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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초기 제조 단계에서 프레임워크에 접착방식으로 부착될 수 있다. 적합한 기
준점을 갖는 지그는 중간 패널을 보유할 수 있고, 접착제 세트, 또는 로봇 암 등이 정확한 위치에 패널을 고정할
수 있다. 대략 3 mm의 접착제 두께는 임의의 방향으로 ±1.5mm의 새시 공차가 허용되도록 한다. 외부 본체 패널
은 그 뒤에 임의의 선호되는 방식, 예컨대 접착제, 볼트, 클립 등과 같이 중간 패널에 부착될 수 있다. 이 부착
은 바람직하게는 비-접착식이며, 이에 따라 상당한 내부 작업이 수행된 후에 후속 제조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중간 패널은 또한 예컨대, 브레이크 라인, 와이어링, NVH 패널 등과 같이 차량 내의 부속품을 위한 피팅
및 고정부를 제공하는 편의점을 제공할 것이다. 몰딩된 중간 패널은 필요 시에 적합한 피팅 및 고정부와 함께 형
성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차량 제조 공정의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프레임에 용접될 필요가 있는 브래킷 등의
개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52) CPC특허분류
B62D 25/02 (2013.01)
B62D 27/026 (2013.01)
B62D 29/043 (2013.01)
B62D 29/046 (2013.01)
B62D 65/16 (2013.01)
B60Y 2304/05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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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관형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새시,
새시 내에서 중간 패널이 치수 공차를 허용하도록 글루 층을 통해 관형 프레임워크에 부착된 하나 이상의 중간
패널, 및
중간 패널을 부분적으로 은폐하고 중간 패널에 부착된 하나 이상의 외부 본체 패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외부 본체 패널은 비-접착식으로 중간 패널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외부 본체 패널은 볼트 또는 클립을 통해 중간 패널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관형 프레임워크와 중간 패널 사이의 글루 층은 두께가 3 mm 이상인 하나 이상의 영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중간 패널은 차량 부속품을 위한 하나 이상의 고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중간 패널 상에 제공된 고정부에 의해 지지되고 외부 본체 패널과 중간 패널 사이에 배치된 하
나 이상의 전기 케이블 및 유체 도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중간 패널 상에 제공된 고정부에 의해 지지되고 외부 본체 패널과 중간 패널 사이에 배치된 절
연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프레임워크에 부착된 하중지지 복합 패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청구항 9
관형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새시를 제공하는 단계,
새시 상의 기준점에 지그를 부착하는 단계,
지그에 중간 패널을 끼워맞춤하는 단계,
중간 패널에 접착층을 도포하는 단계,
접착제를 경화시키는 단계,
기준점으로부터 지그를 제거하는 단계 - 지그는 경화 시에 접착층이 새시 내에 치수 공차를 허용하고, 새시에
중간 패널을 고정하도록 새시에 인접하여 중간 패널을 배치시키도록 성형되고 - , 및
중간 패널을 부분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중간 패널에 외부 본체 패널을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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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차량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0
관형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새시를 제공하는 단계,
기준점에 새시를 배치하는 단계,
서보-제어식 암을 사용하여 새시에 인접하게 기준점에 대해 미리-설정된 위치로 중간 패널을 들어올리는 단계,
중간 패널에 접착층를 도포하는 단계,
접착층을 경화시키는 단계,
새시에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서보-제어식 암을 빼내는 단계, 및
중간 패널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은폐시키기 위해 중간 패널에 외부 본체 패널을 부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중간 패널의 미리-설정된 위치는 지그로 이동하는(jig)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9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간 패널은 새시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3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차량 본체 패널 및 차량 본체 패널이 새시에 끼워맞춤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현대의 차량은 대부분이 압연 스틸로 제조된 새시를 이용한다. 새시는 완성된 본체를 크레이팅하기 위하여
(crate) 다수의 패널을 스폿 용접하고 하나 이상의 단계를 포함하는 압축/스탬핑 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차량이 동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성을 갖지만 이의 제조를 위해 매우 많은 공구를 필요로 하고 무
거운 스틸 새시를 제조한다. 차량 구조물의 나머지 필요 부분은 그 뒤에 조립체에 스폿-용접되거나 또는 MIG 용
접된다. 추가 외부 본체 패널 및 클로져는 볼트, 클립 또는 고정부의 다른 형태에 의해 새시에 고정될 수 있다.

[0003]

새시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구는 물리적으로 크고, 이에 따라 큰 저장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상당한 재료
비용(환경적 풋프린트)은 이에 따라 새시, 공구 및 설비에 따라 수반되며, 형성된 새시의 중량은 차량의 에너지
요구사항의 결과로서 상당한 환경적 풋프린트를 강제하며, 큰 보관소는 이의 가열, 이의 조명, 이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대응 환경적 풋프린트를 강제한다. 필수 스폿-용접이 상당한 에너지 소모를 수반한다. 이에 따라 기
존의 WO2009/122178호에서 프레임워크를 가로질러 힘을 분배하도록 기능을 하는 하중-지지 복합 패널로 보강된
관형 금속성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신규한 형태의 새시가 제시된다.

