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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주조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으로  금속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상태에  있는  장치를  도시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2도는 주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된 금속으로 주형공동을 채운 후의 제1도의 장치를 예시한다.

제3도는 제1도의 선 3-3으로 취해진 개략적 단면도.

제4도는 제1도의 장치의 개략적 평면도.

제5a도는 제1도 내지 제4도에 도시된 실시예의 변형예인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개략적 단면도.

제5b도는 제5a도의 선 5a-5a으로 취해진 단면도.

제5c도는 제5a도에 도시된 실시예의 변형예의 개략적 단면도.

제6도는  제1도  내지  제4도에  도시된  실시예의  또다른  변형예인  본  발명의  제3의  실시예의  부분 단면
도.

제7도는  제1도  내지  제4도에  도시된  실시예의  또다른  변형예인  본  발명의  제4의  실시예의  부분 단면
도.

제8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의 개략적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용융금속                         12 : 론더장치

13 : 주형지지체                      15 : 주형공동

16 : 로(爐)                             27 : 히터

33 : 라이저관                          42 : 헤더(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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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코아                                50 : 매니플레이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용융금속을  용융금속  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의  상부  아래의  주입구를  통해 주형공동내
로  공급하여  주조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를  들어,  주형  공동  수준아래에  배치된  저장조로부터  주형공동의  하부의  주입구를  통하여  낮은 압력
으로  용융금속을  상방으로  송출시키는  바와  같이  용융금속을  용융금속  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의 
하부의 주입구를 통하여 상방으로 공급하여 주조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주물공장에서는,  금속이  주형공동내에서  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어서  주형공동을 용융
금속  공급원과  비공급관계로  위치시키고  공정의  반복을  위해  또하나의  주형공동을  금속공급원과 공
급관계로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주조를 했다.

이  방법으로  주물을  주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금속공급원이  주형공동과  비공급관계로  위치되고 
또다른  주형공동과  공급관계로  위치되고  그러한  주조과정이  반복될  수  있기  전에  주형내에서  금속이 
응고되는 것을 기다리는데 소요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주조속도가 종래의 방법 및  장치에 비해 개선된 주조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라,  주조위치에서,  용융금속의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의  상부아래의 
주입구를  통하여  주형공동내로  금속을  공급하는  단계,  용융금속이  공동으로부터  주공급원으로 향하
여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제2공급원으로부터  공동으로  흐르는  것을  허용하도록  공동의  배향을 중력
에  대해  변경시켜  주형공동을  주공급원과  비공급단계로  위치시키는  단계,  주형공동을 주조위치로부
터  냉각위치로  이동시키는  단계  및,  냉각위치에서,  용융금속이  공동내에서  응고되는  동안 용융금속
이  제2의  공급원으로부터  공동으로  흐르게  하는  단계들로  구성되는  주조방법이  제공되는  바,  상기 
공동은 상기 배향의 변경중에 연속적으로 주공급원에 연결된다.

본  명세서에서,  주형공동하부의  주입구는  공동의  하부벽을  통하여  개방되는  주입구뿐  아니라, 주입
구의  최소한  일부가  주형공동의  전체  높이의  하반부내에  배치되고,  바람직하게는,  입구의  하부가 실
제로  공동의  하부벽  높이에  있는  공동의  측벽을  통하여  개방되는  입구를  포괄하도록  의도된다. 그러
나,  금속이  주입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직상방으로  흐르도록  주입구가  공동의  상방으로  향하는 
상기 하부벽을 통해서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주형공동내의  금속이  낮은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되었는데,  예를  들어 충
분한  압력이란,  단지  공동이  예를  들어  금속등가물의  1  내지  3인치의  작은  양정으로  충진되어 유지
되는  것을  보장하고,  공동의  상기  공급단계에서  해제되어  위치되는  동안  공동이  충진상태로 유지되
는  것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압력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낮은  압력은  1bar이하이지만,  필요하다면 
이보다 높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용융금속용  주공급원,  주형공동의  지니는  주형,  주형이 주조
위치에  있을  때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상부  아래의  주입구를  통하여  주형공동으로  용융금속을 
공급하는  공급장치,  용융금속에  공동으로부터  주공급원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제2공급원으로부
터  공동으로  흐르는  것을  허용하도록  중력에  대해  주형공동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제2공급원으
로부터 공동으로 흐르는 것을 허용하도록 중력에 대해 주형공동의 배향을 변경시키는 장치를 
지니는,  주형공동을  주공급원과  비공급관계로  위치시키는  장치,  상기  배향의  변경중에  공동을 주공
급원에  연속적으로  연결시키는  장치,  금속이  공동내에서  응고되는  동안  용융금속이 제2공급원으로부
터  공동으로  흐를  수  있는  주조위치에서  이격된  냉각위치로  주형공동을  이동시키는  장치로  구성된 
주조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첫번째  특징의  방법  또는  본  발명의  두번째  특징의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진 주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이제 첨부도면을 참고로 예로써 기술될 것이다.

 이제  제1도  내지  제4도에  대해  언급하면,  론더장치(launder  system  :  12)에  의해  주형지지체(13)에 
연결된  용융금속(11)의  주공급원(10)을  지니는  금속주조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주형공동(15)을 지니
는  주형(14)은  주형지지체(13)상에  지지된다.  주조될  금속(11)은  이  실시예에서는  LM  25로  알려진 
알루미늄  합금이지만,  ＂낮은  압력＂에  의해  주조가능한,  예를  들어  마그네슘,  아연,  납,  구리  및 
이들중의 어떤 것의 합금같은 다른 금속 또는 다른 어떤 알루미늄일 수 있다.  또한,  철 금속도 주조
될 수 있다. 물론 사용되는 정밀한 구성요소들은 주조될 금속에 대해 적절하게 선택된다.

