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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레쓰 가공된 판재금속요소로 구성된 구조물의 스폿용접장치

요약

자동차용 용접 스테이션(1)안에 용접될 기소를 게이트(17,18)이 수반된 고정장치로 실제위치에 고정시킨
다. 스테이션 조작이 이루어지는 다수의 용접될 각종 구조물에 상응한 여러쌍의 게이트(17,18)를 설치한
다. 게이트(17,18)는 수송라인(2) 양면에 종방향 인도되는 등력운반체(20)상에 설치되고 조작위치에 있는 
게이트쌍이 신속히 상호교환될 수 있게 한다. 용접될 구조물의 기소는 사전에 서로 연결치 않고 후크(6)
에 걸린 작업구역에 도달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프레쓰 가공된 판재금속요소로 구성된 구조물의 스폿용접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따르는 용접공장의 개략평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을 따르는 용접장치의 개략사시도.

제3도는 제2도의 장비에 관한 확대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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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제3도의 장비에 관한 평면도.

제5도는 제3도의 세부를 보여주는 확대도.

제6도는 제1작동상태에 있는 용접작업영역의 단면도.

제7도는 제2작동상태에 있는 용접작업영역의 단면도.

제8도는 제6도와 제7도의 확대도.

제9도는 제8도의 (IX-IX)선을 절단한 단면도.

제10도는 제9도의 (X-X)선을 절단한 단면도.

제11도는 제7도의 (XI-XI)선을 절단한 확대단면도.

제12도는 제6도와 제7도의 세부를 보여주는 확대부분단면도.

제13도는 제5도의 변형예를 보여주는 도면.

제14도는 제13도의 (XIV-XIV)선을 절단한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용접작업영역                      2 : 콘베이어라인

3 : 오버헤드레일                      4 : 트롤리

6 : 후크                                   7 : 플로어판넬

8 : 차체측면부                         13 : 기준콘

20 : 캐리지                              22 : 트랙

26 : 스위벨                              29 : 피봇아암

30 : 관절축                              33 : 상부횡방향부재

34 : 크로쓰멤버                        35 : 단부핀

36 : 플레이트                            37 : 빔

38, 39 : 구형면                         40, 41 : 수용요소

45, 57 : 피봇축                         50 : 프레임

51 : 핀                                      52 : 부쉬

56 : 브라켓트                             64,67 : 롤러

65,66 : 결합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차체와 같이 프레쓰 가공된 판재금속요소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스폿용접장치에 관련되고, 프로
그래밍이 가능한 자동용접수단이 제공된 용접작업영역으로 구성되고, 용접되어야 하는 구조물들을 용접작
업영역에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콘베이어라인으로 구성되며, 작업영역내에서 신속한 상호교체가 가능
하도록 두개이상의 쌍을 이루는 위치설정기능의 게이트들이 구성되고, 상기 게이트들은 용접되어야 하는 
구조물을 서로에 대해 적합한 조립위치내에 구속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며, 용접되어야 하는 각각의 형태
의 구조물과 일치되는 구속장치가 각쌍의 게이트들에 제공되고, 대기위치와 상기 작업영역사이에서 상기 
게이트들이 신속하게 이동가능하도록, 용접작업영역내에서 상기 콘베이어라인의 양쪽측부상에서 상기 쌍
들의 게이트들이 미끄럼운동이 가능하게 장착되며, 각쌍의 상기 게이트들이 작업영역에 있을때, 서로 이
격된 비작동위치와 상대적으로 근접한 작동위치사이에서 상기 게이트들이 상기 콘베이어라인의 횡방향으
로 이동가능하고, 근접한 상기 작동위치내에서 상기 게이트들에 구성된 구속장치들이 작업영역에 위치한 
구조물과 결합한다.

본 출원인은 상기 구성을 가진 용접장치(예를들어 문헌 US-A-4 256 947 및 문헌 DE-A-2 810 822)를 오랫
동안 생산해왔다. 로보게이트(ROBOGATE)라는 상표로 시판된 상기 용접장치는 차체(motor-vehicle bodies) 
용접기술의 새로운 면을 제시하였다. 상기 로보게이트 용접장치는 종래기술의 용접장치와 비교하여 다수
의 관련 장점들을 가지기 때문에, 상기 로보게이트 용접장치는 전세계적으로 차량제조업체들에 의해 광범
위하게 이용되어왔다. 우선, 상기 용접장치는 유연성(flexibility)이 커서, 서로 다른 차체들상에서 작동
가능하므로, 서로다른 모델(model)들에 대해서 동일한 생산라인(line)이 이용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용접장치는 신속하고 간단한 작동과 매우 적은 투자비에 의해 새로운 차체 모델(body model)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용접장치가 작동하게되는 동일한 형태의 모든 모델에 대하여 균일한 품질이 확보된다.

