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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용 입구부 컨베이어

요약

    
타이어의 균일성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 타이어를 이송하기 위한 입구부 컨베이어는 타이어 센터링 메커니즘(300)과 타
이어 테스트부(12)로 타이어(20)를 전달하기 위한 한 쌍의 컨베이어 벨트(202)를 포함한다. 타이어(20)가 손쉽게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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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딩되는 롤러를 구비하는 고정된 컨베이어는 센터링 메커니즘(300)을 지지하는 프레임에 고정된다. 컨베이어 벨트
(202)는 제각각의 풀리(220)의 주위에 걸쳐지며 캔티레버(cantilever) 방식의 센터링 메커니즘(300)에 고정되며 이
로부터 멀리 확장하는 지지 레일(210)에 의해 지지된다. 컨베이어 승강기는 상기 고정된 컨베이어 상에 안착하는 타이
어(20)와 맞물리거나 분리하도록 지지 레일(210)과 컨베이어 벨트(202)를 들어올리거나 낮추기 위해 프레임 유니트
에 대해 들어올려지거나 낮춰진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컨베이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타이어의 균일성(uniformity) 테스트 시스
템을 통해 타이어를 수송하기 위한 입구부 컨베이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타이어의 제작에 있어서, 타이어의 치수에서 다양한 불규칙성 및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치수의 불규칙성은 
성형 공정의 부정확, 타이어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및 복합물의 특성 변화, 부정확한 중심 맞추기, 및 경화 공정의 변
화, 및 기타 등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제작 동안에, 홀로 또는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이어의 가
능한 불규칙성 및 변화의 모두는 타이어의 편심률(eccentricity), 정적 및 동적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사용중 
타이어의 진동 또는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변화를 피할 수 없게 한다.
    

    
우선 타이어의 변화를 측정하고 타이어에 다양한 수정 작업을 적용함으로써 상기 많은 불규칙성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
하다.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타이어는 타이어의 균일 검사 기계에 위치된다. 현재 이용 가능한 타이어의 균일 검사 기
계에서, 테스트는 완전 자동이다. 타이어는 각각의 타이어가 척(chuck) 장치 상에 장착되는 테스트부로 컨베이어에 의
해 공급되며, 미리 결정된 압력으로 팽창되고 로드휠(loadwheel)의 원주 표면과 인접하는 타이어의 트레드 표면과 함
께 표준 속도로 회전할 수 있게 구동된다. 로드휠에는 관련 방향의 로드휠 상에 작용하는 타이어로인한 힘을 측정하는 
로드 셀이 설치된다. 테스트 공정 중에 모아진 데이터는 타이어의 등급을 매기는데 및/또는 숄더(shoulder)와 트레드 
그라인더에 의해 즉시 수정 작업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숄더와 트레드 그라인더는 테스트 공정중 탐지된 변
화를 보상하기 위해 타이어의 영역으로부터 선택적으로 고무를 연마한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테스트 공정 
동안에 취해진 데이터는 타이어의 불규칙성 또는 높은 압력 지점과 같은 관심 영역에 대해 구매자/ 설치자를 주의시키
기 위해 타이어의 특정 영역을 마킹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는 설치자로 하여금 휠 상에 타이어의 설치 동안 수정 
또는 보상 작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날 이용 가능한 전형적인 타이어의 균일 테스트 기계에서, 수직으로 이동 가능한 하부 림(rim)은, 기계의 베이스에 
지지되며, 기계의 상부에 고정되는 림을 향해 및 이로부터 멀어지게 이동을 위해 장착된다. 다수의 일정한 간격으로 떨
어진 칼럼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조는 감지, 연마, 및 마킹하는 장비 뿐만 아니라 타이어 테스트 장비를 지지한다. 서브 
조립체의 충분한 제공으로 완전히 준비될 때 많은 현재의 기계는 수리가 매우 어려우며, 하나의 타이어 크기로부터 다
른 타이어 크기로 전환하는데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다. 몇몇 이상의 현재 이용 가능한 기계에서, 그라인더, 센서, 및 마
킹 장비와 같은 다양한 보조 구성 요소는 소정의 시간 동안에 걸쳐서 기본 구조에 추가되기 때문에 잘 통합되지 않는다. 
다양한 구성 요소와 기본적인 제어 패널의 사이에 출력과 제어 신호를 위한 배선 작업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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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테스트 기계에서, 타이어가 테스트부에서 테스트되는 레벨은 유지 관리 노동자 및 작업자가 조정 또는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에 도달하기 위해, 사다리 또는 다른 장치와 같은 보조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공장 
바닥 보다 위에 잘 위치된다.

    
더욱이, 공지된 테스트 기계는 이들이 다양한 제작 환경에 사용을 위해 손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연성에 있
어서 다소 제한을 받는다. 조립되기만 하면, 종래의 테스트 기계는, 적어도 기계 구성 요소의 실제적인 변경 또는 재배
치에 의해, 전형적으로 타이어가 기계를 통해 이동되는 방향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가지 이유로, 공지된 기계를 
통해 타이어 흐름의 방향을 변경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입구부 컨베이어가 테스트부의 부분에 전형적으로 고정되거
나 이의 일부로 형성하는 것 때문이며, 그러므로 타이어가 기계의 대향 단부측에 유입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기계를 변
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다른 제작 플랜트 래이아웃 또는 기존의 플랜트 래이아
웃을 변경시킬 필요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다른 타이어의 유입 방향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필수적이거나 바
람직할 수 있다.
    

    
테스트 기계에 고정되거나 이의 일부인 입구부 컨베이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는 로드휠(loadwheel)이 입
구부 컨베이어에 방해의 결과로서 오류 또는 부정확한 균일성 측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입구부에 
또는 이의 가까이에 물리적 방해는 예를 들면, 로드휠에 의해 운반되는 로드 셀에 의해 발생되는 판독에 충격을 줌으로
써, 테스트 결과에 역 영향을 주도록 테스트부로 전송될 수 있으며, 상기 방해의 결과는 부정확하거나 불일치하는 균일
성 결정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입구부 컨베이어에 대해 증가된 유연성 및 정확히 일치하는 힘의 판독을 제공하는 타이
어 테스트 기계에 사용하는데 적절한 개선된 입구부 컨베이어를 위한 기술 분야에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타이어 균일성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 타이어를 이송하는데 사용을 위한 입구부 컨베이어를 제공한다.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은 타이어 센터링부와 타이어 테스트부를 포함한다. 입구부 컨베이어는 센터링부로부터 테스트부로 타이
어를 운반하는 정밀 거리로 이송 부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과, 센터링부로부터 테스트부로 타이어를 이송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이송 부재를 포함한다.

