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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multi-stage compressor (MSC) is comprised of several impellers installed in the pinion gear shaft

driven by a main bull gear. In the pinion shaft, a thrust collar (TC) is installed to support the thrust load. The

TC makes the lubrication system simpler in the MSC; therefore, it is widely used in similar kinds of machinery.

Typically, TCs are installed on both sides of the bull gear and pressure is developed in the lubricated area by cre-

ating a taper angle on the TC and bull gear surface. In the current study, we developed a numerical analysis

model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TC considering its design parameters. We sloved the Reynolds equation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and applied the half Sommerfeld condition to consider cavitation. Based on the

pressure calculated in the lubricated area, we calculated the power loss and minimum film thickness. In addition,

we calculated stiffness and damping using perturbation method. We performed parametric studies using the

developed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maximum pressure presents in the center area of the

TC and it increases with the taper angle. The area over which pressure is developed decreases with the taper

angl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re is an optimum taper angle providing minimum power loss and maximum

film thickness. Additionally, the stiffness and damping decrease with the taper angle. As the applied load

increases, the power loss increases and the minimum film thickness decreases. However, the stiffness and damp-

ing increase with the applied load.

Keywords – multi-stage compressor (다단 압축기), thrust collar (스러스트 칼라)

1. 서 론

산업용 공기 압축기는 자동차, 조선업 등의 도장이나

사상 공정, 금속 캔류 및 합성 수지 용기 제조 분야의

압력 성형 공정 등 제조업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이다. 공기 압축기는 압축 원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왕복동식, 스크류식, 터보식 압축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유량 10,000 m3/h 이상의 대형

공기 압축기의 경우에는 효율과 장비의 유지보수 측면

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장점을 가지는 터보식 압

축기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터보식 공기 압축기 중

증속 기어를 통해 운전되는 다단 압축기는 단단 압축기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유량과 높은 압축비 구현이 가

능하므로 산업용 공기 압축기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Fig. 1은 일반적인 3단 공기 압축기의 내부 회전축 구

조를 나타낸다. 압축기 구동시 Bull gear는 일반적으로

전기 모터를 통해 전달되는 동력으로 회전하게 되며,

Bull gear와 접촉하고 있는 Pinion gear축이 증속되어 회

전하게 된다. Impeller는 Pinion gear축에 연결되는 구조

를 가지며, 회전축은 1, 2단 Impeller가 연결되는 회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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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단 Impeller가 연결되는 회전축으로 구성된다. 이렇

게 증속 기어 시스템으로 운전되는 다단 공기 압축기는

고속 회전하는 Pinion gear축에 Fig. 1과 같이 Thrust

collar를 설치하여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

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Thrust collar는

Bull gear 양단에 설치되며, Bull gear와 Thrust collar

사이에 공급되는 윤활유를 통하여 윤활을 하게 된다. 이

렇게 Thrust collar를 통해 축방향 하중이 지지되는 구

조는 Pinion gear 축에 별도의 스러스트 베어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회전축 구조가 단순해지는 장점을 가진다

[1]. 이러한 Thrust collar를 이용한 윤활 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Simon은 Helical gear 시스템의 Thrust collar에 대한

탄성 열윤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높은 점도의 윤활유를 사용하고, 회전축의 정렬 불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Thrust collar의 윤활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함을 보였다[2]. San Andres 등은 Thrust collar의

윤활 성능에 대한 해석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경사 각

도에 따른 최소 유막두께, 축방향 강성, 감쇠 등의 해석

결과를 제시하였다[3]. 해석을 통해 Thrust collar의 경

사각을 Bull gear 경사각보다 크게 설계하는 것이 윤활

성능향상에 필요함을 보였다. 이후, 상기의 해석 모델은

윤활막의 점성마찰에 의한 열 발생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 모델로 확장되었으며, 정렬 불량이 Thrust collar

의 윤활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해석을 통해

보였다[4]. Yu와 Sadeghi는 Groove가 가공된 Thrust

collar 대한 윤활성능 해석을 수행하였다[5]. 해석모델에

서 윤활막의 온도예측을 위해 3차원 에너지 방정식이

사용되었으며, 윤활막의 Cavitation 고려를 위해 Elord’s

방법이 사용되었다. Jackson과 Green은 Thrust collar에

대한 마찰 토크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으며[6], 이후 표

면 돌기의 접촉을 고려한 Thrust collar의 윤활 해석모

델을 제시하였다[7].

