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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2본침 포스트 베드형 재봉기의 톱니 교환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 재봉기의 사시도.

제 2 도는 종래 재봉기의 포스트 및 새들을 분해한 사시도.

제 3 도는 본 발명 재봉기의 포스트 및 새들을 분해한 사시도.

제 4 도는 본 발명 재봉기의 톱니가 레버에 결합된 상태도.

제 5 도는 제 4 도의 종단면도.

제 6 도는 본 발명 재봉기의 포스트에 형성된 구성을 통하여 고정나사를 분해한 상태의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포스트                                   105 : 레버

107 : 고정나사                                108 : 톱니

109 : 삽입홈                                   110 : 볼트

111 : 나사공                                   112 : 압판

113 : 통공                                      114 : 고정볼트

115 : 나사공                                   116 : 홈구멍

116' : 구멍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2본침 포스트 베드형 재봉기의 톱니 교환장치에 관한 것으로 새들이 몸체에 결합된 상태에서 
톱니를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래 2본칩 재봉기는 제 1 도 및 제 2 도와 같이 재봉기 몸체(1)에 고정된 포스트(2)와, 상기 포스트(2)
에 형성된 삽입부(3)에 볼트 및 너트로 형성되는 고정수단(4)으로 고정되는 레버(5)와, 상기 레버(5)의 
상단에 형성된 돌부(6)와,  상기 돌부(6)가 삽입되는 삽입홈이 형성된 톱니(7)와,  상기 톱니(7)를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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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고정하는 고정나사(9)로 고정되는 바늘판(10)과, 상기 포스트(2)의 좌우에 형성된 북받침용 좌우 
새들(11)과, 상기 새들(11)을 재봉기 몸체(1)에 고정하기 위하여 재봉기 몸체(1)의 저부에서 돌출된 고정
나사(12)가 결합되는 결합공(13)이 형성되고, 와서(14)는 고정나사(12)에 결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상태에서 재봉기를 사용하다 톱니가 마모 또는 파손되었을 때 혹은 좌우바늘 중심폭이 
다른 톱니(7)를 교환코저 할 때는 재봉기 몸체(1)를 재킨 다음 상기 재봉기 몸체(1)의 저면에서 몸체(1)
의 상부로 돌출된 고정나사(12)를 풀어준다.

그리고 재봉기 몸체(1)를 세운 다음 좌 새들(11)를 제거한다.

상기와 같이 좌 새들(11)이 제거된 상태에서 고정나사(9)를 풀어 포스트(2)에서 바늘판(10)을 제거한다.

그리고, 고정나사(8)를 풀어 레버(5)에 부착되어 있는 톱니(7)를 제거한 후 바꾸고져 하는 새로운 톱니를 
레버(5)에 고정나사(8)로 고정한다.

그리고, 바늘판(10)을 포스트(2)에 고정나사(9)로 고정하고, 고정나사(12)를 이용하여 좌 새들(11)을 재
봉기 몸체(1)에 고정한다.

이와같은 종래 재봉기는 톱니를 교환하기 위하여 재봉기 몸체를 재키고 세워야 하는 작업과, 좌 새들을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여야 하는 작업과, 바늘판을 분해하고 결합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작업상 번거로
운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포스트에 조립된 레버에 톱니가 고정나사로 고정된 상
태에서 새들을 분해하지 아니하고 상기 고정나사를 풀어 톱니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톱니 교환수단을 
구비함으로써 톱니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 2본침 포스트 베드형 재봉기의 톱니 교환장치를 제 3 도 내지 제 6 도에 의하여 설명한다.

재봉기 몸체(101)에 고정되는 포스트(102)와, 상기 포스트(102)에 형성된 삽입부(103)에 볼트 및 너트로 
형성되는 고정수단(104)으로 고정되는 레버(105)와, 상기 포스트(102)의 좌우에 새들(106)이 고정되도록 
한 것에 있어서, 포스트(102) 내부에 조립된 레버(l05)에 고정나사(107)로 고정된 톱니(108)와, 상기 포
스트(102)에  새들(106)이  결합된 상태에서 새들(106)을  분해하지 아니하고 고정나사(107)를  풀어 톱니
(108)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톱니교환수단을 구비하였다.

