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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보강 링 외주에 고무로 만든 정지 밀봉부를 가지는 외주 고무형의 립 타입 밀봉재에 관한 것으로, 정지 밀봉부의

고무두께 만큼 보강 링의 외주가 밀봉재 장착 구멍 내주와의 사이에 간극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스톱 기능 부재에 맞

물리는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스톱 기능 부재에 의해 확실하게 보강 링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

어진 것이다.

즉 본 발명의 밀봉장치는, 보강 링(11)의 원통부(12) 외주에 부착된 고무로 만든 정지 밀봉부(18)에 의해 하우징(1)과의 결

합부가 밀봉되고, 보강 링(11)에 지지된 실링 립(19,21)에 의해 축(3)과의 슬라이드 이동부가 밀봉되고, 보강 링(11)이 하

우징(1) 내주에 고정되는 스톱 링(4) 등의 스톱 기능 부재와 축방향으로 맞물림으로써 이탈이 방지되는 밀봉장치로서, 보

강 링(11)에는 상기 원통부(12)보다 대기 측으로 배치되고, 상기 원통부(12)보다 직경이 큰 하우징(1)의 내주 근처에 배치

되어 스톱 링(4) 등과의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13)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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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두 운동부재 중 제1 운동부재에 고정되고, 제2 운동부재와 기밀식으로 접촉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는

립 타입 밀봉 구조를 제공하는 밀봉장치에 있어서,

강체 재료로 이루어지고, 원통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1 운동 부재에 고정되는 보강 링과,

상기 보강 링에 장착되어 상기 보강 링과 상기 제1 운동 부재 사이의 간극을 밀봉하는 정지 밀봉부와,

상기 보강 링에 지지되어 상기 제2 운동 부재와 접촉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는 실링 립(sealing lip)과,

상기 제1 운동 부재에 고정되는 스토퍼 부재

을 포함하고,

상기 보강 링은 스토퍼 부재와 축방향으로 맞물림으로써 이탈이 방지되고,

상기 보강 링은 상기 제1 운동 부재 근처에 배치되어 상기 스토퍼 부재와의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를

구비하고,

상기 스토퍼 부재는 상기 제1 운동 부재로서 하우징의 축 구멍 내주의 밀봉 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 단부에 형성된 맞물림

홈에 결합되는 스톱 링이고,

상기 보강 링은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가 연결되는 원통부와, 상기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에 연속하고 상기

원통부보다 직경이 크고 축 구멍(shaft hole) 내주 근처에 배치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와,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로부터

방사상 안쪽 방향으로 연장되는 내향 플랜지부를 포함하며,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는 밀봉재 장착 구멍 내에 위치하고, 그 최대 외경이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보다 직경이 작고, 또

한 스톱 링의 내경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의 축 구멍 내주에는 상기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에 밀봉재 장착 구멍보다 직경이 큰 대직경 구멍이 형성

되고,

상기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 단부에는 대기측을 향하여 서서히 직경이 확대되어 대직경 구멍으로 이어지는 테이퍼 구

멍이 형성되며,

상기 스톱 링의 맞물림 홈은 상기 테이퍼 구멍의 대기측 단부와 상기 대직경 구멍 사이의 경계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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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향 플랜지부의 내경 단부로부터 축방향 대기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클로(claw)부가 상기 보강 링의 내향 플랜지부

의 내경 단부에 구비되어 있고, 상기 클로부는 방사상 외측으로 굽혀지는 단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장

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링 립은 상기 보강 링에 일체로 된 고무형 탄성재로 형성되는 제1 밀봉부재에 형성되는 제1 실링 립부와, 상기 제1

밀봉부재와 상기 보강 링의 내향 플랜지부 사이에 조립되는 수지제의 제2 밀봉부재에 형성되어 제1 실링 립의 대기측 측

면을 지지하는 제2 실링 립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밀봉부재는 상기 보강 링의 원통부 내주에 접합되고 보강 링의 내향 플랜지부와 대향하도록 형성되는 본체부를

가지고,

제1 실링 립부는 상기 본체부로부터 축방향 밀봉유체측으로 연장되고 축의 외주에 밀봉 접촉하는 립 선단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2 밀봉부재는 상기 제1 밀봉부재의 방사상부와 상기 보강 링의 내향 플랜지부 사이에 끼워져 지지되는 플랜지부를

가지고,

제2 실링 립은 상기 플랜지부의 내경 단부로부터 굽힘부를 통하여 상기 제1 실링 립과 축 외주면 사이의 환상 공간에 삽입

되고, 축의 외주에 슬라이드 이동 가능하게 접촉되는 내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밀봉부재와 상기 제1 밀봉부재 사이에 보조 금속 링이 배치되고, 상기 보조 금속 링은 상기 제1 실링 립과 상기

제2 실링 립 사이에 삽입되어 제1 실링 립을 지지하는 지지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퍼 부재는, 하우징으로서의 상기 제1 운동 부재의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밀봉재 장착

구멍보다 큰 직경을 가지는 밀봉재 장착 구멍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외륜이고,

상기 보강 링은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가 연결되는 원통부와, 상기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에 이어져 원통부

보다 직경이 크고 축 구멍 내주 근처에 배치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와,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로부터 방사상 내측으로 연

장되는 내향 플랜지부를 포함하며,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최대 외경은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보다 직경이 작고, 또한 베어링의 외륜의 내경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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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가 내향 플랜지부의 대기측 단면으로부터 축방향 대기측으로 돌출되도록 형성되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퍼 부재는, 하우징으로서의 상기 제1 운동 부재의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밀봉재 장착

구멍보다 직경이 큰 베어링 결합 구멍에 끼워맞춤되는 베어링의 외륜이고,

상기 보강 링은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가 연결되는 제1 원통부와, 상기 제1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에 이어

져 제1 원통부보다 직경이 크고 하우징의 밀봉재 장착 구멍 내주 근처에 배치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와, 상기 제1 원통부

의 밀봉유체측 단부로부터 단면이 U자형으로 축방향 대기측으로 반전되는 반전부와, 상기 반전부를 통하여 상기 제1 원통

부와 설정된 간격을 두고 축방향 대기측으로 연장되는 제2 원통부와, 상기 제2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내측

을 향하여 연장되는 내향 플랜지부를 구비하며,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최대 직경이 밀봉재 장착 구멍의 직경과 대략 동등하며, 또한 외륜의 내경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퍼 부재는, 하우징으로서의 상기 제1 운동 부재의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밀봉재 장착

구멍보다 직경이 큰 베어링 결합 구멍에 맞추어진 베어링의 외륜이고,

상기 보강 링은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가 연결되는 원통부와, 상기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내

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내향 플랜지부와, 상기 내향 플랜지부의 내경 단부로부터 단면이 U자형으로 직경방향 외측으로 반

전되는 반전부와, 상기 반전부를 통하여 직경방향 외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를 포함하며,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최대 직경이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보다 크고, 또한 베어링의 외륜의 내경 치수보다 크게 설

정되고,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외경측 단부는 외륜의 밀봉유체측 측면과, 밀봉재장착 구멍과 베어링 결합 구멍의 경계의 스텝

부의 사이에 끼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퍼 부재는, 하우징으로서의 상기 제1 운동 부재의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밀봉재 장착

구멍보다 직경이 큰 베어링 결합 구멍에 끼워맞춤된 베어링의 외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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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강 링은 고무상 탄성재료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가 연결되는 제1 원통부와, 상기 제1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외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와, 상기 제1 원통부의 밀봉유체측 단부로부터 단면이 U자형상으로 축

방향 대기측으로 반전되는 반전부와, 상기 반전부를 통하여 제1 원통부와 설정된 간격을 두고 축방향 대기측을 향하여 연

장되는 제2 원통부와, 상기 제2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내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내향 플랜지부를 포함하며,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최대 직경은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보다 크고, 또한 베어링의 외륜의 내경 치수보다 크게 설

정되고,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외경측 단부는 외륜의 밀봉유체측 측면과, 밀봉재 장착 구멍과 베어링 결합 구멍의 경계의 스텝

부의 사이에 끼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밀봉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각종 장치의 축 밀봉부에 사용되는 밀봉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실링 립(sealing lip)을 구비한 립 타입의 밀봉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금속 링 외주가 하우징의 축 구멍 내주에 결합하여 고정되고, 금속 링에 지지되는 실링 립이 축 주위면에 밀접하

여 슬라이드 이동하는 립 타입 밀봉재가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립 타입의 밀봉장치에서는, 하우징의 축 구멍 내주와의 정

지부(靜止部)의 밀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금속 링 외주에 고무상 탄성재로이루어진 정지 밀봉부를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런데 밀봉유체가 압력유체인 경우, 밀봉장치를 대기 측으로 밀어내는 방향의 내압(內壓)이 작용하므로 하우징의 축 구멍

내주에 스톱 링을 결합하거나, 베어링이 밀봉장치의 대기 측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베어링의 외륜에 의해 이탈 방지가 이

루어져 있다.

그러나 금속 링 외주에 정지 밀봉부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 링 외주의 대기측 단부가 스톱 링에 확실하게 맞

물림되지만, 금속 링 외주에 정지 밀봉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속 링의 외주와 하우징의 실링 링 장착 구멍의 내주

와의 사이에 통상 Imm 정도의 간극(間隙)이 생기므로 스톱 링과의 맞물림 대가 그 만큼 좁아져 이탈방지가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톱 링이 변형되어 밀봉장치의 고정상태가 경사져 밀봉성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또 베어링에 의해 이탈방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축과 함께 회전하는 내륜과의 간섭을 피하여 외륜에 맞물림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베어링의 사이즈는 다양하고, 외륜의 내경단(內徑斷)의 위치가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보다 큰 경우도 발생

하여 베어링의 사이즈에 따라 이탈방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금속 링 외주에 정지 밀봉부를 가지는 타입의 밀봉장치로서, 스톱 기능 부재에 의해 확실하게 지지하고,

밀봉성능을 장기간에 걸쳐 발휘하는 것이 가능한 밀봉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밀봉장치는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두 부재 중 한 쪽의 부재에 고정되고 다른 쪽의 부

재와 빈틈 없이 접촉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는 립 타입 밀봉재(seal) 구조를 제공하는 밀봉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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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 재료로 이루어지고 원통부를 구비하며 상기 한 쪽의 운동 부재에 고정되는 보강 링과,

상기 보강 링에 탑재되어 상기 보강 링과 상기 한 쪽의 운동 부재의 사이를 밀봉하는 정지 밀봉부와,

상기 보강 링에 지지되어 상기 다른 쪽의 운동 부재와 접촉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는 실링 립과,

상기 한 쪽의 운동 부재에 고정되는 스토퍼 부재 (스톱 기능 부재)

을 포함하고,

상기 보강 링은 스토퍼 부재와 축방향으로 맞물림으로써 이탈이 방지되고,

상기 보강 링에는 상기 한 쪽의 운동 부재 근처에 배치되어 상기 스토퍼 부재와의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는 맞물림영역 확대

부가 제공되는 밀봉 장치이다.

상기 구성을 구비한 본 발명의 밀봉장치와 같이, 보강 링의 원통부로부터 하우징 등의 한 쪽의 부재의 근처에 배치되고, 스

톱 링 등의 스톱 기능 부재와의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가 보강 링에 그 일부로서 설치되어 있으면, 스

톱 기능 부재에 확실하게 맞물림하여 안정된 스톱 기능이 발휘된다.