    
특정의 실시예에서, 입구부 컨베이어는 프레임 및 상기 프레임에 고정된 고정 컨베이어, 즉 타이어 지지 부재를 포하마
며, 상기 고정 컨베이어, 즉 타이어 지지 부재는 장방향(기계를 통한 흐름 방향) 및 측방향 모두로 타이어를 이동시키는 
롤러를 포함한다. 고정 컨베이어는 센터링부에 위치되며, 센터링 메커니즘은 고정 컨베이어 상에 타이어를 이동시키기 
위해 타이어의 바깥측 원주와 맞물린다. 타이어는 테스트부의 회전축으로부터 미리 결정된 거리에 위치되는 중심축에 
대해 중심이 맞춰진다. 액추에이터는 타이어가 테스트부의 적절한 위치로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결정된 거
리에 상응하는 거리로 이송 부재를 이동시킨다. 타이어는 테스트되는 타이어의 공급부로부터 키크(kick) 롤러에 의해 
센터링부로 전달되며 그에 따라서 센터링 메커니즘에 의해 중심이 맞춰진다.
    

    
더 특정한 실시예로, 컨베이어는 프레임에 대해 컨베이어 벨트를 들어올리며 낮추기 위해 컨베이어 승강기에 의해 운반
되는 한 쌍의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컨베이어 승강기는 올려지는 위치와 낮아지는 위치의 
사이에 수직 운동을 위한 프레임과 슬라이딩되게 맞물린다. 컨베이어 벨트는 외팔보(cantilever) 방식의 센터링부로부
터 멀리 확장하며 실제적으로 벨트의 전체 길이로 이어지는 제 1 지지 레일 및 제 2 지지 레일에 의해 지지되며, 상기 
벨트는 지지 레일의 대향 단부에 인접하게 위치되는 풀리의 주위에 걸쳐진다. 공압 실린더와 같은, 승강기를 이동시키
기 위한 적당한 수단의 작동 시, 지지 레일과 컨베이어 벨트는 고정 컨베이어 상에 안착하는 타이어를 맞물리거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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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프레임에 대해 들어올려지거나 낮춰진다. 이송 방향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은 테스트부
에 대해 타이어를 적절히 위치시키기 위해 벨트가 이동하는 거리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로터리 공압 액추에이터인 것이 
바람직하며, 원한다면 타이어 분류/마킹부와 출구부 컨베이어 조립체는 테스트부로부터 하부에 배치된다. 컨베이어 벨
트는 다른 사이즈의 타이어를 수용하기 위해 벨트들의 사이에 공간 폭을 조종하도록 이동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되는 입구부 컨베이어를 포함하는 타이어 시스템의 유익한 특징은 센터링부를 포함하는 구조가 자
체-지지되며 테스트부로부터 기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센터링부에 영향을 주는 방해는 테스트부로 전
달되지 않는다. 상기 특징은 입구부 컨베이어가 테스트부에 대해 이동되도록 또한 허용하며, 그에 의해서 테스트 기계
를 통해 타이어 흐름의 방향 반전을 허용하며, 상기 반전은 출구 서브시스템(예를 들면, 타이어 분류/마킹부 및 출구부 
컨베이어)을 기계의 이전 입구부 측부로 이동시키며, 입구부 컨베이어를 기계의 이전 출구부 측부로 이동시킴으로써 달
성된다. 컨베이어 자체는 테스트부로부터 탈거되며 기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종래 기술의 테스트 기
계는 상기 유연성 또는 기계를 통해 타이어 흐름의 손쉬운 방향 반전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이익, 및 이점은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취해진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자
명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는 입구부 컨베이어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을 도시하는 평
면도.

도 2는 도 1의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을 도시하는 정면도.

도 3은 도 1의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하는 센터링부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4는 도 3의 센터링부의 부분을 형성하는 센터링 메커니즘을 도시하는 평면도,

도 5는 센터링 메커니즘과 입구부 컨베이어를 도시하는 도 1의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을 도시하는 측 단면도.

도 6은 입구부 컨베이어를 도시하는 도 1의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을 도시하는 정면도.

도 7은 도 3의 7-7 라인을 따라 취해지는 센터링부를 도시하는 측 단면도.

도 8은 도 3의 8-8 라인을 따라 취해지는 센터링부를 도시하는 측 단면도.

도 9는 도 1의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의 부분을 형성하는 타이어 윤활 장치를 도시하는 측 단면도.

도 10은 도 9의 10-10 라인을 따라 취해지는 타이어 윤활 장치를 도시하는 정 단면도.

도 11은 타이어를 윤활하는 장치를 도시하는 도 9의 타이어 윤활 장치를 도시하는 정 단면도.

도 12는 도 9의 타이어 윤활 장치를 도시하는 평면도.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는 입구부 컨베이어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의 전반적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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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전반적인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은 타이어의 균일성 테스트 시스템(TIRE UNIFORMITY T
ESTING SYSTEM)이라는 명칭을 갖고 1997년 1월 24일 출원된, 공동 계류중인 미국 출원번호60/036,716(관리번
호 13-866)에 더 충분히 기술되며, 상기의 세부 사항은 여기에 참조 내용으로 병합된다. 따라서, 상기 뒤따르는 세부 
기술은 주로 입구부 컨베이어에 관한 것이며, 그러나 전반적인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은 본 발명의 컨베이어가 주로 사
용을 위해 의도되는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명료함을 위해, 그리고 명료함을 위해 아래에 간단히 논의된다. 물론, 입구부 
컨베이어의 특성은 타이어 테스트 기계에 관련되는 타이어를 이송하는 것 이외의 다른 적용데서도 마찬가지로 유용하
다는 것이 당업자에 의해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 반드시 제한되는 것으로서 해석되지 않
아야 한다.
    

    
도 1을 참조로 하여, 전반적인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의 주 서브시스템, 즉 입구부 컨베이어(10), 테스트부(12), 
및 선택적인 마킹부(14a)와 타이어 분류 메커니즘(14b)을 포함하는 출구부 모듈(14)을 포함한다. 테스트부(12)에 위
치되는 타이어는 타이어의 원형도, 기계적 균일성 및/또는 어떤 다른 물리적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테스트되며 선택적
으로 연삭된다. 도 1에서, 도면 번호 20(점선으로 도시됨)으로서 표시되는 타이어는 타이어가 자동 조정 가능한 폭의 
척 장치(도 2에 점선으로 도시됨)의 하부 림과 상부 림의 사이에 클램핑되도록 입구부 컨베이어(10)에 의해 테스트부
로 전달되어졌다. 상기 림은 척 장치를 포함하는 스핀들 조립체(30)와 이동 가능한 척 조립체(32)에 의해 제각기 운반
된다. 상기 조정 가능한 폭의 척 장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을 위한 자동 조정 가능한 폭의 척 장치(AUTOMATIC 
ADJUSTABLE WIDTH CHUCK APPARATUS FOR TIRE TESTING SYSTEMS)라는 명칭을 갖고 1997년 1월 2
4일 출원된 공동 계류중인 미국 출원 번호 60/036,719(관리 번호 13-868)에 더 충분히 개시되며, 상기의 세부 사항
은 여기에 참조 내용으로 병합된다.
    

