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E02F 9/0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9월25일

10-0627438

2006년09월15일

(21) 출원번호 10-2004-0034247 (65) 공개번호 10-2004-0100922

(22) 출원일자 2004년05월14일 (43) 공개일자 2004년12월02일

(30) 우선권주장 JP-P-2003-00142568

JP-P-2003-00142569

JP-P-2004-00113294

2003년05월20일

2003년05월20일

2004년04월07일

일본(JP)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가부시키가이샤 고마츠 세이사꾸쇼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2쵸메 3-6

고마츠제노아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사이타마켄 가와고에시 미나미다이 1쵸메 9반

히다찌 겐끼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도쿄도 분교구 고라구 2죠메 5반 1고

(72) 발명자 쿠보,요시떼루

일본국,사이타마켄,가와고에시,미나미다이,1쵸메9반,고마츠제노아가부

시키가이샤내

시미쯔,사치오

일본국,사이타마켄,가와고에시,미나미다이,1쵸메9반,고마츠제노아가부

시키가이샤내

센바,시니치

일본국,사이타마켄,가와고에시,미나미다이,1쵸메9반,고마츠제노아가부

시키가이샤내

다카야마,히로유키

일본국,사이타마켄,가와고에시,미나미다이,1쵸메9반,고마츠제노아가부

시키가이샤내

우라쎄,코헤이

일본국,시가현,코우가군,미나구치쵸,사사가오카1-2

니시무라,타카하루

일본국,시가현,코우가군,미나구치쵸,사사가오카1-2

(74) 대리인 윤여표

특허법인정직과특허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9209402 A JP2002138510 A

등록특허 10-0627438

- 1 -



JP2003182653 A

JP2000095143 *

KR1020040081318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김성호

(54) 건설 기계

요약

본 발명은 차체 위에 튀어 오른 흙에 대한 차체 위로부터의 제거를 촉진함과 동시에, 블레이드 브래킷으로의 전달 하중을

저감시키며,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의 부착성의 향상 및 공통 부품화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 기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본 발명에 관한 건설 기계는, 크롤러식 주행체의 프레임이 센터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의 양측부의 외측에 배치되

는 한 쌍의 트랙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 부재와,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되는 블

레이드 브래킷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관한 실시예의 유압 셔블을 도시하는 측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관한 제1 실시예의 유압 셔블에 있어서의 하부 주행체의 프레임의 사시도.

도 3a 및 3b는 본 발명에 관한 제1 실시예의 유압 셔블에 있어서의 하부 주행체의 프레임의 평면도, 및 도 3a의 A-A선 단

면도.

도 4a, 4b, 및 4c는 본 발명에 관한 제1 실시예의 유압 셔블의 센터 프레임을 도시하는 사시도, 연결 부재(8r)의 평면도, 및

도 3a에 도시하는 하부 주행체의 프레임에 있어서 센터 프레임으로부터 본 연결 부재(8r)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관한 제2 실시예의 유압 셔블에 있어서의 하부 주행체의 프레임의 사시도.

도 6a 및 6b는 본 발명에 관한 제2 실시예의 유압 셔블에 있어서의 하부 주행체의 프레임의 평면도, 및 도 6a의 B-B선 단

면도.

도 7a, 7b 및 7c는 본 발명에 관한 제1 실시예의 유압 셔블에 있어서의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와 블레이드 브래킷과의

접합 상태의 제1 변형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제2 변형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및 제3 변형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8a, 8b 및 8c는 본 발명에 관한 제2 실시예의 유압 셔블에 있어서의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와 블레이드 브래킷과의

접합 상태의 제4 변형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제5 변형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및 제6 변형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9는 종래의 유압 셔블을 도시하는 측면도.

도 10a, 10b 및 10c는 종래의 유압 셔블에 있어서의 트랙 프레임, 흙받이 커버 등의 평면도, 사시도, 및 도 10a의 I-I선 단

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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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블

2: 하부 주행체

3: 상부 선회체

3a: 오퍼레이터 시트

5: 구동륜

6: 유동륜

10: 작업기

10a: 붐

10b: 아암

10c: 버킷

B: 블레이드

r: 크롤러

Br: 블레이드 브래킷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압 셔블(shovel) 등의 건설 기계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건설 기계에 있어서의 주행체의 프레임

구조에 관한 것이다.

종래, 「무한궤도식 차량」(특허공개 2002-178960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유압 셔블(100)은 도 9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이동하기 위한 주행체(101)와, 그 상부에 선회 가능하게 탑재되는 선회체(102)를 구비하고 있다.

선회체(102)는 선회 프레임(103)을 가지고 있으며, 선회 프레임(103)에는, 예컨대 원동기 등을 수용한 구조물 커버(104),

운전실을 구획하는 운전대(105) 및 카운터웨이트(106)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선회체(102)의 전방부에는 작업 장치(107)가 부앙(俯仰)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주행체(101)의 본체 부분을 구성하는 트랙 프레임(108)은 도 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강판 등을 용접함으로써 중앙에

위치하는 센터 프레임(109)과, 센터 프레임(109)의 좌우 양측에 마련되며,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사이드 프레임(112)을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센터 프레임(109)은 중앙의 환형 몸통부(110)와, 이 환형 몸통부(110)의 외주측으로부터 전후, 좌우 방향으로 연

장되고, 전체적으로 H형 형상을 이루는 다리부(111)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다리부(111)는 상판부(111A), 하판부(111B) 및, 이들 판부(111A, 111B)를 상하 방향에서 연결한 측판부(111C) 등에 의

해 제관(製罐) 구조체로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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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2는 센터 프레임(109)의 다리부(111)의 선단측에 용접하여 설치된 좌우의 사이드 프레임이며, 사이드 프레임

(112)은 전후 방향으로 연장된 대략 역ㄷ자형의 프레임으로서 형성되어 있다.

또한, 트랙 프레임(108)의 사이드 프레임(112, 112) 위에는 각각 좌, 우의 흙받이 커버(125, 125)가 배치되어 있다.

또, 전술한 것 이외의 문헌 공지 발명으로서, 「건설 기계의 트랙 프레임」(특개평9-202261호 공보)가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전술한 유압 셔블(100)(도 9 참조)은 각종 상태의 지면 위를 주행체(101)에 설치되는 크롤러(117)를 회전 구동시

킴으로써 주행하며, 크롤러(117)에 의해 흙, 진흙 등이 튀어 오르게 된다.

여기서, 도 9, 도 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크롤러(117, 117)의 근방에 설치되는 흙받이 커버(125, 125)는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크롤러(117)에 의해 튀어 오른 흙, 진흙 등은 흙받이 커버(125, 125) 위에 쌓여 모이게 되어 버

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경우, 작업자는 이들 쌓인 흙, 진흙 등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흙, 진흙 등이 쌓인 채로 유압 셔블(100)을 주행

하면 주행 저항으로 된다.

