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5

B65H 19/30

B65H 19/28

(45) 공고일자   1993년10월16일

(11) 공고번호   특1993-0010319

(21) 출원번호 특1985-0000941 (65) 공개번호 특1985-0006376
(22) 출원일자 1985년02월15일 (43) 공개일자 1985년10월05일

(30) 우선권주장 소59-28079  1984년02월16일  일본(JP)  

소59-58676  1984년03월26일  일본(JP)  

소59-60366  1984년03월27일  일본(JP)  

(71) 출원인 쓰다고마 고오교오 가부시기가이샤    고시바 헤이지

일본국 이시가와껜 가나사와시 노마져 5쬬오메 18-18

(72) 발명자 스와 미쓰루

일본국 이시가와껜 가나사와시 이스미혼마져 4쬬오메 41

구와하라 쇼오이찌

일본국 이시가와껜 가나사와시 이스미노 2쬬오메 18-1
(74) 대리인 하상구

심사관 :    김익환 (책자공보 제3447호)

(54) 직기(織機)에 있어서의 직포 권회(卷回)로올의 자동교환방법 및 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직기(織機)에 있어서의 직포 권회(卷回)로올의 자동교환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제10도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한 구체적 예의 조작공정을 순서적으로 표시한 설명도이다.

제11도는  로올재치부의  변형예로써,  직포에  장력을  부여하면서  절단하고,  절단후에  직포  권회용 로
올에 권회를 행하게 하는 장치는 표시한 측면도이다.

제12도 및 제13도는 본 발명에 의한 직포 절단 처리기계의 제1실시예의 대략을 표시하는 
단면도이다.

제14도는 다른 실시예의 개요를 표시한 단면도이다.

제15도 및 제16도는 제3실시예의 단면도 및 구동모식도(模式圖)이다.

제17도는 본 발명에 사용하는 중공상(中空狀)로올의 종단면도이다.

제18도 및 제19도는 중공상 로올의 다른 실시예를 표시하는 일부 단면 평면도 및 종단면도이다.

제20도는  본  발명에  의한  직포  단부(端部)의  권회부착기구의  각각의  구체적인  예를  표시하는 종단면
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직포 권회로올          2 : 대차(臺車)

6 : 로올 교환아암          7 : 로올 재치부

8 : 중공로올               10 : 컷터

10a : 절단용 칼날          12 : 슬라이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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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노즐                  T : 직기

