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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타무라쯔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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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김정희

(54)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 및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

요약

  연소 중에 가연물 위에 방치되어도 연소조절제에 의한 자기(自己) 소화 또는 가연물에 의한 연소열 탈취로 가연물에 타눌
은 자국을 발생시키지 않든지 타눌은 자국을 종래만큼 심하게 하지 않고, 저연소성 담배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를 제공하
는 것이다. 상기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는,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는 권지의 웨브(20a)에 대하여 길이방향으로
상호 사이가 떨어진 또는 원주방향으로 서로 사이가 떨어진 복수의 위치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 30')과,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 후의 권지에 대하여 살담배를 공급하는 유닛(14)과, 살담
배가 공급된 권지를 담배용으로 마는 권관장치(23)와, 담배용으로 말린 권지를 담배의 길이방향 길이에 대응하여 절단하
는 담배 절단유닛(28)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저연소성(低延燒性),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담배봉, 담배 권지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저연소성(低延燒性), 담배 제조방법 및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저연소성 담배란, 착화한 후에 방치해 두면 연소하지 않도록 구성된 담배나, 착화한 후에 방치해 두면 연소를 계속하여도
잘못하여 가연물 위에 낙하된 때에는 가연물에 연소열을 빼앗기고 말아 가연물을 태우기 전에 스스로 소화하도록 구성된
담배이다. 저연소성 담배 자체의 존재는 예를 들면 일본 특허공보 제 2783803호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상기 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저연소성 담배에서는, 권지(卷紙)에 있어서 담배의 길이방향에 따라 소정간격으로 서로
사이가 떨어진 복수의 위치에 고리 형상으로 연소조절제가 도포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저연소성 담배의 착화단에 착화한
후에 상기 저연소성 담배를 방치해 두면, 연소는 고리모양의 연소조절제에 도달한 때에 연소조절제에 의해 소화된다. 착화
한 후에 계속 빨아들이면 연소가 고리모양의 연소조절제에 도달하여도 연소는 연소조절제에 의해 소화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종래의 저연소성 담배에 있어서는, 복수 고리모양의 연소조절제 사이에서 연소하고 있
는 동안에는 저연소성이 아닌 통상 담배와 같이 연소한다. 이 때문에, 상기 종래의 저연소성 담배가, 복수의 고리모양 연소
조절제 사이에서 연소하고 있는 동안에 잘못하여 가연물 위에 방치되면, 연소가 고리모양의 연소조절제에 도달하여 연소
조절제에 의해 소화될 때 까지에, 가연물은 태우지 않으나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심하게 타서 눌은 자국을 발생시킨
다.

  본 발명은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 진 것이며, 본 발명의 목적은, 연소하고 있는 동안에 잘못하여 가연물 위에 방치
되어도 연소가 연소조절제에 의해 소화되든지, 또는 연소열이 가연물을 연소시키는 것 보다도 가연물에 의해 탈취되어 가
연물에 타서 눌은 자국을 발생시키지 않든 지, 또는 타서 눌은 자국을 발생시켜도 종래와 같이는 심하게 발생시키지 않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 및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은:
담배용의 권지(卷紙)를 반송(搬送)하는 권지 반송공정과;
권지 반송공정에 있어서 반송되는 권지의 소정의 위치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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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에 있어서 소정의 위치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에 대하여 얇게 썬 담배
(이하, '살담배' 라고 함)를 공급하는 살담배 공급공정과;
살담배 공급공정에 있어서 살담배가 공급된 권지를 살담배와 함께 장척(長尺)의 통형상의 권관(卷管)으로 말면서 권관의
길이방향 으로 반송하는 권관공정과;
권관공정에 잇어서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리면서 그 길이방향으로 반송되는 권관을, 상기 담배의 길이방향
의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는 담배 절단공정을 구비하고 있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권관공정에 있어서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리면서 그 길이방향으로 반송되는 권관에 있어서의 담배의
길이방향의 소정의 길이를 측정하여 동기신호를 발생시키는 동기공정을 더 구비하고 있고,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은, 상기 권지의 소정의 위치에 대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형성을 연소조절제의 도
포에 의해 행함과 함께, 상기 동기공정으로부터의 동기신호를 기초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동작을 제어하고, 그 결과
로서 권지에 대하여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소정의 간격을 벌려서
상기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을 따라 돌출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함과 함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상기 권지가
개개의 담배용으로 절단된 때에 착화단(着火端)으로 되는 단(端)으로부터 상기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 소정의 거리
만큼 형성되지 않고,
상기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은, 더욱이,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에 있어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가 상기 살담배 공급공정에 도달하
기 전에,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에 있어서 권지에 형성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분포와 농도를 검사하는 연
소조절제 도포영역 검사공정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검사공정은,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의 한쪽의 면으로부터 광을 투사하고, 연
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의 다른쪽의 면으로부터 투과광을 검출하고, 투과광의 강도분포에 의해 권지에 대
하여 형성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분포와 농도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저연소성 담배에 있
어서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각각의 폭 이나 수를 조정하는 것에 의해, 착화후에 방치된 때로부터 자기(自己)소화할 때 까
지 필요로하는 시간이나 자기소화하지 않고 연소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소의 온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상기 결과로서, 연소하고 있는 동안에 잘못하여 가연물 위에 방치되어도 연소가 연소조절제에 의해 자기소화 되든지, 또
는 연소열이 가연물을 연소시키는 경우 없이 가연물에 의해 빼앗겨, 가연물에 타서 눌은 자국을 발생시키지 않든지,또는
타서 눌은 자국을 발생시켜도 종래와 같이 심하게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은, 권지에 있어서, 권지가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내면(內面)으로 되는 쪽의 표면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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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은, 권지에 대하여 형성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권지가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을 따라 돌출한 복수
의 연소조절제 대(帶)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소정의 거리는
약 10mm와 약 25mm의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에서는, 상기 권지 반송공정
에 있어서 반송되고 있는 권지에 롤러가 접촉하여 권지의 반송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상기 롤러의 외주면에는 상기 연
소조절제 도포영역에 대응하고 있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轉寫)영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롤러의 외주면의 연소
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에는 연소조절제 부착기로부터 연소조절제가 공급되어 연소조절제가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같이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이 롤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롤러의 폭이나 직경(즉, 외주면의 원주방향
길이)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결과로서, 롤러의 외주면에 형성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에서는, 상기 권지 반송공정
에 있어서 반송되고 있는 상기 권지에 노즐부재가 접촉 또는 접근되어 있고, 상기 노즐부재에는 복수의 노즐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노즐부재에는 연소조절제 공급기로부터 연소조절제가 공급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이 복수의 노즐공이 형성되어 있는 노즐부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즐부
재의 노즐공으로부터 연소조절제를 분사시키는 타이밍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결과로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
성공정이 권지에 대하여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소정간격을 벌려서 복수의 연소조절제
대를 형성할 때의 상기 소정간격의 조절이, 전자(前者)의 롤러를 이용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의 경우에 비하여
용이하게 된다.