그런데, 주행체(101)의 전방부에는, 배토판용 블레이드(도시하지 않음)가 요동 가능하게 지지되는 블레이드 브래킷(도시

하지 않음)이 접합되어 있다.

이 블레이드는 배토 작업을 행하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지지하는 블레이드 브래킷에는 큰 하중 등, 각종 하중이 인가된다.

그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에 전달되는 작업 하중을 적절히 처리하여 차체의 내하중 강도를 향상시킬 것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실상을 감안하여, 차체 위에 튀어 오른 흙에 대한 차체 위로부터의 제거를 촉진함과 동시에, 블레이드 브래

킷으로의 전달 하중을 저감시키며,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의 부착성의 향상 및 공통 부품화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 기계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제1 발명에 관한 건설 기계는, 크롤러식 주행체의 프레임이 센터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의 양측부의 외측에 배치되는 한

쌍의 트랙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 부재와,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되는 블레이드

브래킷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이 연결 부재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에, 차체 위에 튀어 오른 흙을 차체 위

로부터 양호하게 낙하시키는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이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되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의 폭을 넓게 잡을 수 있어 블레이

드에 걸리는 작업 하중을 폭이 넓은 블레이드 브래킷으로 받아 낼 수 있으므로, 내하중 강도가 향상된다.

제2 발명에 관한 건설 기계는, 제1 발명에 있어서, 센터 프레임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과, 연결 부

재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을 일평면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블레이드 브래킷이 접합되는 센터 프레임의 접합면과 연결 부재의 접합면이 일평면을 이루도록 구성

했기 때문에, 용접에 의해 접합하는 경우, 직선 용접화가 가능하여 용접 작업이 용이하다.

이 경우, 블레이드 브래킷이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확실하게 용접되기 때문에, 접합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인 신뢰

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을 볼트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경우에도, 접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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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이 접합되는 센터 프레임의 접합면과 연결 부재의 접합면을 일평면을 이루도록 구성하기 때문에, 블

레이드에 걸리는 작업 하중을 차체에 원활하게 전달하여 분산시킬 수 있고, 차체의 내하중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인 신뢰

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에 있어서의 접합부가 평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의 형상을 단순화할 수 있어 제조

비용이 삭감된다.

또한, 대형 기종의 센터 프레임에 접합되는 블레이드 브래킷이 소형 기종의 센터 프레임에도 적용 가능하게 되어, 블레이

드 브래킷의 공통 부품화가 실현된다.

따라서, 건설 기계의 제조 비용의 삭감에 기여한다.

제3 발명에 관한 건설 기계는, 제1 발명에 있어서, 센터 프레임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과, 연결 부

재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을 단차부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이 연결 부재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에, 차체 위에 튀어 오른 흙을 차체 위

로부터 양호하게 낙하시키는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이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되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의 폭을 넓게 잡을 수 있어, 블레

이드에 걸리는 작업 하중을 폭이 넓은 블레이드 브래킷으로 받아 낼 수 있으므로, 내하중 강도가 향상된다.

제4 발명에 관한 건설 기계는, 제1 발명에 있어서, 센터 프레임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에 대하여

연결 부재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을 곡면 등의 연속면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이 연결 부재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에, 차체 위에 튀어 오른 흙을 차체 위

로부터 양호하게 낙하시키는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이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되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의 폭을 넓게 잡을 수 있어, 블레

이드에 걸리는 작업 하중을 폭이 넓은 블레이드 브래킷으로 받아 낼 수 있으므로 내하중 강도가 향상된다.

제5 발명에 관한 건설 기계는, 제1 발명 내지 제4 발명 중 어느 하나의 발명에 있어서,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와 블레이

드 브래킷을 부착 부재를 매개로 접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블레이드 브래킷을 부착 부재를 매개로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하고 있기 때문에, 용접하여

접합하는 경우에는, 블레이드 브래킷의 접합부가 센터 프레임과 연결 부재를 연결하는 용접 부위에 대하여 용접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은 부착 부재를 매개로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용접 접합되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과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와의 접합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을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볼트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착 부재를 매개로 행

하기 때문에, 접합이 용이하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의 응력이 부착 부재에 전달되어 분산된 다음에 차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블

레이드에 의한 작업 하중에 대한 차체의 내하중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제6 발명에 관한 건설 기계는 하부 주행체와 하부 주행체에 대하여 선회 가능한 상부 선회체를 구비하며, 하부 주행체의

프레임은 상부 선회체가 선회 가능하게 장착되는 중공형의 센터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의 양측부의 외측에 배치되는 한 쌍

의 트랙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을 연결하는 중공형의 연결 부재와,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되는 블

레이드 브래킷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건설 기계로서, 전방에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 평면을 구비한 센터 프레

임과, 전방에 센터 프레임의 접합평면과 인접하며, 또한,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과 함께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성되고,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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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 평면을 구비한 연결 부재를 구비하며,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 및 연결 부재의 접합 평면

에 블레이드 브래킷에 있어서의 접합부를 합치시켜 용접하여 블레이드 브래킷을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블레이드 브래킷에 있어서의 접합부가 용접되는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 및 연결 부재의 접합 평면

이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성하기 때문에, 직선 용접화가 가능하여 용접이 용이하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이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확실하게 용접되기 때문에, 용접의 접합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인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의 접합부가 용접되는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 및 연결 부재의 접합 평면을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

성하기 때문에, 블레이드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원활하게 전달하여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내하중의 강도가 증대되

어 기계적인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에 있어서의 접합부가 평면을 형성하도록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의 형상을 단순화

할 수 있어 제조 비용이 삭감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의 접합부가 용접되는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 및 연결 부재의 접합 평면이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

성하기 때문에, 대형 기종의 센터 프레임에 접합되는 블레이드 브래킷이 소형 기종의 센터 프레임에도 적용 가능하게 되

어, 블레이드 브래킷의 공통 부품화가 실현된다.

따라서, 건설 기계의 제조 비용의 삭감에 기여한다.

