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Int. Cl.
6

B66C 1/02

(11) 공개번호   특2000-0005114

(43) 공개일자   2000년01월25일

(21) 출원번호 10-1998-0707755

(22) 출원일자 1998년09월29일

       번역문제출일자 1998년09월29일

(86) 국제출원번호 PCT/SE1997/00545 (87) 국제공개번호 WO 1997/36818

(86) 국제출원출원일자 1997년03월26일 (87) 국제공개일자 1997년10월09일

(81) 지정국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국내특허 : 아일랜드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30) 우선권주장 9601232-3  1996년03월29일  스웨덴(SE)  

(71) 출원인 아베 이니티오    얀 위센

스웨덴 에스-930 90 아르예플로그 박스 64

(72) 발명자 얀 위센

스웨덴 에스-930 90 아르예플로그 스트룀베겐 2

(74) 대리인 강동수, 강일우, 홍기천

심사청구 : 없음

(54) 수직적으로 매달린 상승튜브를 가지는 진공끌어올림기구

요약

본 발명은 내부의 공기압에 의존하여 신축 및 연장하고, 하부(5)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흡입컵의 형태
인 흡입기구(6)가 제공되는 수직으로 매달린 상승튜브(4)를 가지는 종류의 진공끌어올림기구에 관련된다. 

현재까지 흡입기구에서 밸브는 흡입기구를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밸브는 폐쇄될 때 상승되는 물체
(32)가 흡입에 의해 접합되기 위하여 진공원(7,20)을 상승튜브 내의 압력을 감소하기 위해 일정한 흡입용
량으로서 작동하도록 하고 그후 상승튜브는 물체가 상승되도록 수축된다.

상승높이를 제한하고 물체를 하강하고 해제하기 위하여 밸브를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과 공기의 제한된 
유입을 허용하는 것과 공기의 대량소비로 되는 밸브의 적어도 완전한 개방이 요구되어 왔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승튜브(4) 내의 소망하는 공기압에 직접 의존하여 진공원의 흡입용량을 제어하도록 
배치된 밸브(14,23)가 대신에 있다.

명세서

본 발명은 동반된 청구항 1항의 전문에서 진술되는 형식의 상부에서 매달린 수직상승튜브에 관련된다.

이러한 형식의 끌어올림기구는 예컨대 SE 451 834로서 알려져 있고, 상승튜브내의 공기압력이 조절될 수 
있어 상기 상승튜브의 하부의 상승 및 하강을 소망하는 방법으로 허용하도록, 주변공기가, 요구될 때, 상
기 상승튜브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상승튜브의 하부에 밸브기구가 제공된다. 이것은 흡착으로 물체
를 유지하고, 흡착기구와 상기 물체를 상승과 하강하고, 그리고 밸브기구의 도움만에 의해 상기 물체의 
운반함에 의해 상승기구의 작동의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귀착된다.

끌어올림기구의 이러한 알려진 형식에 대한 결점은, 진공기구, 진공펌프 또는 압축공기에 의해 구동되는 
배출기구는 부하의 가장 무거운 경우와 가장 빠른 상승 작동에 대한 크기인 최대 진공흐름으로서 내내 작
동된다는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상승작동이 1-2초 후 끝마침과 동시에, 상승된 물체와 흡입기구의 
가장자리 주위를 통하여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누출이 있는가에 따라 진공흐름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감소
된다. 이것은 공기를 진공원의 과 용량에 대응하여 상승튜브 내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승튜브 내에서의 진공수준은 증가하고 부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최대 상승높이 가지 상승한다. 들어온 모든 공기는 불필요하게 강한 펌프용량을 요구하고 작동비용 
뿐만 아니라 제조비용을 상승시키는 완전히 불필요한 펌프일을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규모의 진공흐름은 
정상적으로 팬(fan)을 사용하는 것을 필요하게 하고 압축공기에 의해 구동되는 간단하고 쉽게 적용 가능
한 배출기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언급된 결점들이 제거된 전문에서 언급되는 종류의 상승기구의 간단하고 경제적으
로 작동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본 발명에 따라 진공상승기구가 청구항에서 진술되는 특징을 획득함으로서 달성된다. 공기를 
밸브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는 알려진 방법으로 상승튜브에서 진공수준을 조절하는 대신에 본 발명은 흡입
원 또는 바꾸어 말하면 진공흐름의 흡입용량을 제어하기 위한 밸브를 사용함으로써 상승튜브를 제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술한다. 따라서, 진공흐름은 바로 그 상승작동 동안에 대량이지만 그 후는 상승튜
브 내로의 누출보다 대량이지 않다. 이는 청구항 2-5에 진술되는 다양한 방법에서 적절하게 획득되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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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발명은 이제 예로서 본 발명에 따른 기구의 다양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동반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개시될 것이며,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를 통한 세로부분이고, 도 2는 제 2 실시예의 측
면도이고, 그리고 도 3은 다른 실시예의 측면도이다.