로보게이트  용접장치에  관한  종래기술에  의하면,  용접되는  각각의  차체가  느슨하게  기조립된 상태
(loosely preassembled condition)로 용접작업영역(welding station)으로 투입된다. 사실상 용접작업영역
으로 투입되기전에 한개 또는 두개 이상의 토이-태빙(toy-tabbing)작업영역이 제공되어, 차체를 형성하는 
여러가지 구성요소들이 커플링 탭(coupling tab)의 굽힘에 의하여 서로 느슨하게 조립된다. 임시적인 상
기 커플링 탭은 기본적으로 느슨한 결합상태(loose coupling)이므로, 인접한 구성요소들에 대해 각각의 
구성요소는  미소한  변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상기  이유로  용접작업영역에  제공되는 위치설정게이트
(locating  gate)들에는  클램핑장치(clamping  device)가  구성되고,  상기  용접작업영역에  제공된 로보트
(robot)들이 스폿용접(spot welding)을 수행하기 전에 여러가지 차체구성부품들을 적당한 조립위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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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도록 상기 클램핑장치가 상기 차체구성부품들과 결합한다. 일단 상대적으로 안정한 기하학적 형상을 
가지기에 충분한 다수의 스폿용접이 차체에 수행되면, 차체는 더이상 클램핑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또
다른 작업영역으로 이동한다.

본 발명의 주요목적은 용접작업영역으로 투입되기전에 차체의 여러가지 구성부품들을 임시로 결합하기 위
한 태빙작업영역(tabbing stat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두에 언급한 형태의 용접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종래기술을 따르는 용접장치와 비교하여 구성이 더욱 간단하고, 점유공간이 더
욱 적으며, 유연성(flexibility)이 더욱 큰 상기 형태의 용접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콘베이어라인의 양쪽측면상에서 두개의 트랙들을 따라 안내되고 동력이 전달
되는 캐리지상에 상기 게이트들이 장착되고, 최종조립위치와 근접한 위치내에서 용접되는 각각의 구조물
을 형성하는 여러개의 구성요소들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수단이 상기 콘베이어라인에 구성되고, 이때 상기 
구성요소들은 서로 분리된 상태에 있으며, 서로 이격된 비작동위치와 상대적으로 근접한 작동위치사이에
서 작업영역에 위치하는 두개의 게이트들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작업영역에서 안내기능의 상기 트랙들은 
상기 콘베이어라인에 대해 횡방향으로 이동가능하고 분리되어 있는 안내부를 가지며 용접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두개의 차체측면부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상기 지지수단은 운동가능한 피봇아암들로 구성되고, 
상기 차체측면부들이 상기 게이트들의 상기 구속장치들에 의해 집어올려지고 다음에, 게이트들이 게이트
들의 작동위치로 이동함에 따라 용접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여러개의 구성요소들이 구속될 수 있도록, 
상기 차체측면부들이 서로 근접해있고, 콘베이어라인을 따라 이동하기 위한 제1위치와, 서로 이격되고 게
이트들의 비작동위치에 있는 두개의 게이트들과 근접해 있는 제2위치사이를 상기 피봇아암들이 이동가능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쓰 가공된 판재금속 요소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스폿용접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특징들에 의하여, 본 발명의 장치는 다수의 장점들을 제공한다. 콘베이어라인의 양쪽측면들상에서 
두개의 트랙들을 따라 안내되고 동력전달이 이루어지는 캐리지들상의 게이트들의 배열에 의하여, 위치설
정기능의 게이트들을 지지하고 안내하기위하여, 종래기술의 로보게이트장치공장내에 구성되고 공간을 점
유하며 구조가 복잡하고 고정된 지지구조물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용접 로보트들이 더욱 용이하게 배열되고 작동되도록 용접작업영역의 자유공간이 훨씬 더 커진다. 위치설
정기능의 각각의 게이트가 또다른 게이트들로 부터 독립적으로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콘베이어라인을 따
라 각각의 게이트 및 이어지는 게이트사이의 피치거리(pitch distance)가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어서, 공
장설계 및 공장건설시 유연성(flexibility)이 커진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해, 상기 용접작업영역앞에 위치하고 느슨하게 차체를 조립하기 위한 태빙작업
영역(tabbing station)이 제거된다. 선호되는 실시예에에 있어서, 상기 콘베이어라인은 오버헤드콘베이어
(overhead conveyor)로 구성되고, 상기 지지수단은 상기 오버헤드콘베이어와 연결된 후크(hook)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후크수단에 의해 최종조립위치에 근접하지만 서로 결합되지 않는 위치에 지지되고 매달리
게 되는 다수의 구성요소들이 형성될 때까지, 상기 후크수단은 용접작업영역앞에 위치한 공급작업영역에
서 차량의 차체를 형성하는 여러개의 구성요소들을 집어올린다. 용접되어야 하는 다수의 상기 구성요소들
이 작업영역에 도달할 때, 작업영역에서 게이트들의 비작동위치에 있는 게이트들로 차체측면부들을 전달
하기 위하여, 이동가능한 지지수단의 상기 부품들은 상기 제2위치로 이동한다. 차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한 기하학적 형상을 가지기에 충분한 갯수로 스폿용접작업이 로보트들에 의해 수행되기 위하여, 게이
트들에 장착된 클램핑장치가 차체를 형성하는 차체 측면부들 및 나머지 구성요소들을 적합한 조립위치에 
구속하도록, 상대적으로 근접한 게이트들의 작동위치로 상기 게이트들이 이동가능하다. 일단 용접작업이 
수행되면, 콘베이어라인은 용접된 차체를 용접작업영역으로 부터 방출하고, 용접되어야 하는 다수의 구성
요소들을 상기 용접작업영역으로 연속적으로 투입한다.