본  실시예에서,  주공급원(10)은,  장방형  하부(18)  및  수직측부(19),  단부벽(20)을  각각  지니는 내화
물이  라이닝된  저장용기(17)를  포함하는  용융/수용로(爐)(16)로  구성된다.  루프(21)가  용기(17)의 
전체폭에  걸쳐  확장되지만  충진통로(22)와  그  맞은편  단부에  송출통로(23)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부
벽(20)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루프(21)는  일반적으로  수평인  장방형  상부(24)와  수직측부(25)  및  단부벽(26)으로  구성된다. 루프
(21)는 적절한 내화재를 포함하며 그 내부에는 방사전기히터(27)가 제공되어 있다.

히터(27)의  온도  및  개수  그리고  루프의  상부(24)의  면적은,  충진통로(22)에서  용기(17)내로 공급되
는  주괴(ingot)를  용융시켜  용기의  잔여부에서  용융금속으로  유지하는데  충분한  열을  제공하기 위하
여  배치된다.  하방으로  연결된  내화벽(28)은  충진통로(22)를  용기의  주  가열부로부터  내화벽(29)과 
상방으로  연장된  내화벽(30)은  용기(17)로부터  분리된  펌프(32)가  설치되는  주조용기영역을 한정하
기  위하여  용기의  송출통로에  제공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펌프는  금속을  라이저(raiser) 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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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을  통하여  영역(31)으로부터  송출하는  전자기펌프이다.  필요하다면,  주조용기영역(31)으로 들어가
는  용융금속을  여과하도록  여과키(34)가  벽동(29,30)사이에  설치될  수  있다.  라이저관(33)과 펌프
(32)는  용융금속내에  잠긴  하단부와  용기외부로  연장된  상단부  및  용융금속의  상부의 자유표면(34)
을 관통하여 연장되는 중간부분을 지니는 통로를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금속이  저장용기내에  배치된  본체내로  흡입되어  본체내의  압력변화에  의해  펌프(32)와 
관련하여  기술된  라이저관을  통하여  본체로부터  배출되는  압력펌프같이,  저장용기로부터  분리된 다
른 형태의 적절한 펌프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예시되지는  않았지만,  기밀  덮개를  지니는  저장용기같은  주공급원을  설치함으로써,  그리고, 바
람직하게  용융금속에  잠긴  하단부,  용기외측의  상단부  및  용융금속의  상부  자유표면을  관통하여 상
방으로  연장되는  중간부분을  지니는  통로를  제공하는  라이저관을  통하여  금속을  상방으로 밀어내도
록  용기내부  전체를  가압함으로써,  라이저관(33)과  상응하는  직립관을  통하여  상방으로  송출될  수 
있다.  이  변형에는  주조될  금속이  철  금속인  경우에  특히  적절한데,  이는  예시된  전자기  펌프(32)가 
철금속용으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금속이  송출되지만,  주공급원(16)을  용융/수용로의  형태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금속은 고체상태보다는 용융상태로 저장용기에 공급될 수 있다.

라이저관(33)은  론더장치(12)의  일부를  포함하며,  라이저관(33)의  상단부에는  대체로  수평하지만 약
간  상방으로  경사진  도관(35)이  연장돼  있다.  라이저관(33)  및  도관(35)은  단열재(36)로  포위되며 
히터가 설치될 수 있다.

도관(35)은  분리가능한  회전죠인트(37)에  의해  주형지지체(13)에  연결된다.  죠인트(37)는 주형지지
체(13)와  도관(33)사이의  수평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을  허용하며,  제1도  내지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조위치(CA)로부터 그 위치에서 이격된 냉각위치(CO)로의 주형지지체(13)의 이동을 허용한다.

주형지지체(13)는  내화재(39)를  지니는  상부  개방강철상자(38)을  포함하며,  상자내에는 입구(41)로
부터  헤더(42)까지  대체로  수평하게  연장된  용융금속용  도관(40)이  형성되어  헤더(42)는  대체로 상
방으로  주형지지체의  출구(43)로  연장된다.  헤더(42)의  용적은,  후술되는  바와  같이  공동(15)에 용
융금속을 공급하기 위해 제2용융금속공급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금속을 포함하도록 배치된다.

주형(14)이 주형지지체의 상부표면(44)에 지지된다. 본 실시예에서, 주형(14)은 상형 및 하형
(45,46)을  포함하며,  각각의  상,하형은  접합  주물사를  지니며  그들  사이에  공동을  형성하는  바, 공
동(15)내에는 최소한 하나의 코아(47)가 배치된다.

상,하형(45,46)은 접합 주물사가 배치되는 주형상자와 주입구(49)가 제공되는 공동(15)을 포함한다.

비록  예시된  실시예에서는  단하나의  주형공동  및  주입구(49)에  의해  공동과  직접  연결되는  단 하나
의  헤더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다수의  공동이  각각의  주형에  제공될  수  있다.  정해진  공동  또는 각
각의  공동은  하나  이상의  코아를  포함할  수  있다.  정해진  공동  또는  각각의  공동은  하나  이상의 공
동  주입구에  의해  하나  이상의  헤더에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주입구가  연장되는 다수
의 통로를 지니는 단일의 헤더가 있을 수 있다.  다수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공동에 대해 단
일 주입구 또는 최소한 몇 개의 공동에 대해 다수의 주입구가 있을 수 있다.  이후에 헤더,  주형공동 
및  주입구에  대한  관계는  이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언급된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상
하형부분들은  상자없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  한  실시예가  이후에  제5도를  참고로 기술되
며 주형은 두부분 이상을 지닐 수 있다.