발명의 내용
[0004]

현대의 레이저 절단 및 스폿-용접 공정은 프레임의 구조적 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고, 대략 1.5mm
의 정확도로 이러한 새시의 관형 스틸 프레임을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필수 위치적 정확도에 따라 새시
에 부착된 본체 패널의 배치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전형적으로, 자동차 제조자는 최종 결과인 차량의
맞춤 및 마무리의 최대 표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0.2mm의 정확도에 따라 외부 본체 패널을 배치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수준의 정확도로부터의 임의의 저하는 차량의 패널 정확도 및 패널 간격 자체를 나타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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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식이 있는 고객에 의해 주지될 것이다.
[0005]

따라서, 차량은 외부 본체 패널과 관형 프레임워크 사이에 있는 하나 이상의 중간 패널을 포함한다. 이는 초기
제조 단계에서 프레임워크에 접착식으로 부착될 수 있고 하중 지지되도록 의도되지 않은 경량 재료로부터 제조
될 수 있다. 적합한 기준점을 갖는 지그의 사용은 중간 패널을 보유하고 접착제 경화는 중간 패널이 관형 프레
임워크의 부수적 공차를 고려하지 않고 정밀하게 배치되도록 허용한다. 대안으로, 로봇 암 등이 접착제가 경화
되는 동안에 패널을 정확한 위치에 보유할 수 있다. 대략 3 mm의 접착제 두께는 허용되는 임의의 방향으로 ±
1.5mm의 새시 공차를 허용한다.

[0006]

외부 본체 패널은 그 뒤에 접착제, 볼트, 클립 등과 같이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중간 패널에 부착될 수 있다.
이 부착은 바람직하게는 비-접착식이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내부 작업이 수행된 후에 추후의 제조 단계에서 수
행될 수 있다.

[0007]

중간 패널은 또한 예컨대, 브레이크 라인, 와이어링, NVH 패널 등과 같이 차량 내의 부속품을 위한 피팅 및 고
정부를 제공하는 편의점을 제공할 것이다. 몰딩된 중간 패널은 필요 시에 적합한 피팅 및 고정부와 함께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차량 제조 공정의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프레임에 용접될 필요가 있는 브래킷 등의 개
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8]

도 1은 끼워맞춤되는 본체 패널과 중간 패널을 갖는 새시의 도면.
도 2는 조립 공정 중에 본체 섹션을 통한 단면도.
도 3은 완성된 본체 섹션을 통한 단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9]

도 1,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및 형성된 차량을 도시한다. 관형-프레임 새
시(10)는 수직 스팬(16, 18, 20)에 의해 이격된 다수의 종방향 부재(12, 14)를 포함한다. 횡방향 부재(22, 24,
26)는 마주보는 측면 상에서 대응 종방향 부재(도시되지 않음)로 차량의 폭을 가로질러 연장된다. 새시의 일 선
호되는 형태에서, 하중-지지 복합 패널(28, 30)이 관형 부재에 부착되고 구조물에 대해 브레이싱을 제공하여 이
는 필요한 구조적 강성을 부여한다. 이 실시예에서, 패널(28)은 횡방향 부재(22, 24)와 함께 종방향 부재(14)
(마주보는 측면 상에서 이의 카운터부분)에 부착된다. 패널(30)은 횡방향 부재(24, 26)와 함께 종방향 부재
(14)(마주보는 측면 상에서 이의 카운터부분)에 부착된다. 그러나, 패널은 부재들의 임의의 조합에 부착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비-평면형이고, 또한 단일의 기하학적 평면을 형성하지 않는 다수의 부재에 부착될 수 있다.

[0010]

새시는 또한 수직 스팬(16, 18)들 사이에서 연장되는 종방향 스파(longitudinal spar, 32)를 포함한다. 차량 설
계자의 요구는 이 경우에 하부 종방향 부재(12), 수직 스팬(18), 종방향 스파(32) 및 최후방 수직 시팬(16)에
의해 구획된 영역(36)을 덮는 외부 본체 패널(34)을 부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시 부재가 ± 1.5mm의 정
확도로 배치되는 반면 ±0.2mm의 정확도로 배치되어야 하는 외부 본체 패널의 정확한 피트 & 마감 품질을 제공
하는데 있어서 곤란함에 직면한다. 이를 위해 새시에 용접될 수 없는 비-금속 본체 패널의 사용은 정밀-조절식
체결구에 의존하는 길이가 길고 곤란한 공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더디고 고가의 제조 공정을 유발한다.

[0011]

따라서, 중간 패널은 외부 본체 패널에 앞서 새시에 부착되는 것이 제안된다. 이는 구성의 초기 단계에서 부착
되고 원하는 경우 제조의 나머지 부분이 완료될 수 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외부 본체 패널을 중간 패널에 부착
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다. 이는 중간 패널이 글루 층을 통해 새시 내에서 치수 공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시
에 부착될 수 있고 외부 본체 패널은 비-접착식으로 고정부 등을 통해 부착될 수 있어서 차량의 외부 마무리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후속 제조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곤란한 공정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0012]

패널은 경량 재료로 제조될 수 있고, 패널의 의도된 용도와 위치에 따라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이도록 제조될
수 있다.