또다른 선호되는 특징에 따르면, 용접작업영역에 제공된 로보트들에 의해 위치설정이 이루어지는 크로쓰
멤버(cross-member)들이 상기 지지수단에 제공되고, 용접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게이트들의 적합한 위치
설정 및 강성이 확보되도록, 작업영역에서 게이트들의 작업위치에 있는 두개의 게이트들과 상기 크로쓰멤
버의 단부들이 결합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 및 장점이 비제한적인 예로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고로 하기 설명으로 부터 명백해
진다.

제1도에는 스폿용접(spot welding)에 의해 프레쓰(press) 작업된 금속판재요소들로 구성되는 차체(motor-
vehicle bodies)를 프레임(frame)으로 형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용접작업영역(welding station)(1)이 도
시된다. 프레임 형성(framing)은 차체가 안정한 기하학적 형상을 가지기에 충분한 다수의 용접작업을 말
한다.

프레임형성을 위하여, 상기 용접작업영역(1)으로 구성된 한개 이상의 작업영역이 구성가능하다. 상기 용
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을 완성하기 위하여, 차체들은 종래기술에 따라 또다른 작업영역으로 이동되고, 
상기  또다른  작업영역에서  용접되는  구성요소들이  정확한  용접위치내에  유지하기  위한 클램핑장치
(clamping device)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또다른 작업영역은 훨씬더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용접작업영역(1)은 서로다른 두개의 차체모델(body model)상에서 작용한다. 콘베
이어라인(conveyor  line)(2)은 여러가지 차체를 형성하고 용접되어야 하는 여러개의 구성요소들을 상기 
용접작업영역(1)을  통해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제2도를  참고할  때)  콘베이어라인(2)은 오버헤드레일
(overhead rail)(3)을 포함한 오버헤드콘베이어(over head conveyor)로 구성되고, 상기 오버헤드레일(3)
위에서 트롤리(trolley)(4)가 안내되며, 상기 트롤리(4)에는 트롤리를 구동시키는 구동유니트(5)가 제공
된다. 차체를 형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들이 매달리거나 지지되는 후크(hook)(6)가 상기 오버헤드식 트롤리
(4)에 구성되어, 상기 주요 구성요소들은 서로에 대해 분리되어 있지만, 최종조립위치와 근접한 위치에서 
지지된다. 제6도를 참고할 때, 상기 주요구성요소들은 한개의 플로어판넬(7)과 두개의 차체측면부(8)로 
구성된다. 제2도 및 제5도를 참고할 때, 후크(6)는 오버헤드식 트롤리(4)와 연결된 상부의 종방향바아로 
부터 하향으로 연장구성되는 전방바(forward bar)(9) 및 후방바(reward bar)(10)로 구성된다. 전방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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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후방바(10)는 (제6도의) 기준콘(13)들을 가진 두개의 지지부에 의해 하향으로 연장구성되고, 하기 설
명에서와 같이, 일단 후크(6)가 용접작업영역내에 위치하면 플로어판넬(7)을 지지 및 정확한 위치설정을 
위하여 상기 기준콘(13)들은 플로어판넬(7)내에 형성된 해당 구멍들과 결합한다.

제1도를 참고할 때, 용접작업영역(1)에 투입되기 전에, 각각의 후크(6)에 의해 운반되고 차체를 형성하는 
여러개의 구성요소들이 작업영역(A, B, C)에서 후크(6)에 의해 들어올려진다. 선호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작업영역(A, B, C)에서 조종로보트들에 의해 콘테이너(container)(14)들로 부터 여러개의 구성요소
들이 집어올려져서 후크(6)상에 장착된다. 기본적으로 구성요소들은 로보트와 다른 자동장치에 의해서 또
는 수동으로 장착될 수 도 있다. 일단 차체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들이 후크(6)에 장착되면, 각각의 후크
(6)는 각각의 콘베이어라인들을 통해 용접작업영역(1)으로 이동되고, 각각의 상기 콘베이어라인들은 콘베
이어라인(2)으로 합쳐져서, 두개의 모델을 구성하는 가능한 모든 차체의 연속열을 형성하게 된다.

제1도 및 제2도를 참고할 때, 용접작업영역(1)에 구성된 콘베이어라인(2)의 양쪽 측면에는 특정 모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program)에  의해  각각의  차체에  필요한  스폿용접(spot  weld)을  수행하는 로보트
(robot)(16)들이 배열된다.