특히 스톱 기능 부재로서 스톱 링을 이용한 경우에는, 밀봉유체에 의한 가압시의 스톱 작용점의 위치가 종래의 기술보다

한 쪽의 부재 측으로 변경되어, 그 만큼 작용점과 지점(支點)의 거리가 비교적 짧게 설정되므로 스톱 링에 작용하는 모멘트

가 비교적 작아지고, 스톱 링이 변형되는 것을 유효하게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맞물림영역은 간섭영역, 접촉영역 또는 접촉면적 등으로 바꿔 말할 수 있고, 또 맞물림길이, 간섭길이 또는 접촉길이 등과

같이, 직경방향의 길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한 특징으로, 스토퍼 부재는 상기 한 쪽의 운동 부재로서 하우징의 축 구멍 내주의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 단부 에지에 형성된 맞물림 홈에 맞물림되는 스톱 링이고,

상기 보강 링은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가 연결되는 원통부와, 상기 원통부의 대기측단부에 연속하여 원통

부보다 직경이 크고 축 구멍(shaft hole) 내주 근처에 배치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와,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로부터방사

상 내측 방향으로 연장되는 내향 플랜지부를 구비하며,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는 밀봉재 장착 구멍 내에 위치하고, 그 최대 외경이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보다 직경이 작고, 또

한 스톱 링의 내경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스톱 기능 부재가 스톱 링인 경우에,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의 범위에서 맞물림영역 확대부를 원통부의 직경

보다 확대함으로써 스톱 링과의 맞물 림영역이 확대되어 확실하게 이탈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또 금속 링 외주의 대기측 단부 위치에 맞물림영역 확대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맞물림영역 확대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내

향 플랜지부의 굽힘 강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밀봉압력이 작용해도 내향 플랜지부가 잘 구부러지지 않고, 실링 립을백업하

여 실링 립의 접촉상태가 유지된다.

하우징의 축 구멍 내주에는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에 밀봉재 장착 구멍보다 직경이 큰 대직경 구멍이 형성되고, 밀봉

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 단부에는 대 기측을 향하여 서서히 직경이 확대되어 대직경 구멍으로 이어지는 테이퍼 구멍이 형성

되며, 스톱 링의 맞물림 홈은 상기 테이퍼 구멍의 대기측 단부와 대직경 구멍의 경계위치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테이퍼 구멍을 형성한 경우에는, 스톱 링이 한바퀴 큰 사이즈로 되어 스톱 링의 내경단 위치가 방사상 외측으로

약간 벗어나지만, 맞물림영역 확대 부에 의해 확실하게 이탈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또 테이퍼 구멍에 의해 정지 밀봉부가 안내되어 장착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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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강 링의 내향 플랜지부의 내경 단부에는 상기 내경 단부로부터 축방향 대기측을 향하여 연장되어 선단이 방사상

외측 방향으로 구부려지는 클로(claw)부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클로부를 이용하여 밀봉장치를 뽑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뽑을 때에 금속 링의 내향 플랜지부에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

지만, 내향 플랜지부의 굽힘 강성이 맞물림영역 확대부에 의해 고강성화되어 있으므로 내향 플랜지부가 잘 변형되지 않는

다.

실링 립은 상기 보강 링에 일체로 된 고무상 탄성재로 형성되는 제1 밀봉부재에 형성되는 제1 실링 립부와, 상기 제1 밀봉

부재와 보강 링의 내향 플랜지부와의 사이에 조립되는 수지제의 제2 밀봉부재에 형성되어 제1 실링 립의 대기측 측면을

지지하는 제2 실링 립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밀봉부재는 상기 보강 링의 원통부 내주에 접합되고 보강 링의 내향 플랜지부와 대향하도록 형성되는 본체부를

가지고, 제1 실링 립부는 상기 본체부로부터 축방향 밀봉유체측으로 신장하고 축 외주에 밀봉 접촉하는 립 선단부를 구비

하며,

제2 밀봉부재는 상기 제1 밀봉부재의 방사상부와 보강 링의 내향 플랜지부와의 사이에 끼워져 지지되는 플랜지부를 가지

고, 제2 실링 립은 상기 플랜지부의 내경 단부로부터 굽힘부를 통하여 상기 제1 실링 립과 축 외주면 사이의 환상 공간에

삽입되고, 내주가 축 외주에 슬라이드 이동 가능하게 접촉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제1, 제2 실링 립을 구비한 복합 타입의 경우에는, 금속 링의 내향 플랜지부에 의해 제2 밀봉부재의 플랜지부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내향 플랜지부가 변형되면 제2 밀봉부재의 제2 실링 립이 벗어나고, 또한 이 제2 실링 립에 의해 지지

되는 제1 실링 립의 접촉상태도 변화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맞물림영역 확대부를 설치하여 굽힘 강성을 높이는 것

이 중요하다.

보조 금속링이 제2 밀봉부재와 제1 밀봉부재의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보조 금속 링은 제1 실링 립과 제2 실링 립의 사이

에 삽입되어 제1 실링 립을 지지하는 지지부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제1 실링 립에 작용하는 밀봉유체압이 보조 금속 링에 의해 지지되므로 밀봉유체압이 높아져도 상기 보강

링의 내향 플랜지부의 고강성화와 더불어, 제1 실링 립의 변형이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축에 대한 접촉상태를 적정하

게 유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은, 스토퍼 부재는 하우징으로서의 상기 한 쪽의 운동 부재의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밀봉재 장착 구멍보다 직경이 큰 밀봉재 장착 구멍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외륜이고,

상기 보강 링은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가 연결되는 원통부와, 상기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에 이어져 원통부

보다 직경이 크고 축 구멍 내주 근처에 배치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와,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로부터 방사상 내측으로 연

장되는 내향 플랜지부를 포함하며,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최대 외경은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보다 직경이 작고, 또한 베어링의 외륜의 내경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일부가, 내향 플랜지부의 대기측 단면으로부터 축방향대기측으로 돌출형성되고, 상기 돌출부가 베어

링의 외륜 단면에 맞물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은, 스톱 기능 부재는 하우징의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밀봉재 장착 구멍보

다 직경이 큰 베어링 결합 구멍에 결합되는 베어링의 외륜이고,

보강 링은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가 연결되는 제1 원통부와,상기 제1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에 이어져 제1

원통부보다 직경이 크고 하우징의 밀 봉재 장착 구멍 내주 근처에 배치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와, 상기 제1 원통부의 밀

봉유체측 단부로부터 단면이 U자형으로 축방향 대기측으로 반전되는 반전부와, 상기 반전부를 통하여 상기 제1 원통부와

소정 간격을 두고 축방향 대기측으로 연장되는 제2 원통부와, 상기 제2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내측을 향하

여 연장되는 내향의 플랜지부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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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최대 직경이 밀봉재 장착 구멍의 직경과 대략 동등하고, 또한 외륜의 내경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제1 원통부가 제2 원통부와 반전부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 원통부가 탄력성을 가지므로 맞물림

영역 확대부의 직경을 밀봉재 장착 구멍의 직경과 대략 동일하게 설정해도 장착에 지장은 없고, 밀봉재 장착 구멍 내에서

맞물림영역을 최대로 확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은, 스톱 기능 부재는 하우징의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밀봉재 장착 구멍보

다 직경이 큰 베어링 결합 구멍에 결합되는 베어링의 외륜이고,

보강 링은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가 연결되고 원통부와, 상기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내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내향 플랜지부와,상기 내향 플랜지부의 내경 단부로부터 단면이 U자형으로 직경방향 외측으로 반전되는

반전부와, 상기 반전부를 통하여 직경방향 외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를 포함하고,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최대 직경을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보다 크고,또한 베어링의 외륜의 내경 치수보다 크게 설정

하고,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외경측부분을 외륜의 밀봉유체측 측면과 밀봉재 장착 구멍과 베어링 결합 구멍의 경계의 스텝

부의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외륜의 내경이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보다 커도 확실하게 밀봉장치의 이탈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은, 스톱 기능 부재는 하우징의 밀봉재 장착 구멍의 대기측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밀봉재 장착 구멍보

다 직경이 큰 베어링 결합 구멍에 결합되는 베어링의 외륜이고,

보강 링은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가 연결되는 제1 원통부와,상기 제1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외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맞물림영역확대부와, 상기 제1 원통부의 밀봉유체측 단부로부터 단면이 U자형상으로 축방향 대

기측으로 반전되는 반전부와, 상기 반전부를 통하여 제1 원통부와 소정 간격을 두고 축방향 대기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제

2 원통부와, 상기 제2 원통부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내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내향 플랜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최대 직경을 밀봉재 장착 구멍의 내경보다 크고,또한 베어링의 외륜의 내경 치수보다 크게 설정

하고, 맞물림영역 확대부의 외경측부분을 외륜의 밀봉유체측 측면과 밀봉재 장착 구멍과 베어링 결합 구멍 의 경계의 스텝

부의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에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 실시예

도 1, 도 3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당해 실시형태에 관한 밀봉장치로

서의 립 타입 밀봉재는,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제1 운동 부재로서의 하우징(1)의 축 구멍(2)에 그 대기측(반(反) 밀봉유체

측이라고도 함, 도면 상부 좌측)으로부터 삽입되어 축 구멍(2) 내주에 결합되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다른 쪽의 부재로서

의 축(3)의 주위면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고, 스톱 기능 부재로서의 스톱 링(4)에 의해 축방향의 이탈방지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하우징(1)의 축 구멍(2) 내주 형상은 대기측으로부터 장치 내측을 향하여 직경이 작은 스텝을 가지는 원통형상이고, 기구

내 안쪽에 위치하는 비교적 직경이 작은 원통형을 이루는 소직경 구멍(5)과, 이 소직경 구멍(5)의 대기측단 에지로부터직

경방향 외향으로 연장되는 스텝부 단면(6)과, 이 스텝부 단면(6)의 외경단으로 부터 축방향 대기측으로 연장되어 당해 립

타입 밀봉재가 결합하여 고정되는 소직경 구멍(5)보다 직경이 큰 원통형의 밀봉재 장착 구멍(7)과, 이 밀봉재 장착 구멍(7)

의 대기측단 에지로부터 더 축방향 대기측을 향하여 내경 치수가 점차 확대되도록 경사지는 테이퍼 구멍(8)과, 이 테이퍼

구멍(8)의 대기측단 에지로부터 더 대기 측으로 연장되는 비교적 직경이 큰 원통형을 이루는 대직경 구멍(9)이, 장치 내측

으로부터 대기측으로 향하여 이 순서로 설치되어 있고, 테이퍼 구멍(8)과 대직경 구멍(9)의 경계에 스톱 링(4)을 장착하는

장착홈(10)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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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도 3에서 립 타입 밀봉재의 우측이 밀봉유체측(내부유체측, 장치 내측이라고도 함), 좌측이 대기측이다. 스톱 링(4)

은 직경방향 스프링력을 발휘할 금속 등의 강체(剛體)에 의해, 축방향으로부터 이것을 보아 대략 C자형으로 성형되어 있

다.

밀봉장치(1)는 원통부(12)를 구비하여 하우징(1)에 고정되는 강체 재료로 이루어진 보강 링(11)과, 이 보강 링(11)에 부착

되어 보강 링(11)과 하우징(1)의 내주와의 사이를 밀봉하는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18)와, 보강 링(11)에

지지되어 상기 축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는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제1 실링 립(19)과, 수지제의 제2 실링 립(21)

을 가지고 있다.