W : 직포                   W1 : 직포 타단부

W2 : 직포 단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소정량의  직포를  권회(卷回)한  권회로올을  직기로부터  대차로  이동재치하여  대차  위에서 
권회를  계속하면서  교환용  중공로올을  직기에  고정설치하며,  대차와  직기의  사이에서  직포를 절단하
여  중공로올에  권회하는  것에  의하여,  직기의  직포  제조운전을  계속하면서  권회로올을  교환할  수 있
도록  한  직포  권회로올의  자동교환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직기에  있어서의  직포 권회로
올의  교환은,  제조된  직포가  소정량  권회되었을  때  직기를  정지시켜서  컷터에  의하여  직포를  그 직
폭의  폭방향으로  인위적으로  절단하고,  권회  완료된  직포  권회로올은  직기에서  회수하여  대차로 옮
겨놓는  한편,  중공로올을  직기에  장착하고,  여기에  직포의  끝을  권회하여  직포를  연속적으로 제조하
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환동작은 의외로 시간을 필요로 하며,  특히 고속 직
기에  있어서는  직기의  정지에  의하여  생산량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최근의  로보트 기술
을  이용하여  이러한  교환동작을  자동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시도도  이루어져  있었으나,  직기를 정지
시키는  일  없이  이러한  동작을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로보트는  아직  실용화  되지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기에  대향하는  위치까지  유도되는  대차에 
로올교환아암을  설치하여  놓고,  이  교환아암을  소정의  교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시켜서  직포 제조작
업  중의  직포를  그때마다  권회하고  있는  권회  로올을  그  상태로서  대차  위에  이동  재치하고,  대차 
위에서  직기  쪽에서  직포  제조되는  직포를  권회되도록  하면서  전기한  로올  교환아암으로서  대차 위
에  사전에  적재준비하고  있는  중공로올을  직기  쪽에  회송(回送)배치하여  전기한  권회하는  직포  위에 
위치하도록  장착하며,  이어서  이  직기  쪽에  장착된  그  중공로올의  근처에  있어서,  전기한  직포 권회
로올에  연결된  직포를  직포의  폭  방향으로  절단하여  직기  쪽의  직포  단부를  중공로올  외주에 말아감
게  하고,  또  한쪽의  절단분리된  직포  단부를  대차위의  직포  권회로올에  권회수납하는  것에  의하여 
직기를  정지시키는  일  없이  직포  권회로올을  자동으로  교환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에  있어서  직기  쪽에  설치한  소정량의  직포가  권회로올에  말려  감겼다는  것을 
검출하여  대차를  직기  대향위치까지  끌어당기고,  또한  로올  교환아암의  작동명령을  내어  최후로 절
단된  직포  단부를  대차  위의  직포  권회로올에  권회수납한  후  소정의  장소로의  복귀명령을  발신하는 
등,  대차에  의한  직포  권회로올  교환  전후의  동작을  순차적이며  또한  자동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
에 의하여 무인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직기에  장착된  직포  권회로올을  대차에서  직조되고  있는  직포와 절단분리하
는  일없이  이동재치하여  직포권회를  계속  진행시키는  한편,  대차에  적재된  중공상의  로올을  직기로 
이송하여  장착한  후,  중공로올  근처에  있어서  직기에서  대차  위의  직포  권회로올에  이르는  로포를 
절단하고  직기  쪽의  직포  단부를  중공상의  로올에  권회하여서  재차  권회작업을  행하게  함에  필요한 
직포  절단  처리기구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러한  직포  절단  처리기구는  (a)  중공로올  근처에  있어서 
직포를  긴장시키면  직포의  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절단수단과  (b)  절단된  직포  끝부분을  중공로올 주
위에 첨착(添着)하도록 경사지게 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절단 후의 직기 쪽의 직포 단부를 중공로올에 말아감기위한 직포 단부 권
회기구를  제공함에  있으며,  이러한  직포  단부의  권회기구는  (a)  중공로올(8)이  직포  끝부분을 밀착
지지하는  수단과  (b)  중공로올(8)의  직기  쪽의  장착위치  근처에서  절단된  직포 단부(W2 )를  중공로올 

주위에 확실하게 권회시키는 수단을 갖춘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을 구체적 예를 표시하는 첨부도면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도∼제10도는  완전  무인화  직포  권회로올  자동교환의  시스템  또는  인위적  조작에  의한  직포 권회
로올의 자동교환 시스템의 개요를 그 작동 공정순서로 도면표시한 것이다.

제1도는  직기(T)에  장착된  직포  권회로올(1)에  소정량의  직포(W)가  권회된  상태를  표시한다. 소정량
의  직포가  권회되어서  직포  권회로올(1)이  교환시기인  것을  검출장치를  사용하여  검출한다.  그 검출
장치는  제1도를  참조하여,  권회된  직포(W)의  길이를  검출하는  권회용  미터(Dm)로  구성되며,  이 권회
용  미터(Dm)가  사전에  설정된  일정한  값에  도달하면  스윗치가  들어가서  신호를  출력한다.  즉, 권회
로올(1)에  소정량의  직포(W)가  권회되어서  그  권회로올을  교환할  시기에  달하면  신호를  출력한다. 
무인화의  경우는  무선  또는  유선신호  전달로서  대차(2)를  유도하여  직기(T)와  대향위치까지 근접하
도록  조작한다.  대차(2)는  사전에  호출하여  대기토록  하여도  좋다.  또한,  (3)은  프레스로올,  (4)는 
회동억지용 스톱퍼(5)를 보유하는 직포 권회 프레스로올, (A)는 안내로올, (B)는 권회로올이다.

제2도는 대차(2)가 직기(T)에 대향하는 소정된 위치에 정치(定置)된 상태를 표시한다.

