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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콘크리트를 구비하는 경화된 그리고 비경화된(그린) 포장 도로를 절단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절단 장치는 조작자의 안내없이 직선 홈을 절단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로 인해 절단 장치
의 중량은 절단 블레이드에 관해 동일하게 분배되고 전후륜은 단일 축상에 장착된다. 절단 장치는 중량이 
비교적 가볍고, 휴대 및 작동이 용이하다. 또한 그린 콘크리트에 어떤 흔적의 남김을 감소하고 특히 제거
하는 유연한 형상의 휠과 갖은 다른 특징을 포함한다.

대표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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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포장 도로 절단 톱

[기술분야]

본 발명은 콘크리트 등을 절단하기 위한 포장도로 절단 톱에 관한 것이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과 같은 

경화된 포장 도로에서 홈을 절단하기 위한 기계가 공지되어 있다. 상기 기계는 무게가 181 (400파운드) 
이상이다.(미국 특허 제4,456,303호 참조). 상당한 중량과 대형화로 인해, 상기 기계는 소정 절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을 안내하여 제어할 수 있는 숙련공에 의해 사용되어야만 한다. 상기 기계는 절단 블
레이드가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곡선 등과 같은 빌딩 또는 다른 단단한 건축물에 
근접하여 절단하기 위해 상기 블레이드의 사용을 촉진한다. 이것이 유용한 특징이라면, 블레이드 편심의 
구성은 포장 도로에서 직선 홈을 절단하기 위해 숙련공들에게 조차도 어렵게 되는 중량 불균형을 일으킨
다. 이것은 완전히 경화된 포장 도로에서 홈을 절단하기 위해선 유용하지만 그들 중량으로 인해 비경화 
또는 “그린(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상태)” 콘크리트의 팽창 조이트 홈에선 유용하지 않다. 그린 콘크리
트상에서 크고 무거운 포장 도로용 톱의 사용은 콘크리트에서 가압되지 않고 그 표면을 영구적으로 손상
시킨다(유럽 특허 제0,143,003호 및 미국 특허 제4,236,356호 참조).

[배경 기술]

그린 콘크리트에서 홈을 절단하는 톱이 필요하다. 현재 시판되는 상기 톱은 소프컷 인터내셔널(Soffcut 
International)사에 의해 제조된 소프컷 톱(Soffcut saw)이다(미국특허 제4,769,201호). 이 톱은 스케이
트보드형 플레이트(skateboard-type pla te)상에 장착된 원형톱 보다 더 적다. 이것은 대략 

11.3 (25lbs) 정도의 중량으로 가볍다. 그러나, 경량으로 인해 그 성능에 지장을 받는다. 이것은 공간 
또는 비포장 도로를 절단하는 절단이라기 보다는 그린 콘크리트 혼합재를 분해한다. 상기 공간을 경화 후
에 크래킹(cracking ; 갈라짐)되는 마모된 포장 도로에서 나타난다. 상기 다른 톱은 카디날 인더스트리즈

에 의해 제조된 그린 머신 (Gree Machine )이다. 미국 특허 제5,089,750호에는 다른 그린 콘크리트 절

단 톱이 기술되어 있다. 이들 그린 콘크리트 절단 기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상기 블레이드는 그린 콘크리트로부터 종종 혼합제를 분해하거나 또는 상기 콘크리트를 충분하게 
마모하기 위해 느슨하게 되어 상향으로 절단된다. 또한, 상기 기계는 편심 블레이드를 가지며, 약간의 그
린 콘크리트에 흔적을 남기는 단단한 스케이트보드형 휠을 사용하고, 직선 절단을 조향하여 유지하기 어
렵다. 더욱이, 그들의 경량으로 인해 상기 톱은 경화된 콘크리트 또는 다른 경화된 포장 도로를 절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린 콘크리트를 절단하기 위해 사용될 때, 그들은 거의 완전히 경화된 콘크리트가 불
균일한 깊이의 흠을 남기는 절단 홈을부터 럼프업되는 상기 톱날을 가압하기 때문에 초기 경화단계에서 

가장 양호하게 사용된다. 또한, 상기 톱은 대략 3.2 (1.25inch)의 최대 깊이로 절단되고, 이에 의해 대

략 12.7 (5inch)의 두께 보다 적은 콘크리트 슬래브(slab)에서 그들의 사용을 제한한다.