상기 정지 밀봉부(18)와 제1 실링 립(19)은 고무상 탄성재에 의해 보강 링(11)과 일체로 성형되어 제1 밀봉부재(130)로서

구성되어 있다. 또 수지제의 제2 실링 립(21)은 보강 링(11)과 제1 밀봉부재(130)와의 사이에 협지 고정되어 수지제의 제

2 밀봉부재(140)로서 구성된다.

보강 링(11)은 하우징(1)의 축 구멍(2)의 밀봉재 장착 구멍(7) 내주에 고무상 탄성재의 정지 밀봉부(18)를 통하여 장착된

단면이 대략 L자형상으로 성형된 판금(板金) 등의 금속제 링으로서, 개략적으로 외주에 정지 밀봉부(18)가 부착되는 원통

형의 원통부(12)와, 이 원통부(12)의 대기측 단부에 이어지고 원통부(21)보다 직경이 크고 하우징(1)의 밀봉재 장착 구멍

(7)의 내주 근처에 배치되어 스톱 링(4)과의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13)와, 이 맞물림영역 확대부(13)

로부터 방사상 내측을 항하여 연장되는 내향의 플랜지부(14)를 구비하고, 이들이 이 순서로 일체로 성형되어 있다. 이 보

강 링(11)은 드로잉가공 및 굽힘 가공을 수반하는 프레스성형에 의해 성형된다.

맞물림영역 확대부(13)에는 상기 원통부(12)에 이어지는 장치 내측의 테이퍼부(15)와, 원통부(16)와, 내향 플랜지부(14)

에 이어지는 대기측의 굽힘부(17)가 이 순서로 일체로 성형되어 있다. 원통부(16)가 최대 직경부로서, 원통부(16)의 장치

내측(밀봉유체측)의 단부가 밀봉유체측을 향하여 직경이 축소되는 테이퍼부(15)를 통하여 원통부(12)로 이어지고, 원통부

(16)의 대기측 단부가 대략 직각의 굽힘부(17)를 통하여 내향의 플랜지부(14)에 이어져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13)는 하

우징(1)의 밀봉재 장착 구멍(7) 내에 위치하고, 보강 링(11)의 외주의 대기측 단부를 직경방향 외측, 즉 하우징(1)의 밀봉

재 장착 구멍(7) 내주측으로 연장, 팽창 내지 굽힘 형성함으로써 형성되어 있고, 그 최대 외경치수가 원통부(12)의 외경치

수보다 크고, 밀봉재 장착 구멍(7)의 내경 치수보다 약간 작고, 또한 스톱 링(4)의 장착상태에서의 내경 치수보다 충분히

크게 설정되어 스톱 링(4)과의 축방향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원통부(12)의 외경치수는 종래와 동일하게, 밀봉재 장착 구멍(7)의 내경 치수보다 한바퀴 작게 설정되어 있고(실제 치수

1mm이상의 차), 맞물림영역 확대부(13)의 최대 외경치수는 밀봉재 장착 구멍(7)의 내경 치수보다 극히 약간 작게 설정되

어 있다(실제 치수로 1mm미만의 차). 맞물림영역 확대부(13)의 원통부(16)의 내경 치수는, 스톱 링(4)의 장착상태에서의

내경 치수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다.

제1 밀봉부재(130)는 밀봉유체측을 향하여 열리는 단면이 대략 U자형상으로성형된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환상부재

이고, 상기 원통부(12) 외주에 부착되는 정지 밀봉부(18)와, 원통부(12) 및 맞물림영역 확대부(13)의 내주에 부착되어 상

기정지 밀봉부(18)와 연결부(20)를 통하여 연결되는 내주 고무부(131)와, 내주고무부(131)의 대기측 하프부로부터 직경

방향 내측으로 연장되는 U자의 저변에 대응하는 본체부인 방사상부(132)와, 이 방사상부(132)의 내경 단부로부터 축방향

밀봉유체 측(장치 내측)으로 연장되어 립 선단부(19a)가 축(3) 표면에 슬라이드 이동 가능하게 밀봉 접촉되는 상기 제1 실

링 립(19)을 구비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정지 밀봉부(18)는 원통부(12) 및 맞물림영역 확대부(13)의 테이퍼부(15), 또한 맞물림영역 확대부(13)의 원통부(16)의

외주면의 일부를 덮고 있다.

또 내주고무부(131)는 원통부(12) 및 맞물림영역 확대부(13)의 테이퍼부(15), 또한 원통부(16)의 내주에 가황 접착

(vulcanization-bonding)되어 있다. 즉 원통부(16) 내주와 제2 밀봉부재(140)의 외경 단부와의 사이에 환상의 간극이 형

성되어 있고, 이 간극에도 내주고무부(131)가 파고 들어가고, 원통부(16) 및 굽힘부(17)의 내주 및 내향 플랜지부(14)의

밀봉유체측 측면의 외경 단부에 가황 접착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지 밀봉부(18)와 제1 실링 립(19)은 연결부(20), 내주고

무 부(131) 및 방사상부(132)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보강 링(11) 및 제2 밀봉부재(140)에 대하여 일체적으로 가황

성형되어 있다. 방사상부(132)의 직경방향 치수는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보다 짧고, 그 내경단이 내향 플랜지부

(14)의 내경단보다 소정치수만큼 직경방향 외측으로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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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실링 립(19)의 밀봉유체측 측면은 방사상부(132)의 밀봉유체측 측면과의 원호형의 코너부를 통하여 접속되고, 제1 실

링 립(19)의 대기측 측면은 방사상부(132)의 내주면과 연속면으로 되어 있다.

한편, 방사상부(132) 내주면과 대기측 측면과의 각부에는 방사상부(132)의 내주면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단차를 갖도록 움

푹 들어가게 한 환상의 요부(凹部)(133)가 형성되어 있다. 이 요부(133) 저면과 방사상부(132) 내주면과의 각부는 원호형

상으로 성형되어 있다.

립 선단부(19a)의 내주형상은, 방사상 내측을 향하여 돌출하는 단면이 삼각산형상으로 성형되어 있고, 이 정상부가 축(3)

표면에 전체 원주적으로 접촉하여 밀봉하고 있다. 이 제1 실링 립(19)의 립 선단부(19a)의 슬라이드 이동면, 상기 정상부

를 간격을 두고 대기측의 경사면에는 축(3)과의 회전 슬라이드 이동에 의해 유체를 밀봉유체측으로 수송하는 나사펌프기

능을 구비한 나사 홈이나 돌기 등의 나사펌프 작용부를 설치해도 된다. 또 립 선단부(19a) 외주에는 긴장력을 부여하기 위

한 스프링 링을 부착해도 된다.

한편 상기 제2 실링 립(21)을 구비한 제2 밀봉부재(140)는 PTFE(4불화 에틸렌수지,tetrafluoroethylene) 등의 수지재에

의해 성형되는 것이고,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와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132)의 사이에 끼워지는 플랜

지형 내지 칼라형상의 플랜지형부인 중간삽입부(141)와, 이 중간삽입부(141)의 내경 단부로부터 굽힘부(144)를 통하여

구부려져 축방향 밀봉유체측으로 연장되는 제2 실링 립(21)을 구비하고 있다.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의 두께치수는, 보강 링(11)의 맞물림 영역 확대부(13)의 원통부(16)의 축방향 길

이는 대략 동등하게 설정되고, 중간삽입부(141)의 외주와 맞물림영역 확대부(13)의 원통부(16) 내주와의 사이에 환상의

간극이 형성되어 있다.

제2 실링 립(21)은 제1 실링 립(19)의 대기측 측면과 축(3)간의 환상의 간극에 위치하여 내주가 축 표면에 슬라이드 이동

가능하게 밀봉 접촉한다. 제2 실링 립(21)의 립 선단부는 제1 실링 립(19)의 립 선단부(19a)의 턱부(19c) 위치까지 연장되

고 있다. 이 제2 실링 립(21)은 자유상태에서는 축방향 밀봉유체측을 향하여 서서히 직경이 작아지도록 경사지는 원추형

상으로 되어 있고, 축(3)을 삽입하면 축(3)의 외주보다 직경이 작은 원추형상부분이 축(3) 표면에 따라 원통형상으로 직경

이 확대되고, 그 탄성복원력에 의해 접촉면압(接觸面壓)을 얻고 있다.

그리고 축(3) 삽입상태에서는 제2 실링 립(21)의 외주면에 접촉하는 밀봉유체측 측면과 제1 실링 립(19)의 내주면에 접촉

하는 대기측 측면이 환상의 간극을 통하여 이간되어 있고, 제1 실링 립(19)은 제2 실링 립(21)과 간섭하지 않도록 되어 있

다. 따라서 밀봉유체가 통상의 압력에서는 간극만큼 제1 실링 립(19)은 자유롭게 변형되어 축(3)의 편심에 대한 우수한 추

종성을 발휘한다.

물론, 밀봉유체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제1 실링 립(19)의 근원부(19b)가 직경방향 내측으로 휘고, 소정의 압력을 넘으면

간극이 없어져 제1 실링 립(19)의 근원부(19b)의 대기측 측면이 제2 실링 립(21)의 대기측 측면에 접촉하고 축(3)에 슬라

이드 접촉하는 제2 실링 립(21)에 의해 제1 실링 립(19)의 근원부(19b)가 지지되어, 제1 실링 립(19)의 과도한 변형을 규

제하여 밀봉성을 유지한다.

제1 실링 립(19)의 변형을 규제할 때에 제2 실링 립(21)은 중간삽입부(141)와 이어지는 부분에 위치하는 굽힘부(144)로

부터 소정 길이까지의 범위가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132) 내주면을 지지하고, 또한 선단부가 제1 밀봉부재(130)

의 제1 실링 립(19)의 근원부(19b)를 지지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132)의 내주면과 대기측 측면과의 각부에는 요부(133)가 형성되어 있다. 이 요부(133)

는 제2 밀봉부재(140)의 굽힘부(144)에 대향하고 있으므로 밀봉유체의 압력에 의해 제1 실링 립(19) 및 방사상부(132)가

변형되어 제2 실링 립(21)에 접촉해도, 굽힘부(144)와 방사상부(132) 간에 요부(133)에 대응하는 간극이 형성된다. 이 간

극을 이용하여 제2 실링 립(21)이 굽힘부(144)의 근본으로부터 크게 구부러지고, 축(3)의 편심 또는 축방향 변위에 대해,

물론 흔들림에 대해서도 추종성이 높아져 있다.

또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는 보강 링(11)의 원통부(16) 내주면과 소정의 환상 간극을 두고 대향하고 있고,

이 환상 간극은 제1 밀봉부재(130)의 고무상 탄성재에 의해 묻혀 있다. 보강 링(11)의 원통부(16)의 축방향 길이는 대략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의 두께치수와 동등하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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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는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132)에 대하여 접착 고정하고, 또한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에 대해서는 외경측을 접착 고정하는 동시에 내경측의 굽힘부(144)를 비접착으로 하여 이간가

능하게 되어 있다.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의 밀봉유체측(0)의 측면과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의 대기측(A)의 측면

이 비접착상태인 경우에는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축(3) 삽입시에 축(3)과의 접촉마찰에 의해 제2 실링 립(21)이 축 방

향 밀봉유체측(0)에 삽입되고, 중간삽입부(141)가 외경 단부를 지점으로 하여 내 경단이 축방향 밀봉유체측으로 돌출하도

록 변형된다. 이 중간삽입부(141)의 변형에 의해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132)의 내경

단부가 축방향 밀봉유체측(0)으로 변형되는 동시에 제2 실링 립(21)의 립 선단부(21a)가 제1 실링 립(19)의 립 선단부

(19a)와 축(3)의 사이에 들어가고, 제1 실링 립(19)의 립 선단부(19a)가 부상(浮上)하여 축(3)과의 사이에 간극이 생겨 밀

봉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를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에 대해서도 접착 고정한 것이다.