제7의 본 발명에 관한 건설 기계는, 하부 주행체와 하부 주행체에 대하여 선회 가능한 상부 선회체를 구비하며, 하부 주행

체의 프레임은 상부 선회체가 선회 가능하게 장착되는 중공형의 센터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의 양측부의 외측에 배치되는

한 쌍의 트랙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을 연결하는 중공형의 연결 부재와,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되

는 블레이드 브래킷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건설 기계로서, 블레이드 브래킷에 있어서의 접합부가 용접되는 평판형의 부

착 부재와, 전방에 평판형의 부착 부재를 용접하는 접합 평면을 구비한 센터 프레임과, 전방에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과

인접하며, 또한,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과 함께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성되고, 평판형의 부착 부재를 용접하는 접합 평면

을 구비한 연결 부재를 구비하며, 블레이드 브래킷을 평판형의 부착 부재를 매개로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용접하여

접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블레이드 브래킷을 부착 부재를 매개로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용접하여 접합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의 접합부가 센터 프레임과 연결 부재와의 연결 부위에 대하여 용접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은 평판형의 부착 부재에 용접되기 때문에, 직선 용접이 가능하여 용접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블레이드 브래킷과 센터 프레임, 연결 부재와의 접합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의 응력이 부착 부재에 전달되어 분산된 다음에 차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블

레이드에 의한 작업 하중에 대한 내하중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과 연결 부재의 접합 평면과는 일평면을 이루기 때문에, 연결 부재를 전달되는 주행 하중의

전달 방향을 따라서 연결 부재의 전측판과 센터 프레임의 전측판이 배치되게 됨으로써 주행 하중이 연결 부재로부터 센터

프레임으로 원활하게 전달되어, 주행 하중에 대한 내하중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 신뢰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부착 부재는 평판형이기 때문에 제조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제8의 본 발명에 관한 건설 기계는, 하부 주행체와 하부 주행체에 대하여 선회 가능한 상부 선회체를 구비하며, 하부 주행

체의 프레임은 상부 선회체가 선회 가능하게 장착되는 중공형의 센터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의 양측부의 외측에 배치되는

한 쌍의 트랙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을 연결하는 중공형의 연결 부재와,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되

는 블레이드 브래킷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건설 기계로서, 블레이드 브래킷에 있어서의 접합부가 용접되는 평면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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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부재와, 전방에 부착 부재를 용접하는 접합부를 구비한 센터 프레임과, 전방에 센터 프레임의 접합부와 인접하며, 또

한, 부착 부재를 용접하는 접합부를 구비한 연결 부재를 구비하고, 블레이드 브래킷을 부착 부재를 매개로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용접하여 접합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블레이드 브래킷을 부착 부재를 매개로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용접하여 접합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의 접합부가 센터 프레임과 연결 부재와의 연결 부위에 대하여 용접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은 부착 부재의 평면에 용접되기 때문에 직선 용접이 가능하여 용접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블레이드 브래킷과 센터 프레임, 연결 부재와의 접합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의 응력이 부착 부재에 전달되어 분산된 다음에 차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블

레이드에 의한 작업 하중에 대한 내하중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부착 부재의 한쪽 면은 블레이드 브래킷의 접합부가 용접되는 평면이며, 부착 부재의 다른쪽 면은 센터 프레임 및 연

결 부재가 용접되는 면이기 때문에, 센터 프레임의 접합부 및 연결 부재의 접합부가 단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여 설계의 자유도가 높다.

이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유압 셔블(1)은,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동하기 위한 크롤러(r)가 설치되는 하부 주행

체(2)와, 그 상부에 선회 베어링(도시하지 않음)을 매개로 선회 가능하게 장착되고, 작업자가 승차하여 작업을 행하기 위한

상부 선회체(3)를 구비하고 있다.

상부 선회체(3)에는, 그 상부에 작업자가 착석하여 작업을 행하는 오퍼레이터 시트(3a)가 배치되며, 그 전방에는, 유압 구

동되는 붐(10a), 아암(10b), 및 아암(10b)의 선단에 장착된 굴삭용 버킷(10c)을 갖는 작업기(10)가 상하 방향으로 요동 가

능하게 피봇 지지되어 있다.

하부 주행체(2)에는 트랙 프레임(4l, 4r)의 양단부에 구동륜(5)과 유동륜(idle wheel)(6)이 각각 장착되어 있으며, 구동륜

(5)과 유동륜(6) 사이에는 크롤러(r)가 감겨져 있다.

또한, 하부 주행체(2)의 전방부에는 버킷(10c)으로 파 뒤집은 흙을 다시 매립할 때에 사용되는 블레이드(B)가, 배토판으로

서의 소정 동작을 행할 수 있도록 블레이드 브래킷(Br)(후술)을 매개로 요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또, 블레이드(B)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다음 동작을 개시할 때까지 대기

한다.

이와 같이, 블레이드(B)는 파 뒤집은 흙을 다시 매립하는 작업에 이용되기 때문에, 블레이드(B)가 장착되는 블레이드 브래

킷(Br)에는 작업 중, 각종 하중이 인가되게 된다.

상기 구성의 유압 셔블(1)은 동력원의 엔진을 구동시켜, 유압 펌프에 의해 유압으로 변환하여 주행 모터를 구동시키며, 구

동륜(5)을 회전시킴으로써 크롤러(r)를 회전 구동시켜 주행이 행해짐과 동시에, 버킷(10c), 블레이드(B)를 이용한 각종 작

업이 행해진다.

하부 주행체의 프레임(2F)은 도 2, 평면도인 도 3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선회 베어링이 장착되는 부착링(7r)이 형성되는

센터 프레임(7)이 중앙부에 배치되며, 그 양측부에는 트랙 프레임(4r, 4l)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트랙 프레임(4r)은 2개의 연결 부재(8r, 9r)에 의해 센터 프레임(7)에 각각 연결되며, 또한, 트랙 프레임(4l)은 2개

의 연결 부재(8l, 9l)에 의해 센터 프레임(7)에 각각 연결되어 있다.

이들 각 부재는 용접이 행하여짐으로써 상호 접합되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는 블레이드(B)와 블레이드(B)를 가동하기 위한 유압 실린더가 장착되는 블레이드

브래킷(Br)이 용접되어 접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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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 3(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트랙 프레임(4r) 및 한 쌍의 연결 부재(8r, 9r)와, 트랙 프레임(4l) 및 한 쌍의 연결 부재

(8l, 9l)는 센터 프레임(7)의 폭방향 중심면{도 3a에 있어서의 센터 프레임(7)의 상하 방향의 중심선)에 대하여 면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연결 부재(8r)와 연결 부재(8l)는 센터 프레임(7)의 폭방향 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인 형상을 가지게 구성되고, 또한, 연

결 부재(9r)와 연결 부재(9l)는 센터 프레임(7)의 폭방향 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인 형상을 가지게 구성되어 있다.

상기 블레이드 브래킷(Br)은 도 2,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브래킷(Br)을 가동하는 유압 실린더가 피봇 지지되는 중앙

부의 한 쌍의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Br1)와, 블레이드(B)를 피봇 지지하는 양측부의 한 쌍의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

이트(Br2) 및 한 쌍의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에 추가하여,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Br1)의 상면, 우측 블레

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의 상면, 및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의 상면에 접합되는 보강 플레이트(Br4)를 구

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각 플레이트는 상호 용접하여 결합되며, 블레이드 브래킷(Br)으로서 서브어셈블리된 후에,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

(7m)에 용접하여 접합된다.

