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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일반 으로 기체를 압축시켜 그 압력을 높이는  

기계  장치를 압축기라 하며 공기를 압축하는 , 

것이 공기 압축기이다 압축기는 산업용뿐만 아니. 

라 일반 가정용 제품까지 여러 분야에 다수 이용

되고 있으며 압축기 가동에 소요되는 에 지 소, 

비량은 공장이나 제품 원가를 차지하는 비 이 막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압축기를 사용하여 . 

생산하는 압축공기는 오늘날 거의 모든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한 에 지 매개체이고 선박, 

공장 사업장외에도 그 사용 범 가 차 증가되, 

고 있다 공기 압축기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 

왕복동식 압축기는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이용하여 

가스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압축된 가스의 토출이 

피스톤 왕복운동 회당 번 발생한다 이러한 간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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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ressor is used for many fields not only in the industrial sector, but also as a general household 

product. The energy consumption required for the compressor operation is very large. The reciprocation 

compressor is widely used as an air compressor. Regarding the reciprocating air compressor, the discharge of the 

gas compacted by the method of compressing the gas by using the oscillation of the piston is generated by the 

piston reciprocation 1 church 1 number. When compressing after compressing the air by the oscillation of the 

piston, the marine reciprocating air compressor is the vibration generated in the compressor and surrounding 

structure due to the energy of the generated inertia. If the effect of these harmful elements can be reduced, it 

supports the service of the vessel. In addition, accidents generated by the noise of the vibration can be 

prevented. Therefore, in this research, firstly,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piston part was performed, the safety 

factor in all results was drawn based upon this, and the reliability of the interpretation was examined in order to 

create the optimal design for the air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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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인 토출특성으로 인해 가스의 맥동과 소음이 

수반되며 모터, 와 연결된 회 축의 회 운동을 피

스톤의 왕복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과정에서의 불

균형력이 발생하므로 진동을 피할 수 없다[1].

선박용 왕복동식 공기압축기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에 의해 공기를 압축하므로 압축 시 발생하는 

성의 힘 때문에 압축기  주  구조물에 진동

을 한다 하지만 이런 유해 요소들이 미치는 . 

향을 조 이나마 일 수 있다면 선박의 운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압축기 자체의 

내구성 향상  정기 정비 시간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주 의 구조물에 미치는 유해 요소를 임

으로써  피로를 감 할 수 있을 것이다[2] 왕. 

복동형 압축기는 회 형에 비해 불연속 인 회  

 왕복 운동을 하여 압축과정에서 축에 작용하는 

토크 변동이 커 동 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

하며 이로 인해 부분의 손이 토크가 많이 걸

리는 크랭크 죽에서 이루어진다[3].

최근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 로 각종 상  

선들이 에 지 감을 해 차 형화 되고 있

으며 재 운행 인 최 의 컨테이  선박의 

경우 약 인  혹은 그 16,500 TEU , 20,000 TEU

이상의 컨테이 선도 곧 취항하게 되어 이에 따른 

용량의 공기압축기 한 그 수요가 늘어갈 망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    22000 TEU

선박에 용으로 사용될 비상용 메인 엔진 시동용 

공기압축기에 한 최 설계를 수행하기에 앞서 

기  설계 자료를 얻기 한 방편으로 먼  피스

톤 트에 한 구조해석을 수행하 고 이를 토

로 일반 으로 사용하는 압력이상인 에서부10 bar

터 극한조건인 까지의 안  계수를 도출하30 bar

여 해석의 신뢰성  피스톤의 선박용 비상 시동

용 공기압축기로의 용 타당성을 검토하 다.

한조건의 상사2. 

기계재료에 대한 조해석 이론2.1 

기계  기계구조물의 설계자에게는 설계인자

에 한 변형거동을 해석하거나 기계구조물이 

손될 때 응력과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한 과

제로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설계자들은 어떤 . 

특정한 하 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는 것

과 임의의 하 을 받는 구조물이 얼마의 응력이나 

변형에 손이 되는가를 결정하가를 고려하는 분

명한 기 을 가지고 설계해야 한다[4] 재료의 손. 

에 한 이론은 크게 연성 손과 취성 손으로 나

 수 있는데 연성 손에서는 연성재료에 한 , 

손조건을 명시한 것이며 일축응력이 항복응력, 

과 같은 값이 되었을 때 그 재료는 손되며 손

의 기 이 항복응력이 된다 취성재료에 한 . 

손이론은 극한인장강도에서 손이 발생한다 그. 

러나 실제로 부분 기계  기계구조물의 요소는 

다축 응력을 받기 때문에 재료의 손 시에 응력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축 하. 

을 받는 부재에 손에 한 역학을 고려해야만 

인장시험 혹은 압축시험 비틀림 시험 의 결과를 ( , )

용할 수 있다[5].

