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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산업용 로봇 패널을 대치할 수 있는 원 보드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설치 공간에 많은 제약이 있고 
유지 보수가 불편한 종래의 대형 인터록 패널을 점 용접, 핸들링 및 팔렛타이징 등과 같이 생산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제어기와 일체형으로 된 패널을 적용하여 입출력 카드에서 도출되는 신호에 따라 주변 장치에 해당하는 저
항 용접기와 컨베이어, 원점 폴, 공압 및 냉각수 스위치, 상위 공정 제어 패널 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산업용 
로봇이 원활하게 점 용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용 로봇 패널을 대치할 수 있는 원 보드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은 산업용 로봇을 제어하는 인터록 패널에 있어서, 로봇 제어기(10)와 원 보드 장치 사이의 입출력 정보 상호 
교신은 리본 케이블(15) 방식으로 로봇 제어기(10)와 원 보드 장치의 입출력 회로가 접속되고, 주변 장치의 신호 연결
은 커넥터(25) 방식으로 원 보드 장치에 접속되며, 램프유닛(50)과 스위치 유닛(30)은 리본 케이블(15)로 원보드장
치에 접속되도록 구성하되, 상기 원 보드 장치는 범용 PC로 프로그램의 입력과 수정이 가능하고 메뉴 배열 방식으로 운
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20)가 내장된 것을 요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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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색인어
산업용 로봇 패널, 인터록 패널, 로봇 제어기, 리본 케이블, 마이크로 프로세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인터록 패널과 로봇 제어기가 결합되어 현장에 설치된 사진도 2 는 로봇 제어기의 입출력과 인터록 패널에 내
장된 PLC의 입출력카드와 신호접속을 위한 내부 사진도 3 은 본 발명의 원보드 제어장치 개요도

도 3a 는 인터록 패널의 스위치와 램프가 부착된 내부 배치도 사진

도 3b 는 인터록 패널의 스위치와 램프가 부착된 외부 배치도 사진도 4 는 기존의 인터록 패널을 대치하기 위하여 기존
의 인터록 패널의 신호 접속 방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원보드장치와 신호를 접속하는 개요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로봇 제어기 15 : 리본 케이블

20 : 마이크로 프로세서 25 : 컨넥터

30 : 냉각수 스위치 40 : 상위 공정 제어패널

50 : 각종 램프 유닛 60 : 인터록 패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산업용 로봇 패널을 대치할 수 있는 원 보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생산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제어기와 일체형으로 된 패널을 적용하여 입,출력 카드에서 도출되는 신호에 따라 주변 장치에 해당하는 
저항 용접기와 컨베이어, 원점 폴, 공압 및 냉각수 스위치, 상위 공정 제어 패널 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용 로봇이 원활하게 점 용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패널을 대치할 수 있는 원 보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인터록 패널은 대형이므로 설치 공간에 많은 제약이 있고, 특히 공장 전체의 물류자동화가 원활하지 못한 중소
기업의 경우 조립품을 용접 로봇 시스템에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이 작업의 효율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인터록 패널
의 공간적 간섭으로 조립품 적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인터록 패널이 로봇 제어기의 측면 또는 상단에 일체형으로 부착된 탓에 로봇 시스템을 시운전을 완료한 다음, 자
동 운전 중에는 사용이 거의 불필요한 스위치와 각종 램프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유지, 보수에도 애로 사항이 있고, 인터
록 패널이 용도에 비하여 가격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로봇 메이커 중에서 선두 주자의 위치에 있는 일본 (株)不二越에서 UM8
37의 원-보드형으로 상품화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성능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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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가격적인 면에서 기존의 인터록 패널에 비하여 별 차이가 없고, (株)不二越에서 생산되는 로봇 시스템에만 적용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둘째로 인터록 패널의 기능에 따른 제어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수단이 로봇 시스템의 운
용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티칭 유닛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입력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건 설정이 까다
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표 2 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인터록 패널과 일본 (株)不二越에서 개발한 UM837과 본 발명인 원-보드 장치와 비교한 
것으로서, 종래의 양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임을 보여 준다.