강철상자(38)는,  주형(14)을  주형지지체(13)에  고정시키는  고정플레이트(51)가  설치된 매니플레이터
(manipulator  :  50)에  분리가능하게  연결된다.  고정플레이트(51)는  화살표(A)방향으로  이동가능하며 
매니플레이터  주형상자(38)를,  수평하게  화살표(B)방향으로  수직하게  화살표(E)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상자(38)(그러므로,  주형(14)  및  주형지지체(13)와  함께)를  수평축(H-H)을  중심으로 화살
표(C)로  도시된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으며  수직축에  관해  화실표(D)로  도시된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회전가능한  죠인트(37)는  제1  및  제2도관(35,40)사이의  회전을  허용하며  그  사이에  밀폐(seal)를 제
공한다.  죠인트(37)가  죠인트  가스켓(39a)을  지니는  내화재(39)의  요홈내에  수용되어  도관(40)에 대
해  고정되는  제1부재(52)를  포함한다.  그  부재(52)가  절두  원추형  요홈(53)을  지니는  바,  그  요홈은 
도간(35)에  대해  고정된  제2부재(55)의  부분적  구형부분과  상호작용한다.  부재(52,55)는  그 도관사
이의  밀폐를  지속시키고  통상적으로  비교적  경질의  재료  및  다른  덜  경질의  재료와  서로  과도하게 
마모시키지  않는  내화재를  붙인  재료  또는  내화재로  만들어진다.  전술된  바와  같이  부분적  원추형 
및 부분적 구형인 죠인트면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렬이 조정될 수 있다.

사용에  있어서,  주형(14)은  매니플레이터(50)의  고정플레이트(51)에  의해  주형지지체(13)의 상부표
면(44)에  고정되며  매니플레이터(50)는  회전죠인트(37)의  밀폐표면(53,54)을  밀폐계합하도록 이동시
키기  위해  조립체를  조종하며,  제1도  및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형(14)은  주조위치(CA)에서 주
형지지체(13)위에  배치된다.  그후에,  펌프(32)는  상승관(33),  도관(35)  및  밀폐수단(52-55)에  의해 
한정되고  둘러싸인  통로를  통하여  금속을  용기(17)  외측상방으로  주형지지체(13)의  도관(40)내로 송
출시켜  헤드(42)를  채우고,  그  후에  상방으로  주입구(49)를  통하여  주형공동(15)내로  통과시키도록 
작동된다.  금속의  이동은  필수적으로  상방을  향하게  되어  ＂상향＂충진의  장점,  즉,  중력하에서 하
방으로  난류가  존재치  않으며  발생치  않는  장점이  달성됨으로써,  금속  표면내의  산소  및  다른 입자
의 함유를 회피하여 핵형성 결함의 원인을 회피한다.

주입구  및  주형공동은,  어떤  또는  최소한  어떤  실제적인  하방으로의  금속흐름없이  공동이 채워지도
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형내에서의  금속의  압력은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소기의  낮은 압
력으로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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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이  채워지고  상기  압력이  지속되면  매니플레이터(50)는  주형지지체  및  주형조립체(13,14)를 축
(H-H)에  관해  180°회전시켜  지지체  및  주형조립체(13,14)를  제2도에  도시된  배향으로  반전시킨다. 
그러므로,  펌프내에  압력이  제거되어  용융금속이  라이저관(33)을  통하여  도관(40)밖으로  그리고 최
소한  부분적으로  도관(35)을  벗어나  제2도에  도시된  수준으로  하강되면,  주형공동은  주공급원(16)과 
비공급관계로  위치되고  제2의  공급원(42)과  공급관계로  위치된다.  또한,  필요하다면,  금속은, 용기
(17)내의  금속표면(34)과  같은  수준에  있도록  도관(35)  및  라이저관(33)으로부터  완전히  방출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주형이  주공급원(10)으로  향하는  약간의  금속의  흐름을  허용하도록 
반전되기  전  또는  반전되는  중에  압력이  감소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시되지  않은  예비  용적은, 
공동이  반전동안에  채워진  것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용적의  헤더(42)에  대해 주형공동
(15)의  맞은편  단부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공동은  부분적으로  비워지게  되어  반전시에 제2공급원
으로부터 재충전되도록 허용될 수 있다.

헤더(42)는  금속을  담은  채  유지됨으로써,  주형이  반전되는  경우에,  공동내의  주형을  가압하며, 공
동(15)내의 금속이 응고되는 동안 가압을 계속한다.

헤더가  이제  주형공동(15)위에  위치되기  때문에  헤더  또는  헤더들로부터의  대류에  의한  주형공동의 
가열은  가능하지  않으므로써,  헤더의  존재는  대류에  의해  금속의  응고를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것으
로 주시될 것이다.

론더장치(12)의  도관(35)내의  금속이  죠인트(37)를  떠나자마자  매니플레이터(50)는  주형  및 주형지
지체  조립체(13,14)를  수평으로  론더(12)로부터  이격되게  화살표(B)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서 조립체
를  주조위치(CA)로부터  이동시키도록  작동되어  죠인트(37)의  표면(53,54)을  분리시킨다.  그후에, 매
니플레이터(50)는  주형지지체  및  주형조립체(13,14)를  수직축에  대해  화살표(D)로  표시된  방향으로 
회전시키도록  작동되며,  이후에  조립체를  냉각위치(CO)로  이동시키도록  하강되며,  제4도에서와  같이 
주형(14)을  냉각트랙  또는  콘테이너상에  배치시킨다.  그후에  플레이트(51)는  매니플레이터(50)가 조
립체로부터  해제될  수  있도록  느슨해지며,  공동(15)내의  금속이  응고될  때까지  주형지지체(13)의 무
게가 지지체의 표면(44)과 주형(14)의 극단 표면사이의 밀폐를 지속시킨다.

매니플레이터(50)가  화살표(B)방향으로의  이동에  의해  주형지지체(13)로부터  분리된  후에 장전
(loading)위치로  진행하기  위하여  화살표(D)로  도시된  바와  같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되어 축(H-
H)을  중심으로  180°회전한  후에  다른  주형지지조립체  및  주형과  결합된다.  그후에,  매니플레이터 
이미  기술된  새로운  주형지지체의  표면(53)에  상응하는  표면을  도관(35)에  대해  고정된 죠인트부재
(55)의  표면(54)과  밀폐계합하도록  이동시킴으로써  주조위치(CA)표면에서  또다른  주형지지체  및 주
형을  저장용기(17)와  공급관계로  이동시킨다.  그후에,  펌프가  금속을  새로운  주형고동내로 송출하도
록 다시 작동됨으로써 작업이 반복된다.

