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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종이 권취기용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

요약

본 발명은 구동 샤프트가 권취기상의 스풀과 결합하기 위하여 머신 방향으로 그리고 머신 교차 방향으로 
이동되는 제지기의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에 관한 것이다.  구동 샤프트는 외부 원통형 셸에 탄성적으로 
링크 결합된 내부 구동 샤프트를 구비함으로써, 내부 샤프트와 외부 셸간의 오정렬을 허용하여, 구동 헤
드가 그 위에 형성된 종이 롤에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풀과 결합할 때 수평 및 수
직 방향 변위 뿐만 아니라 각상 변위를 허용한다.  구동 샤프트 축선의 위치는 항상 기하학적 고려부터 
측정되며, 그 데이터는 권취 스풀의 축선상에 구동 샤프트를 위치설정시키는데 사용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종이를 롤 형태로 권취 및 취급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제지기
로부터 종이를 수집 및 제거하기 위한 종이 권취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이는 제지기상에 형성된 연속 웨브로서 제조된다.  종이 섬유와 물로 이루어진 슬러리를 가동 스크린상
에 침적함으로써, 제지기의 이른바 습식 단부(wet end)에서 종이 웨브가 성형된다.  스크린상의 섬유 메
트는 우선적으로 탈수된다.  이렇게 형성된 섬유 메트의 주성분은 물이며, 이러한 물은 점진적인 압축 단
계를 통해 제거된 이후에 가열식 건조 롤상에서 건조된다.  건조된 종이 웨브는 대향하는 롤러 사이에서 
웨브를  압축하여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종이  두께의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캘린더  또는 슈퍼캘린더
(supercalender)를 통과하면서 평활화(平滑化)될 수도 있다.

습식 단부에서의 종이 성형으로부터 건조 단부에서의 캘린더링에 이르기까지 제지 작업에 포함된 모든 공
정은 사실상 연속한다.  그러나, 종이 웨브를 제지기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그것을 스풀상에 권취, 즉 
감는 제지 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본래부터 단속적인 공정이므로, 종이 웨브가 불균일하게 처리되게 할 수 
있다.

현대의 제지기상에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종이 릴은 120 인치 이상의 직경과200 내지 400 인치의 릴 너비
를 갖는다.  소위 머신 릴 또는 점보 릴(jumbo reel)상의 종이는 신문과 같은 종이를 소비하는 고객에 의
하여 사용되는 개별 릴 또는 셋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종이를 다시 권취하여 절단하고, 때때로 코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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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수년간 수행된 연구는 점보 또는 머신 릴에 형성된 
종이 웨브가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한 손상은 시이트의 연부 부근에서의 찢어짐이나 중
심 부근에서의 구김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손상은 종이 코팅기 또는 재권취기에서 부
가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때나 신문 웨브 프레스에서 사용될 때 종이 웨브를 파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보 릴에서 형성된 작은 종이 롤은 한 셋트가 된다.  마지막 셋트는 원래 점보 릴의 중심에 가장 인접한 
종이이며, 그것은 점보 릴 스풀상에 최초로 권선된 종이이다.  몇몇 제지기에 있어서, 종이 등급에 관한 
모든 불합격품중 70 내지 80 퍼센트가 릴에서 벗겨지는 마지막 셋트에서 발생되는 것이 연구에 의하여 입
증되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프레스 룸 종이 웨브의 73 퍼센트가 릴에서 벗겨지는 마지막 셋트가 프린
팅되는 동안 파단되었다.

종이를 제조하는 속도가 증가하고 웨브 너비가 넓어지면, 권선 점보의 크기와 중량 또한 증가한다.  지금
까지 릴 결함에 기인한 종이 손실율은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머신 롤의 크기가 증
가하면, 기존의 종이 릴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경쟁력 증가에 기인하여 그리
고 천연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최대 효율에 관한 관심의 증가에 기인하여 제품 결함의 허용차와 어떤 종
류의 폐기물이 감소되었다.

머신 릴 또는 점보 릴에서의 결함 해결책은 릴상에서 종이 웨브를 보다 균일하게 감는 것이다.  릴 랩의 
타이트니스(tightness) 또는 품질은 3가지 요인, 즉 인장력, 닙 압력(닙 압력의 균일성을 위한 릴 지지를 
포함) 및 토오크에 의존한다.  제지 권취기는 제지기 구동부에 의하여 적절한 인장력을 부과하도록 선택
된 속도로 피동되는 릴 드럼을 구비한다.  인장력은 소정의 종이 등급과 강도를 위해 선택되며, 소정 등
급의 종이 인장력의 10 내지 25 퍼센트가  일반적이다.  그 상부에 장착된 종이 릴과 웨브 스풀은 릴 드
럼에 대항하여 그 사이에 닙부를 형성하는 상태로 겹쳐있다.  닙부는 코어상에 권취된 종이를 압축한다.  
그와 동시에, 적어도 초기에는, 릴 드럼은 릴에 대한 초기 권취 동안 어느 정도의 지지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인장력은 머신 릴을 구동하는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centerwind assist drive)에 의하여 제어될 수도 있
다.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는 코어상에 장착될 때 릴 드럼과 머신 릴 사이의 웨브에 인가되는 인장력을 
조절하는 차동 토오크 제어기(differential torque controller) 를 갖는 차동 토오크 구동부이다.  발명
의 명칭이 '릴-업 및 릴-업에서의 닙 압력의 조정 방법'인 독일 특허 출원 제91850261.8호에는 릴에서의 
상술한 문제점중 일부를 해결한 릴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독일 출원은 릴 드럼의 회전축을 중심
으로 선회 이동하는 경동 레일(tilting rail)을 구비한다.  종이 웨브가 권취되는 릴의 코어는 레일상에
서 구동한다.  상기 독일 출원은 웨브가 머신 릴상에 권취될 때 머신 릴과 릴 드럼 사이에 형성된 닙부의 
부하가 균일하게 존재하도록 레일과 수평선간의 각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개시한다.