대차(2)는,  직기(T)에  부착된 투광기(投光機)(Q1 )로부터  나오는  빛을  대차에  부착시킨 수광기(受光

機)(R1 )로서  받으며,  이 수광기(R1 )에서  발신되는 신호(S1 )와,  대차에  부착된 투광기(Q2 )로부터 나오

는  빛을  직기(T)에  부착시킨 수광기(R2 )로서  받고  이 수광기(R2 )에서  발신되는 신호(S2 )의 ＂앤드＂

에 의하여 소정된 위치에 정지되어서 록크된다.

제3도는,  대차(2)에  설치된  2개의  평행한  로올  교환아암(6)(6)이  작동신호에  따라  작동되어 전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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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뻗어나가서, 직포 권회로올(1)의 양쪽 끝을 파지(杷持)한 상태를 표시한다.

로올  교환아암(6)(6)은,  도면에서는  한  쪽밖에  보이지  않지만,  좌우  한쌍의  앞쪽아암(6a)(6a)과 마
찬가지로  좌우  한  쌍의  뒷쪽아암(6b)(6b)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로올  교환아암(6)(6)을 구성
하는  부분의  좌우  한  쌍의  뒤쪽아암(6b)(6b)은  각각  대차(2)의  프레임(F)에서  회전자재하게  지지된 
구동축(6c)의  양쪽끝에서  서로  평행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으며,  상기한  뒷쪽아암(6b)(6b)의  다른쪽 
끝부분,  즉  가동단부에서  다시  그  단부  사이를  연결하는  구동축(6d)이  회전자재하게  지지되어  있다. 
또,  로올  교환아암(6)(6)의  또  다른  하나의  구성요소인  앞쪽아암(6a)(6a)은  상기한  바와같이  좌우 
뒷쪽아암(6b)(6b)의  가동단  쪽에  설치된  구동축(6d)에서  좌우  평행한  상태로  지지되  있다.  그리고, 
상기한  대차(2)의  프레임(F)에  설치된  구동축(6c)에는  도면에서의  표시는  생략하고  있으나, 대차프
레임에  설치된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체인  전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한  모터의  구동에 의해
서  뒷쪽아암(6b)(6b)이  작동된다.  그리고,  상기한  뒷쪽아암(6b)(6b)의  가동단의  구동축(6d)에도, 도
면에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동  뒷쪽아암(6b)(6b)에  장착되어  있는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체인 전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  모터의  구동  등에  의해  앞쪽아암(6a)(6a)이  작동된다.  이러한  작동신호는 
인위조작의 경우는 대차(2)의 록크 후에 보턴조작으로 부여할 수 있다.

무인의  경우에는  예컨대,  상기한 투광기(R1)(R2 )에서  발생되는 신호(S1)(S2 )의  앤드에  의하여 로크시

키고,  이와  동시에  작동신호가  발신되도록  하여도  좋다.  도면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직기(T)쪽의 직
포  권회로올(1)이  축받이에서  지지되고  있는  경우는  로올  교환아암(6)(6)의  작동을  검지시키든가 혹
은  그  작동에  동기하여  직포  권회로올(1)의  구동축과의  계합상태가  해제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지
만,  회전로올  위에  재치하여  직포  권회로올(1)을  종동시켜서  권회동작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직포  권회로올(1)을  끌어올리는  만큼  그  직포권회로올(1)에  대한  회전로올의  마찰구동이  차단되어 
직포 권회로올(1)의 회전이 정지되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

제4도는  로올  교환아암(6)에  지지된  직포  권회로올(1)이  직기(T)쪽에서  대차(2)쪽으로  이송되어서 
대차(2)  위의  로올  재치부(7)(7)에  재치된  상태를  표시한다.  이  로올재치부(7)(7)는  한  쌍의 회전로
올로  구성되며,  그  위에  재치된  직포  권회로올(1)은  종동회전에  의해  권회동작을  행하는  것으로 된
다.  그리고,  직기(T)쪽에서  대차(2)쪽으로  직포  권회로올(1)을  이송할  때에는,  직포  권회로올(1)에 
권회된  직포(W)가  해서(解書)되는  방향으로  로올  교환아암(6)(6)이  이동되고,  또한  로올 재치부
(7)(7)위에서  직포  권회로올(1)은  재차  권회회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그  동안에도  직기(T)가 차
례차례로  직포를  제조하여  내보내고  있어도  지장이  없이,  종래와  같이  직기(T)를  정지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된다.  또한  직포  권회  프레스로올(4)은  그  스톱퍼(5)에  의하여  중공로올(8)이 장
착되는  위치(제4도  2점쇄선위치)에서  약간  간격을  두고  정지하여  프레스로올(3)으로부터의  직포를 
권회로올(1)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

