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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금형죄는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의 금형개방 상태를 표시한 정면도.
제2도는 제1도의 A부 확대도.
제3도는 제2도의 하아프너트부를 일부단면으로 표시한 B 시시도.
제4도는 동 실시예의 금형폐쇄상태를 표시한 정면도.
제5도는 제4도의 하아프너트부의 일부를 단면으로 표시한 C 시시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의 금형개방상태를 표시한 정면도.
제7도는 제1도의 A부 확대도.
제8도는 동 실시예의 금형폐쇄상태를 표시한 정면도.
제9도는 제3도의 하아프너트부의 일부를 단면으로 표시한 B 시시도.
제10도는 종래의 금형되는 장치의 금형개방 상태를 표시한 평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52 : 고정금형

154 : 고정대(固定台)플레이트

156 : 이동금형

158 : 이동대(移動台)플레이트

160 : 유압실린더
164 : 타이바아

162 : 램
166 : 금형개폐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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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나사부
180 : 하아프너트
192 : 더블너트

177 : 가이드바아
190 : 스프로 킷
193 : 스토퍼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사출성형기, 프레스기등에 적용되는 금형죄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제10도에 종래의 금형죄는 장치의 일례를 표시한다.
참조부호(50)은 지지프레임을 표시하며, 이 지지프레임(50)의 일단부위에는 고정금형(52)를 장착한
고정대플레이트(54)가 고정되고, 또 지지프레임(50)의 타탄부위에는 상기 고정대플레이트(54)와 대
향해서 이동금형(56)을 장착한 이동대플레이트(58)이 접동가능하게 재치된다.
고정대플레이트(54)에는, 복수의 유압실린더(60)이 배설되고, 이들 각 유압실린더(60)의 내부피스톤
(62)로부터 이동대플레이트(58)방향으로 타이바아(64)를 연설한다. 또, 고정대플레이트(54)의 일부
에는, 부우스트실린더(66)을 고정하고, 이 부우스트실린더의 내부피스톤(68)과 접속되는 로드(70)의
선단부를 이동대플레이트(58)의 일부에 적당히 고정한다. 또, 타이바아(64)의 선단부에는, 각각 나
사부(72)를 형성하는 한편, 이 타이바아(64)를 삽통하는 삽통구멍(74)가 형성된 이동대플레이트(5
8)의 이동금형(56)쪽에 상기 타이바아(64)의 나사부(72)와 맞물리는 하아프너트(76)을 적당히 이동
수단(80)에 의해 삽기 삽통구멍(74)의 축심과 대략 직각방향으로 이동자재하게 착설한다.
타이바아(64)의 선단부는 이동대플레이트(58)의 삽통구멍(74)로부터 약간 사이가 떨어진 치수로 설
정되고, 또한 이 타이바아(64)의 일부에 스톱링(78)을 위치조정 자재하게 착설한 것이다. 이 경우,
이동대플레이트(58)의 삽통구멍(74)와 타이바아(64)와의 중심맞춤을 원활하게 행하기 위하여, 삽통
구멍(74)의 개구가장자리부를 테이퍼 형상으로 형성하고 있다. 또 타이바아(64)의 대기상태에 있어
서, 이동대플레이트(58)이 이동해서 고정금형(52)와 이동금형(56)이 금형폐쇄를 완료하는 직전에,
타이바아(64)에 착설한 스톱링(78)이 이동대플레이트(58)의 삽통구멍(74)의 금형 장착면쪽에 계지되
고, 또한 타이바아(64)에 형성한 나사부(72)와 이동대플레이트(58)에 착설된 하아프너트(76)이 맞물
리도록 위치결정한다. 또한, (92)는 유압실린더(60)의 시일부이다.
이상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금형죄는 장치에 있어서는, 금형폐쇄에 있어서 부우스트실린더(66)의
한쪽의 유실(油室)(84)에 압유를 공급함으로써, 이동대플레이트(58)을 고정대플레이트(54)쪽으로 이
동시키면, 고정금형(52)와 이동금형(56)과의 금형폐쇄가 완료되는 직전에 있어서, 타이바아(64)에
착설한 스톱링(78)이 이동대플레이트(58)의 삽통구멍(74)의 개구단부에 계합한다. 이때, 이동대플레
이트(58)에 착설한 하아프너트(76)을 이동수단(80)에 의해 삽통구멍(74)의 축심과 대략 직각방향으
로 이동시켜서, 이것을 타이바아(64)에 형성한 나사부(72)에 맞물린다. 이 결과, 타이바아(64)는,