한편,  공동(15)  및  헤더(42)내의  금속이  응고된  후에,  주형지지체는  어떤  적절한  수단에  의해 주형
으로부터 떨어져서 상승되어 재사용을 위해 배치된 또다른 주형을 지니도록 장전위치로 귀환된다.

헤더(42)의  형상은  금속이  응고된  이후  주형지지체(13)가  상승될  때  주형(14)뒤에  체재하도록 설계
된다.

이제까지  공지된  기술에  의해  한시간에  5-8개의  주물이  제조될  수  있지만,  상기의  방법  및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한시간  동안에  약  25-30개의  주물이  제조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물론 주조속도
를  상당히  증가시키며,  이같은  속도의  증가는  이미  공지된  방법으로  성취된  품질  및  양품율에 아무
런 변화없이 성취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매니플레이터(50)에는  다수의  고정플레이트(51)  및  분리가능하게  주형상자와  결합할  수 
있는  수단이  예를  들어  수직축  반경방향  둘레의  위치에  4개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작업은  각각의 
위치에서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주조위치에서  주조하고,  냉각위치에서  냉각트랙으로 하
강시켜,  주형상자를  제거위치로  이동시키고  충전위치에서  새로운  주형을  집어올린다.  이는  더  큰 생
산성을 실현시키게 된다.

제5a도는  제1도에서  4도까지  설명한  장치의  변형예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5a도에  계속되는 참조부호
는  관련부분에  대하여  제1도  내지  4도에서  사용했던  부호에  400을  더하여  사용된다.  본  변형예에서, 
전기한  제1실시예의  주형(14)에  상응하는  주형(414)은  상자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합주물사로  제조된다.  주형(414)은  상형부(445)와  하형부(446)를  포함하고  내부에 적어
도  하나의  코아(447)가  배치되는  주형공동(415)이  형성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주형공동에는 
코아가 없을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  상형부(445)는  공급통로(406)와  흐름  통로(407)로  구성된  도관(440)과  헤드(442)를 
포함한다.

주형지지체(413)는  전기한  실시예의  지지체와  비교하여  무게가  가벼우며  내화물(439)은 단열판형태
로  되어  있다.  상자(438)는  프레임형태일  수  있으며  내화물(439)의  고정링(405)에  의해  상자내에 유
지된다. 내화물 단열판(439)은 도관(440)의 흐름 통로(407)의 개방부분을 폐쇄한다.

본  실시예에서  헤드(442)와  도관(440)은  유입구(441)와  같이  주형(414)의  일부이다.  주공급원  및 론
더는  제1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따라서  주형(414)에  인접한  론더(412)의  단부만이  도시되어 
있다.  회전죠인트(437)는  주형(414)과  도관(435)사이에서  수평축에  대한  회전을  허용하며  또한 주형
(414)이  제5a도에  도시된  주조위치(CA)로부터  제1도  내지  4도에  도시된  위치(CO)와  같은  냉각위치로 
이동되는  것을  허용한다.  회전가능하며  분리가능한  죠인트(437)는  도관들(435,440)사이의  회전을 허
용하며  그  사이를  밀폐시킨다.  죠인트(437)는  상형부(445)의  주물사홈에  수용되는  제1부재(452)를 
포함하며  접시형  내화제  와셔형태이다.  와셔(452)의  외향표면은  도관(435)에  대하여  고정된 제2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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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의 환형표면(454)과 상호작용한다.

와셔(452)의  외향표면(453)과  표면(454)사이에서  주조장치에  의해  그들사이에  가해지는 축방향하중
에 의해 밀폐가 유지된다.

와셔(452)는 필요에 따라 유리섬유망 또는 내화재 그물의 필터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작업순서는  제1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본  실시예에  있어서  반전된  위치에서  도관(440)은 
제2공급원 또는 헤더(442)를 충만시키고 남은 것은 배출한다.

이러한  장치는,  헤더와  공급도관이  주형내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내화성와셔(452)만을  필요로  하여 
밀폐가  용이하고,  각각의  주형자체가  제2  또는  보조공급원과  공급도관을  지니므로  필요한  헤드형상 
또는  공급도관  형상에  무관하게  모든  주형에  대하여  같은  주형지지체(413)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경제적인 잇점이 있다.

주형저면(414)과  내화물(439)사이의  밀폐는  하중만으로  면  대  면  접촉에  의해  성취되며, 고정링
(405)이 상기 면들 틈새의 작은 탈출통로로 빠져 나가는 금속을 냉각밀폐시키는 작용을 한다.

도관부분(406)은  충전위치에서  하향  경사부를  지닌다.  이  경사는  제5a도에서  과장되어  도시되어 있
으나  실제로는  금속의  도관부분(406)을  따라  약간  아래로  경사져,  흐를  때  초기의  비교적  느린 유속
은  난류를  일으키지  않으며,  자유표면에  난류가  없이  순차적  충전이  신속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도
관부분들(406,407)이 신속히 충전되게 된다.

필요에 따라 도관부분(406)은 제5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으로 될 수도 있다.

