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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4a 로타리 베인 압축기 유 계통 해석

김  호  , 김    진*†

인천 학교 학원, *†인천 학교 기계공학과

 Analysis of Oil Supply System of a R134a Rotary Vane Compressor   

Ho Young Kim, Hyun Jin Kim*†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402-749, Korea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402-749, Korea

ABSTRACT: For a R134a rotary vane compressor used for car air conditioners, 

characteristics of gas compression and oil supply have been studied. The compressor model 

under investigation has the low volume ratio of suction to discharge volumes so that there 

occur flow reversal from discharge port to compression chamber as the leading vane passes 

over the discharge port. As a result, the volumetric and adiabatic efficiencies turn out to be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types of displacement compressors. Oil supply mechanism 

has been comprehended for mathematical modeling and oil flow rate has been calculated for 

the individual oil passages. This study on the gas compression and oil supply of a rotary 

vane compressor can be applied to a future design practice on a similar type of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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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  오일 유량 [cc]

   : 로터 심에서 그루  심까지의 거리 [m]

    :  그루  폭[m]

  :  성 펌핑에 의한 유량 [cc]

그리스 문자

    :  동 성계수 [m2/s]

    :  성계수 [Pa s]

   :  크랭크 각 [˚]

    :  간극 [μm]

하첨자

r    :  반경 방향

1. 서 론

로타리 베인 압축기는 간극 체 이 작고, 흡입 

밸 가 필요 없으며, 여러 개의 압축실이 형성되

어 순차 으로 진행되므로 가스맥동이 작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다 의 압축실을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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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earance of R134a rotary 

         vane compressor

Fig. 2  Cross-sectional view

Fig. 3  Rotor with vanes

는 좌우 칭으로 형성되도록 할 경우 축에 걸

리는 가스력을 상쇄시킬 수 있어서 냉매 압축기

로서의 용성이 높아진다. 다만 로타리 베인 압

축기에서 베인 선단과 실린더 내면 그리고 베인 

측면과 베인 슬롯 사이의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

에 이러한 마찰손실을 감소시키기 한 설계 개

선이나 윤활 특성 개선이 로타리 베인 압축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요하다. 

실린더 형상 변경(1)이나 마찰손실 최소화 설계
(2)

, 는 베인의 윤활 특성
(3,4)

  동특성
(5)

 등에 

한 연구들이 있으며, 오일이 압축기의 질량유

량과 동력손실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6)와 

압축기 유에 한 각종 방안
(7,8,9)

 등도 제안되

었다. 

로타리 베인 압축기에서 유가 필요한 부 로

는 베인과 베인 슬롯의 사이 마찰면, 로우터 측

면과 양측의 덮개 사이 간극, 그리고 축 지지 베

어링 등이다. 한 마찰뿐만 아니라 설 감을 

해서도 각 간극 부 에 오일이 필요하다. 

로타리 베인 압축기에서 유를 한 기본 인 

방안은 오일 장부를 고압 환경에 노출시켜 압

력 차이에 의해 오일이 오일 통로를 따라 필요 

부 로 이송되도록 하는 것이다. 

크랭크 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입형 로타리 

베인에서는 크랭크 축 하단부에 오일 픽업

(pick-up)을 설치하여 오일이 픽업을 따라 크랭

크 축 심부에 마련해 놓은 오일 통로를 올라가

도록 하며, 횡형의 경우에는 로우터 양측 덮개의 

하단부를 오일 장부에 잠기게 하고 덮개 하단

부에서 심부로 향하는 오일 공  통로를 덮개 

살 내부에 뚫고, 로우터 측면에는 오일 그루 를 

설치하여 오일이 오일 장부에서 덮개 내부에 

뚫린 오일통로를 통해 로우터의 오일 그루 나 

는 로우터 측면 평 부에 공 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일 공 계통 사례에 해 

유량을 계산하는 모델링을 세우고, 이를 향후 로

타리 베인 압축기의 유체계 최  설계에 활용

하고자 한다. 

2. 로타리 베인 압축기 구조  유계통

Fig. 1은 로타리 베인 압축기의 외 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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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Oil supply lines and oil grooves:   

     (a)rear side plate, (b)front side plate

Fig. 4  Arrangement of discharge pipes

out of discharge mufflers 

며, 클러치 부분을 제외한 압축기의 종단면과 횡

단면을 각각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흡입

을 통해 들어온 냉매 가스는 뒤쪽 측면 덮개

(rear side plate) 후방에 형성된 흡입 리넘을 

채우고 이어서 흡입포트를 통해 실린더 내로 유

입된다. 베인이 흡입포트를 지나면 베인 앞의 공

간은 폐되고 이후에는 크랭크 각이 진행함에 

따라 압축되기 시작하며, 폐 공간의 앞쪽 베인

이 토출포트를 지나는 순간 토출이 개시된다. 

실린더 형상은 타원형이며 기 선을 심으로 

상부  하부에서 동시에 압축이 진행된다. 토출

포트에는 리드 밸 가 장착되어 있고 이후에는 

토출 머 러를 통해 토출 리넘으로 토출가스가 

모아진다. 이 때 각각의 토출 머 러에서 나온 2

개의 토출 의 출구를 Fig. 4와 같이 마주보게 

하여 2개의 토출 가스 분류가 충돌되게 하여 토

출 가스 내에 섞여 있는 오일 입자들이 냉매 가

스에서 분리되는 것을 진시킨다. 