  전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는:
담배용의 권지를 반송하는 권지 반송유닛과;
권지 반송유닛에 의해 반송되는 권지의 소정의 위치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과;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에 의해 소정의 위치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에 대하여 살담배를 공급하
는 살담배 공급유닛과;
살담배 공급유닛에 의해 살담배가 공급된 권지를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의 권관으로 말면서 권관의 길이방향으로
반송하는 권관유닛과;
권관유닛에 의해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리면서 길이방향으로 반송되는 권관을, 상기 담배의 길이방향의 소
정의 길이로 절단하는 담배 절단유닛을 구비하고 있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로서,
상기 권관유닛에 있어서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리면서 그 길이방향으로 반송되는 권관에 있어서의 담배의
길이방향의 소정의 길이를 측정하여 동기신호를 발생시키는 동기장치를 더 구비하고 있고,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은, 상기 권지의 소정의 위치에 대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형성을 연소조절제의 도
포에 의해 행함과 함께, 상기 동기장치로부터의 동기신호를 기초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동작을 제어하고, 그 결과로
서 권지에 대하여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소정의 간격을 벌려서 상
기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을 따라 돌출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함과 함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상기 권지가 개
개의 담배용으로 절단된 때에 착화단으로 되는 단으로부터 상기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 소정의 거리만큼 형성되지
않고,
상기 저연소성 담배제조장치는, 더욱이,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에 의해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가 상기 살담배 공급유닛에 도달하기
전에,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에 의해 권지에 형성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분포와 농도를 검사하는 연소조
절제 도포영역 검사유닛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검사유닛은,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의 한쪽의 면으로부터 광을 투사하고, 연
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의 다른쪽의 면으로부터 투과광을 검출하고, 투과광의 강도분포에 의해 권지에 대
하여 형성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분포와 농도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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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즉,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따라 저연소성 담배를 제조하는 것으로 되고, 전술한 바와 같
이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저연소성 담배에 있어서 얻어 질 수 있는 모든 이점을 갖게 된
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있어서, 권지 반송유닛에 의해
반송되는 권지는 개개의 담배용으로 절단되기 전 장척의 웨브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은, 상기 권지 반송유닛에
의해 반송되는 권지에 대하여 접촉가능하게 배치되어 있고,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에 대한 상기 권지 반송유
닛에 의해 반송되는 권지의 접촉을 선택적으로 행하게 하는 권지 접리(接離) 유닛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권지 접리 유닛은, 상기 권지 반송유닛에 의한 권지의 반송
이 정지되고 있는 사이에 상기 권지를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으로부터 사이를 떨어지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은, 권지에 대하여 형성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권지가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을 따라 돌출된 복수
의 연소조절제 대(帶)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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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소정의 거리는 약 10mm와 약 25mm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개개 담배의 착화단에 착화된 직후는 담배가 방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착화할 때에 불 붙기가 나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은, 권지에 있어서 권지가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내면으로 되는 쪽의 표면에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권지 반송유닛에 의한 권지의 반송방향은, 권지가 살담배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이, 상기 권지
반송유닛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상기 권지에 접촉하여 상기 권지의 반송방향으로 회전하는 롤러와, 상기 롤러의 외주면에
형성되어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에 대응하여 형성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과, 상기 롤러의 외주면에 연소조절
제를 공급하여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에 연소조절제를 부착시키는 연소조절제 부착기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권지 반송유닛에 의한 권지의 반송방향은, 권지가 살담배
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은, 상기 권
지 반송유닛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상기 권지에 접촉 또는 접근하는 노즐부재와, 노즐부재에 형성되어 있는 복수의 노즐공
과, 상기 노즐부재에 연소조절제를 공급하는 연소조절제 공급기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한다.

  이와같이, 전자(前者)의 롤러를 이용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의 경우에는, 롤러의 폭이나 직경(즉, 외주면의 원
주방향 길이)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기 결과로서, 롤러의 외주면에 형성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후자(後者)의 노즐부재를 이용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의 경우에는, 노즐부재의 노즐공으로부터 연소조절
제를 분사시키는 타이밍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기 결과로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이 권지에 대하여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소정의 간격을 벌려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帶)를 형성할 때
의 상기 소정 간격의 조절이, 전자(前者)의 롤러를 이용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의 경우에 비하여 용이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따라 저연소성 담배를 제조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
에 대하여, 여러가지 변형예도 섞어 가면서, 첨부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또한 여기에 있어서: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저연소성 담배를 제조하고 저연소성 담배용 권
지 검사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의 전체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이며;

  도 2는, 도 1의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의 신규 구성인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의 주변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이
며;

  도 3A는, 도 2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의 롤러, 연소조절제 부착기, 그리고 권지 반송유닛에 의해 반송되고 있
는 권지의 장척 웨브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측면도이며;

  도 3B는, 도 3A의 롤러, 연소조절제 부착기, 그리고 웨브의 정면도이며;

  도 4A, 도 4B, 도 4C, 그리고 도 4D는, 도 2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이, 권지 반송유닛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권
지의 장척 웨브의 일면에 롤러의 외주면 여러가지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에 의해 형성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帶)의 여러가지 예를 나타내는 도이며;

  도 4E는, 도 4D 권지 장척의 웨브로부터 도 1의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의해 제조된 저연소성 담배를 필터를 접속한
상태에서 필터의 칩 페이퍼(Chip Paper)를 절개하여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도 5는, 도 1의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의 변형예를 그 주변과 함께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이며;

  도 6A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의 변형예의 노즐부재의 확대된 측면도이며;

  도 6B는, 도 6A의 노즐부재 정면도이며;

  도 6C는, 도 6A의 측면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부터 노즐부재의 권지에 마주하는 부분의 단면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며;

  도 7은, 도 1의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의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을 불량품 배제유닛과 함께 확대하여 개략적으
로 나타내는 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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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A는, 도 7의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이, 도 1의 권지 반송유닛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권지 장척의 웨브로부터
도 1의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제조장치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를 검사하는
모습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8B는, 도 8A와 같이하여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에 의해 검사된 결과를 나타내는 도이며;

  도 9는, 도 7의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에 의해 검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도이며;

  도 10A는,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의해 제조가능한 저연소성 담배의 다른 예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확
대 사시도이며; 그리고, 도 10B는,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의해 제조 가능한 저연소성 담배의 또 다른
예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확대 사시도이다.

  도 10B는,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의해 제조가능한 저연소성 담배의 또 다른 예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확대 사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적의 형태)

  우선 최초는 도 1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를 제조하
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의 전체구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도 1 중에 나타내고 있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의 구성은,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제조장치(10),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11)을 제외하고, 종래 담배 제조장치의 구성과 마찬가지이다.

  도 1 중에 나타내고 있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는 통기성의 살담배 반송유닛(12)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살담배 반
송유닛(12)은 통기성의 반송벨트를 사용하고 있다. 살담배 반송유닛(12)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은 살담배 공급원으로부터
살담배 공급통로 부재(14)가 돌출해 오고 있다.

  도시 되어 있지 않은 살담배 공급원으로부터는 살담배 반송유닛(12)으로와 살담배 공급통로 부재(14)를 개재하여 살담
배가 공기류에 의해 반송되어 온다.