제6도에는  제1도  내지  4도에서  설명한  장치의  다른  변형예가  예시되어  있으며,  도면부호는  제1도 내
지  4도의  대응부분에  대해서는  끝의  두자리가  제1도  내지  4도의  도면부호와  동일하다.  본 변형예에
서는,  상기한  제1실시예의  주형(14)에  대응하는  주형(114)은  발포성  폴리스티렌과  같이  제위치에서 
파괴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여  비접한  주물사로  제조된다.  제1실시예의  도관(40)과  헤더(42)에 대
응하는 도관(140)과 헤더(142)는 폴리스티렌 모형을 사용하여 비접합 주물사로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주형상자(148)는  비접합  주물사(160)를  포함한다.  탕구(149)를  형성하는 부분(161b)
을  지니며  주형공동(115)을  형성하는  부분(161a)을  지닌  폴리스티렌  모형(161)이  주물사(160)에 묻
혀  있다.  모형(161)의  부분들(161a,161b)은  헤더(142)와  도관(140)을  형성하는  모형부분(161c)과 일
체로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모형부분(161c)에는  3개의  다리들(161d)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다리들은 주형상자
(148)의  저벽의  상향표면(162)상에  정치돼있으며,  주형상자에  대하여  모형(161)의  측방향의 움직임
을  막도록  고정시키는  수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다리들(161d)의  저부와 표면
(162)사이에  접착제가  제공되거나  다리들(161d)의  하단부를  수용하도록  표면(162)에  도시되지  않은 
소켓이  제공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다리(161d)와  면(162)들  사이의  결합의  결과로써 모형(161)
이 제위치에 보지된다.

필요에  따라,  모형부분(161a)은  부분(162b)과  분리되거나  부착되어  형성될  수  있으며,  부분(161b)은 
부분(161c)과  일체로  되거나  분리  또는  고정되어  형성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부분(161d)은 부분
(161c)과 일체로 되거나 분리 또는 고정되어 형성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모형(161)은  탕구(149)의  상단  또는  하단까지  형성될  수  있으며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은  중공형  내화제  통로부재(163)에  연결될  수  있으며,  통로부재의  내부는  헤더(142)  도관(140)  및 
필요하면  탕구(149)가  제공된다.  이  경우에  내화재의  통로부재(163)에는  상기한  다리(161d)와 유사
한 다리(163a)와 같은 표면(162)에서 지탱하는 형성물이 제공된다.

용융금속  주공급원과  론더는  제1실시예에서  상술한  바와  같으므로  제5도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부재
(355)에  대응하는  부재(155)만이  도시되어  있다.  회전  및  분리가능한  죠인트(137)는  주형(114)과 도
관(135)사이와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을  허용하며,  제5a도에  도시된  주조작업위치로부터 제4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냉각위치(CO)로의  주형(114)의  이동을  허용한다.  회전  및  분리가능한 죠인트
(137)는  도관(135)과  도관(140)사이의  회전을  허용하며  그들사이를  밀폐시킨다.  죠인트(137)는 모형
부분(161c)의  단부에  수용되는  제1부재(152)를(또는  경우에  따라  내화재  통로부재(163)를)  포함하며 
주형상자(148)의  측벽(171)에  있는  홈(170)에  수용되며  내화재  와셔형태이다.  와셔(152)는 모형부분
(161a)(또는  내화제  통로부분(163))에  견고히  부착되지만  주형상자(148)와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이를  위해  홈(170)은  와셔(152)보다  큰  직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  사이에  원주상으로  연장된 공간
(172)을  제공한다.  비접합  주물사를  주형상자에  채우는  동안에  와셔(152)와  주형상자(148)사이로 주
물사가  새는  것을  막도록  홈(170)의  벽(173)에  인접한  위치에서  와셔(152)가 모형부분(161c)상에(또
는  통로부재(163)에)  위치된다.  와셔는  적당한  깊이로  형성된  카운터보어(174)에  위치되  있어, 다리
(161d)(또는 (163a))가 표면(162)에 정확히 위치될 때 표면(173)에 대하여 정확히 위치된다.

모형(161)(또는  통로부재(163))은  입구(141)영역에서  주형(148)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입구
(141)영역에서  주형상자(148)로부터의  거리가  얼마가  될지라도  지지체를  지나지  않는다.  모든  지지 
및 배치는 단지 다리(161d 또는 163a)와 표면(162)과의 결합에 의해서만 제공된다.

와셔(152)의  외향표면은  도관(135)에  대하여  고정된  제2부재(155)의  환형표면(154)과  상호작용한다. 
와셔(152)의  외향표면(153)과  표면(154)사이의  밀폐는  주조장치에  의해  그들  사이에  부여된  축방향 
하중에  의해  유지된다.  와셔(152)는  제5도에  도시된  와셔(452)에  대한  상기  설명과  같이  필터를 포
함할 수 있다.

주불사(160)는  모형,  또는  모형과  내화재의  통로부재  주위에  통상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진동  또는 
진공을  이용한  방법으로  충진된다.  가요성을  밀폐부재(164)는  고무박판  또는  밀착  필름  또는  다른 
재료로  될지라도  고정판(165)에  의해  보지되며  주형상자(148)에는  진공펌프에  연결된  출구(16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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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다.  진공펌프  진공은  모형(161)의  부분(162)의  증발에  따른  생성물을  배출시킬  수  있으며 주
물사의 응고를 유지시킬 수 있다.

주형상자(148)는  매니플레이터(50)와  동일한  매니플레이터에  분리가능하게  연결되며,  주조작업은 주
형으로부터  주형지지체를  분리시키는  단계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실시예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
다.  전체  조립체는  진공으로  분리가  가능할  만큼  충분히  금속이  응고된  때까지  냉각위치에서 유지되
거나  또는  냉각트랙을  따라  이동되며,  응고후에는  주형상자(148)로부터  주물사를  제거한다.  그 다음
에  주형상자(148)는  주형  제작위치로  이동되어  새로운  모형이(또는  모형과  내화재  통로부재) 도입되
고  와셔(152)가  조립되며  비접합  주물사를  그  둘레에  부어  고화시키며,  진공화시키고, 매니플레이터
에 재결합되어 주조위치(CA)의 저장용기(17)와 관련한 용융금속 공급위치로 이동시킨다.

필요하면  주형상자(148)는  단일  주조로  될  수  있으며,  또는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구적으로 
또는 분리가능하게 함께 연결될 수  있는 2개의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주형상자의 저면벽 전
체  또는  일부는  그  측벽들과  분리될  수도  있으며  측벽에  대하여  인접한  적당한  지지면이  제공될 수
도 있다.