제2 밀봉부재(140)의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에 대한 접착영역(41A)과 비접착영역(41B)과의 경계(P1)는,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130)와 중간삽입부(141)와의 접착영역의 내경단 위치(P2)에 일치시키고 있다(도 3 참조).이

접착영역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몰드 성형시에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에 대해 제2 밀봉부재(140)를 구성하는

수지판(140A)을 통하여 제1 밀봉부재(130)의 가황 성형압이 가해지는 영역에 대응한다.

이 제2 밀봉부재(140)의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와의 접착영역의 경계(P1)를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

(132)와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와의 접착부의 내경단 위치(P2)보다 외경측으로 위치시키면, 축(3)의 장착

시에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와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와의 사이에 간극이 개방되기 쉬워진다.

한편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와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와의 접착영역의 경계(P1)를, 제1 밀봉부

재(130)의 방사상부(132)와 제1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와의 접착부의 내경단 위치(P2)보다 내경측에 위치시

키면, 축(3)의 장착시에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와 보강 링(11)의 내 향 플랜지부(14)와의 사이에 간극이

개방되기 어려워지지만, 축(3)의 축 편심에 대한 제2 실링 립(21)의 편심추종성이 나빠진다.

따라서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와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와의 접착영역의 내경단 위치(P1)는 제

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132)와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와의 접착부의 내경단 위치(P2)와 대략 일치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와 같이 일치시켜 두면, 몰드 성형시에 고무상 탄성재의 성형재료의 가황 성형압이 접착

면 전면에 작용하게 되어 확실하게 접착할수 있다.

이 제2 실링 립(21)의 축(3)과의 슬라이드 이동면에도, 축(3)과의 회전 슬라이드 이동에 의해 슬라이드 이동면 간의 유체

를 밀봉유체측으로 수송하는 나사펌프기능을 구비한 나선 홈 등의 제2 나사펌프작용부를 설치해도 되고, 환상 홈을 형성

하여 밀봉성을 높이도록 해도 된다.

밀봉장치의 하우징축 구멍(2)에의 조립은, 축 구멍(2)의 대기측에 위치하는 대직경 구멍(9)으로부터 축방향 밀봉유체측으

로 삽입하여 밀봉재 장착 구멍(7) 내에 가압하여 삽입한다. 밀봉재 장착 구멍(7)의 입구측에는 테이퍼 구멍(8)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보강 링(11) 외주의 정지 밀봉부(18)가 테이퍼 구멍(8)에 안내되어 원활하게 밀봉재 장착 구멍(7) 내에 삽입할

수 있다. 밀봉장치를 가압하여 삽입하면 C링 등의 스톱 링(4)을 장착홈(10)에 끼움으로써 이탈을 방지한다.

상기 밀봉장치는 도면 상부 좌측의 밀봉유체(미도시)를 밀봉하는 것으로서,하우징(1)측이 보강 링(11)의 원통부(12) 외주

의 정지 밀봉부(18)에 의해 밀봉되고, 이동 가능한 축(3)측은 제1, 제2 실링 립(19,21)에 의해 밀봉된다.

또 제2 실링 립(21)의 선단부에서 제1 실링 립(19)의 근원부(19b)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제1 실링 립(19)이 말려지는 것 등

이 방지되어 안정된 밀봉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를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에 접착 고정하고 있으므로 제2 밀봉부재

(140)의 회전방지가 도모되는 동시에,축(3) 삽입시의 마찰에 의해 제2 밀봉부재의 중간삽입부(141)가 보강 링(11)의 내

향 플랜지부(14)의 대기측 측면이 떨어지지 않고 제1 실링 립(19b)의 부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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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향 플랜지부(14)에 대하여, 중간삽입부(141)의 외경측만을 접착 고정하고 내경측의 굽힘부(144)를 비접착으로하

고 있으므로 축(3)의 편심 등에서 제2 밀봉부재(140)의 제2 실링 립(21)뿐만 아니라 중간삽입부(141)의 내경측도 변형시

킴으로써 제2 밀봉부재(140)의 편심추종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밀봉장치의 밀봉성능이 향상된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하우징(1)측으로 연장되어 스톱 링(4)과의 축방향맞물림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맞물림영

역 확대부(13)가 보강 링(11)에 그 일부로서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확실하게 맞물림하여 안정된 스톱 기능이 발휘된

다.

특히 본 실시예와 같이 하우징(1)에 테이퍼 구멍(8)을 가지고, 스톱 링(4)이 대직경부(9)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스톱 링(4)

이 한바퀴 큰 사이즈로 되어 스톱 링(4)의 내경단 위치가 방사상 외측으로 약간 벗어나지만, 맞물림영역 확대부(13)에의해

확실하게 이탈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또 밀봉유체에 의한 가압시의 작용점의 위치가 종래보다 직경방향 외측, 즉 하우징(1)측으로 변경되어, 도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작용점(P3)과 지점(P4)의 거리(L2)가 짧게 설정되어 있다(도 2 참조).

따라서 당해 밀봉장치를 통하여 스톱 링(4)에 작용하는 밀봉유체에 의한 굽힘 모멘트가 비교적 작아지고, 스톱 링(4)이 변

형되는 것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밀봉유체압력이 커져도 스톱 링(4)의 변형에 기인하는 밀봉장치의 경사를

방지할 수 있어 우수한 밀봉성을 장기간에 걸쳐 발휘할 수 있다. 맞물림영역확대부(13)를 포함하는 보강 링(11)은 스톱 링

(4)과 직접 맞물림되지만, 고무막 등의 완충재(미도시)를 통하여 맞물림하도록 해도 된다.

또 보강 링(11) 외주의 대기측 단부 위치에 맞물림영역 확대부(13)가 직경방향으로 돌출하도록 형성되어 있으므로, 맞물

림영역 확대부(13)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내향 플랜지부(14)의 굽힘 강성이 높아져 있다. 따라서 밀봉압력이 작용해도 내

향 플랜지부(14)가 구부러지기 어려워 제1, 제2 실링 립(19,21)을 백업하여 각 실링 립의 접촉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스톱 링(4)의 변형방지기능과 더불어 한층 더 밀착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와 같이 제1, 제2 실링 립(19,21)을 구비한 복합 타입의 경우에는,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에 의해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내향 플랜지부(14)가 변형되면 제2 밀봉부재(140)의 제2 실링

립(21)이 벗어나고, 또한 이 제2 실링 립(21)에 의해 지지되는 제1 실링 립(19)의 접촉상태도 변화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

와 같이 맞물림영역 확대부(13)를 설치하여 굽힘 강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에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상기 실시예의 밀봉장치의 제조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밀봉장치의 제조는 미리 제2 밀봉부재(140)로 되는 플랫 와셔형의 수지판(140A)과 보강 링(11)을 예비부품 레벨로 가공

해 둔다. 보강 링(11)은 드로잉가공및 굽힘 가공을 수반하는 프레스성형에 의해 성형된다. 또 수지판(140A)에 대해서는

PTFE 등의 수지시트재로부터 플랫 와셔형으로 뚫어냄으로써, 또는 두께가 두꺼운 원통형상의 수지소재의 단면을 소정의

두께로 플랫 와셔형으로 잘라냄으로써 성형된다.

이 보강 링(11)과 수지판(140A)을 성형 몰드(391) 내에 인서트하여 제1 밀봉부재(130)와 일체로 성형하는 이른 바 인서

트성형을 행하여 중간성형체를 성형하고, 그 후 몰드로부터 분리한 중간성형체의 수지판(140A)을 구부려 제2 실링 립

(21)을 성형함으로써 행해진다. 여기에서 중간성형체란, 제2 밀봉부재(140)의 제2 실링 립(21)을 굽힘 성형하기 전의 상

태에서, 제2 밀봉부재(140)를 구성하는 플랫와셔형의 수지판(l40A)의 내경측 하프부가 방사상 내측을 향하여 연장되고

있다.

본 발명의 중간성형체의 성형 몰드(391)는,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몰드 구성부로서의 하부 다이(392)와, 제2 몰드

구성부로서의 제1 상부 다이(393)와,제3 몰드 구성부로서의 제2 상부 다이(394)를 구비하고 있다.

하부 다이(392)는 보강 링(11)과 플랫 와셔형의 수지판(140A)이 삽입되는 원형상의 요부(凹部)(392b)와, 이 요부(392b)

의 저면 중앙에 돌출되고 수지판(140A)의 내주를 안내하여 그 직경방향의 위치결정을 하는 위치결정 기준으로 되는 원통

형의 가이드부(392a)를 구비한 중앙돌출부(392c)와, 요부 저면의 가이드부(392a) 주변에 요부 저면보다 1스텝 높게 되어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 내주가 결합하는 환상 스텝부(392d)를 구비하고 있다. 가이드부(392a)는 중앙돌출부

(392c) 하단부 외주에 형성되는 것이고, 중앙돌출부(392c)의 가이드부(392a)로부터 위의 부분은 상방을 향하여 서서히

직경이 작아지는 원추대 형상으로 되어 있고, 수지판(140A)이 삽입되기 쉽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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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스텝부(392d)의 높이치수는 내향 플랜지부(14)의 두께치수와 합치하고 있고, 보강 링(11)을 장착했을 때에는 내향

플랜지부(14)와 환상 스텝부(392d)가 동일 평면을 구성한다. 이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와 환상 스텝부(392d)의

연속평면 상에 수지판(140A)이 놓여지고, 그 내주를 중앙돌출부(392c)의 가이드부(392a) 외주에 결합함으로써 수지판

(140A)의 직경방향의 위치결정을 행하고 있다.

한편 하부 다이(392) 내에 보강 링(11)과 수지판(140A)을 위치 결정한 상태에서, 수지판(140A)의 외경 단부(141c)와 보

강 링(11)의 원통부(16) 내주면과의 사이에 환상의 간극(g)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고, 가이드부(392a)에 대한 수지판

(140A)의 위치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지판(140A)을 하부 다이(392) 내에 세트할 때에 수지판(140A)의 외경 단부원주면을 보강 링(11)의 원통부(321) 내주

에 결합하여 위치결정해도 되지만, 수지판(140A)의 내경 치수와 두께에 관해서는 제2 실링 립(21)이 축(3)과 슬라이드 이

동할 때의 긴장력이나 제1 실링 립(19)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서포트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특성으로 되어 있고,

엄격한 치수 공차(公差)로 관리되어 있다.