본 연구는 다단 공기압축기용 Thrust collar의 설계

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해석과 관련 지배 방정식을 유

도하였으며, 수치 해석을 통해 주어진 운전 조건에서

Thrust collar의 윤활성능에 대해 예측한 결과를 수록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지배 방정식

Fig. 2는 Bull gear와 Thrust collar를 나타낸다. 윤활

영역은 Fig. 2(a)에 빗금친 부분과 같이 Bull gear와

Fig. 1. Schematic view of multi-stage compressor.

Fig. 2. Schematic view of lubrica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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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ust collar가 겹치는 부분에 형성된다. Bull gear 축

과 Pinion gear 축의 회전속도는 각각 wb, wtc이며,

Thrust collar의 회전속도는 Pinion 축과 동일하다. 윤활

영역은 Fig. 2(a)와 같이 Bull gear와 Pinion gear 사

이의 축 중심 거리 d와 Thrust collar와 Bull gear 반

경 R1, R2에 의해 결정된다. Bull gear와 Thrust collar

는 윤활막에서의 압력 형성을 위해 Fig. 2(b)와 같이 각

각 φb, φtc의 경사를 가지며 이때 유막 두께 h는 Fig.

2(a)의 r, θ 좌표계에서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상기식에서 b는 Bull gear 중심에서 해석 영역까지

의 거리이며, hr은 Thrust collar 가장자리의 윤활막

두께를 나타낸다.

윤활막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정상 상태일 때 식 (2)

와 같은 Reynolds 방정식을 통해 계산된다.

(2)

상기식에서 ε는 Fig. 2(a)와 같이 Bull gear 표면의

접선방향 속도 벡터와 Thrust collar 표면의 접선방향

속도 벡터 사이의 각도를 나타낸다. 또한 p는 윤활막에

서 발생한 압력, μ는 윤활유의 점도를 나타낸다.

식 (2)에서 계산된 압력을 전체 윤활 영역에 대하여

식 (3)과 같이 적분을 하면 Thrust collar의 하중 지지

능력을 계산할 수 있다.

(3)

또한, 윤활유의 점성 마찰로 인해 소비되는 동력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Φ는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5)

Thrust collar의 강성과 감쇠는 윤활막의 미세섭동을

가정하여 유도한 Reynolds 방정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3].

2-2. 수치 해석

본 연구에서 식 (2)의 Reynolds 방정식은 유한 요소

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경계 조건은 윤

활막 경계에서 대기압 경계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윤활

막에서 발생하는 Cavitation을 고려하기 위해 Half

Sommerfeld 조건을 적용하였다. 또한, 주어진 운전 조

건에서 하중 조건을 만족하는 유막 두께를 찾기 위해

Newon-Raphson법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경사 각도에 따른 해석 결과

Table 1은 해석 대상이 되는 Bull gear 및 Thrust

collar의 형상 및 운전 조건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의 Bull gear, Thrust collar의 경사 각도 φb,

φtc 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Fig. 3은 축방향 하중이 5 kN일 경우 Bull gear와

Thrust collar의 경사 각도에 따른 압력 발생과 유막 두

께를 나타낸다. 해석에 고려한 하중의 크기는 해석 대

상 시스템의 축 방향 하중이 가장 큰 경우이다. 각각의

그림에서 좌측은 압력 분포를 나타내며, 우측은 윤활막

두께를 나타낸다. 윤활막에서 발생하는 최대압력은 윤

활영역 중간 부분 영역에서 나타나며, 윤활막 두께가 회

전 방향에 대하여 작아지는 하부 절반 영역에서만 압력

이 발생하였다. 또한, 윤활막 두께가 회전 방향에 따라

커지는 상부 영역에서는 Cavitation에 의해 대기압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윤활막에서 발생하는 최

