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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젤 엔진과 같은 내연기관(M)에 있어서 사이클에 맞춰 정확한 시간에 실린더에 윤활유를 급유하기 위한 

윤활유 급유 펌프장치(P)에 관한 것이다. 상기 펌프장치는 작동 피스톤(22)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윤활유 급유점 연

결부들에 배치되어 윤활유의 공급을 측정하도록 조절될 수 있는 작동 스트로크의 수단에 의해 공급 및 복귀 사이클에

서 앞뒤로 구동될 수 있는 다수의 정량 피스톤들(25)을 구동하게 되며, 자기적으로 작동되는 제어밸브(V)가 상기 작

동 피스톤의 오일 제어회로에 제공된다. 상기 작동 피스톤(22)은 오일 제어회로에 의해 공급 사이클 및 복귀 사이클 

양자에서 순서대로 유체압력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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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전제부에 개시된 것과 같은 윤활유 펌프 조립체(aggregate)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스위스특허공보 제673 506호에 의해 공지된 윤활유 펌프 조립체의 작동 피스톤(actuating piston)은 그의 운반 스트

로크(conveying stroke) 동안에 유체역학적으로 작동된다. 상기 작동 피스톤의 복귀 스트로크(return stroke)는 리

턴 스프링(return spring)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량 피스톤(dosing piston)들은 상기 작동 피스톤에 의해 운반방향

으로 밀리게 되며, 반면에 리턴 스프링들은 흡입 스트로크를 위해 제공된다. 윤활유는 높은 위치에 배치된 탱크(tank)

와 서로 통하는 환상 챔버(annular chamber)로부터 입구 밸브들(inlet valve)을 경유해 정량 실린더들(dosing cylind

er)에 흡입된다. 작동 피스톤의 위치는 기능을 감시하기 위해 감지된다. 부가적으로, 광학적/전기적 기능 감시수단이 

적어도 몇 개의 급유점 포트(lubricating point port)들에 연관된다. 1회분 투입량(dose)은 상기 작동 피스톤의 스트

로크 하사점(lower dead point)에 대한 조절 가능한 제동장치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된다. 작동 피스톤과 정량 피스

톤의 복귀 스트로크의 타이밍 및 경로는 리턴 스프링들의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높은 윤활유 급유 주기를 제

어 하는 데에 곤란함을 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상기 작동 피스톤 및 정량 피스톤들의 변위(displacement) 저항이 외

부의 영향, 예를 들면, 마모 또는 그와 유사한 것들로 인해 변화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리턴 스프링들이 피로하게 되기

때문이다. 빠른 복귀 스트로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반 스트로크가 동역학적으로 종결되어지는 시점에서 전달 스

트로크의 끝단에서 최고의 저항을 리턴 스프링들이 제공하는 경사가 급한 특성을 갖는 점진형 리턴 스프링들이 이용

된다. 그러나 이것은 윤활 기능의 동역학적 특성을 상당히 제한하게 되어 심각한 동력손실로 귀착된다.

'만-베베(MAN-BW)'사의 데이터 자료 'L/9378-6.2/05 99'에 의해 공지되어 있는 윤활유 펌프 조립체에 있어서의 

정량 피스톤은 그것의 축이 작동 피스톤의 축에 평행하게 그의 후방에서 배열되어 있음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한 작동

피스톤을 포함하는 하우징(housing)은 말단 고정부와 제어용 센서(control sensor)를 구비하는데, 이들로 인해 상기 

고정부가 하우징으로부터 해체되어야 할 때에는 수리 또는 정비를 위하여 상당한 작업자의 노력을 초래하게 된다. 작

동 피스톤 및 정량 피스톤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하우징에 플랜지가 형성된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를 구

비한 하나의 공통 오일 회로(oil circuit)가 제공된다. 상기 복귀 스트로크가 강력한 리턴 스프링에 의해 수행되는 동안

상기 작동 피스톤은 배타적으로 그의 전달 스트로크 중에 유체역학적으로 작동된다. 작동 피스톤과 정량 피스톤들의 

변위 저항을 변화시킴으로써, 상기 리턴 스프링에는 마찰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 리턴 스프링의 조절 불가능한 피로작

