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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제드형 벨트 장력 조절 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기 장치는 원통형 부재에 부착되는 피벗-아암을 
구비하며, 스프링 작동식 감쇠 기구를 포함하는데, 상기 기구는 원통형 부재에 접촉되는 브레이크 슈우에 
가해지는 스프링력 보다 큰 수직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마주하는 내측 램프면을 갖는 브레이크 
슈우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벨트 장력 조절 장치를 포함하는 구동 시스템의 전방 단부측 부품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전방면도.

도 2는 도 1의 선 2-2를 따라 취한 부분 확대 도면으로, 장력 조절 장치에 관련된 여러가지 성분력을 예
시하는 도면.

도 3은 4분된 단면으로 도시된 풀리를 제외하고 도 2의 선 3-3을 따라 취한 횡단면도.

도 4는 도 2의 선 4-4를 따라 취한 도면으로, 본 발명과 관련된 힘의 성분을 나타내기 위해 풀리를 제거
한 상태로 도시한 개략도.

도 5a는 도 4의 부싱의 단면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으로, 피벗-아암이 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때 부싱
으로 전달되는 힘의 성분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5b는  도  5a와  유사한  도면으로,  피벗-아암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때의  힘의  성분을  나타내는 
도면.

도 5c는 도 5a 및 도 5b의 힘의 성분이 부싱의 지지면에서의 평균 접촉 압력에 영향을 미치도록 어떻게 
평균화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합성도.

도 6은 도 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균 접촉 압력을 수용하는 2개의 이격된 베어링 표면을 구비하는 다른 
실시예의 부싱을 예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3의 선 7-7을 따라 파단 상태로 도시한 확대 도면으로, 본 발명의 감쇠 기구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장력 조절 장치                    12 : 풀리

16 : 벨트                                   28,30 : 벨트 스팬

32 : 피벗                                   40 : 피벗-아암

44 : 감쇠 수단                            46 : 제 1 원통형 부재

48,50 : 슬리브-부싱                  72 : 제 2 원통형 부재

80 : 브레이크 슈우                     BF : 벨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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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 : 수직력                               RF : 작용력

SF : 스프링력                            T1,T2 : 벨트 장력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감쇠  기구를  갖춘  장력  조절  장치  및  그러한  장치를  포함하는  벨트  구동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피벗-아암의 위치를 편향시키는 비틀림 스프링을 갖춘 장력 조절 장치에 관한 
것인데, 상기 피벗-아암에는 벨트 맞물림용 풀리가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다.  감쇠 기구를 갖춘 본 발명
의 장력 조절 장치는 자동차용 엔진에 사용되는 전방 단부측 부품과 같은 V-리브(rib)형 벨트 구동 시스
템의 장력을 조절하도록 사용되는데 특히 적합하다.  

자동차용 엔진에 사용되는 전방 단부측 부품의 V-리브형 벨트의 장력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데에는 기계
적 장력 조절 장치가 사용된다.  그러한 장력 조절 장치는 베이스에 고정된 피벗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피
벗-아암을 구비하며, 그 회전하는 피벗-아암을 위한 지지 표면을 제공하기 위해 피벗상에 슬리브-부싱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그러한 부싱들은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장력 조절 장치의 예상 수명에 걸쳐
서 마모가 이루어지기 쉽다.  비틀림 스프링은 그 일단부가 피벗-아암에 그리고 그 반대쪽 단부가 베이스
를 관통 연결하도록 사용됨으로써 피벗-아암의 위치와 부착된 플리의 위치를 벨트쪽으로 편향시키도록 작
용하기도 한다.  스프링은 또한 감쇠 수단을 작동시키는 스프링력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하는데, 상
기 스프링력은 피벗-아암의 진동을 방지하거나 감쇠시키기 위해 마찰 활주면에 수직한 힘의 성분을 만들
어낸다.