[표 2] 원-보드 시스템, 인터록 패널, UM837 에 대한 비교표

[표 1]
항 목 본 발명의 원-보드 장치 기존 인터록패널 일본 UM837 제품
외관 크기 400×150×1.6t 5,750×6,600×7,000 440×235×1.6t
운용프로그램 메뉴 배열 ladder diagram ladder diagram
프로그램 입력, 
수정

범용 P.C 범용 P.C 또는GPP 로봇 제어기 전용 프로그래밍 유닛

필수 소요 I/O 
: 82/88

▷ 102/102▷ 확장이 가능함▷ spare가 
풍부함

▷ 96/96▷ spare가 많음 ▷ 72/72▷ spare가 거의 없음

로봇제어기와 신
호 접속방법

리본 케이블로 디지털 병렬 접속 터미널을 이용한 연선 케이블 접속 시리얼 통신(RS422)

시스템시운전과 
유지,보수

스위치와 각종 램프 유닛은 리본 케이블
과 콘넥터를 이용한 분리형으로 사용

스위치와 각종 램프가 항상 부착된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으므로 유지, 보수가 불편함

시스템 상태를 소형인 로봇 제어기 
전용 모니터를 통해서 판독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설치 공간에 많은 제약이 있고 유지 보수가 불편한 대형 인
터록 패널을 점 용접, 핸들링 및 팔렛타이징 등과 같이 생산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제어기와 일체형으로 
된 패널을 적용하여 입,출력 카드에서 도출되는 신호에 따라 주변 장치에 해당하는 저항 용접기와 컨베이어, 원점 폴, 
공압 및 냉각수 스위치, 상위 공정 제어 패널 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산업용 로봇이 원활하게 점 용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패널을 대치할 수 있는 원 보드 장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산업용 로봇을 제어하는 인터록 패널에 있어서, 로봇 제어기(10)와 원 보드 장치 
사이의 입출력 정보 상호 교신은 리본 케이블(15) 방식으로 로봇 제어기(10)와 원 보드 장치의 입출력 회로가 접속되
고, 주변 장치의 신호 연결은 커넥터(25) 방식으로 원 보드 장치에 접속되며, 램프유닛(50)과 스위치 유닛(30)은 리
본 케이블(15)로 원보드장치에 접속되도록 구성하되, 상기 원 보드 장치는 범용 PC로 프로그램의 입력과 수정이 가능
하고 메뉴 배열 방식으로 운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20)가 내장되어 구성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종래의 결점을 제거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본 발명은 산업용 로봇을 제어하는 
인터록 패널에 있어서, 상기 인터록 패널 대신에 범용 PC로 프로그램의 입력과 수정이 가능하고 메뉴 배열 방식으로 운
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원 보드 장치가 대치 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인 구성과 그 작용을 첨부도면에 연계시켜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도 1 은 인터록 패널과 
로봇 제어기가 결합되어 현장에 설치된 사진이고, 도 2 는 로봇 제어기의 입출력과 인터록 패널에 내장된 PLC의 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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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카드와 신호접속을 위한 내부 사진이며, 도 3 은 본 발명의 원보드 제어장치 개요도이고, 도 3a 는 인터록 패널의 스
위치와 램프가 부착된 내부 배치도 사진이며, 도 3b 는 인터록 패널의 스위치와 램프가 부착된 외부 배치도 사진이고, 
도 4 는 기존의 인터록 패널을 대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터록 패널의 신호 접속 방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원보드장치와 
신호를 접속하는 개요도로서,본 발명은 로봇 제어기(10)와 원 보드 장치 사이의 입출력 정보 상호 교신은 리본 케이블
(15) 방식으로 로봇 제어기(10)와 원 보드 장치의 입출력 회로가 접속되고, 주변 장치의 신호 연결은 커넥터(25) 방
식으로 원 보드 장치에 접속되며, 램프유닛(50)과 스위치 유닛(30)은 리본 케이블(15)로 원보드장치에 접속되도록 구
성하되, 상기 원 보드 장치는 범용 PC로 프로그램의 입력과 수정이 가능하고 메뉴 배열 방식으로 운용하는 마이크로 프
로세서(20)가 내장되어 구성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원보드 제어 장치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제작하여 전체 기능을 원 칩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베이
스로 하는 P.C.B(printed circuit board)형 원보드에 통합시켜 운용한다.

