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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조적계기패널지지조립체

명세서

[발명의 명칭]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 조립대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차체용 계기 패널 구조체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차체의 구조적 구성 부재 
역할을 하는 계기 패널 지지체(instrument panel carrier)를 구비하는 계기 패널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는 엔진실과 승객실과의 연결부에서 차체의 양측면 상에 한 쌍의 수직 지주 또
는 A형 지주(pillar)를 구비하는 프레임 또는 하부 본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주 또는 A형 지주들은 차
체의 앞유리와 계기판 부분인 카울(cowl)에서 가로 비임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일례로,  렌조 피아노
(Renzo Piano)에게 특허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391,465호(1983. 7. 5.)를 참고하면, 이는 하나가 계
기 패널 근처의 차량의 카울에 놓여진 2개의 가로 비임에 의해 서로 연결된 측면 지주를 구비하는 본체 
구조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다.

차체의 지주 또는 A형 지주를 연결하는 가로 비임 역할을 하는 구조적 구성 부재를 포함하는 계
기 패널 구조체에 대해서도 공지된 바 있다. 일례로, 시그프리드 로렌조(Siegfried Lorenzo), 에릭 알트
도르프(Erich Altdorf) 및 한스 보그트(Hans Vogt)에게 특허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733,739호(1998. 
3. 29.)는 연속 섬유 매트로 섬유 강화된 강성 발포 폴리우레탄 재료로 제조된 중심 지지부(2) 및 상기와 
유사한 섬유 강화된 강성 발포 폴리우레탄 재료로 제조된 하부 지지부(3)을 포함하는 스커틀(scuttle)-계
기판 계기 패널 구성 부재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다. 상기 중심 지지부(2)와 하부 지지부(3)은 거의 수평
인 결합면을 따라서 박막 접착제(7)에 의해 서로 견고하게 결합되어서, 상기 결합면의 측방 플랜지(8, 
9)에 의해 차체 구조체와 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동하는 강성 박스형 횡방향 지지체를 형성한다. 그러
나, 이러한 강성 박스형 횡방향 지지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지지부(2, 3)은 완전히 일
체형인 모든 필요한 환기 및 난방 또는 공기 조절 장치를 수용하기 위해 아주 복잡한 형상으로 성형된다. 
결과적으로 부하 분산이 어려우며 부품의 제조 비용이 높아진다. 더욱이 이런 복잡하게 성형된 플라스틱 
부품(2, 3)들은 서로 정확하게 결합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또 다른 제조 비용이 추가되게 된다. 또한 부
하를 플랜지에 집중시켜서 플랜지 내 및 근처의 상기 2개 부품에 응력을 증가시키는 상기 2개의 부품의 
결합면의 측방 플랜지에 의해 부하가 횡방향 지지체로 전달된다. 또 다른 결점은 하부 지지 부품이 대부
분의 부품의 내부 형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프란쯔 패프겐(Franz Paefgen) 및 헤르만 구홀(Herman Guhl)에 특허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
4,759,568호(1988. 7. 26.)에는 자동차용 계기 패널 구조체에 대하여 개시되어 있는데, 상기 구조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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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유리(windshield) 아래의 차량 실내의 전 길이에 걸쳐 연장되며 전 길이에 걸쳐 연장되며 계기 상부
(2)를 지지하는 경합금 비임(1)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체는 상기한 바와 같은 2 부품 플라스틱 성형 구
조체와 관련된 문제점들 중 적어도 일부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경합금 비임(1)은 실내 형상의 대부문을 
결정하며, 난방 및 환기 또는 공기 조화 장치 및 제어기, 글로브 박스, 라디오 및 무릎 받침(bolster)과 
같은 계기 패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성 부재들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

