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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량인 제품의 체적을 측정하고 이것을 용기 안에충진하기 위한 장치

요약

  소량 제품의 체적을 측정하여 그것을 용기(a) 안에 충진하기 위한 장치는 기준 원에 그룹의 형태로 배열된, 개구(18)로서
형성된 계량 챔버(15)를 가지는, 수직 축(13)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계량 판(11)을 갖는다. 상기 계량 챔버(15)의 하측 개구
를 폐쇄하기 위해, 개구(18)를 가지는 슬라이더(17)가 상기 계량 판(11)의 하측에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며, 이 개구들은 충
진 위치에서 상기 계량 챔버(15)를 폐쇄하며 비움 위치에서는 그것을 개방시킨다. 이 슬라이더(17)는 스프링(27)에 의해
충진 위치로 당겨지고 정지부(33)의 조절을 통해 상기 비움 위치로 밀려진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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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제1항의 전제부에 따른 소량 제품의 체적을 측정하여 그것을 용기 안에 충진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런 방식의 종래의 장치에 있어서 계량하려는 제품이, 예를 들어 의약 분말, 과립 또는 이와 유사한 쏟아 부을수(pour)
있는 제품이, 하측이 개방된 협소한 계량 챔버(dosing chamber)안으로 플런저를 이용해 충진됨으로써, 이 제품은 가교
(bridge) 형성 때문에 비움 스테이션 쪽으로 이송 시에 압분체의 형태로 응집된다. 그러나 종종 그 하측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므로, 1회 정량이 줄어들고 상기 장치가 동작 중에 더러워지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 1 항의 특징을 가지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장점으로는 측정되는 제품 양이 각각 동일한 체적을 갖는다는 점이다. 어
떠한 압분체도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일정 양에서 열이 적게 발생하며, 이는 특히 열에 민감한 약(medicament)에
서는 중요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장치에 의해 점착성 제품이 처리될 수 있다.

  종속 청구항에 서술된 조치들을 통해 제 1 항에 제시된 측정 장치의 유리한 개선이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가 도면에 도시되어 있으며 하기에서 상술된다.

  도 1은 측정 장치의 횡단면도.

  도 2는 도 1의 측정 장치의 저면도.

  도 3은 도 2의 선 III - III을 따라 절개한 상기 측정 장치의 일부에 대한 횡단면도.

실시예

  도시된 측정 장치는 쏟아 부을 수 있는 제품, 특히 의약 분말, 과립와 유사한 소량의 제품을 계량하여 그것을 바람직하게
는 하드 젤라틴(hard gelatin) 캡슐 안에 채우는데 사용된다. 비교적 두꺼운 계량 판(11,dosing plate)이 위를 향해 연장되
어 있는 테(12)를 가지고 수직 샤프트(13)에 고정되며 단계적으로 일정 각도만큼씩 회전된다. 상기 계량 판(11)은 기준 원
에 균일하게 분포된 예를 들어 6개의 그룹을 가지며, 이것은 각각 협소한 관통 보어로서 형성된 5개의 계량 챔버(15)를 갖
는다. 그룹마다 상기 계량 챔버(15)의 하측 개구는 슬라이더(17)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각각의 슬라이더(17)는 각 그룹의
계량 챔버(15)의 배치와 일치하는 개구(18)를 가지며, 이들은 충진 위치(filling position)에서는 상기 계량 챔버(15)에 대
하여 오프셋 되어 있으며(도 3) 비움 위치에서는 그것과 정렬된다. 상기 계량 판(11)의 하측에 인접해 있는 활 형상의 슬라
이더(17)는 상기 계량 판(11)과 동축으로 그의 하측에 고정된 2개의 베어링 링(23, 24)의 스텝(21, 22) 안에 위치하여 정
지 노즈(25, 26) 사이의 원호 위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지지된다. 한 편으로 상기 슬라이더(17)의 핀(28)에 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내측 베어링 링(23)의 핀(29)에 걸리는 인장 스프링(27)들은 상기 슬라이더(17)를 폐쇄 위치로 당기며, 그 위
치에서 그것은 상기 계량 챔버(15)의 하측 개구를 차단한다(도 3). 상기 계량 챔버(15)를 개방하기 위해 정지 핀(31)이 슬
라이더(17)마다 그 하측에 돌출해 있으며, 일 그룹의 계량 챔버(15)가 상기 비움 스테이션으로 이동할 때 상기 정지 핀(31)
이 그의 회전 경로 안으로 미리 이동 가능한 잠금 바(33)에 부딪치므로, 해당 슬라이더(17)는 그의 비움 위치로 이동되며,
그 위치에서 그의 개구(18)들은 해당 계량 챔버(15)와 합동이 된다. 상기 계량 판(11)이 더욱 전진하기 전에 상기 잠금 바
(31)가 복귀되므로, 해당 슬라이더(17)가 해당 인장 스프링(27)에 의해 그의 폐쇄 위치로 복귀된다.