용은 조절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복귀 스트로크의 타이밍과 경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소기관의 소정의 동작조건

에 요구되는 강력한 윤활 동력 또는 의도하는 고도의 윤활 주기에 대한 기계적인 제한을 형성하게 된다. 상기한 공통 

오일 회로는 바람직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윤활유가 종종 높은 점성과 저급의 품질을 갖게 되고 상당한 오염성분을 

갖게 되어 이동하는 부품들에 있어서의 마모를 증가시키고 윤활 기능의 동역학적 특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정비가 편리하며, 윤활유의 급유 주기의 정확한 제어를 고도로 높은 

빈도의 급유 주기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유니트)를 제공함에 있다.

전술한 본 발명의 목적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특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엔진 사이클(engine cycle)에 정확하게 연동하여, 특히 디젤엔진과 같은 

연소기관(M)에서 실린더(cylinder)에 윤활유를 급유하기 위한 급유 펌프 조립체(P)로서, 각각의 급유점 포트들에 속

하는 다수의 윤활유 토출용 정량 피스톤들을 일반적으로 구동하는 작동 피스톤(actuating piston)을 포함하고, 상기 

작동 피스톤은 전달 및 복귀 사이클에서 동작 스트로크(working stroke)를 따라 왕복식으로 구동되며, 상기 동작 스

트로크는 윤활유 토출량을 정량하기 위해서 조정 가능하며, 솔레노이드 작동 제어 밸브(V)가 상기 작동 피스톤의 제

어 오일 회로에 제공되는 급유 펌프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작동 피스톤은 전달 사이클과 복귀 사이클을 위한 제어 오

일 회로로부터 유체역학 적으로 번갈아 작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를 제공

한다.

작동 피스톤은 양 스트로크 방향으로 유체역학적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복귀 사이클(return cycle)들의 타이밍(timin

g) 또는 지속시간 조차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복귀 사이클의 지속시간에 있어서 작동 피스톤과 정량 피스톤(dosin

g piston)들의 변위 저항(displacement resistance)을 변화시키는 것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된다. 상기한 펌프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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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윤활유 급유 주기 또는 고도의 윤활 기능 동역학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문제없이 오랜 지속시간 동안 동작될 

수가 있다. 펌프 조립체의 동작 안전성이 리턴 스프링(return spring)의 제거로 인해 향상됨과 동시에 동력손실이 최

소화되고 윤활 작용이 정확하게 조절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간편한 구조의 조립체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작동 

피스톤의 이러한 단순한 유체역학적 작동 덕분에 본 발명은 상기한 펌프 조립체에 대한 기계적인 접근이 필요 없이 

요구에 따라 그에 인가된 유체역학적 압력에 의해 작동 피스톤을 위한 작용력이 효율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상기 작동 피스톤이 동작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유체역학적인 스트로크 단부 위치 감쇠(hydraulic stroke end

position damping) 장치들이 제공된다. 이것은 또한 낮은 동작소음을 초래한다. 전환 밸브(switch-over valve)는 작

동 피스톤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람직하게는 고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높은 급유 주기(빈도)에서도 

펌프 조립체의 정확한 순환동작을 가능케 하는 4/2-방식 방향성 제어 밸브로서 작용한다.

구조적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상기 제어 밸브는 스프링의 힘에 반대 방향으로 스위칭 솔레노이드(switching solenoid

)에 의해 전환되는데, 그것은 이러한 스프링의 힘에 의해 원래의 위치(home position)로 복귀하게 된다.

전달 스트로크 및 복귀 스트로크 양자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조정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스위칭 솔레노이드들에 의

해 상기 제어 밸브의 양 제어 위치들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게 될 수 있다.

편의상, 상기 감쇠(damping) 장치들은 두 개의 구성요소들로 구성되는데, 그 중의 하나는 고정된 상태이고 다른 하나

는 작동 피스톤에서 제공된다. 예를 들면, 작동 피스톤에서는 경사각이 가파른 돌출부(dive-in projection)가, 하우징

에서는 동일한 형의 오목한 부분(dive-in recess)이 바람직하다. 상기 스트로크의 단부에서 상기 다이브-인 형상의 

돌출부와 오목한 부분 사이에 제어 오일(control oil)이 압축됨으로써 작동 피스톤은 기계적인 충격이 없이 급속하게 

감속될 것이다.