[표 1] 원-보드 제어 장치의 전원과 입/출력 사양

[표 2]
항 목 내 용
디지털입/출력 로봇 제어기용 입출력 신호 : 32/32스위치와 램프 주변 장치 및 상위 패널 인터페이

스용 입출력 신호 : 70/70
아날로그 입/출력 각 3 채널
이상검출기능 전압강하 검출
사용 전원 ±5[V], ±15[V], ±24[V]

따라서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원-보드는 로봇 제어기 내부의 빈 카드 장착 공간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인터록 
패널 설치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스위치와 각종 램프 유닛은 원-보드와 리본 케이블로 연결하여 로봇 
제어기 도어 내부에 고정시켜 설치하므로서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본 발명의 용도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외관 크기는 400×150×1.6t [mm] 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다소 유동적임), 운용 프로그램 구성은 메뉴 배열방식이며, 
프로그램의 입력과 수정은 범용 P.C로 가능하고, 입출력의 필수 소요는 82/88이며(로봇 제어기가 32/32 이고 스위치,
램프 는 18/24 이며, 주변장치는 16/16 이고, 상위 제어 패널은 16/16 이며, 102/102로 확장이 가능), 로봇 제어기와 
신호를 접속하는 방법은 리본 케이블을 이용한 디지털 병렬 접속방식으로써 기존 인터록 패널의 접속 방법을 활용하므
로 작업이 간단하고 다른 회사의 로봇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스위치와 각종 램프 유닛은 리본 케이블과 콘넥
터를 이용한 분리형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엔 각종 스위치와 램프 유닛은 로봇 제어기의 도면 보관함에 둠으로써 시스템 
시운전과 유지 및 보수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양의 적용으로 산업용 로봇을 적용하는 점 용접, 핸들링 및 팔렛타이징 등과 같이 생산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생산 현장에 로봇 제어기와 일체형으로 된 패널로 적용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입·출력 카드에서 
도출되는 신호에 따라 주변 장치에 해당하는 저항 용접기와 컨베이어, 원점 폴, 공압 및 냉각수 스위치, 상위 공정 제어 
패널 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산업용 로봇이 원활하게 점 용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
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인 산업용 로봇 인터록 패널을 대치할 수 있는 원 보드 장치는 공간적 간섭의 제약을 받지 

 - 4 -



등록특허 10-0377964

 
않고 유지, 보수도 용이하여 소요 수량은 로봇 시스템의 수요에 거의 비례할 것이다. 즉, 산업용 로봇의 신장 현황은 자
동차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약 20∼30% 이상 신장되어 왔다. (社)日本産業用ロボツト工
業會에서 발간된 産業用ロボツト導入便覽(仕樣, 利用事例)를 보면, 서기 2000년 현재 전세계의 로봇 보급대수는 130
만대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국내 산업용 로봇의 보급 대수는 약 2만 8천대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 보드 장치가 대량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확실한 기술적 검증이 되었고 사용자로부터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시된 원-보드 장치는 각종 전용기나 가공장비 등의 제어 패널에 상용되고 있는 P.L.C 또는 시퀸스 
제어 시스템의 대체용으로 적용하여 산업 전반의 제어 응용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산업용 로봇을 제어하는 인터록 패널에 있어서,

로봇 제어기(10)와 원 보드 장치 사이의 입출력 정보 상호 교신은 리본 케이블(15) 방식으로 로봇 제어기(10)와 원 
보드 장치의 입출력 회로가 접속되고,

주변 장치의 신호 연결은 커넥터(25) 방식으로 원 보드 장치에 접속되며,

램프유닛(50)과 스위치 유닛(30)은 리본 케이블(15)로 원보드장치에 접속되도록 구성하되,

상기 원 보드 장치는 범용 PC로 프로그램의 입력과 수정이 가능하고 메뉴 배열 방식으로 운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20)가 내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용 로봇 인터록 패널을 대치할 수 있는 원 보드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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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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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b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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