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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다이얼 게이지용 지그

요약

  본 고안은 다이얼 게이지를 측정물에 고정한 상태로 측정방향 및 각도를 편차없이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측정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다이얼 게이지의 스템 부분이 관통되는 관통구를 형성하며 상하로 소정간격 이격되어 상부 및 하부 설치대를 일측으로
형성하는 지그 블록과; 원판 형상으로 이루어져 상기 지그 블록의 상부 및 하부 설치대 사이에 배치되며, 중앙부에 홀을 형
성하여 상기 다이얼 게이지의 스템이 끼워진 상태로 볼트로 고정되며, 그 외주면에는 다수개의 걸림홈을 형성하는 회전판
과; 상기 지그 블록의 하부면 일측에 체결볼트로 장착되어 측정물의 기준면에 대응하여 접촉되는 슬라이딩 블록과; 상기
회전판의 걸림홈에 대응하여 상기 지그 블록의 상부 및 하부 설치대 사이의 내측에 구성되어 상기 걸림홈에 작용하여 회전
판의 회전시에 걸림감을 발생시키는 디텐트수단을 포함하는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다이얼 게이지, 지그, 슬리이딩 블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전체 정면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전체 측면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전체 저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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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1의 A-A 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제1사용 상태도이다.

  도 7은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제2사용 상태도이다.

  도 8은 종래 다이얼 게이지용 손잡이가 다이얼 게이지에 적용된 상태의 정면도이다.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다이얼 게이지를 측정물에 고정한 상태로 측정방향
및 각도를 편차없이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측정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이얼 게이지(dial gauge)는 스케일(scale),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ipers), 마이크로미터
(micrometer) 등과 함께, 길이를 계측하기 위한 기본단위계량기(基本單位計量器)로서, 측정하려고 하는 측정물에 대어 스
핀들의 미소한 움직임을 기어장치로 확대하여 눈금판 위에 지시되는 치수를 읽어 길이를 비교하는 길이 측정기의 일종이
다.

  이러한 다이얼 게이지는 다이얼 인디케이터(dial indicator)라고도 하며, 측정물의 길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길
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평면의 요철(凹凸), 공작물 부착 상태, 축 중심의 흔들림, 직각의 흔들림 등을 검사하는 데 주
로 사용한다.

  도 8은 종래 다이얼 게이지용 손잡이가 다이얼 게이지에 적용된 상태의 정면도로서, 다이얼 게이지(101)의 스템(103) 부
분에 손잡이(105)를 부착하여 검침을 위한 작업자(이하, 검침자)가 손잡이(105) 부분의 하부면을 측정물(107)의 기준면
일측에 대면, 측정자(109)가 측정물 표면의 요철상태에 따라 스핀들(111)의 움직이도록 하여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다이얼 게이지용 손잡이에 의하면, 손잡이가 다이얼 게이지의 스템에 고정된 상태로 측정하
고자 하는 측정물의 형태나 위치, 방향 및 측정거리(혹은 측정 폭)등에 의하여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판을 검침자가 보기 어
려운 경우가 발생하며, 손잡이가 고정되어 측정거리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측정치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다이얼 게이지를 측정물에
고정한 상태로 측정방향 및 각도를 편차없이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측정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작업의 효
율성을 향상시키는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는 다이얼 게이지의 스템 부분이 관통되는 관통구
를 형성하며 상하로 소정간격 이격되어 상부 및 하부 설치대를 일측으로 형성하는 지그 블록과; 원판 형상으로 이루어져
상기 지그 블록의 상부 및 하부 설치대 사이에 배치되며, 중앙부에 홀을 형성하여 상기 다이얼 게이지의 스템이 끼워진 상
태로 볼트로 고정되며, 그 외주면에는 다수개의 걸림홈을 형성하는 회전판과; 상기 지그 블록의 하부면 일측에 체결볼트로
장착되어 측정물의 기준면에 대응하여 접촉되는 슬라이딩 블록과; 상기 회전판의 걸림홈에 대응하여 상기 지그 블록의 상
부 및 하부 설치대 사이의 내측에 구성되어 상기 걸림홈에 작용하여 회전판의 회전시에 걸림감을 발생시키는 디텐트수단
을 포함한다.