또 다른 종류의 권취 시스템으로는 본원에서 설명한 문제점에 보다 덜 민감한 밀도가 균일한 머신 릴을 
제조하기 위하여 인장력, 닙 및 토오크를 연속적으로 제어하는 벨로이트사 제품의 TNT 시스템이 있다.  
벨로이트사의 TNT 머신은 릴 드럼 상방에 위치하는 수평한 레일을 채용한다.  릴 드럼은 수직으로 위치설
정될 수 있으며 닙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로드셀에 응답하여 제어된다.  벨로이트사의 TNT 머신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권취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함을 최소로하면서 균일한 구조의 머신 롤을 제조한다.  
벨로이트사의 TNT 머신은 우수한 균일성을 갖는 점보 머신 롤을 제조하기에 만족스런 해결책을 제공하지
만,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제지 업계는 매우 다양한 종이와 판지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구조와 수명이 여러 가지인 설치 기계류를 토대로 한다.

완전히 새로운 권취기 구조가 종이 웨브를 점보 릴상에 권취하는 것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을 극복하는 것
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이  증명되었지만,  종래  포프형  릴(Pope-type  reel)의  대형  설치  베이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종류의 릴에 있어서 구동 롤 상방에 위치하는 제1 아암은 스풀을 수납한다.  제1 아암
은 종이 웨브의 감기가 시작되는 구동 드럼과 스풀을 결합시킨다.  웨브가 롤상에 감겨질 때, 제1 아암은 
구동 드럼의 축선과 거의 평행하게 연장하는 한 쌍의 평행한 레일 위로 이동시킨다.  종이 웨브는 제2 아
암에 의하여 구동 드럼과 결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풀상에 연속적으로 감겨진다.  이러한 권취기가 예를 
들면 카알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3,743,199호와 멜라드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3,857,524호에 
개시되어 있다.  포프형 권취기는 권취기 드럼에 대항하여 릴을 가압하기 위하여 제2 권취기 아암을 이용
하는 기구를 통해 권취기 드럼과 릴 사이의 닙 압력을 제어한다.  릴상에 권취된 종이의 균일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필요성은 권취된 롤의 균일성과 구조에 영향을 주는 3개의 매개변수, 즉 스풀/코어에 인가되는 
토오크, 권취된 웨브 롤과 지지 드럼간의 선형 닙 압력, 롤상에서 권취되는 유입 웨브에서의 인장력에 주
목하는 것을 요한다.

기존의 릴 또는 권취기는 권취된 웨브 롤과 지지 드럼간의 닙 압력을 주로 제어한다.  종래 포프형 권취
기에서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채용하는 것은 드럼 상방의 제1 아암으로부터 제2 아암까지 그리고 지지 
레일을 따른 스풀/코어에 의해 취해진 통로가 돌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
러한 통로의 복잡성은 권취된 웨브에 불균일성을 야기하고, 종이 웨브가 코어상에 형성될 때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코어에 대하여 구동식으로 연결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

종래 포프형 권취기에 채용되어 그 위에 형성된 종이 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심 권취 보조 구동
부가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는 제1 캐리지상에 장착된 구동 모터와 기어 박스를 구비한다.  제1 캐
리지는 머신 교차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일련의 선형 가이드 레일에 장착된다.  제1 캐리지는 머신 방향으
로 이동하도록 선형 가이드 레일상에 장착된 제2 캐리지상에 장착된다.  제1 캐리지상에 장착된 가동형 
아암상에는  구동  샤프트가  장착된다.   기어  박스의  출력부와  구동  샤프트  사이에는  구동  벨트가 
연장하며, 상기 벨트는 구동 아암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중공의 원통형 셸을 구동시킨다.  구동 샤프트
는 외부 원통형 구동 셸과 내부 구동 샤프트로 구성된다.  내부 구동 샤프트는 한 단부에 구동 헤드를 다
른 단부에 탄성 구동 링크를 구비하므로, 상기 내부 구동 샤프트를 외부 구동 셸에 연결하지만 내부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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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트와 외부 구동 셸간의 약간의 오정렬을 허용한다.  내부 구동 샤프트와 구동 헤드 사이에 유연한 링
크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 구동 샤프트와 구동 헤드 사이에 수평 및 수직 변위뿐만 아니라 각상
(角狀) 변위가 허용된다.  구동 헤드는 스풀과 결합하여 스풀상에 형성된 종이 롤에 중심 권취 보조 구동
부를 제공한다.  피동 스풀의 축선 위치는 항상 제1 스풀 아암의 각 위치, 권취기 구동 릴의 직경 및 속
도, 릴 지지 레일의 높이, 릴 지지 레일상의 피동 스풀의 위치 및 스풀상에 형성되는 종이의 각 속도에 
기초한 기하학적 고려에 의하여 측정된다.