제7도에는  제6도에서  설명한  실시예의  변형예가  예시되어  있으며,  제2도와  대응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그  도면부호에  200을  더하여  표시하였다.  주형지지체(113)는  제1도  내지  4도의  실시예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은  바,  즉,  죠인트(37)에  대응하는  회전죠인트인  제1도  내지  4도의  실시예의  도관(40)과 
헤더(42)와  같은  방법으로  도관(240)과  헤더(242)가  형성된  내화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내화재 
가스켓(270)은  주형지지체(213)의  상부(244)에  위치하며  제5도  실시예의  모형(161)에  상응하는 모형
(261)이  가스켓  위에  놓이고  주물사가  주형상자(248)에  부어져  고화된다.  가스켓(270)은  주물사가 
헤더(242)에  채워지는  것을  막는다.  본  실시예에서의  주조작업은,  금속이  적당히  응고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냉각위치(CO)에서  냉각된  다음에  주형지지체(213)가  주형(214)으로부터  상승되며  주형의 
금속이  계속  응고된다는  점에서  제1실시예에서의  설명과  근본적으로  같다.  필요하면, 주형지지체
(213)가  제거된  다음에도  진공이  유지되도록  주형지지체(213)와  주형(214)사이에  상이한  가요성의 
밀폐부가  제공될  수  있다.  주형지지체(213)는  그  위에  다른  주형(214)의  조립을  위해  장전위치로 되
돌아가며, 이어서 매니플레이터에 의해 새로운 조립체가 조장용기(17)에 대해 공급위치로 이동된다.

제8도에서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으며,  제1도  내지  4도에서  사용된  부분들에 대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도면  부호가  사용된다.  본  예에서는,  강철상자(338)로  구성된 주형지지
체(313)가  베어링(370)에  의해  수평축(H-H)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베어링의  외측 
레이스는  직립부재(371)에  장착되어  있다.  상자(338)는  공압식으로  작동되는  아암(374)으로 화살표
(F)방향으로  가동할  수  있는  고정판(373)을  포함하는  매니플레이터(372)가  그  위에  설치되어  있다. 
상자(338)는 상향단부(340a)를 지니는 도관부분(340)이 형성된 내화물(339)을 포함한다.

내화물(339)의  윗면은  제1도  내지  4도의  제1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하형(345,346)으로 구
성된  주형(314)을  수용지지하며  매니플레이터(372)의  고정플레이트(373)에  의해  주형지지체(313)에 
고정되도록  배치된다.  주형(314)은  상,하형(345,346)으로  형성된  주형공동(315)을  지니며 공동속에
는  적어도  하나의  코아(347)를  지닌다.  주입구(349)는  도관(340)의  상향부분(340a)과  연통하도록 연
결된 헤더부(342)와 통한다.

가스켓(375)이  주형의  표면(376)과  주형지지체(313)의  표면(344)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그들사이에 
밀폐를  제공한다.  본  장치는  로(317)를  포함하며  로(317)에는  용융금속이  공급되어  용융상태로 유지
되고  로  내부를  가압함으로써  제1실시예의  것과  상응하는  라이저관(333)과  론더장치(312)를  통하여 
로(317)로부터  용융금속이  송출된다.  변형적으로,  필요에  따라,  로(317)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진 펌
프를  사용하여  로(317)로부터  용융금속을  송출할  수  있으며,  이때의  펌프는  제1도  내지  4도의 실시
예와  관련하여  설명한  전자기펌프(32)  또는  압축펌프이다.  변형적으로,  주공급원은  용융  및/수용 로
로 제공되며 제1도 내지 4도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로부터 용융금속이 공급된다.

도관부분(335)은  주형지지체(313)에  연결되며,  특히  도관(340)은  회전죠인트(337)에  의해  회전은 가
능하지만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된다.  회전죠인트는,  본  예에서  환형인  상호  밀폐표면(353,354)이 제
공된  내화재계면부분(352,355)사이에  마련된다.  표면(353,354)은  압축코일스프링(377)과  같은 탄력
있는  평향수단에  의해  밀폐  계합으로  유지되며  충분한  유연성이  론더장치(312)에  제공되어  편향의 
발생을 허용한다.

사용시에,  주형(314)은  장전위치에서  적당한  기계적  처리수단에  의해  파지되어  가스켓(375)을  지닌 
주형지지체(313)  면(344)상에  배치되는  위치로  이동된다.  그때  매니플레이터(372)가  동작하여 주형
(314)이 고정판(373)에 고정되게 한다.

용기(317)는  가압되는  용융금속을  위로  송출하여  도관(335)을  통해  도관(340)으로  들어가게  하며 이
어서  도관부분(340a),  헤더(342),  주입구(349)  및  공동(315)으로  들어가게  한다.  상향의  용융금속 
공급방법은 전기한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과 근본적으로 같으며 동일한 장점을 가진다.

주형공동(315)이  용융금속으로  충진되고  가압력이  전기한  바와  같은  크기로  유지되면, 주형지지체
(313)와  그  위에서  지지되는  주형(314)은  적당한  회전장치에  의해  축(H-H)을  중심으로 180°회전되
며, 그런 다음 가해진 금속가압력이 제거되고 도관(340)의 금속이 저장조로 귀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도관(340)이  비워지는  만큼  금속표면이  하강될  수  있는  반면,  금속은  여전히 적어
도  일부의  라이저관에  유지되거나,  또는  저장조(17)내의  금속의  자유표면과  같은  수준까지 라이저관
내로 후퇴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용융금속이  도관(340)에서  하강되자마자,  고정판(373)을  하강시킴으로써  주형(314)이 주형지지체
(313)와의  접촉상태로부터  하강된다.  역전된  주형은  적당한  기계적  처리장치에  의해  축방향으로 제
거될  수  있다.  용융금속의  양정은  주형자체의  주입구(349)의  확장된  헤더부분(342)에  의해 유지됨으
로써  주형공동(315)의  금속에  가해져  유지되는  감소된  압력이  응고중에도  공동(315)에  가해진다. 나
머지의  작은  양의  금속은  주입구에  인접한  저장조를  향해  충분히  배출되지는  않겠지만,  주형이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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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상기  금속의  표면이  금속의  산화물막  및  표면장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부호(378)로 도시
된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주형으로부터 금속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제8도에  도시된  실시예는  전술한  주형(314)  대신에  모형과  같은  것을  둘러싸는  비접합 
고화주물사를  포함하는  주형상자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하게  제위치에서  파괴될  수  있는  모형을 사용
한  비접합  주물사로  만든  주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형될  수  있다.  발포성  폴리스티렌  모형은 주형
공동(315),  주입구(349)  및  헤더부(342)  전체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필요에  따라 헤더부(342)
와 주입구(349)는 내화재셀로 제공될 수 있다.