장력 조절 장치의 몇가지 구성에 있어서, 풀리용 베어링은 부싱과 동일한 반경 방향 평면에 놓이기 때문
에, 부싱 하중은 최소화되며, 부싱의 마모는 장력 조절 장치의 예상 작동 수명에 걸쳐서 풀리의 정렬이 
흐트러지는  것과  함께  수반되는  피벗-아암의  자유로운  움직임  혹은  비틀어짐을  그다지  유발하지는 
않는다.  풀리 베어링이 피벗-아암 피벗 부싱과 공통의 반경 방향 평면에 정렬되어 있는 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예로써는 미국 특허 제 4,696,663 호, 제 5,045,031 호에 개시되어 있다.  

다른 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구성은 반대로 굴곡된 비틀림 스프링 사이에 있는 피벗-아암의 위치를 가운
데로 하고, 풀리 베어링을 나일론 삽입 부싱 사이의 중간에 배치한다.  스프링의 대칭 구성과 부싱의 위
치에 의해, 각 부싱의 마모는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러한 장력 조절 장치의 예가 SAE 기술 논문 
일련 번호 제 790699 호의 제 8 면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한 장력 조절 장치의 문제점으로는: 2개의 스
프링 구성에 기인하여 이용 가능한 한정된 공간내에 상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되는 부피상
의 문제점과: 상기 2개의 스프링 구성과 관련되는 다수의 부품에 기인하는 비용상의 문제점과: 감쇠 기구
에 정교함이 결여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다.

전술된 SAE 장력 조절 장치의 부피상, 비용상, 감쇠능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력 조절 장치의 구
성은 미국 특허 제 4,473,362 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362 호 특허의 장력 조절 장치는 원통형의 오
프-셋 부재에 부착되는 피벗-아암을 구비하며, 상기 부재는 그 피벗-아암을 지지하고 베이스에 고정된 피
벗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비틀림 스프링은 하나만이 사용되며, 이때 그 일단부는 피벗-아암에 그리고 다
른 단부는 베이스에 연결된다.  피벗상의 단일 슬리브형 부싱은 상기 원통형 부재를 지지하는 베어링 표
면을  갖는다.   풀리  베어링의  반경  방향  평면은  부싱에  의해  지지되어야만  하는  하중으로서의 커플
(couple) 혹은 모멘트를 도입하는 슬리브형 부싱에 대해 오프셋된다.  이러한 장력 조절 장치는 풀리가 
그 지지 혹은 베이스 구조에 대해 편향되기 때문에 제드(Zed)형 장력 조절 장치로 지칭되기도 한다.  부
싱의 베어링 표면으로 도입되는 불균등 압력 하중은 과도한 부싱 마모 및 그에 수반하는 풀리의 비정렬을 
야기할 수 있다.  