대 압력은 경사각이 가장 작은 경우인 1 deg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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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parameters for thrust collar

Properties Symbol Unit Value

Thrust collar radius R1 mm 33.5

Bull gear radius R2 mm 318.5

Distance between bull 

gear and thrust collar
d mm 336

Lubricant viscosity μ Pas 0.135

Thrust collar speed ωtc rpm 28,680

Bull gear speed ωb rpm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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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MPa 이었으며, 경사각이 가장 큰 3 deg인 경우 74

MPa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압력

발생 영역은 감소하였으며, 최대 압력이 발생 부분이 윤

활면의 중간 부분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Fig. 4는 Bull gear와 Thrust collar의 경사 각도에

따른 동력 손실과 최소 유막두께를 나타낸다. Fig. 4의

해석결과는 모두 축 방향 하중이 5 kN일 경우이다. 동

력손실은 Fig. 4(a)에서 볼 수 있듯이 3~5 kW 범위로

예측되었으며, 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손실은 감

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동력 손실

이 가장 작은 경우는 경사각이 0.6 deg인 경우로 이때

의 동력손실은 3.3 kW로 계산되었다. 최소 유막두께는

Fig. 4(b)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해석 범위에서 25~36

mm로 나타났으며, 경사각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소 유막두께가 가장 큰 경우

는 경사각이 0.6 deg일 경우였으며, 이때의 최소 유막

두께는 36 mm으로 계산되었다. 상기의 결과를 통해 동

력손실이 가장 적고 최소 유막두께가 최대가 되는 경사

각은 0.6 deg로 동일하였으며, 상기의 결과로부터 Bull

gear와 Thrust collar의 경사각을 0.6 deg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 Pressure distribution and film thickness when

the applied load is 5 kN.

Fig. 4. Power loss and minimum film thickness when

applied load is 5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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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축방향 하중이 5 kN일 경우 Thrust collar

의 축 방향 강성과 감쇠를 나타낸다. 강성과 감쇠는 모

두 경사각이 적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경사각 증가에

따라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사각이 0.5 deg

이하의 작은 영역에서는 경사각 증가에 따라 강성과 감

쇠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경사각이 증가함에 강성

과 감쇠의 변화는 작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동력 손

실이 최소이며, 최소 유막두께가 최대가 되는 경사각

0.6 deg에서 강성과 감쇠는 각각 2.5×105 N/mm, 95

Nmm/s로 계산되었다. Thrust collar의 강성과 감쇠는

축 방향 하중의 변동이 있을 경우 Pinion gear축의 진

동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Thrust

collar 설계 시 해석을 통해 적절한 크기 이상이 경사각

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축방향 하중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Fig. 6은 Bull gear와 Thrust collar의 경사각이 1

deg인 경우 하중 변화에 대한 동력 손실과 최소 유막

두께를 나타낸다. 소비동력은 Fig. 6(a)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중 증가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하중이 1 kN에서 6 kN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

동력은 1.5 kW에서 3.8 kW로 2.5배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동력 손실 증가는 Fig. 6(b)와

같이 하중 증가에 따른 유막 두께의 감소가 원인인 것

으로 판단된다. Thrust collar의 소비 동력은 압축기 시

스템 전체 효율과 관련된 중요한 성능지표이므로, 설계

시 상기의 윤활 해석을 통해 소비 동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하중 변화에 대한 강성과 감쇠를 나타낸다.

해석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중 증가에 따라 축방

향 강성과 감쇠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증속기어 방식의 다단 압축기에 적용

되는 Thrust collar의 윤활성능을 해석하였다. 윤활성능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해석을 통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Fig. 5. Stiffness and damping when applied load is 5

kN.

Fig. 6. Power loss and minimum film thickness when

taper angle is 1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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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rust collar에서 압력은 윤활 영역의 하부 절반

영역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최대 압력은 중심 부분에서

나타났다.

2. 하중이 일정할 때, 소비 동력이 최소가 되고, 최소

유막두께가 최대가 되는 경사각이 존재하였다.

3. 강성과 감쇠는 경사각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4. 축방향 하중이 증가할수록 소비동력은 증가하며,

최소 유막 두께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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