  상기 살담배 공급원으로부터의 살담배는, 살담배 공급통로 부재(14)의 끝단에서 살담배 반송유닛(12) 위에, 살담배 반송
유닛(12)의 반송방향(길이방향)의 중심선에 따른 가늘고 긴 소정 폭의 대(帶) 형상으로 공기류에 의해 밀어 붙여진다.

  살담배 반송유닛(12)의 반송방향의 끝단(E)에는, 담배용의 권지 공급원(16)으로부터 담배용 권지를 반송하기 위한 권지
반송유닛(18)의 주요부의 끝단이 위치하고 있다.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 권지 공급원(16)에는, 개개의 담배용 권지로 절단되기 전(前) 권지의 소재로서 장척 웨브의 롤
(20)이 회전이 자유롭게 배치되고 있고, 롤(20)로부터 권지 반송유닛(18)의 상기 주요부에 의해 꺼내진 장척의 웨브(20a)
는 이완방지 기구를 개재하여 상기 끝단까지 반송된다.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 권지 반송유닛(18)의 상기 주요부는, 다수의 인장 롤러 대(對) 나 안내 롤러 대(對) 나 구동롤러
대를 포함하고 있다.

  권지 공급원(16)에는, 롤(20)과 동일한 또 하나의 롤(20')도 회전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또 하나의 롤(20')의 웨브
(20'a)의 시작단은 자동 연결기(21)를 개재하여, 롤(20)로부터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꺼내진 장척의 웨브(20a)에 마주
하고 있다. 롤(20)로부터의 웨브(20a)의 끝단이 자동 연결기(21)에 의해 검출되면, 자동 연결기(21)는 또 하나의 롤(20')의
웨브(20'a)의 시작단을 롤(20) 웨브(20a)의 끝단에 접속한다. 그리고, 롤(20)의 웨브(20a)에 계속되는 또 하나의 롤(20')의
웨브(20'a)가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권지 반송유닛(18)의 상기 주요부의 끝단으로 향하여 반송된다.

  권지 반송유닛(18)은 상기 주요부의 끝단에 계속하여 권지지지 반송기(22)를 가지고 있다.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 권지
지지(卷紙支持) 반송기(22)는 복수의 안내롤러 및 구동롤러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반송벨트(22a)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
기 주요부의 끝단으로부터의 웨브 20a 또는 20'a는 반송벨트(22a)의 상방 수평이동 부분에 설치되어 반송벨트(22a)에 의
해 반송된다.

  살담배 반송유닛(12)의 반송방향의 끝단(E)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은 집게(Tongs)가 배치되어 있고, 끝단(E)에서 살담
배는 상기 집게에 의해 반송벨트(22a)의 상방 수평이동 부분 위의 웨브 20a 또는 20'a 위로 인도된다. 반송벨트(22a)의 상
방 수평이동 부분에 의한 웨브 20a 또는 20'a의 반송방향은 살담배 반송유닛(12)에 의한 살담배의 반송방향과 마찬가지이
며, 살담배 반송유닛(12)의 반송방향 중심선과는 상하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살담배 반송유닛(12)의 반송방향
끝단(E)으로부터 상기 집게에 의해 반송벨트(22a)의 상방 수평이동 부분 위의 웨브 20a 또는 20'a 위로 유도된다. 반송벨
트(22a)의 상방 수평이동 부분에 의한 웨브 20a 또는 20'a의 반송방향은 살담배 반송유닛(12)에 의한 살담배의 반송방향
과 마찬가지이며, 살담배 반송유닛(12)의 반송방향 중심선과 반송벨트(22a)의 상방 수평이동 부분의 반송방향 중심선과는
상하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살담배 반송유닛(12)의 반송방향의 끝단(E)으로부터 상기 집게에 의해 반송벨트
(22a)의 상방 수평이동 부분 위의 웨브 20a 또는 20'a 위로 유도된 살담배는, 웨브 20a 또는 20'a 위로 웨브 20a 또는 20'a
의 반송방향 중심선에 따른 가늘고 긴 대(帶) 형상으로 퇴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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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벨트(22a)의 상방 수평이동 부분에 따른 권관유닛(23)이 배치되어 있다. 권관유닛(23)은, 반송벨트(22a)의 상방 수
평이동 부분 위에서 살담배가 가늘고 긴 대 형상으로 퇴적되어 있는 웨브 20a 또는 20'a를 반송벨트(22a)의 상방 수평이동
부분의 진행과 함께 담배형상으로(즉, 가늘고 긴 둥근 관 형상으로) 말아올린다.

  권관유닛(23)은, 상기 상방 수평이동 부분의 반송방향에 따라 배치된 말아 올리는 기구(24a, 24b)와 풀 부착기(25)와 풀
건조기(26)를 포함하고 있다. 말아 올리는 기구 24a는, 상방 수평이동 부분 위에서 살담배가 가늘고 긴 대 형상으로 퇴적
되어 있는 웨브 20a 또는 20'a의 양측부(兩側部)를 상방으로 향하여 세워올려서 대략 U자 형상의 가로 단면으로 한 후에
한 쪽 측부를 가늘고 긴 대 형상의 살담배 위에 살담배를 싸 넣도록 다시 관(管) 형상으로 굽힌다. 풀 부착기(25)는, 상방으
로 향하여 세워올린 채로 웨브 20a 또는 20'a의 한 쪽 측부 테두리에 풀을 부착시킨다. 또 하나의 말아 올리는 기구 24a는,
테두리에 풀이 부착된 웨브 20a 또는 20'a의 한 쪽 측부를 상술한 바와 같이 이미 관 형상으로 굽혀져 있는 다른 쪽 측부의
테두리를 향하여 관 형상으로 굽혀서 상기 한 쪽 측부 테두리를 상기 다른 쪽 측부의 테두리에 풀로 부착한다. 상기 결과로
서, 웨브 20a 또는 20'a는 살담배를 포함한 원통형상의 가늘고 긴 담배봉(CB)인 권관으로 성형된다.

  가늘고 긴 담배봉(CB)은 풀 건조기(26)를 통과하여 풀을 건조시킨 후 풀 건조기(26)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절단유닛
(28)에 의해 소정의 길이로 절단되어, 소정길이의 담배(CG)로 된다.

  즉,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의 반송방향은,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
가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이다.

  도 1중에 나타내고 있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술한 데 까지의 구성은 종래 담배 제조장치의 구성과 마찬
가지이다.

  도 1 중에 나타내고 있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있어서 신규 구성인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제조장치(10)는, 권지 반
송유닛(18)의 상기 주요부와 조합되어 사용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을 구비하고 있다.

  다음에는, 도 1에 부가하여, 도 1 중의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의 주변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 2를 참조하면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은, 담배(CG) 권지의 연소(延燒)를 조절하는 연소조절제를, 권지 반송유닛(18)의 상
기 주요부에 의해 반송되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에 있어서 웨브 20a 또는 20'a가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내면으
로 되는 쪽의 표면에 대하여,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소망하는 패턴으로 형성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이 상기 내면에 형성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은, 웨브 20a 또는
20'a가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본 실시형태에서는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한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의 반송방향)에 따라 돌출된 복수의 연소조절제 대(帶)이다.