간결한 구성을 위한 관점에서 감쇠장치의 구성요소들 중의 적어도 하나는 작동 피스톤을 위한 조절 가능한 스트로크 

단부 억제장치(end stop)를 또한 정의하도록 구성되며, 바람직하게는 중공의, 나삿니의 형성이 가능한 슬리브(sleev

e)로 이루어진다. 상기 슬리브는 1회분 투입량의 연속적인 변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른 방식으로는, 단계적으로 투

입량을 변경하도록 해주는 억제장치 슬리브(stop sleeve)가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달 스트로크의 경로는 슬리브에 있는 스로틀 개구(throttling aperture)를 사용하여 유체역학적으로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정비의 편안함을 위해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생산성의 관점에서, 내장된 능동형 요소들을 구비한 하우징은,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배관들을 위한 말단 고정부(terminal fixation)가 없이 미리 제조된 구조 유닛을 형성하는

데, 말하자면, 펌프 조립체의 중심부를 형성하게 된다.

간편한 구조적 형태 및 감소된 이동의 크기는 일군의 정량(dosing) 피스톤들의 중간에 있는 작동(actuating) 피스톤

의 위치로부터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축 높이의 위치에 기인한다. 이러한 배열은 양호한 윤활 작용의 동역학적

원리를 달성함에 이바지한다.

상기한 구조적 유닛(장치)은 다양한 유동 경로만을 포함하는 수동형 구성요소인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에 장착

되며, 여기에는 추가적인 배관설비들을 연결하기 위한 단말 고정장치들이 제공된다.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정비작업

의 필요시 상기 구조 유닛은 간단한 방식으로 어떠한 단말 고정장치들의 나사를 풀지 않고 상기베이스 플레이트로부

터 제거될 수 있다. 이것은 상기한 구조 유닛의 교체가 단지 몇 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분의 구성요소를 구비할 

필요가 없게끔 해준다. 상기한 수동형 베이스 플레이트에 있어서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더욱

이, 이러한 개념은 다른 급유 조건들, 예를 들면, 더 크거나 더 작은 윤활유 투입량에 적합한 펌프 조립체의 작동시의 

조건변경에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단지 교체가 가능한 구조 유닛만이 능동형 이동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편의상, 작동 피스톤 및 정량 피스톤들의 기능은 급유점 포트를 모니터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 감시장치 부재에 의

해 검사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바람직하게는, 각각의 급유 사이클 내에서 이동되는 한편, 검사경(inspection glass

)을 통해서 검사되거나/검사되며 전기적 센서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모니터 장치가 사용된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

으로서, 하나의 전기적 유속 센서(electronic flow sensor)가 장착될 수도 있다.

상기한 하우징은 제어 오일 회로와 윤활유 급유 회로용 통풍 조립체(venting assembly)를 분리시킨다. 각각의 회로

에 대한 통풍은 분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통풍 조립체들은 공기의 함유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거될 수 

있는 위치에, 즉 작동 피스톤 또는 정량 피스톤들에서 직접적으로 배열된다.

상기한 펌프 조립체는 몇 개의, 모듈과 같이 조합된, 단일한 교체 가능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다. 고장을 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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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고가의 흡입 밸브(suction valve)들은 정량 실린더(dosing cylinder)들의 슬롯 포트 제어(slot port control)에 

의해 제거된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상기 슬롯 포트 제어 때문에, 상기한 펌프 조립체는, 이러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적

으로 그렇듯이 윤활유가 높은 위치에 위치한 탱크로부터 공급되어 기본적으로 소정의 압력, 예를 들면 1 내지 2 바(b

ar) 정도의 압력을 생성하도록 할지라도, 부가적인 안전성 측면을 제공하는 윤활유 회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작동

준비(self-priming)가 이루어진다. 상기 슬롯 포트 제어 덕분에 흡입 밸브와 비교하여 고도의 동역학적 특성으로 매

우 높은 점성을 갖는 오일을 상기 오일을 가열하지 않고서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제공된다.

