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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자주식 수송기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스듬한 위쪽 방향에서 본 간략화된 구조를 도시한 자주식 수송기구의 1
실시예의 서스펜션기구의 사시도.

제 2 도는 제 1 도의 서스펜션기구의 구조의 저면도

제 3 도는 제 2 도의 종단면도.

제 4a 도, 제 4b 도 및 제 5 도는 본 발명의 수송기구의 차륜구조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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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도~제 8 도는 본 발명의 서스펜션기구를 해석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

제 9 도는 본 발명의 제어장치 및 센서를 갖는 자주식 수송기구의 평면도.

제 10 도는 제 9 도의 수송기구의 정면도.

제  11  도~제  13  도는  안내타겟에 해서 수송기구의 서로 다른 위치의 배열을 도시한 제  9  도의 수
송기구의 평면도.

제 14 도는 제 9 도의 수송기구의 제어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제 15 도는 본 발명의 제어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블럭도.

제 16 도는 수송기구에 로딩기구가 부가되는 본 발명의 1실시예의 사시도.

제 17 도~제 21 도는 본 발명의 서스펜션기구의 체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 22 도~제 25 도는 본 발명의 차륜의 체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 26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제어장치를 도시한 블럭도.

제 27 도는 본 발명의 자주식 수송기구의 1실시예에서의 차륜 배치를 도시한 저면도.

제 28 도는 제 27 도의 수송기구가 적용되는 공장내의 배치도.

제 29 도는 본 실시예의 3개의 차륜의 제어방법의 흐름도.

제 30 도는 본 실시예의 3개의 차륜의 제어장치의 블럭도.

제 31 도는 본 발명의 진동방지  배치에 한 자주식 수송기구의 1실시예를 도시한 사시도.

제 32 도는 진동방지 를 도시한 종단면도.

제  33  도는  본  발명의  진동방지 의  중요  방향에서는  진동방지에  사용된  능동식  진동방지구를 도시
한 도면.

제 34 도 및 제 35 도는 본 발명의 진동방지기구의 2개의 제어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제 36a~c 도는 진동방지의 제어전환상태시의 진동발생의 문제점을 도시한 도면.

제  37  도는  제  36  도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진동방지의  제어전환모드시스템을  실현하는 제어시
스템의 블럭도.

제  38  도는  상기  제어시스템에  의한  능동식  진동방지와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수동식  진동제어의 
분담을 도시한 진동방지효율의 분포도.

제 39 도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블럭도.

제  40  도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자주식  수송기구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반송할  때의  제어를  도시한 
흐름도.

제 41 도는 반도체 제조공정라인에서 진동방지 를 갖는 자주식 수송기구를 도시한 사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자주식,  무인형  및  자동안내  수송기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방으로의  진행이  가능하고,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흔히  있는  좁은  장소나  울퉁불퉁하거나  기복이  심한  모면을  갖는  장소에서 유
용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반송물체의  실질적인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도  반도체  웨이퍼등의  물체를 
반송할 수 있는 수송기구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주행기구로써는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NO.149270/1988에  개재된  바와같이  사방으로  주행이 가
능한  수송기구를  들  수  있다.  이  수송기구에서는  4개의  차륜이  직각으로  배치되어  이  차륜의 바깥둘
레면의  원주방향으로  회전축을  갖는  롤러가  마련되고,  감속기어  및  모터를  몸체에  고정해서 사용하
므로, 차륜의 주행방향 및 차륜의 주행방향과 직교하는 롤러의 회전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는  주행면과  4개의  차륜의  접지가  불안정할  때,  수송기구의  직진주행이 곤란
하게  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노면에  약간의  기복이  존재하여도  전후좌우의  4개의  차륜중의 3
개의  차륜은  안정하게  접지되지만,  1개의  차륜이  접지되지  않는,  즉  접지를  적절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태로  되기  쉽다.  이  경우에,  좌우로  배열된  차륜이  구동되고,  전후의  차륜이  고정된 상태에
서  몸체를  앞으로  주행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구동중에  좌우의  차륜중의  하나가  접지하지  않으면 차
륜의  구동력이  몸체에  해서  비 칭으로  발생된다.  이  경우의  구동력의  부분적인  분산의  제거는 전
후방향의  차륜의  롤러의  회전  방향  이외의  방향에서의  역슬립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전후방향의 차
륜의  롤러는  앞을  향해서  최전하므로,  롤러면의  미세한  변형에  의해  가로방향으로의  슬립력이 발생
하게  되어  몸체의  주행방향이  불안정하게  된다.  또한,  4개  이상의  차륜이  사용되면,  노면의  기복을 
수반해야만 한다.

또  평면상의  몸체의  운동은  실질적으로  3개의  자유도  x,y,θ만을  가지므로,  4개  이상의  구동차륜을 
사용하였을  때는  차동기어기구를  사용한  구동기구인가  또는  각  차륜의  원주속도가  정확하게 일치하
였는가를  측정해야  하므로  자유도의  여유도가  한정된다.  한편,  슬립은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전자의 
측정에서는  기구가  복잡하게  되고,  몸체의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배터리에  의해 진
행되는  자주식  수송기구에는  일반적으로  부적당하다.  후자의  측정에서는  모터의  회전속도가 정확하
게  제어되거나  또는  모터의  감속비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차륜의  원주속도를  외력에  의해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차륜의  원주속도의  정확한  제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회전속도  범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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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차륜의  구동시스템을  조정해야만  하는데  이  제어는  매우  어렵다.  한편,  모터의  감속비가 감소
되면, 전체적으로 자주식 수송기구의 동적 특성이 저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  종래기술은  물체를  적절하게  반송하는  것에  해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국 
특허  공개공보  NO.135485/1989에는,  예를  들면  반송되어야할  물체가  물건  탑재  위에  세트되어 4개
의  코너로  안내되므로,  물체가  항상  확실한  상태로  유지되는  장치가  개재되어  있지만,  물체에 실질
적으로 존재하는 변동에 해서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서는  자주식  수송기구의  주행속도와  주행면의  상태에  의해  량의 진
동발생은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자주식  수송기구에  의해  반송된  물체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의 
웨이퍼일  때,  웨이퍼의  바깥  에지부가  반송중의  진동에  의해  깎여지거나  웨이퍼의  먼지  및  오염의 
발생에  의한  주변둘레에  마찰될  수도  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제조중의  웨이퍼는 테트라플루오
르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된  카세트내에  포장된  상태로  항상  반송된다.  이러한  물질이 
소프트하여  손상되기  어렵고,  또한  유기물로써  마모되기  어려울지라도  벗겨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소량의  마모분말이  불안정한  상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슬라이딩은 가능
한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는  낮은  마찰  계수를  가지므로  약간의  진동  가속도에 의해서
도  탑재  위로  웨이퍼를  이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인  경우에, 기중에
서  낮은  하중의  금속에  해서  정지마찰계수는  약  0.1이다.  따라서,  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이 웨이퍼

의 탑재 로 사용되었을때, 진동가속도는 다음과 같인 0.1G(약 1m/s
2
) 이하로 억제하여야 한다.

F1 = α M

F2 = μ Mg

여기서,  F1   F2

α M = μ Mg

∴ α  μg

여기서, F1 : 슬라이딩을 일으키는 힘

F2 : 슬라이딩을 일으키는 힘

α : 진동가속도

M : 웨이퍼 질량

μ : 정지마찰계수

g : 중력가속도 

종래의  자주식  수송기구인  경우에서는  주행하중의  노면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약  0.3G(약 3m/s
2
)의 

진동  가속도가  반송되어야할  물체에  부여된다.  또,  노면  상태가  불량하면,  0.7G(약 7m/s
2
)  ~  1G(약 

10m/s
2
)이상의  진동가속도가  반송되어야할  물체에  부여되어도  좋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서는 반도

체  제조공정에서의  웨이퍼  반송등과  같은,  특히  진동을  피하는데  필요한  반송에  해서  충분하게 고
려되어  있지  않아서  반송되어야할  물체에  충격이  가해져서  손상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반송되어야할  물체가  반도체  웨이퍼등일때,  웨이퍼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시키는  탑재 등의 마모
에 의해 먼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사방으로  주행할  수  있는  주행기구의  주행방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수송기구
의 차체의 경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자주식 수송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서스펜션기구  및  구속기구를  갖고  간단한  구조로  차체의  경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자주식 수송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차륜의  슬립이  발생되지  않고,  수송기구의  동작특성을  저하시키는  일없이 복
잡한 기구의 사용을 피할 수 있는 자주식 수송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물체의  진동을  방지하고,  물체를  위치  결정하여  정밀한  하중기능을  갖는 
자주식 수송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교차해서  배치된  제1및  제2의  유지부재,  상기  제1   및 제2
의  유지부재의  양끝에  각각  탑재된  차륜,  상기  제1및  제2의  유재부재와  차륜에  배치된  샤시,  상기 
샤시와 상기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 사이에 배치된 다수의 지지부재,  예를 들면 샤시와 제1및  제2의 
유지부재를  서로  평행하게  되도록  구속하는  다수의  캔틸레버지지부재,  샤시와  상기  제1  및  제2의 유
지부재 사이에 배치된 다수의 탄성지지부재를 갖는 자주식 수송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차륜을  유지하기  위해  교차해서  배치된  제1및  제2의  유지부재,  캔틸레버지지기구  및  탄성지지기구와 
같은  서스펜션지지기구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1쌍의  구동차륜의  가상차축이  차체에  해서  평행으로 
유지되어  상하로  이동한다.  따라서,  4개의  구동차륜이  마련되어  노면의  기복등이  존재하더라도 구동
차륜중의  하나가  접지되지  않는  상태는  발생되지  않는다.  즉,  노면상에  움푹파인  곳이  있어  하나의 
차륜의  접지압이  감소하면,  향된  차륜의  접지압이  갖는  총합이  감소되므로,  1쌍의  차륜을 지지하
는  서스펜션기구가  연장되어  차륜의  차체가  노면을  따르도록  경사져서  노면의  움푹  파인측에서의 차
륜의  접지압이  증가된다.  그후  다른쪽의  가상차축에  의해  공유된  접지압이  증가되어  가상차축 사이
의  접지압의  평형이  깨진다.  그러나,  가상차축의  양끝의  차륜의  접지압은  같고,  중력의  중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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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개의  차륜이  향된  위치에  있으므로,  구동력의  부분적인  분산에  의한  결합력의  발생이 방지되
어 직진성이 방해되지 않는다.

또,  차축이  서로에  해서  수직인  2개의  직선상에  있도록  구동차륜이  배열되므로  동일  직선상에 1조
로  배열된  구동차륜이  차체에  해서  평행상태를  유지하는  서스펜션기구에  의해  유지되어  상하로 이
동하고,  부분적인  하중이  차체에  부여되어도  바닥면이  변형되지  않으면  특정의  차륜이  기울어지지 
않아 롤링 및 피칭이 수송기구체에 발생되지 않는다. 특히, 로보트암을 탑재한 수송기구가 
마련되면,  수송기구체가  로보트의  변동상태에  의해  기울어지지  않아  로보트암의  위치재생력이 저하
되지 않으므로 이 목적을 위한 구조가 안정하게 된다.