이 수지판(140A)의 내경단 위치는, 수지판(140A)의 외경 단부에 의해 위치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지판(140A)의 외경단 면

도 엄격한 치수관리 하에 가공할 필요가 있다. 또 수지제(140A)의 부착기준이 되는 보강 링(11)의 하부 다이(392)에 대한

위치결정도 적정하게 행할 필요가 있으며,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의 내 경단과 하부 다이의 환상 스텝부(392d)

와의 결합을 고정밀도로 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와 환상 스텝부(392d)가 금속끼리의 결합이 되므로 환상 스텝부(392d)에 마모가

발생되기 쉽고, 적절한 치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보강 링(11)의 편심 및 부수되는 제2 실링 립(21)의 편심이 발생하여 밀봉

성 저하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성형 몰드(392)에 대한 위치결정을 수지판(140A)의 내경단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 결정하

면 수지판(140A)의 외경 단부의 고정밀도의 가공을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중요한 특성이 되는 내경 치수와 두께에 관해서

가공을 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공정 수를 줄일 수 있다.

또 보강 링(11)에 대해서는 수지판(140A)의 위치결정기준으로서 사용하지 안으므로 보강 링(11) 자체의 위치결정 정밀도

를 엄격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된다. 그리고 보강 링(11)과 하부 다이(392)의 환상 스텝부(392d)와의 사이의 금속

끼리의 결합에 의한 마모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도 있고, 성형 몰드(391)의 유지보수나 품질관리 공정의 일부

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2 밀봉부재(140)의 가공의 용이화를 도모하고, 성형공정에서 제2 밀봉부재(140)의 구성시의 조립, 및 공정개선

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양호한 밀봉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밀봉장치가 얻어진다.

제1 상부 다이(393)는 하부 다이(392)의 요부(392b) 내에 삽입되고, 요부(392b) 저면 위에 놓여진 보강 링(11)의 내향 플

랜지부(14) 상에 수지판(140A)을 압압하는 환상의 압압면(393a)과, 제1 밀봉부재(130)의 제1 실링 립(19)의 대기측 측면

을 성형하기 위한 제1 실링 립 대기측 측면 형성부를 구비하고 있다. 즉 제1 상부 다이(393)의 하단면에는 상기 하부 다이

의 중앙돌출부(392c)의 상단부가 삽입되는 구멍(393b)이 형성되고, 이 구멍(392b)을 둘러싸는 환상의 삽입부(393c)의

하단면의 외경 단부에 상기 압압면이 형성되어 있다.

제2 상부 다이(394)는 하부 다이(392)의 요부(392b) 내에 삽입되어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132) 및 제1 실링 립

(19)의 밀봉유체측의 측면을 성형하기 위한 환상 돌출부(394a)를 구비하고 있다. 이 제2 상부 다이(394)는 중앙에 상기 제

1 상부 다이(393)가 조립되는 링형 부재이고, 환상 돌출부(394a)의 방사상 외측의 하단면(394b)이 하부 다이(392)의 요

부(392b)를 둘러싸는 평탄면(392e)에 이르는 분할면으로 되어 있다.

중간성형체의 성형은, 개방한 하부 다이(392) 내에, 보강 링(11)을 그 내향 플랜지부(14)를 아래로 하여 넣는 동시에, 내향

플랜지부(14)의 위에 접착제를 통하여 플랫 와셔형으로 성형된 수지판(140A)을 넣고, 또한 고무상 탄성재의 원재료(R)를

넣는다.

그 후, 제1 상부 다이(393)를 닫아 그 압압면으로 수지판(140A)을 압압하여수지판(140A)의 외경측 하프부와 내경측 하프

부와의 경계에서 스위싱(swishing)을 한다. 이 상태에서 제2 상부 다이(394)를 소정의 속도로 닫는 동시에 성형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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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전체를 가열하여 고무 원재료를 유동화시키고, 닫는 압력으로 고무 원재료(R)를 가압하여 캐비티 전체에 충만시키

고, 제1 밀봉부재(130)를 성형하는 동시에 수지판(140A)의 외경측 하프부와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를 접착 고

정하여 중간성형체를 성형한다.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132)와 수지판(140A)은 특별히 접착제를 도포하지 않아도 몰

드 성형의 단계에서 접착되지만, 수 지판(140A)의 접착영역에 접착제를 도포해 두어도 좋다.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와 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와의 접촉면에 대해서는 고무 원재료(R)의 성

형압력이 작용하는 영역, 즉 제1 상부 다이(393)의 압압면(393a)보다 방사상 외측의 수지판(140A)을 통하여 가황 성형압

이 작용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접착에 의해 고정한다. 압압면(393a)을 포함하는 영역보다 방사상 내측의 가황 성형압이 작

용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비접착상태로된다.

인서트성형이 종료되면 성형 몰드(391)를 열어 성형품을 몰드로부터 분리하고, 그 후 제1 밀봉부재(130)의 제1 실링 립

(19)을 가공(예를 들면, 도면에서의 커트선의 1면 커트 또는 2면 커트)하는 동시에, 수지판(140A)의 내경측 하프부를 굽

힘성형장치에 의해 굽힘 가공하여 제2 실링 립(21)을 성형한다.

이 굽힘 가공에 대해서는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은 굽힘성형장치를 이용하여 행한다.

굽힘 성형 전의 중간성형체를 제1 실링 립(19) 및 수지판(140A)의 내경 하프부를 내측에 노출시킨 상태에서 환상의 고정

지그(200)에 의해 고정하고, 이 고정 지그(200)에 테이퍼면(210a)을 가지는 막대기모양의 성형 지그(210)를 삽입함으로

써 수지판(140A)의 내경 하프부를 직경을 확대시키면서 원통형상으로 굽힘 가공한다.

고정 지그(200)는 서로 축방향으로 압착·이간 가능하고, 상기 제1 실링 립(19) 및 수지판(140A)의 내경측 하프부를 노출

시킨 상태에서 고정하는 제1, 제2 고정 링(201,202)을 구비하고 있다.

제1 고정 링(201)의 내경 단부의 상 에지부에는 단면이 L자인 환상 스텝부(201b)가 형성되고, 이 환상 스텝부(201b)에 중

간성형체의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를 위에 놓는 동시에, 제1 밀봉부재(130)의 외주 고무(18)가 환상 스텝 부

(201b)를 둘러싸는 내주벽(201a)에 맞물림된다. 한편 제2 고정 링(202)에는 제1 밀봉부재(130)의 원통부(12)의 선단에

접촉하여 중간성형체가 제1 고정 링(201)의 환상 스텝부(201b)와의 사이에 끼워지는 압압면(202a)과, 내경 단부로부터

원통형으로 돌출하여 제1 밀봉부재(130)의 원통부(12)의 내주에 맞물리는 동시에 방사상부(132)를 누르는 환상의 지지돌

기(202b)를 구비하고 있다. 중간성형체를 고정 지 그(200)로 고정한 상태에서는, 제1 실링 립(19)이 제2 고정 링(202)의

센터구멍(202c) 내에 수납된다.

성형 지그는 고정 지그에 대하여 동일한 축에서 축방향으로 상대이동 가능하게 조립되고, 선단부에 수지판의 센터구멍 내

에 가압하여 삽입되어 수지판의 내경 하프부를 서서히 직경을 확대하면서 축방향으로 구부리는 테이퍼형상부를 구비한 성

형 지그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간성형체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성형 지그(210)는 축(3)과 대략 동일한 직경의 둥근 막대기에 의해 구성되므로, 고정 지그(200)에 대해 동축적으로

축방향으로 상대이동 가능하게 조립되고, 선단부에 수지판(140A)의 센터구멍 내에 가압하여 삽입되어 수지판(140A)의

내경 하프부를 서서히 직경을 확대하면서 축방향으로 구부리는 끝이 가늘어지는 테이퍼형상부(210a)를 구비하고 있다.

수지판(140A)의 굽힘 성형은, 성형 지그(210)의 테이퍼형상부(210a)를 앞으로 하여 수지판(140A)의 센터구멍에 축방향

으로 가압하여 삽입하고, 테이퍼형상부(210a)의 형상에 따라 수지판(140A)의 내경 단부를 서서히 직경을 확대하면서 축

방향으로 구부려 제2 실링 립(21)이 성형된다. 이 때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와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

(132)에 의해 끼워지는 수지판(140A)의 외경 하프부(제2 밀봉부재(140)의 중간삽입부(141))에 대해 성형 지그(410)의

삽입방향으로 끌어넣는 힘이 작용하지만, 수지판(140A)의 외경측 하프부는 내향 플랜지부(14)에 접착되어 있고, 또한 제

2 고정 링(202)의 지지돌기(422b)에 의해 방사상부(132)를 통하여 눌러져 있으므로 수지판(140A)의 외경 하프부의 변형

은 방지된다.

이와 같이 하여 제2 실링 립(21)을 굽힘 성형한 후, 성형 지그(210)를 축방향의 역방향으로 뽑아내고, 제1, 제2 고정 링

(201,202)을 이간시켜 밀봉장치의 완성품을 빼낸다.

제2 실시예

등록특허 10-0575566

- 14 -



도 7에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제2 실시예는 제1 실시예의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에, 내경 단 부로부터 대기측으로 연장되어 외향으로 구부

려지는 클로부(230)를 설치한 것으로,제1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붙여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

로 한다.

이 실시예의 클로부(230)는 내향 플랜지부(14)의 내경 치수와 대략 동일한 내경 치수의 원통부(231)와, 원통부(231)의 대

기측의 단부로부터 외향으로 구부려 지는 외향 플랜지부(232)로 구성되어 있다.

밀봉장치의 하우징축 구멍(2)에의 조립은, 밀봉장치를 축 구멍(2)의 밀봉재장착 구멍(7)의 안쪽의 스텝부 단면(6)에 대해,

보강 링(11)의 원통부(12)의 밀봉 유체측 단부를 연결부(20)를 통하여 맞닿도록(실제로는 스텝부 단면(6)과의 사이에는

간극이 있음), 축 구멍(2)의 대기측으로부터 밀봉유체측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삽입하고, C링 등의 스톱 링(4)을 장착홈

(10)에 삽입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리고 밀봉장치를 축 구멍(2)으로부터 빼는 것은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스톱 링(4)을 제거한 후,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에 형성된 클로부(230)를, 빼기 지그(233)의 클로(234)로 끼워 A1방향으로 빼냄으로써 용이하게 행할 수 있

다.

빼낼 때에 보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에 대해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지만, 내향 플랜지부(14)의 굽힘 강성이 맞물림

영역 확대부(13)에 의해 고강성화(高剛性化)되어 있으므로 내향 플랜지부(14)가 잘 변형되지 않는다.