  이와 같은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은, 권지 반송유닛(18)의 상기 주요부에 의해 반송되어 있는 권지 장척의 웨
브 20a 또는 20'a의 일면에 접촉가능하며 상기 반송방향으로 회전하는 롤러(30a)와, 롤러(30a)의 외주면에 연소조절제를
공급하고 연소조절제를 부착시키는 연소조절제 부착기(30b)를 구비하고 있다. 롤러(30a)는, 도 1에 나타내고 있는 저연소
성 담배 제조장치 중의 도시하지 않은 회전 구동원에 의해, 장척 웨브 20a 또는 20'a의 반송방향 및 반송속도에 합치된 회
전방향 및 주속도(周速度)로 회전된다.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일면은, 후에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가 전술한 바와 같이 살담배와 담배용으
로 말린 때에 내면으로 된다.

  연소조절제 부착기(30b)는, 연소조절제 탱크(32)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제어수단이 구비된 펌프(34)와 롤러(30a)의
외주면에 접하고 제어수단이 구비된 펌프(34)에 의해 연소조절제 탱크(32)로부터의 연소조절제를 상기 외주면에 부착시
키는 연소조절제 부착부재(36)를 포함한다.

  권지 반송유닛(18)은,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의 롤러(30a)의 부근에, 롤러(30a)의 외주면에 대한 권지 장척
의 웨브 20a 또는 20'a의 상대적인 폭 방향 위치를 조정하는 권지 폭방향 위치조정기(18a)를 포함함과 동시에, 롤러(30a)
의 외주면에 대한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의 접촉 또는 사이가 떨어지는
것을 선택적으로 행하게 하는 권지 접리(接離)유닛(18b)도 포함하고 있다. 권지 접리유닛(18b)은, 도 1의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가 운전되지 않는 동안에는 도 1 중에 2점 쇄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롤러(30a)의 외주면으로부터 웨브
20a 또는 20'a 를 사이가 떨어지게 하고, 도 1의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가 운전되는 동안에는 도 1 중에 실선으로 나타내
고 있는 바와 같이 롤러(30a)의 외주면에 대하여 웨브 20a 또는 20'a 를 접촉시켜 둔다.

  다음에는,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의 롤러(30a)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
지만, 여기에 있어서 도 3A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의 롤러(30a), 연소조절제 부착기(36), 그리고 권지 반송
유닛(18)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측면도이며, 또한 도 3B는 도 3A의 롤러
(30a), 연소조절제 부착기(36), 그리고 웨브 20a의 정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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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30a)의 외주면에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에 의해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일면에 형성되는 연소조
절제 도포영역의 패턴이나 수에 대응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轉寫)영역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웨브 20a 또는 20'a의 반송방향에 돌출하여 형성되는 복수의 연소조절제의 대(帶: 20b)의 폭 방향의 간격에 대응하여 형성
되고 상기 외주면의 원주방향으로 돌출된 복수본의 대 형상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轉寫)영역(38)이 형성되어 있다.

  복수본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38)의 본수(本數)나 각각의 폭이나 상호간의 간격은,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
유닛(30)에 의해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일면에 형성하고자 하는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帶: 20b)의 본수(本數)와
각각의 폭과 상호간의 간격에 대응하고 있다.

  롤러(30a)의 외주면의 원주방향에 있어서 길이의 범위 내에서 상기 원주방향에 있어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
사영역(38)의 길이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도 4A, 도 4B, 도 4C, 그리고 도 4D는,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권지의 웨브(20a)의 상기 일 면에 롤러
(30a)의 외주면의 여러가지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38)에 의해 형성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 대의 여러가지 예가
나타내져 있다. 또한, 이들 도면에 있어서, 참조부호 L은, 웨브(20a)를 구성하고 있는 권지가 도 1의 권관유닛(23)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후에 절단유닛(28)에 의해 소정길이의 담배(CG)로 절단될 때의 담배(CG) 1본분의 길이이다.

  도 4A는, 권지 장척의 웨브(20a)의 시작단으로부터 끝단까지 웨브(20a)의 반송방향에 연속하여 형성된 복수의 연소조절
제 대(20b)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연속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 대(20b)는, 롤러(30a)의 외주면의 상기 원주방향에
있어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38)의 각각을 연속하여 형성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도 4B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의 시작단에서 끝단까지 사이에서 웨브(20a)의 반송방향(웨브 20a를 구성하고 있는 권지
가 도 1의 권관유닛(23)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소정의 간격을 벌려서 형성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 대(20b)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상기 소정의 간격은 상술한 담배(CG) 2본분의 길이 2L에 대응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소정의 간격을 벌려서 형성된 복수의 연소조절제 대(20b)는, 상술한 담배(CG)의 2본분의 길이 2L의 정수배인
원주방향 길이를 가진 롤러(30a)의 외주면의 상기 원주방향에 있어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38)의 각각
을 상기 소정의 간격으로 단락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와 길이방향에 있어서 다음 복수의 연소조절제 대(20b)와의 사이 단락의 간격(Y)은 임의
로 설정할 수 있다.

  도 4C는, 권지 장척 웨브(20a)의 시작단으로부터 끝단까지 사이에서 웨브(20a)의 반송방향(웨브(20a)를 구성하고 있는
권지가 도 1의 권관유닛(23)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도 4B의 소정간격의 반인
또 하나의 소정간격을 벌려 형성된 복수의 연소조절제 대(20b)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상기 또 하나의 소정간격은 상술
한 담배(CG)의 1본분의 길이 L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상기 또 하나의 소정간격은 또한, 임의의 부 간격으로 단락할 수 있
다.

  상기 경우에도 복수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와 길이방향에 있어서 다음 복수의 연소조절제의 대(20b) 사이의 단락 간격
(Y)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또 하나의 소정간격을 벌려서 형성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는, 상술한 담배(CG)의 1본분의 길이(L)
의 정수배의 원주방향 길이를 가진 롤러(30a) 외주면의 상기 원주방향에 있어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
(38)의 각각을 상기 또 하나의 소정간격으로 단락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또 하나의 소정간격을 다시 임의의 부(副) 간격으로 단락하여 형성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는, 상술
한 담배(CG)의 1본분의 길이(L)의 정수배의 원주방향 길이를 가진 롤러(30a)의 외주면의 상기 원주방향에 있어서 복수본
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38)의 각각을 상기 또 하나의 소정간격으로 단락함과 동시에 다시 상기 또 하나의 소정
간격의 각각을 임의의 부 간격으로 단락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도 4D는, 권지 장척의 웨브(20a)의 시작단으로부터 끝단까지 사이에서 웨브(20a)의 반송방향(웨브(20a)를 구성하고 있
는 권지가 도 1의 권관유닛(23)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도 4C의 또 하나의 소정
간격을 벌려서 형성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상기 소정의 간격에 있어서, 웨브
(20a)를 구성하고 있는 권지가 도 1의 권지 마는장치(26)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후에 절단유닛(28)에 의해 소정길이의
담배(CG)로 절단될 때에 담배(CG)의 착화단으로 되는 단측(端側)만, 상기 권지가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
는 방향으로 소정거리(X) 만큼 형성되어 있지 않다.