블레이드 브래킷(Br)에 있어서의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Br1)의 후측면(Br1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의

후측면(Br21),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의 후측면(Br31), 및 보강 플레이트(Br4)의 후측면 (Br41)은 연직면

인 평면을 이루도록 형성되며,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용접되는 접합부를 구성하고 있다.

또,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Br1)의 후측면(Br1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의 후측면(Br21),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의 후측면(Br31), 및 보강 플레이트(Br4)의 후측면(Br41)은 일평면을 형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연직

면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센터 프레임(7)은 주강을 이용하여 주물로 제조되며, 도 4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측판(7sm)과, 후측판(7su)과,

연결 부재(8r, 9r)가 접합되는 우측판(7sr)과, 연결 부재(8l, 9l)가 접합되는 좌측판(7sl)과, 개구를 갖은 부착링(7r)이 형

성되는 상판(7u) 등을 갖는 중공의 상자형 형상을 가지며 구성되어 있다.

센터 프레임(7)에 있어서의 전측면(7m)은 블레이드 브래킷(Br)의 접합부인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Br1)의 후측면

(Br1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의 후측면(Br21),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의 후측면(Br31), 및

보강 플레이트(Br4)의 후측면(Br41)에 대응한 연직면인 평면을 형성하고 있다.(도 2, 도 3 참조)

이와 같이, 블레이드 브래킷(Br)의 접합부인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Br1)의 후측면(Br1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

트(Br2)의 후측면(Br21),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의 후측면(Br31), 및 보강 플레이트(Br4)의 후측면(Br41)

과, 이들 피접합면인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이 연직면으로 구성됨으로써, 블레이드 브래킷(Br) 및 센터 프레임(7)

의 형상이 단순화됨과 동시에, 블레이드 브래킷(Br)의 센터 프레임(7)에 대한 용접시에 있어서의 직선 용접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더불어, 설계, 조립 등의 각 공정에 있어서도 각 작업이 간략화됨으로써 유리함은 물론이다.

또, 센터 프레임(7)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Br)이 접합되는 피접합면인 전측면(7m)은 블레이드 브래킷(Br)의 접합

부가 합치되는 구성의 평면이라면 반드시 연직면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연결 부재(8r)는 주강을 이용하여 주물로 제조되며, 평면도인 도 4b, 도 4c{도 3a에 도시하는 센터 프레임(7)측에서

본 연결 부재(8r) 단체의 사시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대략 오각형의 단면 형상을 가지며, 상면의 길이 방향으로 능선

(稜線)이 형성된 상부에 각부(角部)를 갖는 몸통부(8r1)와, 사각형의 단면 형상을 가지며 개구(8r0)가 형성된 센터 접합부

(8r2)와, 개구가 형성된 트랙 접합부(8r3)로 이루어지고, 상판, 하판, 전측판과 후측판으로 포위되는 중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 부재(8r)의 센터 접합부(8r2)는 센터 프레임(7)에 있어서의 우측판(7sr)과 접합되는 접합면(8rb)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접합면(8rb)은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연결 부재(8r)가 연장되는 방향에 따른 축선에 대하여 비수직면으로서 형성

되고, 상면에서 보았을 때 직선이 될 것 같은 평면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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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접합면(8rb)을 갖는 센터 접합부(8r2)의 상하면 사이의 높이 치수는 센터 프레임(7)의 상하면 사이의 치수보다 약간

짧게 설정되어 있다. (도 2 참조)

또한, 연결 부재(8r)에 있어서의 전측면의 일부에는, 블레이드 브래킷 (Br)과의 접합부가 되는 접합면(8rm)이, 블레이드

브래킷(Br)의 접합부인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의 후측면(Br21) 및 보강 플레이트(Br4)의 후측면(Br41)에

대응한 연직면의 평면으로서 형성되어 있다.(도 3, 도 4 참조)

여기서, 연결 부재(8r)에 있어서의 접합면(8rm)은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센터 프레임(7)의 우측판(7sr)에 연결 부재

(8r)의 센터 접합부(8r2)가 용접되어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r)가 접합되었을 때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과 인접하며, 또한,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과 함께 일평면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 2, 도 3에 도시하는 연결 부재(8l)는 주강을 이용하여 주물로 제조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센터 프레임(7)의 폭방향 중

심면에 대하여 연결 부재(8r)와 면대칭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연결 부재(81)는 연결 부재(8r)와 마찬가지로 폐쇄된 횡단면을 갖는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는 파이프형의 중공 부재로

서 형성되며, 연결 부재(8r)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연결 부재(8l)에 있어서의 전측면의 일부에는, 블레이드 브래킷(Br)의 접합부가 되는 접합면(8lm)이, 블레이드 브래킷(Br)

의 접합부인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의 후측면(Br31) 및 보강 플레이트(Br4)의 후측면(Br41)에 대응한 연직

면의 평면으로서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연결 부재(8l)에 있어서의 접합면(8lm)은 센터 프레임(7)의 좌측판(7sl)에 연결 부재(8l)의 센터 접합부(8l2)가 용

접되어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l)가 접합되었을 때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인접하며, 또한, 센터 프레임

(7)의 전측면(7m)과 함께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 연결 부재(8r, 8l)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Br)이 접합되는 피접합면인 접합면(8rm, 8lm)은 블레이드 브래킷(Br)

의 접합부가 합치되는 구성의 평면이라면 반드시 연직면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2,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연결 부재(9r)는 주강을 이용하여 주물로 제조되며, 대략 오각형의 단면 형상을 가

지고, 상면의 길이 방향으로 능선이 형성된 상부에 각부(角部)를 가짐과 동시에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구성된 몸통부

(9r1)와, 사각형의 단면 형상을 가지며 개구가 형성된 센터 접합부(9r2)와, 개구가 형성된 트랙 접합부(9r3)로 이루어지

며, 상판, 하판, 전측판과 후측판으로 포위되는 중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연결 부재(9l)는 주강을 이용하여 주물로 제조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센터 프레임(7)의 폭방향 중심면에 대

하여 연결 부재(9r)와 면대칭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결 부재(8r, 8l, 9r, 9l)은 상면에 각부(角部)를 갖는 능선을 갖는 형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행시에

크롤러(r)에 의해 튀어 오른 흙 등은 연결 부재(8r, 8l, 9r, 9l)의 상면의 경사면을 따라 슬라이딩하여 지면 위에 낙하함으

로써 연결 부재(8r, 8l, 9r, 9l) 상에 쌓이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연결 부재(8r, 9r) 사이, 연결 부재(8l, 9l) 사이에는 각각 공간(k, k)이 형성되기 때문에, 크롤러(r, r)에 의해 튀어 오

른 흙 등은 공간(k, k)을 통과하여 지면 위에 낙하함으로써 흙 제거가 양호하게 촉진된다.

