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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부분적으로 두께가 얇은 수지성형품과 그 사출성형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의한 금형장치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단면도, 제2도는 전진 위치에서의 슬라이드 블
록을 나타낸 제1도와 유사한 단면도.

본 건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분적으로 얇은 부분을 갖는 성형품의 사출 성형에 있어서, ① 웅형과 자형 그리고 그들사이에 배치된
슬라이드 블록을 제공하며, 그 블록은 그 성형품의 얇은 부분의 칫수와 같은 칫수를 그 횡단면에 가지
며; ② 웅형과 자형사이에 캐비티를 후퇴 위치에서 그 슬라이드 블록을 유지시키면서 한정하고; ③용융
된 수지물질을 게이트를 통해 캐비티로 사출시키며; ④슬라이드 블록을 수지 물질의 고화전에 캐비티로
전전시켜, 그 캐비티가 수지 물질로 충진되고, 얇은 부분이 형성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물질의 사출 단계가 성형품의 성형에 요구되는 양에 거의 해당하는 수지 물질
을 상기 캐비티로 공급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물질의 사출 단계가 성형품의 성형에 요구되는 양보다 많은 양의 수지 물질을
상기 캐비티로 공급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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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 블록 전진단계중 상기 캐비티로 부터 과량의 수지 물질을 유출하는 단계
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가 캐비티가 중앙에서 개방되는 핀 포이트 게이트를 포함하며,그 과량의 수
지물질이 상기 캐비티의 주변부에서 열리는 통로를 거쳐 유출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는 캐비티의 주변부에서 열리는 사이드 게이트르 함유하며 과량의 수지 물
질이 그 게이트를 통해 유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금형내에 동공부를 한정짓는 단계와 과량의 수지 물질이 상기 캐비티로부터 재유
동되도록 사이드 게이트와 연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동공부 한정 단계는 상기 슬라이드 블록
전진 단계와 거의 동시에 실시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동공부가 리너로 개방되는 보어의 말단부를 포함하며 상기 동공부 한정 단계는 상
기 보어에 장치된 밀폐 부품을 후퇴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 블록 전진 단계가 그 캐비티의 반대쪽 말단부에서 슬라이드 블록과 연결
된 구동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부분적으로 얇은 부분을 갖는 성형품의 사출 성형을 위한 장치로서, ①그 사이에서 캐비티를 위한 웅형
과 자형을 포함하는 금형을 가지며 그 캐비티는 성형품의 용적보다 큰 용적을 가지며, 상기 금형은 사출
성형기기로 부터 캐비티로 용융수지 물질을 사출하기 위한 게이트를 또한 포함하며; ②상기 웅형과 자형
중 하나에 배치되고 그 성형품의 얇은 부분의 칫수에 해당되는 칫수를 횡단면에 가지는 슬라이드 블록을
가지며, 그것은 상기 캐비티의 용적이 거의 유지되는 후퇴위치와 상기 캐비티로 추진되는 전진위치 사이
에서 이동될수 있고, 그로써 얇은 부분을 이루기 위해 상기 캐비티의 용적이 감소될 수 있으며; ③슬라
이드 블록을 움직이기 위한 구동 수단을 가지며, 그것은 캐비티로 사출된 수지 물질이 고화되기 전에 슬
라이드 블록을 전진시키도록 설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금형이 캐비티로부터 과량의 수지 물질이 상기 동공부로 유출되도록 하는 캐비티
와 연결되는 동공부를 또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가 캐비티 중앙에서 열리는 핀 포인트 게이트를 포함하며 상기 동공부는
캐비티와 인접하여 형성되며 또한 상기 동공부로 캐비티가 연결되도록 통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통로가 역 L-자형으로 형성된 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가 캐비티의 주변부에서 개방되는 사이드 게이트를 포함하며, 러너를 통해
