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B25J 13/00
H01L 21/68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4월06일
10-0469931
2005년01월25일

(21) 출원번호 10-1998-0707398 (65) 공개번호 10-2000-0064681
(22) 출원일자 1998년09월18일 (43) 공개일자 2000년11월06일

번역문 제출일자 1998년09월1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1997/000832 (87) 국제공개번호

국제출원일자 1997년03월17일 국제공개일자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아일랜드,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
국,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30) 우선권주장 61227/1996 1996년03월18일 일본(JP)

(73) 특허권자 로제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히로시마껜 후가야스군 간나베죠 아자미치노우에 1588-2

(72) 발명자 스기무라 순스께
일본국 가나가와껜 히라쯔까시 만다 1200 가부시끼 가이샤 고마쯔 세이
사꾸쇼 겐뀨쇼나이

노세 마쯔오
일본국 가나가와껜 히라쯔까시 만다 1200 가부시끼 가이샤 고마쯔 세이
사꾸쇼 겐뀨쇼나이

(74) 대리인 이영규
유동일
정태진

심사관 : 고준석

(54) 공작물반송시스템의제어장치

요약

공작물의 이동궤적 위에 공작물이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서 이송 체임버로의 이동동작으로부터 이송 체임버 내의
이동동작으로 이행하는 제 1의 점과, 상기 이송 체임버 내의 이동 동작으로부터 이송 체임버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
버로의 이동동작으로 이행하는 제 2의 점을 설정하고,

공작물의 이송거리와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에
기초하여, 이동궤적 위의 상기 제 2의 점에 공작물이 도달한 시점에 이송 목적지의 게이트 밸브의 개방이 종료되고, 제 1의
점에서 제 2의 점까지의 이송시간이 상기 개폐시간 이상의 최단시간이 되도록 상기 이동궤적 위의 속도 패턴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속도 패턴에 따라 공작물 반송 로봇을 속도 제어하도록 하여, 로봇을 가능한 한 일시 정지시킴이 없이 그리고 가
능한 한 이송시간이 짧은 고속의 웨치퍼 등의 공작물 이송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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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제조장치 또는 액정표시장치(LCD)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작물 반송 로봇을 설치한 1개의 이송 체임버
에 인접하여 복수의 처리 체임버를 설치하고, 공작물 반송 로봇에 의해 공작물 또는 액정표시장치 등의 공작물을 어떤 처
리 체임버에서 다른 처리 체임버로 반송하도록 한 다중 체임버형 제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효율이 좋은
반송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개량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러한 유형의 다중 체임버형 반도체 제조장치는, 예를 들어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도 16에 있어서, 웨이퍼 반송 로봇(1)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2)의 주위에는 웨이퍼에 대하여 각종 반도체 가공처리를 실
행하기 위한 처리 체임버(3a - 3e)와, 외부로부터 공작물을 반입하기 위한 공작물 반입 체임버실(4)와, 외부로 공작물을
반출하는 공작물 반출 체임버(5)가 설치되어 있다.

처리 체임버(3a - 3e)와 이송 체임버(2) 사이, 이송 체임버(2)와 공작물 반입 체임버(4) 사이, 그리고 이송 체임버(2)와 공
작물 반출 체임버(5) 사이에는, 개폐가능한 게이트 밸브(6a - 6g)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이들 게이트 밸브(6a - 6g)를 개
방함으로써 각 체임버 사이가 연통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송 체임버(2), 처리 체임버(3a - 3e) 및 공작물 반입 반출 체임
버(4)(5)는 진공상태로 유지되고, 공작물 반입 반출 체임버(4)(5) → 이송 체임버(2) → 처리 체임버(3a - 3e)의 순서로 진
공도가 높아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게이트 밸브(6a - 6g)는 진공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게이트 밸브를 동시에
열리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즉, 어떤 게이트 밸브를 열 때에 다른 게이트 밸브가 완전히 닫힌 상태로 소요의 게이트 밸브
의 열림 제어를 개시한다.

또한, 공작물 반입 체임버(4) 및 공작물 반출 체임버(5)에 인접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 반입 스테이션(7) 및 공작물 반출 스
테이션(8)에는 공작물 반입 로봇(9), 공작물 반출 로봇(10)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이들 공작물 반입 반출 로봇(9)(10)에
의해 외부와의 사이에서 공작물(웨이퍼)의 반입 및 반출을 실행한다. 또한, 도 16에서 A측 영역은 무인영역이고, B측 영역
은 사람이 있는 청정실이다.

한편, 이송 체임버(2)에 설치되는 웨이퍼 반송 로봇(1)는, 예를 들어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회 자유도를 갖는 2개의
암(11)(12)과, 지지대의 형상을 한 손(13)이 설치된 이른바 개구리 다리형 로봇이고, 손(13)에는 웨이퍼(W)가 적재되어 있
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웨이퍼 검출 센서(도시되지 않음)가 내장되어 있다. 또한, 웨이퍼(W)는 처리 체임버(3) 내에서 승
강가능한 승강기(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지지되어 있고, 로봇(1)의 손(13)에 웨이퍼(W)를 적재할 때에는 승강기가 하강하
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웨이퍼 반송 로봇(1)에 의해 웨이퍼(W)를 처리 체임버(3c)로부터 처리 체임버(3d)로 이송하는 경
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처리 체임버(3c) 내에서 웨이퍼(W)를 지지하고 있는 승강기가 하강하고, 웨이퍼(W)가 로봇(1)의 손(13)에 적재되면
(도 17의 점 P1), 손(13)에 내장되어 있는 웨이퍼 검출 센서가 온으로 된다. 이 온이 확인되면, 로봇(1)은 암(11)(12)을 움
츠려서 웨이퍼(W)를 점 P2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웨이퍼(W)의 점 P2로의 이동이 종료하면, 로봇(1)은 이 점 P2에서 일단
정지하고, 후퇴 종료신호를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시스템 콘트롤러(도시되지 않음)에 출력한다.

시스템 콘트롤러에서는, 상기 후퇴 종료신호를 수신하면, 게이트 밸브(6c)를 닫는 제어를 개시한다. 그리고, 시스템 콘트
롤러가 게이트 밸브(6c)의 폐쇄를 확인하면, 게이트 밸브(6d)를 여는 제어를 실행한다. 또한, 게이트 밸브(6c)(6d)가 개폐
될 때, 2개 이상의 게이트 밸브를 통시에 열 수 없다고 하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제한에 의해, 게이트 밸브(6c)의 폐쇄 후에
게이트 밸브(6d)를 열도록 하고 있다.

한편, 로봇(1)은 후퇴 종료신호를 시스템 콘트롤러에 출력하면, 상기 게이트 밸브(6c)(6d)의 개폐동작에 병행하여 점 P2
로부터 점 P3로의 이동을 행하고, 점 P3에 도달하면 여기서 재차 정지한다. 그리고, 로봇(1)은 점 P3에서 정지한 시점에
게이트 밸브(6d)의 개폐상태를 확인하고, 게이트 밸브(6d)의 개방을 확인한 후에, 점 P4로의 이동을 개시한다. 즉, 로봇
(1)은 게이트 밸브(6d)의 개방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점 P3에서 대시한다.

점 P4로 이동할 때, 로봇(1)은 처리 체임버(3d)의 웨이퍼(W)를 적재하여야 하는 위치 P4까지 암(11)(12)을 신장시키고,
위치 P4에서 위치결정 정지를 행한 후에 이동 종료신호를 시스템 콘트롤러에 반출한다.

이동 종료신호를 수힌한 시스템 콘트롤러에서는, 처리 체임버(3d)의 승강기를 상승시키고, 웨이퍼(W)를 로봇(1)의 손에서
승강기 위에 옮겨 싣는다. 이상이 일련의 웨이퍼 반송동작이다.

상기한 종래기술에 의한 각종 이동속도 패턴을 도 8(a), 도 9(a), 도 10(a)에 도시하였다.

또한, 이들 도면에 있어서, T는 게이트 밸브(6c)의 개방을 개시하고 나서 게이트 밸브(6d)의 개방을 종료할 때까지 소요되
는 시간(시스템 고유의 고정값)이며, 이것은 모든 게이트 밸브에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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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 도 9(a), 도 10(a)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종래기술에 의하면, 이동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의
후퇴점(P2)과 이동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로의 진입점(P3)에서, 항상 로봇을 일단 정지시키기 때문에, 웨이퍼 반송에 시간
이 걸리고, 효율이 좋은 웨이퍼 반송을 이룰 수 없으며, 가공 웨이퍼의 처리량(단위시간당 처리수)이 조금도 향상되지 않는
다.

그래서, 간단히 상기 P2 및 P3에서의 일시 정지를 없앴다고 하자. 이 경우, 처리 체임버간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때
(선회각이 큰 때)에는 문제없지만, 처리 체임버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선회각이 작은 경우), 점 P2에서 점 P3까지의 이동
시간이 상기한 게이트 밸브의 개폐에 소요되는 시간 T보다도 짧아지면 웨이퍼가 게이트밸브에 충돌하게 된다. 또한, 이점
을 고려하여 로봇 속도를 너무 낮추면, 무엇 때문에 P2 및 P3에서의 일시 정지를 없앴는지를 판별하지 못하게 된다.

