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Int. Cl.
6

F16H 7/08

(45) 공고일자   1997년05월22일

(11) 공고번호   특1997-0008227

(24) 등록일자   1997년05월22일
(21) 출원번호 특1993-0009432 (65) 공개번호 특1993-0023614
(22) 출원일자 1993년05월29일 (43) 공개일자 1993년12월21일

(30) 우선권주장 92-138493  1992년05월29일  일본(JP)  

92-60729  1992년08월28일  일본(JP)  

(73) 특허권자 엔티엔 가부시끼가이샤    스마 요시쓰기

일본국 오오사까후 니시꾸 교오마찌보리 1쪼오메 3반 17고오
(72) 발명자 후르따니 가쓰미

일본국 시즈오까껜 이와따시 도오신쪼오 2쪼오메 1-12

야마모또 껜

일본국 시즈오까껜 이와따군 도요다쪼오 모리시따 391

기다노 사또시

일본국 시즈오까껜 하마끼다시 우찌노 4605
(74) 대리인 장용식, 이대선

심사관 :    조주영 (책자공보 제5024호)

(54) 자동텐셔너

요약

요약없슴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자동텐셔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텐셔너의 제1실시예의 정면도,

제2도는 제1도의 종단 측면도,

제3도는 제2도의 Ⅲ-Ⅲ의 단면도,

제4A도 및 제4B도는 다른 형태의 마찰부재의 단면도,

제5도는 다른 하나의 실시예의 종단 측면도,

제6도는 제5도의 선Ⅵ-Ⅵ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고정축,5 : 풀리지지부,

9 : 풀리,10 : 원통형부분,

13 : 장력조정스프링,14 : 벨트,

15 : 캠표면,16 : 웨지형공간,

17 : 마찰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자동화엔진의 캠축을 구동시키는 타이민 벨트와 같은 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사용
되는 자동텐셔너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공지자동 텐셔너는 일본국 실개평 제1-69949호에 개시되어 있다.

종래 기술의 텐셔너는 피벗가능하게 지지된 브래킷과 풀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브래킷상에 장착된 풀리지

7-1

1019930009432



지부를 포함하고 있다.

볼트는 풀리지지부의 바닥벽에 형성된 가늘고 긴 구멍을 통하여 뻗어 있다. 한쌍의 마찰판은 바닥판을 끼
워 넣기 위하여 볼트에 삽입된다.

압축코일스프링은 마찰판중의 하나를 바닥판에 대해서 가압하도록 제공되어 풀리의 피벗운동을 감쇠하고 
한상의 마찰판과 바닥판 사이의 접촉부상에 작용하는 마찰저항으로 벨트의 저항을 감소시킨다.

더욱이, 장력조정스프링은 브래킷을 가압하여 폴리를 벨트에 대하여 누르도록 제공되어 벨트의 장력을 일
정하게 유지시킨다.

종래 기술의 자동텐셔너의 진동감쇠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마찰표면의 마찰계수 뿐만아니라 압축 
코일스프링의 가압력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압축코일스프링의 가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압축코일스프링의 외경 및 길이가 증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동텐셔너의 전체크기를 증가시킨다.

한편, 마찰계수를 어떤 정해진 레벨위로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벨트의 가변부하가 어떤 
정해진 레벨을 초과하면, 풀리의 진동은 증가되며 이에따라 벨트의 진동 및 소음도 증가된다.

종래 기술의 자동텐셔너의 다른 문제점은 이 자동텐셔너가 2방향 댐퍼로서 작용하며 즉 풀리가 한방향으
로 피벗될때 마찰판과 바닥판 사이의 접촉부에서 발생되는 마찰저항이 다른 방향에서 풀리가 피벗될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찰저항이 비교적 큰 값으로 설정되면, 엔진의 요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벨트 장력에서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엔진이 저온상태에서 사용될때에 벨트가 갑자기 느슨해지면 벨트장력의 순간조정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벨트의 진동으로 인해 기어톱니의 스킵핑(skipping) 또는 소음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마찰저항이 비교적 작은 값으로 설정되면, 풀리 및 벨트는 더욱 자유롭게 진동될 것이다.