극도로 낮은 온도 및/또는 고도로 점성인 오일인 경우의 동작조건을 위해서 는 적어도 상기한 베이스 플레이트는 적

어도 하나의 가열 카트리지(heating cartridge)를 통합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선택적으로, 상기한 하우징조차 하나

의 가열 카트리지의 삽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제어 밸브에서의 수동 작동장치는 비상 상황에서 편리하다. 이것은 또한 전자장치 없이 윤활 시스템의 동작을 개시하

는 것을 가능케 하여준다.

펌프 조립체의 모든 능동형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하우징을 갖는 상기한 구조 유닛의 개념은 펌프 조립체를 

상이한 급유 조건들에 적합하게 적응시키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정량 피스톤들을 구비한 펌프 받침대(pump foot)는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은 치수의 정량 피스톤들을 가지며 이들 정량 피스톤들이 그에 삽입되도록 구성된 다른 펌프 받

침대에 관련되는 하우징 및 작동 피스톤들과 어울리게 구성된 다른 펌프 받침대로써 대체될 수도 있다.

여분의 장치를 위한 필요사양은 설치를 위해 동일한 베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제2의 구조 유닛 및 제2의 제어밸브

에 의해 간편한 방식으로 또한 구조상의 노력을 덜 들이고도 달성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연소기관, 예를 들면, 디젤엔진의 실린더 급유(윤활) 시스템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에 사용된 것과 같은 윤활유 펌프 조립체의 측면도;

도 3은 작도평면에 평행한 절단면으로 도 2의 펌프 조립체의 종단면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도 3의 단면도에 대하여 회전된 상태의 수직 단면도;

도 5는 우측 및 좌측 절반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수직 단면을 도시하는 도면; 그리고

도 6은 상기한 도 2 내지 도 5에 도시된 펌프 조립체의 오일 제어회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그의 특정한 실시예에 관하여 예시적인 방법으로 더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

도 1에서 엔진 M의 다수의 실린더 급유점(cylinder lubricating point)들 1의 윤활유 공급을 위한 연소기관 M, 예를 

들어 디젤엔진의 실린더 윤활유 급유 시스템 A의 일부가 제공되는데, 여기서는 그의 실린더 급유점 1만이 예시되어 

있다. 엔진의 동작 사이클에 동기하여 실린더에 급유하기에 적합한 실린더 급유 시스템 A에 있어서 펌프 조립체(pum

p aggregate) P가 제공된다. 이것은 윤활유(물질)가 엔진 제어부 CU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피스톤 K의 피스톤 스트

로크 단계로 정확하게 사이클에 따라서 정량되며,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상기 피스톤 K의 피스톤 개스킷이 급유

점 1에 도달할 때, 또는 그의 바로 전후에, 또는 피스톤 스트로크 운동에 따라서는 피스톤 냉각 범위가 상기 급유점 1

과 정확히 정렬될 때 정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상기 급유 펌프 조립체 P는 매우 정확하게, 예를 들면 엔

진 제어부 CU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데, 이로써 피스톤 스트로크 당 적어도 한번 또는 선택된 피스톤 스트로크 또는 

피스톤 사이클 동안에만 급유가 이루어진다. 여 기서, 특히 엔진 M의 전(full) 부하 시에는 매우 높은 주기(빈도)의 급

유가 이루어진다.

상기 윤활 펌프 조립체 P의 급유점 포트(lubricating point port) 3은 급유 라인 2에 의해 상기 급유점 1에 연결된다. 