제5도는,  직포  권회로올(1)을  이송재치한  후(α위치),  로올  교환아암(6)이  대차(2)  위  쪽에  적재된 
중공로올(8)을  회수하러  가는  위치(β위치)로  이동한  상태를  표시한다.  도면  표시예의  교환아암은 
전후의  움직임을  아암(6)의  앞쪽아암(6a)으로서  행하고  상하의  움직임을  뒷쪽아암(6b)으로서 행하도
록  하고  있다.  제6도는  로올  교환아암(6)이  그  앞쪽  끝을  윗쪽으로  이동시켜서  대차(2)  윗쪽의 중공
로올(8)을  파지하는  상태를  표시한다.  로올  교환아암(6)은  제5도의  상태에서  직포  권회로올(1)에 의
하여 권회되고 있는 직포(W)의 양 쪽을 통과하여 윗쪽으로 이동된다.

제7도는  중공로올(8)을  직기  쪽으로  회송하여  장착하는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같이 중
공로을(8)의  직포  권회운동을  회전로울로  구성되는  로올  재치부(7)위에  재치하여  행하여  경우에는, 
로올  교환아암(6)에서  중공로올(8)을  소정된  위치에  재치하면  좋으나,  구동축과  연결하여 중공로올
(8)의  직포  권회운동을  부여할  경우에는,  일단  중공로올(8)의  양쪽  끝을  도면표시한  바와같이 로올
레스트(roll  rest)(9)로서  지지하여,  구동축과의  연결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중공로올(8)을 
직기(T)에  장착하였을  때에는,  직포(W)는  직포  권회  프레스로올(4)로부터  중공로올(8)의  아래를 지
나서  대차(2)의  직포  권회로올(1)까지  연속되어  있으며  일정한  장력하에서  권회운동이  부여되는 것
이다.  제8도는  중공로올(8)  장착  후  그  근처에서  대차(2)  위의  직포  권회로올(1)에까지  연장되는 직
포(W)가  그  직포(W)의  폭방향으로  절단되는  상태를  표시한다.  (10)은  직포의  폭방향으로 슬라이드되
는  컷터로서,  대차(2)에서  연장되는  지지아암(11)으로서  직포(W)  아래에서  중공로올(8)  근처의 직포
(W)를  밀어올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컷터(10)는  그  컷터의  칼날(10a)을  사이에  두고  끼어져  있는 
바와같이  직포(W)의  폭방향으로  연장되는  슬라이드봉(12)과  공기  또는  물을  분사하는  노즐(14)을 갖
추고 있다.

제9도는  절단된  직포의  중공로올(8)쪽 직포단부(W2 )가  노즐(14)로부터의  공기  또는  물에  의하여 중

공로올(8)의  외주에  부착되어서  중공로올(8)에의  직포(W)의  권회시작이  개시되는  한편,  절단분리된 
직포 타단부(W1 )는  대차(2)  위의  직포  권회로올(1)에  권회수납되는  상태를  표시한다.  이  경우, 중공

로올(8)쪽의  직포 단부(W2 )는  직포(W)의  폭방향에의  절단과  동시에  중공로올(8)의  외주에 부착시키

는  것이  좋고  상기한  노즐(14)로부터의  공기  또는  물의  분사와  아울러,  또는  그것에  대신하여 중공
로올(8)의  외주에  직포 단부(W2 )가  부착되기  쉽도록  전기한  중공로올(8)의  내부에서  흡인하거나, 또

는  중공로올(8)의  외주에  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매직테이프  등과  같이  계지표면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대차(2)쪽의  직포 타단부(W2 )는  직포  권회로올(1)의  재치  근처에  직포 끝부