도날드 알. 베리(Donald R. Burry)와 레오나드 제이. 필라토(Leonard J. Pilato)에게 특허 허여
된 미합중국 특허 제5,088,571호(1992. 2. 18.)는 서로 부착되어 차량을 가로질러 연장하는 박스 비임 조
립체(54)를 형성하는 패널(28, 40)을 포함하는 모듈형 구조적 계기 패널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다. 상기 
패널(28, 40)은 바람직하기로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구조체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
는 시그프리드 로렌조(Siegfried Lorenzo), 에릭 알트도르프(Erich Altdorf) 및 한스 보그트(Hans Vogt)
에게 특허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733,739호(1988. 3. 29.)와 관련된 많은 결점들을 가진다. 즉, 박스 
비임 조립체(54)는 복잡하게 성형된 2개의 플라스틱 부품(28, 40)으로 구성되는데, 이 부품들은 서로 정
밀하게 결합되어야 하므로 부하 분산 문제 및 비용 문제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부하는 부품 (28)에만 전
달되고 집중되어서 이 부품에 응력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패널(28, 40)은 받침대(bolster pad) 및 배선 
도관과 같은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지지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본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차체의 카울 또는 그 부근에서 측면 지주(side stantion) 또는 A형 지주(A-
pillar)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가로 비임 역할을 하며 전술한 단점들을 해소한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를 
구비하는 계기 패널 구조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계기 패널 구조체의 특징은 2 부품 구조체 또는 경합금 비임인 플라스틱 박스 비임에 
의해 제조 비용이 저렴한 일체형 플라스틱 구조체로 구성된 구조적 계기 패널을 구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계기 패널 구조체의 다른 특징은 지지체를 강화시키며 여러 가지 계기 패널 구성 부재
에 대해 지지부를 마련하는 배치 구조를 갖는 일체형 플라스틱 구조체로 구성된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를 구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계기 판넬 구조체의 또 다른 특징은 무릎 받침 및 배선 도관 지지용 하부 패널을 구비
하는 일체형 플라스틱 구조체로 구성된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를 구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계기 패널 구조체의 또 다른 특징은,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가 단지 전면 계기 패널 
덮개만을 변경시킴으로써 차량의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구성 할 수 있는 계키 패널용 중추부를 마련한다
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만능형이라는 것이다.

본 발명의 계기 패널 구조체의 또 다른 특징은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가 공기 분배 도관 및 글
로브 박스를 포함하여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지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계기 패널 구조체의 또 다른 특징은 상기 계기 패널 구조체가, 내부 디자인 및 스타일
을 변경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전면 계기 패널 덮개를 지지하도록 구성되며 가로 비임 역할을 하는 구조
적 계기 패널 지지체를 구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계기 패널 구조체의 또 다른 특징은 상기 계기 패널 구조체가 공기 분배 도관, 글로브 
박스 및 에어백 상자(canister)와 같은 스타일 형성에 관계되는 폐기 패널 구성 부재를 지지할 뿐만 아니
라 에너지 관리를 조절하기 위한 가로 비임 역할도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를 구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계기 패널 구조체의 또 다른 특징은 상기 계기 패널 구조체가 전방 
계기판(front-of-dash: FOD) 패널과 일체로 동일 재료로 구성된 구조적 계기 패널을 구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태양은 전방 계기판 FOD) 패널, 카울 및 강(steel)제 가로 비임에 의해 지금까지 통상
적으로 제공되어온 구조적 기능과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의 기능을 단일 합성 플라스틱 부재로 통합시
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태양에 따른 계기 패널 구조체의 또 다른 특징은 일체로 형성된 디자인으로 카
울 근처의 측면 지주 또는 A형 지주를 연결하는 2개의 가로 비임 즉,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와 FOD 패
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계기 패널 구조체의 또 다른 특징은 상기 계기 패널 구조체가 측면 
지주 또는 A형 지주를 서로 연결시키는 차량의 가로 비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가로 비임에 일체로 
결합되는 도관을 구비하기도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를 구비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기 목적과 기타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은 동일한 부재에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인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는 하기의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확해질 것 이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계기 패널 구조체를 구비하는 차체의 사시도이다.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구조적 계기 패널 구조체의 횡단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계기 패널 구조체의 횡단면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계기 패널 구조체의 횡단면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계기 패널 구조체의 횡단면도이다.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도면을 참고하면,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를 포함하는 계기 패널 구
조체(12)를 구비하는 자동차 본체(10)를 도시하고 있다.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는 측면 지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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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지주(16)들 사이의 자동차 본체(10)에 계기 패널 구성 부재들을 장착시킨다. 이러한 A형 지주들은 객
실과 엔진실과의 결합부에 위치하며 통상적으로는 회전하는 자동차 앞문을 지지하는 힌지를 지지한다.

