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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G값 제어형 응집기에 관한 것으로 응집지에 설치한 수직형 응집기의 기어감속기에 로드셀을
설치하여 응집기날개축에 작용하는 회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므로서 어떤 형식의 전동기라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G값표시제어를 여러대의 응집기에 대하여 G값연산표시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서
1개의 컴퓨터로 표시, 연산제어부를 간단화한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고안의 명칭]
G값 제어형 응집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응집기에 수직형 응집기가 설치된 예시도.
제2도는 수직형 응집기의 출력축이 중공축인 범용감속기에 로드셀의 측정부가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예
시도로써,
a도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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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도는 일부를 절개한 정면도.
c도는 좌측면도이다.
제3도는 수직형 응집기의 출력축이 중공축인 범용감속기에 연장나사봉을 연결하여 인장용로드셀의 측정
부를 설치한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로써,
a도는 평면도.
b도는 일부를 절개한 정면도.
c도는 좌측면도.
제4도는 수직형 응집기의 출력축이 중실축인 범용감속기에 회전력전달봉을 연결하여 압축용로드셀의 측
정부를 설치한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로써,
a도는 평면도.
b도는 일부를 절개한 정면도.
c도는 좌측면도이다.
제5도는 수직형 응집기의 출력축이 중실축인 범용감속기에 회전력전달봉을 연결하고 압축용로드셀과 탄
성체를 구동장치받침대에 설치된 지지구에 고정설치한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시도로써,
a도는 평면도.
b도는 정면도.
c도는 좌측면도이다.
제6도는 수직형 응집기의 출력축이 중실축인 범용감속기에 연장나사봉과 연결된 회전력전달봉을 결합하
여 압축용로드셀의 측정부를 설치한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예시도로써,
a도는 평면도.
b도는 일부를 절개한 정면도.
c도는 좌측면도.
제7도는 수직형 응집기의 출력축이 중실축인 범용감속기의 출력축을 구동받침대의 회전축에 끼우고 기어
감속기와 구동부받침대사이에 원통형의 토오크튜브를 고정하여 토오크튜브외벽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
설치한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시도.
제8도는 응집기의 G값표시 및 제어계통도.
제9도는 중앙제어실 컴퓨터를 이용한 응집기의 G값표시 및 제어계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중간축연결부