    
타이어(20)는 림들의 사이에 클램핑되며 스핀들 조립체(30)에 의해 팽창된다. 팽창 후, 로드 휠(42)을 포함하는 로드 
휠 조립체(40)는 타이어(20)의 바깥측 표면과 인접하는 관계로 이동된다. 종래에서와 같이, 타이어는 로드 셀을 거치
는 타이어에 의해 가해지는 부하를 감시하는 로드 휠에 대해서 회전된다. 이 분야에 공지된 것처럼, 로드 셀로부터 취해
진 데이터는 타이어의 균일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원한다면, 타이어의 균일성의 조정은 타이어의 하부 및 상부(즉, 
숄더)와 중앙 트레드 부분을 연마하기 위해, 도면 번호 52로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그라인더에 
의해 이루어진다. 로드 휠 조립체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을 위한 로드 휠 조립체(LOADWHEEL ASSEMBLY FOR T
IRE TESTING SYSTEMS)라는 명칭을 갖고 1997년 1월 24일 출원된 공동 계류중인 미국 출원 번호 60/036,717(
관리 번호 14-212)에 더 충분히 개시되며, 상기의 세부 내용은 여기에 참조 내용으로 병합된다.
    

도면 번호 56으로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탐침 시스템은 테스트부의 부분을 형성할 수 있으며 상부 측부벽 센서 조립
체와 하부 측부벽 센서 조립체, 상부 숄더 센서와 하부 솔더 센서, 및 중앙 트래드 센서(미도시됨)를 포함한다. 탐침 시
스템은 전반적인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에 관한 앞서 언급된 공동 계류중인 출원에 더 충분히 개시된다.

스핀들 조립체(30), 척 조립체(32), 로드 휠 조립체(40), 그라인더(52), 및 탐침 시스템(56)은 도 2 및 도 6에 도면 
번호 60으로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받침대 같은 프레임 시스템에 장착된다. 프레임(60)은 전반적인 타이어 테스트 시
스템에 관한 앞서 언급된 공동 계류중인 출원에 기술되는 것처럼 구성된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본 발명의 입구부 컨베이어는 바람직한 도시된 적용, 즉 도면 번호 12로서 표시되는 것과 같은 타
이어의 균일성 테스트부로 타이어를 이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된다. 당업자는 본 명세서에 개시되는, 입구부 컨베이
어가, 균일성 테스트 기계, 예를 들어 타이어의 다른 특성을 측정하며 및/또는 타이어의 제작 또는 생산에 관한 공정을 
수행하는 장치와 다른 장치로 또는 이로부터 물품, 바람직하게는 타이어를 이송하는데 사용을 위해 적절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컨베이어(10)에 대한 본 명세서의 설명은 본 발명의 한 가지 가능한 적용에 관한 것뿐이라는 것이 인
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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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2를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입구부 컨베이어는 3개의 주 구성 요소, 즉 도면 번호 100으로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프레임, 도면 번호 200으로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타이어 컨베이어, 및 센터링부에 위치되며 도면 번호 30
0으로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타이어 센터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도시될 수 있다. 센터링 메커니즘(300)은 
테스트부(12)의 회전축(56)으로부터 미리 결정된 거리에 위치되는 축(54)에 대해 타이어를 중심 맞춘다. 타이어 컨베
이어(200)와 센터링 메커니즘(300)은 프레임(100)에 고정된다.
    

    
도 1, 도 2, 도 5 및 도 6을 참조로 하여, 프레임(100)은 수직 포스트(102)와 상기 포스트(102)에 취부되며 이들로 
이어져 있는 수평 빔(104)을 포함한다. 지지 발판대(108)는 바닥 또는 다른 표면 상에서 프레임을 지지하며, 입구부 
컨베이어를 재 위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기계를 통해 타이어의 흐름을 변경시키도록 프레임(100)이 이동
되는 것을 허용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로, 프레임 유니트는 4개의 코너에 배치되는 4개의 포스트(102)와 상기 포스트의 
상부 부분 및 하부 부분의 사이로 확장하는 다수의 수평 빔(104)을 구비하는 일반적인 직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측부벽 플레이트(122)는 프레임에 더욱 더 강성을 추가하기 위해 포스트(102)들의 사이에 제공될 수 있다. 포스
트(102)와 빔(104)의 개수와 특정한 배향은 도면에 도시된 것으로부터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프레임
(100)의 대향 측부(즉,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프레임의 위 아래)는 테스트 시스템의 작동기 측부와 승강기 측부 상에 
위치된다. 작동기 측부는 기계 구성 요소에 더 쉬운 접근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되며, 도 1에서 그라인더(52) 및 탐침 시
스템(56)과 같이 동일한 측부 상에 위치된다.
    

    
프레임(100)에는 프레임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타이어 컨베이어(200)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로, 컨베이어를 들어올리고 낮추기 위한 수단은 브래킷(120)을 통해 컨베이어 승강기(250)에 연결된 U 자형 
링크(clevis)(114)를 갖는 로드(112)를 갖추는 공압 실린더(110)를 포함하며, 실린더의 인접 단부(116)는 프레임(
100)(도 5)에 고정되는 힌지 브래킷(118)에 취부된다. 실린더(110)의 작동 시, 타이어 컨베이어(200)는 프레임(1
00)에 대해 들어올려지거나 낮춰진다. 공압 실린더가 선호되는 반면에, 다른 장치는 타이어 컨베이어, 예를 들면 모터 
피동 체인과 스프로킷 조립체, 회전 가능한 볼, 또는 리드 스크류 조립체 등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컨베이어(150)는 키크 롤러(130)로부터 전달되는 타이어를 수용하며 지지하기 위해 고정된 위치에 바람직하게 프레
임(100)에 고정된다. 키크 롤러(130)는 공급 컨베이어(미도시됨) 상에 위치되는 타이어의 공급부로부터 테스트되는 
타이어를 분리하도록 작용하며, 타이어는 회전 롤러(130)에 접촉할 시 컨베이어(150) 상으로 차 올려진다. 컨베이어
(150)는 타이어가 장방향으로(즉, 기계를 통한 흐름 방향으로) 및 측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다수의 롤러(152)
를 포함하는 '옴니-롤(omni-roll)' 타입 컨베이어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운동은 센터링 메커니즘(300)의 작동 시 
타이어의 센터링 동안 발생한다. 컨베이어(150)는 2개 그룹의 롤러(152)를 지지하는 2개의 트레이(154)를 포함하며, 
상기 트레이(154)는 프레임 플레이트(122)(도 5)에 장착되는 받침대(struts)(158)에 차례로 고정되는 지지대(156)
에 고정된다. 바람직한 실시예로, 따라서, 컨베이어(150)는 결과적으로 프레임(100)에 대해 바람직한 수직 위치에 고
정된다.
    

