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Int. Cl.
6

B02B 3/02

(11) 공개번호   특1999-0045220

(43) 공개일자   1999년06월25일

(21) 출원번호 10-1998-0048354

(22) 출원일자 1998년11월12일

(30) 우선권주장 97-312040  1997년11월13일  일본(JP)  

(71) 출원인 시즈오 카세이키 가부시키가이샤    수즈키 시게오

일본국 시즈오카켄 후쿠로이시 야마나쵸 4-1

(72) 발명자 미야타케 요시쿠니

일본국 시즈오카켄 후쿠로이시 구노 1232-5

(74) 대리인 김재만, 박종길

심사청구 : 있음

(54) 정곡기

요약

충분한 연삭력(硏削力)을 유지할 수 있고, 고효율로 고품질의 정곡(精穀)이 가능한 동시에, 번잡한 기계
의 보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통체(24)와 회전체(23)의 간극에 의해 도정실(25)이 형성되고, 이 도정실(25)의 대면하는 양면에 연삭
판(27,28)이 배치된다.  연삭판(27,28)의 최소한 한 쪽에는 표면에 다면체 형상을 가지는 경질의 다이아
몬드 지립(砥粒)이 도금 증착된다. 그리고 원통체(24)측의 연삭판(27)이 고정 상태이고, 회전체 측의 연
삭판(28)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양쪽의 연삭판의 서로의 연삭 작용에 의해 도정실(25)로 이송된 곡물 입
자의 표면이 연삭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관한 정곡기(精穀機)에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낸 정곡기에서의 도정부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3은 정곡기의 작용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5는 본원의 정곡기에서의 연삭판의 표면에 배설되는 1입자의 다이아몬드 지립과 종래의 정곡기에 사용
되는 연삭 롤의 표면에 형성되는 1입자의 지립을 비교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원의 정곡기에서의 연삭판의 표면 근방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7은 종래의 정곡기에 사용되는 연삭 롤의 표면 근방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8은 본원의 정곡기에서의 연삭판의 실제적인 표면 근방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쌀이나 보리 등의 곡물 입자를 정곡(精穀)하는 정곡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도정부(搗精部)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도정부의 하방으로부터 곡물 입자를 강제적으로 이송하여 상방으로부터 배출하는 동안
에 곡물 입자의 정곡을 행하는 종형(縱型)의 정곡기에 관한 것이다.

정곡기는 크게 나누어 마찰식과 연삭식으로 구분된다.  마찰식의 정곡기는 정곡 통 내를 소정의 압력 하
에서 반송시켜 곡물 입자 상호간에 작용하는 마찰력 또는 찰리력(擦離力)으로 곡물 입자 표면의 겨 층을 
박리 제거하는 것으로서, 현미를 통상의 백미화하는 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 연삭식의 정곡기는 슬릿을 가지는 원통의 펀칭된 강판 내에 고속 회전하는 연삭 롤을 배치하여 강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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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  롤과의  10mm  정도의  간극을  곡물  입자가  통과하는  동안에  연삭  롤  표면의  지립(砥粒,  abrasive 
grain)이 곡물 입자의 표면을 깍아 정곡을 행하는 것으로, 현미의 겨 층 및 전분 층의 일부까지 제거하는 
양조용 쌀의 가공이나 보리와 같은 겨 층이 단단한 곡물의 정백 등에 이용되는 것이다.

종래, 전술한 연삭식의 정곡기에서는, 연삭 롤로서 도 7에 나타낸 금강사(金剛砂) 롤(emery roll)(70)이 
이용된다.  금강사 롤(70)의 표면에는 '금강사'로 불리는 지립(71)이 형성되어 있다.  이 금강사 롤(70)
은 탄화규소(카보런덤)에 점토, 장석류(長石類)의 분말, 결합제 및 물을 혼합하여 성형하고 충분히 건조
시킨 후, 1400℃ 정도에서 가열 소결시켜 얻어지는 것이다.  금강사 롤(70)의 형상은 원주형(圓柱形), 나
사 형상, 원추대형 등이 있고, 각각의 직경을 변화시켜 주속도(周速度)에 변화를 갖게 하도록 하고 있다.