7 : 압축용 로드셀

5 : 지지구
8 : 탄성체

나 : 기어감속기
[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G값 제어형 응집기에 관한 것으로 응집지에 설치한 수직형 응집기의기어감속기에 로드셀을 설
치하여 응집기날개축에 작용하는 회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므로서 어떤 형식의 전동기라도 사용할수 있
게 한 것이다.
본원 출원인은 선출원고안인 91-3029호 및 96-19240호에서 감속기에 회전력측정수단을 설치하여 응집기
의 회전력을 측정하도록 제안된바 있으나 이들은 응집기의 회전력측정을 위하여는 특별한 형식의 감속기
를 사용해야하는 제한이 있었으며 측정한 출력회전력에 감속기효율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회전력은
이 부분만큼 보정을 해야만 하였다.
본 고안은 선출원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어떤 형식의 감속기라도 사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감
속기의 효율에 관계없이 항상 응집기 날개축에 작용하는 회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게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응집지에 설치한 수직형 응집기는 구동장치받침대(가)위에 기어감속기(나)와 전동기(다)가
설치되고, 중간축(마)은 위쪽은 기어감속기출력축과 연결되고 아래쪽은 응집기날개축(사)과 카플링으로
연결되며, 중간축은 구동장치받침대(가)내에서 상,하 2개소에서 볼베아링등의 굴림베아링으로 견고하고
회전자재하게 지지되고 응집기 날개축(사)의 아래쪽끝에는 응집기날개(아)가 설치된다.
그리고 선출원고안 96-19240호는 위의 응집기에 회전수계(카), 출력회전력측정장치(타), 점도계(자)를
설치하고, 제어반(차)내에 G값 연산표시기(파)와 PID조절기(하)를 설치하여 구성한 것이였다.
본 고안에서는 일반적인 범용 감속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도는 출력축이 중공축으로 된 일반기어감속기를 사용하여 날개축의 회전력을 측정하게 한 것으로서
상,하부에 후랜지를 가진 구동장치받침대(가)위에 기어감속기(나)와 전동기(다)를 설치하되 중간축(마)
의 윗쪽끝은 기어감속기(나)의 중공출력축(나-1)에 정합되도록 키(1-1)홈을 가진 원형축으로 중간축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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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1)를 형성하고, 그 중심에는 나사를 심을수 있도록 적당한 깊이로 탭으로 암나사를 형성하였다.
중간축연결부(1)는 키(1-1)를 조립하여 기어감속기(나)의 중공출력축(나-1)에 정합시키고, 스페이서(3)
를 대고 조임볼트(2)를 중간축연결부(1)상단의 탭에 박아서 조여 기어감속기(나)와 중간축연결부(1)가
이탈되지 않게 한다.
기어감속기(나)가 4각모양의 상자형일때는 구동장치받침대(가)의 위쪽 후랜지(4)는 충분한 두께의 4각형
후랜지로서 기어감속기(나)의 폭에 대하여 적당한 크기가 되게 한다.
기어감속기(나)의 출력중심에서 일정한 거리(R)가 되는 위치에 지지구(5)(5a)를 양쪽으로 대칭되는 위치
에 설치한다.
지지구(5)(5a)는 큰힘을 받으므로 충분한 보강을 위하여 후랜지(4)밑의 해당위치에 4각단면의 보강재(41)를 후랜지(4)와 일체로 고정하고 후랜지(4)와 보강재(4-1)에는 지지구고정나사(6)를 심을수 있도록 적
절한 크기의 암나사구멍을 형성한다.
날개의 회전방향과 반대되는 쪽에는 지지구(5)의 안쪽에 로드셀(압축용)(7)을 로드셀고정나사(7-1)로 고
정설치한다.
로드셀(7)의 측정부는 기어감속기(나)의 측면에 접촉되게 한다.
반대쪽 지지구(5a) 안쪽에는 합성고무제등 적절한 재료로 된 탄성체(8)를 기어감속기(나)의 반대측면에
접촉하게 설치하고 탄성체조절나사(8-1)로 적절히 조정한다.
양쪽의 지지구(5)를 지지구고정나사(6)로 구동장치상부후랜지(4)및 보강재(4-1)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이와 같은 회전력측정장치는 중간축(마)이 응집기날개축(사)에 직결되어 있고, 중간축(마)상부연결부(1)
는 기어감속기(나)의 출력축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응집기 날개축(사)에 작용하는 회전력은 반작용으로
같은크기로 기어감속기(나)에 전달되며, 회전력의 방향은 응집기 날개(아)회전방향과 반대가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T = F. R -------------------[I]
여기서 T : 회전력(Kgf-m)(=응집기날개축회전력)
F : 로드셀에 작용하는 힘 (Kgf)
R : 감속기출력중심(=응집기날개축중심)과 로드셀중심과의 거리(m)
이므로 로드셀(7)에 작용하는 힘 F를 측정하면 [I]식에 의하여 회전력 T를 측정할 수 있다.
로드셀(7)은 각종 규격의 것이 표준화된 것으로 정밀도가 매우 높고, 0-100%간의 힘을 측정할 수 있으므
로 아무리 작은 회전력도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중간축(마)은 구동장치받침대(가)에 굴림베아링으로 회전자재하게 지지되어 있고 마찰계수는 0.003
정도이고, 중간축직경을 d라 하면 마찰에 의한 회전력손실은

여기서 TL :

마찰에 의한 회전력손실

F : 로드셀에 작용하는 힘(Kgf)
d : 중간축직경 cm (≒ 100mm)
R : 축중심에서 로드셀까지의 거리 cm (≒ 70mm)
f : 베아링마찰계수 0.003

마찰손실회전력은 실제회전력의 약 0.2% 정도로서 무시할수 있으며 측정된 회전력은 실제 회전력의
99.8%로서, 실세회전력과 같게 볼수 있고, 탄성체(8)의 방진작용으로 기어감속기(나)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의 관계식으로부터 G값을 정확히 측정연산할수있다.