    
도 1 및 도 6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타이어 컨베이어(200)는 이들 사이에 갭(204)을 한정하기 위해 서로로부터 
측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한 쌍의 장방향으로 확장하는 컨베이어 밸트(202)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벨트(202)는 실제적으로 벨트의 전체 길이로 이어지는 한 쌍의 레일(210)에 의해 지지된다. 레일(210)은 센터링부( 
및 프레임(100))에 인접하는 컨베이어 승강기(250)에 고정된 단부(216)와 캔티레버 방식으로 떨어져 연장된 대향 단
부(212)를 구비한다. 두 개의 벨트(202)가 선호되지만,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수의 벨트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지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구성은 컨베이어를 낮출 시 테스트부의 스핀들 조립체(30)가 이를 통해 지나도록 허용하는 
벨트들의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며, 상기 컨베이어는 도시된 바와 같이 센터링부로부터 테스트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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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250)는 한 쌍의 승강기 포크(254)를 지지하는 승강기 플레이트(252)(도 3 및 도 5)를 포함하고 상기 한 쌍의 
승강기 포크(254)의 각각은 보강판(gusset)(256)에 의해 강화된다. 한 쌍의 가이드(258)는 승강기 플레이트(250)
에 고정되며 기계의 승강기 측부에 배치되는 프레임 포스트(102)에 의해 운반되는(또는 이와 통합적으로 형성되는) 
보완적인 가이드(106)를 슬라이딩되게 맞물린다. 실린더(110)의 작동은 프레임(100)에 대해 승강기(250)를 들어올
리거나 낮추기 위해 로드(112)를 확장하거나 접으며, 상기 상호 작용하는 가이드(106,258)는 구성 요소의 원활한 상
대 운동을 용이하게 한다(도 3 참조).
    

    
컨베이어 지지 레일(210)에는 벨트(202)가 걸쳐지는 풀리가 제공된다. 특히, 레일(210)의 캔티레버식 단부(212)는 
아이들러 풀리(220)(도 6)를 탑재한 아이들러 지지 브래킷(214)에 취부된다. 레일(210)의 대향 단부(216)는 구동 
샤프트(240)(도 3)에 고정되는 컨베이어 지지 브래킷(218)에 취부된다. 한 쌍의 구동 풀리(230)는 구동 샤프트(24
0), 예를 들면 스플라인된 또는 키 형성된 샤프트에 또한 장착되며, 풀리 및 상기 풀리의 주위를 지나는 벨트로 토크를 
전달하며, 상기 샤프트(240)는 키크 롤러(130)에 인접하게 배치된 승강기 포크(254)에 고정되는 브래킷(242)에 의
해 회전할 수 있게 지지된다. 컨베이어 지지 브래킷(218)은 레일(210)이 구동 샤프트에 대해 선회되도록 허용하는 베
어링에 의해 구동 샤프트(240)에 장착된다. 상기 특징은 컨베이어가 유지, 및 수리 등을 위해 테스트부 위로 및 이로부
터 멀리 선회되도록 허용한다.
    

기계의 승강기 측부에 인접하는 샤프트(240)의 단부는 타이밍 벨트(278)에 의해 회전되는 타이밍 풀리(274)를 운반
한다. 타이밍 벨트(278)는 승강기(250)에 의해 운반되는 적당한 구동 수단(276)의 출력부에 연결되는 타이밍 풀리(
272)에 의해 구동된다. 풀리(272,274), 타이밍 벨트(278), 및 구동 수단(276)은 도 3에 도면 번호 270으로서 표시
되는 컨베이어 구동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로, 구동 수단(276)은 피니언에 의해 선형적으로 구동되는 래크를 포함하는 로터리 공압 액추에이터이
다. 이러한 유형의 액추에이터는 벨트(202)를 이동시키는데 정밀한 제어를 제공한다. 타이어를 테스트부(12)로 이송
한 후, 액추에이터는 센터링부로부터 테스트부로 다음의 타이어를 이송시키기 위해 이들의 처음 위치로 벨트를 복귀시
키기 위해 반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벨트(202)를 구동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는 박한(Parkhann)의 
350。 로터리 공압 액추에이터(모델 PTR 252-350-4-FPAB21M)이다. 벨트 구동의 정밀한 제어는 타이어가 테스
트부 및/또는 출구부(14)의 회전축에 적절하게 위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엔코더(미도시됨)는 벨트의 이동을 
탐지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구부 컨베이어의 운동이 출구부 컨베이어의 운동과 동기화되도록 허용한다.
    

본 발명은 구동 수단(276)을 위한 다른 타입의 구동 구성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벨트는 벨트의 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엔코더를 포함하는 적당한 제어 시스템의 제어 하에 전기 모터에 의해 또한 정밀하게 구동될 수 있다.

    
타이어 컨베이어(200)는 다른 직경을 갖는 타이어를 지지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202)의 측 방향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도면 번호 280으로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며 도 3, 도 7, 및 도 8에 가장 잘 도시되는 메커니즘이 제공된다. 구동 
샤프트(240) 상에 장착되는 컨베이어 브래킷(218)에 고정되는 이들 단부의 내측부, 컨베이어 지지 레일(210)에는 지
지 레일 샤프트(208)에 장착된다. 지지 레일 샤프트(208)는 전방향 승강기 포크(254)(즉, 도 3의 좌측에 위치되는 
포크)에 취부되는 지지 부재(209)에 고정된다. 포크(254)에 대한 부재(209) 뿐만 아니라 부재(209)에 대한 샤프트
(208)의 취부는 어떤 적당한 수단, 예를 들면 용접, 및 나사 패스너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지지 레일(210)은 L-
형태의 폭 조정 브래킷(206)(도 7)의 수직 레그에 고정되는 장착 패드(298)가 제공된다. 브래킷(206)의 수평 레그는 
레일 지지 샤프트(208)에 슬라이딩되게 고정되는 선형 베어링 부재(207)의 상부 부분에 고정된다. 따라서, 서로를 향
해 또는 서로로부터 멀어지는 슬라이딩 베어링 부재(207)는 레일(210)을 서로를 향해 또는 서로로부터 멀어지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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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그에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202)의 사이에 폭을 조정한다.
    