이동대플레이트(58)과의 결합고정이 용이하게 달성되게 된다. 이어서, 고정대플레이트(54)에 착설된
유압실린더(60)의 한쪽의 유실(86)에 압유를 공급하면, 타이바아(64)를 직접 이동시키므로서, 이동
대플레이트(58)을 고정대플레이트(54)쪽으로 이동시키서, 고정금형(52)과 이동금형(56)과의 금형죄
는 것을 달성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금형죄는 장치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①타이바아(64)에 착설한 스톱링(78)은, 상기한 바와 같이 금형폐쇄 완료직전에 이동대플레이트(5
8)의 삽통구멍(74)의 개구단부에 계합한다. 따라서, 유압실린더(60)의 내부피스톤(62)는 미리 이와
같은 계합관계를 얻을 수 있도록 위치결정된다. 이 위치결정은, 양금형(52), (56)의 금형폐쇄가 이
루어졌을 때의 두께에 대응해서 변화한다.
이 때문에, 유압실린더(60)은 이 금형죄는 장치에 적용되는 금형의 두께의 범위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의 행정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적응할려고 하는 금형두께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린더 행정도 크게하지 않을 수 없다.
②또, 타이바아(64)는 유압실린더(60)의 로드까지도 겸하고 있으며, 금형죄는 장치가 대형화 할수록
굵고, 길어지는 경향에 있다. 이 로드는, 유압실린더(60)의 시일부(92)에 의해서 한쪽지지 상태로
지지되어 있를 뿐이므로, 이대로는 타이바아(64)가 자중등으로 기울어져, 이동대플레이트(58)의 삽
통구멍(74)와 중심맞춤을 할 수 없게되는 외에, 시일부(92)로부터의 오일누설이 많아지는 등의 문제
가 있다. 실용화를 위해서는, 이 타이바아의 기울어짐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③타이바아(64)는, 상기한 바와 같이, 유압실린더(60)의 로드까지도 겸하고 있으나, 이 로드의 유압
실린더내에 출입하는 부분은, 작업자가 잘 접근하는 개소이며, 안전구두 등으로 밟기쉬운 장소일 뿐
만 아니라, 금형 교환시에는 금형을 부딪혀서 상처를 입히기 쉬운 장소이기도 하다. 만일, 로드에
상처가 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오일누설이 증가한다고 하는 큰 문제가 있다.
④하아프너트(76)과 타이바아(64)의 나사부(72)는, 스톱링(78)이 삽통구멍(74)의 개구단부에 계합했
을 때에 나사의 위상이 맞아서,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상대위치 관계를 결정하여 세트해 둘 필요가
있으나, 타이바아(64)가 유압실린더(60)내에서 회전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위상이 맞지않게 된다고
하는 문제도 생긴다.
⑤스톱링(78)은, 금형폐쇄 직전에 삽통구멍(74)의 개구단부에 계합시킬 필요가 있으나, 예를들면 얇
은 금형으로부터 두꺼운 금형으로 교환하였을 경우, 미리 유압실린더(60)의 헤드쪽에 압유를 보내어
타이바아(64)를 전진시킨다고 해도, 귀찮고 또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구조에 의거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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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기구와는 전혀 다른 신규한 구조의 금형죄는 장치를 제공할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고정금형을 유지하는 고정대플레이트와, 이동금형을 유지하는 이동대플레이
트와, 상기 이동대플레이트를 고정대플레이트에 대하여 진퇴동작시키는 수단과, 상기 이동대플레이
트가 고정대플레이트에 접근하여 고정금형과 이동금형이 금형폐쇄한 후, 이동대플레이트와 고정대플
레이트를 결합고정하는 수단과, 금형죄는 것을 행하는 타이바아로 이루어지는 금형죄는 장치에 있어
서, 상기 타이바아가 고정대플레이트와 이동대플레이트의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 다음의 수단이 배설되어 있다.
①타이바아의 일단부를 고정대플레이트와, 이동대플레이트의 한쪽에 고정하는 일.
②고정대플레이트와 이동대플레이트의 다른쪽에 타이바아의 삽통구멍을 가진 금형죄는데
유압실린더의 램을 내장시키는 일. 이 램은 타이바아와는 직접적으로 연결관계에 있지 않다.