여러개의 구성요소들이 최종조립을 위한 정확한 위치내에 구속되고, 용접작업영역(1)내에서 용접작업이 
가능하도록 두쌍으로 구성된 위치설정기능의 게이트(gate)(17, 18)들이 제공된다. 용접되어야 하는 각각
의 차체모델에 해당하는 다수의 클램핑장치(clamping device)들이 각 쌍의 게이트(gate)(17, 18)에 제공
된다. 상기 클램핑장치는 공지기술이기 때문에 도면에서 생략함으로써 도면의 이해가 더욱 용이해진다. 
(미국특허 제US-A-4 256 947호를 참고할때) 종래기술을 따르는 클램핑장치는 여러개의 클램프(clamp)들로 
구성되고, 상기 각각의 클램프는 두개의 죠(jaw)들을 가지고, 상기 죠들중 적어도 한개는 개방위치 및 폐
쇄위치사이에서 이동가능하고, 상기 클램프들의 형상은 구속되어야 하는 구성요소들의 형상과 일치한다. 
휠(21)들을 가진 캐리지(carriage)(20)들상에 각각의 게이트(17, 18)들이 장착되고, 상기 휠들은 콘베이
어라인(2) 및 용접작업영역(1)의 양쪽측면상에 배열된 트랙(track)(22)들을 따라 안내된다.

본 발명을 따르는 장치내에서, 위치설정기능의 게이트(gate)들을 지지하고 안내하기 위해, 공지기술의 로
보게이트(ROBOGATE)용접작업영역내에 제공되고 점유공간이 크며 구성이 복잡하고 고정된 지지구조물이 완
전히 제거된다. 따라서, 제2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작업영역의 크기가 상당히 감소되고, 용접로보
트의 작동 및 위치설정작업을 방해하는 구조물이 본 발명의 용접작업영역에 의해 완전히 제거된다. 상기 
특징에 따라 각각의 게이트의 크기는 종래기술의 로보게이트장치에 제공된 게이트의 크기보다 상당히 작
아지게 된다.

제1도 및 제2도를 참고할 때, 트랙(22)상에서 안내되는 캐리지(20)상에 게이트(17, 18)들이 장착되기 때
문에, 상기 게이트(17, 18)들은 용접작업영역에 형성된 작업영역(L)에서 신속하게 교체가능하다. 특히 게
이트(17)에 대한 대기위치(W1) 및 게이트(18)에 대한 대기위치(W2)로 표시되는 대기위치와 작업위치(L)사
이에서 각 쌍의 게이트(17, 18)들이 운동가능하다.

제2도 내지 제5도를 참고할 때 작업영역(L)에서 용접작업영역의 양쪽측면에 제공된 트랙(22)은 안내부
(23)를 가지며, 상기 안내부(23)는 고정된 안내부(24)에 대하여 콘베이어라인(2)에 대해 횡방향으로 미끄
럼운동이 가능하게 장착된다. 한쌍의 게이트(17) 또는 게이트(18)가 작업영역(L)내부에 위치할 때, 상기 
게이트들은 서로 이격된(제6도의) 비작동위치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작동위치사이를 운동가능하며, 상기 
작업위치에서 차체를 형성하는 여러개의 구성요소들을 서로에 대해 적합한 조립위치로 구속하도록, 상기 
게이트들에 의해 운반되는 고정장치들이 상기 구성요소들과 결합하게 된다.

제5도에 있어서, 캐리지(20)를 구동하기 위한 전기모터와 같은 모터(25)들이 제공된다. 예를들어(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크랭크(crank) 및 커넥팅로드(connecting rod)와 같은 종래기술의 전달장치에 의해 안내
부(23)의 횡방향운동이 이루어진다. 제5도, 제6도 및 제7도를 참고할 때, 각각의 후크(6)는 플로어판넬
(floor panel)(7) 및 차체측면부(8)과 같이 차체를 형성하는 다수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지지한다. 상기 
플로어판넬(17)은 기준콘(reference cone)(13)들에 의해 지지된다. 제6도를 참고할 때, 상기 기준콘(13)
은 후크(6)에 의해 운반되는 스위벨(swivel)(26)들 위에서 부유되게 장착된다. 기준콘(13)에 구성되고 후
크(6)로 부터 하향으로 돌출구조를 이루는 하단부(27)들은 플로어판넬(17)의 정확한 위치설정을 위하여 
용접작업영역의 작업영역(L)에 제공된 구속기능의 크램프(clamp)(28)에 의해 정확한 위치로 고정된다.

역시 제6도 및 제7도를 참고할 때, 후크(6)의 일부를 형성하는 피봇아암(pivoting arm)(29)에 두개의 차
체측면부(8)들이 걸려지고, 상기 피봇아암(29)은(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모터리듀서(motor  reducer)  및 
크랭크 및 커넥팅로드 유니트와 같은 구동장치에 의하여 각각의 관절축(30)주위에서 회전가능하다. 따라
서, 상기 피봇아암(29)은 (제7도의) 폐쇄위치와 (제6도의 )개방위치사이를 이동가능하다.

후크(6)가 작업영역(L)에 도달할 때,  피봇아암(29)은 제7도의 폐쇄위치에 있게된다. 동시에(용접되어야 
하는 차체모델에 해당하고) 작업영역(L)에 제공되는 게이트들이 제6도에 도시되고, 게이트들이 서로 이격
된 비작동위치에 있게된다.