따라서, 충분한 조작자 제어에 의한 필요성 없이 비경화된 포장 도로, 특히 그린 콘크리트와, 경화된 포
장 도로를 절단하기 위한 톱이 필요하다. 양호하게는 상기 톱은 조작자 도움이 적거나 또는 필요 없는 직
선 홈을 절단할 수 있다. 그린 콘크리트에서 사용될 때, 상기 톱은 그린 콘크리트상에 주목할 만한 표시

를 남기지 않아야하고, 두께 35.6 (14inch)까지 그린 콘크리트 슬래브상에서 사용되도록 약

8.9 (3.5inch)까지 깊이의 깊은 홈을 절단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홈을 절단하기 위해 좌우 측면과 전후방 단부를 갖는 주 본체 부재를 
포함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양호하게는, 상기 주 본체 부재는 절단 장치를 완성하는 부품에 의해 여러 
가지 부착지점을 갖는 일체식 부재 또는 단일체이다. 상기 장치는 주 본체 부재에 조절가능하게 부착된 
블레이드와, 상기 주 본체 부재에 부착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블레이드에 위치 설정된 블레이드를 
구동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한다. 상기 블레이드는 상기 주 본체 부재의 좌우측면사이에서 거의 동일한 
수직 평면에 위치 설정되고, 주 본체 부재의 전후방 단부에 대해 위치 설정되므로, 상기 장치의 중량은 

상기 블레이드에 관해 거의 동일하게 분배된다. 본 발명의 절단 장치는 종래의 181 (400lb) 기계 보다 

22.7 내지 27.2 (대략 50 내지 60lb) 정도 중량에 있어서 더 가벼운 것으로 고려되는 반면에, 그린 콘크
리트를 절단할시에만 유용한 기계보다 다소 무겁다. 증가된 중량은 그린 콘크리트와 함께 경화된 콘크리
트를 절단하고, 그린 콘크리트에서 양호한 절단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장치에서 요구된다. 본 발명
의 절단장치의 설계는 증가된 중량(그린 절단 기계상에서)의 장점을 취하는 반면에, 증가된 중량과 연합
된 단점을 최소화한다.

절단 장치는 단일 전방축에 부착된 한 쌍의 전륜(전방 휠)과 단일 후방축에 부착된 한 쌍의 후륜(후방 
휠)을 더 포함한다. 상기 전후방 축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길이를 갖고, 각 축은 주 본체 부재의 좌측면상
에 있는 휠이 상기 장치의 우측면상의 휠과 평행하게 정렬되도록 동일 치수를 갖는다. 휠 정렬과 함께 블
레이드에 관한 상기 장치의 중량의 동일한 분배와 단일 축 구성의 조합은 직선을 절단할 수 있고 경화되
거나 또는 그린 콘크리트를 절단하든지 간에 조작자 조력없이 절단장치로 초래된다. 사실, 전후방 휠상에
서 구동 기구의 사용에 대해, 절단 장치는 이것을 안내하기 위한 조작자의 필요성 없이 직선을 절단할 수 
있다. 이것은 직선을 절단할 수 있는 고려할만한 조작자 제어성을 요구하는 종래 기술의 장치에 비해서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의 절단 장치의 휠은 그 형상과 유연성을 갖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상기 특징은 상기 장치의 
증가된 중량에 의한 보상시 유용하다. 상기 휠은 대략 15 내지 45 정도의 쇼어 A 듀로메터 정도(Shore A 
Durometer hardness)를 갖는 비교적 유연한 폴리우레탄과 같은 플라스틱 재료로 양호하게 제조되어 있다. 
상기 휠의 유연성은 절단 장치의 중량을 분산하기 위해 비교적 큰 표면적을 제공하여 사용시 휠이 편평하
게 한다. 소프컷 톱상에서 사용되는 단단한 스케이트보드형 폴리 우레탄과 비교하면, 본 발명의 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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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달성된 표면적은 종래 기구에 의해 달성되는 표면적 보다 대략 32배 더 크다. 이것은 본 발명의 절단 
장치가 소프컷 톱과 같은 기계상에서 증가된 중량을 제외하고는 사용중에 그린 콘크리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상기 증가된 표면적은 상기 장치가 자동 추진될 때 더 양호한 견인력을 제공
한다.