사용되는

③상기 삽통구멍의 출구에,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係止)블록을 착설한 일.
④타이바아 선단부에, 상기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과 계탈하는 나사를, 적용할려고 하는 금형두
께의 범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로 형성한 일.
⑤상기 다른쪽의 대플레이트와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의 사이에, 타이바아 삽통구멍의 축심과 평
행으로 이동위치 결정 조정가능한 스톱퍼편을 착설하고, 이 스텁퍼편에 상기 램의 일부를 당접시켜
서 이 램을 위치결정함과 동시에, 상기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을 상기 램에 압접시켜서 상기 하
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을 타이바아의 나사 또는 원주홈과 맞물림 가능한 위치에 세트하기 위하여,
앞뒤로 이동조정을 가능하게 한 일.
이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의 작용을 설명하면
①예를들면, 타이바아의 나사의 길이를 적용할려고 하는 금형두께의 범위에 대응한 길이로 하고, 하
아프너트를 이동조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의의 위치에서 확실하게 맞물린다.
②타이바아는, 종래와 같은 유압실린더의 로도를 겸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점에서의 오일누설이라
고 하는 사태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③따라서, 만약 로드에 상처가 났다고 해도, 종래 만큼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된다.
④타이바아는, 고정대플레이트와 이동대플레이트의 한쪽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중에 축을 중심
으로 하여 회전하는 일이 없으며, 나사의 위상맞춤에 있어서 미리 설정된 값대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⑤하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을 이동 조정장치에 의해 길이방향으로 설정한 대로 미소량 이동하는 것
만으로, 타이바아의 나사 또는 원통홈과 위상맞춤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금형교환에 의해 금형두
께가 변화하였을 경우에도 단시간에 위상맞춤을 행할 수 있다.
⑥이동대플레이트에 타이바아를 장착하였을 시에는,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의 개폐용 유압실린더
등의 구동수단은 고정대플레이트에 장착되므로, 유압호오스등의 부속부품을 이동대플레이트에 착설
할 필요가 없으며, 또 이동대플레이트 주변을 간소화 할 수 있어, 필요 최소한의 동력으로 이동대플
레이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시에, 호오스등의 손상에 의한 트러블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제1도 내지 5도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를 표시하며, 도면에 있어서 (150)은 본 금형죄는 장치를 재치고정
하는 베이스이고, 베이스(150)의 일단부에는 고정금형(152)를 장착하는 고정대플레이트(154)가 고정
된다. (158)은 이동대플레이트로서, 그 고정대플레이트(154)쪽에는 이동금형(156)이 장착되어 있으
며, 또 그 다리부에는 슬라이드슈우(159)가 일체적으로 장착되어, 베이스(150)상에 착설된 가이드레
일(151)을 따라서, 전후진 가능하게 재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이동대플레이트(158)의 가이드부는
슬라이드접동으로도, 전동형가이드로 좋으며, 공기 또는 자력으로 부상시킨 것이라도 된다.
상기 고정대플레이트(154)의 4귀퉁이에는 금형폐쇄후의 금형죄는 힘을 발생시키는 유압실린더(160)
이 형성되고, 이 유압실린더(160)은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램(162)를 사이에 두고 내부에 유실
(161A), (161B)를 가지고 있다. 램(162)는 제2도에 확대해서 표시한 바와 같이, 바깥둘레가 대, 중,
소 경으로 다단으로 형성되고, 축심에 타이바아(164)의 삽입구멍(174)가 관통 형성되어 있으며, 금
형을 죄는 승압시에는 상기 한쪽의 유실(161A)에 압유를 보내므로서, 제1도의 오른쪽방향으로 이동
하여, 그 선단부(163)을 하아프너트(180)에 당접시키고, 또한 하아프너트(180)이 타이바아(164)와
맞물린 상태에서 하아프너트(180)을 다시 오른쪽방향으로 압압해서 금형죄는 힘을 발생시킨다.
상기 램(162)의 하아프너트(180)쪽에는 스토퍼핀(193)이 고정되고, 동스토퍼핀(193)은 스프로킷
(190)의 축심부(191)을 관통하여, 그 선단부에 더블너트(192)가 부착되어, 램(162)의 스토퍼핀(193)
고정면과 더불너트(192)사이의 치수(ι)을 미세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상기 치수(ι)을
설정함으로써 램의 이동폭(실린더 행정)이 결정된다.
(164)는 너트(165)에 의해 일단부를 이동대플레이트(158)에 고정된 타이바아이다. 타이바아(164)의
선단부에는 소정의 길이에 걸쳐서 나사부(172)가 형성되고, 이 나사부(172)는 금형죌때에 고정대플
레이트(154)의 이면쪽에 착설된 하아프너트(180)과 맞물린다.
(166)은 고정대플레이트(154)
레이트(158)을 전후진 시킨다.