이렇게 얻어진 지식과 구동 스풀의 축선 위치에 의하여, 중심 권취 보조 샤프트는 구동 샤프트 아암의 각 
위치,  제2  캐리지의  선형  위치  및  머신  방향으로  활주  이동하는  레일상의  이동을  제어하여  위치 
설정된다.

본 발명의 한 특징은 포프형 권취기용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종이 웨브가 권취되는 스풀의 축선의 계산된 위치까지 피동되는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종이 롤상에 감겨진 종이 웨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구동 샤프트와 릴간의 변위 및 각위치 관계에서의 오정렬을 수용할 수 있는 중
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및 기타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 도면과 관련된 하기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권취기상의 권취 드럼과 결합할 때 스풀과 결합하는 본 발명의 중심 권취 보조 구동기의 측면도이
다.

도 2는 종이 릴이 권취기상에 거의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도 1의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와 권취기의 측면
도이다.

도 3은 도 2의 선 3-3을 따라 절취한 중심 권취 구동 샤프트와 지지 아암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4는 스풀과 구동 롤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는 구동 롤상에 결합된 스풀의 개략도이다.

도 6은 지지 레일상에 결합된 스풀의 개략도이다.

도 7은 도 1의 구동부 지지 아암과 구동 샤프트의 부분 측면도이다.

실시예

유사한 부재에는 동일한 참조부호가 병기된 도 1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도 1 및 도 2에 권취기(20)가 도
시되어 있다.  권취기(20)는 제지기의 일부를 이루며, 권취기의 상류측에 형성된 연속한 종이 웨브(37)를 
수납한다.  권취기(20)는 강체 지지 프레임(24)에 고정된 두 개형 펴행한 지지 레일(22)을 구비한다.  지
지 프레임(24)에는 축선(28)을 중심으로 권취기 구동 롤(26)이 회전가능하게 장착되어 있으며, 상기 권취
기 구동 롤은 구동면(30)을 구비한다.  제1 아암(32)은 스풀(36)을 수납 및 보유하는 결합 기구(34)를 구
비하며, 상기 스풀상에는 종이 릴(42)이 웨브(37)로부터 권취된다.  스풀(36)은 종래 스풀 공급 기구(비
도시)로부터 결합 기구(34)에 공급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아암(32)은 원호를 따라 스풀(36)을 
이동시켜, 스풀을 구동 롤(26)의 구동면(30)과 결합시킨다.

프레임(40) 상에는 중심 권취 보조 시스템 또는 구동부(38)가 이동하도록 장착된다.  프레임(40)은 스풀 
이동 레일(22)의 한 측면 또는 양 측면에 대하여 외향으로 이격되어 있다.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38)는 
제1 캐리지(42)상에 지지된다.  제1 캐리지(42)는 머신을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하는 일련의 평행한 직
선 가이드 레일(44)상에 측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장착된다.  머신을 교차하는 직선 가이드 레일(44)은 직
선 가이드 레일(48)상의 머신 방향으로 이동하는 제2 캐리지(46)에 고정되며, 상기 레일(48)은 지지 레일
(22)과 평행한 머신 방향으로 연장한다.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38)는 이동 스풀과 협력하여 머신 방향
으로 이동하도록 장착되며, 또한 스풀과 결합 및 분리하도록 머신을 교차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38)는 웨브가 권취되는 스풀에 대하여 회전가능한 샤프
트상에 장착된 스풀 커플링(94)을 위치 및 구동시키도록 구성된다.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38)는 제1 캐
리지(42)에 장착된 모터(50)를 구비한다.  모터(5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것에 장착된 제1 풀리
(54)를 구동시키는 출력 샤프트(53)를 구비하는 기어 박스(52)를 구동시킨다.  구동 샤프트 지지 아암
(56)은 출력 샤프트(53)의 축선과 동심인 하부 피벗 축선(58)을 중심으로 선회 이동가능하게 장착되어 있
다.  아암(56)은 출력 샤프트(53)에 평행한 스풀 구동 샤프트(60)를 지지한다.

스풀 구동 샤프트(60)는 복합 구조로 이루어지며, 외부 관형 중공 샤프트(62)와 스풀을 구동시키는 내부 
구동 샤프트(70)로 구성되고, 상기 샤프트는 지지 베어링(64)에 의하여 아암(56)에 장착된다.  외부 구동 
샤프트(62)는 기어 박스의 출력 샤프트(53)상의 제1 풀리(54)를 외부 샤프트(62)상에 장착된 제2 풀리
(68)에 연결하는 로프형 벨트(66)에 의하여 구동된다.