본 발명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로봇을 가능한 한 일시정지 시키지 않고 또한 가능한 한 이송시간이
짧은 고속의 공작물 이송을 이룰 수 있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제1항에 대응하는 제 1 발명에서는,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되
어 공작물에 대한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
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을 구비한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
는 공작물을 그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 상기 이송 체임버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
을 경유하는 소정의 이동궤적을 따라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갖추고, 이송이 이루어
질 때,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 T를 요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궤적 위에서, 공작물이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이송 체임버로의 이동동작으로부터 이송 체임버 내의
이동동작으로 이행하는 제 1의 점과, 상기 이송 체임버 내의 이동 동작으로부터 이송 체임버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
버로의 이동동작으로 이행하는 제 2의 점을 설정하고,

상기 공작물의 이송거리와 상기 개폐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궤적 위의 상기 제 2의 점에 공작물이 도달한 시점에 이송
목적지인 게이트 밸브의 개방이 종료되고, 제 1의 점에서 제 2의 점까지의 이송시간이 상기 개폐시간 T 이상의 최단시간
이 되도록 상기 이동궤적 위의 속도 패턴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속도 패턴에 따라 공작물 반송 로봇을 속도 제어하는 속도
제어수단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 1의 발명에서는, 제 2의 점을 로봇이 통과할 때에, 이송 목적지인 게이트 밸브의 개방이 종료되고, 제 1의 점에
서 제 2의 점까지의 이송시간이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에 소요되는 시간 T
이상의 최단시간이 되도록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의 이동속도 패턴을 설정하고,
이 연산된 속도 패턴으로 로봇을 구동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이동하는 동안 도중에 정지하는 일이 없어지고, 이
송시간이 짧은 고속의 공작물 이송을 이룰 수 있고, 이에 의해 공작물 제조의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청구범위 제3항에 대응하는 제 2의 발명에서는, 상기 제 1의 발명의 속도 패턴의 조건에 대해, 상기 제 2의 점에서의
이동속도가 상기 이동궤적 위의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앞에 설정된 정지점에 공작물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상기 제 1의 점에서의 이동속도가 상기 제 2의 점에서의 이송속도로 감속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하고,

또한, 상기 공작물 가공장치에 상기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 센서를 또한 구비하
고,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개폐 센서의 출력에 의해 상기 제 2의 점에 로봇이 도달한 시점에 이송 목적지인 처
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판정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이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때에는 상기 정지점에서 정지시키지 않고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반송함과 더불어,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가 확인된 때에는 상기 정지점에서 정지시키
도록 로봇의 속도제어를 행하는 정지제어수단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 2의 발명에 의하면, 제 1 및 제 2의 점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도 정지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이
상이 발생되는 때 이외에는 로봇이 도중에 정지되는 것이 없어지고, 효율이 보다 좋은 공작물 반송 동작을 이룰 수 있다.

다음에, 청구범위 제4항에 대응하는 제 3의 발명에서는, 상기 제2의 발명에 대해, 상기 제 1의 점을 공작물이 통과한 후에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개폐 센서의 출력에 의하여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 상태를 항상 판정하는 제 2의 개폐판정수단과, 상기 제 2의 점에 공작물이 도달하기 전에 상기 제 2의 개폐판정수단
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이 닫힌 것으로 판정되면, 이 판정시점에서 감속 동작을 행하는 경우에
는 즉각 감속을 정지하고 가속 동작을 실행시키는 가감속 절환 제어수단을 또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 3의 발명에서는,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이 상기 제 1의 점에서 제 2의 점까지의 이동중에 열
린 것으로 판정되면, 이 판정시점에서 감속 동작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각 감속을 정지하고 가속동작을 실행시키는 가
감속 절환 제어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단시간에 효율이 좋은 공작물 이송 동작을 이룰 수 있다.

청구범위 제6항에 대응하는 제 4의 발명에서는,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
되어 공작물에 대하여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
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센서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그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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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수단, 상기 이송 체임버,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경유하는 소정의 이동궤적을 따라 이송 목
적지인 처리실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고, 이송할 때에,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
이트 수단의 개폐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에 공작물이 도달하기 전의 이동궤적 위의 소정의 위치에 정지점을 미리 설
정함과 더불어, 상기 정지점보다 앞의 이동궤적 위의 소정의 위치에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
를 확인하는 확인점을 미리 설정하고,

상기 정지점에 공작물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한속도로 상기 확인점에서의 속도가 설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
기 이동궤적 위의 공작물 이동시간이 최단시간이 되도록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의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이동속도 패턴이 사전 설정되고, 이 설정된 이동속도 패턴에 따라 공작물 반송 로봇을 속도 제
어하는 제 1의 속도제어수단과,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개폐 센서의 출력에 의해 상기 확인점을 공작물이 통
과한 시점에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판정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이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때에는 상기 제 1의 속도제어수단에 설정된 이동속도 패턴에
따라 공작물을 상기 정지점까지 정지시키지 않고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반송함과 아울러,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가 확인된 때에는 상기 정지점에서 정지시키도록 로봇의 속도 제어
를 행하는 제 2의 속도제어수단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 4의 발명에 의하면, 로봇은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 앞의 소정의 정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 패턴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의 제 1의 발명과 마찬가지로, 제 1의 점에서 제 2의 점까지의 이송시간이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시간 T 이상이 되도록 하기에는, 그 속도 패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제 4의 발명에 의하면, 로봇은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가 검출된 경우에 이송 목적지
인 처리 체임버 앞의 소정의 정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도 패턴 중에 이송시간이 가장 짧은 속도 패턴으로 이동할 수 있
게 된다.

청구범위 제7항에 대응하는 제 5의 발명에서는, 상기 제 4의 발명에 대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이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공작물이 통과하고나서 상기 확인점까지의 이동중에 열린 것으로 판정
되면, 이 판정시점에서 감속 동작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각 감속을 정지하고 가속 동작을 실행시키는 가감속 절환 제
어수단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단시간에 효율이 좋은 공작물 이송동작을 이룰 수 있다.

다음에, 청구범위 제 9항에 대응하는 제 6의 발명에서는,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하여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 검출센서
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처리 체임버와 상기 이송 체임버 사이의 공작물 이동에 관한 제 1의 이동운동 및 상기 이
송 체임버 내에서의 공작물 이동동작에 관한 제 2의 이동운동이 가능한 공작물 지지용 암을 갖추고, 상기 복수의 처리 체
임버 중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에 의해 그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키고 이송 체임버 안까지 이송 시키고, 다음에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에 의해 공작물을 이송 체임버
내로 이송하고,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에 의해 이송 체임버 내에 있는 공작물을 이송 목적지인 이송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
을 통과시켜 이동 목적지인 이송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며,

이송할 때에,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에 관한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의 제 1의 속도 패턴과 상기 제2의 이동운동에 이어서 행해지는 이송
체임버 내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의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에 관한 제 2의 속
도 패턴이 각각 사전 설정되는 속도 패턴 설정수단과, 상기 제2의 이동운동에 의한 궤적 도중의 소정의 위치를 확인 개시
점으로 하고, 이 확인 개시점을 로봇이 통과한 시점에서 상기 게이트 개폐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
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의 판정을 개시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이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
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과 제 2의 속도 패턴을 중합시키는 속도 패턴 발생수단과, 상기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확인 개시점까지의 공작물 이동에 관해서는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상기 확인 개시점
으로부터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는 상기 속도 패턴 발생수단으로부터 발생된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그 선택
된 속도 패턴에 따라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속도 제어를 행하는 로봇 구동수단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 6의 발명에 의하면,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
에 처리 체임버 내의 공작물 이동에 관한 제 1의 속도 패턴과 처리 체임버로부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로의 공작물
이동에 관한 제 2의 속도 패턴을 합성하고, 그 합성된 속도 패턴에 따라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대응하는 위치로부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를 속도 제어하도록 하여, 공작물을 힘껏 정지
시킴이 없이 공작물의 게이트 수단으로의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작물이 실제로 정지하는 확률이 감소됨
과 아울러, 로봇이 완전히 정지한 속도 0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는 상태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
임버로의 가속동작을 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제 6의 발명에서는, 속도 패턴의 합성에 의해 게이트 수단으로의
충돌회피제어를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의 경로에 대해서 미리 가지고 있는 속도 패턴이 적어져서, 메모리 용량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제어 구성이 간단해진다.

다음으로, 청구범위 제10항에 대응하는 제 7의 발명에서는, 앞서의 제 6의 발명의 처리 체임버 내의 공작물 이동인 제 2의
이동운동이, 이송 체임버 내의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위치에서 이송 체임버 내의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
임버의 대략 정면위치까지의 이송운동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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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구범위 제12항에 대응하는 제 8의 발명에서는,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
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하여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
버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
센서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처리 체임버와 상기 이송 체임버 간의 공작물 이동에 관한 제 1의 이동운동 및 상기 이송 체임버 내에서의 공작물 이
동동작에 관한 제 2의 이동운동이 가능한 공작물 지지용의 암을 갖추고,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서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에 의해 그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켜 이송
체임버 안까지 이동시키고, 다음에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에 의해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대
략 정면에 위치하는 공작물을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의 위치까지 이송하고,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에 의해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의 위치에 있는 공작물을 이송 목
적지인 이송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켜 이동 목적지인 이송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며,

이송할 때에,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상기 이송 체임버로의 상기 제 1의 이동운동과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이 교차하는
제 1의 교차점까지의 제 1의 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에 대한 제 1의 속도 패턴과, 이 제 1의 교차점에서 상기
제 2의 이동운동과 상기 이송 체임버로부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로의 제 1의 이동운동이 교차하는 제 2의 교차점까
지의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에 대한 제 2의 속도 패턴과, 상기 제 2의 교차점으로부터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의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에 대한 제 3의 속도 패턴이 각각 사전에 설
정되는 속도 패턴 설정수단과, 상기 이송경로상의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과 상기 제 1의 교차점 사이에
사전 설정된 소정의 위치를 공작물이 통과한 시점에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과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을 중합하는 제 1의 속
도 패턴 발생수단과,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에 의한 궤적 도중의 소정의 위치를 확인 개시점으로 하고, 이 확인 개시점을 로
봇이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게이트 개폐 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의
판정을 개시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이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과 제 3
의 속도 패턴을 중합한 제 2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과,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상기 확인 개시점까지는, 상
기 제1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확인 개시점으로부터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는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속도 패턴에 따라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속도 제어를 행하는 로봇 구동수단
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 8의 발명에서는, 상기 이송경로상의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과 상기 제 1의 교차점 사이에 사
전 설정된 소정의 위치를 공작물이 통과한 시점에,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서 제 1의 교차점까지의 이동운동에 관한
제 1의 속도 패턴과 제 1의 교차점에서 제 2의 교차점까지의 이동운동에 관한 제 2의 속도 패턴을 중합하고, 이 중합된 패
턴에 따라 속도 제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이송 체임버까지의 이동운동으로부터 이
송 체임버 내에서의 이동운동으로의 이행은 상기 제 1 및 제 2의 속도 패턴이 합성된 지름길 경로 위에서 행해진다.