그리고 클로부(230)의 외향 플랜지부(232)를 잘라내고, 그 잘라낸 부분에 빼기 지그(233)의 클로부(234)를 삽입하고 빼

기 지그(233)를 소정 각도 회전시켜 클 로부(234)와 외향 플랜지부(232)의 잘려나가지 않은 부분을 맞물림시키는 구성으

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3 실시예

도 9에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제3 실시예는 제1 실링 립(19)의 배면측으로서 제1 실링 립(19)과 제2 실링 립(21)의 사이에 내압용(耐壓用)의 보조 금

속 링(22)을 장착한 것이고, 밀봉유체압력의 영향에 의해 제1 실링 립(19)이 과대하게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보조 금속 링(22)은 제1 밀봉부재(19)에 따라 연장되는 지지부를 구성하는 테이퍼통부(235)와, 이 테이퍼통부(235)의 대

직경 단부에 형성되고 제1 밀봉부재(130)의 방사상부(132)의 대기측 측면을 따라 접착 고정되는 고정플랜지부(236)와,

테이퍼통부(235)의 소직경 단부에 형성되고 제1 실링 립(19)의 턱부(19c)를 따라 굽혀지는 내향의 굽힘부(237)를 구비하

고 있다. 테이퍼통부(235)는 제1 실링 립의 근원부(19b)를 지지하고, 내향 플랜지부가 립 선단부(19a)의 턱부(19c)로부터

방사상 내측(축(3)측)으로 돌출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밀봉유체가 고압 하에 있는 경우라도 제1 실링 립(19)이 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1 실링 립(19)에 작용하는 밀봉유체압이 보조 금속 링(22)에 의해 지지되므로 밀봉유체압이 높아져도 상기 보

강 링(11)의 내향 플랜지부(14)의 고강성화와 더불어, 제1 실링 립(19)의 변형이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어 축에 대한 접

촉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의 구성 및 작용에 대해서는 상기 제1 실시예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동일한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제4 실시예

도 10에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는 파워스티어링용 요동(搖動) 밀봉재로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한 쪽의 부재로서의 하우징

(401)의 축 구멍(402)에 그 대기측(반 밀봉유체측이라고도 함, 도면 상하측)으로부터 삽입되어 축 구멍(402) 내주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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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다른 쪽의 부재로서의 축(403)의 주위면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고, 스톱 기능 부재로서

의 베어링(423)의 외륜(424)에 의해 축방향의이탈방지, 지지 내지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 6에서 밀봉장치의 상측

이 밀 봉유체측(내부유체측 또 장치 내측이라고도 함), 하측이 대기측이다.

하우징(401)의 축 구멍(402) 내주형상은 대기측으로부터 장치 내측을 향하여 직경이 작은 스텝을 가지는 원통형상이고,

기구 안쪽에 위치하는 비교적 직경이 작은 원통형을 이루는 소직경 구멍(405)과, 이 소직경 구멍(405)의 대기측단 에지로

부터 직경방향 외향으로 연장되는 스텝부 단면(406)과, 이 스텝부 단면(406)의 외 경단으로부터 축방향 대기측으로 연장

되어 당해 립 타입 밀봉재가 결합하여 고정되는 소직경 구멍(405)보다 직경이 큰 원통형의 밀봉재 장착 구멍(407)과, 이

밀봉재 장착 구멍(407)의 대기측단 에지로부터 더 방사상 외향으로 연장되는 스텝부 단면(427)과, 이 스텝부 단면(427)의

대직경단으로부터 축방향 대기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비교적 직경이 큰 원통형을 이루는 대직경 구멍으로 이루어지는 베어

링 결합 구멍(409)이, 장치 내측으로부터 대기측을 향하여 이 순서로 설치되어 있다.

베어링(423)은 하우징(401)의 축 구멍(402) 내주(대직경 구멍(409)의 내주)에 장착되는 외륜(424)과, 축(403)의 외주에

장착되는 내륜(425)과, 양 외,내륜(424,425)의 사이에 전동(轉動) 가능하게 장착된 원하는 수의 볼 등의 전동체(426)를 가

지고 있으며, 축(403)의 회전을 지지하기 위해 형성되어 있고, 이 베어링(423)의 장치 내측에 당해 밀봉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밀봉장치는 원통부(412)를 구비하여 하우징(401)에 고정되는 강체 재료의 보강 링(411)과, 이 보강 링(411)에 부착되어

보강 링(411)과 하우징(401)의 내주와의 사이를 밀봉하는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418)와, 보강 링(411)

에 지지되어 상기 축(403)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는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실링 립(419)을 가지고 있다.

보강 링(411)은 하우징(401)의 축 구멍(402)의 밀봉재 장착 구멍(407) 내주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

(418)를 통하여 장착된 단면이 L자형상으로 성형된 판금 등의 금속제 링으로서, 개략적으로 외주에 정지 밀봉부(418)가

부착되는 원통형의 원통부(412)와, 이 원통부(412)의 대기측 단부에 이어지고 원통부(412)보다 직경이 크고 하우징(401)

의 밀봉재 장착 구멍(407)의 내주 근처에 배치되고 베어링의 외륜과의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413)와,

이 맞물림영역 확대부(413)로부터 방사상 내측을 항하여 연장되는 내향 플랜지부(414)를 구비하고, 이들이 이 순서로 일

체로 성형되어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413)에는 원통부(412)에 이어지는 테이퍼부(415)와, 원통부(416)와, 내향 플랜지부(414)에 이어지는

굽힘부(417)가 이 순서로 일체로 성형되어 있다. 원통부(416)가 최대 직경부로서, 원통부(416)의 장치 내측(밀봉유체측)

의 단부가 밀봉유체측을 향하여 직경이 축소되는 테이퍼부(415)를 통하여 원통부(412)로 이어지고, 원통부(416)의 대기

측 단부가 방사상 내측을 향하여 예각(銳角)으로 굽혀지는 굽힘부(417)를 통하여 내향 플랜지부(414)에 이어져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413)는 대부분이 하우징의 밀봉재 장착 구멍(407) 내에 위치하고, 보강 링(411)의 외주의 일부인 대기

측 단부를 직경방향 외측, 즉 하우징(401)의 밀봉재 장착 구멍(407) 내주측으로 연장, 팽창 내지 굽힘 형성함으로써 형성

되어 있고, 그 최대 외경치수가 원통부(412)의 외경치수보다 크고, 밀봉재 장착구멍(407)의 내경 치수보다 약간 작고, 또

한 베어링(423)의 외륜(424)의 내경 치수보다 충분히 크게 설정되어 외륜(424)과의 축방향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도록 설

치되어 있다.

원통부(412)의 외경치수는 밀봉재 장착 구멍(407)의 내경 치수보다 한바퀴 작게 설정되어 있고, 맞물림영역 확대부(413)

의 최대 외경치수는 밀봉재 장착 구멍(407)의 내경 치수보다 극히 약간 작게 설정되어 있다.

또 이 맞물림영역 확대부(413)는 그 일부가, 이 실시예에서는 원통부(416)와 굽힘부(417)의 각부가 내향 플랜지부(414)

로부터 대기측으로 돌출하는 돌출부(428)로 되어 있고, 이 돌출부(428)가 스텝부 단면(427)으로부터 대기측으로 돌출 배

치되어, 외륜(424)의 장치 내측 단면에 접촉하고 있다. 외륜(424)의 장치 내측 단면과 스텝부 단면(427)의 사이에는 소정

의 크기의 축방향 간극이 설정되어 있다.

원통부(412)의 외주면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고무부분이라고도 함)(418)가 가황 접착되어 있고, 또

원통부(412) 및 맞물림영역 확대부(413)의 내주측으로서 플랜지부(414)의 장치 내측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실링

립(고무 립이라고도 함)(419)이 가황 접착되어 있다. 정지 밀봉부(418)와 실링 립(419)은 원통부(412)의 단부에 위치하는

연결부(420)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일체로 가황 성형되어 있다. 실링 립(419)은 제1 및 제2 밀봉재 단부

(429,430)를 가지는 더블타입이고, 그 외주에 가터 스프링(garter spring)(431)이 장착되어 있다. 또 이 실링 립(4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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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측으로서 플랜지부(414)의 직경방향 내측 단부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더스트 립(432)이 대기측을 향하여 일체

로 성형되어 있고, 역시 축(403)의 주위면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당해 립 타입 실은 모든 부품 및 부

분이 환상의 엔드리스이다.

상기 밀봉장치는 도시한 바와 같이 하우징(401)의 축 구멍(402) 내주에 장착되어 도면 상측의 밀봉유체(미도시)를 밀봉하

는 것으로서, 상기 구성을 구비하고 있음으로써 다음의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하우징(401)측으로 연장되어 베어링(423)의 외륜(424)과의 축방향 맞물림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

는 맞물림영역 확대부(413)가 보강 링(411)에 그 일부로서 일체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강 링(411)이 외륜(424)에 의해

단단하게 지지되고, 외륜(424)이 압압 이동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립 타입 밀봉재가 경사지지 않고 우수한 밀봉성을 장기

간에 걸쳐 발휘할 수 있다. 맞물림영역 확 대부(413)를 포함하는 보강 링(411)은 외륜(424)과 직접 맞물림하지만, 고무막

등의 완충재(미도시)를 통하여 맞물림하도록 해도 된다.

제5 실시예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당해 실시형태에 관한 립 타입 밀봉재는 파워스티어링용 요동 밀봉재로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제1 운동 부재로서의 하우징(501)의 축 구멍(502)에 그 대기측(반 밀봉유체측이라고도 함, 도면 상하측)으로부터 삽입되

어 축 구멍(502) 내주에 장착되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다른 쪽의 부재로서의 축(503)의 주위면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

동하고, 스톱 기능 부재로서의 베어링(523)의 외륜(524)에 의해 축방향의 이탈방지, 지지 내지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면에서 밀봉장치의 상측이 밀봉유체측(내부유체측, 장치 내측이라고도 함), 하측이 대기측이다.

하우징(501)의 축 구멍(502) 내주형상은 대기측으로부터 장치 내측을 향하여 직경이 작은 스텝을 가지는 원통형상이고,

기구 안쪽에 위치하는 비교적 직경이 작은 원통형을 이루는 소직경 구멍(505)과, 이 소직경 구멍(505)의 대기측단 에지로

부터 직경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스텝부 단면(506)과, 이 스텝부 단면(506)의 외경단으로부터 축방향 대기측으로 연장되

어 당해 립 타입 밀봉재가 결합하여 고정되는 소직경 구멍(505)보다 직경이 큰 원통형의 밀봉재 장착 구멍(507)과, 이 밀

봉재 장착 구멍(507)의 대기측단 에지로부터 방사상 외향으로 연장되는 스텝부 단면(527)과, 이 스텝부 단면(527)의 대직

경단으로부터 축방향 대기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비교적 직경이 큰 원통형을 이루는 대직경 구멍으로 이루어지는 베어링

결합 구멍 (509)이, 장치 내측으로부터 대기측을 향하여 이 순서로 설치되어 있다.

베어링(523)은 하우징(501)의 베어링 결합 구멍 (509) 내주에 장착되는 외륜(524)과, 축(503)의 외주에 장착되는 내륜

(525)과, 양 외,내륜(524,525)의 사이에 전동 가능하게 장착된 원하는 수의 볼 등의 전동체(526)를 가지고 있으며, 축

(503)의 회전을 지지하기 위해 형성되어 있고, 이 베어링(523)의 장치 내측에 당해 립 타입 밀봉재가 장착되어 있다.

밀봉장치는 원통부(512)를 구비하여 하우징(501)에 고정되는 강체 재료로 이루어진 보강 링(511)과, 이 보강 링(511)에

부착되어 보강 링(511)과 하우징(501)의 내주와의 사이를 밀봉하는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518)와, 보강

링(511)에 지지되어 상기 축(503)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는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실링 립(519)을 가지고 있다.