내부 구동 샤프트(70)는 중공 외부 샤프트(62) 내측에 장착되며 가요성 커플링(74)에 의하여 비스풀(non-
spool) 결합 단부(72)에서 외부 구동 샤프트(62)에 연결된다.  가요성 커플링(74)은 팽창식 블레더 또는 
에어 튜브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다른 유사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내부 샤프트(70)는 한 단부에서 가
요성 커플링(74)에 의하여 그리고 다른 단부에서 내부 샤프트 베어링(76)에 의하여 지지된다.

11-3

1019980702646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 아암(56)은 유압 실린더와 같은 작동기(92)에 의하여 캐리지(42)에 대하
여 위치설정된 장착판(82)에 선회 이동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부 샤프트 베어링(76)은 샤프트 링
(78)상에 지지된다.  구동 샤프트 지지 실린더(80)는 샤프트 링(78)에 의하여 내부 구동 샤프트의 중량을 
지지한다.  구동 샤프트 지지 실린더(80)는 장착판(82)에 대하여 선회 이동가능하게 연결된다.  장착판
(82)은 지지 링(84)에 의하여 구동 아암(56)에 선회 이동가능하게 장착된다.  장착판(82)은 평행한 링크
에 의하여 베이스(88)에 연결되며, 따라서 그것이 승강 및 하강할 때 베이스에 대하여 그 방향을 유지한
다.  아암(56)은 장착판(82)을 아암 베이스(88)에 평행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 아암(90) 하방에서 아
암 베이스(88)의 아암 피벗부(58)상에서 선회이동한다.  아암(56)은 작동기(92)에 의하여 승강 및 하강된
다.  그러므로, 아암 작동기(92)는 스풀 결합 커플링(94)을 스풀(36)상에 권취되는 종이 웨브(37)에 대하
여 z 방향으로 또는 수직 방향으로 위치설정하기 위하여 스풀 구동 샤프트(60)를 이동시킨다.

스풀 커플링(94)은 제2 가요성 커플링(98)에 의하여 내부 구동 샤프트(70)의 단부에 결합된다.  제2 캐리
지(46)는 스풀 커플링(94)을 머신 방향으로 위치설정하기 위하여 머신 방향 작동기(100)에 의하여 제어된
다.  스풀 커플링(94)은 캐리지(42)를 머신 교차 작동기(102)로 머신 교차 방향으로 구동시키므로서 수풀
(36)과 결합 또는 분리하도록 이동된다.

제지기상에 형성된 종이 웨브(37)는 분당 2천 내지 4천 피트의 비율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당 6
천 피트 이상의 비율로도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웨브는 스풀(36)상에 종이 롤(41)로 연속적으로 형성 및 
권취된다.  롤을 권취하는 공정은 스풀 공급 시스템이 제1 아암(32)의 결합 기구(34)에 스풀을 전달하면
서 개시한다.  스풀(36)과 결합 기구(34)의 결합은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명확하게 검출되며, 
상기 리미트 스위치는 아암(32)에 장착되고, 스풀(36)이 결합 기구(34)에 적절히 위치될 때 작동된다.  
따라서, 스풀(36)과 결합 기구(34)이 결합하면 스풀 단부(96)를 권취기(20)에 의하여 형성된 기준 프레임
에 대하여 고정 지점에 위치시킨다.

결합 기구(34)에서 스풀 커플링(94)과 스풀 단부(96)의 결합 시에, 스풀 커플링의 위치는 알고 있어야 한
다.  스풀 커프링(94)은 지지 링(84)에 대하여 밀기 위하여 두 개의 센터링 실린더(104)를 장착판(82)으
로부터 연장시키고 그리고 권취기 좌표계에 대하여 기지의 중심 지점에 스풀 커플링(94)을 위치시킴으로
서 기지의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스풀 커플링(94)은 스풀 커플링(94)이 스풀 단부 θ와 동일한 높이에 있을 때까지 아암(56)을 승강시키기 
위하여 작동기(92)를 작동시켜 스풀 단부(96)와 결합하게 된다.  머신 방향 작동기(100)는 스풀 커플링
(94)이 머신 방향으로 스풀 단부(96)와 정렬되도록 제2 캐리지(46)를 위치시킨다.  그리고 머신 교차 방
향 작동기(102)는 스풀 커프링(94)과 결합하도록 스풀 단부(96)를 향하여 제1 캐리지(42)를 이동시킨다.

스풀 커플링(94)이 스풀(36)과 결합하면, 센터링 실린더(104)는 수축하여, 스풀 커플링(94)이 부양하게 
된다.  이러한 스풀 커플링(94)의 부양은 외부 구동 샤프트(62)와 스풀(36)간의 사소한 오정렬도 조정한
다.  모터(50)는 제1 풀리(54)와 제2 풀리(68)사이에 결합된 벨트(66)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외부 구동 샤
프트(62)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직각 기어 감속기(52)를 구동시킨다.

외부 구동 샤프트(62)는 공기 충전 탄성 블레더(air-filled elastic bladder) 또는 일정 속도 조인트와 
같은 가요성 커플링(74)에 의하여 내부 구동 샤프트에 결합되어 있다.