상기 상태에서 차체를 형성하는 여러개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결합되었다기보다는(제7도에 도시된 것처럼) 
최종조립위치에 근접하게 서로 분리된 상태에 있다. 작업영역(L)에 위치하고(제6도에서 게이트(18)에 해
당하는) 한쌍의 게이트로 차체측면부(8)를 전달하기 위하여, 상기 상태로 부터 시작하여 피봇아암(29)들
이 제6도의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개방상태를 이룬다. 제6도의 상태에 도달하면, 게이트(18)들에 의해 운
반되는 고정장치들은 차체측면부(8)와 결합 및 지지된다. 트랙의 안내부(23)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두개의 게이트(18)들이(제7도의) 작동위치내에서 서로 근접하고, 피봇아암(29)은 차체측면부(8)의 지지작
용을 중지한다.

하기 설명에 따라 게이트들에 의해 운반되는 볼(ball)지지요소 또는 롤러(roller)와 같은 지지요소(31)들
이 롤러(32)에 의해 형성되는 해당 씨트(seat)들과 결합하여, 제7도의 게이트(18)들의 위치가 정확히 형
성된다.

게이트들이 제7도의 위치에 도달할 때, 적합한 조립위치내에서 게이트상의 고정장치가 차체측면부(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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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판넬(7)상에  구속한다.  차체측면부(8)상에서  예를들어  로보트(16)들에  의한  집어올리기(picking 
up)작업을 위해 후크(6)의 래크(rack)상에 제공된 상부횡방향부재(upper cross member)(33)의 위치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한개 또는 두개이상의 로보트(16)들이 조정로보트로서 이용된다. 상기 목적에 따라, 로보
트(16)들은  조정기능  및  용접기능에  적용되는  모든  형태가  가능하고,  상기  로보트에는 그립핑헤드
(gripping head) 및 용접헤드(welding head)가 제공되어, 상기 로보트(16)들은 조정로보트 및 용접 로보
트로서 작동가능하다.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게이트(18)들의 확실하고도 적합한 위치설정을 위하여, 게이트들의 상부에
서 크로쓰멤버(34)에 의해 게이트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기 크로쓰멤버의 단부들에는 하향으로 돌출구조
를 이루는 단부핀(35)들이 제공되며, 하기 상세한 설명에서 처럼, 상기 단부핀(35)들은 게이트들 내부에 
제공된 해당씨트들과 결합한다.

제8도에 도시된 크로쓰멤버(34)는 박스모양을 가진 판재금속구조물로서 구멍(34b)을 가진 중심부(34a)를 
포함하며, 상기 구멍(34b)을 통해 (제9도 및 제10도의) 두개의 클램프(34c)는 크로쓰멤버(34)의 내부공동
으로  들어가고,  크로쓰멤버(34)에  용접된  플레이트(plate)(36)를  고정가능하다.  로보트(16)의 리스트
(wrist)에 연결된 두개의 빔(beam)(37)에 의해 두개의 클램프(34c)가 운반된다.

제11도에서 크로쓰멤버(34)에 제공된 단부핀(35)들 중 하나가 상세히 도시된다. 단부핀(35)은 축방향으로 
이격된 위치에서 구형면(38, 39)을 가진 두개의 링(ring)들을 가지고, 상기 구형면(38, 39)들은 게이트의 
일부를 형성하는 두개의 수용요소(40, 41)에 제공된 해당 형상의 씨트내에 수용된다. 단부핀(35)이 해당 
씨트에 대해 구형면(38, 39)과 접촉할때까지, 게이트의 상부면에 제공된 개구부(43)를 통해서 단부핀(3
5)은 게이트에 구성된 내부의 공동(42)으로 들어간다. 상기 상태에서 단부핀(35)은 구속장치에 의해 소요 
위치에 구속되고, 상기 구속장치는 피봇축(45)주위에서 피봇회전운동하는 죠(jaw)(44)로 구성되며, 단부
핀(35)의 하단부에 구성된 원형돌출측부(47)상에 상기 죠(44)가 결합될때까지, 상기 죠(44)는 게이트(1
8)의 개구부(46)를 통해 삽입된다. 두개의 구형면(38, 39)이 씨트들상에 축방향으로 가압되고, 크로쓰멤
버(34)가 각각의 게이트(18)의 각각의 단부에서 구속된다.

제12도를  참고할  때,  스크류(49)에  의해  수평이  조절되는  판(48)위에  각각의  트랙(track)(22)이 
용접된다. (제5도를 참고할 때) 캐리지(20)의 휠(21)들은 횡방향의 핀(51)을 가진 프레임(50)상에 회전가
능하게 장착되고, 게이트(18)로 부터 돌출구조를 이루고 구멍이 형성된 지지대(53)와 상기 핀(51)사이에 
중합체재질의 부쉬(52)를 삽입하여 상기 핀(51)에 의해 게이트가 지지된다. 그결과 캐리지(20)의 프레임
(50)에 대해 게이트는 수직방향의 미소변위로 이동가능하다.

제12도는 트랙(22)의 하부면 및 측면과 결합하는 하부 및 측면의 안내휠(54, 55)을 도시한다.