그리고, 상기 포스트(102) 내부에 조립된 레버(105)는 톱니(108)가 삽입되도록 하는 삽입홈(109)과, 상기 
삽입홈(109)에 삽입된 톱니(108)가 일정 높이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하강방지수단과, 상기 삽입
홈(109)에 삽입된 톱니(108)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톱니 고정수단을 구비하였다.

그리고, 상기 하강방지수단은 삽입홈(109)에 삽입된 톱니(108)가 일정 이상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는 볼트
(110)를 레버(105)의 나사공(111)에 결합하였다.

그리고, 상기 고정수단은 삽입홈(109)에 삽입된 톱니(108)를 눌러주는 압판(112)과, 상기 압판(112)에 형
성된 통공(113)과, 상기 통공(113)에 삽입된 고정볼트(114)의 선단이 결합되는 나사공(115)을 레버(105)
에 형성하였다.

그리고, 포스트(102)에 톱니(108)가 결합된 상태에서 포스트(102)의 상부에 바늘판(117)을 고정나사(11
8)로 고정하였다.

이와같이 톱니(1108)가 결합된 된 상태에서 상기 톱니(108)가 마모되거나 또는 파손되었을 때 혹은 좌우 
바늘중심폭이 다른 톱니로 교환코저 할 때는 고정나사(118)를 분해한 다음 바늘판(117)을 분해한다.

그리고, 포스트(102)에 형성된 구멍(116)을 통하여 레버(105)의 삽입홈(109)에 삽입된 톱니(108)를 고정
한 고정나사(107)을 약간만 풀어서 톱니(108)의 고정상태를 해제시킨다.

따라서, 톱니(108)에 형성된 홈(116)에서 상기 고정나사(107)가 빠져 나왔기 때문에 톱니(108)를 위로 뽑
아낼 수 있다.

이때, 톱니(108)를 누르고 있는 압판(112)은 고정볼트(114)에 의하여 레버(105)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
에 톱니(108)가 레버(105)의 삽입홈(109)에 빠져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같이 톱니(108)가 제거된 상태에서 바꾸고져 하는 새로운 톱니를 레버(105)의 삽입홈(109)에 삽입하
면, 상기 톱니(108)의 하단이 레버(105)의 나사공(111)에 결합된 볼트(110)위에 얹혀진다.

따라서, 톱니(108)는 일정 이하의 아래로 하강하는 것이 방지되고 일정 위치에 정지하게 된다.

이와같이 톱니(108)가 정지된 상태에서 고정나사(107)를 포스트(102)에 형성된 구멍(116)으로 삽입하고, 
상기 구멍(116)으로 삽입된 고정나사(107)가 결합되어 고정나사(107)의 선단이 톱니(108)에 형성된 삽입
홈(116)에 삽입되도록 조인다.

따라서, 톱니(108)는 삽입홈(109)에서 빠지는 것이 방지되도록 고정되어 진다.

이와같은 본 발명은 재봉기를 사용중 톱니가 마모 또는 손상되거나 좌우 바늘중심폭이 다른 톱니로 교환
할 필요가 있을 때 새들을 분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톱니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작업이 편리하도록 
된 발명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포스트 내부에 조립되어 있는 레버에 고정나사로 고정된 톱니와, 상기 포스트에 새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고정나사를 풀어 톱니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톱니 교환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2본침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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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베드형 재봉기의 톱니 교환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포스트 내부에 조립되어 있는 레버에는 톱니가 삽입되도록 하는 삽입홈과, 상기 삽입
홈에 삽입된 톱니가 일정 높이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하강방지수단과, 상기 삽입홈에 삽입된 톱
니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톱니 고정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2본침 포스트 베드형 재
봉기의 톱니 교환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하강방지  수단은  삽입홈에  삽입된  톱니가  일정  이하로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는 
볼트와, 상기 볼트를 레버의 나사공에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2본침 포스트 베드형 재봉기의 톱니 교
환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고정수단은 삽입홈에 삽입된 톱니를 눌러주는 압판과, 상기 압판에 형성된 통공과, 상
기 통공에 삽입된 고정볼트의 선단이 결합되는 나사공을 레버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본침 포스
트 베드형 재봉기의 톱니 교환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고정나사의 선단이 삽입되어 톱니를 고정시키도록 하는 홈을 톱니에 형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2본침 포스트 베드형 재봉기의 톱니 교환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고정나사를 풀을 수 있는 구멍을 포스트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본침 포스트 
베드형 재봉기의 톱니 교환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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