A형 지주(16)은 통상적으로는 카울 지점에서 가로 비임에 의해 연결되며 이 경우 구조적 계기 패
널 지지체(14)는 A형 지주(16)의 단부에 연결되어 차체를 강화하며 비틀림 강성을 증가시키는 자동차를 
가로지르는 비임 역할을 한다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는 강한 열가소성 재료, 바람직하기로는 유리 
섬유 충전 우레탄과 같은 섬유 충전 열가소성 재료로 일체형으로 성형된다. 상기 계기 패널 지지체는 공
지의 구조 반응 사출 성형(structural reaction injection molding: SRIM)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며, 또
는 다른 플라스틱 또는 유사한 강성 특성을 갖는 금속/플라스틱 합성 구조체 재료로 제조된다.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는 A형 지주(16)에 부착되도록 자동차 차체를 가로질러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대체로 수직인 상부 및 하부 배면 패널(18, 20)과 대체로 수평인 선반 패널(22)를 구비한다. 선
반 패널(22)는 상부 수직 배면 패널(18)과 하부 수직 배면 패널(20)을 상호 연결하며 하기에서 설명되어
질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지지하도록 객실을 향하여 배면 패널의 후방으로 돌출한다.

상부 수직 배면 패널(18)은, 공기 분배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팬, 및 유입 및 유출 덕트를 포
함하는 난방, 환기, 공기 조절(HVAC:  hae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모듈(26)용 중심 개구
(24)를  구비한다.  하부  수직  배면  패널(20)은  계기판  패키지(32)를  지지하는  조타  칼럼  조립체(30, 
steering column assembly)용의 개구(28)을 구비한다. 차량의 운전석 측에 있는 조타 칼럼 개구(28)는 상
부 수직 배면 패널(18)의 중심 개구(24)로부터 측방으로 이격되어 있다.

선반 패널(22)와 하부 수직 배면 패널(20)은 각각 차량의 승객석(조수석)측 부분을 구비하는데, 
상기 부분은 상부 수직 배면 패널(18)의 중심 개구(24)에 걸쳐 지기에 충분하도록 연장되며, 바람직하기
로는 상기 조타 칼럼 개구(28)까지의 전방향으로 연장되는 것이 좋다.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는 또한 상부 수직 배면 패널(18)의 중심 개구 24)의 양 측면에 2개
의 측방으로 이격된 수직 벽(34)를 구비하는데, 이 수직 벽들은 중심 개구(24)을 한정하는 상부 수직 배
면 패널(18) 각각의 가장자리에 일체로 연결된다. 수직 벽(34)들은 상부 수직 배면 패널(18)의 후방으로 
돌출하며, 그 하부 가장자리는 중심 개구(24)에 걸쳐있는 선반 패널(22)에 일체로 연결된다. 측방으로 이
격된 수직 벽(34)는 HVAC 모듈(26) 일부분에 대한 객실을 마련하며, 일체형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
4)의 비틀림 강성과 굽힘 강도를 증가시킨다.

 상부 수직 배면 패널(18)은 리브(40)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는 상부 부분 (36)과 하부 부분(38)
을 포함하며, 상기 리브(40)은 상기 부분(36, 38)의 후방으로 돌출하여 에어백 모듈(42)와 같은 승객실과 
대면하는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지지하며 선반 패널(22)와 협동하는 글로브 박스(44)와 같은 다른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지지한다. 상기 리브(40)는 중심 개구(28)의 어느 한 측면 상에 있는 각각의 수직 벽
(34)에 일체로 연결된 부분을 구비한다.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는 또한 이 패널 지지체(14) 각각의 바깥쪽 단부에 하부 부분(38)에 
일체로 연결된 제2 쌍의 수직력(41), 리브(40) 및 선반 패널 (22)를 포함하여 강도가 증가되도록 하는 것
이 좋다.

상부 수직 배면 패널(18)의 상부 부분(36)은 상부 부분(36)의 전방으로 엔진실을 향하여 돌출하
는 제2 리브(46)을 구비한다. 상기 제2 리브(46)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심 개구(24)의 어느 한 
측면 상에 공기 도관(47)을 지지한다. 상기 공기 도관(47)은 이 공기 도관(47) 또는 HVAC 모듈(26)의 일
부로 형성될 수 있는 적당한 매니폴드에 의해 상기 지지체(14)에 연결될 때 HVAC 모둘(26)의 공기 출구에 
연결된다. 공기 도관(47)은 상부 부분(36)을 관통하여 연장되는 다수의 공기 통로 (50) 안에 삽입 장착되
는 슬리브(48)을 거쳐서 승객실로 공기를 분배한다.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는 또한 선반 패널(22) 위에서 수직벽(34)에 연결되어 라디오(54)와 
같은 계기 패널 구성 부재용의 격실을 마련하는 짧은 선반 (52)를 포함한다. 상기 선반(52)는 또한 HVAC 
제어 모듈(56)과 같은 계기 패널 구성 부재용 지지부를 마련한다.