전술한 종래의 금강사 롤(70)을 이용한 연삭식 정곡기에서는, 지립(71)이 불규칙하여 피연삭물의 표면 연
삭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정미 후의 취사 시에 흡수(吸') 특성에 불균일성이 생겨 익는 것이 균일하
지 않게 되므로, 먹는 느낌을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 '금강사'(지립(71))의 연마 등으로 연삭력이 저하됨으로써, 금강사 롤(70)을 빈번하게 교환할 필요가 
있어, 정곡기의 보수 관리가 번잡한 동시에 런닝 코스트가 고가로 된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금강사 롤(70)에 의해 충분한 연삭력이 얻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래된 쌀이나 양조용 쌀 등과 같이 
일부 전분 층까지 연삭이 필요한 정곡에서는, 공정을 5∼7회 정도 순환시켜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정곡 
작업의 효율이 나쁘다는 문제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충분한 연삭력을 유지할 수 있고, 고효율로 고
품질의 정곡이 가능한 동시에, 금강사 롤을 빈번하게 교환하는 등의 번잡한 기계의 보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삭식의 정곡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정곡기는, 곡물 입자의 정곡을 행하는 도정부를 구비하는 정
곡기에  있어서, 상기 도정부는, 그 한 쪽으로부터 곡물 입자가 강제적으로 이송되어 그 다른 쪽으로부터 
곡물 입자가 배출되는 동안에 상기 곡물 입자의 정곡이 행해지도록 구성되어 있고, 중심축을 가지는 원통
체와, 상기 원통체의 상기 중심축을 회전 중심으로 하여 회전 구동되는 원주형의 회전체와, 상기 원통체
의 내주면에, 그 원주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 개의 제1의 연삭판과, 상기 회전체의 외주면에, 그 원주 방
향으로 배열된 복수 개의 제2의 연삭판을 구비하고, 상기 제1의 연삭판과 상기 제2의 연삭판 중의 최소한 
한 쪽의 연삭판의 표면부에, 다면체 형상을 가지는 복수의 경질 지립이 도금 증착되어 이루어지는 연삭부
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상기 경질 지립이 다이아몬드 지립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경질 지립의 입도는 대략 
균일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경질 지립의 입도가 60∼100메쉬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복수
의 상기 경질 지립은 이산적(離散的)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복수의 상기 경질 지립
은 서로 대략 등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경질 지립은 다각형상의 단면 형
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경질 지립은 평면형의 다각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경질 지립은 직선형의 능선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연삭부는 상기 제1의 연삭
판과 상기 제2의 연삭판 중의 최소한 한 쪽의 연삭판의 금속 기부(基部)에 도금 증착된 도금층을 가지며, 
상기 경질 지립의 하방부는 상기 도금층 중에 매설되고, 상기 경질 지립의 상방부는 상기 도금층의 표면
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각각의 상기 경질 지립의 상기 상방부는, 대략 동등한 
높이만큼 상기 도금층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도정부는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기 도정부의 하방으로부터 곡물 입자를 강제적으로 이송하여 상방으로부터 배출하는 종
형의 정곡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제1의 연삭판에만 상기 연삭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전술한 발명에 있어서, 원통체와 회전체의 간극에 의해 도정실이 형성되고, 이 도정실의 대면하는 양면에 
연삭판이 배치되게 된다.  그리고 원통체 측의 연삭판이 고정 상태이고, 회전체 측의 연삭판이 상대적으
로 이동하여, 양쪽의 연삭판의 서로의 연삭 작용에 의해 도정실에 이송된 곡물 입자의 표면이 연삭된다.  
따라서 도정실을 통과하는 1회의 공정으로 충분한 정곡이 가능하게 된다.

연삭판의 표면에는 다면체 형상을 가지는 입도가 균일한 경질 지립이 도금 증착되어 있으므로, 지립이 낙
하되거나, 마모되어 열화되지 않아, 기계의 내구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연삭력도 향상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관한 정곡기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여기에서 정곡기는 베
이스 프레임(1) 및 프레임(2)을 하우징 구조로 가지며, 정곡할 곡물 입자를 공급하는 공급부(10), 공급부
(10)로부터 공급된 곡물 입자를 하방으로부터 반입하여 상방으로부터 배출하는 동안에 정곡하는 도정부
(20), 도정부(20) 내를 유동하여 배출되는 곡물 입자에 대하여 유동 저항을 부여하는 저항부여부(30), 도
정부(20)에서 정곡된 곡물 입자를 배출하는 배출부(40), 도정부(20)에서 곡물 입자로부터 분리된 겨 등을 
흡인하고 또 곡물 입자의 냉각을 위한 공기를 통풍하는 통풍부(50)를 기체(基體) 구성으로 하고 있다.