사출 성형기기로 연결되며, 그 동공부는 상기 러너에 인접하여 형성된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러너가 동공부에 연결되도록 하는 통로를 또한 포함하며, 그 통로는 수지 물질의
동공부로의 유동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이드 게이트의 칫수보다 적은 칫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동공부는 부수적인 부분을 포함하며, 또한 그것을 일반적으로 밀폐시키기 위하여
부수적 부분에 장치된 밀폐 부품을 함유하며, 그 부품은 동공부의 내부압력의 증가시에 후퇴되도록 조작
되어, 그러써 상기 부수적 부분이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동공부에 고정되어 그것을 밀폐시키기위한 밀폐 부품과 그 동공부를 개방하기위
해 밀폐 부품을 후퇴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며, 그 밀폐 부품 후퇴 수단은 상기 슬라이드 블록 구동 수단
과 함께 동시에 작동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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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 블록 구동 수단도 캐비티의 반대편 말단에서, 슬라이드 블록에 연결된
굴대 샤프트와. 그 굴대를 왕복시키는 위한 발동기를 함유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 블록 구동 장치가 그 슬라이드 블록을 후퇴 위치로 추진시키기 위한 스
프링 수단 및 그 슬라이드 블록의 경사진 말단표면과, 상기 슬라이드 블록에 대해 수직적으로 연장되고
그 경사진 말단 표면을 받치고 있는 사면을 갖는 로드 부품을 가짐으로써, 그 로드 부품의 전방이동에
의해 슬라이드 블록이 전진하며, 그 로드 부품을 왕복시키기 위한 발동기를 함유하는 장치.
청구항 20
부분적으로 얇은 부분을 갖는 성형품을 사출하는 장치로서, ① 그 사이에는 캐비티를 한정하는 웅형 및
자형을 갖는 금형을 포함하며, 그 캐비티는 성형품의 용적보다 큰 용적을 가지며 그 금형은 또한 사출
성형기기로부터 용융수지 물질을 그 캐비티로 사출하기 위한 게이트를 함유하며; ②성형품의 얇은 부분
의 칫수에 해당하는 칫수를, 횡단면에서 가지며 상기웅형과 자형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된 슬라이드 블록
을 포함하며, 그 슬라이더 블록은 상기 캐비터의 용적이 거의 유지되는 후퇴위치와 그 캐비티를 추진시
키는 전진위치 사이에서 이동될 수 있음으로 해서 얇은 부분을 성형하기 위해 그캐비터의 용적이 감소될
수 있으며;③ 상기 슬라이드 블록을 이동키기기 위한 구동수단을 포함하며, 그 구동수단은 캐비티로 사
출된 수지 물질이 고화 되기전에 슬라이드 블록을 전지시키도록 장치되며; ④ 금형에 형성된 동공부를
포함하며 그동공부는 과량의 수지 물질이 그 캐비티로부터 그 동공부로 유출될 수 있도록 캐비터와 연결
되며; ⑤그 동공부에 고착된 밀폐 부품을 가지며; ⑥그 동공부를 개방하기 위해 상기 밀폐부품을 후퇴시
키는 장치를 가지며, 그 후퇴장치는 상기 구동 장치와 동시에 작동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그 구동장치는 상기로드 부품의전방 이동시에 슬라이드 블록을 전진시키도록 조작된
일차 사면을 갖는 왕복 로드 부품을 포함하며, 그 후퇴수단은 밀폐부품을 후퇴위치로 추진시키기 위한
스프링 수단과 상기 로드 부품의 전방 이동시 그 밀폐부품을 후퇴시키는 로드 부품의 이차 사면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상대적으로 두꺼운 부분과, 그 부분과 단일하게 형성된 얇은 부분을 포함하며, 그 얇은 부분은 1㎜이하
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출 성형품.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두꺼운 부분이 얇은 부분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출 성형
품.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그 얇은 부분의 두께가 두꺼운 부분의 두께에 대하여 1/3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출성형품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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