이들 2개의 서로 상반되는 문제점 때문에, 자동텐셔너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동텐
셔너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벨트장력 조정풀리가 벨트의 장력을 변화시켜서 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하고 벨트의 
소음 및 기어톱니의 스킵핑을 방지하는데 있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른 자동텐셔너는, 웨지형 공간이 캠표면과 원통형부분 사이
에 형성된 부분에 캠표면으로 형성된 고정축, 고정축 둘레에서 피벗 가능하도록 고정축상에서 지지되고 
고정축과 공축으로 배열된 풀리지지부, 풀리지지부상에 지지된 풀리, 장력을 벨트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풀리지지부를 피벗하기 위한 장력전달수단, 풀리지지부가 느슨해진 벨트에 피벗하는 방향으로 더 좁은 웨
지형공간, 각각의 웨지형공간내에 각각 장착되고 웨지형공간의 형상에 실질으로 보완하는 형상을 가진 마
찰부재 및 마찰부재를 각각의 웨지형공간의 더 좁은 면적으로 가압하기 위하여 각각의 웨지형공간내에 각
각 장착된 스프링부재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텐셔너가 제공된다.

풀리지지부는 풀리가 회전가능하게 지지되는 원통형 외주면을 가지고 또한 고정축을 수용하는 보어로 형
성로된 편심링일 수 있으며, 이 보어는 원통형 외주표면의 중심으로부터 오프셋된 축선을 가지고 있다.

또한, 풀리지지부는 한쪽끝에 원통형부분을 구비하고 다른 한쪽끝에 풀리를 회전가능하게 지지하는 축을 
구비한 아암형상 부재일 수 있다.

안정한 마찰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캠표면은 각각의 웨지형 공간이 마찰부재와의 전체 접촉면적에 걸쳐
서 대체로 일정한 웨지각도를 가지기 위해 고정축의 축선으로부터 오프셋 위치된 그 각각의 중심을 가진 
원형통로를 형성하거나 또는 나선형으로 뻗어 있도록 배열될 수 있다.

또한 풀리지지부의 피벗운동으로의 마찰부재의 반응을 개량하기 위하여 각각의 마찰부재와 각각의 캠표면 
사이의 접촉부의 마찰계수는 각각의 마찰부재와 원통형부분 사이의 접촉부의 마찰계수 보다 작게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배열에 있어서, 벨트장력이 증가하고 또한 풀리지지부가 벨트로부터 이격되어 피벗하도록 가압하
는 방향으로 풀리가 벨트에 의해서 가압되면, 원통형부분과 접촉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마찰부재는 웨지형 
공간의 좁은 면적으로 가압된다.

이 결과, 마찰부재와 원통형부분 사이의 마찰력은 증가하며, 이에따라 풀리지지부가 벨트의 느슨한 방향
으로 피벗하는 것을 제한한다.

반대로, 벨트가 느슨해지고 벨트지지부가 벨트를 가압방향으로 피벗하기 위하여 가압되면, 원통형부분과 
접촉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마찰부재는 웨지형 공간의 면적을 향하여 가압되고 풀리지지부가 벨트의 느슨
한 방향으로 급속히 피벗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벨트의 장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자동텐셔너는 풀리지지부가 피벗할때에 풀리지지부가 방향성을 가진 마찰저항에 대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배열에 있어서, 풀리는 벨트의 장력으로 적당하게 변동될 수 있고 풀리 및 벨트의 진동은 최소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벨트장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그 수명은 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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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배열은 엔진이 냉각상태에서 시동될때에 벨트의 어떤 느슨해진 상태를 신속히 제거하여 벨
트가 기어톱니를 스킵핑하는 것을 방지하고 벨트의 소음을 감소시킨다.

더욱이, 웨지형 공간의 각도가 그 전체 원주에 걸쳐 일정하므로, 안정한 마찰적 특성은 얻어질 수 있다.

마찰표면이 약간 마모되더라도, 마찰부재상의 표면압력은 스프링부재와 마찰부재를 가압하기 때문에 원래
의 레벨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로서 자동텐셔너는 내구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

또한, 자동텐셔너는 적은 수의 부품으로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크기에 있어서 켬팩트하고 경량이고 제조
원가가 저렴하다.

본 발명의 다른특징 및 목적은 수반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제1도 내지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 자동차엔진의 캠축구동벨트의 장력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자동텐셔
너를 도시하고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고정축(1)은 볼트(2)를 조임으로써 엔진블록(3)에 고정된다.

슬라이드 베어링(4)은 고정축(1)상에 장착되어 있다.

슬라이드베어링(4) 상에는 원통형 외부표면(6)의 중심으로부터 오프셋된 축수용 구멍(7)을 가진 편심링의 
형상으로 풀리지지부(5)가 장착되어 있다.

풀리(9)는 베어링(8)을 통하여 풀리지지부(5)의 원통형 외주표면(6) 둘레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되어 있다.

풀리지지부(5)는 고정축(1)에 대하여 편심적으로 배열된 원통형부분(10)을 가지고 있다. 원통형부분(10)
의 외주표면상에는 아암(11)의 한쪽끝에 제공된 원통형부분(12)가 압입되어 있다.