내부 샤프트(70)와 스풀 커플링(94)사이에 위치하는 제2 가요성 커플링(98)은 제1 가요성 커플링(74)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스풀 단부(96)와 스풀 커플링(94)의 얼라인먼트를 제공한
다.  스풀 커플링(94)과 스풀 구동 샤프트(60)의 위치 설정은 아암 작동기(92), 머신 방향 작동기(100) 
및 머신교차 방향 작동기(102)가 스풀 단부(96)의 기지(旣知) 또는 계산된 위치에 스풀 커플링(94)을 위
치시키도록 제어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일반적인 용도의 컴퓨터에 의하여 제어된다.  스풀 구동 샤프
트(60)의 위치 설정이 개루프 형태로 수행될 수 있지만, 샤프트 인코더와 같은 각 측정 센서를 아암(58)
의 제1 축선상에 제공하고 변환기를 제1 및 제2 캐리지상에 선형으로 위치시키는데 유리하므로, 피이드백
은 스풀 커플링(94)을 보다 정밀하게 위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도 1, 2 및 4 내지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포프형 권취기(pope-ytpe winder; 20)는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구비하지 않거나 종이 롤이 지지 레일(22)상에 지지된 이후에만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구비한다.  종이가 롤로 권취될 때의 불균일성은 종이 롤의 권취 상태에서의 결함의 주원인일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재권취기 또는 프린팅 프레스에서의 후가공은 종이를 끊어지게 하여 형성된 종이 롤의 불
균일성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권취 롤의 경도 또는 균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3개의 매개변수로서, (1) 스풀에 인가되는 토오크, 
(2) 권취 웨브 롤과 지지 드럼간의 선형 닙 압력 및 (3) 롤로 권취된 접근 웨브에서의 장력이 알려져 있
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제지기의 기계 속도에 대하여 권취기 구동 롤(26)의 속도를 제어하고 간명성으로 
위하여 도 6에만 도시된 제1 아암(32)과 제2 아암(51)을 권취기 구동 롤(26)에 대항하여 가압하는 힘에 
의하여 닙 압력을 제어함으로써 포프형 권취기에서 제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구는 종이 너비
가 넓고 직경이 큰 종이 롤이 형성되는 몇몇 경우에 불충분한 것이 발견되었다.

롤 균일성을 개선하는 해결책은 중심 권취 보조부를 추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심 권취 보조부를 이
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그리고 최신식 점보 종이 롤의 군일한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완전히 
재구성된 다수의 권취기가 개발되었다.  포프형 권취기에 있어서, 제1 아암은 스풀을 권취기 드럼상에 위
치시키고 지지 레일상에 스풀을 하향 안착시키며, 제2 아암은 레일상에 일단 스풀을 결합시키고 나서 권
취기 드럼에 대항하여 가압하여, 닙 압력의 불균일성이 도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중심 권취 보조부(38)는 스풀 단부(96)와 결합 및 추적할 수 있는 3개의 자유도를 갖는 시스템
을 채용한다.  스풀 단부(96)를 추적하기 위하여,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38)가 결합 및 구동 관계를 연
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풀 단부(96)에 의하여 취해진 통로는 종
이 롤(41)이 스풀(36)상에 권취될 때 기하학적인 고려에 의하여 구속된다.

도 4, 도 5 및 도 6은 다른 기학학적 매개변수가 스풀 단부(96)의 위치를 결정하는 동안 스풀(36)상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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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롤(41)을 형성하는 3개의 다른 형태의 공정을 도시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풀(36)은 제1 
아암(32)의 결합 기구와 결합하는 초기 위치에서 개시하고, 제1 아암(32)의 회전에 의하여 형성된 만곡 
통로(106)를 따라 회전한다.  만곡 통로(106)는 구동 롤(26)의 상사점으로 간주되는 지점(108)에서 구동 
롤(26)의 표면(30)과 교차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 롤(26)의 축선(28)에 대한 스풀 단부(96)의 축선 또는 중심 위치는 θ와 
ρ로 환산한 극좌표로 한정될 수 있다.  스풀 단부(96)의 중심과 구동 롤(26)의 축선(28)을 교차하는 직
선과 수평선 사이의 각도는 θ로 한정되며, 두 축선간의 거리는 ρ로 한정된다.  세타와 로우는 제1 아암
(32)의 피벗부상에 장착된 각 변환기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간단한 좌표 변환은 제1 아암의 각 위치
를 ρ,θ 좌표로 해석된다.

스풀(36)이  중심 상사점(108)에서 구동 롤(26)의  표면(30)에  결합하면,  종이 턴업 기구(paper  turn-up 
mechanism; 비도시)는 스풀(36)을 중심으로 종이 웨브를 감기 시작하며 형성된 종이 롤(41)로부터 종이 
웨브를 분리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풀(36)이 제1 아암(32)에 의하여 계속 보유되는 동안, θ
는 제1 아암상의 각 센서로부터 추론할 수 있으나, 종이가 스풀상에 권취되기 시작하면, ρ는 구동 롤
(26)의 반경, 스풀과 그 위에 형성된 종이 롤의 합성 반경에 종속한다.