    
도 3 및 도 8을 참조로 하여, 폭 조정 메커니즘(280)은 레일(210)의 측방향 위치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크류
(282)를 포함한다. 스크류(282)는 두 개의 대향되는 나사 단면(284,286)의 사이에 배치되는 중앙의 나사 형성이 없
는 단면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크류(282)는 예를 들면, 포크에 용접되거나 또는 고정되는 지지 부재(288)에 
의해 승강기 포크(254)의 대향 단부에 고정된다. 지지 부재(288)는 크랭크(290)와 같은 스크류를 회전시키기 위해 
적당한 수단의 작동 시 스크류의 회전을 허용하기 위해 스크류(282)에 고정된다. 스크류에는 너트 또는 다른 록킹 부
재에 관련되는 스크류를 측 방향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지지대(288)와 맞물리는 너트 또는 다른 록킹 부재가 제공될 수 
있다. 지지 레일(210)은 스크류의 회전력이 상기 레일(210)을 서로를 향해 또는 이로부터 멀리 이동시키도록 스크류
(282)에 장착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로, 레일 장착 패드(298)는 한 쌍의 요크 부재(292)에 고정된다. 요크 부재(292)는 조정 스크
류(282)(도 8)와 맞물리는 나사 형성된 너트 부분(294,296)에 취부(또는 일체로 형성됨)된다. 특히, 기계의 승강기 
측부에 인접하게 배치되는 요크는 오른 나사 형성된 스크류 단면(286)과 맞물리는 우측 나사 형성된 너트 부분(296)
을 구비하는 반면에, 기계의 작업자 측부에 인접하게 배치되는 요크는 왼 나사 형성된 스크류 단면(284)과 맞물리는 
좌측 나사 형성된 너트 부분(294)을 구비한다. 상기와 같이, 조정 스크류(282)의 회전 시, 요크(292)는 요크에 고정
되는 레일과 함께 서로를 향해 또는 이로부터 멀리 이동하며 또한 서로를 향해 또는 이로부터 멀리 이동한다. 상기 레일
(210)의 운동은 지지 샤프트(208)를 따라서 브래킷(206)과 베어링 부재(207)를 및 구동 샤프트(240)를 따라서 구
동 풀리(230)를 이동시키며, 상기 구동 풀리는 샤프트를 따라서 슬라이딩되지만 샤프트 상에 형성되는 스플라인 또는 
키에 의해 상기 샤프트와 함께 회전한다. 따라서, 컨베이어 지지 레일(210)은 사용중 및 컨베이어 벨트의 폭을 조정할 
때 구동 샤프트(240)와 지지 샤프트(208)에 의해 지지된다. 구동 샤프트(240)는 지지 레일의 다양한 위치에 샤프트
를 커버하는 내측 쌍의 벨로우즈와 외측 쌍의 벨로우즈가 제공된다. 대안적인 구조가 컨베이어 벨트 레일의 측 방향 조
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스크류(282)는 베어링 부재(207)를 
제자리에 록킹하는 세트 스크류 또는 다른 메커니즘을 구비하는 샤프트(208)(단일 또는 별도로)를 따라서 슬라이딩 
가능한 베어링 부재(207)가 생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 4 및 도 5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센터링 메커니즘(300)을 또한 포함한다. 센터
링 메커니즘은 키크 롤러(130)에 의해 타이어의 전달 시 센터링부로 타이어의 중심을 맞추며, 센터링 축(54)의 양측
부 상의 프레임(100)에 장착되는 두 쌍의 선회 암(302)을 포함한다. 각각의 암(302)의 일단부에는 수직하게 배향되
는 회전 가능한 롤러(304)가 장착되는 반면에, 타단부는 패스너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부 수평 
빔(104)에 고정되는 브래킷(308)에 선회되게 장착된 샤프트(307)에 연결된다. 센터링 메커니즘(300)의 부분을 형성
하는 4개의 암(302)과 4개의 롤러(304)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샤프트(307)의 회전은 타이어의 바깥측 원주를 맞
물리기 위해 센터링 축(54)을 향해 또는 이로부터 멀리 암(302)을 선회시킨다. 도 4는 상기 암(302)이 타이어(22) 
및 타이어(22a)와 맞물리는 센터링 메커니즘의 두 개의 위치를 도시한다.
    

    
센터링 암(302)은 선회 샤프트(307)의 상부 단부에 고정되는 서로 맞물리는 쌍의 기어(306)에 의해 회전된다.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로, 기계의 승강기 측부에 위치되는 한 쌍의 기어(306)는 실린더 로드(322)를 
포함하는 공압 실린더(320)에 의해 구동된다. 실린더(320)의 인접 단부(324)는 프레임 유니트(100)에 취부되는 채
널과 같은 부재(328)에 고정된 힌지 브래킷(326)에 장착된다. 실린더 로드(322)는 한 기어(306)의 선회 샤프트(30
7)의 대향 단부 가까이에 연결되는 레버(310)의 일단부측 314에 연결된다. 따라서, 확장 및 후퇴 로드(322)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기어(306), 선회 샤프트(307), 및 암(302)을 회전시킨다. 레버(310)에 연결되는 기어는 
실린더(320)의 작동 시 기어가 함께(대향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메이팅(mating) 기어와 상호 맞물리며, 그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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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링 축(54)을 향해 또는 이로부터 멀리 한 쌍의 암(302)을 이동시킨다.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동 링
크(330)는 프레임 구조를 가로질러 확장하며 하나의 기어 쌍에 연결되는 일단부(332)와 다른 기어 쌍에 연결되는 타
단부(334)를 갖는다. 따라서, 실린더(320)의 작동은 모두 4개의 암(302)과 롤러(304)를 센터링 축(54)을 향해 또
는 이로부터 멀리 일치하여 이동시키기 위해 상호 맞물림 링크(330)를 경유하여 기어 쌍을 회전시킨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센터링부에는 테스팅부에 대한 타이어의 밀봉 및 제거를 향상시키기 위해 타이어
의 상부 비드 영역 및 하부 비드 영역에 적당한 윤활제를 바르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바람직한 윤활제 적용 수단은 
도 9 내지 도 12에 도면 번호 400으로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윤활제 메커니즘의 형태이다. 메커니즘(400)은 윤활제
를 끌어들이도록 개선된 적용되는 표면(432),예를 들면 모음 표면을 갖는 수직으로 이동 가능한 애플리케이터(applic
ator) 롤(430)을 수용하고 타이어의 상부 비드 및 하부 비드에 윤활제를 적용하는 윤활제 함유 실린더(410)를 포함한
다. 실린더(410)는 상부 캡(412)과 하부 캡(414)을 구비한다. 캡(412)은 탱크 또는 다른 공급부(미도시됨)로부터 
윤활제를 수용하는 윤활제 입구부(416)(도 11)를 포함하는 반면에, 캡(414)은 윤활제가 탱크로 다시 드레인되는 출
구부(418)를 포함하며, 입구부 및 출구부는 적당한 호스 또는 도관(미도시됨)에 의해 탱크에 연결된다. 실린더는 애플
리케이터 롤(430)을 고르게 코팅시키기 위해 윤활제가 실린더 내로 지나는 개구형 스프레이 링(424)을 갖는다. 실린
더(410)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실린더에는 예를 들면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맞물리기 위
해 센터링부에 대해 실린더의 측 방향 운동 동안, 실린더를 보강시키기 위해 실린더의 바깥측을 따라 확장하는 텐션 로
드(448)가 제공된다.
    