[0013]

도 1은 이러한 공정을 도시한다. 내부 중간 패널(38)과 외부 중간 패널(40)은 영역(36)의 측면에 끼워맞춤된다.
이는 해당 새시 바(12)의 일 측면 주위에서 끼워맞춤되도록 성형된 절반-만곡된 에지(44) 및 일반적으로 평면형
중심 섹션(42)을 가지며 적합한 경량 플라스틱 재료로 몰딩된다.

[0014]

접착제(46)의 비교적 두꺼운 층이 각각의 중간 패널(38, 40)의 절단 곡선(44)의 내부 표면에 적용되고, 패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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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서보-제어 암(등)에 의해 고정되고 지그(jig)로 배치되어 하부 플로어의 중심 점과 같이 새시 상에 고정된
기준에 대해 소정의 지점에서 새시 위에 배치될 수 있다. 이 단계는 도 2에 도시된다. 이러한 지그는 잘 공지되
었고, 새시 상의 기준점에 부착가능하고, 당해 패널(또는 다른 용품)(38, 40) 주위에 끼워맞춤되는 형성부를 갖
는 조우(48, 50)를 제공하도록 이로부터 연장된다. 이 경우에, 내부 패널(38)은 패널(38)을 정밀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조우(48) 상의 대응 리세스 내로 끼워맞춤되는 기준 돌출부(52)를 갖는다. 외부 패널(40)은 후술된 다수
의 형성부(54, 56, 58)를 가지며 이의 경우 대응 성형된 리세스(60, 62, 64)가 조우(50) 내에 제공되는 이러한
돌출부를 갖지 않는다. 일부 리세스(60, 64)는 오버사이즈되고, 단지 이에 손상을 야기하기 하지 않고 해당 형
성부(54, 58)를 수용하는 반면 다른 리세스(62)는 해당 형성부(56)에 대해 접하고 이에 따라 패널을 정확히 배
치하도록 성형된다. 기준 돌출부(52)는 그러나 추가로 또는 대신에 제공될 수 있다.
[0015]

중간 패널(38, 40)이 조우(48, 50)에 의해 제 위치에 보유되면 이들이 지그 또는 로봇 암에 의해 배치되든지 접
착제가 건조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지그 또는 암은 이 공정 동안에 제 위치에 배치될 수 있거나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이들은 경화 공정의 초기 부분 중에 제 위치에 배치될 수 있고 그 뒤에 접착제가 부부적으로 경
화된 후에 임시 클램프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패널의 중량은 패널이 새깅(sagging)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필요하고 부분-경화 접착제에 의해 상당히 차지될 것이다. 지그 또는 지그들(또는 로봇 암)의 제거는
그러나 차량이 추가 차량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그를 분리하고 제조 공정을 통해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0016]

도 3은 완전한 패널을 도시한다. 이 단계에 도달되도록, 접착제 층(46)이 경화된 후에 차량은 지속적으로 제조
되고, 엔진, 변속기, 러닝 기어, 부속품 및 내장제와 같은 차량으 다른 부분이 끼워맞춤된다. 형성부(54, 56,
58)는 이 공정을 돕고, 형성부(58)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로부터 후방 좌측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이어지는
브레이크 라인(66)과 같은 유체 도관을 수용하도록 크기가 형성되고 배치된다. 게다가, 형성부(56)는 후방 좌측
경량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와이어링 하니스(68)와 같은 전기 케이블의 일부를 수용하도록 크기가 형성되고 배치
된다. 형성부(54)는 바브 스파이크(barbed spike)의 형태이고 이 위로 절연 패널(70)과 같은 절연 재료가 가압
될 수 있다. 이 패널(70)은 주요하게 외부 본체 패널(43)과 외부 중간 패널(40) 사이의 영역을 충전하는 방음
재료로 구성된다.

[0017]

새시 바(32)는 중간 패널(38, 40)의 2개의 절반-만곡된 에지(44) 내에서 중심에 배치되지 않는다. 대신에, 바는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며, 이는 중간 패널에 의해 교정되는 이의 위치에서의 공차를 나타낸다. 중간 패널(38,
40)은 기준점에 대해 지그(등)에 의해 보유되고 외부 본체 패널(34)이 신뢰성 있게 끼워맞춤되도록 허용하는 정
확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접착제 층(46)는 일부 영역에서 더 얇고, 다른 영역에서 더 두꺼워서 새시 바(32)의
위치 공차를 허용한다.

[0018]

추후 구성 단계에서, 외부 본체 패널(34)이 끼워맞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부 부속품이 끼워맞춤되고 번거롭
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손상을 야기하는 공정이 완료된다. 외부 본체 패널(34)은 이에 따라 접착제(72) 또는 자
동차 산업에서 알려진 적합한 고정부를 사용하여 외부 중간 패널(40)에 부착될 수 있다.

[0019]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도, 위에서 기술한 구체예의 다양한 변형예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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