또한, 제 8의 발명에서는,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제 2의 속도 패턴과 상기 제 2의 교차점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의 이동운동에 관한 제 3의 속도 패턴을 중합
하고, 그 중합된 속도 패턴에 따라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대응하는 위치
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를 속도 제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개시점으로부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
버까지는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대응하는 위치에
따라 복수의 다른 지름길 경로중 하나의 경로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단, 상기 공작물이 상기 제 2의 교차점에서 정지하기 전에,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작물은 상기 제 2의 교차점에서 일단 정지한 후,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
인된 시점에서 제 2의 교차점으로부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이송된다.

이와 같이 이 제 8의 발명에 의하면, 지름길 경로를 경유하여 공작물의 이송을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의 공작물 이송 거리가 짧아짐과 더불어, 경로상에 방향변환을 위한 급
각도가 없어지고, 공작물을 완만한 곡선 위에서 고속 반송할 수 있고, 공작물 낙하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제 8의 발명에 의하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속도 패턴을 합성하고,
이 합성 속도 패턴에 의해 속도 제어를 행하므로써, 상기 제 2의 교차점에서 공작물을 힘껏 정지시킴이 없이 공작물의 게
이트 수단으로의 충돌을 회피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작물이 실제로 정지하는 확률이 줄어듬과 더불어, 로봇
이 완전히 정지한 속도 0의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는 상태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로의 가속동작
을 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제8의 발명에서는, 속도 패턴의 합성에 의해 게이트 수단으로의 충돌 회피 제어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1개의 경로에 대하여 사전에 가지고 있는 속도 패턴은 3개의 속도 패턴으로 이루어져서, 메모리 용향이 절약될 수 있음
은 물론, 그 제어 구성이 간단해진다.

다음으로, 청구범위 제13항에 대응하는 제 9의 발명에서는, 앞서의 제 8의 발명에 있어서,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
임버의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과 아울러, 상기 공작물 지지용 암이 선회동작과 구심방향 및 원심방향으로
의 직선이동동작이 가능한 것인 것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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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구범위 제16항에 대응하는 제 10의 발명에서는,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
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하여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
버의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
센서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서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그 이송 소
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 상기 이송 체임버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경유한 소정의 이동
궤적 위를 따라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며, 이송할 때,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
서,

상기 이동궤적 위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에 공작물이 접촉하기 전의 위치에 이송 목적지인 처
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의 확인을 개시하는 확인 개시점을 사전에 설정함과 더불어, 이 확인 개시점을 시점으
로 하여 상기 이동궤적과는 다른 소정의 후퇴경로를 사전 설정함과 더불어,

상기 확인 개시점을 로봇이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게이트 개폐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의 판정을 개시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상기 확인 개시점을 공작물이 통과한 때에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때에는 상기 이동궤적 위를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가
지 공작물을 이동시킴과 아울러, 상기 확인 개시점을 공작물이 통과하였을 때에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상기 후퇴경로를 선택하여 공작물을 이동시키고, 상기 후퇴경
로 위에서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서 상기 이동궤적
에 복귀시키도록 공작물 반송 로봇을 속도 제어하는 속도제어수단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 10의 발명에서는, 확인 개시점을 공작물이 통과한 때에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
인된 때에는 통상의 이동궤적 위를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가지 공작물을 이동시킴과 더불어, 상기 확인 개시점을 공작
물이 통과한 때에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후퇴 경로를 선택하여 공작물
을 이동시키고, 이 후퇴경로 위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서 상기 이동궤적에
복귀시키도록 속도 제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작물이 실제로 정지하는 확률이 줄어듬은 물론, 로봇이 완전히 정지한
속도 0의 상태라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는 상태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가속 동작을 행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효율이 좋은 공작물 반송을 이룰 수 있다.

다음에, 청구범위 제 17항에 대응하는 제 11의 발명에서는,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
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해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 및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센서
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그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
상기 이송 체임버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경유하는 소정의 기준 이동궤적 위를 따라 이송 목적지
인 처리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며,

이송할 때에,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준 이동궤적 위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에 공작물이 접촉하는 앞의 위치에 이송 목적지
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의 확인을 개시하는 확인 개시점을 사전 설정함과 더불어, 이 확인 개시점을 시
점으로 하고 또한 사전 설정된 소정의 정지점까지 연장된 상기 기준 이동궤적과는 다른 소정의 후퇴경로와, 이 후퇴경로상
의 각 위치로부터 상기 기준 경로에 복귀하는 복수의 다른 복귀경로를 사전 설정함과 아울러,

상기 확인 개시점을 로봇이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게이트 개폐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의 판정을 개시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상기 기준 이동궤적 위를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상기
확인 개시점까지 공작물을 이동시키는 제 1의 속도 패턴과, 상기 기준 이동궤적 위를 상기 확인 개시점으로부터 이송 목적
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공작물을 이동시키는 제 2의 속도 패턴과, 상기 확인 개시점으로부터 상기 후퇴경로 및 상기 복귀경
로를 경유하여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에 이르는 복수의 제 3의 속도 패턴이 각각 설정되는 속도 패턴 설정수단
과, 상기 이송 소오스 처리 체임버로부터 상기 확인 개시점까지는,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상기 확인 개시점에
서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개방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상기 확인 개시점에서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개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제 3
의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이들 선택된 속도 패턴에 따라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속도 제어를 행하는 로봇 구동 수단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 11의 발명에서는, 확인 개시점을 공작물이 통과한 시점에 이동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이 개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통상의 기준 경로 이외에 공작물이 상기 게이트 수단과는 접촉하지 않는 후퇴경로와 이 후퇴경로로
부터 상기 기준 경로로의 복귀경로를 사전 설정하고, 상기 확인 개시점에서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개방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상의 기준 경로를 따라 공작물을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이송하고, 확인 개시
점에서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개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작물을 상기 후퇴경로
를 따라 이송하고,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게이트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서 상기 복귀경로를 따라 이송을 개시하고, 그
후 이 복귀경로를 경유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공작물을 이송한다.

따라서, 이 제 11의 발명에서는,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퇴경로에
공작물을 풀어주고, 상기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서 복귀경로를 통해 공작물을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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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송하는 것에 의해 힘껏 공작물을 정지시킴이 없이 공작물의 게이트 수단으로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작물이 실제로 정지하는 확률이 줄어듬과 더불어, 로봇이 완전히 정지한 속도 0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진 상태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로의 가속동작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점 1 및 점 2 사이의 속도 패턴의 연산설정순서를 보인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어계의 구성예를 보인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웨이퍼 이동궤적 등을 보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속도 패턴의 연산시에 이용되는 각종 파라미터 값을 보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이용되는 속도 패턴의 일부를 보인 도면이다.

도 6은 점 S에서 점 1까지 및 점 2에서 점 E까지의 각종 속도 패턴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7은 제 1 실시예에 따른 점 1에서 점 2까지의 속도 패턴을 보인 도면이다.

도 8은 종래 및 제 1 실시예에 따른 속도 패턴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9는 종래 및 제 1 실시예에 따른 속도 패턴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종래 및 제 1 실시예에 따른 속도 패턴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2 및 제 3 실시예에 따른 속도 패턴의 연산시에 사용되는 각종 파라미터 값을 보인 도면이다.

도 12는 제 2 실시예에 따른 점 1에서 점 2까지의 속도 패턴을 보인 도면이다.

도 13은 제 3 실시예에 따른 점 1에서 점 2까지의 속도 패턴을 보인 도면이다.

도 14는 제 3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 N0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5는 제 4 실시예에 따른 점 1에서 점 2까지의 속도 패턴을 보인 도면이다.

도 16은 웨이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멀티 체임버형의 제조장치를 보인 전체도이다.

도 17은 웨이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멀티 체임버형의 제조장치를 보인 부분 구성도이다.

도 18은 제 5 실시예에 따른 공작물 이송 경로를 보인 도면이다.

도 19는 제 5 실시예에 따른 속도 패턴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20은 제 5 실시예의 웨이퍼 반송 동작을 보인 흐름도이다.

도 21은 제 6 실시예에 따른 공작물 이송 경로를 보인 도면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그 제어계의 구성예를 보인 것으로, 이 제어계 시스템은 앞서의 도 16 및 도 17에 도시
한 멀티 체임버형의 웨이퍼 가공장치를 제어하는 것이다.

도 2에 있어서, 웨이버 검출센서(20)는 도 17의 웨이퍼 반송 로봇(1)의 손(13)에 부착된 것으로, 웨이퍼(W)가 손(13) 위에
놓였는지를 검출한다. 웨이퍼 검출신호는 시스템 콘트롤러(30) 및 로봇 콘트롤러(40)에 입력된다. 게이트 밸브 개폐 센서
(6as - 6es)는 도 16의 각각의 처리 체임버(3a - 3e)에 설치된 게이트 밸브(6a - 6e)에 설치되어서, 각각의 게이트 밸브
(6a - 6e)의 개폐상태를 검출한다. 각각의 게이트 밸브 개폐 센서(6as - 6es)에서 검출된 게이트 밸브 개폐신호는, 시스템
콘트롤러(30) 및 로봇 콘트롤러(40)에 입력된다.

시스템 콘트롤러(30)는 도 16에 도시한 각 구성요소를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 관계되는 제어로서는 이하
의 제어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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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이트 밸브(6a -6e)의 개폐제어

(나) 로봇 콘트롤러(40)에 처리 체임버 사이에서의 웨이퍼 옮겨 싣기를 수행할 때, 그 때의 로봇 시동지령, 이송 소오스의
체임버 번호 및 이송 목적지의 체임버 번호를 지령한다.

(다) 이상 정지지령을 로봇 콘트롤러에 출력한다.

로봇 콘트롤러(40)는 웨이퍼 반송 로봇(1)을 구동 제어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 관계되는 제어로서는 이하의 제어를 실행한
다.

(가) 처리 체임버 사이에서의 웨이퍼 옮겨 싣기를 수행하는 때에, 암을 오무려서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탈출하
면, 후퇴 종료신호를 시스템 콘트롤러로 출력한다.