상기의 제드형 장력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구동 시스템의 벨트는 풀리에 맞물리며, 원통형 부재로 전해지
는 풀리에서의 벨트 장력(이후부터는 허브 하중으로 지칭됨)을 발생시킨다.  '362 특허에 설명된 바와 같
이, 부싱에서의 불균등 하중은 대체적으로 원통형 부재로 전해지는 벨트의 성분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
용하는 수직력을 발생시키는 감쇠 수단에 의해 감소된다.  벨트 장력의 방향이 힘의 성분을 향하는 것은 
소정의 부싱 하중과 그에 수반되는 마모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경감시키지만, 감쇠 기구의 수직력 성분은 
허브 하중을 지지하는 원통형 부재로 부터 편향되어질 벨트 장력에 의해 발생되는 모멘트를 조절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소정의  벨트  구동  상황에서는  상기의  부싱  하중과  마모의  문제점을  경감시키지 
못하며, 또한 단일의 부싱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사이에서 피벗-아암이 진동함에 따라 베어링 압력 
하중이 변화할 때 베벨링(beveling) 혹은 크라우닝(crowning)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피벗-아암이 일방
향으로 회전될 때, 감쇠 기구에 의해 발생되는 마찰력은 부싱에 가해지는 하중에 부가되며, 반면 그 반대 
방향의 회전시의 마찰력은 감해진다.  결국, 불균일한 마모에 기인하는 부싱의 베벨링 혹은 크라우닝은 
원통형 부재와 그에 부착된 피벗-아암을 요동케하여 벨트 구동 시스템의 벨트에 대해 풀리의 정렬을 흐트
러지도록 한다.  제조시, 이러한 장력 조절 장치는 풀리를 ±0.5°로 정렬시킬 수 있지만, (수명 보다) 
연장하여 사용된 이후의 부싱의 베벨링은 풀리를 ±1.5°로 비정렬 상태로 흐트러뜨린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르면, 장력 조절 장치의 예상 수명에 있는 동안 풀리의 정렬이 중요시되는, 자동차용 벨트 
구동 시스템의 V-리브형 전방 단부 부품에 특히 유용한 장력 조절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벨트 장
력 조절 장치는 피벗-아암이 원통형의 오프-셋 부재에 부착되는 제드형의 장치이며, 상기 부재는 피벗-아
암을 지지하며 베이스에 고정된 피벗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피벗상의 슬리브형 부싱은 원통형 부재를 지
지하는 베어링 표면을 구비한다.  풀리는 피벗-아암에 부착되어 벨트 구동 시스템의 벨트와 맞물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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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원통형 부재로 전해지는 벨트 장력 성분(허브 하중)을 발생시키는 벨트 하중을 수용한다.  감쇠 기
구에 의해 생긴 수직력 성분과 허브 하중은 2개의 축방향 이격 표면을 구비하는 적어도 하나 혹은 2개의 
부싱에 의해 지지된다.  부싱은 평균 압력으로 접촉되는 베어링 표면의 크기를 갖는 축방향 길이를 가짐
으로써 각각의 베어링 표면은 거의 동일한 속도로 반경 방향으로 마모된다.  상기 베어링 표면이 거의 동
일한 속도로 반경 방향으로 마모됨으로써, 장력 조절 장치의 예상 수명에 걸쳐 풀리의 정렬이 보장되게 
된다.

소정의 벨트 구동 시스템에서, 감쇠 기구에 의해 발생되는 수직 성분력은 허브 하중을 조절하기에는 불충
분하여 베어링 표면에 필요한 평균 압력 접촉을 제공함으로써 그 베어링 표면들은 거의 동일한 반경 방향 
속도로 마모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라, 감쇠 수단에 의해 발생되는 수
직력이 상기 감쇠 기구를 작동시키는 스프링력 보다 큰 감쇠 기구가 제공된다.  감쇠 수단은 제 2 원통형 
부재의 내측면에 맞물리는 외측의 호형 면에 브레이크 슈우를 구비함으로써 그 사이로 미끄럼 이동하는 
마찰면을 제공한다.  브레이크 슈우는 2개의 대향 내측 램프면을 구비하는데, 그중 하나는 그에 상응하는 
베이스 램프면에 미끄럼 이동 가능하게 접촉되며,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 슈우에 스프링력을 가하는 스프
링 단부 연장부에 미끄럼 이동 가능하게 접촉된다.  상기 2개의 램프면 사이의 각도와 힘의 방향은 브레
이크 슈우로 전달되는 수직 성분력이 상기 가해진 스프링력 보다 크게 되도록 결정된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이라면, 감쇠능의 향상과 같은 2차적인 장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스프링력 보다 큰 
수직력을 발생시키는 감쇠 기구에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장점 및 다른 장점들은 도면과 그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면 분명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2를 참조하면, 풀리(12)를 포함하는 장력 조절 장치(10)가 벨트(16)와 다수의 풀리를 포함하는 벨트 
구동 시스템의 일부로서 도시되어 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벨트(16)는 크랭크 풀리(18), 팬/물 펌
프 풀리(20), 파워 스티어링 풀리(22), 교차 풀리(24), 아이들러 풀리(26), 장력 조절 풀리(12) 둘레로 
순환된다.  장력 조절 풀리(12)는 벨트(16)에 맞물리며, 벨트 장력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벨트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여러 위치에 위치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장력 조절 풀리(1
2)는  벨트(16)에  맞물려서,  인접  벨트  스팬(28,30)의  벨트 장력(T1,T2 )의  형태로  된  벨트  하중을 