  상기 소정의 거리(X)는 약 10mm 와 약 25mm 사이의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소정의 간격에 있어서, 웨브(20a)를 구성하고 있는 권지가 도 1의 권관유닛(23)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후에
절단유닛(28)에 의해 소정길이의 담배(CG)로 절단될 때에 담배(CG)의 착화단과는 반대측으로 되는 단측에는 1/2 ·Y의 연
소조절제 무도포 간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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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B 및 도 4C 각각의 웨브(20a)에 있어서, 복수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와 길이방향에 있어서 다음 복수의 연소조절
제의 대(20b) 사이의 단락 간격(Y)은, 웨브(20a)를 구성하고 있는 권지가 도 1의 권관유닛(23)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후
에 절단유닛(28)에 의해 소정길이의 담배(CG)로 절단될 때에 담배(CG)의 일단 또는양단에 1/2 ·Y의 연소조절제 무도포
간격을 발생시킨다.

  상기의 간격 Y는, 절단유닛(28)이 연소조절제의 대(20b)에 접촉하는 것에 의해 연소조절제가 절단유닛(28)에 부착하여,
이 절단유닛(28)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후의 권지 담배(CG)가 절단됨으로써 맛이 저하될 염려를 없앤다.

  도 4E에는, 도 4D의 웨브(20a)를 구성하고 있는 권지가 살담배(T)를 수반하여 도 1의 권관유닛(23)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후에 절단유닛(28)에 의해 소정길이의 담배(CG)로 절단되고, 또한 담배(CG)의 착화단과는 반대측으로 되는 단측의
1/2 ·Y의 연소조절제 무도포 간격에, 필터(FL)를 동반한 칩 페이퍼(CP)가 설치된 모습이 나타내져 있다.

  담배(CG)의 착화단으로 되는 단측으로 형성된, 연소조절제의 대(20b)가 없는 이와 같은 소정의 거리(X)의 간격은 상기
착화단으로의 불 붙이기를 양호하게 함과 동시에, 착화 직후 최초의 수 모금의 담배(CG) 맛에서 연소조절제 대(20b)의 영
향을 피할 수 있다.

  상기 소정간격으로, 또한 웨브(20a)를 구성하고 있는 권지가 권관유닛(23)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후에 절단유닛(28)에
의해 소정길이의 담배(CG)로 절단될 때 담배(CG)의 착화단으로 되는 단측만, 상기 권지가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
으로 되는 방향으로 소정거리(X) 만큼 형성되어 있지 않도록, 상기 권지에 형성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는, 롤러
(30a)의 외주면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38)의 각각을 이하와 같이 형성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즉, 상술한 담
배(CG)의 1본분의 길이(L)의 정수배의 원주방향 길이를 가진 롤러(30a) 외주면의 상기 원주방향에 있어서 복수본의 연소
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38)의 각각을 상기 또 하나의 소정간격(즉 L)으로 단락함과 동시에, 또한 상기 또 하나의 소정
의 간격으로, 웨브(20a)를 구성하고 있는 권지가 도 1의 권지 마는장치(26)에 의해 담배용으로 말린 후에 절단유닛(28)에
의해 상기 또 하나의 소정길이의 담배(CG)로 절단될 때의 담배(CG)의 착화단으로 되는 단측만, 상기 권지가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 소정거리(X) 만큼 간격을 넓히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념에 따르면, 도 4D와 같이 간헐적으로 형성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각각을, 다시 임의의
부 간격으로 단락할 수 도 있다.

  다음에는, 도 1에 부가하여, 도 1의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의 변형예를 그 주변와
함께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 5를 참조하면서, 변형예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변형예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은, 권지 반송유닛(18)의 주요부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일면에 접촉 또는 접근하는 노즐부재(40)와, 노즐부재(40)에 연소조절제를 공급하는 연소조절제 공
급기(42)를 구비하고 있다.

  연소조절제 공급기(42)는, 가압기(42a)를 구비한 연소조절제 탱크(42b)와, 펌프(42c)와, 펌프(42c)에 접속된 제어기
(42d)에 접속된 동기장치(42e)와, 펌프(42c)로부터의 연소조절제를 노즐부재(40)에 반송하는 연소조절제 반송튜브(42f)
를 구비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도 6A, 도 6B, 그리고 도 6C를 참조하면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의 노즐부재(40)의 구성을 보
다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도 6A는 도 5의 노즐부재(40)의 확대된 측면도이며, 도 6B는 도 6A의 노즐부
재(40)의 정면도이며, 그리고 도 6C는 도 6A의 측면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부터 노즐부재(40)의 권지 대향부분(40a)의
단면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노즐부재(40)는, 권지 반송유닛(18)의 상기 주요부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일면에
접촉 또는 접근하고 상기 일면에 대하여 평행으로 웨브 20a 또는 20'a의 폭방향으로 돌출하고 있는 통형상의 권지 대향부
분(40a)을 포함하고 있다. 권지 대향부분(40a)의 외주면에는, 복수의 노즐공(40b)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
서 복수의 노즐공(40b)은,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에 의해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일면에 웨브 20a 또는
20'a의 반송방향으로 돌출하여 형성되는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폭방향의 간격에 대응하고 있다.

  복수의 노즐공(40b)의 수나 각각의 직경이나 상호간의 간격은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에 의해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일면에 형성하고자 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복수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수나 각각의 폭이나 상호간
의 간격에 대응하고 있다.

  연소조절제 공급기(42)의 동기장치(42e)는, 도 1의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의해 권지 반송유닛(18)의 상기 주요부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담배 1본 1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후에 도
1의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의 권관유닛(23)에 의해 살담배와 함께 통형상으로 말려 절단유닛(28)에 의해 개개의 담배
(CG)로 절단되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의 부분에 대하여, 웨브 20a 또는 20'a의 반송방향에 있어서 소망하는 길
이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를 형성하도록, 제어기(42d)가 펌프(42c)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호를
제어기(42d)에 공급한다.