또,  본  발명은  각각의  차륜이  그의  바깥둘레의  다수의  선상에  배열된  롤러가  마련된  3개의  차륜과 
차륜의  원주방향으로  축을  갖는  자주식  수송기구를  마련하고,  여기서  차륜은  구동차륜으로써 사용된
다.  이동방향의  차이에  의한  수송기구의  가속도의  차이를  저감하기  위하여  축이  서로에  해서  수직 
또는 평행이 관계로 되지 않도록 3개의 차륜이 배열된다.  3개의 차륜에 의한 구동에 의해 자주식 수
송기구는  팁  또는  아래로  쓰러지려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수송기구가  직사각형  프레임  또는 샤
시를 가질때,  2개의 차륜은 긴변의 양  끝에 배치되고,  나머지 한개의 차륜이 다른쪽 긴변의 중심 근
방에  배치되는  것에  의해  자주식  수송기구는  용이하게  팁  또는  아래로  쓰러지지  않는다.  3개의 차륜
은  주축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축이  4개의  차륜  또는  6개의  차륜에서  직교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제
어가 복잡하고 조종하는데 종래의 수송기구의 제어방법이 다르므로 3개의 차륜용 제어가 마련된다.

각  차륜이  차륜의  둘레의  다수의  선상에  배열된  다수의  롤러와  차륜의  원주방향으로의  회전축을 갖
는  구조에  의해  각  차륜은  각  차륜의  회전축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이들 
차륜이  동일  선상이  아닌  3개의  점에  배치되면,  각  차륜의  지면이  유일하게  결정되므로  4개  이상의 
차륜인  경우에  요구되는  서스펜션기구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모든  차륜의  접지상태를  얻을  수가 
있다.  또,  3개의 차륜이 다른 방향을 향하는 배치에서는 차륜의 원주속도의 조합에 의해 세로 및 가
로방향,  경사방향  및  회전방향에서  어떠한  이동도  가능하게  된다.  4개  이상의  차륜인  경우에서도 동
일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지만, 차륜의 수가 3개의 경우에서 최소로 된다.

각  차륜의  축에  의해  형성된  선이  수송기구의  중력의  중심의  바로  아래의  위치  또는  그  바로  위의 
위치를  통과하는  각도로  3개의  차륜이  배치되면,  회전운동을  수반하는  차륜의  회전속도는  중력의 중
심에서  중력의  중심쥐위의  회전용  차륜으로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제어가  용이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수송기구의  주주행방향을  세로  및  가로방향으로  제한할  수  있으면,  주방향이 세
로방향이라고  가정하고  하나의  차륜을  세로방향으로  회전면을  갖도록  배치하고,  2개의  차륜을 세로
방향에  해서  +45도  및  -45도의  방향으로  배치하면,  경사방향에서의  차륜은  직선주행상태  및 가로
주행상태에서의  차륜의  원주속도에서  동일한  절 값을  가지므로,  계산이  줄어든다.  또한 주주행방행
으로 향하는 차륜이 없으므로, 차륜의 특정의 롤러는 집중력에 의해 가까스로 접지된다.

또,  상술한  경우에서  서보모터등의  특성이  변동하더라도  차륜이  3개이므로,  자유도의  여유도에  의한 
차륜의  슬립이  발생되지  않는다.  한편,  수송기국의  타겟에  해서  위치  어긋남이  센서에  의해 명확
한  위치  타겟에서  상관위치로써  검출되고,  가로방향에서의  위치어긋남과  주행방향에서의  각도 어긋
남이  독립적으로  제어되므로,  통상의  조정을  수반하는  오버슈트의  발생을  최소로  저감할  수  있어 고
정밀도로  제어가  가능하다.  제어시스템의  적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통상의  조정과  마찬가지의 방법으
로  기본적인  주행방향을  고정시켜서,  자주식  수송기구의  제어가  타겟  주행방향에  한  수송기구의 
각도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  컴퓨터에  의해  제어장치를  구성하였을  때,  제어  계수가  자유롭게  변하므로, 주행방향등에서
의  자유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아날로그회로에  의해  제어장치를  실현하였을땐,  동작이 실시간에
서  가능하므로,  샘플링시간에  의한  제어의  데드타임의  지연을  저감할  수  있는  것에  의해  고정밀도로 
제어가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자주식  수송기구는  탑재 의  고유  또는  적정주파수를  수송기구체의  고유  또는 적

정주파수의 1/  이하로  하기  위하여  차체의  가장  낮은  본래의  공명  주파수를  나타내는 적정주파
수로  되도록  고주파수영역에  해서  스프링등과  같은  고무스프링,  댐퍼등의  수동기계부의  조합을 중
심으로  해서,  저주파수영역에  해서는  가상부동점에서의  가속도로써  주행면에서의  수송기구에  의해 
받은  진동을  검출하는  검출기의  검출결과에  따른  수송기구체에  가속도를  부여하도록  능동기계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행면으로부터의  수송기구에  의해  받은  진동중에서  진동을  제거하는  진동방지 를 
포함하는  반송되어야할  물체를  탑재하는  탑재 ,  물체가  탑재 에  장착되거나  장착되지  않았을  때 
탑재 와  수송기구체  사이의  위치관계를  계측하는  위치센서  및  탑재 와  수송기구  사이의 위치관계
를  결정된  기준위치에  해서  위치결정하는  위치결정기구가  마련된  진동방지 를  마련한다.  또 위치
결정기구의  액츄에이터는  자계에  의해  직접  활동형  선형  구동장치로  되므로  위치결정기구의  에러에 
의한 진동이 방지된다.

본  발명은  수송기구의  진동방지 가  고유주파수가  낮고,  이동  가능한  유연  지지구조이므로,  진동이 
수송기구체에  발생될  때  반송되어야할  물체에  부여된  가속도를  저감하도록  탑재 가  이동되어 수송
기구의  진동이  물체에  전달되는  것이  방지된다.  유연지지구조의  고유주파수가  고유  또는 적정주파수

의 1/  이하로  억제되므로  자주식  수송기구의  고유주파수  이상의  고유주파수를  갖는  진동을 효율
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수동기계부만을  사용하고,  고유주파수가  낮은  진동방지시스템의  경우에서는  자주식  수송기구가 노면
의  기복등에  의한  탑재 의  고유주파수에  가까운  주파수로  진동하면,  탑재 의  진동이  오히려 증폭
된다.  따라서,  가속센서  및  액츄에이터는  탑재  상에  배치되고,  이  액츄에이터는  관성시스텝(가상 
부동점)에  해서  탑재 가  이동되지  않도록  제어되는  것에  의해  본  발명은  능동진동방지기구를 마
련한다.  능동진동방지기구에  의하면,  수동기계부만을  사용하고,  고유주파수가  낮은 진동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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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 비교해서 저주파수의 진동발생력에 한 진동을 방지할 수가 있다.

또,  본  발명은  탑재 와  자주식  수송기구  사이의  위치관계를  수송기구에  고정된  위치결정기구를 마
련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  기준위치에  해서  고정하는  기구를  마련하므로,  수송기구에  해서 물체
의  위치를  장착시에  결정하는  것에  의해  로보트암등과  같은  전송기구에  의한  전송을  확실하게 실행
할  수가  있다.  탑재 와  수송기구  사이의  위치관계를  계측하는  위치센서가  또  배치되고, 위치결정기
구의  제어가  탑재 의  위치결정시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므로,  특수한  상태에서의  탑재 의  위치 이동
속도는  급속하게  변화되지  않아  탑재 를  위치결정  동작시에  기준위치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에 
의한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다.

실제적인  진동방지기구  및  위치결정기구와  공통인  액츄에어터로써는  기계적인  감속기구는  사용되지 
않지만,  오히려  직접  활동형  선형  구동장치가  사용되므로,  액츄에이터의  정지부재와  가동부재의 접
합이  완만하다.  따라서,  진동방지동작에  해서  고주파수  범위를  수동진동방지기구와  공유할  수 있
고,  저주파수  범위를  능동진동방지기구와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액츄에이터가  고주파  발진용 응답
지연을  갖더라도  고주파수  범위의  감도가  낮게  되어  전체  시스템의  진동방지능력을  저하시키는  일 
없이  자려발진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탑재 가  위치결정기구의  정지부재에  직접 접촉되
지  않으므로  강성접촉에  의한  큰  가속도에  의해  발생된  진동이  기계적인  위치결정기구를  사용한 경
우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발생되지 않는 탑재 를 마련한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  밖의  목적과  새로운  특징은  본  명세서의  기술  및  첨부도면으로  명확하게  될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제  1  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스듬한  위쪽방향에서의  수송기구의  서스펜션기구를  도시한 것
이고,  제  2  도는  바닥면에서  본  수송기구의  평면도이고,  제3  도는  긴쪽방향의  중심선으로  분할된 수
송기구의  종단면도이다.  제  1  도에서  차륜(1)은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메인샤시(8)은  도시하지 않느
다.  차륜(1)은  제 4  도  및 제 5  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각각 바깥둘레면에 접선방향으로 연장하는 축
이 마련되고, 각각의 축주위에 회전 가능한 롤로가 마련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

롤러(1a)는  롤러코어(1a+)  및  롤러고무층(1a-)를  포함하고,  이  롤러(1a)는  베어링(1b)에  의해 축
(1c)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가능하다.  축(1c)는  스페이서(1d)및  누름판(1e)에  의해  휨(1f)에 고정되
어  있다.  이  스페이서(1d)와  누름판(1c)에  의한  롤러(1a)  사이의  간극에는  차륜(1)의 회전축방향으
로  어긋난  위치로  또는  지그재그형상으로  다른  롤러가  서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차륜(1)의 회전축방
향으로  투영된  외형은  원형이다.  차륜(1)의  이  구조에  의해  차륜(1)은  회전축방향에서  본  경우의 접
선방향의  구동력  또는  제동력이  마루면으로   전달되지만,  구동력  또는  제동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는 힘이 전달되지 않는다.

각각의  차륜(1)은  제  1  도~제  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감속기어(2)를  거쳐서  모터(3)에  의해 독립
적으로  구동된다.  모터(3)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수송기구를  외부에서  구동하는  것에  의해 마찬가지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차륜(1),  감속기어(2)  및  양방향으로  회전가능한  모터(3)은  메인샤시  또는 
베드(8)(제 3 도 참조)과 평행이고, 서로 직교하는 유지부재(4a), (4b)(이하, "서브샤시"라 
한다)에,  동일  서브샤시(4)상에서는  차륜(1)의  회전축이  동일선상에  존재하도록  고정되어  있다. 차
륜(1)에  의해  공유되는  회전축은  가상추축이라고  불리어지고,  서브샤시(4a),  (4b)가  서로  직교하고 
있으므로,  가상수축도  십자형상으로  직교한다.  이들  서브샤시(4a),  (4b)가  서로  직교하고  있으므로, 
가상추축도  십자형상으로  직교한다.  이들  서브샤시(4a),  (4b)는  각각의  서브샤시의  중심부에  해서 

칭적인  위치에서  동일방향으로  연장하도록  배치된  스윙암(5a),  (5b)와  베어링(6)에, 메인샤시(8)
의  하부로  늘어지도록  고정되어  있다.  서브샤시(4a),  (4b)는  각각  벵어링(6)을  거쳐서  응하는 스
윙암(5a),  (5b)의  다른쪽  끝에  로드(7)을  거쳐서  메인샤시(8)에  접속되어  있다.  또,  스프링(9)와 댐
퍼(10)(제 3 도 참조)은 각각의 서브샤시(4a), (4b)와 메인샤시(8)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차륜(1)의  이  구조  및  배치에  의해  임의의  방향으로  주행하고자할때  목표로  하는  주행방향으로의 속
도벡터의  사영성분을  차륜(1)의  회전속도라고  하며,  차체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아도  임의의 방향으
로의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모든  차륜(1)이  회전속도를  회전중심으로  차륜(1)까지의  거리에 비
례하도록 동일방향으로 회전되면, 차쳬가 차륜(1)의 회전과 반 방향의 위치에서 스핀한다.