  상기 슬라이딩 블록은 그 내부에 상하방향으로 볼트 끼움홀과 볼트 설치홀을 단차지게 형성하되, 그 길이방향을 따라 일
정구간 형성하며, 그 상부 양측에는 상기 지그 블록의 하부 양측면을 지지하는 가이드 돌기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디텐트수단은 상기 회전판의 걸림홈에 대응하여 상기 지그 블록의 상부 및 하부 설치대 사이의 내부에 수평
방향으로 스프링 홈과 나사홀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상기 스프링 홈에는 상기 회전판의 걸림홈에 대응하도록 디텐트 핀을
삽입하고, 이 디텐트 핀을 지지하도록 코일 스프링을 삽입한 후, 상기 나사홀에 장착나사를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구성 및 작용을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등록실용 20-0389532

- 2 -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전체 정면도이고,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전체 측
면도이며,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전체 저면도로서, 본 고안에 따른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구성
은 다이얼 게이지(1)의 스템(3) 부분이 관통되도록, 도 4에서와 같이, 관통구(5)를 가지며, 상하로 소정간격 이격된 상부
설치대(7) 및 하부 설치대(9)를 일측으로 형성하는 지그 블록(11)을 구비한다.

  상기 지그 블록(11)의 상호 소정간격 이격된 상기 상부 설치대(7)와 하부 설치대(9) 사이에는, 도 5에서 도시한 바와 같
이, 원판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회전판(15)이 배치되는데, 상기 회전판(15)은 그 중앙부에 홀(17)을 형성하여 상기 다이얼
게이지(1)의 스템(3)이 끼워진 상태로 고정볼트(19)로 고정된다.

  여기서, 상기 고정볼트(19)는, 도 5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회전판(15)의 외주면 일측에서 그 중앙부의 홀(17)까지
관통되며 일부가 나사산으로 형성되는 체결 나사홀(21)을 통하여 체결되는데, 상기 다이얼 게이지(1)의 스템(3)을 상기 회
전판(15)의 홀(17)에 끼운 상태로 고정하게 된다.

  이 때, 상기 고정볼트(19)는 헤드부가 나사부와 같은 직경으로 이루어지는 형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지그 블록(11)의 하부면에는 측정물의 기준면에 대응하여 접촉되는 슬라이딩 블록(23)이 체결볼트(25)를 통
하여 장착된다.

  즉, 상기 슬라이딩 블록(23)은, 도 4에서와 같이, 그 내부에 상하방향으로 볼트 끼움홀(H1)과 볼트 설치홀(H2)을 단차지
게 형성하는데, 이 볼트 끼움홀(H1)과 볼트 설치홀(H2)은 상기 슬라이딩 블록(23)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구간 형성되며,
그 상부 양측에는 상기 지그 블록(11)의 하부 양측면을 지지하는 가이드 돌기(27)를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하여 이루어진
다.

  또한, 상기 슬라이딩 블록(23)은, 도 2에서와 같이, 그 하부 양측면이 내향하는 경사면(C)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상기 슬라이딩 블록(23)은 체결볼트(25)의 체결력을 느슨하게 한 상태로 상기 지그 블록(11)의 하부면에 대응하
여 이동 가능하게 되며, 측정물과 지지면의 거리에 따라 측정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측정자(31)와의 거리를 가변
하여 셋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상기 회전판(15)는 그 외주면을 따라 2개의 반구형의 걸림홈(33)이 형성되며, 상기 걸림홈(33)에 대응하여 상기 지
그 블록(11)의 상부 설치대(7) 및 하부 설치대(9) 사이의 내부에는 디텐트수단이 구성된다.

  상기 디텐트수단은 상기 회전판(15)의 걸림홈(33)에 대응하여 상기 지그 블록(11)의 상부 및 하부 설치대(7,9) 사이의 내
부에 수평방향으로 스프링 홈(35)과 나사홀(37)을 연결하여 구성한다.

  그리고 상기 스프링 홈(35)에는 상기 회전판(15)의 걸림홈(33)에 대응하도록 디텐트 핀(39)을 삽입하고, 이 디텐트 핀
(39)을 지지하도록 코일 스프링(41)을 외측으로부터 삽입한 후, 상기 나사홀(37)에는 장착나사(43)를 체결하여 이루어진
다.