  동기장치(42e)는, 예를 들면 권지 반송유닛(18) 중의 안내 또는 지지롤러에 설치되어 있는 엔코더(Encoder)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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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장치(42e)에 의해 알 수 있는 권지 반송유닛(18)에 있어서 담배(CG)의 1본분에 상당하는 웨브 20a 또는 20'a의 송
출거리에 동기시켜서 제어기(42d)가 펌프(42c)의 동작을 제어하고, 상기 결과로서, 예를 들면 도 6B 중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노즐부재(40)는 복수의 노즐공(40b)으로부터 대응하는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일면에 소망하는 복수의 연소조
절제의 대(20b)를 형성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상기 변형예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을 사용하여도,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서 전술한
롤러(30a)를 사용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과 마찬가지로,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에 대하여, 도
4A 내지 도 4D 중에 나타내고 있는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의 열(列)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패턴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을 소망하는 농도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연소조절제로서 사용가능한 물질은 현재 여러가지 알려져 있으나, 상기 예로서는 : 젤라틴, 카제인, 알부민, 글루텐
(Gluten)등의 단백질; 전분, 키산탄검(에코검), 로카스트빈검, 구아검(구아팩), 트라가칸트검, 타라검, 타마린드 종자 다당
류(글리로이드) 카라야검, 아라비아검, 플루란, 덱스트린, 시클로 덱스트린(올리고세븐), 갓티 등의 점도를 증대시키는 작
용을 가지는 다당류; 카라기난, 카드린, 한천(寒天), 젤라틴, 파셀란, 펙틴, 쉐란검, 켈코겔 등의 겔화 작용을 가지는 다당
류: 레시틴 등의 지방질(脂質);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즈(CMC), 메틸 셀룰로즈(MC),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에스테르
(PGA), 가공전분(예를 들면, 인산전분) 등의 천연 고분자 유도체;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각종 합성 고분자 유화제 등의 합
성 고분자 화합물, 염화 암모늄, 인산 암모늄, 인산 수소 암모늄, 인산 2수소 암모늄, 브롬화 암모늄, 황산 암모늄과 같은 무
기 암모늄염, 수산화바륨, 수산화칼슘, 수산화 알루미늄과 같은 무기 수산화물, 그외 붕산 나트륨, 붕산, 염화아연, 염화마
그네슘, 염화칼슘, 황산 나트륨 등의 무기염 난연제를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연소조절제는,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도 1에 부가하여 도 7 내지 도 9를 참조하면서, 도 1에 나타내고 있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에 있어서 신
규 구성인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11)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도 7은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11)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측면도이며; 도 8A는 도 7의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11)이, 도 1의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에서 도 1
의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제조장치(10)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를 검사하는 모습을 개략적
으로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8B는 도 8A와 같이 하여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11)에 의해 검사된 결과를 나타내
는 도면이며; 그리고 도 9는 도 7의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11)에 의해 검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검사결과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도 7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검사유닛(11)은, 도 1의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고 있
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에 있어서 도 1의 저연소성 담배용 권지 제조장치(10)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소망하는 종류가 형성된 상기 일면에 마주하고 있는 광원(50)과, 상기 웨브 20a 또는 20'a에서 상
기 일면과는 반대측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면을 마주하여 광원(50)으로부터 투광되어 상기 웨브 20a 또는 20'a를 통과한
투과광의 강도를 검출하는 광 강도 검출기(52)를 구비하고 있다.

  광원(50)은, 마주하고 있는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일면에 대하여 평행한 상태에서, 도 8A 중에 일점쇄선으로 나타내
고 있는 바와 같이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한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의 반송방향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웨브
20a 또는 20'a의 폭 방향)으로 돌출하고 있는 라인 조명장치이며, 상기 폭 방향에 따라 균일한 조도(照度)로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일면을 비춘다.

  광 강도 검출기(52)는,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다른 면측에 있어서 상기 일면측의 광원(50)과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
고, 도 8A 중에 일점쇄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한 권지 장척의 웨브 20a 또는 20'a의 반송
방향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웨브 20a 또는 20'a의 폭 방향)으로 돌출하고 있는 라인 센서이며, CCD(Charge Coupled
Device)를 사용하여 상기 투과광의 강도를 검출한다.

  또한, 광 강도 검출기(52)는, 라인 센서 대신에, 웨브 20a 또는 20'a의 상기 다른 면 측에 있어서 상기 일면측의 광원(50)
과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고 웨브 20a 또는 20'a의 폭방향으로 돌출하는 선 위에서 웨브 20a 또는 20'a의 복수본의 연소조
절제의 대(20b)에만 대응하고 있는 복수의 스폿센서(Spot Sensor)일 수도 있다.

  광 강도 검출기(52)에는, 광 강도 검출기(52)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기(54)가 접속되어 있고, 신호처
리수단(54)에는, 불량품 배제장치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불량품 배제장치는 통상, 담배 제조장치로부터 공급되는 담배
(CG)에 대하여 칩 페이퍼에 의해 필터를 접속하는 필터 접속장치와 조합되어 있다.

  도 8B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광 강도 검출기(52)에 의해 도 8A에 나타내져 있는 웨브 20a 위에 형성되어 있는 복수의 연
소조절제의 대(20b)를 검출한 때의 검출결과가, 웨브 폭 방향 위치에 있어서 광 강도 검출기(52)의 라인센서로부터의 출력
에 의해 나타내지고 있다.

  도 8B에서 명백한 것 처럼, 웨브 폭 방향 위치에 있어서 웨브 20a의 외측(WO)보다도 웨브 20a가 존재하는 범위(WB) 쪽
이 광 투과 강도가 약하고, 또한 웨브 20a가 존재하는 범위(WB)에서 복수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에 대응하는 소범위
(WC)에서 광 투과 강도는 더욱 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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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범위(WC)에 있어서 출력의 정도(程度)로부터 소범위(WC)에 대응한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농도를 알고, 소범위
(WC)의 값으로부터 소범위(WC)에 대응한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폭을 알고, 웨브 20a가 존재하는 범위(WB) 내에 있어
서 소범위(WC)의 수에 의해 웨브 20a로 형성되어 있는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본 수를 알고, 웨브 20a가 존재하는 범위
(WB) 내에 있어서 복수의 소범위(WC)의 분포에 의해 웨브 20a의 폭 방향에 있어서 복수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분포
를 알고, 더욱이는, 웨브 20a가 존재하는 범위(WB) 내에 있어서 복수의 소범위(WC) 상호간 폭의 값으로부터 웨브 20a에
형성되어 있는 연소조절제의 대(20b) 상호간의 폭 방향에 있어서 거리를 알 수 있다.

  도 9에는, 광 강도 검출기(52)의 라인센서로부터의 출력을 신호처리기(54)가 2 값화(2 値化) 신호로 해서, 연소조절제 도
포에 관한 여러가지의 불량 및 권지 접속개소를 판단한 검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위치 불량예로는, 웨브 폭방향 위치에 있어서 광 강도 검출기(52)의 라인센서로부터의 출력에 있어서 웨브 20a의 폭 방
향에 소정의 배열로 소정의 농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할 소정 수의 연소조절제의 대(20b) 중의 1 본의 연소조절제 대(20b)
의 위치가 어긋나 있는 것이 판단되어 있다.

  도포없음 예로서는, 웨브 폭 방향 위치에 있어서 광 강도 검출기(52)의 라인센서로부터의 출력에 있어서 웨브 20a의 폭
방향에 소정의 배열로 소정의 농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할 소정 수의 연소조절제 대(20b) 중의 1본의 연소조절제의 대
(20b)의 형성(도포)이 행하여져 있지 않은 것이 판단되어 있다.