또는

따라서, 금형개폐실린더(166)의
(154)에 고정한다.

이동대플레이트(158)에

로드(170)의

선단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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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76)은 고정대플레이트(154)의 상기 금형죄는 실린더를 구성하는 부분의 전후에 고정설치되
는 패킹압압 부재이며, 고정대플레이트(154) 이면쪽의 패킹 압압부재(176)에는 하아프너트(180)을
전후진 가능하게 지지하는 가이드바아(177)이 고정되어 있는 동시에, 그 내주부 가까이에는 나사구
멍(182)가 형성되어 있다. 이 패킹압압부재(176)에 고정된 가이드바아(177)에는, 제3도에 표시한 바
와 같이 너트를 2분할해서 대량시킨 하아프너트(180)이 브래킷(178)을 개재해서 접동가능하게 지지
되며, 이 하아프너트(180)은 스프링(179)에 의해 항상 램(162)의 선단부(163)에 압접하도록 부세되
어 있다. 하아프너트(180)은 브래킷(178)에 고정된 가이드바아(181)을 따라서 도시하지 않는 개폐구
조에 의해 좌우로 개폐할 수 있으며, 금형죌 때에는 닫혀서 타이바아(164)의 나사부(172)와 맞물린
다.
(190)은 보스외주부에 나사가 형성되고, 패킹압압부재(176)의 내주 가까이에 형성된 상기 나사구멍
(182)에 나사박음된 스프로킷이다.
이 스프로킷(190)은 도시하지 않은 스테핑모우터등의 체인구동장치에 의해, 체인(195)를 개재해서
제1도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방향으로 전후동 한다.
또한, 도시한 예에서는 이동대플레이트(타이바아)와 고정대플레이트와 결합고정수단으로서, 타이바
아의 선단나사부와 고정대플레이트쪽의 하아프너트에 의한 실시예로서 표시하였으나, 물론, 본 발명
은 이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들면 도시하지 않았으나 타이바아 선단부에 1개 이상의 원주
홈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하아프너트 대신에 상기 원주홈과 계탈하는 상기 원주홈에 대응해서 1
또는 그 이상의 돌기가 형성된 계지블록으로 결합고정수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요컨대, 본 발명에 있어서의 결합고정수단이란, 타이바아의 선단부를 설정위치에서 확실하게 계탈할
수 있고, 그 일단부가 램에 당접하여 램과 함께 이동가능한 파지부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면 상
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구성에 있어서, 다음에 그 작용을 설명한다.
금형개폐실린더(166)의 한쪽의 유실(168A)에 압유를 보내면, 이동대플레이트(158)은 가이드 레일
(151)로 안내되어서 고정대플레이트(154)쪽으로 진행하고, 타이바아(164) 선단부는 고정대플레이트
(154)의 타이바아 삽통구멍(174)를 관통하여, 고정금형(152)와 이동금형(156)이 합쳐진 곳에서 제4
도와 같이 정지한다.
패킹압압부재(176)에 나사 결합된 스프로킷(190)은 미리 체인(195)를 구동해서 위치결정하고, 유압
실린더(160)의 다른 쪽의 유실(161B)에 유압을 걸어서,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프로킷(190)의
단면과 더불너트(192)가 면을 접할 때까지 램(162)을, 제4도 왼쪽방향으로 이동정지시키고 있다. 이