하우징 4, 펌프 받침대(pump foot) 5, 및 그에 포함된 능동형 요소들(나중에 기술됨)은 상기 윤활 펌프 조립체 P에 있

어서 미리 제조된 구조 유닛 B를 구성하는데, 이 구조 유닛 B는 하나의 블록 6의 형태를 갖는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G 상에서 교체가 가능하게 제공된다. 제어 오일을 위한 연결부뿐만 아니라 단말 고정부 및 급유점 포트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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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기한 베이스 플레이트 G에 전적으로 제공된다. 더욱이, 스위칭 솔레노이드 8을 구비하는 제어 밸브 7이 베이스 

플레이트 G에 또한 제공된다. 상기 스위칭 솔레노이드 8은 제어 라인 9에 의해 엔진 제어부 CU로 연결된다. 윤활유

는 더 높은 위치에 배열된 탱크 H에 저장된다. 탱크 H는 라인 10을 통해서 베이스 플레이트 G의 포트 11에 연결된다.

제어 오일은 공급 펌프 14와 라인 13에 의해 베이스 플레이트 G의 압력 포트 12로 인가된다. 제어 오일을 위한 탱크 

T 또는 리턴 라인은 또한 베이스 플레이트 G에 연결된다. 안전상의 이유로 제2의 구조 유닛 B' 및 제2의 제어 밸브 V

'가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제공될 수도 있으며(여분의 필요사양에 해당됨), 여기서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 G 또는 6은 

그에 상응하게 설계된다. 이러한 선택사양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해당 측면은 일반적인 블라

인드(blind) 플레이트(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덮개가 형성되어도 좋다.

도 2의 윤활 펌프 조립체 P의 측면도는 하우징 4의 측면으로 분리된 통풍 조 립체들 19 및 20, 예를 들면, 통풍 스크

루(venting screw)들이 윤활유 회로와 제어 오일 회로를 분리해 통풍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음을 예시한다. 제어 밸

브(control valve) 7은 수동식 작동장치 15를 구비한다. 상기한 베이스 플레이트 G의 블록 6에는 제어 오일 및 윤활

유를 위한 상응하는 유동 통로들이 뚫려져 있다. 기능 모니터 장치(function monitoring assembly) U는 상기 급유점 

포트 3에 연관되도록 구성된다. 이 경우, 예를 들면, 모니터 부재 16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상기 모니터 부재(monitor

ing body) 16이 상기 블록에 제공된 검사경 부재(inspection glass body) 17'와 상부 세로 구멍(upper longitudinal 

hole) 17에 의해 시각적으로 검사될 수 있고 그리고/또는 전자식 센서 18, 예를 들면, 접근 센서(proximity sensor)에

의해 전자식으로 모니터될 수 있도록 배열되어 각각의 급유 사이클 동안 동작된다. 전자식 유속 센서가 부가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도 3의 단면도에 따르면, 상기 제어 밸브 7에 의해 전적으로 유체역학적으로만 상호간의 이동(변위)을 위해 구동되는

작동 피스톤(actuating piston) 22를 포함하는 하우징 4에는 동작 챔버(working chamber) 21이 제공된다.

상기한 작동 피스톤 22의 양쪽 스트로크 종단 위치들은 각각, 예를 들면, 가파른 각도로 이루어진(dive-in 형의) 돌출

부 24 및 동일형의 오목한 부위 23으로 이루어진 유체역학적인 종단 위치 감쇠용 조립체들 D에 의해 확실하게 형성

된다.

상기한 펌프 받침대 5는 하부 측면으로부터 상기 챔버 21로 밀봉 방식으로 삽입된다. 상기 펌프 받침대 5는 상기 작

동 피스톤 22를 에워싼 그룹에서 상기 작동 피스톤 22의 축에 평행하게 배열된 다수의 정량 피스톤들을 포함한다. 상

기 정 량 피스톤들 25는 상기 작동 피스톤 22의 단부 플랜지(end flange) 27에 매달린 단부 부품들 26을 구비한다. 

상기 작동 피스톤 22를 위한 실린더 구멍(cylinder bore) 28은 상기 펌프 받침대 5에 형성된다.