(나) 처리 체임버 사이에서의 웨이퍼 이송을 수행하는 때에,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에 도달하면, 이동 종료신호를 시스
템 콘트롤러에 출력한다.

단,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로봇 콘트롤러(40)에는 이하의 2개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가) 로봇의 구동제어와 외부(시스템 콘트롤러 30 및 웨이퍼 반출 센서 20, 게이트 밸브 개폐 센서 6as - 6es)와의 신호의
수수처리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병렬처리기능

(나) 시점 및 종점 이외의 교시점(도 17의 점 P2, P3 등)을 위치결정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패스포인트 기능

이러한 구성에 따른 제 1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 제 1 실시예에 있어서는, 처리 체임버 사이에서의 웨이퍼 옮겨 싣기를 행하는 때에, 이동하는 처리 체임버 간의 거리, 각
체임버의 게이트 밸브를 개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T에 기초하여, 적어도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의 대기점(조
17의 P2)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로의 진입점(도 17의 P3)에서는 정지함이 없이 가능한 한 고속을 유지함과 아울
러, 로봇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진입점(도 17의 P3)에 도달한 때에는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밸브
가 개방 동작을 종료하도록 하는 이동속도 패턴을 구하고, 이 이동속도 패턴을 가지고 로봇을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 3에서의 파선 q는, 처리 체임버(3c)에서 처리 체임버(3d)로의 웨이퍼(W)의 중심의 이동경로를 보인 것이지
만, 우선 이 도 3을 참조하여 제 1 실시예의 개략 동작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시스템 콘트롤러(30)로부터 로봇 콘트롤러(40)에 대해, 처리 체임버(3c)내의 웨이퍼(W)를 처리 체임버(3d)에 대해
이동시키는 명령이 입력된다. 로봇 콘트롤러(40)는 손(13)에 내장되어 잇는 웨이퍼 검출센서(20)의 검출신호로부터 웨이
퍼(W)가 로봇(1)의 손(13)에 놓여 있는지를 검출하면(점 P1), 로봇(1)의 암(11)(12)을 오무려서 웨이퍼(W)를 점 P5까지
이동시킨다. 그리고, 로봇 콘트롤러(40)는 로봇(1)이 점 P5에 도달하면, 후퇴 종료신호를 시스템 콘트롤러(30)에 출력한
다. 게다가, 점 P5에서 로봇은 정지하는 일은 없다.

시스템 콘트롤러(30)는, 상기 후퇴 종료신호를 수신하면, 우선 게이트 밸브(6c)를 닫는 제어를 행하고, 게이트 밸브 개폐
센서(6cs)의 출력에 의해 게이트 밸브(6c)의 폐쇄를 확인하면, 다음에 게이트 밸브(6d)를 개방하는 제어를 실행한다. 또
한, 전술한 바와 같이, 게이트 밸브(6c)(6d)가 개폐될 때, 2개 이상의 게이트 밸브를 동시에 열 수 없는 제한에 의해, 게이
트 밸브(6c)의 폐쇄 후에 게이트 밸브(6d)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기 게이트 밸브(6c)(6d)의 개폐동작에 병행하여 로봇(1)은, 점 P5에서 점 P6, 점 P7을 경유하여 점 P8으로의 선회
이동을 수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로봇의 속도 제어에 의해 웨이퍼(W)가 점 P8에 도달한 시점에서 게이트 밸브(6d)의
개방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로봇(1)은, 이 점 P8에 있어서도 정지하는 일 없이, 점 P4를 향한 이동을 속행한다. 로봇 콘트롤러(40)는 웨이퍼
(W)가 점 P4에 도달하면, 이동 종료신호를 시스템 콘트롤러(30)에 송출한다. 이상이 웨이퍼 반송동작에 대한 개략적인 설
명이다.

또한, 이 경우의 웨이퍼의 이동경로 q 는, 점 P5와 점 P6의 사이, 그리고 점 P7과 점 8 사이를, 원호 등의 곡선으로 결합한
지름길 궤적에 의해 이동하도록 하여,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3c)로부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3d)까지의 공작
물 이송거리를 단축시킴은 물론, 경로상에 방향변환을 위한 급각도를 없애서, 공작물을 완만한 곡선 상을 이송할 수도 있
도록 하여, 공작물 낙하 등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 도 4 등을 이용하여 로봇(1)의 속도제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떤 처리 체임버 내의 소정의 웨이퍼 적재 위치를 시점 S(도 3의 P1에 대응)로 하고, 다른 처리
체임버 내의 소정의 웨이퍼 적재 위치를 종점 E(도 3의 P4에 대응)로 한 웨이퍼의 이동을 고려한다. 점 1은 로봇 암
(11)(12)에 의한 암 축퇴의 종료점이고, 또 점 2는 선회동작의 종료점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암 신축동작과 선회동작을
합성한 지름길 궤적을 따라 공작물을 이행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선회동작의 개시점은 점 1보다 약간 앞쪽의
위치이고, 또 암 신장의 개시점은 2보다 약간 앞쪽의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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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경우, 시점 S쪽의 게이트 밸브를 6S라 하고, 종점 E쪽의 게이트 밸브를 6E라 한다.

여기서, 이하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vm: 로봇의 암 신축시의 최대 이동 속도

am: 로봇의 암 신축시의 최대 이동 가속도

t1: 점 S에서 점 1까지의 이동시간 (점 2에서 점 E까지의 이동시간)

L1: 점 S에서 점 1까지의 거리 (점 2에서 점 E까지의 거리)

ωm: 로봇의 최대 선회 속도

dωm: 로봇의 최대 선회 가속도

V1: 점 1을 통과하는 로봇의 속도 (정확하게는, 암의 축퇴동작에서 선회동작으로 이행할 때의 로봇의 속도로, 암의 축퇴속
도와 선회 개시 속도의 합성속도가 된다)

V2: 점 2를 통과하는 로봇의 속도 (정확하게는, 암의 선회동작에서 암의 신장동작으로 이행할 때의 로봇의 속도로, 암의
신장속도와 선회 종료 속도의 합성속도가 된다)

θ: 선회각

T: 로봇이 시점 S쪽의 처리 체임버로부터 후퇴한 후에, 개방된 상태에 있는 게이트 밸브(6S)를 폐쇄한 후, 종점 E쪽의 게
이트 밸브(6E)를 완전히 열리게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시스템 고유의 고정값)

r: 선회반경

다음에, 이하에서 제 1 실시예의 속도제어를 행할 대의 전제조건을 보인다.

· 전제조건(a) : 시점 S에서 종점 E까지의 이동 속도 패턴은 시간축의 중점을 중심선으로 하여 선대칭이 된다(도 8(b), 도
9(b), 도 10(b) 참조). 따라서, 항상 V1 = V2이다.

· 전제조건(b) : 점 2에 대응하는 점(도 3에서는 점 P8)에 웨이퍼(W)가 도달하였을 때에, 게이트 밸브(6E)의 개방이 종료
되도록 이동속도를 가감속 제어한다.

· 전제조건(c) : V1 및 V2는, 시점 S 및 종점 E에서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점 1에서 점 2까지의 이동시간이, 게이트 밸브
(6S) 및 (6E)의 개폐에 요구되는 시간 T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능한 한 크게 한다.

· 전제조건(d) : 점 1에서 점 2까지의 이동시간은, 상기 게이트 밸브의 개폐의 합계 시간(T) 이상인 조건에서 가능한 한 작
게 한다.

· 전제조건(e) : 웨이퍼가 손에서 벗어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한계속도 Vlt 및 한계 가속도 alt를 설정한다.

제 1 실시예에서는, 상기 전제조건(a) - (d)를 모두 만족하도록 이동속도 패턴을 생성한다.

이하, 도 1의 흐름도에 따라 상기 전제조건(a) - (d)를 만족하는 제 1 실시예의 이동속도 패턴 도출 제어 순서에 대해 설명
한다.

로봇 콘트롤러(40)에서는, 시스템 콘트롤러(30)로부터 웨이퍼 이동지령이 입력되면(단계 100), 점 1 (및 점 2)에서의 이동
속도 V1 (= V2)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이하의 4개의 값을 계산하고(단계 110), 이들 계산된 4개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점 1 (및 점 2)에서의 이동속도 V1 (= V2)로 한다(단계 120). 또한, √()는, () 내의 식이 √ 내에 포함되는 것을 나타내
는 대용기호이다.

· vm

· √(2am·L1)

· rωm

·r·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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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vm은 로봇의 암 신축시의 최대 이동 속도로, 이것은 로봇 고유의 값(고정값)이다. 즉, V1 (= V2)으로서 vm이 선택
되는 경우, 시점 S를 출발하여 점 1에 도달하기 전에 최고속도 vm에 도달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다음에, √(2am·L1)은 시점 S에서 점 1까지 최대 가속도 am으로 계속 가속된 때의 점 1에서의 속도이다. 즉, √(2am·L1)은
이하의 식(1)에 의해 도출된다.

V1 = am·t1 = √(2am·L1)

왜냐하면, t1 = √(2L1/am) ... (1)

이 값 √(2am·L1)이 V1 (= V2)로서 선택되는 경우에는, 시점 S를 출발한 후에, 최고 가속도 am에서 가속되고 있는 상태이
며, 최고 속도 vm에 도달하기 전에 점 1에 도달된 경우이다.

다음에, r·ωm은 점 1에서의 최대 선회 각속도이다. 즉, 점 1에 있어서, 예를 들어 로봇 암의 축퇴속도 (예컨대 vm)가 암의
선회 최고 속도 r·ωm을 상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점 1의 속도 V1으로서 선회 최고 각속도 r·ωm보다도 큰 암 축
퇴속도를 선택하면, 그 후의 선회시에 급격한 속도 저하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의 선회 최고 각속도 r·ωm이 vm이나
√(2am·L1)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점 1의 속도 V1으로소, 선회 최고 각속도 r·ωm을 선택한다.