공급부(10)는 수입구(受入口)(21)에 연통 접속한 공급로(13)와, 이 공급로(13) 내에 회전 가능하게 축 지
지된 횡이송 스크류(14)와, 이 횡이송 스크류(14)를 회전 구동하는 공급용 모터(15) 및 전동(傳動) 기구
(16)와, 공급로에 대하여 유량 조절판(12)을 통하여 연통 접속된 공급 호퍼(11)로 이루어진다.  공급 호
퍼(11)에 투입된 곡물 입자의 유입량은 유량조절판(12)의 개도(開度)를 조정함으로써 조정되고, 유입량이 
조정된 곡물 입자는 공급로(13)에 유입되어, 횡이송 스크류(14)의 반송 작용에 의해 수입구(21)에 공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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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부여부(30)는 출구(22)를 덮는 저항반(31)과, 저항반(31)을 하방으로 스프링 가압하는 저항체(32)와, 
저항체(31)의 스프링 가압력을 조정하는 스프링압 조정용 모터(33)로 이루어진다.  스프링압 조정용 모터
(33)에 의해 저항반(31)의 하방으로의 스프링 가압력을 조정함으로써, 도정부(20)로부터 유출되어 오는 
곡물 입자에 대한 저항을 조정하여, 곡물 입자의 정백도(精白度)를 조정하는 것이다.

배출부(40)는 배출 슈트(42)에 의해 배출실(41)을 형성하고, 출구(22)로부터 유출되는 곡물 입자를 기구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통풍부(50)는 흡인 팬(51)과 압송(壓送) 팬(52), 및 필요한 통풍 경로로 이루어진다. 압송 팬(52)에 의해 
압송된 공기는, 회전체(23) 내의 통풍 경로(53)를 통하여 도정부(20) 내의 곡물 입자를 송풍하여 냉각을 
행하는 동시에, 곡물 입자로부터 분리한 겨나 배아 등을 베이스 프레임(1) 및 흡인관(55)으로 이루어지는 
배기 경로(54)로 방출시킨다.  배기 경로(54)에는 흡인 팬(51)에 의한 흡인력이 작용하고, 이에 따라서 
겨나 배아 등이 완전하게 기구 밖으로 회수된다.

다음에, 도 1 및 도 2에 의해 본 발명의 특징 부분인 도정부(20)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수직 배치한 도정부(20)를 구비한 종형의 정곡기이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종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도정부(20)는 원통체(24)와, 원통체의 중심축을 회전 중심으로 하는 회전체(23)를 구비하고, 원통체
(24)의 내주면과 회전체(23)의 외주면에 의해 형성되는 간극을 도정실(25)로 하고 있다.

원통체(24)에 대해 설명하면, 원통체(24)는 베이스 프레임(1)의 원통 부분의 내부에 그 원통 부분과 동일
한 축 상에 배치되고, 원통체(24)의 하방으로 동일하게 베이스 프레임(1)의 원통 부분과 동일한 축 상에 
배치된 반송 드럼(26)이 연결되어 있다.  즉, 원통체(24)의 내측과 반송 드럼(26)의 내측에 전술한 도정
실(25)이 형성되어 있고, 원통체(24)의 외측 및 반송 드럼(26)의 외측과 베이스 프레임(1)의 사이의 공간
에 전술한 겨 등의 회수용의 배기 경로(54)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원통체(24)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주 방향 등간격으로 내측을 향한 복수의 프레임(24b)
과, 이 복수의 프레임(24b) 사이에 배설한 도정 망(24a)과, 또한 프레임(24b) 내에 배설되는 복수의 망 
고정 연삭판(27)을 구비하고 있다.  망 고정 연삭판(27)은 도정 망(24a)과 함께 프레임(24b)에 고정되어 
있다.  도정 망(24a)은 정곡에 따라 곡물 입자로부터 박리된 겨 등을 배기 경로(54)로 배출하는 다수의 
망 홀을 가지고 있다.