  측정해서 채워질 제품은 상기 계량 판(11)의 상측에 제공되며, 여기서부터 그것은 상기 계량 판(11)의 회전 시에 여기에
도시되지 않은 고정 배열된 분로(shunt)에 의해 비움 영역(emptying area) 외부에 그의 계량 챔버(15)를 통과하며, 이 경
우 상기 슬라이더(17)는 그의 폐쇄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 상기 비움 스테이션으로 진입하기 전에 상기 계량 챔버(15)의 상
측 개구(upper opening)는 상기 분로로부터 벗어나 있으므로, 상기 계량 챔버(15) 안의 상기 제품은 상기 계량 판(11)의
상측(upper side)과 정렬된다. 일 그룹의 비우려는 계량 챔버(15)가 상기 비움- 또는 충진 스테이션으로 이동하는 끝 단계
에서, 상기 해당 슬라이더(17)의 정지 핀(31)은 이미 이동된 잠금 바(33)에 부딪치므로, 상기 슬라이더(17)는 그의 비움 위
치 쪽으로 밀려진다. 비움 위치에 있는 상기 그룹의 계량 챔버(15)내의 제품은 비우려는 계량 챔버(15) 안에 삽입되는 일
그룹의 상하 가동형(movable) 플런저(38)에 의해 하드 젤라틴 캡슐의 하측 부분(a)으로 하부로 밀려 넣어진다.

  상기 하측 부분(a)은 상기 장치의 폐쇄 휘일(closing wheel)의 홀더(42)의 수용부(41) 안에 놓인다. 이 수용부(41)들은
상기 계량 챔버(15)와 일치되게 정렬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직 축(13)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계량 판(11)을 가지며, 다수의 그룹으로 기준 원에 배열되는, 위에서 개방되고 하측에
서 폐쇄될 수 있는, 제품이 통과하면서 채워지고 충진 스테이션에서 개방을 통해 상기 용기(a)와 일치되게 비워지는 계량
챔버(15)를 가지는, 소량 제품의 체적을 측정하여 그것을 용기(a) 안에 충진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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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그룹의 계량 챔버(15)용 개구(18)를 가지는 슬라이더(17)가 상기 계량 판(11)의 하측에 이동 가능하게 배열됨으로써,
상기 충진 위치에서 개구(18)는 상기 계량 챔버(15)와 오프셋 되어 있으며 상기 비움 위치에서는 그것과 일치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더(17)는 활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활에서 이동가능하며 스프링(27)에 의해 폐쇄 위치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더(17)는 상기 계량 판(11)의 원형 홈(21, 22)에 배열되어 슬라이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더(17)는 상기 비움 스테이션으로 진입할 때 가동형 정지부(33)에 의해 상기 스프링(23)의 힘에 대항해서 그
의 비움 위치로 이동되며 상기 계량 판(11)이 더욱 전진하기 전에 다시 해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원형 홈(21, 22)에 고정형 정지부(25, 26)가 배열되며, 상기 슬라이더(17)가 상기 스프링(27)에 의해 상기 정지부에
대항해서 폐쇄 위치로 당겨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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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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