서브샤시(4a),  (4b)는  각각  스윙암(5a),  (5b),  베어링(6),  로드(7)을  거쳐서  메인샤시(8)에 접속되
어  있으므로,  마루면상에  기복이나  오목볼록이  존재하더라도  메인샤시(8)에  과 한  진동을  전달하는 
일  없이  4개의  차륜(1)은  마루면에  따라서  충분한  접지압을  유지한다.  이경우에  사용된  스프링(9) 
및  댐퍼(10)은  물론  적절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프링(9)  또는  댐퍼(10)이  매우 
강력하면,  마루면의  기복에  해서  수송기구가  점프하는  경우가  있다.  스프링(9)가  매우  약하면, 마
루면의  오목한  곳에  해서  차륜(1)을  접지시키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없고,  마루면의  오목한  곳에 
닿은  차륜(1)은  충분한  접지압을  얻을  수가  없다.  주행노면이  평면인  경우,  스프링(9)  및  댐퍼가 없
이 부분적인 하중이 작용한 경우라도 메인샤시와 노면 사이의 평행이 유지된다.

또한,  롤러(1a)에는  표면 고무층(1a2 )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마루면과  롤러(1a)  사이에  충분히  큰 

마찰저항이  생겨서  휠스핀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  또,  2개의  서브샤시(4)는  각각의  스윙암(5)에 의
해  메인샤시(8)과  평행상태를  유지하므로,  메인샤시(8)과  마루면  사이의  평행은  메인샤시(8)에 부분
적인  하중이  발생하더라도  유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부분적인  하중에  의해  메인샤시(8)에  롤링 또
는  피칭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메인샤시는  차체  차체를  의미하고,  메인샤시상에  탑재 를 
배치하였을때, 메인샤시는 탑재 도 포함한다.

이하,  부분적인  하중이  있더라도  메인샤시(8)이  경사지지  않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  6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평탄한  마루면상에서  4개의  차륜(1)의  중앙에  중력중심이  있는  경우,  각각의 
차륜(1)의  부하분담이  같게  되도록  수송기구가  조정되어  있다.  이때,  차체의  질량을  M,  중력의 가속
도를  g라고  하면,  마루에서  받는  4개의  차륜(1)의  반응력은  Mg/4이다.  이  경우,  중력중심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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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으로  하고,  차륜(1)의  좌표를  A점에서  D점, (T1 ,  O), (-T1 ,  O),  (O, T2 )(O, -T2 )로  한다. 기구에

서  차륜(1)은  각선상의  1쌍의  A점과  B점,  1쌍의  C점과  D점으로  되고,  스프링(9)에  의해 메인샤시
(8)과 평행으로 저지된다.

제  7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력중심의  위치가  좌표(O,y)로  이동하더라도  모두  4개의  차륜이 마루
면에  접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기구의  가정에서  4개의  차륜(1)이  받은  저항력 F 1  ~ F9 는 

다음식 (1), (2)의 관계를 만족한다.

F1+F2=F3+F4                                                                             ⑴

F1+F2+F3+F4=Mg                                                                       ⑵

F1=F2                                                                                         
⑶

F1=F2=Mg/4                                                                                ⑷

F3+F4=Mg/2                                                                                ⑸

F3〉0, F4〉0                                                                                 
⑹

0 F3 Mg/2, 0 F4 Mg/2                                                          ⑺

yMg-T2F3+T2F4=0                                                                        ⑻

F3 F4                                                                                          

⑼

α=F4/F3(0 α 1)                                                                        ⑽

F3× , F4=                                                             ⑾

y= T2                                                                                
⑿

0 y -T2                                                                                     

⒀

왜냐하면,  4개의  차륜의  접지의  가정에서  차체를  지지하는  스프링에는  팽창  또는  수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Y축에  한  칭성에서  (3)식도  만족된다.  따라서,  (4)식  및  (5)식도  만족된다.  이 경
우, 4개의 차륜의 접지의 가정에서 (6)식이 만족되고, (5)식에서 (7)이 만족된다.

또한,  X축  주위의  이동의  균형이  (8)식이  만족된다.  (8)식의  각항이  정  또는  0이므로,  (9)식이 만족
된다.  값  α를 (10)식에서 정의하면, F 3  및 F4 는  (11)식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8)식에 입

하면,  (12)식을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y는  (13)식에  의해  주어진  범위를  갖는다.  이경우, y=T2/2

일때, F3=Mg/2,F4 =0이다.  이상의  설명에서  중력중심이  4개의  차륜(1)의  중심에서  임의의 차륜(1)까지

의 거리의 1/2이내에 위치 결정되었을때, 상술한 기구의 차체 또는 샤시는 기울어지지 않는다.

제  1  도~제  3  도에서 스윙암(5a)  또는 로드(7)  사이의 베어링(6)은  다음의 이유에 의해 차륜의 회전
축보다  낮게  배치된다.  본  발명의  1실시예의  서스펜션기구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  제  8  도를 
참조해서  스윙암(5)  주의의  힘을  균형을  해석한다.  간략화를  위해서  좌우의  구동차륜은  일체라고 간
주하고,  차륜의  롤링마찰,  구동의  기계손실,  차륜의  관성모멘트는  무시한다.  구동차륜에  구동토오크 
T가  가해졌을때,  구동차륜은  반력으로써  토오크  -T  및  견인력 f2 를  스윙암(5a)에  공급한다. 스윙암

(5a)에는  베어링(6)을  누르는  토오크-T가  작용하고,  베어링(6)의  높이는 δ 2  내려  않는다.  한편, 정

지상태에서의  베어링(6)의  높이가  차륜(1)의  회전축의  높이보다  △만큼  낮을  때,  견인력 f 2  및 베어

링(6)의  높이와  차륜(1)의  회전축의  높이  사이의 차△+δ 2  에  의해  발생된  역방향의 토오크(△+δ2)

× f2 도  발생한다.  스윙암(5)의  수평방향의  길이  L이 L〉〉δ2 일때,  로드(7)의  장력을 F2 , 정지상태

에서의  구동차륜에  한  마루면에서의  수직저항력을 F2 라고  하면,  차륜(1)의  반경이  R  일때  다음의 

(14)식의 관계가 만족된다.

T-(△+δ2)× f2-LF2 =0                                                                                                      (14)

F2'={T-(△+δ2)f2}/L                                                                (15)

T=Rf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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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δ2)f2/L                                                                    (17)

δ1 =δ2=δ3=δ4=δ                                                                   (18)

2k1=k2=2k3(19)                                                                          (19)

δ-F2'/(2k2)=(R-△+δ2)f2/(2kL)                                                  (20)

δ=                                                                            
(21)

따라서,  (15)식이  얻어진다.  이경우,  (16)식의  관계어서  (17)식이  얻어진다.  이  경우,  본 실시예에
는  경사가  발생되지  않느다는  가정에서  (18)식이  만족되고,  각  차륜(1)의  스프링(9)가  동일하므로 
(19)식이  만족된다.  또,  침하는  로드(7)의  장력에  의하므로,  (20)식이  만족되어  (21)식이  얻어진다. 
이 (21)식이 가속도/감속도에 따르는 침하 δ를 0으로 하기 위해서는 R=△로 하면 좋다.

그러나,  이  결과는  베어링(6)의  중심이  마루면과  같은  높이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것을 그
로  실현할  수는  없다.  또,  스윙암(5)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를  크게  취하면,  스윙암(5)가 

크게  기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루면상에  기복이나  오물볼록이  존재하는  경우  및  수송기구의 하
중이  변동하였을때,  메인샤시(8)에  한  서브샤시(4)의  수직이동에  따라서  메인샤시(8)이 전후좌우
방향으로 흔들리게 된다. 이 관점에서 △는 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예상되는  마루면의  상태와  수송기구의  하중변동  및  수송기구에  요구된  가속도를  고려해서 △
를 0과 R사이의 적당한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하,  본  실시예의  수송기구의  제어를  제  9  도~제  14  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제  9  도는  수송기구의 
위쪽에서  본  제어장치와  추진센서를  갖는  수송기구의  평면도이다.  제  10  도는  제  9  도의  수송기구의 
정면도이다.  제  11  도~제  13  도는 안내타겟으로부터 어긋난 배치를 도시한 제  9  도의 수송기구의 평
면도이다.  제  14  도는  제  9  도의  수송기구의  제어장치의  원리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또한,  설명의 
간략화를 위해서 차륜(1A)~(1D)가 메인샤시(8)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지만, 차륜이 실제로 같은 거리에 배치되지 않았을 땐, 적절한 보정을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차륜(1A)~(1D)근방에  배치된  1차원  CCD소자(22)  및  광학시스템(23)으로  되는  센서(21A)~(21D)는 마
루면(203)상에  마련된  반사율이  높은  표면상태의  테이프로  되는  안내타겟(202)를  검출하고,  이 센서
는  안내카게(202)의  중심축  또는  안내타겟(202)와  마루면(203)사시의  경계와  센서(21A)~(21D)의 중
심축  사이의  어긋남을  출력한다.  센서(21A)~(21D)에서의  출력은  제어기(20)으로  입력되어 모터

(3A)~(3D)를 제어한다.

여기서,  메인샤시(8)의  리세트  또는  복귀동작을  메인샤시(8)이  안내타겟(202)에  따라서  타겟속도  V 
로 X 방향으로 주행하는 중에 안내타겟(202)에 메인샤시(8)이 어긋난 경우에서 설명한다.

제  11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샤시(8)이  안내타겟(202)에  의해  표시된  방향과  평행으로 배치되
어  있지만,  그의  중심이  거리α만큼  어긋난  경우는  센서(21A)의  출력이α로  되고,  센서(21B)의 출력
이 -α로 된다. 한편 메인샤시(8)의 중심이 안내타겟(202)로 나타낸 위치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지만,  그의  방향이  각도  θ만큼  어긋나고,  센서(21A)  및  (21B)의  위치가  제  1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거리  α만큼  어긋나서  센서   (21A)~(21D)의  출력이  α로  된다.  이  경우,  센서  (21A)~(21D)의 
출력을  각각  A,  B,  C,  D라고  하면,  (A-B)/2는  안내타겟(202)에서의  메인샤시(8)의  어긋남을 나타내
고, (A+B)/2는 안내타겟(202)에서의 메인샤시(8)의 각도 어긋남을 나타낸다.

그  후,  차륜(1A)~(1D)와  모터(3A)~(3D)의  회전속도를  메인샤시(8)의  바깥쪽에서  본  반시계방향을 정
으로 하고,  차륜(1A)~(1D)의  원주속도를 사용해서 각각 A,  B,  C,  D라고 한다.  제 11  도의 배치의 경
우에서  A=α,  B=-α,  C=-v,  K  D=v  라고  하면,  단위  시간후에  메인샤시(8)은  안내타겟(202)상으로 복
귀한다.  한편,  제  12  도의  배치의  경우에서  A=α,  B=αC=v+α,  D=v+α라고  하면,  메인샤시(8)은 안
내타겟(202)의  방향으로  복귀한다.  센서(21A)  및  (21B)의  출력을  각각  a,  b라고  하고,  (a+b)/2=m, 
(a-b)/2=n이라고 하면, 차륜(1A)~(1D)의 원주속도는 다음의 행렬식(1)에 의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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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식(1)

또한,  메인샤시(8)이  안내타겟(202)에  따라서  타겟속도  W로  Y방향으로  주행하는  중에 안내타겟(20
2)에서  메인샤시(8)이  어긋난  경우의  메인샤시의  복귀동작에서  센서(21C)  및  (21D)의  출력을  각각 
c,d라고  하고,  (c+d)/2=p,  (c-d)/2=q라고  하면,  차륜(1A)~(1D)의  원주속도는  다음의  행렬식(2)로 표
현된다.