제3도는 출력축이 중공축인 일반기어감속기를 사용하여 응집기날게축의 회전력을 측정하게 한 본 고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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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데 구동장치받침대(가)의 중간축(마)에 기어감속기(나)및 전동기(다)를 설치하고
기어감속기(나)의 출력축중심에서 일정한 거리(R)가 되는 측벽적절한 위치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인장용
로드셀(7)의 양쪽으로 돌출연장된 연장나사봉(9)의 한끝을 삽입하고 육각너트(8-2)로 양쪽에서 견고하게
조여 고정하고 다른 한쪽끝은 구동장치받침대(가)와 같은 바닥(예를 들면 공통베드 또는 철근콘크리트바
닥 등)에 지지구고정나사(10)로 견고하게 고정된 지지구(11)의 윗쪽구멍에 삽입하고, 지지구(11)양쪽으
로 탄성체(8)를 연장나사봉(9)에 삽입하고 평와셔를 조립하고 육각너트(8-2)로 조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육각너트(8-2)는 2중너트 또는 다른방법으로 풀림방지처리한다.
이 경우에도 응집기날개축의 회전력은 기어감속기(나)의 측벽에 고정된 연결나사봉(9)을 통하여
로드셀(7)에 전달되므로 T=F.R의 관계식에 따라 제2도에 의한 응집기날개축의 회전력과 동일한 회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
제4도는 출력축이 중실축인 일반기어감속기를 사용하여 응집기날개축의 회전력을 측정하게 한 본 고안의
또 다른예를 나타내는데 상,하부에 후랜지를 가진 구동장치받침대(가)에 회전자재하게 조립된 중간축(
아)의 상부연결부(1)를 기어감속기(나)의 출력축이 삽입될수 있도록 키홈을 가진 중공축모양으로 형성하
고, 거기에 기어감속기(나)의 출력축을 삽입하여 키(1-1)로 고정하고 중간축상부연결부(1)에 형성된 나
사구멍에 조립한 세트볼트(1-2)로 기어감속기(나)의 출력축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여 고정한다.
구동장치받침대(가)의 상부후랜지(4)는 기어감속기(나)의
지지구(5)의 설치에 적합한 크기로 한다.