제12도에 있어서, 게이트(18)가 작동위치에 도달할 때, 두개의 롤러(32)들사이에 형성된 씨트내에 수용되
어야하는 지지요소(31)들이 확대도시된다. 고정구(58)에 대해 피봇축(57)주위에서 피봇회전운동하는 브라
켓트(56)에 의해 롤러(32)들이 운반되므로 게이트(18)가 작동위치로 이동될 때, 브라켓트(56)는 점선으로 
도시된 대기위치에 있고, 롤러(32)들이 실선으로 도시된 위치에 도달할때까지, 브라켓트(56)가 회전운동
하며, 지지요소(31)가 롤러(32)들과 접촉하게 되고, 상기 실선으로 도시된 위치에서, 게이트(18)는 경미
하게 상승되고(고무재료의 상기 부쉬(52)에 의해 가능하다), 용접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위치설정
이 이루어진다.

제4도에 도시된 것처럼, 각각의 위치설정기능의 게이트에 대하여, 두개의 롤러(32)들이 콘베이어라인에 
대해 횡방향으로 배열되고, 게이트의 다른 하나의 캐리지에 대해, 십자모양으로 배열된 4개의 롤러(32)들
이 제공된다.

상기 장치의 작동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용접되어야 하고 차체들을 형성하는(플로어판넬 및  체측면부들의)  다수의 구성요소들을 운반하는 후크
(6)들이  용접작업영역(1)에  연속적으로  공급된다.  용접작업영역앞에  위치한  (제1도의)  작업영역(A,  B, 
C)에서 상기 구성요소들이 형성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개의 차체모델들위에서 작동
하도록, 용접작업영역(1)이 배열된다. 만약 해당갯수의 쌍을 이루는 게이트들이 제공된다면, 상기 용접작
업영역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차체모델들위에서 작동가능하다. 용접작업영역(1)의 작업영역(L)에서 차
체의 용접작업이 종료될때, 콘베이어라인(2)은 용접된 차체를 출구로 이동시키고, 용접되어야 하는 새로
운 구성요소들을 작업영역(L)으로 유입시킨다. 콘베이어라인(2)의 운동시, 만약 유입된 구성요소들이 이
전에 용접된 차체모델과 다른 모델의 차체에 해당되면, 게이트(17, 18)에 구성되고 동력이 전달된 캐리지
들은 작업영역(L)에 위치한 게이트쌍들을 교체하도록 작동한다.일단 이전에 작업영역(L)에 위치한 두개의 
게이트들이 서로 이격된 비작동위치를 향해 횡방향으로 이동하면, 상기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작업영역(L)에 도달한 두개의 게이트들은 서로 이격된 비작동위치 내에 유지된다. 여러개의 구성요소들로 
구성된 차체측면부(8)를 두개의 게이트들에 전달하기 위하여, 작업영역(L)에 도달한 후크(6)의 피봇아암
(29)들이 개방된다. 게이트들에 구성된 클램핑장치가 두개의 차체측면부(8)들을 고정하고 지지하도록 작
동하고, 이때 두개의 게이트들이 근접한 폐쇄위치를 향해 횡방향으로 이동되며, 상기 폐쇄위치내에서 여
러개의 클램핑장치들에 의해 플로어판넬(7)에 대한 차체측면부(8)의 위치설정이 가능하다. 클램프(28)에 
의해 기준콘(13)의 하단부(27)가 구속되므로, 상기 플로어판넬(7)의 정확한 위치설정이 이루어진다. 고정
구(58)에 의해 운반되는 롤러(32)들 위에서 지지요소(31)들이 결합되면, 게이트들의 정확한 위치설정이 
보장된다. 조정로보트로서 이용되는 로보트(16)들은 상부횡방향부재(33)들을 집어올리고 위치 설정하며, 
이때 상부횡방향부재(33)의 단부들은 차체측면부(8)들과 접촉상태를 이룬다. 용접되어야 하는 여러개의 
구성부품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새장(cage)모양의 강성기준구조물을 형성하도록, 조정로보트들은 단부핀
(35)을 가진 크로쓰멤버(34)를 집어올리고 크로쓰멤버를 두개의 게이트들과 결합시킨다.

다음에 차체의 안정한 기하학적 형상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다수의 용접작업이 차체에 수행되도록 용접로
보트들이 작동한다. 일단 용접작업이 수행되면, 용접된 차체가 후크(6)에 매달린 상태로 크로쓰멤버(34)
가 제거되고, 게이트들의 구속장치들이 정지되며, 게이트들은 비작동위치로 반송된다. 용접되어야 하는 
새로운 구성요소들을 투입하여 작동싸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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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을 따르는 장치는 로보게이트시스템(Robogate system)이 가지는 
장점 즉, 용접작업영역이 서로 다른 차체들위에서 작동가능한 높은 작업유연성을 유지하고, 설정시간 및 
투자비가 상당히 감소되고 동일형태의 차체들내의 생산균일성을 가지며 새로운 차체모델을 도입가능하다.