                                             행렬식(2)

또,  제  1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안내타겟(202A)가  직교하는  정지정점에  메인샤시(8)이  정지할때, 
평행이동은  행렬식(1)  및  행렬식(2)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며,  제어가  중첩되지만,  회전에  해서는 
센서(21A)~(21D)에서  동시에  값이  리드되므로,  감도를  행렬식(1)  및  행렬식(2)의  경우의  1/2로  하는 
것에  의해  마찬가지의  제어를  실현할수가  있다.  이  경우,  차륜(1A)~(1D)의  원주속도는  다음의 행렬
식(3)으로 표현된다.

                                             행
렬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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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도는  상술한  제어를  실현하는  제어장치의  흐름도이다.  먼저,  호스트제어기(204)  또는  키보다 
(37)에서  부여된  명령  또는  소정의  행동스케쥴  및  제어기(20)에  내장된  지도정보를  참조해서 행동모
드를  결정한다.(스텝  60).  다음에  결정된  행동에  따라서  센서(21)의  필요한  값이  리드되고(스텝  64, 
66,  68),  행렬식(1)~행렬식(3)에  나타낸  행렬식중에서  필요한  것이  연산된다.  계속해서,  그 연산결
과를  확인하고,  이상한  값을  표시하고  있으면  수정  또는  이상처리를  실행하고,  각  모터(3)의  속도를 
결정한다.(스텝  70,  72,  74,  76).  다음에,  각  모터(3)이  구동되고,  단위시간이  경과된다.(스텝  78, 
80).  그후,  각  센서의  값을  확인하고(스텝  82),  현재의  행동이  종료또는  완료하였는가  아닌가의 판
정을  실행한다.(스텝  84).  현재  행동이  아직  완료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마찬가지의  행동이 반복되
고,  현재  행동이  완료하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  작업이  외부에서  실행되면  필요에  따라서  현재 위치
의  좌표를  외부로  출력하고,  작업이  완료할때까지  기상태로  된다(스텝  86).  작업이  종료한  후, 처
리는 초기행동으로 다시 되돌아 간다. 이상에 의해서 수송기구의 주행이 제어된다.

이  경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어시스템의  게인은  100%로  하였지만,  실제의  제어시스템에서는 
게인을  적절한  값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어에  있어서의  적분항,  미분항등은  상술한 설명
에서  무시하였지만,  실제의  제어에  있어서  이러한  항을  고려하는  것에  의해  성능이  향상하는  것은 
물론이다.

제  15  도는  상기의  처리를  실행하는  제어기(20)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중앙처리장치(30)은 
버스등의  주통신장치(39)를  거쳐서  리라이트  가능한  메모리(31)  및  리드온  리메모리(ROM)(32)에 접
속되어 있다.  이들 메모리(31)  및  (32)에  기억된 프로그램 및  지도정보등에 따라서 제  14  도에 도시
한  바와같이  처리가  실행된다.  또,  중앙처리장치(30)은  연산결과의  전송/수신  및  외부센서(21)의 데
이터의  리드를  실행하기  위하여  부통신장치  또는  신호  버스(40)을  거쳐서  신호  입출력장치(33), 모
터제어장치(34)  및  외부통신장치(35)에  접속되어  있다.  신호입출력장치(33)은  센서(21)등의 신호입
출력수단을  관리하고,  모터제어장치(34)는  모터(3)을  제어한다.  또,  외부통신장치(35)는 표시장치
(36),  키보드(37),  적어도  제어기(204)와  비접촉상태로  이상상태발생,  연산완료  및  그  연산결과의 
보고의 통신을 실행하는 통신단자(38)에 접속되어 있다.

제  16  도는  본  실시예가  암을  갖는  무인반송기구에  적용된  예를  도시한  것이다. 무인반송기구(100)
은  다수의  광학센서(21)에  의해  안내타겟의  위치  어긋남을  계측한다  무인반송기구(100)에  내장된 제
어기(20)은  암(101)을  사용한  작업을  실행할때,  광학센서(21)의  출력에  따른  무인반송기구의  위치 
및  각도를  자동적으로  수정하고,  작업스테이션(205)의  전방의  결정된  위치  및  각도에 무인반송기구
가  근접하게  되도록  주행기구를  조작한다.  또,  잔류하는  미세한  위치  및  각도의  오차에  해서는 제
어기(20)이  암(101)에  부여된  동작명령의  소정의  좌표에  해서  좌표보정에  의해서  처한다. 이것
에  의해,  암(101)의  위치  재현성이  향상되어  원크(201)의  핸드링시에  암(101)이  일부분이 원크(20
1)에  큰힘으로  부딪힐  염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작업스테아션(205)에  마련된 호
스트제어기(204)의  통신단자(38)와  수송기구의  몇개의  통신단자(38)중에서  호스트제어기9204)의 통
신단자(38)에  응하는  통신단자(38)을  거쳐서  호스트제어기(204)와  제어기(20)  사이에서  통신이 실
행되는  것에  의해  작업명령등을  주고  받는다.  본  실시예의  서스펜션기구에  의해  부분적인  하중에 의
한  롤링  또는  피칭이  본  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암의  자세에  의해  발생된 업사이드다운모멘트
에  의해  무인반송기구(100)이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암(101)의  위치재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워크(201)은  수송기구(100)의  베이스(103)에  배치된다.  특히,  본 
실시예는  먼지를  피하고,  좁은  통로에서의  주행이  불가피하고,  진동을  피하는  수송기구에서  작업을 
실행하는 반도체제조에 한 크린룸내에서 워크를 반송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제  17  도~제  21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서스펜션기구를 도시한 것이다.  제  17  도~제  21  도에서, 차륜
(1)은  개략적으로  나타내도,  메인샤시(8)은  도시하지  않았다.  제  17  도는  서브샤시(4a)  및 서브샤시

(4a')가  서로  평행하게  배치된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전체의  샤시가  일본국  가따까나  문자 " " 
또는  로잘린의  십자형상의  문자등과  같이  형성된다.  스윙암(5a)  및  (5a')는  서로  향해서  배치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모터(3)의  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연산량이  제1의  실시예에  비교해서  많고, 
마루의  기복에  해서의  접지성이  약간  저하할  우려가  있지만,  6개의  차륜(1)에  의해  형성된  면적이 
크므로  쓰러짐  또는  경사성에  해서  안정성이  높고,  하나의  차륜(1)이  적절한  접지접촉을  할  수 없

더라도  높은  비율로  직진주행을  유지할  수가  있다.  또한,  파운드  또는  번호사인으로써  알려진 " " 
문자등의 격자형사의 구조도 가능하다.

제  18  도  및  제  19  도는  서브샤시(4a),  (4b)가  메인샤시(8)에  해서  평행하게  동작하므로 평행링크
로  실현한  1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서브샤시(4a),  (4b)는  삼각링크(11)을  거쳐서 
로드(7)에  의해  메인샤시(8)에  접속되어  있다.  이때,  1쌍의  삼각링크(11)은  동일한  회전각을 유지하
도록  중간로드(12)에  의해  유지되어  있다.  또,  삼각링크(11)의  자세는  로드(7)과  삼각링크(11)의 접
합부의  높이가  서브샤시(4a),  (4b)와  삼각링크(11)의  접합부의  높이와  같으므로,  메인샤시(8)에 
한  서브샤시(4a),  (4b)의  수직이동에  따른  전후좌우방향으로의  메인샤시(8)의  스윙은  매우  작게 된
다.  또  이  실시예에서는  구동차륜의  구동력방향이  서스펜션기구에  의한  동작방향과  직교하고 있으므
로,  가감속상태에서의  관성력에  의해  주행기구가  내려앉을  염려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이 실시예에
서 스프링(9)와 댐퍼(10)은 제1의 실시예(제 3 도 참조)에서 도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  20  도의  실시예에서,  서브샤시(4)  및  스윙암(5)는  일체화되어  스윙암(5')로  되어  있다. 스윙암
(5')는  스윙암(5')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  차륜중의  하나를  우회하도록  구성되고,  스윙암에  의해 유
지되는  2개의  구동차륜은  수직으로  동일  스트로크만큼  이동된다.  로드(7),  메인샤시(8),  스프링(9), 
댐퍼(10)(도시하지  않음)은  제1의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이것에  의해  부품의  수가  저감되어 서스
펜션기구의 강성이 높아진다.

제  21  도의  실시예에서,  스프링(9)  및  댐퍼(10)은  제  20  도의  실시예에서의  스윙암(5')와 메인샤시
(8)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고,  그  신에  중간로드(12a)와의  중심과  메인샤시(8)  사이에 스윙암(5')
와  제5의  로드(7')를  접속하는  중간로드(12a)가  마련된다.  이  실시예에서  교차하는  2개의 스윙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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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메인샤시(8)에  해서  항상  반 방향으로  동일  스트로크의  동작을  실행한다.  이  기구에서는 
마루면의  오목블록에  의해  차륜중의  어느  하나가  마루에  접촉되지  않거나  부상하게  되어  구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상태가  방지되고,  하중이  변화되더라도  수송기구의  높이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 실
시예에  의하면,  서스펜션기구에  스프링  또는  댐퍼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무거운  하중으로 수송기구
가  사용되더라도  서스펜션의  보터밍(bottoming)이  발생하는  일이  없고,  차체중량이  크게 변화하더라
도  마루면에  한  차륜(1)의  추종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다.  또,  구성요소가  적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 22  도~제 25  도는 본 발명의 차륜(1)의 변형을 도시한 것이다. 제 22  도는 제 1의 실시예의 차륜
(1)의  롤러(1a)가  지그재그형상이  아니고  일렬로  배치된  경우에서  사용되는  접지접촉링(1g)를 도시
한것이다.  제  23  도는  접지접촉링(1g)를  사용한  차륜(1)을  도시한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제1의 실
시예에서와  같이  차륜(1)의  회전각에  관계없는  주행기구의  특성이  일부  손실되어  있다.  이때, 직진
에서  가로주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위치가  롤러(1a)의  피치만큼  제한되고,  또한  직진시에  주행로에 

한  추종성이  접지접촉링(1g)의  절단된  부분의  범위내에서만  수정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주로  직진주행을  하고,  주행로에  한  추종성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용도에서,  이  실시예는 롤러
(1a)의 갯수를 적게하여, 가격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 24  도  및 제 25  도는 롤러(1a)의  갯수가 더욱 한정된 1실시예로써,  즉 롤러(1a)의  갯수가 하나의 
차륜(1)에  해서  1개로  한정된  1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  경우,  한정은  더욱  강하지만,  이 실시
예는  가로방향으로의  주행이  가능하다는  본  발명의  이점을  남기면서  더욱  가격을  저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  26  도는  제1의  실시예의  제어장치의  연산시간을  단축시키는  위하여  회로구성으로  연산을 실현하
는  체  변형예를  도시한  것이다.  센서(21A)~(21D)의  출력은  4회로  3접점의  점환기구(50)을  3개의 
형식,  즉  X방향진행상태,  Y  방향진행상태  및  정점정지상태로  전환하는  것에  의해  전환되어 감쇠장치
(51)로  전송된다.  감쇠장치(51)을  통과해서  분해되어  감쇠된  신호는  분배되고,  또  X  및  Y  방향의 수
송기구  타겟속도  v,w와  함께  가감산기(52A)~(52D)에  의해  가산된다.  가감산기(52A)~(52D)에서의 출
력은  차륜(1A)~(1D)의  목표원주속도로써  서보증폭기(53A)~(53D)로  입력되어  모터(3A)~(3D)와 차륜
(1A)~(1D)를  구동한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중앙처리장치(30)은  전화기구(50)을  연산하는  것만으로 
연산을  크게  간략화할  수  있고,  아날로그제어시스템이  사용되므로,  이  실시예는  고속으로  제어가 가
능하다는 이점을 갖는다.