때, 하아프너트(180)도 스프링(179)으로 압압되어서, 램(162)가 이동한 만큼 이동하여, 램 선단부
(163)과 하아프너트 단면이 압접된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다. 이 하아프너트 정지위치는, 상기한 바
와 같이 타이바아(164)가 고정대플레이트(154)를 관통해서 정지한 시점에서, 타이바아(164)의 나사
부(172)와 나사의 위상이 거의 일치하도록, 제어장치에 의해 미리 위치를 산출하여 결정된다.
이 유압실린더(160)은 4개의 타이바아(164)에 각각 대응해서 착설되어 있다. 4개의 타이바아(164)의
나사부(172)는, 반드시 위상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금형폐쇄 종료시에 있어서
의 나사부(172)의 위상어긋남은, 필요에 따라서 더블너트(192)에 의해 미세조정한다.
금형폐쇄가 종료된 시점에서, 하아프너트(180)를 하아프너트 개폐장치(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닫고,
이어서 유압실린더(160)의 유실(161A)쪽에 유압을 건다. 타이바아(164)의 나사부(172)와 하아프너트
(180)의 나사는 이때 이미 맞물린 상태에 있으므로, 램 선단부(163)에 의해 하아프너트(180)은 오른
쪽방향으로 압압되고, 이에 의해 타이바아(164)가 끌어 당겨져서 금형죄는 힘이 발생한다.
성형이 끝나고 금형을 개방할때는, 먼저 유압실린더(160)의 유실(161A)의 유압을 강압시키고, 이어
서 하아프너트(180)을 하아프너트 개폐장치(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열어서 타이바아(164)와의 맞물
림을 해제하고, 그후 금형개폐실린더(166) 의 유실(168B)에 압유를 보내면 이동대플레이트(158)이
왼쪽방향으로 이동하여 금형이 개방된다.
다음에, 제6도 내지 제9도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6도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표시하며, 도면에 있어서, (250)은 본 금형죄의 장치를 재치
고정하는 베이스이며, 베이스(250)의 일단부에는 고정금형(252)을 장착하는 고정대플레이트(254)가
고정된다.
(258)은 이동대플레이트로서, 그 고정대플레이트(254)쪽에는 이동금형(256)이 장착되어 있으며, 또
다리부에는 슬라이드슈우(259)가 일체적으로 장착되어, 베이스(250)위에 착설된 가이드레일(251)을
따라서, 전후진 가능하게 재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이동대플레이트(258)의 가이드부는 슬라이드접
동이라도, 전동형 가이드라도 좋으며, 공기 또는 자력으로 부상시킨 것이라도 좋다.
상기 이동대플레이트(258)의 4귀퉁이에는 금형폐쇄후의 금형죄는 힘을 발생시키는 유압실린더(260)
,
가 형성되고, 이 유압실린더(260)은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램(262)을 사이에 두고 내부에
로 표시한 유실(261A), (261B)를 가지고 있다. 램(262)은 제2도에 확대해서 표시한 바와 같이, 바깥
둘레가 대, 중, 소 경으로 다단으로 형성되고, 축심에 타이바아(264)의 삽입구멍(274)가 관통형성
되어 있으며, 금형을 죄는 승압시에는 상기 한쪽의 유실(261A)에 압유를 보내므로서, 제1도의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그 선단부(263)을 하아프너트(280)에 당접시키고, 또한 하아프너트(280)이 타이
바아(264)와 맞물린 상태에서 하아프너트(280)을 다시 왼쪽방향으로 압압해서 금형죄는 힘을 발생시
킨다.
상기