수용한다.  벨트 장력(T1,T2)(혹은 하중)은 합쳐져서 이분점 혹은 벨트 스팬(28,30) 사이에 형성된 각도를 

따라 벨트력 성분(BF)을 발생시킨다.  장력 조절 장치의 피벗(32)으로 부터 축방향으로 오프-셋되어질 벨
트력 성분은 화살표(HL)에 의해 상징적으로(즉, 특정하지 않고) 나타낸 힘과 모멘트를 포함하는 복잡화된 
허브 하중을 발생시킨다.  

도 2-4를 참조하면, 장력 조절 장치(10)는 기계식이며, 베이스(34)와, 비틀림 스프링(36)을 포함하는데, 
이때 비틀림 스프링의 일단부(38)는 피벗-아암(40)에 연결되며 다른 단부(42)는 베이스를 관통 연결함으
로써, 감쇠 수단(44)을 작동시키는 스프링력이 발생된다.  피벗-아암(40)은 그 피벗-아암(40)을 지지하면
서 피벗(32)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오프-셋 원통형 부재(46)에 부착된다.  슬리브-부싱(48,50)은 중합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벗 위에 위치되어 피벗-아암이 부착된 원통형 부재를 지지한다.  부싱은 
원통형 부재를 위한 스러스트 베어링으로서의 플랜지(52,54)와, 피벗-아암을 유지하는 볼트(56)와 같은 
플랜지된 파스너를 포함할 수 있다.  

풀리(12)는 피벗-아암을 구성하는 스터브 샤프트(60)상의 볼 베어링(58)과 같은 수단에 의해 피벗-아암
(40)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다.   상기  베어링은  볼트(62)와  같은  수단에  의해  스터브  샤프트에 
유지된다.  

볼트 수용 구멍(68,70)을 갖는 귀부(64,66)는 장력 조절 장치를 벨트 구동 시스템의 일부인 엔진(도시 생
략)에 장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피벗-아암으로 부터 오프-셋되고 제 1 원통형 부재(46)와 공통 축을 형성하는 제 2 원통형 부재(72)는 비
틀림 스프링과 감쇠 수단(44)을 위한 하우징을 제공한다.  제 2 원통형 부재는 하우징내에서 다소 다단식 
형태로 형성된 원통형 오목부(74)안으로 연장한다.  스프링과 감쇠 수단(44)은 먼지 밀봉부(76)에 의해 
깨끗한 환경이 유지된다.  제 2 원통형 부재는 또한 감쇠 수단의 일부를 형성한다.  

도 2,3,4,7을 특히 참조하면, 감쇠 수단(44)은 스프링 단부(42)의 연장부(78)와 브레이크 슈우(80)를 포
함하는 기구로, 브레이크 슈우의 외측 호형 마찰면(82)은 제 2 원통형 부재(72)의 대응하는 내측면(84)에 
접촉된다.  상기 브레이크 슈우(80)는 각도(A)의 정점에서 공간이 구분되는 서로 마주하는 내측 램프면을 
구비한다.  선택적으로, 브레이크 슈우는 마찰면(82)을 형성하는 라이닝(90)을 구비하며, 이때 라이닝은 
브레이크 슈우를 구성하는 슬롯(94)에 맞물리는 이빨(92)과 같은 것에 의해 슈우에 부착된다.  

베이스(34)를 관통 연결하는 스프링 단부(42)는 베이스를 구성하거나 혹은 베이스에 부착된 돌기(96)(기
둥으로 도시됨) 둘레로 굴곡된다.  스프링 단부의 연장부(78)는 브레이크 슈우를 구성하는 내측 램프면
(86)에 활주 가능하게 접촉된다.  베이스는 베이스를 구성하거나 혹은 베이스에 부착된 돌기(100)(기둥으
로 도시됨)를 포함하며, 돌기에는 브레이크 슈우를 구성하는 램프면(88)에 활주 가능하게 접촉되는 대응
하는 램프면(102)이 구비된다.  