하부후랜지(4a)보다

적절히

크게

하여,

기어감속기(나)의 하부후랜지(4a)의 1개소에 출력축중심에서 일정한 거리(R)가 되는 위치에 볼트구멍을
뚫고 하부후랜지(4a)아래쪽에 회전력전달봉(12)을 삽입하고 와셔(14a)를 끼워 육각너트(14)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구동장치받침대 상부후랜지(4)에는 회전력전달봉(12)과 상응되는 위치에 지지구(13)를 설치하고 지지구
고정볼트(13a)로 상부후랜지(4)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지지구(13)의 안쪽에는 회전력이 작용하는 쪽(응집기날개회전방향의 반대방향)에 압축용 로드셀(7)을 고
정설치하고 반대쪽에는 탄성체(8)를 회전력전달봉(12)에 접촉하게 설치한다.
이와 같이 하면, 응집기날개축(사)이 회전하여 회전력이 발생하면, 기어감속기(나)는 응집기날개축과 반
대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이 발생하고, 이 힘은 회전력전달봉(12)을 통하여 압축용 로드셀(7)에 전달되
므로서 T=F.R의 관계식에 따라 이 날개축의 회전력과 같은 크기의 회전력을 측정하게 됨은 제2도에 의한
응집기날개축의 회전력과 동일한 회전력을 측정할수 있다.
제5도는 출력축이 중실축인 범용감속기의 출력회전측정예를 나타내는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
내는데 구동장치받침대(가)에 후랜지를 설치하지 않고 제4도에서와 같이 중간축(마)에서 일정거리(R)만
큼 떨어진 곳에는 감속기에는 회전력전달봉(12)을 하향수직으로 설치하고, 구동장치받침대(가)에는 적절
한 위치에 평평한 자리(가-1)를 형성하고 거기에 지지구브라켓(15)을 설치하고, 고정나사(15a)로 견고하
게 고정하고 지지구브라켓(15)위에는 지지구(13)를 지지구고정나사(13a)로 고정하였고, 지지구(13)안쪽
에는 회전력이 작용하는 쪽에 로드셀(7)을, 반대쪽에는 탄성체(8)를 회전력전달봉(12)에 접촉하게 고정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응집기날개축(사)의 회전력은 기어감속기(나)에 고정된 회전력전달봉(12)을 통하여, 고
정된 로드셀(7)에 전달되어 제2도에서와 같이 응집기날개축의 회전력과 크기가 같은 회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
제6도는 출력축이 중실축인 범용감속기에 연장나사봉과 연결된 회전력전달봉을 결합하여 압축용로드셀의
측정부를 설치한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데 출력축이 중실축인 일반기어감속기(나)를 사용
하여 응집기날개축(사)의 회전력을 측정하게 한 것으로서 기어감속기(나)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R)가
되는 위치에 기어감속기(나)의 하부후랜지(4a)에 구멍을 뚫고 회전력전달봉(9)을 하부후랜지(4a) 아래쪽
에 수직되게 삽입하고 와셔(14a)를 대고 육각너트(14)로 견고하게 고정하였다.
회전력전달봉(12)의 하부는 구멍을 가진 연결나사봉(9a)이 빠지지 않도록 원형의 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결나사봉(9a)의 구멍쪽은 회전력전달봉(12)에 삽입하여 연결하고 다른끝은 로드셀(7)에 연결되었고 구
동장치받침대(가)와 같은 바닥(예를 들면 공통베드 또는 철근콘트리트바닥)에 지지구고정볼트(10)로 견
고하게 고정한 지지구(11)의 위쪽 구멍에 관통되게 삽입하고 지지구(11)의 양쪽에 연장나사봉(9)에 탄성
체(8)와 평와셔를 삽입하여 육각너트(8-2)로 견고하게 고정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응집기날개축(사)의 회전력은 기어감속기(나)의 하부후랜지(4a)에 끼워 고정한 회전력연
결봉(12)을 통하여 회전자재하게 연결된 연결나사봉(9)을 통하여 로드셀(7)에 전달되어 제2도에서와 같
이 응집기날개축회전력과 같은 회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
제7도는 출력축이 중실축인 일반기어감속기(나)를 사용하여 응집기날개축의 회전력을 측정하게 한 본 고
안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데 구동장치받침대(가)에 회전자개하게 지지된 중간축상부연결부(1)와
기어감속기(나)의 설치방법은 제4도에서와 같으나 이 경우는 상부 연결부(1)의 중공축부깊이를 기어감속
기(나)의 출력축길이보다 깊게 하여 여유를 주었고, 구동부받침대(가)의 상부후랜지(4)와 기어감속기(
나)의하부후랜지(4a)는 양끝에 후랜지를 가진 원통형의 토오크튜브(15)를 고정볼트(16)로 고정하고 토오
크튜브(15)의 외벽에는 스트레인게이지(16)를 견고하게 접착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응집기날개축(사)의 회전력은 기어감속기(나)의 하부후랜지(4a)를 통하여
토오크튜브(15)에 전달되고 이 회전력에 의하여 스트레인게이지(16)에 회전력에 비례한 출력전압이 발생
하므로 응집기날개축(사)의 회전력과 같은 회전력을 측정할수 있다.
제8도는 본 고안응집기의 G값표시 및 제어계통도를 나타내는데 응집지의 점도측정장치에서의 저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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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점성계수환산은 다음식으로 정밀도를 보다 높였고, 측정수온(T ℃)입력시 점도환산식은
μ = 100×10

f1

(T= 0 - 20℃)

μ = 1.0019×10

f2

(T= 20 - 100℃)
2

f1 = 13011 [998.333 + 8.1855 (T°C-120) + 0.0058 (T°C-32) ] - 3.30233
2

f2 = [1.3272(T°C)-0.001053(T°C-20)] / (T°C+105)이다.
제9도는 중앙제어실에 설치한 컴퓨터로 제8도의 표시 및 제어계통의 연산기능을 여러대의 응집기에 대하
여 간단히 처리한 예시도를 나타내는데 중앙제어컴퓨터(H), CTR(I), 그래픽판텔(J), 통신선로(K),
I/O(G)로 된 공지의 컴퓨터제어장치에 응집기속도제어신호(A), 응집기회전수(B), 응집기회전력(C), 응집
기상태신호(D), 응집기고장신호(E), 점성신호(F)의 각종센서로 하드부분을 구성하고 이 각종센서에 각각
고유한 번지를 부여하고 I/O 장치에 접속하고 통신선을 경유하여 중앙컴퓨터내부에서 관련식을 연산하고
해당번지에 출력하게 한다.
여기서 G값연산표시제어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작(START) → 데이터판독(번지: NO1---NO5) → 입력데이터(T, U, F, Nm, ON, OFF, FAULT) → 연산
[FAULT 시는 경보발생, OFF 시는 통과(무연산), ON 시는 R값 인위적입력(설계데이터; m), 감속비 ZR값
인위적입력(설계데이터);

