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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이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 복합구조물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상이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 복합구조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  있는  유형의  자동차  측부  프레임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절단
한 측면도이다.

제2도는 제1도의 선 2-2를  따라 취한,  자동차 구조물의 두 측부 프레임 사이에 연결된 루프 비임 구
조물을 일반적으로 예시하는 도면이다.

제3도는 제1도의 선 3-3을 따라 취한 횡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공섬유(hollow  fiber)가  보강된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은  본원의  양수인이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
원에  기재되어  있다.  이  방법은  팽창성  공기주머니를  이용하면서  섬유재료를  함침시키는  것을 포함
한다. 본 발명은 계류중인 특허원에 기술된 많은 단계를 이용하며, 이러한 방법의 개선을 포함한다.

전술한  특허원은  소위  수지  트랜스퍼  성형(RTM)을  포함한다.  이들  계류중인  특허원에서는  상부  주형 
단편과  하부  주형  단편  사이에  배치된  섬유재료에  수지를  적용하며,  중공영역(hollow  area)을 차지
하는 팽창성 공기주머니가 형성된다.

상기  특허원은  동일한  평면에서  형성되는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몇몇  특허원에서는  상이한 
평면으로 연장되는 구조물의 부분에 한면에서 일체로 연결된 구조물의 부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간  또는  서브  프레임(sub-frame)에  있어서,  때때로  사이드 프레임
(side  frame)  사이의  측면  루프  비임(recf  beam)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  비임과  기타의  부재를 일
반적으로  사이드  프레임에  대하여  직각으로  사이드  프레임으로부터  측방향으로  연장된다.  이들 연장
부재 또는 부분은 사이드 프레임과 일체(一體)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수지  트랜스퍼  성형시스템(resin  transfer  molding  system)과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형성된  부분이  상이한  방향으로  연장되고  서로  일체(一體)를  이루는  개선된 
수지 트랜스퍼 성형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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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일체형  자동차  언더  프레임의  상이한  연장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  개선된 
수지 트랜스퍼 성형시스팀과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라,  상부  및  하부  주형  단편  사이에  배치된  직물  또는  기타의  보강재료에  수지를 적용
하여  일체형  구조부재를  형성한다.  구조부재는,  예를  들면,  비임의  측방향으로  연장된  부분에 일체
로 연결된 자동차 구조물의 완전한 사이드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구조물 서브 또
는 공간 프레임의 반대쪽 사이드 프레임을 이끄는 루프 비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과  장점은  첨부한  도면과  관련지어  다름의  명세서와  특허청구의  범위를 읽음으
로써 본 분야의 전문가에게 명백해지고 제안될 것이다.

본  발명의  제1도,  제2도,  및  제3도에서  예시한  양태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본  발명은  부분이  상이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RTM으로  형성한  일체형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을 설명하
는데  있어서,  전술한  특허원에  기재되고  특허청구된  많은  특징이  논의될  것이다.  상부  및  하부 주형
단편을  포함하는  주형에는  전술한  특허원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함침되는  보강재  또는  직물이 수용되
어 있으며, 여기에 관련되 상세한 사항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제1도에  관하여  언급하면,  자동차  하부  프레임  구조물(20)에  예시되어  있다.  서브  또는  공간  프레임 
구조물은  전방  포스트(22),  중앙  포스트(24)  및  후방  포스트(26)를  포함한다.  프레임은  문 개구부
(28) 및 (30)와 창문 개구부(32)를 제공하도록 고안된다.

자동차  서브  프레임  구조물의  일부는  자동차용  도어  프레임  부분을  형성하는,  본  발명자가  이전에 
출원한  특허원에  예시되어  있다.  서브  프레임  구조물은  각종  조인트(joint),  곡선표면  및  단면이 불
규칙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유일한  일체형  경화  구조물은  상부  및  하부  주형  단편  사이에 배치
되며 그 후에 수지로 주입되는, 미리 배치하였으나 함침되지 않은 몇몇 섬유 단편으로부터 
형성된다.  그  후,  함침된  섬유  단편은  적절하게  성형되고  경화된다.  예시된  구조물(20)은  구조물을 
통하여 연장되는 중공영역을 포함한다.

수지  공급원은  다수의  도입구(34)에  연결되어  섬유  또는  기타의  보강재료(36)를  함침시켜  결국 단단
한  서브  프레임  구조물(20)을  형성한다.  수지  도입구(34)와  섬유재료(36)  사이에는  실제로  상부 또
는  하부  주형  단편인  다수의  통로  또는  저장기(38),(40),(42),(44)  및  (46)가  있다.  홈  또는 저장기
를  섬유재료(36)에  인접하게  배치한다.  통로  또는  저장기는  수지  공급원(도시하지  않았음)에  연결된 
도입구(34)로부터 수지를 수용하도록 배치한다.

수지가  가압하에  적용될  경우,  섬유재료(36)는  수지로  함침된다.  수지가  섬유재료(36)로  주입될 경
우,  공기가  배기되도록  다수의  배기구(48)를  설치한다.  배기홈  또는  통로(58)는  프레임의  가장자리 
부근에  배치하고,  배기홈(6)은  중앙  포스트(24)에  배치하며,  배기홈(62)은  후방  포스트(26)에 배치
하여  배기구(45)의  배기를  촉진시킨다.  배기홈  또는  통로는  시스템에서  상부  주형부  또는  하부 주형
부를 형성한다.