분  검출기(24)가  배치되어서  직포  끝부분  통과신호에  의하여  직포  권회로올(1)의  회전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10도는  컷터(10)가  대차(2)에  수납되고,  직기(T)쪽의  중공로올(8)에  직포  권회가  행하여지고  있는 
상태,  즉  로올교환의  완료상태를  표시한다.  대차(2)는  그  대차(2)쪽의  직포 타단부(W1 )가  직포 끝부

분  검출기(24)을  통과한  것을  검지하여서,  직포  권회로올(1)의  회전을  정지시킴과  아울러,  그 통과
신호에  의하여  컷터(10)를  원래의  위치로  복귀시키고,  그  완료된  것을  리미트스윗치(LS)에서 검지하
여 로올의 교환이 완료된 것을 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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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직포  권회동작을  계속하면서  직기(T)에서  대차(2)로  직포  권회로올(1)을 이동재
치하고,  또,  대차(2)에서  직기(T)로  중공로올(8)을  이동재치하며,  또,  직포  절단후  직기(T)쪽  직포 
단부(W2 )을  자동적으로  중공로올(8)의  외주에  권회하여  권회  개시시키는  한편,  대차(2)쪽  직포 타단

부(W1 )를  직포권회로올(1)에  권회수납할  수  있어서,  직기(T)를  정지시키는  일  없이  직포 권회로올

(1)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다.  또는,  대차(2)의  호출조작, 위치
설정,  교환작업의  개시  및  종료,  대차(2)의  스톡커(stoker)에의  유도를  자동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
에  의하여  완전무인화된  직포  권회로올(1)의  자동  교환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한  것에 
있어서  로올  교환아암(6)은  2개의  축으로  하였으나,  전후  상하동작을  행하는  1개의  축아암이라도 동
일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또  대차(2)  위의  직포  권회로올(1)은  한  쌍의  권회로올을 회전시켜
서  직포  절단할  때의  장력을  부여함과  아울러  절단  후의  권회동작도  행하도록  하였으나,  제11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직포  권회로올(1)을  안정되게  위치시키고  그  외주에  따라서  장력로올(15)을 타이
밍풀리(16)를  매개체로  하여  구동벨트(17)에서  미끄럼운동시켜서  직포(W)가  절단될  때  장력을 부여
하고,  절단  후의  권회동작을  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시예에  표시하는  전기한 컷터
(10)를  제12,  13도를  참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대차(2)에  설치한  2관절(關節)  지지아암(11)의 
앞쪽  끝에는  컷터(10)를  부착시킨다.  이  컷터(10)는,  제12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직포(W)의 폭방향으
로  연장되는  슬라이드봉(12)에  컷터  칼날(10a)을  런너(runner)(13)를  매개체로  하여  자유자재로 미
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고,  도면표시한  바와같이  풀리(28)(28)에  감은  벨트(29)로서 구동풀리(30)
를  정·역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에  의하여  폭방향으로  왕복적으로  진퇴운동  되도록  되어  있다.  또, 
상기한  런너(13)에는  제13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중공로올(8)에  있어서의  컷터  대향부  근처를 지향
(指向)하는  것같이  노즐(14)이  배설되어  있으며  컷터  칼날(10a)과  함께  직포(W)의  폭방향으로 이동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들  컷터  칼날(10a)  및  노즐(14)의  이동방향은  도면표시예에서는 모우터
(M)의  회전을  런너(13)의  돌기부(13a)와 리미트스위치(SW1 )  또는 (SW2 )와의  관계에  의하여 제어되도

록  되어  있다(제12도).  따라서  제8도  및  제13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직기(T)에  장착된 중공로올(8)
의  하부에서  직포  권회로올(1)에  연결되는  직포(W)를  약간  들어올리도록  하면,  슬라이드봉(12)과 안
내부(10b)사이의  직포에는  장력이  부여되므로,  컷터  칼날(10a)을  이동시키면  그  직포(W)는  원활하고 
또한  직선적으로  절단된다.  컷터  칼날(10a)과  함께  노즐(14)이  이동되고  중공로올(8)  주연을 지향하
여  유체(예컨대  공기  또는  물)가  분사되면,  절단된  직포 단부(W2 )는  절단과  동시에  중공로올(8)의 