응집지체적인위적입력(설계데이터 ㎥,; NS=Nm/ZR,
μ = 10

-3

× μ (점성계수단위 N.S/m로 환산), T=F×R×9.8(N.m),

P = NS × T/9.5495(N.m/S=WATT), 또는 P=1.026 NS×F×R,

→ 출력 (G값을 디지탈숫자로 CRT에 표시, G=D/A변
환, 4 - 20mA 출격 [I/O 장치에서 수행 : G → I/O → D/A→ 모타속도제어신호 → PID → 인버터(PID 기
능시 전단의 PID 물질요) : 원격변속제어기, I/O 장치에서 G값을 디지탈 또는 아나로그로 표시 : 다음단
계로 반복수행]
이러한 G값연산표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각 응집기마다 제8도에서와 같은 연산표시제어를 하는 경우
보다 배선이 간단하고 비용도 절약할수 있다.
또한 회전수계(카)는 회전수가 빠른 전동기(다)의 냉각휀위치나 전동기축의 회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위치를 변경한 것이다.
만일 구동장치에 기계식무단변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회전수측정위치는 무단변속기출력축으로 한다.
또한 위의 모든 경우에서 회전력측정을 위한 장치는 중심축에 대하여 대칭 위치에 1조씩 더 설치하여 중
간축(마)상부 연결부에 작용하는 전달력을 우력에 의하여 상상쇄하게 하는 응용도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동기(다), 기어감속기(나), 구동장치받침대(가)가 일체로 조립되고 중간축(마)에 응집기날개축(사)및
응집기날개(아)가 설치된 수직형응집기에 있어서, 구동장치받침대(가)의 상부 후랜지(4)를 4각으로 하
고, 구동장치받침대(가)에 회전자재하게 지지한 중간축상부연결부(1)에 중공출력축(나-1)을 가진 기어감
속기(나)를 삽입설치하고 상부 후랜지(4)에 중간축 중심에서 일정거리(R)만큼 떨어진 위치에 지지구(5)
를 기어감속기몸체양쪽방향에 지지구고정볼트(6)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회전력이 작용하는 쪽에는 지지
구(5)안쪽에 로드셀(7)을 설치하며 반대쪽에는 지지구(5a) 안쪽에 탄성체(8)를 감속기몸체에 닿도록 설
치하여 응집기날개축의 회전력과 같은 크기의 회전력을 측정하고, 감속기의 진동을 방지토록 구성하여서
된 G값 제어형 응집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중간축중심에서 일정거리(R)만큼 떨어진 위치에 감속기몸체에 구멍을 뚫고
연장나사봉(9)을 삽입하여 육각너트(8-2)로 고정하고 연장나사봉(9)의 다른끝에는 로드셀(7)을 연결하고
로드셀(7)의 반대쪽에는 연장나사봉(9)을 구동장치받침대(가)와 동일한 바닥에 지지구고정볼트(10)로 견
고하게 고정설치한 지지구(5)의 위쪽구멍에 삽입하여 탄성체(8)와 평와셔를 지지구(5)의 양쪽, 연결나사
봉(9)에 삽입한 후 육각너트(8-2)로 양쪽에서 견고하게 조여 고정하므로서 응집기날개축의 회전력과 같
은 크기의 회전력을 측정하고 기어감속기의 진동을 방지토록 구성하여서 된 G값 제어형 응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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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구동장치받침대(가)의 상부 후랜지(4)를 기어감속기(나)의 하부 후랜지(4a)보다 적당히
크게 하고 구동장치받침대(가)에 회전자재하게 지지한 중간축상부연결부(1)에 키홈을 가진 중공축을 형
성하고 거기에 중실축을 가진 기어감속기의 출력축을 삽입, 키(1-1)로 고정하며 세트볼트로 빠지지 않게
고정하고 기어감속기의 중심에서 일정거리(R)만큼 떨어진 위치에 기어감속기의 하부후랜지(4a) 1개소에
구멍을 뚫고 회전력전달봉(12)을 하부후랜지(4a) 아래쪽에 수직되게 삽입설치하여 육각너트(14)로 견고
하게 조여, 고정하고 구동장치받침대(가)의 상부 후랜지(4a)아래쪽에 수직되게 삽입설치하여
육각너트(14)로 견고하게 조여, 고정하고 구동장치받침대(가)의 상부후랜지(4)의 상응한 위치에는
형의 지지구(13)를 지지구고정볼트(13a)로 상부후랜지(4)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형 지지구(13)의 안
쪽에는 회전력이 작용하는 쪽에는 로드셀(7)을 설치하고, 반대쪽안쪽에는 탄성체(8)를 회전력전달봉(12)
에 접촉하도록 설치하여 응집기날개축(사)의 회전력과 같은 크기의 회전력을 측정하고 기어감속기(나)의
진동을 방지토록 구성하여서 된 G값 제어형 응집기.
청구항 4
제1항에 잇어서, 중간축(마) 중심에서 일정거리(R)만큼 떨어진 거리에 기어감속기의 하부후랜지(4a)에
구멍을 뚫고 회전력전달봉(12)을 하부후랜지(4a)에 삽입하여 고정하여, 회전력전달봉(9)이 수직하방으로
되게 하고 연결나사봉(6)을 회전력전달봉(12)에 삽입연결하고 한쪽끝은 로드셀(7)에 연결하고 로드셀(7)
의 다른쪽 연장나사봉(6)은 구동장치받침대(가)와 동일한 바닥에 지지구고정볼트(10)로 견고하게 고정설
치한 지지구(5)의 위쪽 구멍에 삽입하고 지지구(11)의 양쪽에는 연장나사봉(6)에 탄성체(8)와 평와셔를
삽입하여 양쪽에 육각너트(8-2)로 조여 고정하므로서 응집기날개축(사)의 회전력과 동일한 크기의 회전
력을 측정하고, 기어감속기의 진동을 방지토록 구성하여서 된 G값 제어형 응집기.
청구항 5
제1항 및 제3항에 있어서, 감속기(나)에는 중간축(마)중심으로부터 일정거리(R)만큼 떨어진 곳에
감속기(나)아래쪽, 수직하방으로 회전력전달봉(9)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동장치받침대(가)에는 후랜지
부를 없애고 구동장치받침대(나)의 몸체원주부의 적절한 위치에 평평한 자리(가-1)를 형성하여 거기에
지지구브라켓(4)을 고정설치하고 지지구브라켓(4)위에는