상술한  모든  실시예들에서,  제1도에  점선으로  도시된  필터(F)와  같은  필터가  저장조로부터 주형공동
으로의  용융금속  유동통로에  놓여질  수  있으며  이로써  오염물질이  주형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한다.  예시된  예의  필터는  내화물(39)과  제1부재(52)사이인  연결  가스켓(39a)의  제위치에  위치하는 
디스크형 세라믹 필터이다.

비록  전술된  실시예에서,  회전죠인트의  제1  및  제2부재를  관통하는  금속통로용  개구부들의  종축은 
주형공동의  회전축과  일치하며,  원한다면  그  또는  각각의  상기  종방향  축들은  상기  축둘레의 원형궤
도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전축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  더욱이,  주형공동은  대개 원
형  또는  다른  경로로  이동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중력에  대한  주형공동의  배향을  변경시키도록 
수평  또는  대체로  수평인  축에  관해서  타원형  또는  불규칙한  경로로  이동될  수  있다.  공동의  완전 
또는  부분적  반전을  일으키는  어떤  이동은  본  발명  및  첨부된  청구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록  상기  실시예에서,  공동이  완전히  반전,  즉,  충진중에  점유하는  제위치로부터  180°회전되지만, 
필요하다면,  단지  부분적으로  반전될  수  있으며,  주공급원  및  두번째  공급원으로부터의  공급의 각도
상위치는  주형이  요구되는  양으로  반전될  때  공동으로부터  주공급원을  향한  금속의  흐름을  방지하고 
두번째  공급원으로부터  공동으로의  금속의  흐름을  허용하기  위함이다.  ＂반전된＂이라는  용어는  본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완전반전뿐 아니라 부분적 반전을 언급하도록 사용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주형공동은  중력에  대한  주형공동의  배향  변경착수전에  주공급원으로부터 금속으
로  완전히  채워졌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주형공동은  배향  변경착수전에  단지  부분적으로  채워질 
수  있으며,  헤더는  펌프에  의해  지속되는  부분적인  충진을  필요로  하며,  그  후에  주형공동은 주공급
원으로부터 재료가 흐름으로써 더욱 채워진다.

전기의  모든  실시예에서,  주형의  하부  충진으로부터  생기는  장점이  성취되며,  추가로,  주형의  반전 
및  주공급원과의  공급관계로부터  주형을  제거하는  것은  주조위치로부터  원격한  위치에서의  응고를 
허용하며,  그러므로  주형내의  금속이  응고될  때까지  주형위치에서  공급관계를  유지했던  경우에는 가
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또  다른  주형의  공동이  주조위치에서  공급관계로  이동되는  것을 허용한
다.

상기  배향  변경중에  주공급원에  주형공동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공급중에  주형공동내의 금
속이  받았던  압력과  같은  압력을  반전중에  받도록  허용한다.  또한,  반전후에  론더로부터  금속의 흐
름을,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을  분리시키는  준비가  이루어지며,  헤드의  상부  도관은  폐쇄된 도
관내에  있으므로  주조  방법이  신중하게  조절될  수  있고  어떤  바람직한  속도의  금속흐름  또는  압력이 
부과될 수 있다. 

비록,  전기  실시예에서  상기  배향  변경중에  주형공동을  주공급원에  연속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장
치가  회전가능한  죠인트를  통한  금속의  공급을  포함하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요성  또는  아아치형  도관이  변형예로써  가능하지만  출원인은  그런  변형예를 구
조하지 않았다.

전기  모든  실시예에서,  주형은  실리카  주물사같은  어떤  적절한  입자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전체
적으로 또는 대체로 전체적으로 지르콘(zircon)주물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  모든  실시예에서,  주형공동내의  금속이  응고된  후에  최종주물은  주물사를  제거하는  통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주형으로부터  제거된다.  예를  들어,  접합  주물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압
출방식으로,  또는  제위치에서  파괴가능한  형태를  지닌  비접합  주물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물사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본  발명은  셸  몰드(shell  mould)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주물은  셸  몰드를 깨뜨림으로
써 제거된다.

또한,  본  발명은  예를  들어  강철로  만들어진  최소한  두개의  분리가능한  부분을  지니는  영구주형에도 
적용가능한  바,  그  부분들  사이에  주형공동이  형성된다.  그  셸  몰드  또는  영구주형이  이미  기술된 
실시예의 사용접합 주물사 대신 제공될 수 있다.

전술된 방법 및 장치는 어떤 바람직한 형상의 주물류 및 특히 완성된 또는 반제품 형상인 주물을 제
조하는 공장에 사용될 수 있다.