도 3의 하부 끝단 위치 감쇠(damping) 장치 D는 조절이 가능한 방식으로 상기 작동 피스톤의 각각의 하부 끝단 위치

를 정의하기 위하여 블록 6에서 지점 30에 나삿니 형성이 가능하게 제공된 중공 슬리브(hollow sleeve) 29와 결합된

다. 작동 피스톤의 최대 스트로크 양은 22에 의해 가득 찬 실선으로 지시되는 반면에, 상기 슬리브 29의 조절 후에 달

성되는 것과 같은 최소 스트로크 양은 점선으로 지시된다. 더욱이, 주위를 에워싼 밀봉체(sealings)를 갖는 슬리브는 

상기 펌프 받침대 5와 상기 블록 6 사이에서의 접합부 갭(gap)의 효과적인 밀봉상태를 제공하게 된다. 제어 오일 채

널(control oil channel) 31은 상기 슬리브 29의 하부 끝단으로부터 상기 제어 밸브 7로 연장된다. 스로틀 구멍(thrott

ling aperture) 42가 상기 슬리브 29에 제공될 수 있다.

환상 챔버(annular chamber) 32는 상기 하우징 4 및 상기 펌프 받침대 5 사이에 형성된다. 상기 환상 챔버 32는 상기

윤활유 포트 11에 연결되고, 또한 단일한 슬롯 또는 공통의 주위로 연장되는 슬롯(윤활유를 위한 흡입영역)을 경유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기 정량 피스톤들 25를 포함하는 상기 정량 실린더들 34에 연결된다. 상기한 블록 6에 있

는 상기 제어 오일 채널 31의 드릴 구멍 입구는 플러그(plug) 33에 의해 막혀진다. 상기 제어 밸브 7에 연결된 상기 

압력 포트 12가 도 3에 나타나 있다. 상기 슬리브 29 및 그의 스로틀 개구 42는 제어 오일 회로에 있 어서의 하나의 

유속 스로틀 부재(flow throttling organ)를 형성할 수도 있다.

압력 밸브(pressure valve)들 35는 도 4의 상기 펌프 받침대 5에서 상기 정량 실린더들 34의 하단부들에 제공된다. 

상기한 블록 6의 윤활유 채널(lubricating oil channel) 37은 각 압력 밸브 35(도 5)의 하류에서부터 각각의 급유점 

포트로, 예를 들면, 급유점 포트 3으로 연장되는데, 그의 기능 모니터링 장치 U는 도 5에서 단면도로 예시되고 있다.

상기 펌프 받침대 5는 미리 제조된 구조 유닛 B의 텐셔닝 스크루(tensioning screw)들 38에 의해 도 5의 상기 하우

징 4와 연결된다. 상기 구조 유닛 B는 각각의 유동 경로들, 예를 들면,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 6으로부터 상기 작동 피

스톤 22의 하우징 챔버 21의 상측 일부분으로 연장되는 제어 오일 채널 36(도4 참조)뿐만 아니라 상기 정량 피스톤들

25 및 상기 작동 피스톤 22를 포함한다. 상기 구조 유닛 B는 상기 하우징 4와 상기 펌프 받침대 5를 관통하는 상기 

텐셔닝 스크루들 39에 의해 베이스 플레이트 G의 블록 6에 분리 가능하게 고정된다.

도 6에 도시된 작동 피스톤 22의 제어 오일 회로는 제어 밸브 V로서 하나의 4/2 방식 방향성 제어 밸브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 밸브 V는 스프링 40의 힘에 반대 방향으로 스위칭 솔레노이드(switching solenoid) 8에 의해 도시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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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위치로부터 지시된 제2 제어 위치로 전환되며, 상기 스위칭 솔레노이드 8의 탈자기화(demagnetization) 후에는

상기 스프링 40에 의해 상기한 제1 제어 위치로 후속해서 복귀된다. 상기 스프링 40 대신에 제2의 스위칭 자석 8'이 

반대 방향으로 동작하도록 제공될 수도 있다. 제어 오일 라인 13이 그에 연장되는 상기 압력 포트 12는 상기한 하우

징 챔버 21에서 상기 작동 피스톤 22의 피스톤 부분에 직접 연결되는 반면에, 상기 챔버 21의 피스톤 봉 부분은 동시

에 탱크 T에 압력 방출된다. 이것은 도면 3, 4 및 5에서의 예시에 해당하는 작동단계이다. 반대로, 제2 제어위치(도6 

참조)에 있어서 공실 21의 피스톤 봉 부분은 압력 포트 12에 연결되는 반면에, 상기한 챔버 21의 피스톤 부분은 탱크 

T에 압력 방출된다.