다음의 행렬식(4)는 제1의 실시예의 제어를 간략화한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행
렬식(4)

제1의  실시예에서는  X방향진행상태,  Y  방향진행상태  및  정점정지상태의  전환이  실행된다.  이때, 평
가되어야  할  다수의  행렬식(4)를  유지하고,  선택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  26  도의 실시예에
서는  가감산기(52A)~(52D)의  입력신호가  증가해서  구조가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
서,  센서(21A),  (21B)  및  센서(21C),  (21D)의  ON/OFF  동작은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진행상태  및 정
지상태에서의  제어가  균일하게  되는  것에  의해  제어기(20)(제  15  도  참조)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이때,  V와  W  제로이면,  행렬식(4)는  행렬식(3)과  같게 된다.  그러나,  X  및  Y  방향으로의 진행
상태에서는  무관계인  신호  및  바라는  속도를  무시하더라도  행렬식(4)가  행렬식(1)과  행렬식(2)와 완

34-10

특1994-0009860



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느다.  즉,  m및  p로  나타낸  각도  어긋남에  한  감도를  1/2로  저감시키고 있으
므로,  m  및  p중의 한쪽만을 사용하는 X  및  Y  방행으로의 진행상태에서는 각도 어긋남에 한  감도가 
저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송기구에서는  주행시의  자세가  항샹  수송기구의  주행방향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센서(21A)~(21D)의  유효범위내에  안내타겟이  존재하면  수송기구의  방향이  경사져 있
어도  좋다.  한편,  주행시의  자세의  급격한  변경은  수송기구의  직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
점에서  제어의  균일하에도  이점이  있다.  또,  제어의  변형으로써,  각도  어긋남에  한  감도를 정점정
지상태의 값으로 하지 않더라도 진행상태와 정점정지상태 사이의 임의의 중간값으로 취할 수 있다.

제1의  실시예에서는  1개의  차륜에  해서  하나의  추적센서를  마련하였지만,  예를  들면  8개의 추적센
서를  경사주행용으로써  사용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CCD센서를  추적센서로써  사용하지  않고, 
단일의  광센서를  수송기구체의  주면에  다수개  배치하고,  전체로써  그  센서를  추적센서로써  사용하는 
것에  의해  수송기구  주행방향의  제한을  무시할  수도  있다.  안내타겟(202)와  센서(21)의  조합은 제1
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테이프와  자기헤드의  조합,  금속판과 집전자
의  조합,  벽면등의  조합도  물론  사용할  수  있다.  안내타겟은  마루면뿐만  아니라  천정면에  마련할 수
도 있다.

또,  중앙처리장치(30)의  능력에  의해서  안내타겟(202)는  연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예를들면 일정
간격의  격자점상에  안내타겟을  설정하고,  안내타겟  부근에서의  자세  위치의  보정을  실행하고, 수송
기구의 자주주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타겟 사이의 모터(3)에 엔코더를 부가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서스펜션기구가  사용될때,  제  4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양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차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쪽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통상의  차륜의  스티어링에  적용할  수도  있다.  또, 
서스펜션기구에  의해  스윙암을  교차하였을때도  그  교차가  직각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가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면,  제  27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자주식수송기구는  3개의  차륜을 
이용한다.

제  27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송기구의  프레임  또는  샤시(8)사이에  모터(3),  감속기어(2)  및 차륜
(1)이  3조  탑재되어  있다.  차륜(1)은  그위  주변에  차륜의  원주방향으로  회전축을  갖는  다수의 롤러
가  다수의  선상에  배열된  구조를  가지므로,  차륜(1)의  회전각도에  관계없이  어느것인가  하나의 롤러
가  접지되어  차륜(1)의  회전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차륜(1)을  이동시킬  수  있고,  차륜(1)의  회전의 
조합에 의해 직진, 좌우주행 및 회전을 임의의 비율로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자주식수송기구는  3개의  차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4개  이상의  차륜에  의한  구성에  비교해서 설
령  서스펜션기구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노면의  기복에  의한  차륜의  부상이나  적잘한  접지접촉이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차륜(1)이  직사각형  프레임  또는  샤시(8)의  긴변의  양끝의  각각에 배
치되고,  다른  하나의  차륜(1)이  다른쪽  긴변의  중심점에  배치되므로,  중력의  중심이  샤시(8)의  중심 
근방의 넓은 범위에서 이동하더라도 수송기구가 쓰러지는 일은 없다.

한편,  하나의  차륜(1)이  짧은  변의  양끝의  각각에  배치되고,  다른  하나의  차륜(1)이  다른  한쪽의 짧
은  변의  중심점에  배치되면,  중력중심이  이동되는  범위내에서  차륜(1)의  접지점에  의해  구성된 삼각
형이 가늘고 긴 이등변삼각형으로 되어 수송기구가 옆방향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다.

제  28  도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라인등과  같은  공장의  제조라인에서  세로방행을  갖는 작업스테이
션등에  해서  사이드트랙을  갖는  통로(200)상을  주행하는  수송기구(100)을  도시한  것이다.  이것에 
관련해서,  제  27  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1개의  차륜(1)이  샤시(8)의  세로방향에  회전면을  갖고, 
나머지  2개의  차륜(1)은  그것에  해서  경사져서  배치되어  있으므로,  한층  가속도가  요구될때의 수
송기구의  세로방향에  해서  3개의  차륜(1)을  구동시키는  3개의  모터(3)의  동력이  유효하게 사용되
고,  한층  가속도가  요구되지  않는  좌우주행상태에서  비스듬히  배열된  차륜(1)의  2개의  모터(3)은 구
동을 실행한다. 따라서, 모터(3)의 동력의 선택에 해서 마진이 마련된다.

또,  제  28  도의  통로(200)에  해서  차륜(1)은  통로의  세로방향에  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륜
(1)의 롤러 중에서 특정의 롤러가 장시간 접지되어 마찰하는 상태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  27  도의  차륜(1)에서는  샤시(8)  또는  수송기구의  주행속도  v에  해서  차륜(1)의 회
전면과  주행방향  사이에  형성된  각도를  θ라고  하면,  차륜(1)의  원주속도에  해서 w=vcos θ의 관계

가  만족된다.  이때,  제  27  도의  샤시에  해서  비스듬히  배치된  차륜의  각도가  45도이므로, 수송기

구의  주행방향이  직진  및  좌우주행일때  모든  경우에서  cosθ는 1/ 로  된다.  최 속도 wmax 가  직진 
및  좌우주행에서  동일하면, wmax 는  직진  및  좌우주행에  해서  동일하게  되어  모터(3)의  선택의 자유

도가 높게 되어 제어가 간략화된다.

제  27  도의  차륜배치의  경우의  제어에  해서  다음에  설명한다.  차륜(1A)~(1C)의  원주속도를 wa~wc 로 

하고,  샤시가  속도  v로  세로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을때,  차륜(1A)~(1C)의  회전면과  세로방향  사이에 
형성된 각도를 θa~θc라고 하면, 다음의 행렬식(5)가 성립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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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좌우주행속도를 u라고 하면, 다음의 행렬식(6)이 성립된다.

                                                          (6)

한편,  샤시의  회전각속도를  w,  샤시(8)의  중심에서  각  차륜(1)까지의  거리를 ℓa ℓaℓc 와 차륜(1)

의 회전면 사이에 형성된 각도를 ρa~ρc라고 하면, 다음의 행렬식(7)이 성립된다.

                                                    (7)

행렬식(5)~(7)을 하나로 조합하면 다음의 행렬식(8)이 성립된다.

                           (8)

이때, θa~θc,ρa는 공지이므로, 이것을 입하면 다음의 행렬식(9)를 얻을 수 있다.

                       (9)

행렬식(9)에  따르면,  이  실시예의  수송기구의  제어시스템은  직진,  가로방향의  주행  및  스핀의 3자유
도로  분리할  수  있다.  직진주행중의  제어를  예로들면,  v는  수송기구의  주행목표속도로  되고,  u,w는 

센서(21)에  의해  계측된  수송기구의  가로방향으로의  어긋남  v와  각도어긋남 에  해서  다음식에 

의해 결정된다.

u=k1v+k2v=k3 v dt                                                           (10)

w=k4 +k5 +k6  dt                                                        (11)

만약, k1~k6 을  적당한  값으로  하면,  제어방법이  결정된다.  가로주행상태  및  경사주행상태에서도 마찬

가지의 관계가 성립된다. 경사주행상태에서는 주행방향을 u,v의 비에 의해 결정된 벡터 

(u, v)에 해서 직각방향의 벡터 을 어긋남량으로 하면 좋다.

제 29 도는 상술한 제어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제 29 도의 내용은 자명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제  30  도는  제  29  도에  도시한  제어방향을  실현하는  제어장치(16)를  도시한  것이다.  CPU(160)은 메
모리버스(163)을  거쳐서,   ROM  (161)과   RAM(162)에  리드  또는  라이트할  수  있다.  제  29  도에 도시
한  제어방법은   ROM(161)에  기록된  프로그램으로써  실현할  수  있고,  계산도중의  데이터는 RAM(162)
내에 기록된다. 한편, CPU(160)은 I/O버스(164)를 거쳐서, 또 AD/DA(165), 카운터(166), 센서 
I/O(167)  및  통신  I/O  버스(168)을  거쳐서  서보증폭기(17),  엔코더(18),  센서(21),  호스트(300)등에 
접속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CPU(160)은  센서(21)을  이용해서  자주식수송기구(100)의  위치와  자세를 
계측할  수  있고,  엔코더(18)을  이용해서  주행거리를  계측할  수  있다.  이들  계측결과를  사용해서 
CPU(160)은 서보증폭기(17)을 거쳐서 서보모터(3A)~(3C)의 회전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CPU(160)은  통신  I/O  버스(168)을  거쳐서  호스트(300)과  교신하는  것에  의해  호스트(300)에서의 작
업지시와 호스트(300)으로의 작업보고를 실행한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로써,  본  발명은  마찬가지의  기능을  변형하여도  실현할  수가  있다.  차륜의 배치
에  해서는  수송기구(100)의  주행속도를  직진주행시와  가로주행시에  모두  동일하게  하였으므로, 차
륜(1B),(1C)는  샤시(8)의  세로방향에  해서  +45,  -45로  된다.  그러나,  직진속도와  가로주행속도가 
다르면,  각도를  변경하여도  좋다.  또,  샤시(8)의  한쪽의  긴변의  양끝  및  다른쪽의  긴변의  중앙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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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을  배치하였지만,  샤시(8)의  세로방향으로의  가속상태의  직진성을  중시하면,  역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

또한,  제어방향에  해서도  차륜의  배치를  변경한  경우,  행렬식(8)을  이용하면  마찬가지의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또,  행렬식(8)  또는  (9)의  평가에  해서  간략화를  실행할  수  있다. 수송기구(10
0)의  주행방향을,  예를  들면  세로방향  및  가로방향으로  한정하고,  경사방향으로의  주행을  실행하지 
않으며,  샤시(8)의  주행방향의  계산이  경감된다.  또한,  주행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의 평행슬라이
딩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회전에  의해서  샤시(8)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위치어긋남을 보정
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설명에서는  연산을  디지탈컴퓨터에  의해  실행한  것을  나타내었지만,  아날로그회로등에 
의해  연산을  실행하면,  제어시스템의  주파수응답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고속주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등에 적합하다.