전술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 또는 공정,  또는 전술된 기능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로 또
는  특별한  형태로  표현되는  전술된  설명  또는  첨부도면에  기술된  특징들은,  그  특징들을  분리해서 
또는 조합하여 본 발명을 다양하게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조위치에서  용융금속의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의  상부  아래의  주입구를  통해서  주형공동내로 
용융금속을  공급하는  단계,  공동으로부터  주공급원으로의  용융금속의  흐름을  방지하고 제2공급원으
로부터  공동으로의  용융금속의  흐름을  허용하도록  공동과  주공급원사이의  상대적  이동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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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방향에  대해  공동의  배향을  변경시켜  공동을  주공급원과  비공급관계로  배치시키는  단계,  공동을 
주공급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단계,  주공급원을  주조위치에  유지하는  단계,  주형공동을 주조위치로
부터  이격된  냉각위치로  이동시키는  단계  및,  냉각위치에서,  공동내의  금속이  응고되는  동안 용융금
속이  제2공급원으로부터  공동으로  흐르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공동은  상기  배향의  변경중에 
주공급원과 계속 연결되는, 주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향은  대체로  수평인  축을  중심으로  공동을  회전시켜  주형공동을 반전시킴으
로써  변경되며,  금속은,  제2부재에  대해  회전가능한  제1부재  및  그  부재들사이의  상대적인  회전을 
허용하고  금속흐름경로를  에워싸는  밀폐수단을  포함하는  회전죠인트를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서 주공
급원으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되는 주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금속은  주공급원을  포함하는  저장용기로부터  공동으로  대체로  상방으로 송출됨으로
써 주형공동내로 공급되는 주조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금속은  저장조로부터  분리된  펌프에  의해  송출되며,  펌프는  금속을  저장조로부터 
펌프의  내부로  흡인하여  그  내부로부터  저장조내의  금속의  상부  자유표면을  관통하여  연장되는 통로
를 통해서 금속을 송출하는 주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주형공동은  금속이  공동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대기압이상의  낮은 압
력을 받으며, 공동내의 금속은 상기 배향의 변경중에 계속해서 상기 압력을 받는 주조방법.

청구항 6 

용융금속  주공급원,  주형공동을  지니는  주형,  사용시에  주형이  주조위치에  있을  때  용융금속을 주공
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  상부아래의  주입구를  통해서  주형공동으로  공급하는  장치,  공동으로부터 주
공급원으로의  용융금속의  흐름을  방지하고  제2공급원으로부터  공동으로의  금속의  흐름을  허용하도록 
공동과  주공급원  사이의  상대운동으로  하여금  중력방향에  대해  주형공동의  방향을  변경시키는 장치
를  포함하여  주형공동을  주공급원과  비공급관계로  위치시키는  장치,  공동을  상기  배향의  변경중에 
주공급원과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는  장치,  공동을  주공급원으로부터  이격시키는  장치,  주공급원을 주
조위치에  유지시키는  장치  및  공동내의  금속이  응고되는  동안  용융금속이  제2공급원으로부턴 공동으
로  흐를  수  있는  주조위치에서  이격되  있는  냉각위치로  주형공동을  운반하는  장치로  구성되는 주조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배향  변경장치는  대체로  수평인  축을  중심으로  공동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포
함하며,  주조장치가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까지  상방으로  연장되고,  대체로  수평인  부분을 포함
하는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으로의  금속흐름  경로를  제공하는  통로를  포함하며,  상기 수평부분
에는  주공급원에  대해  고정된  제2도관에  대해  회전가능한  제2도관을  포함하는,  회전죠인트가 설치되
고,  상기  도관들  사이에는  그들  사이에서  죠인트를  밀폐하고  금속의  흐름경로를  에워싸면서  상기 제
1 및 제2도관들이 서로에 대해 회전하도록 허용하는 밀폐부가 있는 주조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공급장치는  금속을  용융금속  저장조로부터  공동으로  대체로  상방으로  송출하는 장
치 및  저장조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펌프를 포함하고,  그  펌프는 금속이 흡인되는 본체 및  그 본체로
부터  송출되는  금속이  통과하며  저장조내의  금속의  상부  자유표면을  관통하여  연장되는  통로를 포함
하는 주조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공급장치는  저장조를  가압함으로써  용융금속을  저장조로부터  대체로  상방으로 송출
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주조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주형공동은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으로의  금속의  관통  흐름  통로를  포함하는 
주형지지체상에  제거가능하게  장착되며,  상기  통로는  제2공급원을  제공하는  헤더부에  도달하며, 상
기  헤더부는  공동과  주형지지체내의  통로사이에  배치되고,  사용시에,  주형이  주조위치로부터  이격된 
냉각위치에  있는  동안  헤더부로부터  용융금속이  공급되는  중에  공동내의  금속이  응고할  수  있도록 
주형지지체를  주조위치로부터  이동시키는  장치가  제공되며,  회전가능한  죠인트는  제1  및 제2도관들
이 서로 분리되어 주조위치로부터 주형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분리가능한 주조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주형공동은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으로의  금속의  관통  흐름  통로를  포함하는 
주형지지체상에  제거가능하게  장착되어  있고,  그  통로는  제2공급원을  제공하는  헤더부에  도달하며, 
상기  헤더부는  공동과  주형지지체내의  통로사이에  배치되며,  주형지지체는  상기  금속흐름  통로를 포
함하고,  주형  지지체상에  제거가능하게  장착되는  주형자체에는  헤더부가  제공되며,  주형은  반전후에 
주형지지체로부터  제거가능하고,  그  지지체는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으로의  금속의  공급중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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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지지체에  공급관계로  지지하고  주형이  주조위치로부터  냉각위치로  이동될  수  있도록  반전후에 
주형지지체로부터 주형의 제거를 허용하도록 조작장치를 포함하는 주조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주형은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공동으로의  금속의  관통  흐름  통로를  포함하고,  그 
통로는  제2공급원을  제공하는  헤더부에  도달하며,  헤더부는  공동과  주형내의  통로사이에  배치되는 
주조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주형은  주형공동을  형성하는,  제위치에서  파괴가능한  모형이  묻힌  비접합 주물사
를  담은  주형상자를  포함하며,  주형공동을  형성하는  모형은  주공급원으로부터  주형상자내로의 주입
구로부터  이격된  위치에서  주형내에  배치  및  지지되고,  주입구는  주형상자의  측벽에  있으며,  금속의 
상기  측벽을  대체로  수평방향으로  통과하며,  모형은  주형상자의  저벽에  의해  배치  및  지지되는 주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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