회전체(23)에 대해 설명하면, 회전체(23)는 프레임(2)의 하단으로부터 수직으로 신장되어 회전 가능하게 
축 지지되고, 그 하단에서 도정용 모터(59)에 전동하여 회전 구동되는 것이며, 반송 드럼(26) 내에서 반
송 스크류(23b)를 형성하고, 원통체(24) 내에서 연삭 롤(23a)을 형성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회전
체(23)의 내부는 통풍 경로(53)로 되어 있고, 연삭 롤(23a) 부분에 다수의 통기공(23c)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삭 롤(23a)의 외주면에는 세로로 긴 연삭 롤 판(28)이 원주 방향 등간격으로 복수 개 배치되어 
있다.

전술한 망 고정 연삭판(27) 및 연삭 롤 판(28)의 양 연삭판에는, 표면에 입도가 균일한 경질 지립이 도금 
증착되어 있다.  여기에서 채용되는 경질 지립은 60∼100메쉬의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등의 초경도를 가
지는 지립이면 되지만, 내구성이나 고절삭력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도가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 지립
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입자 크기는 80메쉬 정도가 최적이다.

도 6은 망 고정 연삭판(27) 및 연삭 롤 판(28)의 양 연삭판의 연삭판 표면부(60)의 단면도이다.  도면 부
호 (61)는 연삭판 표면부(60)의 표면에 배설된 다이아몬드 지립의 1입자를 나타낸다.  도 5에 1입자의 다
이아몬드 지립(61)의 크기를 종래의 지립(71)과 비교하여 나타낸다.  다이아몬드 지립(61)은 약 60∼약 
100메쉬의 입도를 가지고, 한편 종래의 지립(71)은 약 30∼ 약 40메쉬의 입도를 가진다.  다이아몬드 지
립(61)은 종래의 지립(71)의 크기의 약 반의 크기를 가진다.  또 다이아몬드 지립(61)은 다면체 형상을 
가지며, 다각형상의 단면을 가진다.  도 5 또는 도 6에 다이아몬드 지립(61)의 형상의 일 예를 모식적으
로 나타낸다.  도 5 또는 도 6에 나타낸 예에서는, 다이아몬드 지립(61)이 삼각형상의 단면을 가진다.  
복수의 다이아몬드 지립(61)은 서로 대략 등간격으로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도금층(62)에 매설되어 있다.  
도금층(62)은 망 고정 연삭판(27) 또는 연삭 롤 판(28)의 금속 기부(63) 상에 형성되어 있다.

각각의 다이아몬드 지립(61)은 그 정상부가 도금층(61)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되어 배설되어 있다.  다이아
몬드 지립(61)의 정상부는 예각(銳角) 모양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다.  또 다이아몬드 지립(61)의 저부는 
도금층(62) 내에 매설되어 있다.  도 5 또는 도 6에 나타낸 예에서는, 다이아몬드 지립(61)의 저부는 도
금층(62)의 표면에 대략 평행하게 되도록 매설되어 있다.

도금층(62)의 표면으로부터 돌출하는 각각의 다이아몬드 지립(61)의 돌출 높이(h)는 복수의 다이아몬드 
지립(61)에 걸쳐 대략 동등하게 정렬되어 있다.

다음에 도 8을 참조하여, 또한 연삭판 표면부(60)의 표면에 배설된 다이아몬드 지립(61)에 대하여 설명한
다.  도 5 또는 도 6에서는 입도가 이상적으로 정렬된 다이아몬드 지립(61)이 도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
여 도 8은 도 5 또는 도 6에 나타낸 경우에 비해, 보다 실제적이고 제조가 용이한 다이아몬드 지립(61)의 
예를 나타낸다.

도 8에 있어서, 연삭 롤 판(28)의 금속 기부(63) 상에 도금층(62)이 형성되고, 도금층(62)에 복수의 다이
아몬드 지립(61)이 대략 등간격으로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매설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지립(61)의 상부는 
도금층(62)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지립(61)의 하부는 도금층(62) 내에 매설되어 있
다.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 지립(61)은 다면체 형상을 가지고, 직선형의 능선부(61a)와 
평면형의 평면부(61b)가 예각적으로 뾰족한 정상부(61c)를 가진다.