구동 롤(26)의 반경은 고정 및 그것을 알고 있고, 종이 롤(41)의 반경은 내부 구동 샤프트(70)의 회전 각
속도 또는 회전율을 측정하는 각속도 센서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종이 롤(41)과 구동 롤(26)이 구동식 
결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각속도의 비는 각각의 반경간의 비율이어야 한다.  따라서, 내부 구동 샤프
트상의 각속도 센서와 제1 아암상의 각 센서는 측정된 구동 롤(26)의 각속도와 기지의 고종된 직경과 더
불어 스풀 단부(96)의 회전을 측정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풀이 제1 아암(32)에 의하여 더 이상의 위치 설정되지 않지만, 그 대신 평행
한 레일(32)상에서 구동하며 제2 아암(51)에 의하여 구동 드럼(26)에 대하여 가압되는 경우에 제3의 기하
학적 관계를 얻는다.  스풀 단부(96)의 좌표는 지지 레일(22)상의 스풀 중심의 고정 높이와, 도 6에서 ρ
가 구동 롤(26)과 종이 롤(41)의 반경 합과 동일한 상태에서 구동 드럼(26)과 종이 롤(41)간의 상대적인 
각속도에 의하여 측정된 스풀과 종이 반경에 의하여 측정된다.  구동 롤은 구동 롤(26)의 각속도에 대하
여 내부 샤프트(70)상의 센서에 의하여 검출된 종이 롤(41)의 각속도로부터 측정가능한 반경을 갖는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스풀 단부(96)의 위치를 일전하게 측정하여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가 스풀 커플링
(94)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스풀 단부(96)와 결합하도록 기지의 구동 롤의 직경과 지지 레일의 위치와 더
불어 제1 아암의 각 위치와 구동 롤(26)과 스풀(36)의 각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함께 도 4 내지 도 6에 
도시된 3개의 기하학적 관계를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치(20)는 구동 롤을 따라 그리고 평행한 레일상에서 이동하는 것에 의하여 제1 아암상의 제1 
결합으로부터 완전한 이동 동안 스풀(36)에 중심 권취 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각
속도 센서와 각위치 센서는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가 스풀의 이동을 추적하도록 하고 적절한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게 한다.

유압식 실린더가 설명되었지만, 볼 및 스크류 작동기, 타이밍 벨트, 공압식 또는 선형 기어 드라이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38)의 한 주요한 특징은 형성된 종
이 롤에 관한 권취의 균일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비대칭 부하를 방지하는 것이다.  구
동 샤프트(70)와 스풀 커플링(94)의 중량을 지지하기 위하여 구동 샤프트 지지 실린더를 사용하면 구동 
샤프트의 중량이 스풀 단부(96)상에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종이 권치가 연속한 공정이기 때문에, 제1 아암(32)의 속도까지 회전됨과 동시에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
(38)는 지지 레일(22)상에 지지된 종이 롤(41)의 권취를 종료하는 동안, 제1 아암이 스풀(36)에 결합할 
수 있도록 권취기(20)의 각 측면상에 위치하는 두 개의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38)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는, 외부 랩 종이에서의 장력이 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종이 롤(41)이 완료하기 전까지 중
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사용하여 단일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분리하여 제1 지지 아암에 있는 다음 스
풀에 결합하도록 권취기 롤을 향하여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지지 레일(22)상에 잔류할 때 형성된 종이 롤상의 스풀 위치는 다소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제
2 아암의 각 위치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단일의 제1 아암과 제2 아암만을 도시하였지만, 제1 및 제2 아암이 장치의 각 측면상에 위치하는 
한 쌍의 아암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 기존의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는 수 센티미터의 웨브가 스풀상에 쌓아 올려진 이후에 롤이 수평한 
선형 레일상에 조립된 때에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취된 롤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권
취 작동의 시작부터 스풀에 토오크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크레이프 페이퍼 또는 무탄소 
복사지 등급을 감을 때와 같은 몇몇 적용시에, 종이 제품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낮은 닙 압력이 제공되어
야 한다.  종래 포프형 릴에 중심 권취 토오크가 제공되지 않으면, 크레이프 페이퍼 및 무탄소 복사지가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낮은 닙 압력은 웨브 롤을 권치하도록 구동시키기에 충분한 마찰력
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38)는 종이 웨브가 스풀상에 형성되는 이동으로부
터 신규의 그리고 기존의 포프형 권취기에 일정한 중심 권선 보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본원에서 설명 및 도시된 부품들의 특정 구조 및 배열에 제한받지 않지만, 하기의 청구범위에 
속하는 변형예를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축선을 갖는 구동 롤과, 종이 롤이 권취되는 스풀을 수납 및 지지하기 위한 지지 레일을 구비하고, 상기 
레일은 거의 수평하며, 권취기 드럼의 축선과 거의 일치하는 레벨에 위치하는, 권취기상에 중심 권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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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동부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전축과 하나 이상의 단부를 갖는 권취기 스풀과 제1 아암간의 결합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스풀이 제1 아암상에 장착되어 동안,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와 스풀의 한 단부를 결합시키는 단계,