유체역학적인 압력조절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작동 피스톤 22는 그것이 상기 슬리브 29에서 감쇠될 때까지 도 4에

서 아래쪽으로 밀리게 된다(전달 스트로크). 이로써 상기 작동 피스톤 22는 모든 정량 피스톤들 25를 끌어당기게 된

다. 각각의 정량 피스톤 25는 상기 압력 밸브 35를 경유하여 블록 6의 해당되는 윤활유 채널 37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는 해당하는 급유점 포트, 예를 들면, 도 5에 예시된 급유점 포트 3으로, 상기 슬롯 32를 통과한 다음에, 상기 정량 실

린더 34에 포함된 윤활유를 방출하게 된다. 상기한 모니터링 부재 16은 도 2에 점선으로 지시된 위치로 이동(변위)된

다. 이러한 변위는 상기 세로 구멍 17을 통해 시각적으로 검사될 수 있으며 또는 상기 전자식 센서 18에 의해 기록되

도록 하여도 무방하다. 상기 센서 18에 의해 발생된 신호는 매우 높은 급유 주기를 갖는 경우에 상기 스위칭 솔레노이

드 8을 탈-자기화(demagnetize) 하기 위하여 일종의 확인수단으로서 기록된다. 그 다음, 상기 제어 밸브 7은 다른 제

어위치로 조절되는데, 이로써 상기 작동 피스톤 22의 하부 측면은 상기 작동 피스톤 22가 도 4에 도시된 그의 본래의

위치로 복귀되도록 제어 오일 채널 31로부터 압력에 의해 작동된다. 상기 작동 피스톤 22가 복귀하는 동안에 상기한 

정량 피스톤들 25는 흡입 사이클을 수행할 것이 며, 이로써 상기 정량 실린더들 34가 최종적으로 다시 채워질 것이다.

베이스 플레이트 G로부터 상기 구조 유닛 B를 제거한 연후에 상기 슬리브 29는 소정의 회전공구 수단을 이용해 투입

량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나삿니가 형성될 수도 있다.

윤활 펌프 조립체 P의 단일한 기본개념을 가지고서 상이한 윤활유 급유 조건들을 맞추기 위하여 상기한 펌프 받침대 

5는 동일한 외부 크기를 갖지만 더 크거나 작은 정량 실린더들 34를 구비하는 또 다른 펌프 받침대에 의해 대체되어

도 좋다. 이러한 경우에 정량 피스톤들 25는 상이한 크기의 정량 실린더들 34에 적합한 다른 정량 피스톤들로써 교체

될 필요가 있다.

제어 오일 회로는 윤활유 회로와 서로 분리된다. 양자의 회로들은 상이한 오일 유형으로써, 예를 들면, 각자의 임무에

따른 최적 점성을 갖는 오일 종류들로써 동작되어도 무방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높은 급유 주기에서도 윤활유의 급유 주기의 정확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윤활유 펌프 조립체를 제공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엔진 사이클에 정확하게 연동하여, 특히 디젤엔진과 같은 연소기관(M)에서 실린더에 윤활유를 급유하기 위한 급유 

펌프 조립체(P)로서, 각각의 급유점 포트들에 속하는 다수의 윤활유 토출용 정량 피스톤들(25)을 일반적으로 구동하

는 작동 피스톤(22)을 포함하고, 상기 작동 피스톤(22)은 전달 및 복귀 사이클에서 동작 스트로크를 따라 왕복식으로 

구동되며, 상기한 동작 스트로크는 윤활유토출량을 정량하기 위해서 조정 가능하며, 하나의 솔레노이드 작동 제어 밸

브(V)가 상기 작동 피스톤의 제어 오일 회로에 제공되는 상기 급유 펌프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작동 피스톤(22)은 전달 사이클과 복귀 사이클을 위한 제어 오일 회로로부터 유체역학적으로 번갈아 작동이 가