본 발명의 절단 장치와 일정한 형상 즉, 그린 콘크리트에서의 ‘유연한(soft)’ 휠의 비교적 경량(400파
운드의 기계와 비교하여)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흔적은 절단 장치의 휠에 의해 남게된다. 그러나, 상기 
휠은 시각적으로 주목하기 어려운 어떤 흔적을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휠의 각 측면의 외주부가 
양측면으로부터 휠의 중심을 향해 축방향으로 이동하여 두께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폴리우레탄의 
매우 얇은 층을 포함한다. 얇은 외주 엣지는 절단 장치에 의해 남겨진 어떤 흔적이 시각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휠의 중심을 향해 깃을 달도록 절단 장치의 중량하에서 휠의 두꺼운 중심부보다 더 구부러지거나 
또는 접혀진다. 이것은 그린 콘크리트에서 날카로운 엣지를 이탈하는 편평한 내외부 측면을 갖는 휠보다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의 절단 장치의 다른 특징은 그 단일체 설계이다. 주 본체 부재는 주조 알루미늄으로 양호하게 구
성된 일체식 쉘(shell)을 양호하게 포함한다. 주본체 부재는 휠과 블레이드를 구동하는 모터와 상기 모터
에 의한 전자 제어 박스와 같은 절단 장치의 여러 성분에 의한 부착 지점을 포함한다. 상기 단일체 설계
는 상기 기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수의 성분을 최소화함으로서 상기 절단 장치의 중량을 최소로 유
지하고, 그 대부분은 불필요한 중량을 두배로 부가한다.

상기 주 본체 부재는 절단 장치의 전반 부근으로부터 후방까지 연장하는 블레이드 보호부를 또한 포함한
다. 블레이드 보호부는 전방으로부터 후방가지 양호하게는 전체 폭에 있어서 5.1(2inch) 내지 

12.7 (5inch)까지 증가한다. 이 단계는 블레이드에 의해 발생된 난류를 분산시키고 절단중에 발생된 많
은 먼지의 정착(settling)으로 초래된다. 이 블레이드 보호부는 절단중에 발생된 먼지를 최소화한다. 이

러한 설계의 주 특징은 후방부에서, 양호하게는 블레이드의 각 측면으로부터 대략 3.8 내지 5.1 (1.5 내
지 2inch)정도 블레이드 보호부의 플레어 형상을 나타낸다.

양호하게는, 본 발명의 절단 장치는 자동 추진되고 구동 부재는 주 본체 부재의 후방에 배치되어 후방 휠
을 구동한다. 적합한 실시예에 있어서, 후축은 후륜을 구동하는 기어 모터의 부품이다. 본 실시예는 부푸
을 제거하여 조향 제어성을 부가한다. 이것은 유연한 휠에 의해 제공되는 향상된 견인력과 조합될 때 직
선 절단 라인을 유지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상기 장치의 각 측면에서 동일한 토크로 초래된다.