하부 수직 배면 패널(20)은 배선 도관(59)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반 패널(22) 아래에서 엔진실을 
향해 전방으로 돌출하는 일체로 부착된 다수의 핀(fin, 58)을 구비한다.

상기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는 제2도에 쇄선으로 도시한 것과 같은 추가되는 전면 계기 패
널 덮개에 의해 외관이 형성되는 계기 패널 구조체(12)의 중추부가 된다. 상기 덮개는 제2도에 도시한 바
와 같이 상부 패드(60), 글로브 박스 도어(62), 하부 수직 배면 패널(20)에 부착되는 하부 무릎 받침(64) 
및 기타 표면 부품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의 계기 패널 구조체는 전체가 모듈형 계기 패널 구조체로 독립해서 조립되어 방풍 유
리 개구를 관통하여 장착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제3도에 도시하였다. 이 실시예에서 계기 패널 구조체(112)는 동일한 
열가소성 재료, 바람직하기로는 유리 섬유 충전 우레탄과 같은 섬유 충전 열가소성 재료로 구성된 전방 
계기판(FOD)  패널(116)과  일체로  형성된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를  구비한다.  각  부품은  공지된 
SRIM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다.

계기 패널 구조체(112)는 FOD 패널, 카울 및 강체 가로 비임에 의하여 제공되는 지금까지의 통상
적 구조적 기능을 제1도 및 제2도와 관련하여 상기에서 개시하고 설명한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의 
기능을 통합한다. 계기 패널 구조체(112)의 통합된 디자인은 차체의 측면 지주 또는 A형 지주를 카울의 
근처에서 연결시키는 2개의 비임 즉,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4) 자체의 비임과 FOD 패널(116)의 비임
을 마련한다.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114)와 FOD 패널(116)은 별도로 성형되어, 상기 패널(114, 116)을 종방
향으로 이격시키는 복수의 개별 정합 리브(118, 120) 각각을 거쳐서 접착제로 서로 접합된다. 이러한 수
직 및 수평 리브는 배선 도관, 공기 도관, HVAC 장치, 글로브 박스 및 다른 계기 패널 구성 부재용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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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및 격실을 형성한다.

계기 패널 구조체(112)는 계기 패널 지지체(114)와 FOD 패널(116)을 SRIM등의 공지의 방법을 이
용하여 2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복합 성형제로 통합시킨다.

이러한 복합 성형체는 또한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부 패드, 글로브박스 도어 및 다른 내부
면 부품을 추가함으로서 완성되는 계기 패널 구조체(112)의 주요소이다.

본 실시예의 전체 계기 패널 구조체는 유사하게 모듈형 계기 패널 조립체로 독립 조립되어 방풍 
유리 개구를 관통하여 장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제4도에 도시하였다. 이 실시예에서 계기 패널 구조체(212)는 측면 
지주 또는 A형 지주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가로 비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일체로 결합된 도
관을 구비하기도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214)를 구비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계기 패
널 지지체(214)는 도관(218)의 개방 채널 또는 3개의 측면을 형성하는 U자형 횡단면을 갖는 가로 차체부
(216)를 포함한다. 상기 채널은 진공 사출 성형 또는 사출 성형에 의해 성형되는 강성 열가소성 재료로 
구성된 도관 폐쇄 패널(220)에 의해 마련된 제4 측면에 의 해 폐쇄된다.

계기 패널 구조체(214)은 가로 차체부(216)의 개구의 횡방향 또는 자동차를 가로지르는 가장자리
에 홈 형성 플랜지(222)와 이 홈 형성 플랜지(222)의 외향으로 이격된 횡방향 홈(224)를 구비한다.

도관 폐쇄 패널(220)은 이와 동시 성형되는 2개의 엘라스토머 열가소성 밀봉 스트립(226)을 구비
한다. 상기 밀봉 스트립(226)은 도관 폐쇄 패널(220)이 계기 패널 지지체(214)에 부착될 때에 홈 형성 플
랜지(222)에 편의되게 결합되어 도관 (218)을 폐쇄시킨다.