다음에,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해서  제  31  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  31도는  진동방지기구를 
구비한  수송기구(100)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자주식수송기구에는  진동방지 (12)의  2유니트가 마련
되고,  진동방지 (120)의  각각의  위면에는  탑재 (130)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수송기구는 반송기
구로써  로보트암(101)을  마련하고  있고,  로보트암(101)을  반송해야할  물체(201)을  집어올리는데 적
합한  형상을  갖는  포획기구(105)를  구비하고  있다.  물체(201)은  수송기구의  이동중에는 탑재 (13
0)상에  탑재되어  있다.  탑재 (13)의  표면에는  물체(201)의  형상과  유사한  오목부를  갖는 누름판
(131)이  마련되어  있고,  물체(201)은  누름판(131)의  오목부에  의해서  탑재 에  고정된다. 수송기구
는  레일등의  형상의  주행면(207)상을  이동하여  안내타겟(202)를  따라서  유도된다.  진동방지 는 탑
재 (130)의  진동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예를들면  주행면(207)에  이음새단차(208)이  있고, 
이음새단차(208)상을  주행기구가  통과할때,  수송기구가  진동하더라도  탑재 (130)은  거의  진동하지 
않으므로 물체(201)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소량의  마모분도  반도체의  불량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므로, 슬라이딩
은  피할  필요가  있어  제조중에  웨이퍼를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제의  카세트  내에 
수납해서  반송한다.  이러한  재료는  소프트하므로  웨이퍼에  손상을  줄  염려가  없지만,  마찰계수가 낮
아서  약간의  진동에  의해서도  웨이퍼가  이동되어  버린다.  예를들면,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의  경우, 
경하중에서의  금속과의  정적  마찰계수는  약  0.1이다.  따라서,  본발명이  해결해야할  문제에  관련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동 가속도는 0.1G(약 1m/sec
2
)이하로 역제할 필요가 있다.

제  32  도는  본  발명의  진동방지 (120)  및  탑재 (130)의  1조의  종단면도이다.  진동방지 (120)의 
위쪽판(128a)  및  측면판(128b)는  스프링(121)  및  상히이동하는  가이드(122)에  의해  상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지된다.  또,  보이스코일모터(123)등과  같은  DC모터의  가동코일,  가속도센서(140)  및 위
치센서(124)가  위쪽판(128a)상에  탑재된다.  스프링(121),  가이드(122)  및  보이스코일모터(123)의 자
계발생부재는  지면의  면과  직교하는  수평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스테이지(125a)에  탑재되어  있다. 스
테이지(125a)의  아래쪽에는  마찬가지의  구성을  갖고  지면내의  가로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스테이지

(125b)가 마련되어, 고정부재(125c)에 탑재되어 있다. 고정부재(125c)는 베이스(128d)상에 
탑재된다.  각  스테이지(125a)  및  (125b)는  각각  이동방향으로  각  스테이지를  지지하는  가이드(126) 
및  스프링(141)에  의해  각각의  아래쪽의  부품에  탑재되어  있다.  스테이지(125a)에서 스프링(141)까
지의  부품의  조합에  의한  기구에  따르면,  스테이지(125a)는  베이스(128d)와  상 적으로  유연하게 이
동할  수  있다.  여기서,  탑재 (130)과  물체(201)과  같은  진동물체의  합계질량과  스프링(121)의 스프
링  정수에  의해  결정된  진동방지 (120)의  고유주파수는  수송기구의  질량  및  수송기구의  강성에 의
해  결정되고,  수송기구의  가장  낮은  고유공진주파수를  나타내는  자주식  수송기구(100)의  고유  또는 

적정주파수의 1/ 이하로  억제되어  있으므로,  수송기구의  주행에  따르는  진동을  유효하게  차단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수송기구의  고유주파수가 14HZ 로  설계되어  있는  것에  해서 전동방지

(120)의  고유주파수는 3.6HZ 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송기구(100)의  진동에너지의  거의  모두가 분포되

는 14HZ이상의 진동에 해서 충분한 진동방지효과가 얻어진다. 

그러나,  주행면(203)  또는  레일(207)에  기복이  있고,  예를들면  수송기구에  저주파수의  진동이 부여
되었을  때,  수송기구의  고유주파수  이하에서도  진동이  발생된다.  이때,  진동방지 (120)의 고유주파

수의 배  이하의  진동에  해서는  수동기계부품만으로  구성된  진동방지 는  효과가  없고, 진동방
지 (120)의  고유주파수  부근의  진동은  오히려  증폭된다.  이  저주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동진
동방지기구가  사용된다.  그러나,  능동진동방지기구는  에너지  손실이  크므로,  수동진동방지지구에 의
해  가능한한  많은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점에서  진동방지 (120)의 고유주파수
는  가능한한  낮게  해야  한다.  한편,  고유주파수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진동하는  물체의  합계질량을 
크게  하던가  또는  스프링(121)의  스프링  정수를  낮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탑재 (130)에 과도
하게  무거운  추를  탑재하여  질량을  증가시키면,  수송기구의  크기가  형으로  되어  공간효율이 나쁘
게  되므로,  전력소비의  점에서도  바람직하기  않다.  스프링  정수만을  낮게  하면,  물체의  위치가 변화
될  우려가  있어  반송시에  정밀도가  나쁘게  된다.  특히,  상하진동에  해서  물체(201)의  질량변화가 
위치정밀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예를들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몇장의  웨이퍼가  웨이퍼 카세트
내에  수납되어  있는가가  로트에  의해  변동하므로,  물체(201)의  질량이  변동된다.  따라서 물체(201)
의  침하량이  로트에  의해  변화하고,  로보트암(101)에  의해  물체(201)이  들어올려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라서, 반송시의 물체의 위치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치결정기구가 마련된다.

상하방향의  위치결정은  다음에  기술하는  보이스코일모터를  이용해서  실행한다.  세로방향  및 가로방
향의  위치결정은  기계적인  위치결정에  위해  실행된다.  핀(127b)는  스테이지(125a)에서  아래쪽으로 
연장되어  베이(128d)에  고정된  포획장치(127a)에  의해  들어올려진다.  포획장치(127a)는 스테이지
(125a)가  베이스(128d)에  고정되도록  핀(127b)를  들어올린다.  이때,  포획장치에  의해  들어올려진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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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b)의  부분은  양호한  슬라이드성을  갖는  유연재료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포획상태에서 발생
된 진동은 작다.

측면판(128c)는  스테이지(125a)에  고정되어  있으며,  스테이지(125a)와  함께  전후로  이동한다. 측면
판(128c)와  함께  측면판(128c)  및  베이스(128d)는  래버린스(129a)  및  래버린스(129b)를  구성한다. 
또,  진동  방지 (120)의  내부는  감압되어  있으므로,  진동방지 (120)내에서  먼지가  발생하여도 탑재
(130)을 향해서 먼지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

진동방지 (120)의  위쪽판(128a)위에는  균형주(135)  및  다리부(133)이  탑재되어  있다. 다리부(133)
상에는  탑재 의  위쪽판(132)가  탑재되어  있고,  또  워크센서(134)  및  오목부가  마련된 누름판(131)
이 탑재 (130)을 구성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상술한  구성에  의하면,  진동방지 (120)은  상하,  전후  좌우  방향의  3축방향으로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물체의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방향의  진동을  방지하면  좋으므로, 
상하방향에  해서  능동소자와  함께  진동방지기구를  채택하고,  전후  좌우방향에  해서 수동소자만
에  의해  진동방지기구를  채택하였다.  특히  중요한  상하방향의  진동방지  및  위치결정에  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  33  도는  본  발명의  진동방지 (120)의  상하방향의  진동방지기구를  도시한  도면이다. 탑재 (13
0)을  지지하는  부품은  스프링(121),  가이드(122),  보이스코일모터(123)이다.  가이드(122)에서는 상
하진동성분에  해서  주변의  공기와의  마찰성분과  함께  그  구동저항성분이  댐퍼로써  작용한다. 반송
시의  자주식  수송기구(100)의  진동은  스프링(21)의  스프링  정수  k와  가이드(122)의  댐핑  c를  거쳐서 
탑재 (130)과  반송해야할  물체(201)을  진동시킨다.  이  진동은  가속도센서(140)에  의해  계측되고, 
이  진동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력  Fvcm를  발생시키도록  보이스코일모터(123)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한편,  탑재 (130)의  위치는  반송시의  위치센서(124)에  의해  계측되고,  위치어긋남을 제거하
는  방향으로  추력  Fvcm을  발생시키도록  보이스코일모터(123)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가속도센서
(140)은  완성시스템에  한  반송해야할  물체의  가속도를  계측할  수가  있다.  즉,  가속도센서를 사용
하여  수송기구자체에  진동이  있더라도  반송해야할  물체를  가상부동점,  즉  접지에  해서  거의 진동
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가 있다.

특히, 가속도센서의 값을 적분하면, 가상부동점에 한 댐퍼(소위 "스카이훅댐퍼(sky hook 
damper)")로써의  기능을  얻을  수가  있다.  이  기능은  통상의  수동진동방지와  비교해서 저주파영역에
서의 진동에 해서 특히 효과를 갖는다.

제  34  도는  본  발명의  진동방지 (120)의  상하방향의  진동방지기구의  제어부의  동작을  도시한 블럭
도이다.  레일(207)에서  받는  수송기구의  진동력(301)은  수송기구(100)  및  진동방지 (120)을  거쳐서 
가속도센서(140)  및  반송되어야할  물체(201)을  진동시킨다.  이  진동은  진동가속도(302)로써 가속도
센서(140)에  의해  전압신호(303)으로  변환되고, 기준전압(304)(E0 )에서  감산되어 비례적분증폭기

(311)에  의해  전류(305)로  변화되어  보이스코일머터(123)으로  입력되고,  보이스코일머터(123)을 구
동하여  진동을  제거한다.  이때,  진동을  검출하는데  가속도센서(140)을  사용하므로,  그의 반전증폭출
력은  진동물체의  가상질량을  증가하고,  고유주파수를  저하하는  기능이  있으며,  그의  반전적분출력은 
진동물체의  관성좌표시스템에  한  가속도를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때문에  수동부품만으로 구
성된 진동방지기구에 비해서 물체(201)에 부여되는 진동은 작게 된다.