  즉, 이러한 디텐트수단은 상기 회전판(15)의 걸림홈(33)에 작용하여 회전판(15)의 회전시에 걸림감을 발생시키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고안의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의 작동을 도 6과 도 7을 통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 6에서와 같이, 수지 검사구(50)를 이용하여 차량용 도어의 인너 패널(51)을 검사하는 경우, 수지 검사구(50)의
상부면을 기준면으로 하여 상기 슬라이딩 블록(23)을 접촉시켜 상기 다이얼 게이지(1)의 측정자(31)가 도어 인너 패널
(51)의 가장자리 외측 표면에 위치되도록 하면, 측정자(31)의 이동량에 따라 눈금판의 지시침을 통하여 도어 인너 패널
(51)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도 7에서와 같이, 완성품 검사구(60)를 이용하여 도어 아웃터 패널(61)을 검사하는 경우, 완성품 검사구(60)의 상
부면을 기준면으로 하여 상기 슬라이딩 블록(23)을 접촉시켜 상기 다이얼 게이지(1)의 측정자(31)가 도어 아웃터 패널
(61)의 가장자리 외측 표면에 위치되도록 하면, 역시 측정자(31)의 이동량에 따라 눈금판의 지시침을 통하여 도어 아웃터
패널(61)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상기 검사구 들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검침자가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검침자가 검침하기 좋은
위치에서 상기 눈금판을 자유롭게 회전시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검침자가 회전판(15)를 회전시키는 동안, 상기
디텐트수단의 디텐트 핀(39)과 회전판(15) 상의 걸림홈(33)을 통하여 회전판(15)의 걸림감(感)을 느낄 수 있게 되며, 걸림
감을 느끼는 적당한 위치에서 눈금판의 회전을 멈추어 지시침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기 걸림홈(33)은 상기 회전판(15)의 외주면을 따라 약 45도 내지 120도 범위 내의 간격으로 형성하여 회전판
(15)의 회전각도를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수지 검사구(50)를 통하여 검침하던 다이얼 게이지(1)를 상기 완성품 검사구(60)에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검침자와 슬라이딩 블록(23)의 간격이 너무 좁거나 넓은 경우, 상기 체결볼트(25)를 조금 풀어 그 체결력을 느슨하게 한 상
태로 상기 지그 블록(11)의 하부면에 대응하여 슬라이딩 블록(23)을 이동시킴으로써, 측정물과 지지면의 거리에 맞게 그
측정거리를 조정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측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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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에 의하면, 다이얼 게이지를 측정물에 고정한 상태로 측정방향 및 각
도를 편차없이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물의 형태나 위치, 방향 등에 의하여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판을 검침자가 항상 보기 쉬운 방향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검사구의 형상이나 종류에 따른 측정물과의 거리에 따라 슬라이딩 블록을 통하여 그 측정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이얼 게이지의 스템 부분이 관통되는 관통구를 형성하며 상하로 소정간격 이격되어 상부 및 하부 설치대를 일측으로
형성하는 지그 블록과;

  원판 형상으로 이루어져 상기 지그 블록의 상부 및 하부 설치대 사이에 배치되며, 중앙부에 홀을 형성하여 상기 다이얼
게이지의 스템이 끼워진 상태로 볼트로 고정되며, 그 외주면에는 다수개의 걸림홈을 형성하는 회전판과;

  상기 지그 블록의 하부면 일측에 체결볼트로 장착되어 측정물의 기준면에 대응하여 접촉되는 슬라이딩 블록과;

  상기 회전판의 걸림홈에 대응하여 상기 지그 블록의 상부 및 하부 설치대 사이의 내측에 구성되어 상기 걸림홈에 작용하
여 회전판의 회전시에 걸림감을 발생시키는 디텐트수단을 포함하는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딩 블록은

  그 내부에 상하방향으로 볼트 끼움홀과 볼트 설치홀을 단차지게 형성하되, 그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구간 형성하며, 그 상
부 양측에는 상기 지그 블록의 하부 양측면을 지지하는 가이드 돌기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얼 게
이지용 지그.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딩 블록은

  그 하부 양측면이 내향하는 경사면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디텐트수단은

  상기 회전판의 걸림홈에 대응하여 상기 지그 블록의 상부 및 하부 설치대 사이의 내부에 수평방향으로 스프링 홈과 나사
홀을 연결하여 구성하고,

  상기 스프링 홈에는 상기 회전판의 걸림홈에 대응하도록 디텐트 핀을 삽입하고, 이 디텐트 핀을 지지하도록 코일 스프링
을 삽입한 후, 상기 나사홀에 장착나사를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얼 게이지용 지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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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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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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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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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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