유한요소법의 특2.2 

유한요소법 의 기(Finite Element Method : FEM)

본 개념은 구조문제 인 경우 연(Structure problems) , 

속체 혹은 구조 체 를 미소 역 유한요소 의 집합( ) ( )

체로 이상화하고 각 미소 역에서 여러 가지 경, 

계조건을 사용하여 수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구

조물 체에 한 연립 수방정식을 만들어 해를 

구한다 유한요소법은 기에는 복잡한 구조물의 . 

응력해석을 해 개발되었으나 그 후 발 을 거듭

하여 범 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6] 주어진 . 

문제를 공학 으로 수식화 하는 지배방정식은 

에서는 분방정식으로 표 된다 따라서 해FEM . 

석학  방법에서는 수치계산에 의해 유한개FEM 

의 에서의 수치해로 구해진다 일반 으로 유한. 

요소법의 장 은 기하학  형상 하   경계(1) , 

조건 등에 제한이 없으며 여러 가지 복합재료(2)

로 이루어진 연속체에도 용이 가능하고 응력(3)

해석 좌굴 진동 열 유동해석 등 공학의 모든 분, , , , 

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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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동 공기 압축기 해석조건3. 

구조해석에 사용된 공기 압축기는 상3D CAD 

용 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CATIA

고 에 피스톤 크랭크 샤 트 콘 로드의 세, Fig.1 , , 

부분으로 나 어 표시하 다  컨테. 22000 TEU

이  선박에 메인 엔진 시동용 공기 압축기에 

한 피스톤 트를 구조해석 하 다 손이 가장 . 

많이 발생하는 크랭크의 괴에 가장 향을 주는 

크랭크 각에 따라 압축기의 피스톤이 사이클 왕1 

복동시 발생하는 각도를 로 설정하여 0°, 90°, 180°

구조해석을 수행하 고 내부 압력은 일반 으로 , 

사용되는 압력보다 조  높은 에서 극한조10 bar

건에 해당하는 최  로 설정하여 압력에 따30 bar

른 응력  변형 분포를 악하 다 경계조건은 . 

압축기 피스톤이 실린더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피스톤의 면에 원통지지 를 사용하여 축 방향 

변 는 자유로 설정하고 반경  선방향의 변, 

는 완 고정 조건을 용하 다 피스톤에 사용. 

된 재질은 알루미늄 합 을 사용하 고 사용된 , 

합 의 특성은 에 표시하 다Table 1 .

왕복동 공기 압축기의 조해석4. 

크랭크 각 4.1 = 0°

왕복동 공기 압축기의 구조해석은 크랭크 각 

에서 피스톤의 상부압력의 변화 0° (10, 20, 30 bar)

에 따라 구조해석을 수행하 고 피스톤의 거동이 , 

실린더 내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반경방향과 

선방향에 해서 구속조건을 설정하여 실시하

다 피스톤 부품은 비정렬 격자를 이용하여 유한. 

요소 모델을 생성하 고 의 알루미늄 재질, Table1

의 물성치를 입력하여 와 같이 요소를 생성Fig. 2

하 으며 요소생성 결과 모든 압력에서 , 871,272

개의 요소와 개의 이 생성되었다1,306,234 .

크랭크샤 트 각도를 로 하여 내부 압력 0° 10 

에 한 등가응력은 각각 bar, 20 bar, 30 bar

이며 이를 재68.337 MPa, 136.67 MPa, 205.01 MPa

료의 항복응력인 에 한 안 계수를 계280 MPa

산한 결과 각각 이다4.0973, 2.0487, 1.3658 .

크랭크 각 4.2 = 90°

크랭크 각 에서도 앞선 해석과 동일하게 실90°

린더 내부의 반경방향과 선방향에 해서 구속

조건을 설정하여 실시하 다 피스톤 부품은 비정. 

렬 격자를 이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 고, 

의 알루미늄 재질의 물성 값을 입력하여 Table1

와 같이 요소를 생성하 으며 요소생성 결Fig. 2 , 과 

Aluminum alloy

Tensile 

strength,

ultimate

[MPa]

Tensile 

stength,

yield

[MPa]

Modulus 

of 

elasticity 

[GPa]

Poissons 

ration 

Density

[g/cc]

310 280 71 0.33 2.77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aluminum alloy

        for structural strength analysis

 (a) Piston (b) Crank shaft

(c) Con-rod

Fig. 1 Modeling of air compressor for structural 

streng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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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stress

(a) pressure = 10 bar (b) pressure = 20 bar (c) pressure = 30 bar

Total

strain

(d) pressure = 10 bar (e) pressure = 20 bar (f) pressure = 30 bar

Safety

coefficient

(g) pressure = 10 bar (h) pressure = 20 bar (i) pressure = 30 bar

Fig. 3 Mechanical properties of air compressor through strength structure analysis (crank angle = 0°)