    
애플리케이터 롤(430)은 캡(434)에 의해 상단부 및 캡(436)에 의해 하단부가 밀폐된다. 중공형 피스톤 로드(440)는 
스프레이 링(424)을 통해 지나며 상기 롤(430)의 상부 캡(434)을 통해 확장하는 밀폐된 단부를 갖는다. 상기 피스톤 
로드(440)는 너트(446)에 의해 한 쌍의 피스톤(442,444)에 장착되며, 피스톤은 실린더(410) 내에 슬라이딩되게 배
치된다. 압력 튜브(420)는 실린더(410) 내에 배치되며 어떤 적당한 발생부, 예를 들면 도관(456)에 의해 공기 입구부
(422)에 연결되는 공압식 다이아프램 펌프(454)로부터 압축된 공기를 수용하는 공기 입구부(422)와 통해 있다. 공기
는 실린더로부터 도 11에 도시된 위치로 피스톤 로드와 애플리케이터 롤(430)을 들어올리기 위해 튜브(420)를 통해 
피스톤 로드(440)의 내측으로 지난다. 피스톤은 이동중 실린더(410)의 내 또는 외로 피스톤 로드를 안내한다. 따라서, 
애플리케이터 롤(430)은 롤이 센터링부로 돌출하는 상기 롤의 사용 위치로 나중에 들어올려질 때 윤활제로 코팅되도록 
후퇴 위치에 있을 때의 실린더(410) 내에 함유된 윤활제가 수용된다.
    

    
실린더(410)와 애플리케이터 롤(430)은 베이스 플레이트(도 10 및 도 12)와 한 쌍의 브레이스(braces)(452)에 의
해 프레임(100)에 장착된다. 캐리지 플레이트(466)는 실린더와 애플리케이터 롤을 타이어와 용이하게 맞물리게 하기 
위해 상부 새들(saddle) 부재(462) 및 하부 새들 부재(464)에 의해 실린더(410)에 장착된다. 한 쌍의 블록(458)은 
베이스 플레이트(450)에 고정되며 베어링 샤프트(460)를 장착한다. 캐리지 플레이트(466)는 샤프트(460)와 슬라이
딩되게 맞물리는 베어링(470)이 제공된다. 캐리지 플레이트(466)에는 어떤 적당한 수단에 의해 베어링 샤프트를 따라
서 구동된다. 바람직한 수단은 도면 번호 468로서 개략적으로 표시되는 공압식 액추에이터이며, 예를 들면 상기 공압식 
액추에이터는 베이스 플레이트(450)에 장착되는 박한의 로드리스 공기 실린더(모델 25CFMRCTUCX7.5)일 수 있다.
    

    
따라서, 센터링부에 위치되는 타이어의 비드 영역을 윤활시시키기 위해, 펌프(454)는 피스톤 로드를 압축하도록 작동
되며 실린더 밖의 애플리케이터 롤(430)을 타이어의 중앙 개구부 내로 들어올린다. 따라서, 액추에이터(468)는 애플
리케이터 롤(430)을 비드 영역 내로, 예를 들면 도 11에 화살표로 표시된 우측으로 이동시키도록 작동된다. 상기 운동
이 시스템을 통해 타이어의 흐름(상기 흐름은 도 2에 화살표로 표시됨)에 반대되는 방향인 반면에, 상기 롤(430)을 타
이어와 맞물리는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타이어는 전체 비드 영역이 롤(430)에 의해 윤활되도록 센터링부에서 
회전된다. 타이어를 회전시키는 바람직한 수단은, 다른 수단이 타이어를 회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을 지라도, 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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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센터링 롤러(304)중의 하나를 구동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입구부 컨베이어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센터링부측 타이어를 수용하기 전에, 입구부 컨베이어(200)와 승강기(250)
는 도 6에 점선으로 도시된 위치로 액추에이터(110)에 의해 낮춰진다. 따라서, 타이어(22)는 키크 롤러(130)에 의해 
고정된 컨베이어(150) 상으로 구동된다. 타이어가 센터링부로 위치되기만 하면, 센터링 메커니즘(300)은 상기 롤러(
304)가 타이어를 중심 맞출 때까지 센터링 암(302)을 타이어를 향해 이동시키도록 작동된다. 센터링 롤러(304)중의 
하나는 타이어를 회전시키도록 작동되며 윤활제 애플리케이터는 애플리케이터 롤을 들어올리도록 작동된다. 따라서, 애
플리케이터 롤은 상기 회전하는 타이어를 향해 측 방향으로 이동되며 윤활제는 타이어의 상부 비드와 하부 비드에 적용
된다. 따라서, 애플리케이터 롤은 낮춰지며 센터링 롤러의 회전은 정지된다. 상기 중심이 맞춰지며 윤활되는 타이어는 
테스트부로 이송될 준비가 되어있다. 승강기(250)와 입구부 컨베이어(200)는 컨베이어 벨트(202)가 타이어를 픽업
할 때까지 액추에이터(110)에 의해 들어올려지며, 사실상 타이어를 상기 고정된 컨베이어(150) 보다 위로 들어올리며, 
상기 컨베이어의 위치는 도 6에 실선으로 도시된다. 각각의 롤러(304)는 컨베이어가 타이어를 맞물리고 들어올릴 때 
타이어와 센터링 암(302)의 사이에 상대 운동을 수용하기 위해 상기 롤러(304)가 미리 결정된 거리에 수직으로 이동
될 수 있도록 장착된다. 따라서, 센터링 암(302)은 이들 후퇴 위치로 바깥측으로 이동된다.
    