이어서, 블레이드 브래킷(Br)을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9r)에 접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연결 부재(8r)를 센터 프레임(7)의 우측판(7sr)에 대하여 높이 방향의 중앙부이면서,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센

터 프레임(7)의 전측면(7m)과 연결 부재(8r)의 접합면(8rm)이 일평면을 이루는 위치에 배치하고, 센터 프레임(7)의 우측

판(7sr)에 연결 부재(8r)의 센터 접합부(8r2)의 외측 가장자리부를 용접하여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r)를 연결한다.

마찬가지로, 연결 부재(8l)를 센터 프레임(7)의 좌측판(7sl)에 대하여 높이 방향의 중앙부이면서,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과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이 일평면을 이루는 위치에 배치하고, 센터 프레임(7)의

좌측판(7sl)에 연결 부재(8l)의 센터 접합부(8l2)의 외측 가장자리부를 용접하여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l)를 연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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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하여,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과 연결 부재(8r)의 접합면(8rm)이 일평면을 이루며, 또한, 센터 프레임(7)

의 전측면(7m)과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이 일평면을 이룬 상태에서,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r, 8l)가 일체적

으로 어셈블리된다.

이어서, 블레이드 브래킷(Br)에 있어서의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의 후측면(Br21) 및 보강 플레이트(Br4)의

후측면(Br41)의 일부를 일평면을 이루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r)의 접합면(8rm)에 합치시켜 접촉

시키며,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Br)에 있어서의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의 후측면(Br31) 및 보강 플레이트

(Br4)의 후측면(Br41)의 일부를 일평면을 이루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에 합치

시켜 접촉시켜서 소정의 위치에 배치한다.

계속해서,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의 후측면(Br21)을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r)의 접합

면(8rm)에 용접하며, 또한, 보강 플레이트(Br4)의 후측면(Br41)을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r)의 접합

면(8rm) 및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에 용접하고, 또한,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의 후측면(Br31)을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에 용접한다.

동시에,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Br1)의 후측면(Br11)을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용접함으로써, 블레이드 브래킷

(Br)을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접합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블레이드 브래킷(Br)의 접합부인 우측 블레이드지지점 플레이트(Br2)의 후측면(Br21), 보강 플레이

트(Br4)의 후측면(Br41)이 용접되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r)의 접합면(8rm)을 일평면을 이루도

록 형성하고 있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Br)의 접합부인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의 후측면(Br31) 및 보강 플레이트(Br4)의 후

측면(Br41)이, 용접되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을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성하고 있

다.

따라서, 블레이드 브래킷(Br)을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8l)에 용접할 때에 직선 용접화가 가능하여 용접이 용이

하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Br)이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8l)에 확실하게 용접되어 접합 강도가 향상됨으로써 기계적

인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B)의 작업에 의해 블레이드 브래킷(Br)에 발생하는 하중의 응력이 일평면을 이루는 센터 프레임(7) 및 연

결 부재(8r, 8l)의 접합 부위로 전달되어 분산되기 때문에, 피접합면이 평면임으로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지 않고 하중의 응

력이 원활히 전달되어 분산된다.

따라서, 블레이드(B)의 하중에 대한 내하중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인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Br)이 용접되어 접합되는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8l)의 각각의 접합 부위가 일평면을 이

루며 형성되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Br)의 접합부가 일평면을 이루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블레이드 브래킷(Br)

의 형상이 단순화되어 제조 비용이 저하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Br)이 용접되는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8l)의 접합 부위가 일평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

은 폭을 갖는 센터 프레임에 있어서도, 큰 폭을 갖는 센터 프레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 치수의 블레이드 브래킷이 사용 가

능함으로써, 대형, 소형 기종에 관계없어 소정의 치수를 갖는 공통 부품의 블레이드 브래킷이 사용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유압 셔블의 제조 비용 삭감에 공헌한다.

또한, 큰 폭을 갖는 블레이드 브래킷(Br)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Br)에 있어서의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와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 사이 치수,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Br1)와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 사이 치수, 및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Br1)와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 사이 치수가 넓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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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블레이드(B)에 의한 작업하중을 폭이 넓은 블레이드 브래킷(Br)으로 받을 수 있어 작업하중에 대한 모멘트의

팔 길이가 길어지게 되므로, 동일한 모멘트에 대하여 작용하중이 작게 되고,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Br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 및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에 가해지는 동일 모멘트에 대하여 작용하중이 작아진다.

따라서, 블레이드(B)에 의한 작업 하중의 블레이드 브래킷(Br)으로의 전달 하중이 저감되고, 차체의 마모가 방지됨과 동시

에, 블레이드(B)의 작업 능력의 향상에도 유효하다.

또, 전술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이 평면을 이루는 예를 예시하였지만, 적어도 블레이드 브래

킷(Br)의 접합 부위가 일평면을 형성하고 있으면,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 모두를 평면으로 형성하지 않아도 좋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블레이드 브래킷(Br)을 용접하여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8l)에 접합하는 경우

를 예시했지만, 용접하지 않고 볼트를 이용하여 접합하여도 좋다.

그런데, 소형 유압 셔블에 있어서는, 구조에 따라서는,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r)가 필렛 용접되는 부위와, 블레이드

브래킷(Br)을 센터 프레임(7) 등에 용접하기 위한 용접 부위인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2)의 후측면(Br21)의 외

측 가장자리부가 겹쳐지거나, 마찬가지로,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l)가 필렛 용접되는 부위와, 블레이드 브래킷(Br)

을 센터 프레임(7) 등에 용접하기 위한 용접 부위인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Br3)의 후측면(Br31)의 외측 가장자

리부가 겹쳐지는 경우가 있다.

즉,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r, 8l)와의 용접 부위와, 블레이드 브래킷(Br)의 용접 부위가 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3개의 부재가 동일 부위에서 필렛 용접되게 되기 때문에, 용접 작업에 지장이 생기며, 또한, 용접의 접합 강도의

신뢰성도 문제이다.

하기의 제2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제2 실시예는,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블레이드 브래킷(2Br)이 부착판(Tr, Tl)을 매개로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

재(8r', 8l')에 접합되어 있다.

상기 이외의 구성은 제1 실시예의 구성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구성 요소에는 동일한 부호에 '를 붙여 도시하고,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한다.

도 5,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8l')의 전방에는, 블레이드(B')와 블레이드(B') 가동용

유압 실린더(도시하지 않음)가 장착되는 블레이드 브래킷(2Br)이 부착 부재인 평판형의 부착판(Tr, Tl)을 매개로 용접되

어 있다.