다음에, r·vc이지만, 이 값은 vc(각속도)는, 처리 체임버 사이의 이동거리가 짧고 (선회각도 θ가 작다), 점 1에서 점 2까지
의 이동시간을 상기 게이트 밸브(6S) 및 (6E)의 개폐에 요구되는 시간 T보다도 크도록 하고, 또한 V1 (=V2)를 가능한 한
큰 값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점 1에서 점 2로의 선회동작시에 적어도 어떠한 감속 → 가속동작이 필요하게 되는 경
우를 상정하고, 도 5(a)(b)를 참조하여 vc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이 선회운동시의 감속 → 가속동작에 있어서는, V1 (=V2)를 가능한 한 큰 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로봇의 최대 선회 가속도 (= 최대 선회 감속도) dωm을 가지고 감속 → 가속동작을 실행한다.

여기서, 점 1의 각속도 (= 점 2의 각속도)를 vc로 한 경우,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대 선회 가속도 dωm을 가지고 속
도 0까지 감속한 경우의 감속시간은 vc/dωm이 되고, 또한 속도 0의 상태로부터 재차 최대 선회 가속도 dωm을 가지고 vc
까지 가속한 때의 가속시간도 vc/dωm이 된다. 또한, 도 5(a)에 있어서, 해칭 부분의 면적은 선회각 θ와 같기 때문에, 이하
의 식(2)이 성립한다.

vc = √(dωm·θ)

왜냐하면, 2·(vc/2)·(vc/dωm) = θ ... (2)

따라서, 점 1의 속도를 vc = √(dωm·θ)로 하여 최대 선회 가속도 dωm을 가지고 속도 0까지 감속하고, 그 직후에 속도 0의
상태로부터 재차 최대 선회 가속도 dωm을 가지고 원래의 속도 vc까지 되돌아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dωm·θ)/dωm

이 된다.

따라서, 이 시간 2√(dωm·θ)/dωm을 상기 게이트 밸브(6S) 및 (6E)의 개폐에 소요되는 시간 T와 비교하여,

T ≥ 2√(dωm·θ)/dωm인 경우에는, vc = √(dωm·θ)로 하여, 도 5(a)에 도시한 속도 패턴을 점 1에서 점 2의 이송 속도 패턴
으로서 채용한다.

즉, 이 도 5(a)에 도시한 속도 패턴에 있어서는, V1 (= V2)를 가능한 한 큰 값으로 설정하면서, 점 1에서 점 2까지의 이동
시간이 상기 개폐시간 T에 일치하도록, 일시정지를 포함하는 선회 속도 제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 T ＜ 2√(dωm·θ)/dωm인 경우에는, 점 1에서 점 2까지의 이동속도 패턴으로서, 도 5(b)에 도시한 패턴이 채용된
다.

즉, 이 도 5(b)의 속도 패턴은,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동작시에, 상기 도 5(a)의 속도 패턴과 마찬가지로, 최대 가속도
dωm을 가지고 감속 → 가속운동을 행하지만, 속도 0까지 저하시킴이 없이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시간을 상기 게이트
밸브 개폐시간 T에 일치시킬 수 있는 경우이고, 이 경우의 vc는 다음과 같이 된다. 또한, ( )＾2는 ( ) 안을 제곱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용기호이다.

즉, 도 5(b)에 있어서, 해칭 부분의 면적은 선회각 θ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하의 식이 성립된다.

θ = (T·dωm/2)·(T/2) + (vc - (T·dωm/2))·T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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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 {θ + (T/2)＾2·dωm}/T ...(3)

이 된다.

즉, 도 1의 단계 110의 vc를 계산할 때,

T ≥ 2√(dωm·θ)/dωm인 경우에는,

vc = √(dωm·θ)

가 선택되고,

T ＜ 2√(dωm·θ)/dωm인 경우에는,

vc = {θ + (T/2)＾2·dωm}/T

가 선택된다.

다음에, 도 1의 단계 120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계산된 4개의 파라미터 vm, √(2am·L1), rωm, rvc 중에서 가
장 작은 값의 것을 점 1의 속도 V1 (= 점 2의 속도 V2)로서 결정한다.

우선, 상기 4개의 파라미터 중 vm 또는 √(2am·L1)이 선택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단계 130, 140).

vm이 선택된 경우, 시점 S에서 점 1까지 그리고 점 2에서 종점 E까지의 속도 패턴은, 통상 도 6(a)에 도시한 바와 같다.
즉, 시점 S에서 최고 암 신축 가속도 am을 가지고 가속하고, 점 1에 도달하기 전에 최고 속도 vm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2am·L1)이 선택된 경우, 시점 S에서 점 1까지 그리고 점 2에서 점 E까지의 속도 패턴은 통상 도 6(b)에 도시한 바
와 같이, 즉, 시점 S에서 최고 암 신축 가속도 am을 가지고 가속하고, 최고 속도 vm에 도달하기 전에 점 1에 도달하는 것이
다.

다음에,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동작은, vm 및 √(2am·L1)중 어느 쪽이 선택된 경우에도, 동일한 속도 패턴을 선택한다.

즉, 단계 130에서 vm 또는 √(2am·L1)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선회 최고 속도 rωm은 이들의 값 V1 (= vm 또는 √(2am·L1))
보다도 크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V1 값으로부터의 가감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계 140에 있어서, 그 V1 값에서 점 1 및 점 2 사이의 원호 거리 rθ를 이동한 때의 소요시간 rθ/V1을 상기 게이
트 개폐시간 T와 비교하고, rθ/V1 ≥ T이면, 점 1 및 점 2 사이를 T 보다도 크게 그리고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선회할 수
도 있도록,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은 증속 패턴 A를 채용한다(단계 150).

또한, rθ/V1 ＜ T 이면, 점 1 및 점 2 사이를 상기 게이트 개폐시간 T와 일치하는 시간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은 감속 패턴 B를 채용한다(단계 160).

다음에, 상기 4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rωm이 선택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단계 130, 170).

최고 선회 속도 rωm이 선택된 경우, 시점 S에서 점 1까지 그리고 점 2에서 종점 E까지의 속도 패턴은, 예를 들어 도 6(c)
에 도시한 바와 같다. 이 도 6(c)의 속도 패턴은 그 일례로, 시점 S에서 점 1까지의 경로에 대해 말하면, 점 1에서 rωm이 얻
어지고 시점 S 및 점 1 사이를 가능한 한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속도 패턴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에, rωm이 선택된 경우,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동작은, 도 7(b)에 도시한 감속 패턴 B 및 도 7(e)에 도시한 등속 패
턴 E중 어느 쪽이든 된다.

즉, rωm이 선택된 경우, 그 V1값 (= rωm)에서 점 1 및 점 2 사이의 원호거리 rθ를 이동한 때의 시간 θ/ωm을 상기 게이트
개폐시간 T와 비교하여, θ/ωm ≥ T 이면, 점 1 및 점 2 사이를 T 보다도 크게 그리고 가능한 한 단시간에 선회할 수 있도
록, 도 7(e)에 도시한 바와 같은 등속 패턴 E를 채용한다(단계 180). 그리고, 이 경우에는, V1으로서 최고 선회 속도 rωm
이 채용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증속은 불가능하여, 등속제어가 된다.

또한, θ/ωm ＜ T 이면, 점 1 및 점 2 사이를 상기 게이트 개폐시간 T와 일치하는 시간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 7(b)에 도
시한 바와 같은 감속 패턴 B를 채용한다(단계190).

다음에, 상기 4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r·vc가 선택된 경우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단계 130, 200).

rvc가 선택된 경우, 시점 S에서 점 1까지 그리고 점 2에서 종점 E까지의 속도 패턴은, 예를 들어 도 6(d)에 도시한 바와 같
다. 이 도 6(d)의 속도 패턴은 그 일례로, 시점 S에서 점 1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말하면, 점 1에서 속도 rvc가 얻어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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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 S 및 점 1 사이를 가능한 한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속도 패턴을 선택하도록 한다. 물론, 이 때의 vc 값은, 전술
한 바와 같이, T ≥ 2√(dωm·θ)/dωm인 경우에는 vc = √(dωm·θ)가 선택되고, T ＜ 2√(dωm·θ)/dωm인 경우에는 vc = {θ
+ (T/2)＾2·dωm}/T가 선택된다.

다음에, rvc가 선택된 경우,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동작은, 앞서의 도 5를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T ≥
2√(dωm·θ)/dωm인 경우에는 도 7(c)에 도시한 속도 패턴 C (= 도 5(a))가 선택되고 (단계 200, 210), T ＜ 2√(dωm·θ)/
dωm인 경우에는 도 7(d)에 도시한 속도 패턴 D (= 도 5(b))가 선택된다 (단계 200, 220).

이와 같이 하여 시점 S에서 종점 E까지의 속도 패턴이 결정되면, 로봇 콘트롤러(400는 그 결정된 속도 패턴에 따라 로봇
(1)을 속도 제어한다.

도 8, 도 9, 도 10은, 상기 제 1 실시예에 따른 속도 패턴과 종래 기술의 속도 패턴의 비교예를 보인 것이다. 또한, 이들 도
면에 있어서, 각 시간축상의 점 P2, P3는 도 3 위의 점을 보여주고 있다.

도 8의 경우, 종래 기술에서는, 점 P3에서 정지하여 게이트 밸브(6d)의 개방을 기다리지만, 본 제 1 실시예에 의하면 점
P3에 도달한 때와 게이트 밸브(6d)가 완전 개방된 시점이 일치하고, 또한 전체의 이송시간도 종래에 비해 2ΔT 만큼 단축
될 수 있다.

또한, 도 9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 제 1 실시예에 의하면, 전체의 이송시간도 종래에 비해 2ΔT 만큼 단축될 수 있다.

또한, 도 10의 경우에는, 종래에 있어서도 로봇 선회중에 게이트 밸브(6d)가 열리게 되어 대기하는 시간은 없지만, 본 제 1
실시예에 의하면 이러한 종래기술보다도 2ΔT + α만큼 웨이퍼 이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더욱이, α는 게이트 밸브(6d)
가 열리고 나서 종래기술에 의해 종점 P4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다.

