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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평면의 방진 블래스팅용 샌드 블래스터의 노즐(Nozzle of a sand blaster for dust-free blasting 
of plain surface)

요약

평면의 방진 블래스팅 용 샌드 블래스터의 노즐은 블래스트 호스(2)에 연결가능한 회전 노즐 헤드(3)를 
갖는 관형 하우징(1)을 포함하며, 상기 노즐 헤드(3)는 경사진 오리피스(7)를 구비한 단부 플레이트(4)를 
덮어 상기 노즐 헤드(3)가 샌드 블래스팅 재료의 분출에 의해 회전하도록 하고, 세정 작업을 위한 다른 
요구 조건에 잘 적용시키기 위해, 각각의 오리피스(7)는 단부 플레이트(4)에서 소켓 이음부(10)와 함께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회전 가능한 블래스트 파이프(9)를 구비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평면의  방진  블래스팅용  샌드블래스터의  노즐(Nozzle  of  a  sand  blaster  for  dust-free  blasting  of 
plain surface)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평면의 방진 블래스팅을 위한 블래스트 노즐의 측면도.

제2도는 제1도의 정면도.

제3도는 명확한 표면을 위해 절반이 제거된 제1도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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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확산기와 같이 확대되어 경사진 오리피스를 구비한 단부 플레이트로 덮힌 회전 노즐 헤드를 
구비하여 상기  노즐헤드가 샌드  블래스팅 물질의 분출에 의해  회전되도록 하며,  블래스트 호스(blast 
hoew)에 연결가능한 관형 하우징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진 블래스팅(dust-free blasting)용 샌드 블래스터
(sand blaster)의 노즐에 관한 것이다.

평면의 방진 샌드 블래스팅을 위해, 블래스팅 재료와 먼지를 빨아들인 장치를 포함하며 블래스트된 영역
을 커버하는 노즐헤드상에 장착된 후드(hood)를 구비하는 블래스터는 공지되어 있다. 상기 노즐헤드는 원
추형의 면마재에 해당하는 샌드 블래스팅 재료를 가공될 표면으로 향하게 하는 벤츄리 노즐을 구비한다. 
상기 노즐헤드는 조금씩 표면상으로 이동된다. 모터를 부가하지 않고 상기 노즐 헤드를 회전구동시키는 
블래스트 노즐이 독일특허공보 제38 34 896 C2호에 공지되어 있으며, 그 단부 플레이트에는 경사진 오리
피스가 구비되어 있어 확산기와 같이 확대된 노즐헤드가 연마재-공기 혼합물을 분출하므로써 회전되도록 
된다. 다소 넓은 블래스팅 스트립(blasting strips)으로 조정하거나 가공될 표면상에서의 블래스팅 효과
를 조정하는데는 적절한 오리피스를 구비한 다르게 설치된 여러개의 단부 플레이트를 사용 및 비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세정작업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는 청구범위 제1항의 전문에 대응하는 블래
스트 노즐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상기 문제점은 본 발명에 따라 각각의 오리피스가 회전가능한 블래스트 
파이프를 구비하므로써 해결된다.

본 발명에 따라, 단부 플레이트에 위치된 블래스트 파이프는 세정 작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위치로 조
정가능하다. 가공되는 스트립의 너비는 반경 조정을 하므로써 확대 또는 감소될 수 있으며, 접선 조정을 
하므로써 블래스팅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가공될 재료의 특성 및 오염도에 따라 블래스트 파이프
를 조정하므로써 최상의 적용도를 이룰수 있다. 예를 들어, 단단한 먼지막을 블래스트하는 경우, 표면에 
대한 적절한 강도의 블래스팅을 조정할 수 있다.

상기 단부 플레이트상에 블래스트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할수도 있으며, 상기 블래스트 
파이프는 단부 플레이트에서 소켓 이음부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상
기 소켓 이음부를 위한 볼컵(a ball cup)을 구비한 파이프 소켓은 각각의 오리피스 엣지에 부착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상기 소켓 이음부는 조정된 회전 위치에 상기 블래스트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고정 장치
(fastening device)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나타낸다.