Finite

element

model

(a) pressure = 10 bar (b) pressure = 20 bar (c) pressure = 30 bar

Boundary

condition

(d) pressure = 10 bar (e) pressure = 20 bar (f) pressure = 30 bar

Fig. 2 Element and boundary condition of air compressor (crank angl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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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

element

model

(a) pressure = 10 bar (b) pressure = 20 bar (c) pressure = 30 bar

Boundary

condition

(d) pressure = 10 bar (e) pressure = 20 bar (f) pressure = 30 bar

Fig. 4 Element and boundary condition of air compressor (crank angle = 90°)

Equivalent

stress

(a) pressure = 10 bar (b) pressure = 20 bar (c) pressure = 30 bar

Total

strain

(d) pressure = 10 bar (e) pressure = 20 bar (f) pressure = 30 bar

Safety

coefficient

(g) pressure = 10 bar (h) pressure = 20 bar (i) pressure = 30 bar

Fig. 5 Mechanical properties of air compressor through strength structure analysis (crank angle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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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

element

model

(a) pressure = 10 bar (b) pressure = 20 bar (c) pressure = 30 bar

Boundary

condition

(d) pressure = 10 bar (e) pressure = 20 bar (f) pressure = 30 bar

Fig. 6 Element and boundary condition of air compressor (crank angle = 180°)

Equivalent

stress

(a) pressure = 10 bar (b) pressure = 20 bar (c) pressure = 30 bar

Total

strain

(d) pressure = 10 bar (e) pressure = 20 bar (f) pressure = 30 bar

Safety

coefficient

(g) pressure = 10 bar (h) pressure = 20 bar (i) pressure = 30 bar

Fig. 7 Mechanical properties of air compressor through strength structure analysis (crank angle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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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압력에서 개의 요소와 개896,510 1,346,028 의 

이 생성되었다.

 는 크랭크 각 에서 피스톤의 상부압력Fig.5 90°

의 변화 에 따라 구조해석을 수행(10, 20, 30 bar)

한 해석 결과이며 크랭크샤 트 각도를 로 하, 90°

여 내부 압력 에 한 등가10 bar, 20 bar, 30 bar

응력은 각각 67.189 MPa, 134.78 MPa, 201.57 MPa

이며 이를 재료의 항복응력인 에 한 안280 MPa

계수를 계산한 결과 각각 4.1673, 2.0837, 1.3891

이다.

크랭크 각 4.3 = 180°

크랭크 각 에서도 앞선 해석과 동일하게 180°

구속조건을 설정하여 유한 모델을 생성하 다 생. 

성 결과 와 같이 요소를 생성하 으며 요소Fig. 6 , 

생성 결과 모든 압력에서 개의 요소와 898,219

개의 이 생성되었다1,348,479 .

크랭크샤 트 각도를 로 하여 내부 압력 180°

에 한 등가응력은 와 10 bar, 20 bar, 30 bar Fig.7

같이 각각 이67.769 MPa, 135.54 MPa, 203.31 MPa

며 이를 재료의 항복응력인 에 한 안280 MPa

계수를 계산한 결과 각각 이4.1317, 2.0659, 1.3772

다.

은 로 해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작용압Fig.8 Ansys

력에 한 안 계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피스톤 피. , 

스톤 핀 콘 로드 샤 트의 회 각도에 따른 응력, , 

분포와 압력변화에 따른 응력분포를 해석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안 계수를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압력이 의 경우 가장 높은 안 계수, 10 bar

를 얻었으며 압력의 크기가 커질수록 안 계수는 ,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 로 피스톤 . 

핀과 피스톤의 결합부분에서 최소한의 보강  안

계수를 만족하는 일정 압력이하로 압력을 조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상용 설계 로그램인 를 이  Catia

용하여 왕복동식 공기압축기를 설계하 고 이를 , 

바탕으로 를 이용하여 공기 압축기의 피스톤 Ansys

부분에 해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의 회 각도에서 0°, 90°, 180° 10 bar, 20 bar, 30 

의 압력에 의한 응력분포와 변형률에 한 bar

해석의 결과를 얻었고 실제 공기압축기의 개발 , 

시의 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피스톤 피스톤 핀 콘 로드 샤 트의 회 각도2. , , , 

에 따른 응력분포와 압력변화에 따른 응력분포

의 해석에서 모든 각도 모든 압력에서 안 계, 

수를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해석결과가 왕

복동식 공기압축기의 기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해석결과와 동일하게 설계하여 왕복동식 공3. 

기압축기를 개발할 경우 결합부분의 최소한의 

보강 는 안 계수를 만족하는 일정압력 이하

로 압력을 조 할 수 있게 개발해야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동의과학 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

여 연구되었음.”

Fig. 8 Distribution of safety factor on work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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