제  35  도는  본  발명의  진동방지 (120)의  상하방향의  위치결정기구의  제어부의  동작을  도시한 블럭
도이다.  자주식  수송기구의  주행시에는  차륜등의  진동원이  작용하므로,  진동방지기능이  한층 중요하
지만,  반송종료후  및  반송시에는  진동원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진동방지기능보다  위치결정기능쪽이 
중요하게  된다.  위치결정성이  나쁘면,  수송기구  또는  지상에  치된  로보트암등의  반송기구에  의한 
물체의  부하가  곤란하게  되고,  미스핸드링에  의해서  반송해야할  물체에  불필요한  진동이  부여된다. 
따라서,  수송기구가  정지하게  되는  것에  의해  중요성이  낮게  된  진동방지기능을  중단하고, 능동진동
방지에  사용하고  있던  보이스코일모터(123)을  위치결정하는데  사용한다.  반송해야할  물체(201)의 위
치(301)은  위치센서(124)에  의해  기준위치(307)에서  변위로써  검출되어  전압신호(308)로  변환되고, 
PID  증폭기(312)에  의해  전류(309)로  변환되어  보이스코일모터(123)으로  입력되고, 보이스코일모터
(123)을  구동해서  편차를  제거한다.  여기서,  편차를  수정하는데  보이스코일머터(123)을  사용하므로, 
핀을  척킹하는  기계적인  위치결정기구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서  강성접촉에  의한  큰  가속도에  의해 
야기된  진동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능동진동방지와  위치결정하는데 보이스코
일모터(123)을  사용하므로,  수송기구의  경량화를  할  수  있고,  이동체로써의  수송기구의  부하를 경감
할 수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진동방지기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동기계부품만으로  구상한  진동방지기구와 
비교해서  공진주파수를  낮게  하지만,  반송해야할  물체의  진량의  변동에  해서  안정한  위치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동방지기구에  보이스코일모터(123)을  사용한  경우라도  진동방지동작과  위치결정동작을 어
떠한  고려를  하지  않고  모드전환을  실행하면,  전환상태에서  진동이  발생한다.  제  36a~c  도는  본 발
명의  진동방지 (120)의  제어방법의  모드전화이  진동의  발생을  초래하는  것을  도시한  도면이다. 여
기서,  진동방지모드에서  급격하게  신호를  위치결정모드로  전화할때,  가속센서증폭기게인  또는 감도
(324)는  급격하게  제  36c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로(0)으로  되고,  진동억제효과는  없게  된다. 위
치센서증폭기게인  또는  감도(322)가  도면(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위치어긋남을 
수정하기위하여  급속한  위치결정이  발생하고,  그  위치가  도면(a)의  파형(32)과  같이  진동한다. 따라
서,  위치센서증폭기게인  또는  감도가  도면(b)의  (323)과  같이  천천히  상승하면,  진동은  억제되고, 
위치는 도면(a)의 (312)의 파형으로 된다.

제  37  도는  제  36  도에  도시한  모드전환을  실현하는  회로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가속센서(140)  및 
위치센서(124)의  축력을  각각  비례적분증폭기(311)과  PID증폭기(312)의해  증폭된다.  가속센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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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아날로그스위치(313)에  의해  ON  또는  OFF  되지만,  위치센서에서의  출력은  적분기(314)의 출
력과  승산기(315)에  의해  승산된다.  이들  신호는  최종증폭기(316)에  의해  구동전류로  변화되어 보이
스코일모터(123)을 구동한다. 

제  38  도는  상기  제어시스템에  의한  능동진동방지와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수동진동방지의  분담을 
도시한  진동방지효율의  분포도이다.  여기서의  진동방지효율은  전달함수의  보수이다.  일반적으로, 수

동진동방지는  특성(350)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유주파수의  이하의  주파수에  해서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수동시스템의  진동방지를  실행할  때에는  진동방지 의  고유주파수를  가능한한  낮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  진동방지시스템에  약한  스프링을  사용해서  지지되므로,  위치정밀도를 용
이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 교유주파수의 저감에 한계가 있다.

제  39  도는  본  실시예의  진동방지 를  구비한  자주식  수송기구(100)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공정의 
각각의  장치제어기와  수송기구의  위치제어  및  진동방지의  기능을  구비한  탑재 의  위치결정, 수송기
구상에  마련된  반송기구의  제어를  라인제어기를  거쳐서  양방향  통신에  의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반도
체 제조공정의 일예를 도시한 것이다.

제  40  도는  라인제어기에  의해  자주식  수송기구,  진동방지기능을  갖는  탑재  및  반송기구를 제어하
는  것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라인제어기에서  수송기구에  해서  위치  "A점에서  B점으로"의 명
령을  한다.(스텝  401).  수송기구가  수송기구상에  배치된  위치검출기의  검출결과에  따라  A점에 있는
가  아닌가가  판정된다.(스텝  402).  만약  수송기구가  A점에  있지  않으면,  수송기구를  A점으로 이동한
다.(스텝  403).  수송기구가  A점에  있으면,  수송기구상에  마련되  반송기구에  의해  워크를 인출한다.
(스텝  404).  반송기구에  의해  워크가  인출되면,  진동방지 가  위치결정모드로  된다.(스텝  405). 진
동방지 상에  워크가  놓여지면(스텝  406),  진동방지 는  진동방지모드로  된다.(스텝  407).  그후 수
송기구가  B점으로  이동한다.(스텝  408).  수송기구가  B점으로  이동하면,  진동방지 는 위치결정모드
로  된다.(스텝  409).  진동방지 의  위치결정이  완료되었으면,  반송기구에  의해  진동방지 에서 워크
가  인출된다(스텝  410).  반송기구에  의한  워크의  인출이  완료하였으면,  진동방지 의  전원을 차단한
다.(스텝  411).  워크를  B점으로  이동시킨다(스텝  412).  일련의  동작이  완료하였으면,  수송기구는 라
인제어기에서 다음의 명령을 기다린다.(스텝 413).

제  41  도는  본  실시예의  진동방지 를  구비한  수송기구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상태의  1예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각종의  반도체  제조장치,  예를  들면  세척장치(1203a), 
레지스트장치(1203b),  송출장치(1203c)등이  반송로의  주변에  배치되고,  이들  장치  사이를  자주식 수
송기구가  주행한다.  이때,  마루면(203)에는  레인(207)로  형성된  주행면이  마련되어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레일의  이음새단차(208)의  존재를  피할  수  없고,  마루면(203)은  먼지없는  또는 크린룸내
에서  먼지없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다운플로우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물형상  또는  드레인보드(발) 
형상이며,  마루  아래의  공간은  중공이다.  따라서,  진동방지 (120)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송시의 진

동을 0.01G(약 1m/sec
2
) 이하로 유지하도록 주행면(207)의 면정밀도를 실현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  또한,  현상황에서는  반도체  제조장치(1203a)  ~  (1203c)의  많은  종류가  있고, 웨이퍼카세
트의  반송위치도  각기  다르므로,  반송하는데  로보트암(101)을  사용하지만,  진동없이  물체의  확실한 
반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웨이퍼카세트의 위치결정이 중요하다.

본  발명에서는  수동진동방지기구와  능동진동방지기구의  조합을  반송되어야할  물체(201)의  특서에 따
라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면,  액체상태의  물체를  반송할때  상하방향의  진동보다 수평면
내의  진동이  더욱  중요하게  되므로,  수평면내의  진동을  능동진동방지기구에  의해  방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  진동방지기구에  허용되는  에너지소비와  총중량에  여유가  있으면,  각  축에도 능동방지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의  웨이퍼와  같은  진동의  회피를  요구하는  물체를  자주식 수
송기구에  의해  반송할때,  수송기구의  진동이  물체에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물체에 손상
을  일으키는  일  없이  물체를  반송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물체를  탑재하는  탑재내와 수송
기구체  사이의  위치관계가  소정의  기준위치로  결정되므로,  반송기구에  의해  물체를  확실하게 적하시
킬  수  있다.  또,  위치결정장치의  제어를  서서히  상승시키므로,  탑재 의  위치결정을  현상태에서 위
치  및  이동속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일  없이  실행할  수  있어  위치결정동작시에  탑재 를  급속기 기준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에  의한  진동은  발생되지  않고,  위치결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  따르면,  좁은  장소에서의  사용에  접합하고,  사방으로  주행할  수  있는  무인  자주식 
수송기구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스티어링 차륜 등의 세팅에 의한 먼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서스펜션시스템에  의해  부분적인  하중에  의해  발생된  롤링  및  피칭으로부터  차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들의 특성은 특히 반도체 제조에 관한 크린룸내에 물품을 반송하는데 중요하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상기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로  변경가능한 것
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교차하여  연장하는  부분을  갖고,  각각이  향하는  끝부를  갖는  적어도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
(4a,  4b)를  구비한  서스펜션  수단(7),  1쌍의  향하는  차륜수단(1)이  상기  적어도  제1  및  제2의 유
지부재(4a,4b)중의  각각의  하나에  탑재되도록  상기  적어도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4a,4b)의 향하
는  끝부에  회전을  위해  탑재된  차륜수단(1)  및  상기  서스펜션  수단(7)에  결합된  수송기구의 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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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8)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수단(8)은  상기  수송기구의  샤시(100)을  포함하고,  상기  수송기구는  또 
서로에  해서  평행관계를  유지하도록  상기  샤시(100)과  적어도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4a,  4b)를 
구속하는 구속수단(5, 6)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샤시(100)과  적어도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를 구속하는 수단(5',  7)은  상기 
부하수단(8)과  평행관계로  상기  향하는  차륜수단(1)의  선  접속용  회전중심을  유지하는  수단(5')를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구속수단은 상기 샤시와 적어도 제1및  제2의  유지부재(4a,  4b)  사이에 각각 
배치된 여러 개의 지지기구(5, 6, 7, 9)를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샤시와 상기 적어도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4a,  4b)  사이에 배치된 여러 개
의 탄성부재(9)를 또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차륜수단(1)은  및  상기  차륜(1)의  바깥둘레면의  접선방향으로 연장
하는  적어도  하나의  축(1c)를  갖는  차륜(1)이  상기  차륜(1)  및  상기  차륜(1)의  회전방향과  롤러 수
단(1a)의  회전방향의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의  축(1c)에  해서  회전을  위해 회
전가능하게 탑재된 롤러수단(1a)를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반송할  물체를  상기  부하수단(8)에  적하하는  반송수단(101)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송기구가  적어도  2쌍의  향하는  구동차륜(1)로서  배치된  적어도  4개의 
구동차륜(1)을  갖도록  정도  4개의  차륜수단(1)이  마련되고,  상기  적어도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4a, 
4b)는  적어도  제1의  한쌍의  구동차륜(1)이  제2의  한쌍의  구동차륜(1)과  직각인  방향으로  배치되도록 
서로에 해서 직각으로 연장하는 교차 연장부를 갖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구속수단은 상기 제1의  유지부재(4a)에  각각 고정된 하나의 끝부를 갖고 상
기  제1의  유지부재(4a)의  중심부에  해서  칭적인  위치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하도록  배치된 
제1및  제2의  스윙암(5a),  상기  제2의  유지부재(4b)에  각각  고정된  하나의  끝부를  갖고  상기  제2의 
유지부재(4b)의  중심부에  해서  칭적인  위치에서  동일방향으로  연장하도록  배치된  제3  및  제4의 
스윙암(5b),  상기  샤시(8)의  하부에  고정되고,  상지  제1~제4의  스윙암(5)의  다른쪽  끝부에  응하는 
위치로  샤시에서  아래쪽으로  각각  연장하는  제1~제4의  로드(7)  및  상기  제1~제4의  스윙암(5)의 다른
쪽  끝부를  각각  상기  응하는  제1~제4의  로드(7)에  접속시키고,  상기  접속위치가  상기  적어도 4개
의  구동차륜(1)중의  각각의  하나의  회전중심에  해서  노면(207)과  가장  가깝게  되는  위치에서 접속
시키는 제1~제4의 베어링(6)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샤시(8)과  상기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4a,4b)  사이에 배치된 여러 개의 탄
성부재(9)를 또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샤시(8)과  상기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4a,  4b)  사이에  배치된  여러  개의 
변형부재(9)를 또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부재(9)는  상기  제1의  유지부재(4a)의  중심부에  해서  칭적인 위치
에서  상기  샤시(8)과  상기  제1의  유지부재(4a)  사이에  배치된  제1  및  제2의  스프링(9)  및  상기 제2
의  유지부재(4b)의  중심부에  해서  칭적인  위치에서  상기  샤시(8)과  상기  제2의  유지부재(4b) 사
이에 배치된 제3및 제4의 스프링(9)를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부재(9)는  상기  샤시(8)과  상기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4a,  4b) 사이
에  배치되어  상기  제1~제4의  스프링(9)의  위치에  근접해서  평행하게  배치된  댐퍼수단(10)을 포함하
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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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4의  구동차륜(1)에  접속되어  상기  제1~제4의  구동차륜(1)을  각각 구
동하는 제1~제4의 모터수단(3)에 또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15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구속수단  및  상기  서스펜션  수단은  제1  및  제2의  향하는  구동차륜(1)을 
접속하고,  제3  및  제4의  향하는  구동차륜(1)중의  적어도  하나의  주위로  연장하는  제1의 스윙암
(5'),  상기  제3  및  제4의  향하는  구동차륜(1)을  접속하고,  상기  제1의  스윙암(5')와  직각으로 연
장하도록  상기  제1  및  제2의  구동차륜(1)중의  적어도  하나의  주위로  연장하는  제2의  스윙암(5'), 상
기  부하수단(8)과  상기  제1의  스윙암(5')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제1  및  제2의  구동차륜(1)이 동일
한 양만큼 수직방향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상기 제3  및  제4의  구동차륜(1)중의 적어도 한쪽의 방향
으로  상기  제1  및  제2의  구동차륜(1)의  각  회전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위치에  배치된  제1  및 
제2의  로드(7)  및  상기  부하수단(8)과  상기  제2의  스윙암(5')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제3  및  제4의 
구동차륜(1)이  동일한  양만큼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상기  제1  및  제2의  구동차륜(1)중의 
적어도  한쪽의  방향으로  상기  제3  및  제4  의  구동차륜(1)으  각  회전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위
치에 배치된 제3  및 제4의 로드(7)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의 스윙암(5')는  상기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5')의 일부를 형성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및  제2의  스윙암(5')와  상기  부하수단(8)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제1~제
4의  구동차륜(1)이  동시에  상기  부하수단(8)에  작용하도록  상기  제1~제4의  구동차륜(1)의  위치에 
응하는 위치에 탑재된 제1~제4의 스프링(9)를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4의  스프링(9)와  평행하게  상기  부하수단(8)과  상기  제1  및  제2의 
스윙암(5') 사이에 배치된 제1~제4의 댐퍼(10)을 또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18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유지부재(4a)와  상기 부하수단(8)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제1  및 제2
의  향하는  구동차륜(1)에  응하도록  위치결정되어  배치된  제  1  및  제  2  의  삼각링크(11),  상기 
제  3  및  제  4의  향하는  구동차륜(1)에  응하는  위치에서  상기  제2의  유지부재(2b)와  상기 부하수
단(8)  사이에  배치된  제3  및  제4의  삼각링크(11),  상기  제1  및  제2의  삼각링크(11)에  응하는  점을 
접속하는  제  1의  중간로드(12),  상기  제3  및  제4의  삼각링크(11)의  응하는  점을  접속하고  상기 제
1의  중간로드(12)에  해서  교차해서  연장하는  제2의  중간로드(12),  상기  제1의  유지부재(4a)의 중
앙부에  해서  칭적인  위치에서  상기  제1의  유지부재(4a)와  상기  부하수단(8)  사이에  배치된  제1 
및  제2의  스프링(9),  상기  제2의  유지부재(4b)의  중앙부에  해서  칭적인  위치에서  상기  제2의 유
지부재(4b)와  상기  부하수단(8)   사이에  배치된  제3  및  제4의  스프링(9)  및  상기  제1~제4의 스프링
(9)와  평행하게  상기  부하수단(8)과  상기  제1  및  제2의  유지부재(4a,4b)  사이에  배치된  제1~제4의 
댐퍼(10)을 또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19 