상기 블레이드 브래킷(2Br)은 도 5,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블레이드(B')를 가동하는 유압 실린더가 피봇 지지되는 중

앙부의 한 쌍의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2Br1)와, 블레이드(B')를 피봇 지지하는 양측부의 한 쌍의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2) 및 한 쌍의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3)와,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2Br1)의 상면, 우측 블레이

드 지지점 플레이트(2Br2)의 상면, 및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3)의 상면에 접합되는 보강 플레이트(2Br4)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블레이드 브래킷(2Br)에 있어서의 보강 플레이트(2Br4)의 후측면(2Br42)에는, 부착판(Tr, Tl)을 각각 접합하기

위한 노치부(2Br41, 2Br41)가 접합부로서 형성되며, 또한,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2)의 후측면에는, 부착판

(Tr)을 접합하기 위한 노치부(2Br21)가 접합부로서 형성되고, 또한,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3)의 후측면에

는, 부착판(Tl)을 접합하기 위한 노치부(2Br31)가 접합부로서 형성되어 있다.

또, 부착판(Tr, Tl)은 소정의 크기 및 두께를 갖는 강판이다.

상기 구성의 블레이드 브래킷(2Br) 및 부착판(Tr, Tl)은,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2Br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

(2Br2),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3), 및 보강 플레이트(2Br4)가 상호 용접되어 접합되며, 또한, 부착판(T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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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플레이트(2Br4)의 노치부(2Br41) 및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2)의 노치부(2Br21)에 용접되고, 또한, 부

착판(Tl)이 보강 플레이트(2Br4)의 노치부(2Br41) 및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3)의 노치부(2Br31)에 용접되

어 접합되어, 일체로서 서브어셈블리된다.

상기 서브어셈블리의 부착판(Tr)의 후측면은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r')의 접합면(8rm')에 용접되

는 접합 부위이며, 연직면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부착판(Tl)의 후측면은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l')

의 접합면(8lm')에 용접되는 접합 부위이며, 연직면을 형성하고 있다.

또, 상기 서브어셈블리의 부착판(Tr, Tl)의 후측면은 일평면을 형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연직면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센터 프레임(7')에 있어서의 피접합면인 전측면(7m')은 블레이드 브래킷 등의 서브어셈블리의 부착판(Tr, Tl) 후측

면이 합치되는 평면이라면, 반드시 연직면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즉,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은 서브어셈블리의 부착판(Tr, Tl) 후측면이 연직면 이외의 평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평면과 합치되는 연직면 이외의 평면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연결 부재(8r')에 있어서의 전측면의 일부에는, 블레이드 브래킷(Br')에 대한 접합부인 접합면(8rm')이, 상기 블레이

드 브래킷 등의 서브어셈블리의 부착판(Tr) 후측면에 대응한 연직면의 평면으로서 형성되어 있다.(도 6 참조)

여기서, 연결 부재(8r')에 있어서의 접합면(8rm')은,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센터 프레임(7')의 우측판(7sr')에 연결 부

재(8r')의 센터 접합부(8r2')가 용접되어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r')가 접합되었을 때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

(7m')과 인접하며, 또한,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과 함께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다.

연결 부재(8l')에 있어서의 전측면의 일부에는, 상기 블레이드 브래킷 등의 서브어셈블리의 부착판(Tl) 후측면에 대한 접합

부인 접합면(8lm')이, 상기 후측면에 대응한 연직면의 평면으로서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연결 부재(8l')에 있어서의 접합면(8lm')은 센터 프레임(7')의 좌측판(7sl')에 연결 부재(8l')의 센터 접합부(8l2')가

용접되어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l')가 접합되었을 때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과 인접하며, 또한, 센터 프

레임(7')의 전측면(7m')과 함께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 연결 부재(8r', 8l')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2Br)이 접합되는 피접합면인 접합면(8rm', 8lm')은 상기 블레이드 브

래킷 등의 서브어셈블리의 부착판(Tr, Tl) 후측면이 합치되는 평면이라면, 반드시 연직면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어서, 블레이드 브래킷(2Br)을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8l')에 접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블레이드 브래킷(2Br) 등의 서브어셈블리에 있어서의 부착판(Tr, Tl)의 후측면을, 각각 일평면을 이루는 센터 프레임(7')

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r')의 접합면(8rm') 및 일평면을 이루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에 합치시켜 접촉시켜서 소정 위치에 배치한다.

계속해서, 상기 블레이드 브래킷(2Br) 등의 서브어셈블리에 있어서의 부착판(Tr)의 후측면을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

(7m') 및 연결 부재(8r')의 접합면(8rm')에 용접하고, 또한, 상기 블레이드 브래킷 등의 서브어셈블리에 있어서의 부착판

(Tl)의 후측면을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에 용접한다.

동시에, 블레이드 브래킷(2Br) 등의 서브어셈블리에 있어서의 보강 플레이트(2Br4)의 후측면(2Br42) 및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2Br1)의 후측면(2Br11)을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용접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블레이드 브래킷(2Br)에 있어서의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2)를 부착판(Tr)에 용접하고,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3)를 부착판(Tl)에 용접하여 블레이드 브래킷(2Br) 및 부착판(Tr, Tl)의 서브어셈블

리를 제조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서브어셈블리의 부착판(Tr)을 센터 프레임(7'), 연결 부재(8r')에 용접하고, 또한, 부착판(Tl)을 센터 프레임

(7'), 연결 부재(8l')에 용접함으로써, 블레이드 브래킷(2Br)을 부착판(Tr, Tl)을 매개로 센터 프레임(7'), 연결 부재(8r',

8l')에 접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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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r')와의 용접 부위인 블레이드 브래킷(2Br)의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

(2Br2) 사이에 부착판(Tr)이 개재되기 때문에,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r')와의 용접 부위와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2)의 용접 부위가 직접 겹쳐지는 것이 방지된다.

마찬가지로,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l')와의 용접 부위와 블레이드 브래킷(2Br)의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

(2Br3) 사이에 부착판(Tl)이 개재되기 때문에, 센터 프레임(7')과 연결 부재(8l')와의 용접 부위와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3)의 용접 부위가 직접 겹쳐지는 것이 방지된다.

따라서, 블레이드 브래킷(2Br)을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8l')에 용접하여 접합할 때, 블레이드 브래킷(2Br)의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2)가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의 용접 부위에 서로 겹쳐져 용접되는 것이 방

지되며, 또한,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3)가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l')의 용접 부위와 서로 겹쳐져 용접

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2Br)의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2)가 평판형의 부착판(Tr)에 용접되기 때문에, 직선 용

접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블레이드 브래킷(2Br)의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3)가 평판형의 부착판(Tl)에 용접되기 때문에,

직선 용접이 가능하다.

또한, 부착판(Tr, Tl)은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8l')에 직선용접이 가능하다.