절단 장치의 블레이드는 0 내지 8.9 (3.5inch) 정도의 절단 높이를 변화시키도록 조절된다. 이것은 대략 

3.8 (1.5inch)의 깊이로 절단되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린 콘크리트 톱과 대조된다. 콘크리트 슬래
브의 깊이중 적어도 25%까지 콘크리트를 절단할 수 있는 톱을 요구하는 콘크리트 톱에 대한 아메리칸 콘

크리트 인스티튜트 스탠다드에 의한 더 깊은 절단부는 15.2 에 대향되는 35.6 (14inch)의 두께까지 콘

크리트 슬래브상에서 톱의 사용을 허용한다. 블레이드/휠 정렬은 불규칙적인 블레이드 절단 특성을 보상
하기 위해 조절 가능한 캠 기구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오늘날 시판되는 모든 다른 톱과는 달리, 본 발명의 절단 톱은 그린 콘크리트와 경화된 콘크리트 양자를 
절단하는 콘크리트 절단 톱이다. 더욱이, 상기 장치는 매우 용이하게 운송할 수 있고 매우 용이하게 조작
할 수 있는 휴대용 유니트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절단 장치의 전방 단면 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절단 장치의 후방 단부의 단면 사시도.

제3도는 블레이드를 최대 절단 깊이로 도시한 본 발명의 절단 장치의 측면도.

제4도는 콘크리트의 블레이드 클리어와 함께 운송하기 위해 준비된 블레이드를 도시한 제3도에 도시된 것
에 대향되는 본 발명의 절단 장치의 측면도.

제5(a)도는 본 발명의 절단 장치의 후방 단부의 단면 사시도.

제5(b)도는 제5(a)도의 I-I선을 따라 취한 본 발명의 절단 장치의 단면도.

제5(c)도는 원형 영역으로 도시된 영역의 전개도.

제6도는 선회 아암에 부착된 전방 휠 조립체의 단면 사시도.

제7도는 주 본체 부재의 전방부의 단면 사시도.

제8도는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향 측면전방에서 주 본체 부재의 단면 사시도.

제9(a)도는 절단 장치상에서 사용된 휠의 단면 사시도.

제9(b)도는 제9(a)도의 휠의 단면 사시도.

제10(a)도는 캠 정렬 기구의 단면 사시도.

제10(b)도는 제10(a)도의 캠 기구의 측면도.

제11도는 그 우측면으로부터 취한 본 발명의 절단 장치의 하부 사시도.

제12도는 단일체에 대한 선회 아암의 부착을 도시한 절단 장치의 일분의 전개도.

제13도는 제12도에서 관측한 방향 보다 대향 방향에서 본 안내부 내측에서 단일체에 대한 캠 기구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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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발명의 절단 장치의 영역의 전개도.

[실시예]

본 발명의 포장 도로 절단 장치는 도면을 참조하여 하기에 상세히 기술한다.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절단 장치(10)는 주 본체 부재(12)와 블레이드(14)와, 블레이드 구동 수단 
또는 모터(16)와, 한 쌍의 전륜(18, 20)과, 한 쌍의 후륜(22, 24)과, 후륜(22, 24)을 구동하기 위한 휠 
기어 구동 모터(26) 및, 주 본체 부재(12)의 부품으로 형성된 블레이드 보호부(28)를 포함한다.

상기 블레이드(14)는 풀리 시스템에 의해 모터에 접속되어 모터(16)에 의해 구동된다. 상기 모터(16)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동안 비교적 경량이다. 이것은 대략 173M- (2.5마력; HP) 이상을 나타내는 동안 대략 