도 1은 위에 트롤리(trolley)(2)가 이동하는 레일(1)을 도시한다. 상승튜브(4)의 상부(3)는 상기 트롤리
에 매달려 있다. 하부(5)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흡입컵(6)이 제공되고, 압축공기에 의해 구동되는 배출
기(7)를 구비하고 소음기(8)가 제공된 진공원과 공기 필터(9)가 상부(3)에 설치된다. 배출기(7)의 흡입측
은 채널(10)을 통하여 상승튜브의 내부에 연결된다. 배출기(7)는 배출기로부터 아래로 걸려 있는 루프
(13)을 통하는 압축공기튜브(11)로부터 구동되고, 압축공기튜브는 배출기에 연결되고 다른 끝단은 중앙 
압축공기 플랜트(plant)에 속하는 니플(nipple)(12)에 연결된다. 압축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
(14)는 루프의 최하부에 연결되고 수동으로 작동되는 조절수단(15)에 의하여 제어된다. 따라서 상승튜브
의 제어는 이전처럼 항상 최대 용량에서 배출기나 다른 진공원을 구동하는 대신에 상기 배출기에 대한 구
동공기의 압력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획득된다. 몇몇 경우에는 짧은 상승시간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할 때, 
상승단계를 위한 큰 배출기와 부하가 지속적인 상승수준에서 유지되는 한 진공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
동적으로 연결 가능한 작은 배출기인 2개의 배출기를 연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서, 부하가 지지대로부터 상승된 후, 공기와 에너지소비는 본질적으로 감소된다. 상승, 운
반 그리고 하강으로 구성되는 공기 공급사이클은 4초의 상승시간과 함께 약 40초 이상을 연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기구로써 43%에 달하는 공기공급사이클 동안 공기소비의 감소가 공지 기구와 비교하여 획
득된다. 

도 2에 도시된 기구는, 배출기(7)에 연결점에서 압축공기튜브(11)에 연결되고 배출기로부터 아래로 매달
린 바우던(bowden) 제어케이블(17) 등에 의해 밸브(14)에 연결되는 조절수단(16)에 의해 제어되도록 배치
된 밸브(14)에 의해 도 1에 도시된 기구와 다르다.

대안의  진공원은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전기모터(21)에  의해  구동되는  진공펌프(20)를  구성할  수 
있다. 채널(10)을 가지는 상승튜브(4)의 상부(3)는 흡입튜브(22)를 통하여 진공펌프(20)의 흡입측에 연결
된다. 모터(21)의 유동 소비량은 모터의 공급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속하는 유동 밸브(23)에 의해 조절되
고, 그 밸브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예컨대 바우던 케이블에 연결되는 조절수단(25)과 함께 바우던 제어케
이블(24)에 의해 원격조절 된다.

물론 본 발명은 여기서 기술되고 도시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되는 발명사상의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변용이 가능하다. 도 3에 따른 실시예에서 흡입튜브(22)는 대안으로서 상기에 기술
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흡입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흡입튜브에 연결된 밸브(14)를 가지고 중앙 흡입
회로에 연결되어질 수 있다. 나아가, 모든 실시예에서 상승튜브의 하부는 흡입컵 이나 흡입컵들로 구성되
는 흡입기구의 조작을 위한  핸들(30) 및 핸들에 연결되고 흡입기구의 신속한 하강을 달성하고 흡입기구
에 의해 조작되는 물체의 해제를, 특히 물체가 공기 불침투성 물체일 때,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
를 상승튜브 내로 통과하게 하기 위한 수동으로 조작되는 밸브(31)가 제공되어질 수 있다. 또한 전기모터
에 의해 구동되는 진공펌프는 물론 도 1과 도 2에서 배출기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상승튜브의 상부(3)의 
정상 위에 배치될 수 있다. 나아가, 도 3에서 모터 구동 진공펌프는 배출기구로 대체될 수 있다. 흡입튜
브(22)의  연결뿐만  아니라  상승튜브의  상부(3)에  있는  요소는  또한  상승튜브의  하부(5)로  이동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 끝단에서 매달리고, 진공원(7,20)에 연결되고, 하부 끝단(5)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흡입컵(6)이 
제공되는 수직 상승튜브(4)를 가지고, 흡입컵은 상승튜브 내의 현재의 공기압의 크기에 의존하여 축 방향
으로 신축 및 연장하고, 공기압은 조절수단(15,16,35)에 의해 작동되는 밸브(14,23)로써 수동으로 조절되
는 진공끌어올림기구에 있어서,

상기 밸브(14,23)는 진공원(7,20)의 흡입용량을 제어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끌어올림기
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원은 압축공기에 의해 구동되는 배출기구를 포함하며, 조절수단(15,16)에 의
해 작동되는 상기 밸브는 상기 배출기구로의 압축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끌어올림기구.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기구(7)는 그것의 밸브(14)와 함께 상기 상승튜브(4)의 상부(3)에 설치되고, 
상기 밸브는 상기 밸브의 원격조절을 위해 상기 밸브로부터 아래로 연장되고, 조절수단(16)이 접속된 기
구(17), 예컨대 바우던(bowden)제어케이블에 의하여 작동되고, 여기에 조절수단(16)이 접속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진공끌어올림기구.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기구(7)는 상기 상승튜브의 상부(3)에 접속되고, 상기 배출기구로의 압축공
기튜브(11)는, 상승튜브의 상부(3)에 접속되고, 그곳에서부터 루프(13)의 형태로 상기 상승튜브의 하부
(5)의 높이까지 아래로 연장되고, 그 곳에서 상기 밸브(14)와 압축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조절수단(15)
이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끌어올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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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진공원(20)은 전기모터(21)에 의해 구동되고, 상기 조절수단(25)에 의해 작동되
는 상기 밸브(23)는 상기 모터(21)의 속력을 제어하고 이에 의해 상기 진공원(20)의 흡입용량을 제어하도
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공끌어올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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