과하여 케이싱(1)의 하측 내부공간으로 이동하였다가 구동

모터(4)를 냉각하면서 상승하여 가스토출관(DP)을 통해 냉동사이클시스템으로 토출된다.

반면, 오일은 구동축(5)의 고속회전시 원심력에 의해 그 구동축(5)의 오일유로(5a) 흡입되어 상단으로 흡상되면서 일부는

서브프레임(3)의 축구멍(3a)을 윤활하는 한편 일부는 구동축(5)의 상단에서 비산되어 보스수용홈(2b)을 통해 메인프레임

(2)의 축구멍(2a)을 윤활하면서 토출가스에서 분리되는 오일과 함께 케이싱(1)의 바닥으로 회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에 있어서는, 구동축(5)의 오일유로(5a)를 통해 흡상하여 그 구동축(5)과

메인프레임(2) 사이를 윤활한 오일이 토출가스와 간섭되면서 휩쓸려 곧바로 가스토출관(DP)으로 배출되어 케이싱(1) 내

부에 오일부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터(4)를 효과적으로 냉각하지 못하면서 모터 효율이 저하되고 각종 부품들 사이에

마찰이 증가하면서 압축기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오일이 냉동사이클시스템으로 배출되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스크롤 압축기가 가지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냉매가스가 케이싱의 하반부로 이

동하였다가 모터를 통과하면서 배출되도록 하여 모터의 효율을 높이고 오일의 배출량을 줄여 압축기의 신뢰성과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를 제공하려는데 본 발명의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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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량의 오일을 채운 케이싱과, 케이싱의 내부에 고정 설치하는 프레임과, 프레임에

지지하여 구동모터의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축과, 구동축에 의해 선회운동을 하는 선회스크롤과 맞물려 함께 연속으로

이동하는 한 쌍의 압축실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 압축실로 흡입냉매를 안내하는 흡입구와 압축실의 압축가스를 케이싱의

내부공간으로 토출하는 토출구를 형성하여 상기한 프레임에 고정 설치하는 고정스크롤과, 고정스크롤의 흡입구에 직접 연

통 설치하여 냉매를 압축실로 안내하는 가스흡입관과, 케이싱의 내부공간에 연통 설치하여 케이싱내 압축가스의 토출을

안내하는 가스토출관을 포함한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에 있어서, 프레임과 고정스크롤을 중심으로 구획되는 케이싱의 양측

공간을 연통시켜 고정스크롤의 토출구를 통해 토출되는 냉매가스와 오일이 타측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상기 케이싱의 외곽

에 양측 공간을 연통시키는 연통관을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를 첨부도면에 도시한 일실시예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설명

한다.

도 3은 본 발명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일례를 보인 단면도이고, 도 4는 도 3의 "Ⅱ-Ⅱ"선단면도이며, 도 5는 본 발명 고

압식 스크롤 압축기에서 유분리부재의 일례를 보인 개략도이고, 도 6은 본 발명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에서 유분리부재의

변형예를 보인 개략도이다.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는, 소정량의 오일을 채우고 고압상태를 유지하는 케이싱(1)과, 케이

싱(1) 내부의 상측에 고정하여 그 케이싱(1)의 내부를 상부공간(S1)과 하부공간(S2)으로 구획하는 메인프레임(2)과, 메인

프레임(2)을 기준으로 케이싱(1)의 일측에 고정하여 회전력을 발생하는 구동모터(4)와, 케이싱의 내부에 고정 설치하여

구동모터(4)의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축(5)과, 메인프레임(2)의 상면에 고정 설치하여 함께 케이싱(1)의 내부를 양측 공

간(S1)(S2)으로 구획하고 상기한 가스흡입관(SP)을 직접 결합하는 고정스크롤(6)과, 구동축(5)에 편심지게 결합하여 메

인프레임(2)의 상면에 얹고 고정스크롤(6)에 맞물려 올담링(8)에 의해 선회하면서 두 개 한 쌍의 압축실(P)을 형성하는 선

회스크롤(7)과, 케이싱(1)의 양측 공간(S1)(S2)을 연통하도록 그 케이싱(1)의 외곽에 결합하는 연통관(10)을 포함한다.

가스흡입관(SP)은 케이싱(1)을 통과하여 고정스크롤(6)의 흡입구(6b)에 연통 설치하는 한편 가스토출관(DP)은 메인프레

임(2)을 기준으로 케이싱(1)의 하반부 내부공간에 밀봉하도록 연통 설치하여 이루어진다.

메인프레임(2)은 그 중앙에 구동축(5)을 반경방향으로 지지하는 축구멍(2a)을 형성하고, 축구멍(2a)의 상반부에는 선회스

크롤(7)의 보스부(7b)가 선회운동을 하도록 보스수용홈(2b)을 확장 형성하며, 상면 가장자리에는 상기 선회스크롤(7)의

배면과 함께 소정의 내부체적을 가지고 그 내부체적에 중간압측 압력의 냉매가스가 채워지도록 환형의 배압공간홈(2c)을

음형지게 형성한다. 또, 메인프레임(2)은 그 외주면에 가스에서 분리되어 연통관(10)으로 배출되지 않고 남은 오일을 케이

싱(1)의 하부공간(S2)으로 안내하는 오일통로(2e)를 음형지게 형성하거나 관통 형성한다.

구동모터(4)는 케이싱(1)의 내주면에 고정 설치하고 그 외주면에 가스유로(h)를 형성하도록 대략 육각형 모양으로 형성하

는 고정자(4A)와, 고정자(4A)의 안쪽에 회전 가능하게 배치하는 회전자(4B)로 이루어진다. 또, 구동모터(4)는 가스토출관

(DP)의 높이 보다는 낮게 위치하는 반면 상기한 연통관(10)의 출구단 보다는 높게 위치하는 것이 그 연통관(10)을 통해 다

시 케이싱(1)의 하부공간(S2)으로 유입되었다가 가스토출관(DP)으로 배출되는 냉매가스와 원활하게 접촉할 수 있어 바람

직하다.