램(262)의

하아프너트(280)쪽에는

스토퍼핀(29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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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의 축심부(291)을 관통하여, 그 선단부에 더블너트(292)가 부착되어, 램(262)의 스토퍼핀(293)
고정면과 더불너트(292)사이의 치수(ι)을 미세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상기 치수(ι)을
설정함으로써 램(262)의 이동폭(실린더 행정)이 결정된다.
(264)는 너트(265)에 의해 일단부를 고정대플레이트(254)에 고정된 타이바아이다. 타이바아(264)의
선단부에는 소정의 길이에 걸쳐서 나사부(272)가 형성되고, 이 나사부(272)는 금형죌 때에 이동대플
레이트(258)의 이면쪽에 착설된 하아프너트(280)과 맞물린다.
(266)은 고정대플레이트(254) 또는 이동대플레이트(258)에 장착되는 금형개폐실린더로서, 이동대플
레이트(258)을 전후진 시킨다. 따라서, 금형개폐실린더(266)의 로드(270)의 선단부는, 이동대플레이
트(258) 또는 고정대플레이트(254)에 고정한다.
(275), (276)은 이동대플레이트(258)의 상기 금형죄는 실린더를 구성하는 부분의 전후에 고정설치되
는 패킹압압부재이며, 이동대플레이트(258) 이면쪽의 패킹압압부재(275)에는 하아프너트(280)을 전
후진 가능하게 지지하는 가이드바아(277)이 고정되어 있는 동시에, 그 내주부 가까이에는 나사구멍
(282)가 형성되어 있다. 이 패킹압압부재(275)에 고정된 가이드바아(277)에는, 제9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너트를 2분할해서 대향시킨 하아프너트(280a), (280b)가 브래킷(278)을 개재해서 접동 가능하
게 지지되고, 이 하아프너트(280)은 스프링(279)에 의해 항상 램(262)의 선단부(263)에 압접하도록
부세되어 있다. 하아프너트(280)은 브래킷(278)에 고정된 가이드바아(281)을 따라서 도시하지 않는
개폐기구에 의해 좌우로 개폐할 수 있으며, 금형죌 때에는 닫혀서 타이바아(264)의 나사부(272)와
맞물린다.
(290)은 보스외주부에 나사가 형성되고, 패킹압압부재(275)의 내주가까이에 형성된 상기 나사구멍
(282)에 나사박음된 스프로킷이다. 이 스프로킷(290)은 도시하지 않은 스테핑모우터등의 체인구동장
치에 의해, 체인(295)를 개재해서 제1도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방향으로 전후동 한다.
또한, 도시한 예에서는 이동대플레이트(타이바아)와 고정대플레이트와 결합고정수단으로서, 타이바
아의 선단나사부와 고정대플레이트쪽의 하아프너트에 의한 실시예로서 표시하였으나, 물론 본 발명
은 이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면 도시하지 않았으나, 타이바아 선단부에 1개 이상의 원
주홈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하아프너트 대신에 상기 원주홈과 계탈하는 상기 원주홈에 대응해서
1 또는 2 이상의 돌기가 형성된 계지블록으로 결합고정수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요컨대, 본 발명에
있어서의 결합 고정수단이란, 타이바아의 선단부를 설정위치에서 확실하게 계탈할 수 있고, 그 일단
부가 램에 당접하여 램과 함께 이동가능한 파지부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면 상기 실시예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구성에 있어서, 다음에 그 작용을 설명한다.
금형개폐실린더(266)의 한쪽의 유실(268A)에 압유를 보내면, 이동대플레이트(258)은 가이드 레일
(251)에 안내되어서 고정대플레이트(254)쪽으로 진행하고, 타이바아(264) 선단부는 이동대플레이트
(254)의 타이바아 삽통구멍(274)을 관통하고, 고정금형(252)와 이동금형(256)이 합쳐진 곳에서 제3
도와 같이 정지한다.
패킹압압부재(275)에 나사결합된 스프로킷(290)은 미리 체인(295)를 구동해서 위치결정하고, 유압실
린더(260)의 다른쪽의 유실(261B)에 유압을 걸어서,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프로킷(290)의 단
면과 더블너트(292)가 면을 접할 때까지 램(262)을, 제3도 오른쪽방향으로 이동정지시키고 있다. 이
때, 하아프너트(280)도 스프링(279)에 압압되어서, 램(262)가 이동한 만큼 이동하여, 램 선단부
(263)과 하아프너트 단면이 압접된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다. 이 하아프너트 정지위치는, 상기한 바
와 같이 타이바아(264)가 고정대플레이트(254)를 관통해서 정지한 시점에서, 타이바아(264)의 나사
부(272)와 나사의 위상이 거의 일치하도록 제어위치에 의해 미리 위치를 산출하여 결정된다. 이 유
압실린더(260)은 4개의 타이바아(264)에 각각 대응해서 착설되어 있다. 4개의 타이바아(264)의 나사
부는, 반드시 위상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금형폐쇄종료시에 있어서의 나사부
(272)의 위상 어긋남은, 필요에 따라서 더블너트(292)에 의해 미세조정한다.
금형폐쇄가 종료된 시점에서, 하아프너트(280)를 하아프너트 개폐장치(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닫고,