장조정스프링(!3)은 풀리(8)가 벨트(14)에 대하여 누르는 방향으로 풀리지지부(5)를 가압하기 위하여 아
암(11)의 다른쪽 끝에 제공되어 있다.

고정축(1)은 풀리지지부(5)의 원통형부분(10)내측에 위치된 그부분에서 외주상에 소정의 간격으로 각을 
이루어 이격되어 형성된 복수의 캠표면(15)을 가지고 있다.

웨지형공간(16)은 각각의 캠표면(15)과 원통형부분(10)의 내주표면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웨지형공간(16)은 풀리지지부(5)가 느슨해진 벨트에 피벗되는 방향에 대하여 전방에 위치된 좁은 끝을 가
지고 있다.

각각의 웨지형공간(16)내에는 공간(16)의 형상을 보완하는 마찰부재(17)와 웨지형공간(16)의 더 좁은 끝
을 향하여 마찰부재(17)를 가압하는 스프링부재(18)가 장착되어 있다.

캠표면(15)은 웨지각도(α)가 마찰부재(17)와의 전체 원주접촉 표면에 실질적으로 일정하도록 고정축(1)
의 축선으로부터 오프셋 위치된 각각의 중심을 가진 원통통로를 형성하거나 나선형으로 뻗어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배열에 있어서, 벨트(14)의 장력이 증가하고 풀리(9)가 벨트(14)에 의해서 가압되면, 풀리지지부
(5)는 제1도에서 화살표로 도시된 바와같이 차례로 벨트의 느슨한 방향으로 가압된다.

따라서, 원통형부분(10)와의 접촉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마찰부재(17)는 웨지형공간(16)의 좁은측으로 가
압된다.

이것은 마찰부재(17)와 원통형부분(10)사이의 마찰증가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풀리지지부(5)의 피벗운동은 느리게 된다.

웨지각도(α)는 마찰부재(17)와 원통형부분(10)사이의 필요한 미끄럼운동을 허용하도록 결정된다.

따라서, 폴리(9)가 벨트(14)에 의해서 가압되는 힘이 원통형부분(10)와 마찰부재(17) 사이의 마찰력과 장
력조정스프링(13)의 스프링력의 합을 초과하면, 풀리지지부(5)는 서로 평형될 때까지 벨트의 느슨한 방향
으로 피벗될 것이다.

한편, 벨트(14)의 장력이 감소하면, 풀리지지부(5)는 장력조정스프링(13)의 스프링력에 의해서 벨트의 장
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피벗되도록 가압된다.

따라서, 원통형부분(10)와의 접촉상태로 유지되는 마찰부재(17)는 웨지형공간(18)의 넓은 면적을 향해 외
부로 가압된다.

따라서, 원통형부분(10)와 마찰부재(17)사이의 마찰력은 감소되어 풀리지지부(5)가 벨트장력 작용방향으
로 신속하게 피벗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풀리지지부(5)는 벨트장력 작용방향으로 피벗될때 보다 벨트의 느슨한 방향으로 피벗될때 더 큰 
저항에 대항한다.

즉, 이 장치는 소위 일방향 감쇠기능을 가진 자동텐션너로서 사용한다.

실제로,  벨트(14)의  장력에서의  변동으로  인한  풀리(9)  및  벨트(14)의  진동은  효과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벨트장력이 과도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면, 풀리(9)는 어느 한방향으로 피벗되어 벨트(14)의 장력을 일정
하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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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장력이 감소하면, 폴리(9)는 장력변동의 최소값이 장력조정스프링(13)의 스프링과 평형될때 까지 벨
트장력 작용방향으로 신속하게 피벗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치는 엔진속도의 변화에 발생되는 장력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장치는 엔진이 냉각 상태에서 시동될때 벨트의 어떤 갑작스런 느슨함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
다.

제4도는 마찰부재(17)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제4A도에 도시된 마찰부재(17)는 내부표면이 외부표면보다 더작은 마찰계수를 가지도록 플루오르 수지필
름(19)으로 피복된 캠표면(15)에 대향한 내부표면을 가지고 있다.

제4B도는 도시된 마찰부재(17)는 내부층(20)과 외부층(21)을 포함한 2중층을 가지고 있다.

내부층(20)은 저 마찰계수를 가진 엔진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외부층(21)은 고마찰 계수를 가진 엔진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상이한 마찰계수를 가진 재질로부터 마찰부재(17)의 내부 및 외부표면을 형성함으로써, 마찰부재(17)는 
풀리지지부(5)가 피벗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될 수 있다. 따라서, 풀리(9)는 벨트의 장력으로 더욱 
신속하게 변동될 수 있다.