이와 같이, 복수의 다이아몬드 지립(61)이 도금층(62)에 대략 등간격으로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곡물 입자가 연삭되어 생성되는 겨가 다이아몬드 지립(61)과 인접하는 다이아몬드 지립(61)과의 사이에 
잘 끼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다이아몬드 지립(61)은 평면형의 평면부(61b)를 가지므로, 겨가 다이아
몬드 지립(61)의 표면에 잘 부착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도 7에 나타낸 종래의 경우에는, 
복수의 지립(71)이 이산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지립(71)과 지립(71)과의 사이에 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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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기 쉬워, 연삭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또 지립(71)의 표면은 평면 형상이 아니었으므
로 지립(71)의 표면에 겨가 부착되기 쉬워, 연삭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다이아몬드 지립(61)은 도금층(61)의 표면으로부터 돌출한 예각적으로 뾰족한 정상부(61c)를 가지므로 
곡물 입자의 표면을 효율적으로 연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이아몬드 지립(61)은 직선형의 능선부
(61a)를 가지므로 곡물 입자의 표면을 효율적으로 연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도 7에 나타낸 
종래의 경우에는, 지립(71)은 매끄러운 형상을 한 정상부를 가지고, 또한 지립(71)은 곡선적인 능선부를 
가지며, 이산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배설되어 있으므로 곡물 입자의 표면 을 효율적으로 연삭할 수 없다
는 문제가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초경도를 가지는 다이아몬드 지립(61)은 복수의 다이아몬드 지립(61)이 도금층(62)에 
대략 등간격으로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겨가 다이아몬드 지립(61)과 인접하는 다이아몬드 지립
(61)과의 사이에 잘 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이아몬드 지립(61)은 평면형의 평면부(61b)를 
가지므로 겨가 다이아몬드 지립(61)의 표면에 잘 부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이아몬드 지
립(61)은 단면이 다각형, 예를 들면 단면이 삼각형의 예각 모양의 정상부가 도금층(61)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있으므로 큰 연삭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이아몬드 지립(61)은 서로 대략 등간격으로 
도금층(62)에 매설되어 있고, 또한 다이아몬드 지립(61)의 돌출 높이(h)는 대략 동등하게 정렬되어 있으
므로, 곡물 입자의 표면 연삭의 깊이를 일정하게 할 수 있고, 정미 후의 취사 시에 흡수 특성에 불균일성
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익는 것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이아몬드 지립(61)의 정상부
가 도금층(61)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되고 다이아몬드 지립(61)의 저부가 도금층(62)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다이아몬드 지립(61)은 도금층(62)으로부터 잘 탈락되지 않게 구성되고, 이에 따라서 연삭판 표면부(60)
의 높은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에, 실시예의 정곡기에서의 도정부(20)의 작용을 도 1 및 도 3에 의해 설명한다.

공급부(10)로부터 반송된 곡물 입자는 수입구(21)로부터 반송 드럼(26) 내에 이송된다.  반송 드럼(26) 
내에서는 곡물 입자가 90° 방향을 바꾸어 반송 스크류(23b)에 의해 도정실(25) 내에 강제적으로 이송된
다.  도정실(25) 내에서는 곡물  입자의 자중(自重)에 의해 적당하게 내압(內壓) 밀도가 높아지고, 도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삭 롤(23a)에 배설된 연삭 롤 판(28)과 원통체(24)에 배설된 망 고정 연삭판(27)
과의 서로의 연삭 작용에 의해 곡물 입자의 표면이 깍이고, 상방으로 강제적으로 보내지는 동안에 정곡이 
진행되고, 도정부 출구(22)로부터 배출부(40)로 배출된다.  또 도정실(25) 내에서 발생한 겨 등은 도정 
망(24a)으로부터 배기 경로(54)로 배출되고, 흡인 팬(51)의 흡인 작용으로 기구 밖으로 운반되어 겨 상자 
등에 회수된다.