본 발명을 따르는 장치는 또다른 장점들을 가진다. 종래기술에 따르면 용접되어야 할 차체를 미리조립하
기 위해 로보게이트작업영역에 투입되기전에 제공되는 태빙작업(tabbing operation)이 완전히 제거된다. 
따라서 차체공장은 매우 단순해지고 비용이 적게된다. 위치설정기능의 게이트들을 지지하고 안내하기 위
하여 종래기술을 따르는 로보게이트 용접작업영역내부에 제공되고 공간을 점유하는 고정구조물들이 완전
히 제거된다. 상기 설명에서와 같이, 각각의 게이트가 다른 게이트와 독립적으로 운동가능하므로, 용접로
보트들의 위치설정을 위한 공간이 크게 확보되고, 설계와 설치작업시 상당한 유연성이 주어지며 그결과 
콘베이어라인상에 연속구조를 이루는 게이트들사이의 피치거리(pitch distance)가 고정되거나 일정한 필
요가 없다.

상기 설명에서 처럼, 상기 장치에 의해 용접되는 여러개의 구성요소들 및 게이트들의 적합한 위치설정기
능이 완전한 정밀도로 이루어지므로, 생산품질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종래기술을 따르는 로보게이트작업영역에 구성된 게이트들의 구성에 비하여 본 발명을 따르는 게이
트들의 구성이 단순화되고 크기가 감소된다.

제13도 및 제14도는 본 발명을 따르는 장치의 변형예를 도시한다. 상기 도면에서 앞서 설명한 구성부품과 
동일한 구성부분은 동일부호를 사용한다.

제5도와 유사한 제13도에 있어서, 도면이해를 위하여 오버헤드콘베이어(오버헤드레일(3) 및 트롤리(4))와 
후크(6)가 생략된다. 제14도에 있어서, 플로어판넬(7)의 지지구조물이 단순형태로 도시된다.

상기 변형예에 의해,  상부횡방향부재가 불필요해지고,  용접작업영역(1)의  상측부에서 횡방향점유공간이 
감소되므로 구성이 단순해지며, 본 발명의 이전 실시예와 제13도 및 제14도의 변형예는 다르다.

위치설정기능의 게이트(17, 18)들의 상부에서 상기 게이트(17, 18)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캐리지(20)
상부에 위치하고, 게이트들에 구성된 부분들에서 게이트들이 고정구(58)에 연결되기 때문에, 구성이 단순
해질 수 있다.

하중발생 및 구속기능을 가지고, 유체액츄에이터(fluid actuator)와 같은 종래 기술의 액츄에이터(60)가 
각각의 고정구(58)에 의해 지지되고, 각각의 액츄에이터(60)는 단부에 위치한 결합부재(62)를 가지고 운
동가능한 아암(61)을 가지며, 상기 결합부재(62)는 해당 캐리지(20)상부에 형성된 구멍(63)을 통해 결합
이 이루어진다. 제14도의 우측에 위치한 결합부재(62)의 하부정지위치와 제13도의 좌측부에 위치한 결합
부재(62)의 상승작동위치사이에서 예를들어 90°만큼 결합부재(62)가 회전가능하다.

또한 게이트(18)의 전방부에 근접한 고정부(58)는 경사축을 가지고 마주보는 한쌍의 롤러(64)를 가져서, 
전방에 위치한 캐리지(20)의  결합면(65)과  함께 작동하게 되고,  게이트(18)의  후방부에 근접한 고정부
(58)는  수직축을  가진  롤러(67)를  가져서,  후방에  위치한  캐리지(20)의  결합면(66)과  함께  작동하게 
된다. (제14도의 우측에 도시되고) 서로 이격된 비작동위치로부터(제13도의 좌측에 도시되고) 상대적으로 
근접한 작동위치로 두개의 게이트(18)들이 횡방향으로 이동할 때, 액츄에이터(60)들이 작동하여, 해당구
멍의 외측부상에서 고정구(58)에 대해 게이트(18)들을 강하게 구속한다.