  폭 불량 예로서는, 웨브 폭 방향위치에 있어서 광 강도 검출기(52)의 라인센서로부터의 출력에 있어서 웨브 20a의 폭 방
향에 소정의 배열로 소정의 농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할 소정 수의 연소조절제의 대(20b) 중의 1본의 연소조절제의 대
(20b)의 폭이 소정의 값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단되어 있다.

  도포량 불량에서는, 웨브 폭 방향위치에 있어서 광 강도 검출기(52)의 라인센서로부터의 출력에 있어서 웨브 20a의 폭
방향에 소정의 배열로 소정의 농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할 소정 수의 연소조절제의 대(20b) 중의 2 본의 연소조절제의 대
(20b)의 농도가 소정의 값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단되어 있다. 여기에 있어서 상기 2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 중의 1 본
의 농도는 소정의 농도범위의 상한 값(상기 라인센서로부터의 출력에서는 상기 소정의 농도범위에 대응한 출력범위의 하
한 TD)을 넘어서 상기 소정의 농도 범위보다도 짙게 되어 있고, 또 1 본의 농도는 소정 농도 범위의 하한 값(상기 라인센서
로부터의 출력에서는 상기 소정의 농도범위에 대응한 출력범위의 상한 TU)에 도달하고 있지 않고 상기 소정의 농도범위
보다도 옅게 되어 있다.

  권지 접속개소 검출에서는, 도 1의 권지 공급원(16)에 있어서 1 본 권지의 장척 웨브(20)의 끝단에 또 1본의 권지의 장척
웨브(20')의 시작단이 자동 연결기(22)에 의해 접속된 개소가, 웨브 폭 방향 위치에 있어서 광 강도 검출기(52)의 라인센서
로부터의 출력에 있어서 웨브(20a)의 연소조절제의 대(20b)가 없는 부분의 저 투과 출력 레벨과 웨브(20a)의 폭 방향으로
소정의 배열에서 소정의 농도로 배치되어야 할 소정 수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모두에 있어서 지(紙) 투과 출력레벨이,
이들이 상기 접속된 개소가 아닌 개소에서 정상적으로 검출된 경우에 비교하여, 함께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 강도 검출기(52)로부터의 출력을 기초로 신호처리기(54)가, 권지 장척의 웨브 20 또는 20' 위에 소정의 배열 및 소정
의 농도로 형성되어야 할 소정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상술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불량이나 권지의 장척 웨브
20 및 20'의 접속개소를 검출한 때에는, 이들의 불량 또는 접속개소를 포함하는 권지 장척의 웨브 20 또는 20'의 개소에서
말린 담배(CG)가 절단전의 담배 봉(CB)로부터 도 1의 절단유닛(28)에 의해 절단되게 되는 타이밍은 도 5의 변형예의 연
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에 있어서 사용되어 있던 동기장치(42e)과 같은 구성을 이용하여 전술한 도시되어 있지
않은 불량품 배제장치에 의해 필터구비의 정상적인 담배(CG)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당업자이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광 강도 검출기(52)로부터의 출력을 기초로 신호처리기(54)는,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웨브 20 및 20'가 소정
속도에서 반송되고 있는 동안에, 권지 장척의 웨브 20 또는 20'가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 방향이 되는 방향(본 실시형
태에서는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한 웨브 20 또는 20'의 반송방향)에 있어서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각각 유무
를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광 강도 검출기(52)가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의 각각을 검출하지 않았던 시간과 권지 반송유닛(18)에 의
한 웨브 20 또는 20'의 반송속도에서 상기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상기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 각각의
존재하지 않는 길이를 검출할 수 있으며, 상기 권지에 있어서 상기 복수본의 연소조절제의 대(20b)가, 권지 장척의 웨브
20 또는 20'가 개개의 담배용으로 절단된 때에 착화단으로 되는 단으로부터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
향으로 소정의 거리만큼 형성되지 않고, 상기 소정의 거리를 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 소정거리의 구체적인 수치도 검출할 수도 있고, 상기 소정의 거리가 약 10mm 와 약 25mm의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것도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이념에 따르면, 도 10A 중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의하
면,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웨브 20 또는 20'에 대하여 그 것이 권관(卷管)유닛(23)에 있어서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소망하는 간격으로 상기 길이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의 전체 길이로 이동, 또는
소망하는 길이로 이동, 복수의 연소조절제 대(20b)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상기 경우도 또한, 웨브 20 또는 20'에 있어서 복수의 연소조절제 대(20b)가 형성되는 것은, 웨브 20 또는 20'에 대하여
그것이 권관(卷管)유닛(23)에 있어서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내측으로 되는 표면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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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복수의 연소조절제 대(20b)는, 도 3A 및 도 3B 중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
(30)에서는, 롤러(30a)의 외주면에 있어서 원주방향으로 소망하는 거리로 서로 떨어진 복수의 위치에서 롤러(30a)의 회전
중심선에 따른 방향으로 돌출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도 6A 내지 도 6C
중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에서는,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웨브 20
또는 20'에 대하여 노즐부재(40)의 복수 노즐공(40b)으로부터 연소조절제를 분사하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
다.

  또한 도 10B 중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웨브 20 또는 20'위에 형성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은, 다수의 작은 점의
집합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이와 같이 다수의 작은 점의 집합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은, 웨브
20 또는 20'위에서 도 10B 중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웨브 20 또는 20'에 대하여 그것이 권관유닛(23)에 있어서 담배
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과 교차하는 방향에 대(帶) 형상으로 돌출하고 있어도 좋으며, 도 4E 중에 나타
내고 있는 바와 같이 웨브 20 또는 20'에 대하여 그것이 권관유닛(23)에 있어서 담배용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따라서 대 형상으로 돌출하고 있어도 좋다. 또한, 이들 대 형상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수도 임의로 설정할 수 있
으며, 대 형상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아도 좋다. 또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은, 대 형상 이외의 여러
가지 임의의 분포(패턴이나 수를 포함)로 웨브 20 또는 20'위에 형성될 수 있다.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연소조절제의 다수의 작은 점에 의해 구성하는 것으로, 보다 정밀한 연소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 상술한 사항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에 따라 저연소성 담배를 제조하는 본
발명에 따른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는, 연소하고 있는 동안에 잘못하여 가연물 위에 방치되어도, 연소가 연소조절제에 의
해 소화될 때 까지의 사이에, 또는 연소조절제에 의해 제어되고 있는 연소열이 가연물에 의해 빼앗기는 것에 의해, 가연물
에 타서 눌은 자국을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타서 눌은 자국을 종래에 비해서는 심하게 발생시키지 않는, 저연소성 담배를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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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담배(CG)용의 권지(卷紙: 20a, 20a')를 반송(搬送)하는 권지 반송공정과;

  권지 반송공정에 있어서 반송되는 권지(20a, 20a')의 소정의 위치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
역 형성공정과;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에 있어서 소정의 위치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20a, 20a')에 대하여
살담배(T)를 공급하는 살담배 공급공정과;

  살담배 공급공정에 있어서 살담배(T)가 공급된 권지(20a, 20a')를 살담배(T)와 함께 장척(長尺)의 통형상의 권관(卷管,
CB)으로 말면서 권관(CB)의 길이방향 으로 반송하는 권관공정과;