비틀림 상태의 스프링(36)에 의해 내측 램프면(86)에 거의 수직하게 스프링력(SF)이 가해짐으로써, 슈우
의 내측 램프면(88)은 베이스의 대응하는 램프면(102)쪽으로 압박되며 그리고 라이닝은 제 2 원통형 부재
(72)의 대응하는 내측면(84)쪽으로 압박되어 작용력(RF)이 슈우로 전해지게 된다.  내측 램프면(88)에서
의 작용력(RF)과 함께 내측 램프면(86)에 가해진 스프링력(SF)은 제 2 원통형 부재(72)의 대응하는 내측
면(84)에 가해지는 힘(104)에 상응하면서도 방향은 반대인 수직력(NF)을 발생시킨다.  그렇게 형성된 수
직력(NF)은 벨트력(BF)의 방향과 대체로 동일하다(거의 나란함).  스프링력의 크기는 내측 램프면들과 스
프링력(SF)의 방향 사이의 각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변동될 수 있다.  각도가 커질수록 상기 수직력도 커진
다.  내측 램프면들간의 각도(A)는 대략 60-140°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90-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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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 수단(44)은 미국 특허 제 4,696,663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형태의 비틀림 스프링을 사용하는 장력 
장치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리고 감쇠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수직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장력 조절 장치의 수직력과 벨트력의 크기, 방향 및 위치는 피벗에 배치된 부싱의 각 베어링면이 거의 동
일한  속도로  반경  방향  마모되게  평균  압력으로  접촉되도록  크기  조절하는데  이용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원통형 부재(46)로 부터 오프-셋될 벨트력(BF)는 도 4에 예시된 단면상의 원통형 부재(46)에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가하도록 작동한다.  제 2 원통형 부재에 대해 작동하는 수직력(NF)은 모멘트 아암
(126)에 작용하여 원통형 부재를 도 4의 단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렇게 원통형 부재로 
유도된 힘들은 원통형 표면을 지지하는 베어링면을 각기 구비하는 부싱(48,50)으로 전해지며, 베어링 성
분력(BC1,BC2)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상기 베어링 표면들은 소정 간격(D)으로 이격되어 있다.  베어링 성
분력(BC1)은 모멘트 아암(128)에서 벨트력(BF)에 대해 작동하며, 다른 베어링 성분력(BC2)은 모멘트 아암
(130)에서 벨트력(BF)에 대해 작동한다.  

도 5a를 참조하면, 각각의 베어링(48,50)은 피벗-아암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될 때 하중(CL1,CL2)을 지지
하는 베어링면(BS1,BS2)을 구비한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감쇠 기구는, 피벗-아암이 
일방향으로 이동될 때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는 하중에 부가되고 그리고 피벗-아암이 시계 방향으로 이동
될 때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는 하중에서 감해지는 힘을 발생시킨다.  도 5a에 예시된 바와 같이, 베어링
면(BS1)에 시계 방향으로 도입되는 하중(CL1)은 피벗-아암이 시계 방향으로 이동될 때 베어링면(BS2)으로 
도입되는 하중(CL2) 보다 크다.

도 5b를 참조하면, 베어링면에서의 하중은 피벗-아암이 반대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될 때 실질적
으로 변화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베어링면(BS1)로 도입되는 하중(CC1)은 피벗-아암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될 때 베어링면(BS2)으로 도입되는 하중(CC2) 보다 작다.