도관 폐쇄 패널(220)은 횡방향 홈(224)에 부착되는 도관 폐쇄 패널(220)의 횡방향 모서리에서 리
브(228)에 의해 계기 패널 지지체(214)에 부착된다. 리브(228)는 테이퍼지게 형성되므로 리브(228)가 횡
방향 홈(224)안에 중심 정렬시키며 횡방향 홈(224)의 테이퍼진 양쪽 측벽을 접착제로 피복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제5도에 도시하였다. 이 실시예에서 계기 패널 구조체(312)는 측면 
지주 또는 A형 지주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자동차 가로 비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일체로 결
합된 도관을 구비하기도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314)를 구비한다.

상기 계기 패널 지지체(314)는 또한 진공 사출 성형 또는 사출 성형에 의해 성형되는 강성 열가
소성 재료로 구성된 도관 폐쇄 패널(330)에 의해 밀봉되는 도관 (318)의 개방 채널을 형성하는 U자형 횡
단면의 가로 차체부(316)를 포함한다.

계기 패널 지지체(314)는 또한 가로 차체부(316)의 개구의 횡방향 또는 가로 차체부의 모서리에 
자동차를 가로지르는 가장 자리에 홈 형성 플랜지(322), 및 홈 형성 플랜지(322)의 외향으로 이격된 횡방
향 홈(324)를 구비한다. 그러나 상기 횡 방향 홈(324)는 확대되어져 리테이너 클립으로 작동하는 열가소
성 삽입체(325)를 유지시킨다.

도관 폐쇄 패널(320)은 또한 도관 폐쇄 패널(320)과 동시 성형되는 2개의 엘라스토머 열가소성 
밀봉 스트립(326)을 구비하며, 상기 밀봉 스트립(326)은 상기 도관 폐쇄 패널(320)이 계기 패널 지지체
(314)에 부착될 때 상기 홈 형성 플랜지 (322)에 편의되게 결합되어 도관(318)을 폐쇄시킨다.

도관 폐쇄 패널(320)은,  도관 폐쇄 패널(320)의  횡방향 모서리에서 벌브 (bulb)  형상의 리브
(328)에 의해 계기 패널 지지체(314)에 부착되어, 열가소성 홈 (324)의 바닥부에 열장이음 접속(dovetail 
connection)에 의해 홈(324)에 스냅식으로 결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열가소성 삽입체(325)는 벌브 형
상의 리브(328)에 대한 리테이너 클립 역할을 한다.

계기 패널 구조체(212, 312)는 도관 구조체를 통합해서 제1도 및 제2도와 관련하여 기술된 구조
적 계기 패널 지지체(14)의 기능 이외의 추가적인 기능을 갖는다. 즉, 상기 계기 패널 구조체는 또한 상
부 패드, 글로브박스 도어 및 다른 내부면 부품을 추가함으로써 완성되는 계기 패널 구조체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계기 패널 구조체들은 또한 모듈형 계기 패널 조립체로 개별적으로 
조립되어 방풍 유리를 관통하여 장착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을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제한적인 것이 아닌 기
재 단어의 본질을 의도하고 있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상의 설명에 따라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 청구의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실시할 수 있음은 주지 사실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승객실과 엔진실의 연결부에 위치한 지주들 사이의 자동차 차체에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장착하
기 위한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에 있어서, 

일체형 플라스틱 구조체의 상기 계기 패널 지지체(14)는 측면 지주를 연결시키는 가로 비임으로 
작동하도록 차체의 양 측면 상에 위치된 측면 지주(16)에 부착하기 위해 자체를 연장하는 상부 수직 배면 
패널(18) 및 하부 수직 배면 패널(20)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계기 패널 지지체는 다양한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지지하고 계기 패널 구조체의 외관을 미
려하게 하도록 복수의 전면 계기 패널 덮개를 지지하기 위한 선반 패널(22)를 구비하고,

상기 일체형 플라스틱 구조체의 계기 패널 지지체는 상기 계기 패널 구조체 부분을 형성하는 단 
하나의 가로 비임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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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반 패널은 수평이며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과 하부 수직 배면 패널을 
상호 연결하며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지지하기 위하여 승객실을 향해 후방으로 연장되며,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은 모듈형 계기 패널 구성 부재(26)에 대한 중심 개구(24)를 구비하며,

상기 하부 수직 배면 패널은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의 중심 개구로부터 측방으로 이격된 조타 
칼럼 조립체(30)에 대한 개구(28)을 구비하며,