상기 설명된 상이한 마찰계수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풀리지지부(5)는 고정축(1)의 재질보다 더 높은 마
찰계수를 가진 재질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또한 표면처리 즉 도금은 고정축(1)의 캠표면 및/또는 원통형부분(10)의 내주가 캠표면(15)보다 더 높은 
마찰계수를 가지도록 풀리지지부(5)의 원통형부분(10)의 내주에 적용될 수 있다.

풀리지지부(5)의 원통형부분의 내부표면은 비교적 큰 마찰계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전기 니켈도금과 같
이 처리되는 반면에 고정축(1) 상의 캠표면(15)은 몰리브덴 이황화물의 건성코팅 또는 몰리브덴 이황화물 
및 플루오르 수지의 복합 건성코팅될 수 있다.

상이한 마찰계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2개의 수단, 즉 상이한 물질을 사용한 하나의 수단 및 표면처
리 다른하나의 수단은 병합될 수 있다.

제5도 및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텐셔너의 다른 하나의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 도시된 풀리지지부(5)는 한쪽끝에 원통형부분(10)를 가지고 다른쪽 끝에 풀리(9)를 지지하는 
축(22)를 구비한 아암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원통형부분(10)는 고정축(1)상에 끼워진다.

쓰러스트 판(25)은 원통형부분(10)의 한쪽끝에 제공된 플랜지(23)과 고정축(1)의 끝면 사이에 또한 플랜
지(23)와 볼트(2)의 플랜지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고정축(1)은 외주표면상에 형성된 복수의 캠표면(15)을 가지고 있다.

웨지형공간(16)은 캠표면(15)과 원통형부분(10)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마찰부재(17)와 스프링(18)은 각각의 웨지형공간(16)내에 장착되어 있다.

풀리(9)는 베어링(8)을 통하여 축(22)상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푸리지지부(5)가 아암형상이므로, 풀리스트로크는 풀리(9)의 외경이 제한되더라도 
크게될 수 있다.

이것은 풀리(9)가 상당한 각도로 느슨해졌더라도 벨트(14)의 후속운동을 피벗할 수 있도록 벨트레이아웃
이 더욱 자유롭게 설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풀리(9) 및 원통형부분(10)가 대체로 동일 평면상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아암은 벨트(14)로부터 풀
리(9)로 전달되는 가압력하에 자유롭게 피벗운동을 한다.

따라서, 마찰부재(17)는 불규칙하게 연마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배열은 풀리(9)와 원통형부분(10)가 서로 공축으로 배치된 배열과 비교하여 볼때 원통형부분(10)
의 축방향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더큰 접촉표면을 가진 마찰부재(17)는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텐셔너는 탁월한 감쇠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정축, 상기 고정축 둘레에서 피벗가능하도록 상기 고정축 상에 지지된 풀리지지부, 상기 풀리지지부상
에 지지된 풀리, 장력을 벨트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상기 풀리지지부를 피벗하기 위한 장력전달수단, 다른
하나와 공축으로 배열된 원통형부분을 가진 상기 풀리지지부와 상기 고정축중의 하나, 웨지형공간이 캠표
면과 원통형부분 사이에 형성된 위치에서 캠표면을 형성한 다른 하나, 상기 풀리지지부가 느슨해진 벨트
에 피벗하는 방향으로 더좁은 상기 웨지형공간, 상기 각각의 웨지형공간내에 각각 장착되고 상기 웨지형
공간의 형상에 실절적으로 보완하는 형상을 가진 마찰부재, 및 상기 마찰부재를 상기 각각의 웨지형공간
의 좁은 면적으로 가압하기 위하여 상기 각각의 웨지형 공간내에 각각 장착된 스프링부재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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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자동텐셔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풀리지지부는 상기 고정축과 공축으로 배열된 원통형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고
정축은 캠표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텐셔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풀리지지부는 상기 풀리가 회전가능하게 지지되는 원통형 외주표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상기 고정축을 수용하는 보어로 형성된 편심링이며 상기 보어는 상기 원통형 외주표면의 중심으로부
터 오프셋된 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텐셔너.

청구항 4 

제1항에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풀리지지부는 한쪽끝에 원통형부분 및 다른쪽 끝에 상기 풀리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축을 구비한 아암형상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텐셔너.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캠표면은 나선형으로 뻗어 있거나 또는 상기 고정축의 축선으로부터 오
프셋 위치된 각각의 중심을 가진 원형통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텐셔너.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웨지형공간은 상기 마찰부재를 구비한 전체 접촉표면에 걸쳐서 
대체로 일정한 웨지 각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텐셔너.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마찰부재와 상기 각각의 캠표면 사이의 접촉부에서의 마찰계수
는 상기 각각의 마찰부재와 상기 원통형부분 사이의 접촉부에서의 마찰계수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텐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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