    
현재 컨베이어(200)에 의해 지지되는 테스트되는 타이어는 센터링 축(54)에 대해 중심이 맞춰지며 스핀들 조립체(3
0)의 회전축(56)으로부터 미리 결정된 거리에 위치된다. 따라서, 컨베이어 액추에이터(276)는 타이어가 위에 배치되
며 상기 스핀들 조립체(30)의 회전축(56)과 일치할 때까지 테스팅부(12)를 향해 미리 결정된 거리로 타이어를 전진시
키도록 작동되며, 상기 위치는 도 2에 점선으로 도시되는 타이어(20)로서 표시된다. 따라서, 액추에이터(110)는 컨베
이어(200)를 낮추기 위해 전류 인가되며 스핀들 조립체(30) 상으로 타이어(20)를 위치시킨다. 도 6은 스핀들 조립체
(30)(그리고 스핀들과 척 조립체(30,32)에 의해 운반되는 림의 사이에 클램핑됨) 상에 위치되는 타이어(20)가 있는 
하부 위치의 컨베이어(200)를 도시한다. 정상적으로, 따라서 컨베이어 액추에이터(276)는 벨트(202)를 이들의 시작 
위치로 되돌리도록 거꾸로 작동될 것이다. 컨베이어(200)가 이의 하부 위치에 있는 동안, 다른 타이어 'T'는 키크 롤러
(130)에 의해 센터링부로 보내질 수 있으며 잇따라서 타이어가 테스트부(12)에서 테스트되어지는 동안 중심이 맞춰진
다. 따라서, 컨베이어(200)는 타이어(22)(중심이 맞춰진)를 컨베이어(150)로부터 및 타이어(20)(테스트되어진)를 
스핀들 조립체(30)로부터 집어 올리기 위해 도 2의 위치로 들어올려진다. 컨베이어 벨트의 잇따른 운동은 도 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타이어(22)를 테스트부로 및 타이어(20)를 출구부 컨베이어로 수송한다.
    

    
입구부 컨베이어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한 가지 이점은 입구부 컨베이어 및 기계의 테스트부의 사이에 직접적인 기계적 
결합은 없다는 것이며, 즉 센터링부 뿐만 아니라 타이어 컨베이어도 테스트부에 기계적으로 결합되지 않는다. 전기적 
접속 및 데이터 접속만이 입구부 컨베이어와 테스트부의 사이에 이루어진다. 입구부 컨베이어와 테스트부의 사이에 기
계적 연결의 제거는 센터링부 및/또는 컨베이어에 영향을 주는 방해 요소들, 예를 들면 진동, 및 충격 등이 테스트부에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입구부 컨베이어가 테스트 기계의 일부를 이루거나 이에 연결되는 
시스템과는 달리,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방해가 잘못된 또느 일관되지 않은 균일성 판독 또는 결정을 발생시키지 않는
다.
    

    
추가적으로, 본 발명의 입구부는 타이어 흐름 방향의 반전을 허용하기 위해 테스트 기계의 나머지 구성 요소에 대해 손
쉽게 재 위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을 참조로 하여, 입구부 컨베이어(10)는 출구부 조립체(14)가 우측 단부로 이
동되는 동안에 기계의 좌측 단부로 이동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될 때, 본 발명의 입구부 컨베이어는 상대
적으로 빠르고 쉬운 방식으로 기존의 기계를 통한 타이어 흐름 방향의 반전을 허용한다. 본 발명의 상기 양상은 사용자
가 타이어 테스트 기계를 초기에 설치할 때 최적의 타이어 흐름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추가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타이
어 테스트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종래 기술의 입구부 컨베이어는 이러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위에 논의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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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때문에 테스트부로부터 본 발명의 입구부 컨베이어를 기계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선호되는 반면에, 당업자는 여기
에 개시된 컨베이어가 주어진 적용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는 테스트부에 기계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물
론 인식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이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갖고 기술되었다고 할 지라도, 당업자는 여기 이후로 청구되는 본 발명의 사상 또는 범
위로부터 이탈함이 없이 다양한 변경 및 개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에 있어서,

테스트되는 타이어를 수용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한 타이어 센터링부로서, 타이어가 중심이 맞춰지는 중심축을 한정하는 
지지대를 포함하는, 센터링부와,

상기 센터링부에서 중심이 맞춰진 타이어를 수용하기 위한 타이어 테스트부로서, 타이어가 테스트될 때 회전되는 테스
트 축을 한정하되, 상기 테스트 축이 상기 센터링 축으로부터 미리 결정된 거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타이어 테스
트부와,

상기 센터링부로부터 상기 테스트부로 타이어를 운반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하나 이상의 이송 부재를 포함하는 컨베이
어와, 그리고