따라서, 블레이드 브래킷(2Br)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2, 2Br3)의 용접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부착판

(Tr, Tl)의 용접성이 높고, 접합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2Br)은 부착판(Tr, Tl)을 개재하여 센터 프레임(7') 및 연결 부재(8r', 8l')에 연결되기 때문에, 블레

이드(B')로부터 블레이드 브래킷(2Br)에 전달되는 작업 하중의 응력은 부착판(Tr, Tl)에 전달함으로써 분산되며, 원활하

게 차체에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블레이드(B')의 작업 하중에 대한 내하중 강도가 증대되어 신뢰성이 향상되고, 차체의 마모가 방지되어 장기 수명

화를 꾀할 수 있다.

게다가,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과, 연결 부재(8r', 8l')의 접합면(8rm', 8lm')이 도 6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일평

면을 이루기 때문에, 연결 부재(8r', 8l')로부터 센터 프레임(7')으로 전달되는 크롤러(r')의 주행에 의한 하중이 하중의 전

달 방향에 따른 위치에 배치되는 연결 부재(8r', 8l')의 전측면판으로부터 센터 프레임(7')의 전측판(7sm')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연결 부재(8r', 8l')로부터 전달되는 주행 하중이 원활하게 센터 프레임(7')에 전달된다.

따라서, 주행 하중에 대한 내하중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부착판(Tr, Tl)은 평판형의 강판이기

때문에 제조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큰 폭을 갖는 블레이드 브래킷(2Br)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블레이드(B')의 작업 하중

에 대한 모멘트의 팔 길이가 길어지며, 따라서 동일 모멘트에 대하여 작용 하중이 작아지고,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

(2Br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2), 및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2Br3)에 가해지는 동일 모멘트에 대하

여 작용 하중이 작아진다.

따라서, 블레이드 브래킷(2Br)을 매개로 차체에 전달되는 블레이드(B')에 의한 작업 부하가 저감되기 때문에, 차체의 마모

가 방지됨과 동시에, 블레이드(B')에 의한 작업 능력의 향상에 유효하다.

또,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블레이드 브래킷(2Br)을 센터 프레임(7'), 연결 부재(8r', 8l')에 부착하기 위한 부착 부재를, 평

판형의 부착판(Tr, Tl)으로 구성하는 예를 도시했지만, 부착 부재를 반드시 평판형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좋다.

예컨대, 센터 프레임의 전측면에 대하여 연결 부재의 접합면을 후방에 배치하여 단부를 갖는 구성으로 하고, 부착 부재를

센터 프레임의 전측면과 연결 부재의 접합면의 단부(段部)에 따른 면과 블레이드 브래킷(2Br)에 있어서의 접합부가 용접

되는 평면을 갖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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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성에 있어서도, 블레이드 브래킷(2Br)과 센터 프레임, 연결 부재사이에 부착 부재가 개재되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

킷(2Br)이 부착 부재를 매개로 센터 프레임, 연결 부재에 용접되므로, 블레이드 브래킷(2Br)의 용접 부위가 센터 프레임과

연결 부재와의 용접 부위에 겹쳐지지 않는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2Br)의 접합부가 부착 부재의 평면에 용접되기 때문에, 직선 용접화가 가능하여 용접성이 향상된

다.

따라서, 블레이드 브래킷(2Br)과 센터 프레임, 연결 부재와의 접합 강도가 증대되어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또한, 블레이드(B')로부터 블레이드 브래킷(2Br)에 전달되는 하중의 응력은 부착 부재에 전달함으로써 분산되고, 부착 부

재를 매개로 원활하게 차체에 전달할 수 있어 기계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이미 설명한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작용 효과를 나타낸다.

게다가, 부착 부재의 한쪽 면은 블레이드 브래킷(2Br)의 접합부가 용접되는 평면이고, 부착 부재의 다른쪽 면은 센터 프레

임 및 연결 부재가 용접되는 면이기 때문에, 센터 프레임의 접합부와 연결 부재의 접합부가 임의의 단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하여 설계의 자유도가 높다.

또, 전술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블레이드 브래킷(2Br)을 부착판(Tr, Tl) 등의 부착 부재를 매개로 용접하여 센터 프레임

(7') 및 연결 부재(8r', 8l')에 접합하는 경우를 예시했지만, 용접하지 않고 볼트를 이용하여 접합하여도 좋다.

이어서, 전술한 제1 실시예, 제2 실시예의 변형예에 대하여, 도 7, 도 8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7은 제1 실시예의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고, 블레이드 브래킷(3br, 4br, 5Br)을 부착 부재를 개재하지 않고 센터 프레임

(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r', 8l')의 접합면(8rm', 8lm')에 각각 접합한 각종 예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7a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대하여 연결 부재(8r', 8l')의 블레이드 브래킷(3br)과의 접합부인 접합면(8rm',

8lm')이 후방에 위치한 제1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과 연결 부재(8r')의 접합면(8rm')과의 단차부, 및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과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과의 단차부를 따르는 형상으로, 블레이드 브래킷(3br)에 있어서의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

트(3br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3br2),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3br3), 및 보강 플레이트(3br4)가 형성

되어 있다.

도 7b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대하여 연결 부재(8r', 8l')의 블레이드 브래킷(4br)과의 접합부인 접합면(8rm',

8lm')이 전방에 위치한 제2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과 연결 부재(8r')의 접합면(8rm')과의 단차부, 및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과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과의 단차부를 따르는 형상으로, 블레이드 브래킷(4br)에 있어서의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

트(4br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4br2),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4br3), 및 보강 플레이트(4br4)가 형성

되어 있다.

도 7c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대하여 연결 부재(8r', 8l')의 접합면(8rm', 8lm')을 포함하는 전측면(8rz', 8lz')

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곡면을 형성한 제3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연결 부재(8r')의 접합면(8rm') 및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을 따르는 형상

으로, 블레이드 브래킷(5Br)에 있어서의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5Br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5Br2), 좌측 블

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5Br3), 및 보강 플레이트(5Br4)가 형성되어 있다.

도 8은 제2 실시예의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으며, 블레이드 브래킷(6br, 7br, 8br)을 각각 부착판(Tra, Tla), 부착판(Trb,

Tlb), 및 부착판(Trc, Tlc)을 매개로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및 연결 부재(8r', 8l')의 접합면(8rm', 8lm')에 각각

접합한 각종 예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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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는 블레이드 브래킷(6br)의 후측면(6bru)이 일평면을 형성하고, 이 블레이드 브래킷(6br)이 평판형의 부착판(Tra,

Tla)을 매개로 이들 부착판(Tra, Tla)에 대응하는 오목부가 형성된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연결 부재(8r')의 접합

면(8rm'), 및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에 용접 접합된 제4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구성은 블레이드 브래킷(6br)의 후측면(6bru)이 일평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6br)의 구성이 간략화되

어 제조가 용이하게 된다. 그 때문에, 블레이드 브래킷(6br)이 각종 기종의 건설 기계에 적용하는 공통 부품화에 적합하다.