6.9 내지 11.3 (15 내지 25lb)의 중량을 갖는다. 하중하에서 모터의 rpm은 대략 6000 내지 7000rpm 범위
이다. 상기 모터는 큰 암페어 하중 지지 성능을 촉진하기 위해 오버사이즈 베어링과 브러시를 갖는 전체
적으로 에워싸인 유니버셜 권선형 조합 직류/분권 모터이다. 제5도 및 제11(a)도는 팬 보호기(21)와 브러
시 보호기(23)를 갖는 모터(16)가 도시되어 있다. 제5(a)도 내지 제5(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모
터(16)는 작동중에 회전하는 샤프트(17)를 포함하고 코그(cog; 기어형) 벨트(36)에 의하여 다른 폴리(3
4)에 접속된 풀리(32)에 부착된다. 폴리(34)는 내향으로 연장하는 샤프트(101)에 부착되고 내외부 플랜지
(102, 104)에 의해 블레이드(14)에 부착되어 있다. 내외부 플랜지(102, 104)는 그 사이에 블레이드를 샌
드위치 시키고 샤프트(101)에서 나사식 리세스(106)에 나사 체결된 볼트(도시 생략)에 의해 제위치에 유
지된다. 샤프트(101)는 외부 베어링(108), 베어링 스페이서(110) 및, 내부 베어링(112)으로 에워싸여 있
다. 냅 링(nap ring ; 114)은 상기 베어링과 스페이서 조립체를 제위치에 유지시킨다. 작동시, 폴리(34)
가 회전하면, 이것은 베어링내에서 샤프트(101)를 회전시키고, 이 샤프트(101)는 반시계 방향으로 블레이
드(14)를 회전시킨다. 즉, 절단부가 상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심을 통과하는 하향이다. 벨트 보호 커
버(44)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이것을 밀봉하기 위해 상기 풀리와 코그 벨트기구를 커버한다.

제1도 및 제6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전륜(18,20)은 축 하우징(48)을 통해 연장하고, 허브 조립
체(19, 21)를 통해 휠(18, 20)에 부착된 단일 전축(46)에 의하여 함께 접속되어 있다, 상기 축(46)은 선
회 아얌(50, 52)을 통해 또한 연장한다. 선회 아암(50, 52)은 대응하는 바나나형 스트럿(54, 56; banana 
struts)에 피봇적으로 부착되고, 나사식 볼트(51)에 의해 양측면상의 주 본체 부재(12)에 부착되어 있다. 
바나나형 스트럿(54, 56)은 이에 부착된 주 본체 부재(12)에 대해 조절가능하다. 제1도, 제3도 및 제11도
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바나나형 스트럿(54, 56)은 슬롯(58, 60)을 각각 포함한다. 각 단부에 나사 
가공된 로드(62)는 주 본체 부재(12)에서 개구(64)를 통과하고 바나나형 스트럿(54, 56)에서 각 슬롯(58, 
60)을 통과한다. 바나나형 스트럿은 기밀 노브(62, 64)에 의해 부착되고, 이에 의해 바나나형 스트럿을 
주 본체 부재(12)에 고정시킨다. 작동시, 노브(62, 64)를 느슨하게 하므로서, 바나나형 스트럿(54, 56)은 
로드(62)가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슬롯(58, 60)의 하부 단부에 도달할 때까지 슬롯(58, 60)을 따라 
상향으로 이동한다. 바나나형 스트럿(54, 56)이 상향으로 이동할 때, 전륜은 이들이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대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한다. 이 높이에서, 블레이드의 절단 깊이는 대략 8.9 (3.5inch)의 

최대 깊이를 갖는다. 제1도에 도시된 위치에서 블레이드는 슬래브상에서 대략 0.6 (0.25inch)의 간극을 
갖는다. 슬래브는 주 본체 부재(12)에 대해 슬롯(58, 60)을 따르는 적합한 위치에 바나나형 스트럿(54, 

56)을 위치 설정하므로서 대략 0 내지 8.9 (3.5inch) 번위내에서 어떤 절단 깊이로 설정된다.