상기 스풀이 레일과 접촉할 때 까지 아암을 이동시키고, 상기 이동된 제1 아암의 회전각을 기준 위치에 
대하여 측정하는 단계,

측정된 회전각, 측정된 스풀의 각속도, 기지의 레일 위치 및 구동 롤에 대한 기지의 반경 및 각속도를 이
용하여, 제1 단부에 로드될 때부터 종이 롤이 완전히 권취될 때까지 스풀의 적어도 한 단부와 스풀의 축
선의 위치 및 통로를 측정하는 단계,

릴을 권취하는 동안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가 스풀과 연속적으로 결합하도록 스풀의 축선과 스풀 단부의 
측정된 통로와 위치에 응답하여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의 위치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권취기상에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풀이 레일상에 위치할 때 형성된 종이 롤을 권취기 드럼에 대항하여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2 아암을 사용하는 단계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취기상에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스풀의 단부와 결합시키는 단계는 캐리지에 선회식으로 
장착된 아암상에서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이동시키는 단계와, 상기 캐리지를 머신 방향 및 머신 교차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취기상에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스풀의 단부와 결합시키는 단계는 제1 스풀 결합 단부를 
구비하는 내부 샤프트와 외부 샤프트를 탄성적으로 결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외부 샤프트를 구동시키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취기상에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는 머신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장착된 캐리지, 상기 캐리지에 
장착된 모터, 상기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어박스, 상기 기어박스로부터 연장하는 출력 샤프트, 상기 
기어박스의 출력 샤프트에 의하여 구동되는 중심 권취 보조 샤프트 및 상기 중심 권취 보조 샤프트가 회
전 가능하게 장착된 아암을 구비하며, 상기 아암은 캐리지에 선회식으로 장착되고, 상기 아암은 권취기 
스풀의 회전축과 거의 평행하게 중심 권취 보조 샤프트를 지지하고, 상기 캐리지의 머신 방향 이동과 협
력하여 아암의 선회이동은 샤프트를 스풀의 축선과 거의 동축으로 위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취기
상에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샤프트를 스풀과 결합 및 분리시키기 위하여 머신 교차 방향으로 운동을 제공
하기 위한 수단을 부가적으로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취기상에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7 

종이 권취기용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에 있어서,

종이 롤이 스풀상에 형성될 때, 상기 스풀이 권취기상의 통로를 이동하면, 스풀에 의하여 형성된 축방향 
단부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위치 측정 수단;

회전가능한 구동 샤프트; 그리고

구동 샤프트가 그 위에 종이 롤이 권취되어 있는 권선기를 통과할 때 스풀과 결합하도록 상기 위치 측정 
수단에 응답하여 구동 샤프트를 위치설정하기 위한 위치 설정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샤프트 위치 설정 수단은 머신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장착된 캐리지, 상기 캐
리지에 장착된 모터, 상기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어박스, 상기 기어박스로부터 연장하며 상기 기어 
박스에 의하여 구동되는 출력 샤프트 및 상기 구동 샤프트가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아암을 구비하며, 상
기 아암은 캐리지에 선회식으로 장착되고, 상기 아암은 권취기 스풀의 회전축과 거의 평행하게 상기 샤프
트를 지지하고, 상기 캐리지의 머신 방향 이동과 협력하여 아암의 선회이동은 샤프트를 스풀의 축선과 거
의 동축으로 위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샤프트가 스풀과 구동 관계로 결합 및 분리될 수 있도록 머신 교차 방향으로 
구동 샤프트를 위치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부가적으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심 권취 보조 구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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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는 종이 권취기에 장착되며, 상기 종이 권취기는 회전축과 
구동면을 갖는 구동 롤, 상기 구동 롤에 대하여 고정된 프레임, 상기 프레임에 선회식으로 장착되고, 상
기 구동 롤의 구동면 상방의 한 지점에서 스풀을 수납하기 위한 기구를 구비하며, 상기 구동 롤 상방의 
한 지점으로부터 스풀을 제1 지점에서 구동 롤과 결합시키도록 선회 이동가능한 제1 아암 및 상기 스풀이 
구동 롤과 결합 상태에 있는 동안 스풀상에 형성된 종이 롤을 수납하도록 위치 설정된 한 쌍의 평행한 거
의 수평 레일을 구비하며, 상기 레일은 제1 결합 지점 하방에 위치하며, 상기 위치 측정 수단은 스풀과 
결합된 각속도 센서, 상기 제1 아암의 각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각 센서 및 상기 스풀의 축방향 단부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속도 센서와 각 센서의 출력을 이용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중심 권취 보조 구동부.