도 8b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연속하여 연결 부재(8r')의 전측면(8rz')을 곡면을 형성하여 접합하고, 또한, 센

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연속하여 연결 부재(8l')의 전측면(8lz')을 곡면을 형성하여 접합하고 있는 경우에, 센터 프

레임(7')의 전측면(7m'), 연결 부재(8r', 8l')의 전측면(8rz', 8lz')에 있어서의 접합면(8rm', 8lm')에 블레이드 브래킷(7br)

을 평판형의 부착판(Trb, Tlb)을 매개로 용접 접합한 제5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블레이드 브래킷(7br)에 있어서의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7br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7br2),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7br3), 및 보강 플레이트(7br4)의 각각의 후측면은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연결 부재

(8r')의 접합면(8rm'), 및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에 대응한 형상으로 함과 동시에, 부착판(Trb, Tlb)에 대응한 오목

부가 형성되어 있다.

도 8c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대하여 연결 부재(8r')의 전측면(8rz')을 경사를 갖는 평면으로 형성하여 접합하

고, 또한,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에 대하여 연결 부재(8l')의 전측면(8lz')을 경사를 갖는 평면으로 형성하여 접합하

고 있는 경우,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연결 부재(8r')의 전측면(8rz')에 있어서의 접합면(8rm'), 및 연결 부재(8l')

의 전측면(8lz')에 있어서의 접합면(8lm')에 블레이드 브래킷(8br)을 평판형의 부착판(Trc, Tlc)을 매개로 용접 접합한 제

6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블레이드 브래킷(8br)에 있어서의 실린더 지지점 플레이트(8br1), 우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8br2), 좌측

블레이드 지지점 플레이트(8br3), 및 보강 플레이트(8br4)의 각각의 후측면은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연결 부재

(8r')의 접합면(8rm'), 및 연결 부재(8l')의 접합면(8lm')에 대응한 형상으로 함과 동시에, 부착판(Trc, Tlc)에 대응한 오목

부가 형성되어 있다.

또, 도 7, 도 8에 도시하는 변형예에서는,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연결 부재(8r', 8l')의 접합면(8rm', 8lm')이 연직

면인 경우를 예시했지만, 수직 방향에 대하여 경사를 갖는 경사면 등의 연직면 이외의 면이어도 좋고, 반드시 연직면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을 볼트를 이용하여 센터 프레임(7')의 전측면(7m'), 연결 부재(8r', 8l')의 접합면(8rm', 8lm')에 접

합하여도 좋다.

또,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건설 기계로서 유압 셔블을 예시했지만, 유사한 구성을 갖는 유압 셔블 이외의 다른 기계에 있어

서도 본 발명에 관한 건설 기계를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유압 셔블 이외에 크롤러 덤프 트럭, 불도저, 농업 기계 등의 발 둘레의 구성에 본 발명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차체 위에 튀어 오른 흙에 대한 차체 위로부터의 제거를 촉진함과 동시에,

블레이드 브래킷으로의 전달 하중을 저감시키며, 또한, 블레이드 브래킷의 부착성의 향상 및 공통 부품화를 달성할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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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러식 주행체의 프레임은 센터 프레임과, 이 센터 프레임의 양측부의 외측에 배치되는 한 쌍의 트랙 프레임과, 상기 센

터 프레임과 상기 트랙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 부재와, 상기 센터 프레임 및 상기 연결 부재에 접합되는 블레이드 브래킷

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연결 부재는 상면(上面)의 길이 방향으로 능선이 형성된 상부(上部)에 각부(角部)를 갖는 몸통부를 가지며, 상판, 하

판, 전측판과 후측판으로 포위되는 중공형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 기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 프레임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과, 상기 연결 부재에 있어서의 블레이

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을 일평면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 기계.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 프레임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과, 상기 연결 부재에 있어서의 블레이

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을 단차부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 기계.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 프레임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에 대하여 상기 연결 부재에 있어서의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면을 곡면 등의 연속면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 기계.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 프레임 및 상기 연결 부재와 상기 블레이드 브래킷을 부착 부재를 매

개로 접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 기계.

청구항 6.

하부 주행체와 하부 주행체에 대하여 선회 가능한 상부 선회체를 구비하며,

하부 주행체의 프레임은 상부 선회체가 선회 가능하게 장착되는 중공형의 센터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의 양측부의 외측에

배치되는 한 쌍의 트랙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을 연결하는 중공형의 연결 부재와,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

에 접합되는 블레이드 브래킷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건설 기계로서,

전방에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 평면을 구비한 센터 프레임과, 전방에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과 인접하며, 또

한, 센터 프레임의 접합평면과 함께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성되고, 블레이드 브래킷을 접합하는 접합평면을 구비한 연결 부

재를 구비하며,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 및 연결 부재의 접합 평면에 블레이드 브래킷에 있어서의 접합부를 합치시켜 용접하여, 블레이드

브래킷을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접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 기계.

청구항 7.

하부 주행체와 하부 주행체에 대하여 선회 가능한 상부 선회체를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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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주행체의 프레임은 상부 선회체가 선회 가능하게 장착되는 중공형의 센터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의 양측부의 외측에

배치되는 한 쌍의 트랙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을 연결하는 중공형의 연결 부재와,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

에 접합되는 블레이드 브래킷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건설 기계로서,

블레이드 브래킷에 있어서의 접합부가 용접되는 평판형의 부착 부재와,

전방에 평판형의 부착 부재를 용접하는 접합 평면을 구비한 센터 프레임과,

전방에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과 인접하며, 또한, 센터 프레임의 접합 평면과 함께 일평면을 이루도록 형성되고, 평판형

의 부착 부재를 용접하는 접합평면을 구비한 연결 부재를 구비하며,

블레이드 브래킷을 평판형의 부착 부재를 매개로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용접하여 접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

기계.

청구항 8.

하부 주행체와 하부 주행체에 대하여 선회 가능한 상부 선회체를 구비하며,

하부 주행체의 프레임은 상부 선회체가 선회 가능하게 장착되는 중공형의 센터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의 양측부의 외측에

배치되는 한 쌍의 트랙 프레임과, 센터 프레임과 트랙 프레임을 연결하는 중공형의 연결 부재와,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

에 접합되는 블레이드 브래킷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건설 기계로서,

블레이드 브래킷에 있어서의 접합부가 용접되는 평면을 갖는 부착 부재와, 전방에 부착 부재를 용접하는 접합부를 구비한

센터 프레임과,

전방에 센터 프레임의 접합부와 인접하며, 또한, 부착 부재를 용접하는 접합부를 구비한 연결 부재를 구비하며,

블레이드 브래킷을 부착 부재를 매개로 센터 프레임 및 연결 부재에 용접하여 접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 기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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