포장 도로를 절단할시 어떤 양호한 블레이드(14)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블레이드는 원형이 대표적이고 탄
화규소 또는 다이아몬드 피복 강철로 양호하게 제조된다. 블레이드는 두개의 편평한 측면 즉, 선단 또는 

절단 엣지와 말단 엣지를 갖는다. 블레이드는 일반적으로 대략 9 내지 10 (22.9 내지 25.4inch) 정도의 

직경을 갖고, 대략 0.05 내지 0.125 (0.1 내지 0.3inch)정도의 폭을 갖는다. 적합한 상기 블레이드는 본 
업계에 잘 공지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소결된 다이아몬드 톱날로 분할되어 있다.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륜(22, 24)은 휠 기어 구동 모터(26)의 일부인 단일 후축(68)에 접속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휠 기어 구동 모터(26)의 사용은 후축을 형성하여 고정하기 위한 다른 부품이 필
요하다. 전륜 조립체와 같이, 후축은 허브 조립체(23, 25)에 의해 후륜에 부착되어 있다.

휠 기어 구동 모터(26)와 블레이드 구동 모터(16) 양자는 주 본체 부재(12)에 부착된 양호한 설계의 전자 
제어 박스(70)에 접속되어 있다. 전자 제어 박스(70)는 제11도에만 도시되어 있다. 전자 제어 박스(70)는 
기어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종래  비례  제어기를  포함한다.  기어  모터  속도는  절단  장치가  대략 
3.05m/min(10  feet/min)까지의 비율로 추진되도록 조절된다. 블레이드 모터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된다. 
전자 제어 박스는 절단 장치의 블레이드 모터와 기어 모터 양자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와이어(도시 생
략)에 의해 전원에 접속되어 있다.

주 본체 부재(12)는 일체식 유니트 또는 단일체로 양호하게 구성되어 있다. 절단 장치의 중량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단일체는 사출 성형 플라스틱, 다이 캐스팅 또는 주철과 같은 다른 적합한 재료가 사용될지라
도 주조 알루미늄으로 양호하게 제조된다. 단일체는 제7도 및 제8도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
와 같이, 단일체는 전자 제어 박스(70)가 부착되는 일체식 나사 스터드(72a 내지 72d)를 포함한다. 단일
체(12)는 로드(62)의 배치를 위한 홀(66)을 포함한다. 홀(72)은 블레이드(14)의 정렬을 조절하기 위해 사
용되는 캠 기구를 삽입하기 위한 단일체(12)로 예성형된다. 이 기구는 하기에 더 상세히 설명한다. 제8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체(12)는 풀리와 코그 벨트 기구(32, 34, 36)의 보호를 위한 벨트 보호부(74)
로 형성된다. 벨트 보호 커버(74)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벨트와 풀리 기구를 밀봉하기 위해 나사식 샤프트
(80a, 80b)에 나사 체결된다.

단일체(12)는 제2도 및 제8도에 가장 잘 도시된 블레이드 보호부(28)를 또한 포함한다. 단일체의 상기 부

분은 각 측면상에서 블레이드로부터 대략 3.8 (1.5inch) 이상, 적합하게는 5.08 (2inch) 까지 이격되

어 있다. 상기 블레이드와 직면하는 표면은 플레어식(볼록) 외형을 갖는다. 이러한 설계는 공기 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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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므로서 절단으로부터 초래되는 먼지를 최소화한다.

블레이드(14)는 전체 장치의 중량이 상기 블레이드에 관해 동일하게 분배되도록 단일체(12)내에 위치 설
정된다. 이러한 설계는 직선 절단을 촉진하고 사용중에 절단 장치의 조작자 제어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또한, 상기 휠 설계는 조작자 제어성이 적거나 또는 없는 직선 절단부를 만들기 위해 절단 장치의 성능을 
부가한다. 따라서, 적합한 각 전후축(48, 46)은 각각 동일한 길이이고 단일 축이다. 적합한 각 축은 대략 

10 (25.4inch)의 길이이다. 각각 네개의 휠(18, 20, 22, 24)은 동일한 치수 및 형상이다. 각 휠은 대략 

4 (10.2inch)의 길이이고, 대략 2.5 (6.4inch)의 폭을 갖는다. 휠 두개의 좌측 휠(20, 24)을 연결하는 

가상선과 두개의 우측 휠(18, 22)을 연결하는 가상선이 평행하도록 적합하게 정렬되어 있다.