주면에  부착되어  말려감긴다.  상기한  직포  절단  처리기구의  다른  실시예로서는,  제14도에  표시한 것
이  제안된다.  이것은  직포의  폭방향으로  연신되는  슬라이드봉(12)에  자유자재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된  런너(13)에  모우터(M)가  설치되며,  이  모우터(M)의  구동이  전동기어(32)(34)(36)를  매개체로 
하여  구동축(19)에  전달된다.  그리고  구동축(19)에는  피니온(21)이  고정되어  있는  한편, 슬라이드봉
(12)의  아래면에는  랙크(20)가  설치되어서  전기한  피니온(21)과  맞물리고  있으므로  구동축(19)이 회
전되면  런너(13)가  슬라이드봉(12)에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또  전기한  구동축(19)의  앞쪽  끝에는 
베벨기어(22),(22)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베벨기어(22)(22)를  매개체로  하여  컷터  칼날(10a)을 회
전시키고,  이  컷터  칼날(10a)의  회전에  의해서  직포(W)가  절단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15도  및 제
16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슬라이드봉(12)을  단순히  장력  부여수단으로  사용하여,  그것에  평행하게 풀
리(25)(25)에  의하여  타이망  벨트(24)를  설치하고,  컷터  칼날(10a)을  지지한  홀더(23)를  그 타이밍
벨트(24)에  의하여  직포의  폭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또한  이동방향은 예
컨대 리미트스윗치(SW1 )  및 (SW2 )의  접촉면(26)의  접촉작용에  의하여  모우터(M)의  회전방향을 제어하

는  것에  의하여서도  행할  수  있다.  다음에  중공로올(8)에  직포 단부(W2 )를  밀착시켜  권회를  행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전기한  공기  또는  물의  분출에  의하여  직포 단부(W2 )를  중공로올(8)에 향하

여  경사지게  하는  수단  이외에,  제17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중공로올(8)의  외주에  스폰지  등의 흡수
제(81)를  부착하고  이  흡수체(81)에  물을  흡수시켜서  직포 단부(W2 )를  중공로올(8)의  외주에 부착시

켜도  좋다.  흡수체(81)에의  급수는  대차(2)의  중공로올  재치부(82)를  저수탱크로  형성하여 대차(2)
에  재치  중에  흡수체(81)에  물을  흡수시킨다.  또  중공로올(8)의  내부에서  직포  단부에  대하여 흡인
력을  부가시켜도  좋다.  제18도,  제19도는  이  방식을  표시한  것이며,  중공로올(8)을  그  외주  전체에 
걸쳐서  다수의  흡인공(83)을  형성하고,  축받이(84)를  관통하는  흡인로(85)를  매개체로  하여 흡인한
다.  또  컷터(10)는  제20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지지아암(11)으로서  상하로  유도가능하므로,  그 중공
로올(8)쪽  안내부(10b)를  중공로올(8)  외주에  따라서  상부로  미끄럼작동  시키는  것에  의하여서도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기(T)에  장착되어서  시시각각으로  제조되어오는  직포(W)를  권회하고  있는  직포  권회로올(1)을, 전
기한  직포와  절단분리되는  일  없이  전기한  직기와  대향배치되는  대차(2)로  옮겨서  권회를  계속하는 
한편,  전기한  대차  위에  적재되어  있는  중공로올(8)을  직기  쪽으로  이송하여  장착하고,  전기한  대차 
위에  옮겨져  권회를  속행하고  있는  전기한  직포  권회로올의  그  직포를  폭방향으로  절단하여  직기쪽 
직포 단부(W2 )를  중공로올의  주위에  권회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기에  있어서의  직포 권회

로올의 자동교환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한  쌍의  로올  교환아암(6)(6)을  보유하는  대차(2)를  직기(T)에  대향하는  위치까지 
이동시키고,  전기한  로올  교환아암을  작동시켜서  직포(W)와  함께  직포  권회로올(1)을  직기로부터 대
차의  로올  재치부(7)위로  옮겨놓으며,  이  로올  재치부의  직포  권회로올에  직기에서  시시각각으로 제
조되는  직포를  권회하는  한편,  전기한  대차  위에  적재  준비되어  있는  중공로올(8)을  직기  쪽으로 회
송하여  전기한  직포  권회로올에  권회되고  있는  직포  위에  놓듯이  걸어놓고,  이어서  이  직기에 장착
된  중공로올의  근처에서  그  중공로올의  하부로부터  전기한  로올  재치부  위의  직포  권회로올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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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직포를  폭방향으로  절단하여  직기  쪽의  직포 단부(W2 )를  중공로올에  말려감게  하며,  또  한 쪽