도정부(20)에서의 연삭률은 도정부 출구(22)의 상부에 배설된 저항부여부(30)의 작용으로 조정되지만, 개
방 상태에서도 도정률은 95% 정도까지 연삭된다.  따라서 1단계에서 가압 없이 도정률 95%의 도정을 행하
고, 2단계에서 마찰에 의한 마무리 정미와 겨 제거를 행하여 마무리하는 경우라도, 연삭률이 높은 만큼 
마찰 정미의 부담이 적어져, 파쇄된 입자의 발생이나 정미 온도의 상승을 방지할 수 있고, 고품질의 저온 
정미가 가능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서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전술한 실시예와 동일한 개소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여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망 고정 
연삭판(27)측에만 다이아몬드 지립의 도금 증착을 실시하고, 연삭 롤(23a)측에는 표면에 돌출부(29a)를 
형성한 마찰 롤 판(29)을 이용한 것이다.  마찰 롤 판(29)의 돌기(29a)에 의한 가압 기능이 작용하여 연
삭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배아를 제거하는 정곡 작업에 적합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구성되므로 다음에 기재하는 효과를 가진다.

(1) 지립으로 입도가 균일한 경도의 지립,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지립(61)을 사용함으로써 연삭에 의한 
곡물 입자의 표면 깊이가 일정하여, 취사 시의 흡수 특성이 안정된다.  초강 지립으로서는 다이아몬드 지
립이 가장 적합하다.

(2) 연삭력의 향상에 의해, 겨 층보다 경질의 전분 층의 연삭이나 보리의 전분 층의 연삭이 가능하게 되
어, 저단백미 등의 정미 등, 정곡의 적용 범위가 다양화되어 기계의 이용 효율이 향상된다.

(3) 연삭력의 향상에 의해, 1회의 공정으로 충분한 연삭이 가능하게 되어, 작업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동시에, 내구성이 향상되어 기계의 보수 관리가 용이하게 된다.

(4) 복수의 다이아몬드 지립(61)이 도금층(62)에 대략 등간격으로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겨가 
다이아몬드 지립(61)과 인접하는 다이아몬드 지립(61)과의 사이에 잘 끼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다
이아몬드 지립(61)은 평면형의 평면부(61b)를 가지므로, 겨가 다이아몬드 지립(61)의 표면에 잘 부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 다이아몬드 지립(61)은 도금층(61)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되는 예각적으로 뾰족한 
정상부(61c)를 가지므로, 곡물 입자의 표면을 효율적으로 연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이아몬드 지립
(61)은 직선형의 능선부(61a)를 가지므로, 곡물 입자의 표면을 효율적으로 연삭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곡물 입자의 정곡(精穀)을 행하는 도정부(搗精部)를 구비하는 정곡기에  있어서,

상기 도정부는,

그 한 쪽으로부터 곡물 입자가 강제적으로 이송되고 그 다른 쪽으로부터 곡물 입자가 배출되는 동안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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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곡물 입자의 정곡이 행해지도록 구성되어 있고,

중심축을 가지는 원통체와,

상기 원통체의 상기 중심축을 회전 중심으로 하여 회전 구동되는 원주형(圓柱形)의 회전체와,

상기 원통체의 내주면에, 그 원주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 개의 제1의 연삭판과,

상기 원통체의 외주면에, 그 원주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 개의 제2의 연삭판과를 구비하고,

상기 제1의 연삭판과 상기 제2의 연삭판 중의 최소한 한 쪽의 연삭판의 표면부에, 다면체 형상을 가지는 
복수의  경질  지립(砥粒)이  도금  증착되어  이루어지는  연삭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질 지립이 다이아몬드 지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질 지립의 입도(粒度)는 대략 균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질 지립의 입도가 60∼100메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경질  지립은  이산적(離散的)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경질 지립은 서로 대략 등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
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질 지립은 다각형상의 단면 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질 지립은 평면형의 다각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질 지립은 직선형의 능선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삭부는 상기 제1의 연삭판과 상기 제2의 연삭판 중의 최소한 한 쪽의 연삭판의 
금속  기부(基部)에  도금  증착된  도금층을  가지고,  상기  경질  지립의  하방부는  상기  도금층  중에 
매설되고, 상기 경질 지립의 상방부는 상기 도금층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
곡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경질 지립의 상기 상방부는, 대략 동등한 높이만큼 상기 도금층의 표면으
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정부는 수직으로 배치되어 이루어지고, 상기 도정부는 하방으로부터 곡물 입자를 
강제적으로 이송하여 상방으로부터 배출하는 종형의 정곡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연삭판에만 상기 연삭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곡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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