휠 자신들은 대략 15 내지 45, 적합하게는 20 내지 30, 가장 적합하게는 25 정도의 쇼어 A 듀로메터 경도
를 갖는 폴리우레탄과 같은 매우 유연한 플라스틱 재료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용시, 상기 휠은 포

장 도로와 접촉하는 대략 6.4 (2.5inch)의 폭을 갖는 휠의 표면적이 대략 6.5㎠(inch²)정도 되도록 편
평하다. 이러한 결과는 소프컷 톱에서 사용되는 종래의 스케이트보드 경화 우레탄 휠에 비해서 표면적이 
16배 증가한다. 결과로, 상기 장치의 중량은 상기 톱이 그린 콘크리트를 위해 사용될때 어떤 흔적의 가능
성을 최소화하는 큰 표면적에 걸쳐 분산된다. 증가된 표면적은 후방 자동 추진 휠의 견인력을 
향상시킨다.

그린 콘크리트를 구비하는 일정한 상황하에서, 본 발명의 휠의 표면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흔적은 
사용후 남아있게 된다. 주목하기 어려운 상기 흔적을 만들기 위해, 절단 장치의 휠은 윤곽이 그려진다. 
제9(a)도 및 9(b)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휠(80)은 측면(82, 84)이 오목 형상을 갖도록 성형
된다. 이것은 그 외주에서 얇은 엣지(85, 86)를 갖는 휠(80)로 초래된다. 양 엣지(85, 86)로부터 휠의 중
심을 향해 내향으로 이동할 때, 상기 엣지는 두껍게된다. 사용시, 얇은 외주 엣지는 절단 장치의 중량하
에서 구부려져서 접혀지고, 이에 의해 어떤 흔적을 남긴다. 이것은 편평한 측면을 갖는 휠로 구성된 날카
로운 엣지와 대조된다.

절단 장치(10)는 제5(a)도 및 제11도에만 도시되고 기어 모터(26)에 부착되며 상향으로 연장하는 제거가
능한 절첩식 핸들(89)을 또한 포함한다. 핸들이 상기 장치를 조향하도록 사용되는 반면에, 직선을 절단하
기 위한 필요성은 없다. 상기 핸들은 상기 장치가 조작되지 않을 때 절단 장치를 운반하기 위해 주로 사
용된다.

상기 블레이드가 사용중에 정렬로부터 약간 벗어난다면, 이 블레이드는 제10(a)도에 도시된 정렬 캠(94)
을 사용하여 재배열된다. 제12도 및 제13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캠(94)은 볼트(51)를 갖는 주 
본체 부재(12)의 내측면상에 부착되고, 이 볼트는 선회 아암(50)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상기 볼트(51)는 
캠(94)의 중심 홀(98)을 통과한다. 주 본체 부재(12)의 내측으로부터 외향으로 관측한 제13도는 캠이 관
통 홀(96, 100)과 나사 체결된 두개의 스크류에 의해 주 본체 부재(12)에 대해 제위치에 유지되는 것을 
도시하고 있고, 상기 나사는 주 본체 부재(12)의 내측에 부착되어서 상기 캠이 회전되는 것을 방지한다. 
절단 장치의 정렬이 작동중에 변경된다면, 상기 정렬은 상기 나사가 홀(96, 100)내에서 느슨하게 되므로 
상기 캠(94)에 의해 재조절되어 상기 캠이 회전된다. 상기 홀(96, 98, 100)의 편심 형상으로 인해, 캠의 