제2도와  제3도에  강조되는  본  발명은  구조물(20)로부터  측방향을  연장되는  일체형  비임(integral 
beam)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반대편의  사이드  프레임  구조물에  대한 연결수단
(connecting mean)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2도에  관하여  언급하면,  형성된  자동차  구조물의  상면도는  제1도에서  예시된  바와  같은  사이드 언
더  프레임(20)과  구조물(20)에  일체로  연결된  연장부분  또는  부분(70)을  포함한다.  부분(70)이 구조
물(20)에  연결되는  방법은  제3도와  관련지어  기술할  것이다.  본  발명은  연장부분(70)으로부터 연결
된  루프  비임(70)을  제2의  사이드  프레임  구조물(76)에  연결된  제2의  연장부분(74)에  연결하려고 한
다.

제3도에  관하여  언급하면,  자동차  구조물의  루프  프레임의  일부분일  수  있는  구조물(20)(제1도)의 
상부  부분(78)은  "이어(ear)"  또는  교차  부재  부분(70)(제2도)에  일체로  부착되도록  배치한다. 이것
은 실시되는 예비적인 여러 단계를 필요로 한다.

직물(86)  또는  다른  보강재료의  조각  또는  부분은  상부  주형  단편(80)과  하부  주형  단편(82)  사이에 
미리 배치해야 한다.  이들 단편은 RTM  실시후에 일체형 단편을 형성한다.  성형물 내부의 상부 및 하
부  보강재는  물론  교차부재  부착재  "이어즈(ears)"는  미리  형성해야  한다.  제작에  사용되는 보강재
에는  재료가  열과  압력에  의해  성형되도록  하는  열가소성  결합제가  있다.  완전한  장입물을  형성하는 
규격에 맞게 자른 조형물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열형성되어 구성 장입물을 형성한다.

본  양태에서,  직물  단편(84)  및  (86)(각각은  다수의  단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은  주형  단편(80) 
및  (82)의  내부에서 조립된다.  또한 백(88)  및  어떤 배치된 보강재도 주형 속에 주입될 수 있다. 하
도되어야  하는  배치된  금속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금속보강재는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그위에 연
속상  스트랜드  매트층으로  적소에  유지할  수  있다.  매트는  금속보강재를  안전하게  하는  열가소성 결
합제를  함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가의  유리가  금속주입물이  고려되는  대부분의  영역에 충분
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금속보강재는 예시되지 않는다.

백(88)은  팽창될  경우,  성형물의  형태를  취하는  배치가능한  폴리에틸렌  또는  기타의  적합한  납짝한 
튜브  재료일  수  있다.  그러나  백은  어떤  경우에  취입  성형재료로부터  제조된다.  백(88)은 예비팽창
된다.

주형  단편(80)  및  (82)에  먼저  이형제를  분무한다.  이것은  주형이  가열되고  어떤  용매가  즉시  증발 
분리되므로  빨리  시행한다.  그  후,  교자부재  부착재  "이어(70)"는  주요한  백(90)이  팽창되기  전에 
주프레임(78)의  공동으로  예비팽창되고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미리-제조한  "필로우(pillow)"  또는 백
(88)으로  이루어진  코어(care)로  장입된  예비성형  보강재로서  성형물에  적재된다.  백(90)은  보통 공
기를  뺀  조건에서  성형물  속으로  넣는다.  이러한  조건은  실선이  수지를  주입하기  전에  백의 최종위
치를  나타내는  제3도에서  백(88)  및  (90)의  점선으로  예시된다.  전술한  특허원에서  기술한  바와 같

4-2

특1994-0004801



이,  공기를  뺀  조건에서  팽창성  백(90)을  성형물로  주입시킨  다음,  도입구(92)를  통하여  적절한 가
스를  공급하여  팽창시킨다.  백(90)이  팽창되었을  때,  팽창된  필로우  또는  백(88)을  밀어내어 보강재
(86)에  대해  이어  또는  교차부재(70)로  연장되고  부재(70)의  내부형태를  취한다.  백(90)이  레이 플
랫  튜빙(lay  flat  tubing)인  경우,  단면(78)의  최대  내부둘레로  크기가  측정된다.  그후  한  말단에서 
밀봉되고  프레임  주위를  조인다.  프레임의  한  단면에  있는  두  백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  후,  백은  공기  도입구에  빨리  부착되기  위해  트렁크  교차부재에서  성형물을  빠져나온다. 필로우
(88)는 단면(70)으로 주입되기 전에 두 말단에서 부분적으로 팽창되고 밀봉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보강 재료를  갖는  외부  주형을  제공하고,  2개의  주형  단편(이들  단편들중의  하나는  상이한 평면

으로  연장되는  부분을  갖는다)을  포함시키는  단계,  (b)  제1의  부분에  보강재료와  접촉하도록  팽창성 
부재를  배치시키는  단계,  (c)  팽창된  부재를  제1의  팽창성  부재내에서  보강재료와  접촉하는  제1의 
부분으로부터  연장되는  제2의  부분에  배치시키는  단계,  (d)  팽창된  부재에  대해  팽창성  부재를 팽창
시켜 팽창된 부재가 제2의  부분으로 들어가게 하는 단계,  (e)  제1  및  제2부분에 있는 보강재내로 수
지를  주입시키는  단계  및  (f)  보강재료를  경화시켜  단단한  보강  구조물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여,  상이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및  제2부분이  있는  일체형  보강  구조물을 형성시
키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2개의  주형  단편(이들  단편중의  하나는  다른  단편과  상이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부
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주형을 제공하는 추가의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보강재료를 주형 단편의 내부벽을 따라 배치시키는 추가의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팽창성  부재가  공기를  빼낸  상태일  때  제1부분에  팽창성  부재를  배치시키는  추가의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주형 단편중의 하나에 수지를 수용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주형  단편중의  하나에  제2의  통로를  제공하여  수지가  보강재료에  주입될  때  공기를 
배기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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