상기 선반 패널 및 상기 하부 수직 배면 패널 각각은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의 중심 개구에 
걸쳐지는 부분을 구비하며,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 내의 상기 중신 개구의 측면에서 한쌍의 수직 벽 (34)은 상기 중심 개
구를 한정하는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의 개별 단부 및 상기 중심 개구에 걸쳐있는 상기 선반 패널에 
일체식으로 연결되어져 상기 가로 비임의 비틀림 강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
널 지지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은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지지하기 위해 후방으로 연
장되는 리브(40)에 의해 상호 연결된 상부 부분(36) 및 하부 부분(38)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
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라디오(54) 또는 기타 구성 부재용 격실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선반 패널 위의 
수직 벽을 연결하는 선반(52)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배면 패널에 일체로 부착되며 엔진실을 향하여 전방으로 연장되어 도
관을 지지하는 다수의 핀(58)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리브 및 선반 패널의 각각의 바깥쪽 단부에 일체로 연결된 제2 쌍의 수직 
벽(41)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은 도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엔진실을 향하여 연장되는 
리브(46)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의 상부 부분이 공기 덕트를 지지하기 위해 엔진실을 
향하여 연장되는 리브 및 상기 리브 상에 지지된 공기 도관으로부터 공기를 승객실로 분배하기 위한 관통
하여 연장되는 다수의 공기 통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청구항 9 

승객실과 엔진실의 연결부에 위치한 지주들 사이의 자동차 차체에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장착하
기 위한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에 있어서,

일체형 플라스틱 구조체의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는 상기 지주들에 부착되도록 자동차 차체를 
가로질러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대체로 수직인 상부 및 하부 배면 패널을 구비하며, 

대체로 수평의 선반 패널은 상기 상부 및 하부 수직 배면 패널을 상호연결시키고 상기 계기 패널 
구성 부재를 지지하기 위해 승객실을 향해 상기 상부 및 하부 수직 배면 패널의 후방으로 돌출되며,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은 HVAC 모듈에 대한 중심 개구를 구비하며,

상기 하부 수직 배면 패널은 상기 상부 패널의 상기 중심 개구로부터 측면으로 이격된 조타 칼럼 
조립체에 대한 개구를 구비하며,

상기 선반 패널과 상기 하부 수직 배면 패널 각각은 상기 상부 배면 패널의 중심 개구에 걸쳐있
는 부분을 구비하고,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의 상기 중심 개구의 측면의 한 쌍의 수직 벽이 중심 개구를 한정하는 
상부 패널의 각 단부 및 상기 중심 개구에 걸쳐지는 선반 패널부분에 일체로 연결되어 가로 비임의 비틀
림 강성을 증가시키고,

상기 상부 수직 배면 패널은 후방으로 돌출된 리브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계기 패널 구성 부재 
및 선반 패널과 협동하는 글로브 박스를 지지하는 상부 부분과 하부 부분을 구비하고,

상기 상부 배면 패널의 상부 부분은 공기 도관 및 공기를 제2 리브 상이 지지된 공기 도관으로부
터 승객실로 분배하기 위한 관통하여 연장되는 다수의 공기 통로를 지지하기 위하여 엔진실을 향하여 상
기 상부 부분의 전방으로 연장된 제2 리브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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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리브는 상기 한 쌍의 수직 벽에 각각 일체식으로 연결된 중심 개구의 
어느 한 측면 상의 부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라디오 또는 기타 구성 부재용 격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반 패널 위의 수직 벽
들을 연결하는 선반과, 하부 배면 패널에 일체로 부착되며 배선 도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엔진실을 향해 
전방으로 연장하는 다수의 핀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리브와 상기 선반 패널이 각각의 바깥쪽 단부에 일체로 연결된 제2 쌍의 
수직 벽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계기 패널 지지체.

요약

자동차 차체는 계기 판넬 구성 부재를 장착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재료로 구성된 구조적 계기 판
넬 지지체를 포함하는 계기 판넬 구조체를 구비한다. 상기 지지체는 가로 비임을 형성하도록 승객실과 엔
진실의 연결부에 위치된 측면 지주에 부착된다. 상기 계기 판넬 구조체의 외관은 계기 판넬 구성 부채를 
상기 계기 판넬 지지체 상에 장착한 후 상기 계기 판넬 지지체에 전면 계기 판넬 덮개를 추가함으로써 결
정된다. 구조적 계기 판넬 구조체는 또한 동일한 재료로 구성되며 제2 가로 비임을 마련하는 전방 계기판
(FOD) 판넬과 일체로 결합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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