능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 피스톤(22)을 위한 유체역학적 스트로크 끝단 위치 감쇠장치들(D)이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밸브(V)는 전환 제어 밸브(7), 바람직하게는 4/2 방식의 방향성 제어 밸브임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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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밸브(V)는 스프링의 힘(40)에 반대인 스위칭 솔 레노이드(8)에 의해 제1의 제어위치로부

터 제2의 제어위치로 조정 가능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밸브(V)는 각각의 스위칭 솔레노이드(8, 8')에 의해 두 개의 제어 위치들의 각 위치로 조정

가능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각각의 유체역학적 스트로크 끝단 위치 감쇠 장치(D)는 각 스트로크 끝단 위치에서 일정 모양에 맞

게 제조함으로서 서로 협동하는 두 개의 요소들, 바람직하게는, 상기한 작동 피스톤(22)에서 또는 상기 작동 피스톤을

포함하는 하우징(4)에 제공된 가파른 각도로 형성된(dive-in 형의) 하나의 돌출부(24)와 그와 동일한 유형의 오목한 

부분(23)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감쇠 장치(D)의 일 구성요소는 조정 가능한 스트로크 말단 억제장치, 바람직하게는 나삿니의 

형성이 가능한 슬리브(29)로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29)는 스로틀(throttling) 개구(42), 바람직하게는 교체 가능한 스로틀 개구 삽입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 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 피스톤(22)의 하우징(4)은 정량 실린더들(34) 및 배출 밸브들(3

5)을 포함하는 펌프 받침대(5)와, 상기 작동 피스톤(22)의 축에 평행한 작동 피스톤(22) 부근의 그룹에 배열된 정량 

피스톤들(25)을 포함하고, 또한 상기 하우징(4) 및 상기 펌프 받침대(5)는 윤활유 채널들 및 제어 오일 채널들을 포함

하는 펌프 조립체(P)의 조립식이며 제거 가능한 구조 유닛(B)을 공통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

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 유닛(B)은 베이스 플레이트(G, 6)에서 분리 가능하게 제공되고,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G, 

6)에는 급유점 포트들, 제어밸브(V)용 장착영역, 제어 오일 채널들 및 윤활유 채널들, 제어 압력 포트들, 제어 오일 탱

크 포트, 그리고 입구 고정부재들 및 배출구 고정부재들이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 피스톤(22) 평행한 정량 피스톤 그룹의 내부에서, 본질적으로 정량 피스톤들(25)의 축의 

연장선 안에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광학적 및/또는 전자식 기능 모니터링 장치(U)가 상기한 

베이스 플레이트(G,6)에서 적어도 하나의 급유점 포트(3)에 연관되고, 바람직하게는 이동식 모니터링 부재(16)와 검

사용 유리몸체 부재(17') 및/또는 접근(proximity) 센서 및/또는 유속 센서와 같은 하나의 전자식 위치 센서(18)를 포

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다수의 통풍 조립체들(19,20)이 제어 오일 회로 및 윤활유 회로용 하우징

(4)에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정량 실린더들(34)은 그들의 흡입부 측면에서 슬롯 제어되고, 상기 

정량 실린더들(34)은 상기 하우징(4)과 펌프 받침대(5) 사이에 형성된 환상 챔버(32)에 연결되고, 상기 환상 챔버(32)

는 제어 오일 회로로부터 분리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열 카트리지용 소켓(41')이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G,6)에 제공됨을 특

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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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밸브(V,7)에 수동식 작동 장치(15)가 구비됨을 특 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17.
제1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이한 크기의 정량 실린더들(34) 및 정량 피스톤 세트들(25)을 포함하

는 여러 가지의 동일 크기 펌프 받침대들(5)이 상기한 구조 유닛(B)에 속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오일 회로 및 윤활유 회로에 연결된 제2 구조 유닛(B') 및 제2 

제어 밸브(V')는 기능 가능한 조건에서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G,6)에 제공되고,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2 구조 유

닛 및 제2 제어 밸브가 제1구조 유닛(B)의 설치 측면에 대향하는 베이스 플레이트(G,6)의 일 측면에 제공됨을 특징으

로 하는 윤활유 급유 펌프 조립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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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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