제1도는 평면의 방진 블래스팅용 샌드 블래스터의 블래스트 노즐을 나타내며, 상기 블래스트 노즐은 블래
스트 호스(2)를 연결시키는 설비를 갖는 관형 하우징(1)으로 구성된다. 그 정면에는 확장된 확산기형의 
노즐 헤드(3)가 제공되어 있다. 상기 노즐 헤드(3)는 나사와 같은 적절한 고정 장치에 의해 고정된 교체 
가능한 단부 플레이트(4)를 구비한다. 또한, 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기 블래스트 노즐은 흡입 
장치를 제공하는 후드를 구비한다.

제3도에서, 상기 원추형의 노즐 헤드(3)는 구름 베어링(6)에 의해 하우징(1)상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칼라(collar) (5)를 구비한다. 연마 샌드나 다른 입자와 함께 운반가스로 구성된 블래스팅 재료는 블래스
트 호스(2)를 통해 노즐 헤드(3)내로 분출된다. 상기 노즐 헤드(3)의 전면 개구에 장착된 단부 플레이트
(4)는 헤드 플레이트(4)를 통해 한쪽 회전 방향으로 가로질러 배열된 4개의 경사진 드릴홈 형상의 오리피
스(1)를 제공한다. 상기 경사진 오리피스(7)의 축은 제2도에 도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노즐 헤드(3)의 회
전에 대응하는 선회가 실행되도록 설정된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이프 소켓(8)은 각각의 오리피
스(7) 엣지에 부착된다. 각각의 파이프 소켓(8)은 하나의 블래스트 파이프(9)용 지지체를 형성한다. 회전
지지를 위해 각각의 블래스트 파이프(9)는 칼라(8)에 배치된 볼컵(11)으로 회전 가능한 소켓 이음부(10)
를 구비한다.

조정 니트(12)는 상기 블래스트 파이프(9)가 조정된 위치에 고정 되도록 한다. 오리피스(7)에 배치된 파
이프 소켓(8)은, 제2도에 명확하게 도시된 바와 같이, 대응하는 오이피스(7)와 같은 경사 위치에 고정된
다. 한편, 상기 블래스트 파이프(9)는 소켓 이음부(10)에 의해 각각 조정될 수 있다.

상기 노즐 헤드(3)에 배치된 블래스트 파이프(9)의 갯수와 단부 플레이트(4)에서의 회전 가능한 베어링은 
다른 여러가지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켓 이음부 대신에 단순한 스위블 베어링(swivel 
bearing)을  사용하므로써,  오리피스(7)  또는 파이프 소켓(8)의  대응 드릴부에 위치된 블래스트 파이프
(9)에 베어링 넥(necks)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베어링의 회전축은 원반형 단부 플레이트(4)
의 중간축에 대해 경사진 위치에서, 또한 가능하다면, 회전축이 반경 또는 접선으로 배열되는 위치에서 
다른 방식으로 놓을 수 있다. 상기 오리피스(7)는 원통형 대신에 다른 형태를 가질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확산기와 같이 확대되어 경사진 오리피스(7)를 구비한 단부 플레이트(4)로 덮힌 회전 노즐 헤드(3)를 구
비하므로써, 상기 노즐 헤드(3)가 샌드 블래스팅 물질의 분출에 의해 회전되도록 하며, 블래스트 호스
(2)에 연결가능한 관형 하우징(1)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진 블래스팅 용 샌드 블래스터의 노즐에 있어서, 
각각의 오리피스(7)는 소켓 이음부(10)와 함께 단부 플레이트(4)에 장착된 회전 가능한 블래스트 파이프
(9)를 구비하며, 상기 소켓 이음부는 블래스트 파이프(9)를 조정된 회전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 장
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면의 방진 블래스팅용 샌드 블래스터의 노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소켓 이음부(10)의 볼 컵(11)을 형성하는 파이프 소켓은 각각의 오피리스(7) 엣지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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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면의 방진 블래스팅용 샌드 블래스터의 노즐.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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