보강 링(511)은 하우징(501)의 축 구멍(502) 내주(밀봉재 장착 구멍(507) 내주)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

(518)를 통하여 장착된 판금 등의 금속제 링으로서,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518)가 부착되는 제1 원통부

(512)와, 이 제1 원통부(512)의 대기측 단부로 이어지고 제1 원통부(512)보다 직경이 크고 하우징(501)의 밀봉재 장착 구

멍(507)의 내주 근처에 배치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513)와, 제1 원통부(512)의 밀봉유체측 단부로부터 단면이 U자형으

로 반전되는 반전부(513)와, 반전부(533)를 통하여 상기 제1 원통부(512)와 소정 간격을 두고 축방향 대기측으로 연장되

는 제2 원통부(534)와, 제2 원통부(534)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내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내향의 플랜지부(514)가

이 순서로 일체로 성형되고, 맞물림영역 확대부(513)의 최대 직경은 밀봉재 장착 구멍(507)의 내경과 대략 동등하고, 또한

외륜(524)의 내경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513)는 제1 원통부(512)보다 직경이 큰 원통부(516)와, 이 원통부(516)의 밀봉유체측 단부로부터 밀

봉유체측을 향하여 점차 직경이 작아져 상기 제1 원통부(512)에 이어지는 테이퍼부(515)를 구비하고 있다. 이 맞물림영역

확대부(513)는 보강 링(511)의 외주의 일부, 즉 대기측 단부를 직경방향 외측, 즉 하우징(501)의 밀봉재 장착 구멍(507)

내주측으로 연장, 팽창 내지 굽힘 형성함으로써 형성되어 있고, 그 최대 외경치수가 제1 원통부(512)의 외경치수보다 크

고, 밀봉재 장착 구멍(507)의 내경 치수와 대략 동등하고, 또한 베어링(523)의 외륜(524)의 내경 치수보다 충분히 크게 설

정되어 외륜(524)과의 축방향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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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원통부(512)의 외경치수는 밀봉재 장착 구멍(507)의 내경 치수보다 한바퀴 작게 설정되어 있고, 맞물림영역 확대부

(513)의 최대 외경치수는 상기한 바와 같이 밀봉재 장착 구멍(507)의 내경 치수와 대략 동등하게 설정되어 있고 원통부

(516)의 외주면이 밀봉재 장착 구멍(507)에 접촉하고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513)의 원통부(516)의 내경 치수는 외륜

(524)의 내경 치수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다.

또 이 맞물림영역 확대부(513)는 그 대기측 단면이 스텝부 단면(527)과 대략 동일 평면으로 배치되고 외륜(524)의 장치

내측 단면에 접촉하고 있다. 외륜(524)의 장치 내측 단면은 스텝부 단면(527)에 접촉하고 있다. 제1 원통부(512)와 제2 원

통부(534)의 사이에는 소정의 크기의 직경방향 간극이 설정되어 있다.

제1 원통부(512)의 외주면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고무부분이라고도 함)(518)가 가황 접착되어 있고,

또 제2 원통부(534)의 내주측으로서 플랜지부(514)의 장치 내측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실링 립(고무 립이라고도

함)(519)이 가황 접착되어 있다. 정지 밀봉부(518)와 실링 립(519)은 반전부(533)의 단부에 위치하는 연결부(520)를 통하

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일체로 가황 성형되어 있다.

실링 립(519)은 제1 및 제2 밀봉재 단부(529,530)를 가지는 더블타입이고, 그 외주에 가터 스프링 등의 스프링 링(531)이

장착되어 있다.

또 이 실링 립(519)의 배면측으로서 플랜지부(514)의 직경방향 내측 단부에,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더스트 립(532)이

대기측을 향하여 일체로 성형되어 있고, 역시 축(3)의 주위면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당해 립 타입 밀

봉재는 모든 부품 및 부분이 환상의 엔드리스이다.

상기 밀봉장치는, 도시한 바와 같이 하우징(501)의 축 구멍(502) 내주에 장착되어, 도면 상측의 밀봉유체(미도시)를 밀봉

하는 것으로서, 상기 구성을 구비하고 있음으로써 다음의 작용효과를 가지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하우징(501)측으로 연장되어 베어링(523)의 외륜(524)과의 축방향 맞물림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

는 맞물림영역 확대부(513)가 보강 링(511)에 그 일부로서 일체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강 링(511)이 외륜(524)에 의해

단단하게 지지되고, 외륜(524)이 압압 이동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립 타입 밀봉재가 경사지지 않고 우수한 밀봉성을 장기

간에 걸쳐 발휘할 수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513)를 포함하는 보강 링(511)은 외륜(524)과 직접 맞물림하지만, 고무막

등의 완충재(미도시)를 통하여 맞물림하도록 해도 된다.

또 이와 같이 제1 원통부(512)가 제2 원통부(534)와 반전부(533)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 원통부(512)가

직경방향으로 탄력성을 가지므로 맞물림영역 확대부(513)의 직경을 밀봉재 장착 구멍(507)의 내경과 대략 동일하게 설정

해도 장착에 지장은 없고, 밀봉재 장착 구멍(507) 내에서 맞물림영역을 최대로 확대할 수 있다.

제6 실시예

도 12에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의 밀봉장치도 파워스티어링용 요동 밀봉재로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한 쪽의 부재로서의 하우징(601)의 축 구

멍(602)에 그 대기측(반 밀봉유체측이라고도 함, 도면 상하측)으로부터 삽입되어 축 구멍(602) 내주에 장착되고, 상대적

으로 운동하는 다른 쪽의 부재로서의 축(603)의 주위면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고, 스톱 기능 부재로서의 베어링

(623)의 외륜(624)에 의해 축방향의 이탈방지, 지지 내지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면에서 밀봉장치의 상측이 밀봉유

체측(내부유체측, 장치 내측이라고도 함), 하측이 대기측이다.

하우징(601)의 축 구멍(602) 내주형상은 대기측으로부터 장치 내측을 향하여 직경이 작은 스텝을 가지는 원통형상이고,

기구 안쪽에 위치하는 비교적 직경이 작은 원통형을 이루는 소직경 구멍(605)과, 이 소직경 구멍(605)의 대기측단 에지로

부터 직경방향 외향으로 연장되는 스텝부 단면(606)과, 이 스텝부 단면(606)의 외경단으로부터 축방향 대기측으로 연장되

어 당해 립 타입 밀봉재가 결합하여 고정되는 소직경 구멍(605)보다 직경이 큰 원통형의 밀봉재 장착 구멍(607)과, 이 밀

봉재 장착 구멍(607)의 대기측단 에지로부터 방사상 외향으로 연장되는 스텝부 단면(627)과, 이 스텝부 단면(627)의 대직

경단으로부터 더 축방향 대기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비교적 직경이 큰 원통형을 이루는 대직경 구멍으로 이루어지는 베어

링 결합 구멍 (609)이, 장치 내측으로부터 대기측을 향하여 이 순서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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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623)은 하우징(601)의 베어링 결합 구멍 (609) 내주에 장착되는 외륜(624)과, 축(603)의 외주에 장착되는 내륜

(625)과, 양 외,내륜(624,625)의 사이에 전동 가능하게 장착된 원하는 수의 볼 등의 전동체(626)를 가지고 있으며, 축

(603)의 회전을 지지하기 위해 형성되어 있고, 이 베어링(623)의 장치 내측에 당해 립 타입 밀봉재가 장착되어 있다.

밀봉장치는 원통부(612)를 구비하여 하우징(601)에 고정되는 강체 재료로 이루어진 보강 링(611)과, 이 보강 링(611)에

부착되어 보강 링(611)과 하우징(601)의 내주와의 사이를 밀봉하는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618)와, 보강

링(611)에 지지되어 상기 축(603)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는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실링 립(619)을 가지고 있다.

보강 링(611)은 하우징(601)의 축 구멍(602) 내주(밀봉재 장착 구멍(607) 내주)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

(618)를 통하여 장착된 판금 등으로 성형된 금속제 링으로서,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618)가 부착되는 원

통부(612)와, 이 원통부(612)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내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내향 플랜지부(614)와, 내향 플랜지부

(614)의 내경 단부로부터 단면이 U자형으로 반전되는 반전부(635)와, 반전부(635)를 통하여 직경방향 외측을 향하여 연

장되는 외향 플랜지형 내지 칼라형의 맞물림영역 확대부(613)가 이 순서로 일체로 성형되어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613)는 보강 링(611)의 일부, 즉 대기측 단부를 직경방향 외측, 즉 하우징(601)측으로 플랜지형으로

연장, 팽창 내지 굽힘 형성함으로써 형성되어 있고, 그 최대 외경치수가 원통부(612)의 외경치수 및 밀봉재 장착 구멍

(607)의 내경 치수보다 크고, 또한 베어링(623)의 외륜(624)의 내경 치수보다 충분히 크게 설정되어 외륜(624)과의 축방

향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원통부(612)의 외경치수는 밀봉재 장착 구멍(607)의 내경 치수보다 한바퀴 작게 설정되어 있고, 맞물림영역 확대부(613)

의 최대 외경치수는 상기한 바와 같이 밀봉재 장착 구멍(607)의 내경 치수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고, 맞물림영역 확대부

(613)의 외주 에지부가 외륜(624)의 장치 내측 단면과 스텝부 단면(627)의 사이에 끼워져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613)의 대기측 단면과 베어링(623)의 내륜(625)의 장치 내측 단면의 사이에는, 양면의 간섭을 방지하

기 위해 소정의 크기의 축방향 간극이 설정되어 있다. 또 맞물림영역 확대부(613)의 장치 내측 단면과 플랜지부(614)의 대

기측 단면의 사이에도, 소정의 크기의 축방향 간극이 설정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원통부(612)의 외주면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고무부분이라고도 함)(618)가 가황 접

착되어 있고, 또 원통부(612)의 내주측으로서 플랜지부(614)의 장치 내측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실링 립(고무 립이

라고도 함)(619)이 가황 접착되어 있다. 정지 밀봉부(618)와 실링 립(619)은 원통부(612)의 단부에 위치하는 연결부(620)

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일체로 가황 성형되어 있다. 실링 립(619)은 제1 및 제2 실 단(629,630)을 가지는 더블타

입이고, 그 외주에 가터 스프링 등의 스프링 링(631)이 장착되어 있다.

또 이 실링 립(619)의 배면측으로서 반전부(635)의 직경방향 내측 단부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더스트 립(632)이 대

기측을 향하여 일체로 성형되어 있고, 역시 축(603)의 주위면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당해 립 타입 밀

봉재는 모든 부품 및 부분이 환상의 엔드리스이다.

상기 밀봉장치는 도시한 바와 같이 하우징(601)의 축 구멍(602) 내주에 장착되어 도면 상측의 밀봉유체(미도시)를 밀봉하

는 것으로서, 상기 구성을 구비하고 있음으로써 다음의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하우징(601)측으로 연장되어 베어링(623)의 외륜(624)과의 축방향 맞물림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

고, 또한 외륜(624)과 하우징(601)의 스텝부 단면(627)의 사이에 끼워져 지지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613)가 보강 링

(611)에 그 일부로서 일체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강 링(611)이 외륜(624)에 의해 단단하게 지지되고 외륜(624)이 압압

이동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립 타입 밀봉재가 경사지지 않고 우수한 밀봉성을 장기간에 걸쳐 발휘할 수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613)를 포함

하는 보강 링(611)은 외륜(624)과 직접 맞물림하지만, 고무막 등의 완충재(미도시)를 통하여 맞물림하도록 해도 된다.