더욱이, 상기 제 1 실시예에서는, 시점 S에서 종점 E가지의 이동속도 패턴은 시간축의 중점을 중심선으로 하여 선대칭이
되도록 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즉, V1 ≠ V2로 하여도 좋다.

다음에, 도 11에 따라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제 2 실시예에 의하면, 도 11의 점 2에 도달한 때에 (실제로는, 점 2 위로는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점 2를 통과하여야 하
는 시각에 대응하는 이동 궤적(지름길 궤적) 위의 점), 이송 목적지쪽의 게이트 밸브(6E)의 개폐상태를 검사하고, 게이트
밸브(6E)가 폐쇄된 경우에는 게이트 밸브(6E) 앞의 소정의 정지 위치 Q에서 정지하고, 게이트 밸브(6E)가 개방된 경우에
는 정지 위치 Q에서 정지함이 없이 그 대로 종점 위치 E까지 이동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이 제 2 실시예에서는, 점 2로부
터의 감속제어에 의해 점 Q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점 1의 속도 n, 점 1 및 점 2 사이의 이동속도, 점 2의 속도 u를 설정하도
록 하고 있다. 단, 이 제 2 실시예에서는, 점 2에 있어서, 게이트 밸브(6E)의 개폐상태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시간이 항상 게이트 밸브(6S)(6E)의 개폐에 요구되는 시간 T이상이 되도록 속도 패턴을 설정하도
록 하고 있지는 않다.

우선, 점 Q에서 정지하기 위해서는 점 2의 속도 u는 이하의 식(4)을 만족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

u ≤ √(L3/L1)·√(2am·L1) ... (4)

즉, √(2am·L1)은 속도 0의 상태에서 암 신축시의 최대 이동 가속도 am으로 거리 L1만큼 계속 가속한 때의 속도이고, 이것
을 √(L3/L1)으로 비례배분함으로써, 점 Q에서 정지하기 위한 점 2의 상한속도 u를 구할 수 있다.

더욱이, 점 1 및 점 2 사이는, 로봇의 최대 선회 가속도 dωm을 가지고 감속하려고 하면, 점 1에서의 속도 n은 이하의 식(5)
에서 식(6)과 같이 된다. 또한, r＾2는 r의 제곱이고, u＾2는 u의 제곱이다.

((n+u)/2)·((n-u)/(r·dωm)) = rθ ... (5)

n = √(2r＾2·θ·dω + u＾2) ... (6)

즉, 이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는, 앞서의 제 1 실시예의 도 1의 단계 120)에 도시한 선택 조건식 min(vm, √(2am·L1), rωm,
rvc)의 rvc를 n으로 치환한 이하의 식

min(vm, √(2am·L1), rωm, n)

에 따라 점 1에서의 최종적인 속도 V1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점 2에서의 최종적인 속도는 상기 상한 속도 u 이다.

따라서, V1으로서 n이 선택된 경우에는,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 속도 패턴은 도 12(a)에 도시한 바와 같으며, 또한 V1
으로서 n 이외의 것이 선택된 경우에는,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 속도 패턴은 도 1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된다.

이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도, 시점 S에서 점 1 까지의 이동은 앞서의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며, 결정된 점 1에서의 속도
V1을 실현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점 1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이동속도 패턴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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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 제 2 실시예에서는, 점 2에서 로봇은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밸브의 폐쇄가 검출된 경우에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 앞의 소정의 정지점 Q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도 패턴 중에서 가장 이송시간이 짧은 고속도 패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정지점 Q로서는, 가능한 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6E)에 가까운 위치가 바람직하지만, 이송 목
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6E)에 공작물이 도달하기 전의 이동 궤적 위의 위치이면, 그 위치는 임의로 설정하여도 좋
다. 또한, 상기 게이트(6E)의 개방을 확인하기 위한 위치도 정지 위치 Q보다도 앞의 위치이면 점 2에 대응하는 위치로 한
정하지 않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다음에, 이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앞서의 제 2 실시예에서는, 점 1에서 점 2 까지의 선회시간이 항상 게이트 밸브(6S)(6E)의 개폐에 요구되는 시간 T 이상
이 되도록 속도 패턴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제 3 실시예에서는,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시간이 항상 게이트
밸브(6S)(6E)의 개폐에 요구되는 시간 T 이상이 되고 또한 이 선회시간이 가능한 한 단시간이 되도록 이송 속도 패턴의 설
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이 제 3의 실시예와 제 2 실시예의 차이이다.

즉, 이 제 3 실시예에 있어서도,

min(vm, √(2am·L1), rωm, n)

에 따라 점 1에서의 최종적인 속도 V1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기 n의 내용이 앞서의 제 2 실시예와는 다르다.

즉, 이 제 3 실시예에서는, 점 2에서의 감속 제어에 의해 점 Q에서 정지될 수 있고, 또한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시간이
항상 게이트 밸브(6S)(6E)의 개폐에 소요되는 시간 T 이상이 되고, 게다가 이 선회시간이 가능한 한 단시간이 되도록 점 1
의 속도 n, 점 1 및 점 2 사이의 이동 속도, 점 2의 속도 u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기 시간 T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n
이 4종류의 다른 값이 취하게 된다. 또한, 점 2의 속도 u도 1 종류로는 되지 않는다.

이하, 제 3 실시예를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 제 3 실시예에 있어서도, 점 Q에서 정지하기 위해서는, 점 2의 속도 u는 앞서의 (4)식으로부터,

u = √(L3/L1)·√(2am·L1) = U ...(7)

이면 좋다. 이 (7)식에 의해 결정되는 u를 U라 한다.

또한, 상기와 마찬가지로, 점 1 및 점 2 사이를 로봇의 최대 선회 가속도 dωm을 가지고 감속한다고 하면 점 1에서의 속도
n은 식(6)으로부터

n = √(2r＾2·θ·dω + u＾2) = N ... (8)

이 된다. 이 (8) 식에 의해 결정되는 n을 N이라 한다.

여기서, 점 1의 속도를 N이라 하고, 점 2의 속도를 U라 한 경우에, 점 1에서 점 2까지를 로봇의 최대 선회 가속도 dωm을
가지고 선회하기 위한 시간은, (N - U)/(r·dωm)이 되므로,

T ≤ (N - U)/(r·dω)의 경우에는,

n = N이 되고, u = U가 되고,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 속도 패턴은 도 13(a)와 같이 된다.

그러나, T 〉(N - U)/(r·dω)의 경우에는,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속도 패턴으로서, 도 13(b) - 도 13(e)에 도시한 패턴
중에 1개가 선택된다.

여기서,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대 가속도 r·dωm으로 감속되고, 속도 0으로 된 시점에서 즉시 최대 가속도 r·dωm으
로 가속되고, 그 후에 속도가 U와 같아질 때까지의 이동거리(선회거리)가 r·θ와 같아지도록 점 1에서의 속도 N0을 구하
면,

(N0/2)·(N0/(r·dωm)) + (U/2)·U/(r·dωm)) = r·θ

의 관계에 의해,

N0 = √(2·r＾2·θ·dωm - U＾2) ... (9)

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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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T 〉(N - U)/(r·dω)인 때에는, 우선 도 13(b)에 도시한 2개의 다른 해칭 부분의 면적이 같아지도록 속도 n1을 구
한다.

즉, T 〉(N - U)/(r·dω)인 때에는, 도 13(a)에 도시한 속도 패턴보다 전체적으로 속도를 떨어뜨려서, 점 1에서 점 2까지
(거리는 r·θ)의 선회시간이 T에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감속 가속도 dωm은 변하지 않고 점 1 에서
의 속도를 n1으로 내리고, 소정시간 t1이 경과한 후에, 가속도 dωm을 가지고 재가속함으로써 속도저하를 실현한다.

우선,

n1 - r·dωm·t1 + r·dωm·(T - t1) = U

보다

t1 = 1/2·{((n-1 - U)/(r·dωm)) + T} ... (10)

이 된다.

또한, 그 면적으로부터

n1·t1 - (1/2)·r·dωm·t1＾2 + U(T - t1) -

(1/2)·r·dωm·(T - t1)＾2 = r·θ

가 성립되고, 따라서 다음의 식(11)이 성립된다.

(n1 - U) t1 + U·T

- (1/2)·r·dωm·(T＾2 - 2Tt1 + 2t＾2) = r·θ ... (11)

상기 (10) 식 및 (11) 식에 의해 n1을 산출한다.

다음에, 이렇게 하여 산출한 n1을 앞서의 도 14에 따라 구한 N0와 비교하고, 이 비교결과에 기초하여 도 13(b) - 도 13(e)
에 도시한 패턴 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

즉, n1 ≥ N0의 경우에는, n = n1 이고, 또한 u = U가 되고,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속도 패턴은 도 13(b)와 같이 된다.

또한, n1 ＜ N0 의 경우에는, N0가 U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선택되는 속도 패턴이 다르다.

즉, n1 ＜ N0이고 N0 ＞ U인 경우에는, n = N0이고, 또한 u = U가되고,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 속도 패턴은 도 13(c)
와 같게 된다.

또한, n1 ＜ N0이고, N0 ＜ U인 경우에는, 점 1에서 점 2까지의 선회 속도 패턴은 도 13(e) 또는 도 13(e)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고, 그 때의 n, u는 도 13(d), 도 13(e)에 도시한 속도 패턴이 성립될 수 있도록 값이 선택된다.

즉, N0 ＜ U이라는 것은, 점 1의 속도 n을 점 2의 속도 u보다도 늦어지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점 S로부터 점 1
까지의 후퇴를 가능한 한 빠르게 한다고 하는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점 2에서의 속도 u를 U보다도 작게 하여
점 1에서의 속도 n을 가능한 한 크게 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도 13(d) 또는 도 13(e)의 경우에는, n = u로 하여, n 및 u를 구할 때의 계산을 단순화하고 있다.

도 13(d)의 예에 있어서는,

n ·T - (1/2) ·T·(r·dωm·(1/2)) = r·θ

가 성립되기 때문에,

n = u = (r·θ/T) + (r·dωm·T·(1/4)) ... (12)

가 된다.