제  8  항에  있어서,  6개의  구동차륜(1)이  마련되고,  제3의  유지부재(4a')는  제5및  제6의 구동차륜
(1)을 유지하며 적어도 제2의 유지뷰재와 직각으로 연장하는 부분을 갖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20 

제  6  항에  있어서,  각각의  유지부재(4)에  탑재된  상기  차륜(1)은  동일한  회전축상에  배치되어 동일
한 직경을 갖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2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차륜(1)은  서로 다른 직경을 갖고,  상기 각각의 유지부재(4)상에 탑재된 상
기 향하는 차륜(1)은 서로 다른 회전축을 갖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22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차륜(1)의  바깥둘레면에  해서  지그재그  형상으로  롤러(1a)의  여러  개의 
선이 배치되어 있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23 

제  2  항에  있어서,  각각의  차륜수단을  구동하는  모터수단(3)과  안내타겟(202)에  해서  상기 수송기
구의  위치를  감지하여  상기  수송기구를  안내하고,  상기  안내타겟(202)에  해서  상기  수송기구의 구
동을  실행하도록  상기  모터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출력을  공급하는  수단을  또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
기구.

청구항 24 

수송기구를  구동하고,  각각이  차륜(1)의  바깥둘레면의  접선방향으로  연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축(1
c)와  상기  차륜(1)이  상기  차륜(1)의  회전방향  및  롤러  수단(1a)의  회전방향으로  적어도  이동할  수 
있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축(1c)에  해서  회전을  위해  회전가능하게  탑재된  롤러수단(1a)를  갖는 
적어도  3개의  차륜(1)  및  상기  수송기구의  샤시(8)에  해서  상기  차륜(1)의  회전축이  서로 평행하
게  연장하지  않도록  상기  적어도  3개의  차륜(1)  을  탑재하는  탑재수단(48)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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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탑재수단(48)은  각각의  차륜(1)의  회전축에  의해  형성된  선이  상기 수송기
구의  중력중심의  상하부  중의  적어도  한쪽과  가장  가까운  위치를  통과하는  각도로  상기  적어도 3개
의 차륜(1)을 탑재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3개의  차륜(1)의  각각의  회전면에  있어서,  1개의  차륜(1)의 회전면
이  상기  수송기구의  주주행방향과  평행하게  연장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나머지  2개의 차륜(1)
의  회전면이  상기  수송기구의  주주행방향에  해서  +45℃  및  -45℃의  방향으로  각각  향하게 배치되
도록, 상기 탑재수단(48)은 적어도 3개의 차륜을 탑재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샤시는 긴  축과  짧은 축을 가지며,  상기  차륜(1)중의  1개는  상기 짧은 축
의  한쪽의  끝부에  탑재되며,  상기  나머지  2개의  차륜(1)은  상기  짧은  축에  해서  칭적인 위치에
서 상기 긴 축에 해서 상기 1개의 차륜(1)의 양측에 탑재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3개의  차륜(1)중의  각각의  하나를  구동하는  모터수단(3)과  상기 모
터수단(3)을  제어하는  제어수단(20)을  또  포함하고,  상기  제어수단(20)은  상기  수송기구의 주행방향
에  한  상기  수송기구의  가로방향의  어긋남  및  안내타겟(202)에  한  상기  주행방향의  각도 어긋남
을  검축하는  검출수단(21),  바라는  주행속도와  상기  수송구기의  주행방향에  따라  소정의  행렬식을 
구하는  평가수단(16),  상기  행렬식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기  적어도  3개의  차륜(1)의  원주속도를 
추정하는  추정수단(16)  및  상기  적어도  3개의  차륜(1)에  해서  상기  모터수단(3)의  회전속도를 제
어하는 제어수단(16, 17, 18)을 또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수단(3)을  위한  상기  제어수단(20)은  증폭수단(17)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송기구의  주행방향과  상기  수송기구  사이에  형성된  각도는  일정하게 유
지되고,  상기  소정의  행렬식은  상기  주행방향에  한  상기  수송기구의  가로방향의  어긋남에  해서 
구해지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31 

수송기구상에  마련되어  상기  수송기구에  의해  반송할  물체를  탑재하는  탑재수단(130)  및  상기 수송
기구와  상기  물체  탑재수단(130)  사이에  삽입되어  상기  수송기구에  의해  반송된  물체에  부여된  진동 
가속도를  저감하는  진동방지  수단(120)을  포함하고,  상기  진동방지  수단(120)은  상기 수송기구

의  적정  진동주파수의 1/  이하로  되도록  상기  진동방지  수단(120)의  적정  진동주파수를 제어
하는 제어수단(300~399)를 갖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방지  수단(120)은  상기  수송기구와  상기  물체탑재수단(130)  사이에 
유연 지지기구(121~149)를 마련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방지  수단(120)은  가상  부동점으로부터  가속도로서  상기  수송기구에 
의해  받은  진동을  검출하는  검출수단(140)과  상기  검출수단(140)에  응답해서  상기  수송기구의  진동 
가속도를 제거하는 제거수단(123)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방지  수단(120)은  상기  수송기구가  고주파수  영역내에서  주행하는 
주행면(207)로부터  상기  수송기구에  의해  받은  진동을  제거하는  수동의  기계적  진동억제수단(121, 
122)와  상기  검출수단(140)의  검출결과에  따라서  저주파수  영역에서의  진동을  제거하는  능동의 기계
적 수단(123)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의  기계적  수단(121,  122)는  스프링(121)과  댐퍼(122)중의  적어도 하
나를 포함하고, 상기 능동의 기계적 수단(123)은 모터수단(123)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방지  수단(120)은  상기  검출수단(140)에  따라서  상기 모터수단(12
3)에 공급된 전류(309)를 제어하는 제어수단(311~316)을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34-18

특1994-0009860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진동방지  수단(120)은  상기  물체가  상기  물체  탑재수단(130)상에 탑재되
거나  탑재되지  않는  것  중의  적어도  하나일  때,  상기  물체  탑재수단(130)과  상기  수송기구  사이의 
위치관계를  계측하는  위치검출수단(124)  및  상기  물체  탑재수단(130)과  상기  수송기구  사이의 위치
관계를  소정의 기준위치(Z0 )에  해서  제어하는  위치결정수단(123,  124,  312)를  포함하는  자주식 수

송기구.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  탑재수단(130)은  반도체  제조라인(1203)과  상기  반도체 제조라인
(1203)의  소정의  경로(207)을  따라서  상기  수송기구를  안내하는  수단(202)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201)을 탑재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퍼(201)을  상기  반도체  제조라인의  소정의  위치에  해서  상기  물체 
탑재수단(130)에 탑재하거나 탑재하지 않는 반송수단(101)을 또 포함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송기구를  구동하는  적어도  3개의  차륜(1)을  또  포함하고,  각각의 차륜
(1)이  차륜(1)의  바깥둘레면의  접선방향으로  연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축(1c)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축(1c)에  해서  회전을  위해  회전가능하게  탑재된  롤러수단(1a)을  갖고,  상기  차륜(1)은  적어도 상
기 차륜(1)의 회전방향 및 상기 롤러수단(1a)의 회전방향으로 이동하는 자주식 수송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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