회전은 캠이 회전하는 방법에 따라 대략 1 (3.8inch)까지 전후향으로 가압되는 전축의 일측면상에서 발
생한다. 상기 캠이 일단 소정 위치에 있다면, 두개의 나사(98, 100)는 기밀적이고 절단 장치는 재작동을 
위해 준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좌우 측면과 전후방 단부를 갖는 주 본체 부재(12)와, 상기 주 본체 부재(12)의 전방 단부에 부착된 한 
쌍의 대향 전륜(18, 20)과, 상기 주 본체 부재(12)의 후방 단부에 부착된 한 쌍의 대향 후륜(22, 24)과, 
포장 도로를 절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주 본체 부재(12)에 조절가능하고 제거 가능하게 부착된 블레이드
(14)와, 상기 주 본체 부재(12)에 부착된 블레이드(14)를 구동하고 상기 블레이드(14)위에 부분적으로 위
치 설정된 수단(16)을 포함하는 포장 도로에 있는 홈을 절단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자동 
추진되고, 상기 블레이드(14)는 상기 주 본체 부재(12)의 좌우 측면 사이에서 동일한 거리의 수직 평면에 
그리고 상기 주 본체 부재(12)의 전후방 단부에 대해 제위치에 위치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장치의 중
량은 상기 블레이드에 관해 동일하게 분배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대향 전륜(18, 20)은 그 전방 단부에서 주 본체 부재(12)에 부착된 단일 
전축(46)의 대향 단부에 부착되고, 상기 한 쌍의 대향 후륜(22, 24)은 그 후방 단부에 관해서 주 본체 부
재(12)에 부착된 단일 후축(68)의 대향 단부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휠(18, 20, 22, 24)은 15 내지 45 정도의 쇼어 A 듀로메터 경도를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휠(18, 20, 22, 24)은 폴리우레탄 폴리머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휠(18, 20, 22, 24)은 두 측면(82, 84)을 갖고, 각 측면(82, 84)은 오목 형상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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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후축(46, 48)은 동일 길이를 갖고, 각 휠(18, 20, 22, 24)은 동일 치수이며, 주 
본체 부재(12)의 좌측면상의 휠(20, 24)은 주 본체 부재의 우측면상의 휠(18, 22)과 평행하게 배열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쌍의 휠(18, 20, 22, 24)을 구동하기 위한 수단(26)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휠 구동 수단(26)은 후축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휠 구동 수단(26)은 상기 주 본체 부재(12)의 후방 단부에 관해서 주 본체 부재
(12)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휠 구동 수단(26)은 그 일부로서 후축(68)을 갖는 기어 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14)를 정렬시키기 위해 상기 전축(46)의 위치를 전후방향으로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축 조절 수단은 캠 부재(9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14)의 절단부의 절단 깊이를 제어하기 위해 블레이드(14)의 위치를 수직 
평면에서 상하향으로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 조절 수단은 한 쌍의 대향 선회 아암 부재(50, 52)에 피봇적으로 부착된 
한 쌍의 대향 스트럿 부재(54, 56)를 포함하고, 상기 선회 아암 부재(50, 52)는 전축(46)에 부착되며, 각 
스트럿 부재(54, 56)는 그 길이를 따라 연장하는 슬롯(58, 60)을 갖고 절단면에 대해 상기 블레이드(14)
의 높이 조절을 돕기위하여 상기 슬롯(58, 60)을 따른 주 본체 부재(12)에 대해 이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 본체 부재(12)는 그 후방 단부에서 블레이드 보호부(28)를 갖고, 상기 블레이드 
보호부(28)는 블레이드(14)로 부터 이격되며 적어도 그 일부가 볼록 형상인 상기 블레이드(14)와 직면하
는 표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 보호부(28)의 표면은 상기 블레이드(14)로부터 3.8 (1.5inch) 이상 이
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이격된 간극은 7.6 (3inch)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 본체 부재(12)는 일체식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주 본체 부재(12)는 주조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
단 장치.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 구동 수단(16)과 휠 구동 수단(26)을 제어하기 위한 전자 제어 수단을 추
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 구동 수단(16)은 풀리와 코그 벨트 기구(32, 34, 36)에 의해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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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에 접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 구동 수단(16)은 전자 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 구동 수단(16)은 단일 속도로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휠 구동 수단(26)은 전자 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휠 구동 수단(26)은 가변 속도로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
치.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레이드(14)는 원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 도로 절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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