또한, 도 13(e)의 예에서는,

n·(n/(r·dωm)) = r·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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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되기 때문에

n = u = r √(dωm·θ)

가 된다.

게다가, 도 13(d) 또는 도 13(e)에 도시한 속도 패턴에 있어서는, n = u로 하였지만, n ＞ u가 성립되는 최적의 n 및 u를 결
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와 같이 이 제 3 실시예에서는, 앞서의 제 2 실시예에 대하여, 점 2에 로봇이 도달한 때에 이송 목적지인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종료되고, 또한 점 1에서 점 2까지의 이송시간이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밸브의
개폐에 소요되는 시간 T 이상의 최단시간이 되는 조건을 추가하여 이동속도 패턴을 설정연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떠한 이상이 발생되는 때 이외에는 로봇이 도중에 정지하는 일이 없어지고, 보다 효율이 좋은 웨이퍼 운반동작을 이룰 수
있다.

다음에, 도 15에 따라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이 제 4 실시예는 앞서의 제 2 실시예 또는 제 3 실시예에 대하여, 1개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 추가기능에서는, 도 15(a) 및 도 1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점 1에서 점 2로의 이동중에, 순차적으로 게이트 밸브(6E)
의 개방상태를 검사하고, 점 1에서 점 2로의 이동중에 게이트 밸브(6E)의 개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때의 상태가 감속중
이라면, 그 시점에서 감속동작을 정지하고, 즉각 최고 가속도 dωm에서의 가속동작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가속동작시
에는, 속도가 허용속도의 한계치 Vlt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 한계 속도 Vlt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의 한계 속도 Vlt는 하기의 식과 같이, vm, rωm, √(2am·L1)중 최소치가 된다.

min(vm, rωm, √(2am·L1))

또한, 상기 식에 있어서, 암 신축속도에 관한 파라미터 vm, √(2am·L1)을 입력한 것은, 선회동작의 종료점인 점 2에서 상기
vm 또는 √(2am·L1)을 초과하면 종점 E에서 정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제 4 실시예에 있어서는, 점 1에서 점 2의 이동중에 게이트 밸브(6E)의 개방을 확인한 경우, 그 때의 상태가 감속중이라
면, 그 시점에서 감속동작을 정지하고 즉시 최고 가속도 dωm 에서의 가속종작을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시간이
보다 짧은 웨이퍼 반송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이 제 4 실시예에 있어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6E)의 개방의 확인을 개시하는 시기는 이송 소오스
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6S)를 공작물이 통과한 후의 시점이라면 언제라도 좋다.

다음에, 도 18에 따라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제 5 실시예에서는, 선회궤적을 게이트(6S)(6E)에 가까운 위치에 설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점 2 근방에서 게이트
(6e)를 향해 암 신장동작을 행한 경우, 게이트(6E)가 폐쇄된 경우에는 공작물이 게이트(6E)에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제 5 실시예에서는, 선회궤적 위의 소정의 위치 Qc에 공작물이 도달한 시점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6E)의 개방 확인을 개시하고, 게이트(6E)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서 게이트(6E)를 향하는 암의 신장동작을 개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공작물의 선회 궤적과 암 신장궤적이 교차하는 점 2를 공작물 정지점으로 하여 설정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작물이 점 2에 도달할 때까지 게이트(6E)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작물은 점 2에서 일단 정지
하고, 게이트(6E)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게이트(6E) 방향으로의 암 신장동작을 행하게 된다.

또한, 이 제 5 실시예에서는,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점 1 및 점 2 부근의 이동시에 적극적으로 지름길 궤적을 채용하
여, 공작물의 이송 거리를 가능한 한 짧아지도록 하여, 공작물 이송 시간의 단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는, 도 19에도 도시한 바와 같이, 시점 S에서 점 1(정확하게는 점 Qb) 까지 공작물을 구심방향으로 이
송하여 정지시키기 위한 암 후퇴동작에 관한 제 1의 속도 패턴 K1과, 점 1에서 정지하고 있는 공작물을 가속 선회하여 점
2에서 정지시키도록 하기 위한 제 2의 속도 패턴 K2와, 점 2(정확하게는, 점 Qc)로부터 종점 E까지 공작물을 원심방향으
로 이송하여 정지시키기 위한 암 신장동작에 관한 제 3의 속도 패턴 K3를 각각 준비하고, 이들을 중합(합성)함으로써, 시
점 S에서 종점 E에 이르는 속도 패턴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 19에 도시한 속도 패턴은 단지 일례를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제 1의 속도 패턴과 제 2의 속도 패턴을 합성하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공작물 중심이 게이트(6S)의 위치 Qa에
도달한 시점이 된다. 한편, 제 2의 소도 패턴과 제 3의 속도 패턴의 합성 위치는 고정되지 않고, 선회궤적 상의 점 Qc로부
터 점 2까지의 사이의 위치에서 게이트(6E)의 개방이 확인된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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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경우에는, 점 2에 정지점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 1 및 제 2의 속도 패턴은, 점 2에 정지하는 것이 가
능할 것, 암 신축 및 선회동작의 한계 속도를 상회하지 않을 것, 시스템의 한계 속도 Vlt 및 한계 가속도 alt를 상회하지 않
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장 단시간에 시점 S 및 종점 E 간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속도 패턴에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 3의 속도 패턴은 제 1의 속도 패턴과 동일한 패턴으로 한다.

또한, 이 경우에, 점 Qc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여 설정한다.

즉, 암 후퇴동작의 최고 가속도를 am으로 하고, 선회동작의 최고 가속도를 dωm으로 하고, 점 2 및 점 Qd 사이의 거리를
Ld로 하고, 점 2 및 점 Qc 사이의 거리를 Lc로 하면, 최고 가속도에서 점 2에서 점 Qd 까지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T는,

T = √(2·Ld/am)

이기 때문에, 이 시간 T의 사이에 점 2에서 선회궤적 위를 역방향으로 최고 선회 가속도 dωm을 가지고 선회하는 것이 가
능한 거리 Lc는, 점 Qc의 점 2로부터의 원호상의 거리로 하여 설정한다.

즉,

Lc = (Ld·dωm)/am

이다.

다음에, 이 제 5 실시예의 동작을 도 20의 흐름도에 따라 설명한다.

웨이퍼 이동 명령이 입력되면, 로봇 콘트롤러(40)는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 번호에 대응하는 속도 패
턴을 도시하지 않은 메모리로부터 읽어내고, 그 읽어낸 속도 패턴 K1에 따라 암을 후퇴동작시킨다 (단계 300). 또한, 통상
적으로 암 신축동작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및 제 3의 속도 패턴 K1, K3는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 번호
에 관계 없이 공통이며, 선회동작에 관한 제 2의 속도 패턴 K2가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번호에 따
라 다르다. 또한, 제 1 및 제 3의 속도 패턴 K1, K3도 공통이다.

다음에, 로봇 콘트롤러(40)는 공작물 이동개시후, 공작물이 게이트(6S)의 위치에 대응하는 소정의 점 Qa를 통과하는데 소
요되는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것을 검출하면 (단계 310), 암 후퇴동작에 관한 제 1의 속도 패턴 K1에 선회 동작에 고나한
제 2의 속도 패턴 K2를 합성하고, 이 합성된 속도 패턴에 따라 로봇을 구동함으로서 공작물을 점 Qa로부터 점 Qb를 향해
지름길 궤적을 따라 이송하고, 그 종점 Qb 및 Qc 사이를 선회 이동시킨다 (단계320).

다음에, 로봇 콘트롤러(40)는, 공작물이 점 Qc의 위치를 통과하는데 소용되는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것을 검출하면 (단계
330),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의 게이트 밸브 개폐 센서의 출력으로부터 그 게이트의 개방을 확인하고 (단계
340), 이 시점에서 그 게이트의 개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선회동작에 관한 제 2의 속도 패턴 K2에 암 신장동
작에 관한 제 3의 속도 패턴 K3를 합성하고, 이 합성된 속도 패턴에 따라 로봇을 구동함으로써, 공작물을 점 Qc로부터 점
Qd를 향해 지름길 궤적을 따라 이송하고, 그 후 점 Qd 및 종점 E 사이를 직선 이동시킨다 (단계 370). 이 경우, 공작물은
도 18의 루트 R1위를 이동하게 된다.

한편, 공작물이 점 Qc에 도달한 때에는,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의 개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대로 제
2의 속도 패턴에 따라 선회동작을 속행시킨다. 또한, 이 선회동작에 병행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의 게이
트 밸브 개폐 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그 게이트의 개방을 상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계 350, 360), 그 게이트의 개
방을 확인한 시점에서 선회동작에 관한 제 2의 속도 패턴 K2에 암 신장동작에 관한 제 3의 속도 패턴 K3를 합성하고, 이
합성된 속도 패턴에 따라 로봇을 구동한다 (단계 370).

따라서, 상기 게이트의 개방을 확인한 시점이 도 19의 Qc' 시점인 경우, 공작물은 도 18의 루트 R2를 따라 이송되게 되고,
또한 그 게이트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이 도 19의 Qc" 시점인 경우, 공작물은 도 18의 루트 R3를 따라 이송되게 된다. 게다
가, 공작물이 선회속도 패턴에 따라 점 2에서 정지한 후에, 상기 게이트의 개방이 확인된 경우에, 공작물은 점 2까지 선회
하고 여기서 일시 정지한 후에, 점 2에서 종점 E를 향해 직선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제 5 실시예에서는,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선회운동의 속도 패턴과
암 신장운동의 속도 패턴을 합성하고, 이 합성 속도 패턴에 의해 속도 제어를 행함으로써, 상기 점 2에서 공작물을 힘껏 정
지시킴이 없이 공작물의 게이트로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작물이 실제로 정지하는 확률이 줄어듬
과 더불어 로봇이 완전히 정지한 속도 0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진 상태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가속동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제 5 실시예에서는, 속도 패턴의 합성에 의해 게이트로의 충돌 회피 제어를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의 이
송경로에 관하여 사전 갖추고 있는 속도 패턴은 3개의 속도 패턴으로 좋아지고, 메모리 용량을 절약할 수 있음을 물론, 그
제어 구성이 간단해진다.