상기 하중(CL1,CC1)은 베어링면(BS1)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는 평균 하중을 결정하기 위해 평균화될 수 있
다.  그와 유사하게, 하중(CL2,CC2)은 베어링면(BS2)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는 하중을 결정하기 위해 평균
화될 수 있다.  그렇게 평균화된 하중들은 도 5c에 예시된 바와 같이 동일하지 않은 값을 취할 것이다.  
평균 하중(CA1)(BC1과 동일하고 반대 방향의 하중)은 평균 하중(CA2)(BC2와 동일하고 반대 방향의 하중) 
보다 크다.  본 발명에 따르면, 베어링면(BS1,BS2)은 각각의 베어링면이 평균 접촉 압력(PB1,PC2)을 갖도
록 하는 크기의 축방향 길이(BL1,BL2)를 가짐으로써 각각의 베어링면은 거의 동일한 속도로 반경 방향으
로 마모된다.  도 5c에 예시된 바와 같이, 부싱(48)은 축방향 길이(BL2)를 갖는 부싱(50) 보다 긴 축방향 
길이(BL1)를 가짐으로써 접촉 압력(PC1)은 다른 접촉 압력(PC2)과 거의 동일하다.  물론, 부싱이 서로 다
른 재료로 제조되어 다른 마모 속도를 갖는다면, 부싱의 길이는 거의 동일한 반경 방향 마모 속도를 나타
내는 접촉 압력을 갖도록 크기 조절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력 조절 장치는 76.2mm 직경의 풀리와, 100.8 in/lbs의 비틀림 스프링과, 다음의 특징들을 
갖도록 구성된다.

BF 평균                 108 lbs

NF 평균                 156 lbs

SF 평균                  123 lbs

RF 평균                  69 lbs

126                        54.5 mm

128                        23.3 mm

130                        42.5 mm

D                            9.7 mm

CL1                        216 lbs

CL2                        102 lbs

CC1                        77 lbs

CC2                        164 lbs

CA1                        146.5 lbs

CA2                        133 lbs

BL1                         10 mm

BL2                          9 mm

PC1                          636 psi

PC2                          640 psi

이상을 참조하면, 평균 수직력(NF)은 평균 스프링력 보다 크며, 이는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장력 조절 장치의 예상 수명에 있는 동안 풀리의 정렬이 중요시되는 자동차용 벨트 구
동 시스템의 V-리브형 전방 단부 부품에 특히 유용한 장력 조절 장치가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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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 조절 장치의 예상 수명에 걸쳐서 풀리가 미소 공차내로 정렬되어 유지되며, 감쇠능의 향상과 같은 2
차적인 장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스프링력 보다 큰 수직력을 발생시키는 감쇠 기구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베이스와; 베이스에 고정되는 피벗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피벗-아암과; 벨트를 맞물고 벨트 하중을 수용하
도록 상기 피벗-아암에 부착되는 풀리와; 일단부는 피벗-아암에 연결되고 그리고 다른 단부는 베이스를 
관통 연결되며, 원통형 부재의 일부의 원통형면에 수직력을 발생시켜 감쇠 수단을 작동시키는 스프링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비틀림 스프링을 구비하는, 동력 전달 벨트의 장력 조절을 위한 장력 조절 장치에 있
어서, 

상기 감쇠 수단은, 원통형 부재의 대응하는 내측면에 접촉되는 외측의 호형 마찰면과, 2개의 램프면으로, 
그 2개의 램프면 사이에 형성된 각도의 정점에서 공간 구분되는, 마주하는 제 1, 제 2 내측 램프면을 구
비하는 브레이크 슈우와;

상기 브레이크 슈우의 제 1 램프면에 미끄럼 가능하게 접촉되는 대응하는 램프면을 갖는 베이스와;

상기 브레이크 슈우의 제 2 램프면에 미끄럼 가능하게 접촉되며 발생된 스프링력을 상기 제 2 램프면에 
가하는 연장부를 구비하며, 베이스를 관통 연결시키는 스프링 단부를 구비하며, 

상기 브레이크 슈우의 제 1 램프면에서의 작용력과 함께 상기 제 2 램프면에 가해진 스프링력은 수직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 전달 벨트의 장력 조절을 위한 장력 조절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2개의 램프면 사이의 각도는 대략 60-1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 전달 벨
트의 장력 조절을 위한 장력 조절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 수단에 의해 발생된 수직력은 스프링력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 
전달 벨트의 장력 조절을 위한 장력 조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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