근접하는 단계동안, 앞서 설명한 실시예의 작동방법과 유사하게 게이트(18)들을 경미하게 상승시키면, 탄
성중합체 재료의 부쉬(52)가 하중을 받아 발생시키는 탄성변형을 수용하도록, 롤러(64, 67)들이 결합면
(65, 66)들과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상부의 횡방향 부재 없이도, 정확하고도 확실한 게이트들의 위치설정이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상기 구성의 세부들 및 실시예들이 변화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동용접수단이 제공된 용접작업영역(11)으로 구성되고, 용접되어야 하는 구조물들
을 용접작업영역(1)에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콘베이어라인(2)으로 구성되며, 작업영역(L)내에서 신속
한 상호교체가 가능하도록 두개이상의 쌍을 이루는 위치설정기능의 게이트(17, 18)들이 구성되고, 상기 
게이트들은 용접되어야 하는 구조물을 서로에 대해 조립위치내에 구속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며, 용접되어
야 하는 각각의 형태의 구조물과 일치되는 구속장치가 각 쌍의 게이트들에 제공되고, 대기위치(W1, W2)와 
상기 작업영역(L)사이에서 상기 게이트들이 신속하게 이동가능하도록, 용접작업영역(1)내에서 상기 콘베
이어라인(2)의 양쪽측 부상에서 상기 쌍들의 게이트(17, 18)들이 미끄럼운동이 가능하게 장착되며, 각쌍
의 상기 게이트(17, 18)들이 작업영역(L)에 있을 때, 서로 이격된 비작동위치와 상대적으로 근접한 작동
위치사이에서 상기 게이트(17,  18)들이 상기 콘베이어라인(2)의 횡방향으로 이동가능하고, 근접한 상기 
작동위치내에서 상기 게이트들에 구성된 구속장치들이 작업영역(L)에 위치한 구조물과 결합하고 차체와 
같이 프레쓰 가공된 판재금속요소로 구성된 구조물의 스폿용접장치에 있어서, 콘베이어라인(2)의 양쪽측
면상에서 두개의 트랙(22)들을 따라 안내되고 동력이 전달되는 캐리지(20)상에 상기 게이트(17, 18)들이 
장착되고, 최종조립위치와 근접한 위치내에서 용접되는 각각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여러개의 구성요소들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수단이 상기 콘베이어라인(2)에 구성되고, 이때 상기 구성요소들은 서로 분리된 상태
에 있으며, 서로 이격된 비작동위치와 상대적으로 근접한 작동위치사이에서 작업영역(L)에 위치하는 두개
의 게이트(17, 18)들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작업영역(L)에서 안내기능의 상기 트랙(22)들은 상기 콘베이
어라인(2)에 대해 횡방향으로 이동가능하고 분리되어 있는 안내부(23)를 가지며 용접되는 구조물을 구성
하는 두개의 차체측면부(8)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상기 지지수단은 운동가능한 피봇아암(29)들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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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기 차체측면부(8)들이 상기 게이트(17, 18)들의 상기 구속장치들에 의해 집어올려지고 다음에, 게
이트(17, 18)들이 게이트들의 작동위치로 이동함에 따라 용접되는 구조물의 여러개의 구성요소들이 구속
될 수 있도록, 상기 차체측면부(8)들이 서로 근접해있고 콘베이어라인(2)을 따라 이동하기 위한 제1위치
와, 서로 이격되고 게이트들의 비작동위치에 있는 두개의 게이트들과 근접해 있는 제2위치사이를 상기 피
봇아암(29)들이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프레쓰가공된 판재금속요소로 구성된 구조물의 스폿용접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용접되어야 하는 구조물의 여러가지 구성요소들을 지지하고 매달기위하여, 상기 콘베이
어라인(2)은 오버헤드콘베이어로 구성되고, 상기 지지수단은 후크(6)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
레쓰 가공된 판재금속요소로 구성된 구조물의 스폿용접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용접되어야 하는 구조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플로어판넬(7)의 위치설정을 위하여, 부유식
의 기준콘(13)이 상기 후크(6)에 제공되고, 작업영역(L)에 배열된 클램프(28)의 구속작용에 의해 정확한 
위치에 구속가능한 하단부(27)들이 상기 기준콘(13)들에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쓰가공된 판재
금속요소로 구성된 구조물의 스폿용접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한쌍의 캐리지(20)들이 각각의 게이트(17, 18)들에 제공되고, 탄성중합체 재료의 부쉬
(52)를 삽입하여 상기 캐리지(20)의 프레임으로 부터 돌출하는 횡방향의 핀(51)들에 의해 상기 게이트들
이 지지되며, 상기 부쉬(52)에 상기 캐리지(20)들에 대한 게이트의 미소수직운동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쓰 가공된 판재금속요소로 구성된 구조물의 스폿용접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고정구(58)상에 피봇회전이 이루어지게 장착된 브라켓트(56)에 의해 운반되는 롤러(32)
들이 작업영역(L)내에 제공되고, 위치설정기능의 게이트가 작업영역(L)에서 게이트의 작동위치에 도달할 
때, 상기 게이트의 정확한 위치설정을 위하여, 각각의 게이트에 의해 운반되는 지지요소(31)가 형성하는 
씨트(seat)에 상기 롤러(32)들이 적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쓰가공된 판재금속요소로 구성된 구조
물의 스폿용접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게이트들의 작동위치에서 두개의 게이트(17, 18)들을 결합하는 크로쓰멤버(34)가 구성되
고, 정지영역으로 부터 상기 크로쓰멤버(34)들을 집어올리고, 게이트들이 게이트의 작동위치에 있을때 두
개의 게이트들위에 상기 크로쓰멤버(34)를 장착시키는 로보트(16)로써 상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동용
접수단이 구성되며, 크로쓰멤버(34)의 단부들에서 각각의 게이트에 연결되는 두개의 단부핀(35)들이 각각
의 상기 크로쓰멤버(34)들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쓰 가공된 판재금속요소로 구성된 구조물
의 스폿용접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서로 이격된 비작동위치로 부터 상대적으로 근접한 작동위치까지 상기 게이트들이 상기 
콘베이어라인(2)의 횡방향으로 이동하면, 동력이 전달되는 캐리지(20)상에 장착된 게이트(17, 18)들을 고
정구(58)상에 강하게 구속하기 위한 액츄에이터(60)가 구성되고, 롤러(64, 67)들이 상기 고정구(58)에 의
해 제공되고 운반되며 상기 롤러(64, 67)들이 상기 게이트(17, 18)들과 관련한 해당 결합면(65, 66)과 함
께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쓰 가공된 판재금속요소로 구성된 구조물의 스폿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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