의  절단  직포 타단부(W1 )는  대차  위의  직포  권회로올에  권회수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기에 

있어서의 직포 권회로올의 자동교환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직포  제조된  소정량의  직포(W)가  직포  권회로올(1)에 
권회된  것을  검지하고,  이  검지신호에  의하여  중공로올(8)을  재치한  대차(2)를,  그  직기 대향위치까
지  호출하여  위치를  설정하며,  위치  설정신호에  따라서  대차  위에  설치된  로올  교환아암(6)을 작동
시켜서  제조가  계속되고  있는  직포를  시시각각  말아감고  있는  직포  권회로올을  그  상태에서 직기로
부터  대차의  로올  대치부(7)  위에  옮겨놓고,  그  로올  재치부의  직포  권회로올에,  직기에서 시시각각
으로  제조되는  직포를  권회하는  한편,  계속하여  전기한  로올  교환아암에  의해  대차  위에  적재 준비
되어  있는  중공로올을  직기쪽으로  회송하여  전기한  직포  권회로올에  권회되고  있는  직포  위에 놓여
지도록  걸쳐놓으며,  이어서  이  직기에  중공로올의  근처에서,  그  중공로올의  하부로부터  전기한  로올 
재치부  위의  직포  권회로올에  연결되는  직포를  직포의  폭방향으로  절단하여  직기  쪽의  직포 단부
(W2 )를  중공로올에  말아감기게하고,  또다른  한편의  절단된  직포 타단부(W1 )는  대차  위의  직포 권회로

올에  말아감아  수납하여,  또한  로올  교환  완료신호에  따라서  대차를  소정의  대기  위치까지 복귀시키
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기에 있어서의 직포 권회로올의 자동 교환방법.

청구항 4 

직기(T)에  장착되는  제조된  직포(W)를  말아감는  직포  권회로올(1)과,  직기에서  이송된  전기한  직포 
권회로올의  권회를  속행하는  대차(2)와,  이  대차에  적재된  중공로올(8)과,  전기한  직포  권회로올을 
직기에서  대차로  이송하는  수단과,  중공로올(8)을  대차(2)에서  직기로  이송하는  수단과,  전기한 직
포를  폭방향으로  절단하는  절단수단인  컷터(10)와,  절단된  직포  단부(W2)를  직기에  장착시킨  전기한 
중공로올에  경사지게  하는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기에  있어서의  직포 권회로올
의 자동교환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전기한  직기(T)에서  대차(2)위의  직포  권회로올(1)에  연결되는  직포(W)의 절단수단
인  컷터(10)가,  직포의  폭방향으로  연장되는  슬라이드봉(12)에  따라서  주행하는  절단용  칼날(10a)을 
갖추고,  또한  그  자체는  중공로올(8)의  근처에  접근  가능하게  구성되고  있는  한편,  중공로올의 주면
을  향하고  있는  노즐(14)로부터  분사되는  유체에  의하여  절단된  직포 단부(W2 )를  중공로올(8)의 주

면에  근접하여  불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기에  있어서의  직포 권회로
올의 자동교환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전기한  중공로올(8)의  주면을  향하는  노즐(14)이  절단용  칼날(10a)과  함께 슬라이
드봉(12)을  따라서  직포(W)의  폭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기에 있어서
의 직포 권회로올의 자동교환장치.

청구항 7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전기한  중공  로올(8)의  외주에  직포 단부(W

2 )를  밀착하여  지지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전기한  중공로올의  직기(T)쪽의  장착된  위치  근처에서 전

기한  직포  단부를  중공로올(7)  주위로  유도하는  수단을  구비하며,  절단된  직포 단부(W2 )를 중공로올

(8)에  권회하여,  직포  권회를  계속  진행시키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기에  있어서의  직포 
권회로올의 자동교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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