청구항 11 

제지기용 권취기에 있어서,

축선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한 권취기 구동 롤;

스풀을 수납하기 위한 결합 기구를 가지며, 상기 결합 기구에 의하여 결합된 스풀이 구동 롤의 축선의 상
방으로 수직하게 이동된 제1 지점에서 권취기 구동 롤과 결합 상태로 회전될 때 구동 롤에 대하여 선회식
으로 장착된 제1 아암;

스풀을 상기 구동 롤과 결합 상태로 수납하도록 위치 설정되며, 상기 제1 지점 하방에 위치 설정된 두 개 
이상의 레일;

상기 스풀이 레일상에 위치할 때, 스풀과 그 상방에 형성된 종이 롤을 구동 롤에 대항하여 가압하도록 선
회식으로 장착된 제2 아암;

상기 제지기에 의하여 형성된 머신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장착된 캐리지; 그리고

상기 캐리지에 장착되어 있으며, 상기 제1 지점으로부터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스풀에 토오크를 제
공하기 위한 토오크 인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권취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토오크 인가 수단을 스풀에 결합 및 분리시키기 위하여, 상기 토오크 인가 수단에 
머신 교차 방향의 이동을 제공하도록 머신 교차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장착되며 그리고 머신 방향으로 이
동하도록 캐리지에 장착된 캐리지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기용 권취기.

청구항 13 

스풀상에 종이를 권취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프레임;

축선을 중심으로 상기 프레임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된 구동 롤;

상기 구동 롤에 대하여 선회 이동하도록 프레임에 장착된 제1 아암;

종이 웨브가 권취되는 스풀을 수납 및 분리가능하게 결합하는 제1 아암상에 위치하며, 스풀이 구동 롤의 
축선 상방의 제1 지점으로부터 이동할 때 종이가 스풀상에 권취되면 스풀을 구동 롤과 결합 상태로 보유
하기 위하여 제1 아암상에서 이동가능한, 결합 기구;

상기 구동 롤과 결합 상태로 스풀을 수압하도록 위치하며, 제1 지점 하방에 위치하고 구동 롤의 하류측으
로 연장하는 두 개 이상의 레일; 그리고

상기 프레임에 위치 설정가능하게 장착되며, 제1 지점으로부터 구동 롤상에 지지된 지점까지, 레일을 따
라 이동하는 지점까지의 이동 동안 스풀에 토오크를 인가하는, 상기 스풀을 회전시키기 위한 중심 권취 
보조 구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스풀이 레일상에 위치할 때, 스풀과 그 상방에 형성된 종이 롤을 구동 롤에 대항
하여 가압하도록 상기 레일에 대하여 선회식으로 장착된 제2 아암을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아암과 기준각 사이의 각 회전을 측정하여, 레일상의 스풀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제2 아암상의 회전 센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결합된 스풀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여, 상기 스풀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상기 중심 
권취 보조 수단상에 회전 속도 센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아암과 기준각 사이의 각 회전을 측정하여, 구동 롤상의 스풀 위치를 측정하
기 위한, 제1 아암상의 회전 센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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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 권취 보조 수단은 구동 롤의 각 측면에 위치 설정가능하게 장착되어, 상기 
중심 권취 보조 수단은 레일 상의 한 권취 롤에 결합함과 동시에 다른 중심 권취 보조 수단은 제1 지점에 
있는 스풀과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머신 교차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프레임에 장착된 제1 캐리지와, 구동 롤을 향하는 그리
고  그로부터  멀어지는  머신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제1  프레임에  장착된  제2  캐리지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캐리지는 조립체 형태로 연결되며, 상기 중심 권취 보조 수단은 머신 방향과 
머신 교차 방향 모두로 이동하도록 상기 조립체에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조립체에 선회 이동가능하게 장착된 보조 지지 아암을 부가적으로 구비하며, 상기 
중심 권취 보조 수단은 상기 보조 지지 아암에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 권취 보조 수단은 구동 샤프트와, 지지판과, 상기 캐리지 조립체로부터 지지
판까지 연장하며 캐리지 조립체와 지지판 모두에 선회 이동가능하게 장착된 하부 아암과, 상기 캐리지 조
립체로부터 지지판까지 연장하며 캐리지 조립체와 지지판 모두에 선회 이동가능하게 장착된 상부 아암과, 
상기 구동 샤프트의 축선에 대하여 장착판의 배향을 유지하는 궤도를 따라 장착판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상기 캐리지 조립체와 상부 및 하부 아암 사이를 연장하는 작동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판에 선회 이동가능하게 장착된 지지 작동기와, 상기 구동 샤프트와 결합하는 
베어링을 부가적으로 구비하며, 상기 지지 작동기는 구동 샤프트의 중량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지판과 베
어링 사이를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판으로부터 연장하며 구동 샤프트에 대항하여 결합하는 두 개의 위치설정 작
동기를 부가적으로 구비하며, 상기 위치설정 작동기는 구동 샤프트를 기지의 지점에 위치설정하도록 연장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2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 권취 보조 수단은 모터와, 스풀을 소정의 회전율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스풀
과 결합가능한 내부 구동 샤프트와, 상기 내부 구동 샤프트를 에워싸는 외부 샤프트를 구비하며, 상기 외
부 샤프트는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고, 상기 내부 샤프트는 외부 샤프트에 의하여 탄성적으로 결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샤프트 및 외부 샤프트는 각각 두 개의 단부를 가지며, 상기 내부 샤프트의 
두 단부는 외부 샤프트의 두 단부에 탄성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 권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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