  권관공정에 잇어서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리면서 그 길이방향으로 반송되는 권관(CB)을, 상기 담배
(CG)의 길이방향의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는 담배 절단공정;

  을 구비하고 있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으로서,

  상기 권관공정에 있어서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리면서 그 길이방향으로 반송되는 권관(CB)에 있어서의
담배(CG)의 길이방향의 소정의 길이를 측정하여 동기신호를 발생시키는 동기공정을 더 구비하고 있고,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은, 상기 권지(20a, 20a')의 소정의 위치에 대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형성을 연소
조절제의 도포에 의해 행함과 함께, 상기 동기공정으로부터의 동기신호를 기초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동작을 제어하
고, 그 결과로서 권지(20a, 20a')에 대하여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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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소정의 간격을 벌려서 상기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을 따라 돌출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함과 함께, 연소조절
제 도포영역을 상기 권지가 개개의 담배(CG)용으로 절단된 때에 착화단(着火端)으로 되는 단(端)으로부터 상기 길이방향
으로 되는 방향으로 소정의 거리(X) 만큼 형성되지 않고,

  상기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은, 더욱이,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에 있어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20a, 20a')가 상기 살담배 공급
공정에 도달하기 전에,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에 있어서 권지(20a, 20a')에 형성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분
포와 농도를 검사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검사공정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검사공정은,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20a, 20a')의 한쪽의 면으로부터 광을
투사하고,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20a, 20a')의 다른쪽의 면으로부터 투과광을 검출하고, 투과광의 강도
분포에 의해 권지(20a, 20a')에 대하여 형성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분포와 농도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
성 담배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은, 권지(20a, 20a')에 있어서, 권지가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
에 내면(內面)으로 되는 쪽의 표면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은, 권지(20a, 20a')에 대하여 형성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권지가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을 따라 돌출한 복수의 연소조절제 대(帶, 20b)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소정의 거리(X)가 약 10mm와 약 25mm의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5항 내지 제28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에서는, 상기 권지 반송(搬送)공정에 있어서 반송되고 있는 권지(20a, 20a')에 롤러
(30a)가 접촉하여 권지의 반송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상기 롤러의 외주면에는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에 대응하고
있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轉寫)영역(38)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롤러의 외주면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
(38)에는 연소조절제 부착기(36)로부터 연소조절제가 공급되어 연소조절제가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
배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25항 내지 제28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공정에서는, 상기 권지 반송공정에 있어서 반송되고 있는 상기 권지(20a, 20a')에 노즐부
재(40)가 접촉 또는 접근되어 있고, 상기 노즐부재에는 복수의 노즐공(40b)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노즐부재에는 연소조
절제 공급기(42)로부터 연소조절제가 공급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방법.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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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CG)용의 권지(20a, 20a')를 반송하는 권지 반송유닛(18)과;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는 권지(20a, 20a')의 소정의 위치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하는 연소조절제 도포
영역 형성유닛(30, 30')과;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 30')에 의해 소정의 위치에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20a, 20a')에 대
하여 살담배(T)를 공급하는 살담배 공급유닛(12)과;

  살담배 공급유닛(12)에 의해 살담배(T)가 공급된 권지(20a, 20a')를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의 권관(CB)으로
말면서 권관(CB)의 길이방향으로 반송하는 권관(卷管)유닛(23)과;

  권관유닛(23)에 의해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리면서 길이방향으로 반송되는 권관(CB)을, 상기 담배
(CG)의 길이방향의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는 담배 절단유닛(28);

  을 구비하고 있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로서,

  상기 권관유닛(23)에 있어서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리면서 그 길이방향으로 반송되는 권관(CB)에 있어
서의 담배(CG)의 길이방향의 소정의 길이를 측정하여 동기(同期)신호를 발생시키는 동기장치(42e)를 더 구비하고 있고,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 30')은, 상기 권지(20a, 20a')의 소정의 위치에 대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형
성을 연소조절제의 도포에 의해 행함과 함께, 상기 동기장치(42e)로부터의 동기신호를 기초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
동작을 제어하고, 그 결과로서 권지(20a, 20a')에 대하여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
는 방향에 있어서 소정의 간격을 벌려서 상기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을 따라 돌출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함과 함
께,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상기 권지가 개개의 담배(CG)용으로 절단된 때에 착화단으로 되는 단으로부터 상기 길이방향
으로 되는 방향으로 소정의 거리(X) 만큼 형성되지 않고,

  상기 저연소성 담배제조장치는, 더욱이,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 30')에 의해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20a, 20a')가 상기 살담배
공급유닛(12)에 도달하기 전에,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 30')에 의해 권지(20a, 20a')에 형성된 연소조절
제 도포영역의 분포와 농도를 검사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검사유닛(11)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검사유닛(11)은,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20a, 20a')의 한쪽의 면으로부터
광을 투사하고,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된 후의 권지(20a, 20a')의 다른쪽의 면으로부터 투과광을 검출하고, 투과광의
강도분포에 의해 권지(20a, 20a')에 대하여 형성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의 분포와 농도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
연소성 담배 제조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 30')은, 상기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는 권지(20a, 20a')에 대하여 접
촉가능하게 배치되어 있고,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 30')에 대한 상기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는 권지(20a, 20a')의 접촉을
선택적으로 행하게 하는 권지 접리(接離)유닛(18b)을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권지 접리 유닛(18b)은, 상기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한 권지(20a, 20a')의 반송이 정지되고 있는 사이에 상기 권지
를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 30')으로부터 사이를 떨어지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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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 30')은, 권지(20a, 20a')에 대하여 형성하는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권지가 살
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을 따라 돌출된 복수의 연소조절제 대(帶, 20b)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소정의 거리(X)가 약 10mm와 약 25mm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

청구항 36.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 30')은, 권지(20a, 20a')에 있어서 권지가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내면으로 되는 쪽의 표면에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

청구항 37.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한 권지(20a, 20a')의 반송방향은, 권지가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이, 상기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상기 권지에 접촉하여 상기 권
지의 반송방향으로 회전하는 롤러(30a)와, 상기 롤러(30a)의 외주면에 형성되어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에 대응하여 형
성된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42)과, 상기 롤러(30a)의 외주면에 연소조절제를 공급하여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전사영역(42)에 연소조절제를 부착시키는 연소조절제 부착기(36)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
조장치.

청구항 38.

  제31항 내지 제36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한 권지(20a, 20a')의 반송방향은, 권지가 살담배(T)와 함께 장척의 통형상으로 말린 때에
길이방향으로 되는 방향에 있어서,

  상기 연소조절제 도포영역 형성유닛(30')은, 상기 권지 반송유닛(18)에 의해 반송되고 있는 상기 권지(20a, 20a')에 접촉
또는 접근하는 노즐부재(40)와, 노즐부재(40)에 형성되어 있는 복수의 노즐공(40b)과, 상기 노즐부재(40)에 연소조절제를
공급하는 연소조절제 공급기(42)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연소성 담배 제조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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