이어서 유압실린더(260)의 유실(261A)쪽에 유압을 건다. 타이바아(264)의 나사부(272)와 하아프너트
(280)의 나사는 이때 이미 맞물린 상태에 있으므로, 램 선단부(263)에 의해 하아프너트(280)은 왼쪽
방향으로 압압되고, 이에 의해 타이바아(264)가 끌어 당겨져서 금형죄는 힘이 발생한다.
성형이 끝나고 금형을 개방할때는, 먼저 유압실린더(260)의 유실(261A)의 유압을 강압시키고, 이어
서 하아프너트(280)을 하아프너트 개폐장치(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열어서 타이바아(264)와의 맞물
림을 해제하고, 그후 금형개폐실린더(266) 의 유실(268B)에 압유를 보내면 이동대플레이트(258)이
왼쪽방향으로 이동해서 금형이 개방된다.
이상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에 열거하는 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①타이바아의 나사를 금형두께의 적용범위에 대응하는 길이로 하고, 하아프너트등의 타이바아와의
계합고정부재를 이동조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의의 위치에서 계합고정을 할 수 있어, 유압실린더
의 행정이 짧아져서 장치의 단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상기 계합고정부재의 위상조정도 미소이
동으로 단시간에 할 수 있다.
②타이바아가 고정대플레이트 또는 이동대플레이트의 한쪽에 고정되고, 유압실린더의 로드를 겸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이바아의 손상에 의한 오일 누설의 불안이 전혀 없어지고, 종래와 같이 로드의 손
상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③타이바아는 이동대플레이트에 고정되고, 회전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면 나사위상의 차질이 발생한
다고하는 불안이 없다.
④타이바아를 이동대플레이트에 장착했을 경우에는, 이동대플레이트 부변으로부터 여분의 장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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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배제되고, 간소화할 수 있어, 이들장치 부품의 생각지도 않는 손상에 의한 트러블 발생이 감소
되고, 또한 여분의 동력도 불필요하게 되어서 에너지 절약에 연결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정금형을 유지하는 고정대플레이트와 이동금형을 유지하는 이동대플레이트와, 상기 이동대플레이
트를 고정대플레이트에 대하여 진퇴동작시키는 수단과, 상기 이동대플레이트가 고정대플레이트에 접
근하여 고정금형과 이동금형이 금형폐쇄한 후, 이동대플레이트와 고정대플레이트를 결합고정하는 수
단과, 금형죄는 것을 행하는 타이바아로 이루어지는 금형죄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타이바아가 고정
대플레이트와 이동대플레이트의 한쪽에 고정되고, 타이바아가 착설되어있지 않는 다른쪽의 대플레이
트에 금형죄는데 사용하는 램을 가진 유압실린더가 형성되고, 상기 결합고정수단은 상기 다른쪽의
대플레이트의 반금형장착면상에 형성된 타이바아 삽통구멍의 축심에 대해서 거의 직각으로 이동자재
하고, 또한 상기 타이바아 삽통구멍의 축심 방향으로 이동위치결정이 가능한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
블록과, 타이바아의 선단부 바깥둘레에 형성된 상기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과 맞물리는 나사 또
는 원주홈으로 이루어지고, 또 상기 다른쪽의 대플레이트와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의 사이에, 타
이바아 삽통구멍의 축심과 평행으로 이동위치 결정 조정가능한 스토퍼수단을 착설하고, 이 스토퍼수
단에 상기 램의 일부를 당접시켜서, 이 램의 타이바아 삽통구멍의 축심방향의 위치결정을 함과 동시
에,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의 상기 램에 대향하는 단부면을 이 램에 압접시키고, 그 위치에서 상
기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을 상기 타이바아의 나사 또는 원주홈에 합치시켜서 위치결정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형죄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퍼수단은, 축심부에 관통구멍을 가지며, 보스바깥둘레에 나사가 형성되어
상기 다른쪽의 대플레이트에 고정되고, 안쪽나사를 가진 플레이트에 부착된 스프로킷이며, 램 단부
면에 돌설한 스토퍼핀을 상기 스프로킷의 관통구멍에 통과시키고, 동 관통구멍으로부터 돌출한 스터
퍼핀의 선단부를 관통구멍보다 직경이 큰 단(段)이 형성된 부분으로 형성하고, 스프로킷 단부면과
상기 단이 형성된 부분을 계지할 수 있도록 구성함과 동시에, 하아프너트 또는 계지블록을 상기 램
쪽을 향해서 부세하도록한 금형죄는 장치.
청구항 3
상기 단이 형성된 부분은 스토퍼핀이 선단부의 나사부와 너트로 구성되고, 단이 형성된 부분의 위치
의 미세조정을 가능하게한 금형죄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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