형 지지구(5)를 지지구고정나사로 고정하

고,
형 지지구(5)안쪽에는 회전력전달봉(9)이 힘이 작용하는 쪽에 설치한 로드셀(7)과 반대쪽에 설
치한 탄성체(8)에 접촉하게 설치하여 응집기날개축(사)의 회전력과 동일한 크기의 회전력을 측정하고 기
어감속기의 진동을 방지토록 구성하여서 된 G값 제어형 응집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기어감속기(나) 하부후렌지(4a)와 구동장치받침대, 상부후랜지(4)사이에 양쪽이 후랜지
로 된 원통모양의 토오크튜브(15)를 삽입고정하고 토오크튜브(15) 외주벽에 스트레인게이지(16)를 부착
하므로서 응집기날개축(사)의 회전력과 동일한 크기의 회전력을 측정할수 있게 구성하여서 된 G값 제어
형 응집기.
청구항 7
제1항 및 제4항에 있어서, 지지구를 구동장치받침대(가)의 일부 연장한 고정대에 지지구고정볼트로 고정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G값 제어형 응집기.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있어서, 제어장치에 G값연산표시제어 소프트웨어를 내장하므로서 응집기운전제어기
능을 간단화한것을 특징으로 하는 G값 제어형 응집기.

도면

13-6

등록실용신안20-0149717

도면1

도면2a

도면2b

13-7

등록실용신안20-0149717

도면2c

도면3a

도면3b

13-8

등록실용신안20-0149717

도면3c

도면4a

도면4b

13-9

등록실용신안20-0149717

도면4c

도면5a

도면5b

13-10

등록실용신안20-0149717

도면5c

도면6a

도면6b

13-11

등록실용신안20-0149717

도면6c

도면7

13-12

등록실용신안20-0149717

도면8

도면9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