토출 리넘 하부  압축기 하우징 하단부에

는 오일이 장되어 있다. 앞쪽 측면 덮개(front 

side plate)와 뒤쪽 측면 덮개의 하단에는 오일이 

오일 장부 내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도록 유로를 

만들어 주고 한 덮개 살 내부에 유공을 뚫어 

주어서 로우터 측면으로 공 되도록 한다.

Fig. 5(a)(b)는 각각 뒤쪽 측면 덮개와 앞쪽 측

면 덮개에 설치된 유통로와 각각 이들에 하

는 로우터 측면에 설치된 오일 그루 들을 나타

내었다. 덮개 내부에 뚫린 유통로의 끝부분에

서 최종 오일공들을 통해 로우터 측면으로 오일

이 공 된다. 유공 A  C는 로우터 외주부 

부분에, 유공 B는 로우터 내주부 부분에 오일

을 공 한다.

3.  압축실  가 스  압력  계산

가스압력 계산을 한 검사체 을 흡입실, 압축

실, 토출포트 간극체 , 토출머 러, 토출 리넘 

등으로 잡는다. 가스 압축을 폴리트로픽 압축으

로 간주하여 식(1)을 사용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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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ssur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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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V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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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체  내 도는 검사체 으로 들어오고 나가

는 질량유량  설을 고려하여 식 (2)와 같이 

구한다.

   





          (2)

질량유량  는 압축성 노즐 유량식을 사용하

되 유량계수 를 용하여 성효과를 반 한다

(10)
.

토출포트 간극체 에서 토출 머 러로 나가는 

유량은 밸 의 열림도에 달려 있다. 밸  열림도

는 밸  시스템을 1자유도를 갖는 스 링-질량계

로 간주하여 세운 2차 상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다. 

Fig. 6는 체 선도를 보여 다. 체 이 최 가 

되는    에서 압축이 시작되며, 폐 공간의 

앞 베인이 토출포트를 지나는    에서 토출

이 시작된다.    

냉매 R134a에 해 압축기 운 조건을 흡입압

과 흡입온도         , 토출압 

   으로 잡았을 때, 계산된 압력 선도

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부근에서 압력

이 증가하는 것은 압축실 내의 압력이 아직 토출

압에 이르지 못하 는데도 앞 베인이 토출포트 

경계선을 스쳐지나가서 토출포트와 연통되기 때

문에 토출포트 내의 고압가스가 압축실로 역류되

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과압축이     

부근에서 발생한 후 압력이 격히 감소하여 토

출압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압축실 뒷 베인이 

토출포트를 지나면서 연통통로가 형성되어 베인 

후방의 새로이 따라오는 압의 압축실로 가스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Fig. 8의 P-V 선도에서 보듯이 압축실 간의 

설과 과압축 손실이 지시효율을 낮추는 큰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4. 유해석

Fig. 5(a)(b)에 나타난 유통로를 유공(A 



- 117 -

Fig. 9  Simplified model of oil suppl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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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Oil flow rates vs. discharge 

pressure with   

는 B)이 로우터의 평편한 면에 오게 될 때는 

Fig. 9와 같은 두 개의 직렬 연결된 이 에 이

어진 방사형 분출(source flow)로 간주할 수 있

다. ‘I' 의 압력은 오일 장부 압력이므로  에 

해당하며, ‘K' 의 압력은  에 가깝다. ‘J' 의 

압력을 라고 하고 유량을 라고 하면,  ‘I'

에서 ‘J' 까지 그리고 ‘J' 에서 ‘K' 까지의 

압력과 유량과의 계식은 각각 식(3)  식(4)과 

같다. 

    




 
 










       (3)

   

 




              (4)

유공(B 는 C)이 로우터 측면의 오일 그루

에 오게 될 때는 방사형 분출은 없는 단지 두 

개의 직렬 연결 이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그

리고 로우터의 회 에 의해 오일 그루  내의 오

일이 측  평면과의 사이에서 성에 의해 딸려 

나가는 상을 성펌 로 간주하여 식(5)과 같

이 표 할 수 있다. 

 


               (5)

이상의 식들을 용하여 뒤쪽 측 과 로우터 

사이에서 로우터 측면의 평 부에 분사되는 유

량    오일 그루부에서 성 펌핑 되는 유

량  , 그리고 앞쪽 측 과 로우터 사이에서 

로우터 측면의 평 부에 분사되는 유량    

오일 그루부에서 성 펌핑 되는 유량   

등을 구할 수 있다.

Fig. 10은 흡입압을    에 고정하고 

토출압을   ∼   로 변화 시켰을 때 

유량을 계산한 결과이다. 로우터 측면 오일 그

루 에서 퍼져 나가는 유량은 으로 성효

과에 의한 것이므로 토출압 변화에 계없이 거

의 일정하다. 로우터 측면 평 부로의 유량은 

토출압 증가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한다. 

5. 결론

자동차 에어컨용 냉매 압축기인 R134a 로

타리 베인 압축기에서

(1) 압축실 내에서 일어나는 가스 압축 특

성을 계산하 고,

(2) 압축기 내 마찰 부 로 오일 공 을 

한 유 구조를 분석하 으며

(3) 이를 토 로 각 유통로를 통해 발생

하는 유량을 계산하 다.

(4) 이런 분석과 계산을 토 로 향후 로타

리 베인형 압축기의 유 구조 설계  유

특성 개선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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