또 맞물림영역 확대부(613)를 스텝부 단면(627)과 외륜(624) 간에 면 접촉시켜 끼우고 있으므로 맞물림영역 확대부(613)

와 정지 밀봉부(618)가 부착되는 원통부(612)의 사이의 직각도에 편차가 있는 경우, 반전부(635)가 없으면 정지 밀봉부

(618)가 비스듬하게 될 우려가 있지만 편차는 반전부(635)에 의해 흡수되고, 정지 밀봉부(18)는 축방향으로 정규의 상태

에서 장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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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실시예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당해 실시형태에 관한 립 타입 밀봉재는 파워스티어링용 요동 밀봉재로서, 상대적으로 운동하

는 제1 운동 부재로서의 하우징(701)의 축 구멍(702)에 그 대기측(반 밀봉유체측이라고도 함, 도면 상하측)으로부터 삽입

되어 축 구멍(702) 내주에 장착되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다른 쪽의 부재로서의 축(703)의 주위면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고, 스톱 기능 부재로서의 베어링(723)의 외륜(724)에 의해 축방향의 이탈방지, 지지 내지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도면에서 밀봉장치의 상측이 밀봉유체측(내부유체측, 장치 내측이라고도 함), 하측이 대기측이다.

하우징(701)의 축 구멍(702) 내주형상은 대기측으로부터 장치 내측을 향하여 직경이 작은 스텝을 가지는 원통형상이고,

기구 안쪽에 위치하는 비교적 직경이 작은 원통형을 이루는 소직경 구멍(705)과, 이 소직경 구멍(705)의 대기측단 에지로

부터 직경방향 외향으로 연장되는 스텝부 단면(706)과, 이 스텝부 단면(706)의 외경단으로부터 축방향 대기측으로 연장되

어 당해 립 타입 밀봉재가 결합하여 고정되는 소직경 구멍(705)보다 직경이 큰 원통형의 밀봉재 장착 구멍(707)과, 이 밀

봉재 장착 구멍(707)의 대기측단 에지로부터 방사상 외향으로 연장되는 스텝부 단면(727)과, 이 스텝부 단면(727)의 대직

경단으로부터 더 축방향 대기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비교적 직경이 큰 원통형을 이루는 대직경 구멍으로 이루어지는 베어

링 결합 구멍 (709)이, 장치 내측으로부터 대기측을 향하여 이 순서로 설치되어 있다.

베어링(723)은 하우징(701)의 베어링 결합 구멍 (709) 내주에 장착되는 외륜(724)과, 축(703)의 외주에 장착되는 내륜

(725)과, 양 외,내륜(724,725)의 사이에 전동 가능하게 장착된 원하는 수의 볼 등의 전동체(726)를 가지고 있으며, 축

(703)의 회전을 지지하기 위해 형성되어 있고, 이 베어링(723)의 장치 내측에 당해 립 타입 밀봉재가 장착되어 있다.

밀봉장치는 원통부(712)를 구비하여 하우징(701)에 고정되는 강체 재료로 이루어진 보강 링(711)과, 이 보강 링(711)에

부착되어 보강 링(711)과 하우징(701)의 내주와의 사이를 밀봉하는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718)와, 보강

링(711)에 지지되어 상기 축(703)에 밀접하여 슬라이드 이동하는 고무상 탄성재로이루어진 실링 립(719)을 가지고 있다.

보강 링(711)은 하우징(701)의 축 구멍(702) 내주(밀봉재 장착 구멍(707) 내주)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

(718)를 통하여 장착된 판금 등으로 성형된 금속제 링으로서,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718)가 부착되는제1

원통부(712)와, 제1 원통부(712)의 대기측 단부로부터 방사상 외측을 향하여 플랜지형 내지 칼라형으로 연장되는 맞물림

영역 확대부(713)와, 제1 원통부(712)의 밀봉유체측 단부로부터 축방향 대기측을 향하여 단면이 U자형상으로 반전되는

반전 부(733)와, 반전부(733)를 통하여 제1 원통부(712)와 소정 간격을 두고 축방향 대 기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제2 원통

부(733)와, 제2 원통부(733)의 대기측 단부로부터방사상 내측을 향하여 연장되는 내향 플랜지부(714)를 구비하고 있으

며, 맞물림영역 확대부(713)의 최대 직경을 밀봉재 장착 구멍(707)의 내경보다 크고, 또한 베어링(723)의 외륜(724)의 내

경 치수보다 크게 설정하고, 맞물림영역 확대부(713)의 외경측 부분을 외륜(724)의 밀봉유체측 측면과 밀봉재 장착 구멍

(707)과 베어링 결합 구멍 (709)의 경계의 스텝부 단면(727)과의 사이에 끼워져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713)에는 원통부(712)에 이어지는 외향의 플랜지부(736)와, 이 플랜지부(736)의 외주단부로부터 장

치 내측으로 굽혀져 스텝부 단면(727)에 단면(斷面) 접촉하는 원통부(환상 돌출부라고도 함)(737)가 이 순서로 일체로 성

형되어 있다. 이 맞물림영역 확대부(713)는 보강 링(711)의 일부, 즉 원통부(712)의 대기측 단부를 직경방향 외측, 즉 하

우징(701)측으로 플랜지형으로 연장, 팽창 내지 굽힘 형성함으로써 설치되어 있고, 그 최대 외경치수가 원통부(712)의 외

경치수및 밀봉재 장착 구멍(707)의 내경 치수보다 크고, 또한 베어링(723)의 외륜(724)의 내경 치수보다 충분히 크게 설

정되어 외륜(724)과의 축방향 맞물림영역을 확대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원통부(712)의 외경치수는, 밀봉재 장착 구멍(707)의 내경 치수보다 한바퀴 작게 설정되어 있고, 맞물림영역 확대부(713)

의 최대 외경치수는 상기한 바와 같이 밀봉재 장착 구멍(707)의 내경 치수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고, 맞물림영역 확대부

(713)의 외주에지부가 외륜(724)의 장치 내측 단면과 스텝부 단면(727)의 사이에 끼워져 있다.

맞물림영역 확대부(713)와 베어링(723)의 내륜(725)은 양자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비접촉으로 되어 있다. 원통부

(712)와 제2 원통부(734)의 사이에는 소정의 크기의 직경방향 간극이 설정되어 있다.

원통부(712)의 외주면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정지 밀봉부(제1 정지 밀봉부 또는 고무부분이라고도 함)(718)가 가

황 접착되어 있고, 또 제2 원통부(734)의 내주측으로서 플랜지부(714)의 장치 내측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실링 립

(고무 립이라고도 함)(719)이 가황 접착되어 있다. 또 맞물림영역 확대부(713)의 장치 내측 단면에 고무상 탄성재로 이루

어진 제2 정지 밀봉부(738)가 가황 접착되어 있다. 정지 밀봉부(718)와 실링 립(719)은 반전부(733)의 단부에 위치하는

연결부(720)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정지 밀봉부(718)와 제2 정지 밀봉부(738)는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고, 3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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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로 가황 성형되어 있다. 실링 립(719)은 제1 및 제2 밀봉재 단부(729,730)를 가지는 더블타입이고, 그 외주에 가터스

프링 등의 스프링 링(731)이 장착되어 있다. 또 이 실링 립(719)의 배면측으로 플랜지부(714)의 직경방향 내측 단부에, 고

무상 탄성재로 이루어진 더스트 립(732)이 대기측을 향하여 일체로 성형되어 있고, 역시 축(703)의 주위면에 밀접하여 슬

라이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제2 정지 밀봉부(738)는 맞물림영역 확대부(713)의 플랜지부(736)의 장치 내측 단면에 가

황 접착되어 정지 밀봉부(718)로 이어지는 플랜지형 부분(739)과, 이 플랜지형 부분(739)의 외주단부로부터 장치 내측을

향하여 일체로 성형되어 스텝부 단면(727)에 단면 접촉하는 원통부(환상 돌출부 또는 환상실링 돌기라고도 함)(740)를 구

비하고 있다. 당해 립 타입 밀봉재는 모든 부품 및 부분이 환상의 엔드리스이다.

상기 밀봉장치는 도시한 바와 같이 하우징(701)의 축 구멍(702) 내주에 장착되어 도면 상측의 밀봉유체(미도시)를 밀봉하

는 것으로서, 상기 구성을 구비하고 있음으로써 다음의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하우징(701)측으로 연장되어 베어링(723)의 외륜(724)과의 축방향 맞물림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

고, 또한 외륜(724)과 하우징(701)의 스텝부 단면(727)의 사이에 끼워져 지지되는 맞물림영역 확대부(713)가 보강 링

(711)에 그 일부로서 일체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강 링(711)이 외륜(724)에 의해 단단하게 지지되고, 외륜(724)이 압압

이동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립 타입 밀봉재가 경사지지 않고 우수한 밀봉성을 장기간에 걸쳐 발휘할 수 있다. 또 외륜(724)

과 하우징(701)의 스텝부 단면(727)의 사이에 끼워져 스텝부 단면(727)에 대해 단면 접촉하는 제2 정지 밀봉부(738)가 형

성되어 있으므로 정지(靜止)측의 밀봉성능도 높다. 맞물림영역 확대부(713)를 포함하는 보강 링(711)은 외륜(724)과 직접

맞물림하지만, 고무막 등의 완충재(미도시)를 통하여 맞물림하도록 해도 된다.

보강 링(711)의 굽힘의 양태로는, 상기 각 실시형태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다. 링 외경을 하우징이 허용하는 최대한까지 크

게 하거나, 링을 플랜지형 내지 칼라형으로 하거나, 하우징과 베어링 사이에 끼우는 링을 칼라형으로 하거나, 찌부 러짐에

의한 밀봉기능을 가지게 하는 것 등을 실현함으로써 밀봉의 유지성 및 밀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맞물림영역 확대부(713)는 제6 실시예와 동일하게 스텝부 단면(727)과 외륜(724)간에 끼워져 있지만, 제6 실시예와

달리 외경 단부의 원통부(737)에 의해 부분적으로 접촉시키고 있으므로 맞물림영역 확대부(713)와 제1 원통부(712)의 사

이의 직각도의 편차가 있는 경우라도 이 정지 밀봉부(718)가 비스듬하게 되지 않고, 정지 밀봉부(718)는 축방향으로 정규

의 상태에서 장착할 수 있다. 또 제1 원 통부(712)가 제2 원통부(734)와 반전부(733)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제1 원통부

(712)가 직경방향으로 탄력성을 가지므로 정지 밀봉부(718)를 밀봉재 장착 구멍(707) 내주에 확실하게 밀접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밀봉장치는, 금속 링 외주에 정지 밀봉부를 가지는 타입의 밀봉장치로서, 스톱 기능 부재에 의해 확실하게

지지하고, 밀봉성능을 장기간에 걸쳐 발휘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의 장착상태를 나타낸 반단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일부 확대도이다.

도 3은 도 1의 밀봉장치의 장착 전의 상태를 나타낸 반단면도이다.

도 4는 도 1의 밀봉장치의 제2 밀봉부재의 중간삽입부와 보강 링의 내향 플랜지부가 비접촉인 경우의 축 장착 불량 발생상

태를 과장되게 나타낸 주요부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1의 장치의 중간성형체의 성형상태를 나타낸 주요부 단면도이다.

도 6은 도 5에서 성형된 중간성형체를 수지판의 굽힘 성형 공정을 나타낸 주요부 종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의 장착상태를 나타낸 반단면도이다.

도 8은 도 7의 장치를 뺀 상태의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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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의 장착상태를 나타낸 반단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의 장착상태를 나타낸 반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의 장착상태를 나타낸 반단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의 장착상태를 나타낸 반단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관한 밀봉장치의 장착상태를 나타낸 반단면도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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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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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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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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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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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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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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