상기 센터링부로부터 상기 테스트부로 타이어를 운반하기 위해 상기 미리 결정된 거리에 상응하는 거리에 상기 컨베이
어 부재를 전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타이어 센터링부는 상기 테스트부와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자체-지지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이
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컨베이어는 하나 이상의 순환(endless) 벨트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컨베이어는 한 쌍의 풀리의 주위에 각각 걸쳐지는 두 개의 순환 벨트를 포함하되, 각각의 한 쌍
의 풀리는 상기 센터링부에 인접하게 장착되는 풀리 및 상기 테스트 기계에 인접하게 장착되는 풀리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 부재를 전진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은 상기 이송 부재에 인접하게 제공되는 고정된 멈춤부
의 사이에 상기 이송 부재를 교대로 전진시키며 후퇴시키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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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 부재는 지지 레일에 의해 지지되며, 상기 지지 레일과 상기 이송 부재가 상기 테스트부로부
터 떨어져서 선회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상기 센터링부에 상기 지지 레일을 고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타이어의 비드(bead)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한 타이어 윤활기, 상기 센
터링부에서 상기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해 상기 타이어의 트레드에 맞물리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타이어의 상기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터(applicator)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작용하기 위한 타이어 윤활기, 상기 센터링부
에서 상기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타이어의 상기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터
를 포함하되, 상기 센터링부측 타이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 표면을 더 포함하며, 상기 지지 표면은 장방향 축에 대해 
회전하는데 자유로운 다수의 롤러와 횡단 축에 대해 회전하는데 자유로운 다수의 서브롤러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한 타이어 윤활기, 상기 센터링부
측 상기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타이어의 상기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터를 
포함하며, 타이어를 윤활시키기도록 상기 애플리케이터를 들어올리며 상기 센터링부로부터 상기 테스트부로 상기 타이
어가 이송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상기 애플리케이터를 낮추기 위한 액추에이터를 더 포함하되, 상기 액추에이터는 상기 
윤활제를 위한 리저버(reservoir)를 형성하는 벽을 갖는 공압 실린더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한 타이어 윤활기, 상기 센터링부
측 상기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타이어의 상기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바르기 위한 애플리케이터를 포
함하되,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센터링 축을 향해 또는 이로부터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다수의 센터링 암을 더 포함하며, 
상기 센터링부측 상기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은 상기 다수의 센터링 암 중의 하나 이상에 장착되는 타이
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와 상기 테스트부에 대해 들어올려진 위치와 낮아진 위치의 사이로 상기 하나 이상의 
이송 부재를 이동시키기 위해 액추에이터를 더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컨베이어가 이동할 수 있게 고정되는 프레임을 포함하며, 상기 액추에이터는 
상기 프레임에 장착되며 상기 들어올려지는 위치와 낮아지는 위치의 사이로 상기 부재를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이송 부
재에 고정되는 컨베이어 승강기와 맞물리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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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승강기는 상기 프레임에 대해 상기 승강기의 슬라이딩 운동을 허용하기 위해 상기 프레임 상의 
상응하는 가이드 부분과 맞물리는 하나 이상의 가이드를 구비하며, 상기 액추에이터는 공압 실린더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컨베이어는 두 개의 이송 부재를 제각기 지지하는 두 개의 레일을 포함하되, 상기 레일의 제 1 
단부는 상기 승강기에 고정되며 상기 레일의 제 2 단부는 캔티레버(cantilever) 방식으로 상기 승강기로부터 멀어지게 
확장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레일의 상기 위치는 상기 레일과 상기 이송 부재의 사이의 상기 공간의 사이즈를 변경
시키기 위해 조정될 수 있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는 중심이 맞춰지는 동안 다수의 방향으로 타이어가 이동되도록 허용하는 지지 표면을 
포함하되, 상기 지지 표면은 상기 컨베이어로부터 분리되게 및 이에 가깝게 배치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표면은 상기 센터링부에 대해 제 위치에 고정되며 다수의 이동 가능한 센터링 암은 상기 
지지 표면 상에 안착하는 타이어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상기 지지 표면에 가깝게 배치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17.

타이어를 타이어 테스트 기계로 수송하기 위한 타이어 수송 장치로서,

타이어 테스트 기계의 기계적 연결부에 인접하게 위치되지만 이로부터 자유롭도록 구성되는, 타이어 수송 장치에 있어
서,

지지 표면에 접촉하기 위한 베이스를 포함하는 자체-지지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에 대해 타이어를 이송 방향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상기 프레임에 고정되는 컨베이어와, 그리고

상기 이송 표면을 상기 이송 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상기 컨베이어를 구동하기 위해 상기 프레임에 고정되는 액추에이
터를 포함하되,

상기 컨베이어는 테스트되는 타이어를 수용하기 위해 상기 프레임에 고정되는 제 1 부분 및 캔티레버 방식으로 상기 제 
1 부분에 의해 지지되며 상기 타이어를 상기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이송 방향으로 멀리 이송시키기 위해 상기 프레임으
로부터 멀리 확장하는 제 2 부분을 구비하는 타이어 수송 장치.

청구항 18.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에 있어서,

타이어 수용부와,

상기 수용부의 하부에 위치되는 타이어 테스트부로서, 타이어를 회전시키며 상기 타이어의 균일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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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용부로부터 상기 테스트부로 타이어를 수송하기 위한 컨베이어를

포함하며,

상기 수용부는 상기 테스트부에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자체-지지 구조이며, 상기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은 상
기 수용부에 발생되는 방해가 상기 테스트부로 전달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상기 수용부와 상기 테스트부
의 사이에 실제적으로 기계적 연결이 없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용부는 테스트되는 타이어의 공급부로부터 하나의 타이어를 분리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
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용부는 타이어를 중심 맞추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1.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용부는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을 윤활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2.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컨베이어는 또한 상기 테스트부에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자체-지지 구조인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해 타이어 윤활기를 포함하되, 상
기 타이어 윤활기는 상기 센터링부측 상기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해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을 맞물리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터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해 타이어 윤활기를 포함하되, 상
기 타이어 윤활기는 상기 센터링부측 상기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
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횡단 축에 대해 회전이 자유로운 다수의 서브롤러를 지지하는 장방향 축에 대해 자유로
운 다수의 롤러를 포함하는 상기 센터링부측 타이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 표면을 더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5.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해 타이어 윤활기를 포함하되, 상
기 타이어 윤활기는 상기 센터링부측 상기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
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타이어를 윤활시키는 것을 허용하도록 상기 애플리케이터를 들어올리며 상기 센터링부로
부터 상기 테스트부로 상기 타이어를 이송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상기 애플리케이터를 낮추기 위한 액추에이터를 더 
포함하되, 상기 액추에이터는 상기 윤활제를 위한 리저버를 형성하는 벽을 갖는 공압 실린더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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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타이어의 비드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한 타이어 윤활기를 포함하되, 상기 타
이어 윤활기는 상기 센터링부측 상기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타이어의 비드 영역에 윤활제를 적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센터링부는 상기 센터링 축을 향해 또는 이로부터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다수의 선
회되는 센터링 암을 더 포함하되, 상기 센터링부측 상기 타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은 상기 다수의 센터링 암
중의 하나 이상에 장착되는 타이어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7.

타이어 테스트 기계로 타이어를 수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지지대 상으로 타이어를 공급하는 단계와,

(b) 상기 타이어를 상기 지지대 위로 들어올리기 위해 상기 타이어와 맞물려지는 컨베이어를 들어올리는 단계와,

(c) 상기 지지대의 하부에 배치되는 테스트부로 상기 타이어를 이송하기 이해 상기 컨베이어를 작동시키는 단계와, 그
리고

(d) 상기 테스트부측 상기 타이어를 위치시키기 위해 상기 타이어로부터 상기 컨베이어를 분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기계로 타이어를 수송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는 센터링부에 위치되며, 상기 컨베이어를 들어올리기 전에 상기 센터링부측 상기 타이
어를 중심 맞추기 위한 단계를 더 포함하는 타이어 테스트 기계로 타이어를 수송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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