고정스크롤(6)은 그 경판부 저면에 선회스크롤(7)의 랩(7a)과 함께 두 개 한 쌍의 압축실(P)을 이루는 랩(6a)을 인벌류트

형상으로 형성하고, 경판부의 측면에는 상기한 가스흡입관(SP)을 연통하는 흡입구(6b)를 형성하며, 경판부 상면 중앙으로

는 랩(6a)의 중앙에서 연통하여 압축가스를 케이싱(1)의 상부공간(S1)으로 토출하는 토출구(6c)를 형성하고, 경판부 가장

자리에는 상기한 메인프레임(2)의 오일통로(2e)와 일직선상에 형성하여 걸러진 오일을 케이싱(1)의 하부공간(S2)으로 유

도하는 오일통로(6e)를 형성한다.

연통관(10)은 그 입구단은 메인프레임(2)과 고정스크롤(6)에 의해 양분된 케이싱(1)의 상부공간(S1)에 연통하는 반면 그

출구단은 케이싱(1)의 하부공간(S2)에 연통하도록 결합하되, 출구단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동모터(4)의 높이 보다 낮은 위

치에 연통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연통관(10)은 그 출구단이 접하는 케이싱(1)의 내주면에 메쉬 또는 축방향으로 개구된 "디귿자" 모양의 판체로 된 유분

리부재(11)를 설치하여 상기 연통관(10)을 통해 유입되는 냉매가스로부터 오일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중 종래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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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중 미설명 부호인 9는 역지밸브, C는 권선코일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는 다음과 같은 작용 효과가 있다.

즉, 인가한 전원에 의해 구동축(5)이 구동모터(110)의 회전자(112)와 함께 회전을 하면서 선회스크롤(7)이 편심거리 만큼

선회하고, 이와 함께 선회스크롤(7)은 고정스크롤(6)과의 사이에 연속으로 이동하면서 체적이 좁아지는 압축실(P)을 쌍으

로 형성하여 냉매가스를 흡입 압축 토출한다.

여기서, 토출가스는 메인프레임(2)과 고정스크롤(6)에 의해 양분된 케이싱(1)의 상부공간(S1)으로 토출되었다가 연통관

(10)을 통해 케이싱(1)의 하부공간(S2)으로 유입된다. 이 토출가스 중에서 냉매가스는 오일과 분리되어 구동모터(4)의 고

정자(4A) 외주면에 구비한 가스유로(h)를 통과하면서 가스토출관(DP)으로 안내되는 반면 냉매가스와 분리된 오일은 케이

싱(1)의 하반부에 잔류하게 된다. 이때, 연통관(10)의 출구단에 메쉬 또는 판체로 된 유분리부재(20)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통관(10)을 빠져 나오는 토출가스에서 냉매가스와 오일을 보다 원활하게 분리할 수 있어 오일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

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냉매가스에 혼합되어 압축실에서 토출되는 오일이 냉매가스에 섞여 시스템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압축기 내부의 오일부족으로 인해 압축기의 신뢰성과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냉매가스를 구동모터의 하측으로 유도하여 그 구동모터를 통과하면서 시스템으로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구동모터를 효

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어 모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는, 케이싱의 상부공간과 하부공간을 연통하는 연통관을 상기 케

이싱의 외곽에 설치하여 케이싱의 상부공간에서 토출되는 토출가스를 케이싱의 하부공간으로 안내하여 냉매가스와 오일

을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오일은 케이싱의 하반부에 잔류하도록 하여 케이싱 내부의 오일부족으로 인한 압축기의 신

뢰성 저하와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냉매가스가 구동모터를 냉각시키면서 배출되도록 하여 모

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량의 오일을 채운 케이싱과, 케이싱의 내부에 고정 설치하는 프레임과, 프레임에 지지하여 구동모터의 구동력을 전달

하는 구동축과, 구동축에 의해 선회운동을 하는 선회스크롤과 맞물려 함께 연속으로 이동하는 한 쌍의 압축실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 압축실로 흡입냉매를 안내하는 흡입구와 압축실의 압축가스를 케이싱의 내부공간으로 토출하는 토출구를 형성

하여 상기한 프레임에 고정 설치하는 고정스크롤과, 고정스크롤의 흡입구에 직접 연통 설치하여 냉매를 압축실로 안내하

는 가스흡입관과, 케이싱의 내부공간에 연통 설치하여 케이싱내 압축가스의 토출을 안내하는 가스토출관을 포함한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에 있어서,

프레임과 고정스크롤을 중심으로 구획되는 케이싱의 양측 공간을 연통시켜 고정스크롤의 토출구를 통해 토출되는 냉매가

스와 오일이 타측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상기 케이싱의 외곽에 양측 공간을 연통시키는 연통관을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연통관은 그 출구를 구동모터를 사이에 두고 가스토출관의 맞은편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

의 유토출 저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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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연통관의 출구측에 대응하는 케이싱의 내주면에는 상기 연통관을 통해 다시 케이싱의 내부로 유입되는 냉매가스에서 오일

을 분리하도록 유분리부재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유분리부재는 메쉬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유분리부재는 축방향으로 개구되는 판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고정스크롤과 프레임에는 냉매가스의 토출순서를 기준으로 상류측 공간에서 걸러진 오일이 하류측 공간으로 직접 이동하

도록 오일통로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압식 스크롤 압축기의 유토출 저감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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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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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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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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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공개특허 10-2006-0035495

- 10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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