또한, 상기 제 5 실시예에 있어서, 제 1의 속도 패턴과 제 3의 속도 패턴을 합성하는 위치는, 점 Qa에 한정되지 않으며, 점
Qa 및 점 1 사이의 위치라면 임의의 위치를 설정하여도 좋다. 또한, 제 2의 속도 패턴과 제 3의 속도 패턴의 합성을 개시하
는 위치도 전술한 조건식에서 구해진 거리 Lc에 의해 결정되는 점 Qc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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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점 Qa, 점 Qc를 공작물이 통과한 것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 이들 점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것을 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작물의 위치를 직접 구하여 상기 점을 통과한 것을 판단하도록 하
여도 좋다.

또한, 상기 제 5 실시예에 있어서, 정지점은 점 2에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 선회궤적위의 임의의 점을 정지점으로 하여 설
정하여도 좋다.

게다가, 이 제 5 실시예의 발상을 앞서의 제 2 실시예 또는 제 3 실시예에 대해 적용하여도 좋다.

다음에, 도 2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 제 6 실시예에서는, 앞서의 제 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공작물 이송 궤적의 속도 패턴을 암 신축동작과 선회동작의 합성
에 의해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기준경로 이동용의 속도 패턴과, 공작물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에 충돌하는 것을 회피시키기 위한 후퇴경로용의 속도 패턴과, 이 후퇴경로로부터 기본경로로 복귀시키기 위한 복귀경로
용의 속도 패턴을 각 이송경로 마다에 (이송 거리가 다른 경로 마다에) 미리 설정해 놓고, 공작물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
임버의 게이트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퇴경로 및 복귀경로를 이송시킴으로써 기준경로와는 다른 경로 위를 공작물이 이송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준경로 위의 2개의 지름길 경로는, 직선에 의한 의사 원호 보간으로 경로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제 6 실시예에 있어서, 기준 경로 M은 시점 S → 점 Qa → 점 Qb → 점 Qc → 점 Qd → 종점 E를 묶는 경로이며, 또
한 후퇴경로 N은 점 Qc로부터 정지점 2에 이르는 경로이며, 또한 복귀 경로는 상기 후퇴경로로부터 기준경로로 복귀하는
J1, J2 등의 경로이다.

즉, 이 제 6 실시예에 있어서도, 앞서의 제 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점 Qc에 있어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6E)의 개방의 확인을 개시하고, 이 점 Qc에서 게이트(6E)의 개방을 확인한 경우에는, 통상의 기준경로 M을 따라 공작물
을 이송시키지만, 점 Qc에서 게이트(6E)의 개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설정된 복귀경로 N 위를 공작물이 이송되
도록 한다. 그리고, 이 복귀경로 N을 이송중에 게이트(6E)의 개방을 확인한 시점에서, 그 확인된 위치에 대응하여 사전 설
정되어 있는 복귀경로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복귀경로를 따라 공작물을 이송시킨다. 공작물이 정지점 2에 정지한 후에,
상기 게이트(6E)의 개방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작물은 정지점 2까지 이송되고 여기서 일시 정지한 후에, 종점 E를 향해 직
선이동하게 된다.

즉, 이 제 6 실시예의 이송동작은 결과적으로는 앞서의 제 5 실시예와 동일하지만, 그 이송동작을 행하기 위한 속도제어의
방법은 다르다.

이와 같이 이 제 6 실시예에서는, 정지점에서 공작물을 힘껏 정지시킴이 없이 게이트로의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기 때
문에, 공작물이 실제로 정지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로봇이 완전히 정지한 속도 0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속
도를 갖춘 상태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로의 가속동작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보다 효율이 좋은 웨이퍼 반송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6 실시예에 있어서도,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의 개방을 확인개시하는 위치 Qc와 정지점 2와는
다른 임의의 위치로 설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더욱이, 상기 각각의 실시예에서는, 웨이퍼를 손에 올려 놓도록 하고 있으나, 진공 흡반 등에 의해 웨이퍼를 지지하도록 하
여도 좋다.

또한, 상기 각각의 실시예에서는, 개구리 다리형 로봇을 이용하고 있으나, 기타의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각각의 실시예에서는, 점 1 및 점 2 사이를 로봇의 선회동작에 의해 웨이퍼 반송을 행하도록 하였으나, 암의 이동에
의해 점 1 및 점 2 사이에서 웨이퍼 반송을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을 웨이퍼를 가공하는 제조장치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기타의 액정표시장치(LCD) 등
의 공작물을 제조하는 제조장치에 본 발명을 적용하여도 좋다.

게다가, 상기 실시예에서는, 이송 체임버의 주위에 처리 체임버를 설치한 시스템에 본 발명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송
체임버에 인접하여 복수의 처리 체임버가 병렬 설치된 시스템에 본 발명을 적용하여도 좋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공작물 반송 로봇을 설치한 1개의 이송 체임버의 주위에 복수의 처리 체임버를 배치하고, 공작물 반송 로봇에 의해 웨이퍼
또는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공작물을 어떤 처리 체임버에서 다른 처리 체임버로 반송하는 멀티 체임버형 가공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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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한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
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을 구비한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그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
상기 이송 체임버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경유하는 소정의 이동궤적을 따라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갖추고,

이송이 이루어질 때,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궤적 위에서, 공작물이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이송 체임버로의 이동동작으로부터 이송 체임버 내의
이동동작으로 이행하는 제 1의 점과, 상기 이송 체임버 내의 이동 동작으로부터 이송 체임버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
버로의 이동동작으로 이행하는 제 2의 점을 설정하고,

상기 공작물의 이송거리와 상기 개폐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궤적 위의 상기 제 2의 점에 공작물이 도달한 시점에 이송
목적지인 게이트 밸브의 개방이 종료되고, 제 1의 점에서 제 2의 점까지의 이송시간이 상기 개폐시간 이상의 최단시간이
되도록 상기 이동궤적 위의 속도 패턴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속도 패턴에 따라 공작물 반송 로봇을 속도 제어하는 속도제
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제어수단은 상기 제 1의 점 및 제 2의 점에서의 이동속도가 로봇의 한계속도 및 그 시스템의 제
약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최대값이 되도록 상기 이동궤적 위의 속도 패턴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
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궤적 위의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앞에 공작물을 정지시키는 소정의 정지
점을 설정하고,

상기 공작물 가공장치에 상기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 센서를 또한 설치하고,

상기 속도 제어수단은 상기 제 2의 점에서의 이동속도가 상기 정지점에 공작물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상기 제 1의
점에서의 이동속도가 상기 제 2의 점에서의 이동속도로 감속할 수 있도록 상기 이동궤적 위의 속도 패턴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속도 패턴에 따라 공작물 반송 로봇을 속도제어하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개폐 센서의 출력에 의해 상기 제 2의 점에 로봇이 도달한 시점에 이송 목적지인 처
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판정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이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때에는 상기 정지점에서 정지시키지
않고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반송함과 더불어,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
단의 폐쇄가 확인된 때에는 상기 정지점에서 정지시키도록 로봇의 속도제어를 행하는 정지제어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점을 공작물이 통과한 후에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개폐 센서의 출력에 의
하여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 상태를 항상 판정하는 제 2의 개폐판정수단과, 상기 제 2의 점
에 공작물이 도달하기 전에 상기 제 2의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이 닫힌 것으로 판
정되면, 이 판정시점에서 감속 동작을 행하는 경우에는 즉각 감속을 정지하고 가속 동작을 실행시키는 가감속 절환 제어수
단을 또한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가감속 절환 제어수단에 의한 가속동작은 로봇의 한계속도 및 그 시스템의 제어 속도를 초과하지 않
도록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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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하여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
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센서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그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
상기 이송 체임버,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경유하는 소정의 이동궤적을 따라 이송 목적지인 처리
실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고,

이송할 때에,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에 공작물이 도달하기 전의 이동궤적 위의 소정의 위치에 정지점을 미리 설
정함과 더불어, 상기 정지점보다 앞의 이동궤적 위의 소정의 위치에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
를 확인하는 확인점을 미리 설정하고,

상기 정지점에 공작물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한속도로 상기 확인점에서의 속도가 설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
기 이동궤적 위의 공작물 이동시간이 최단시간이 되도록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의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이동속도 패턴이 사전 설정되고, 이 설정된 이동속도 패턴에 따라 공작물 반송 로봇을 속도 제
어하는 제 1의 속도제어수단과,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개폐 센서의 출력에 의해 상기 확인점을 공작물이 통과한 시점에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판정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이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때에는 상기 제 1의 속도제어수단에
설정된 이동속도 패턴에 따라 공작물을 상기 정지점까지 정지시키지 않고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반송함과 아울
러,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가 확인된 때에는 상기 정지점에서 정지시
키도록 로봇의 속도 제어를 행하는 제 2의 속도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공작물이 통과한 후에,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
버의 게이트 개폐 센서의 출력에 의해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항상 판정하는 제 2의
개폐판정수단과,

상기 확인점에 도달하기 전에, 상기 제 2의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이 열린 것으로
판정되면, 그 판정시점에서 감속동작을 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속을 정지하고 가속 동작을 실행시키는 가감속 절환 제어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가감속 절환 제어수단에 의한 가속동작은 로봇의 한계속도 및 그 시스템의 제어 속도를 초과하지 않
도록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9.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하여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 검출센서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처리 체임버와 상기 이송 체임버 사이의 공작물 이동에 관한 제 1의 이동운동 및 상기 이송 체임버 내에서의 공작물
이동동작에 관한 제 2의 이동운동이 가능한 공작물 지지용 암을 갖추고,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에 의해 그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키고 이
송 체임버 안까지 이송 시키고, 다음에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에 의해 공작물을 이송 체임버 내로 이송하고, 상기 제 1의 이
동운동에 의해 이송 체임버 내에 있는 공작물을 이송 목적지인 이송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켜 이동 목적지인 이송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며,

이송할 때에,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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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의 이동운동에 관한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의 제 1의 속도 패턴과 상기 제2의 이동운동에 이어서 행해지는 이송
체임버 내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의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에 관한 제 2의 속
도 패턴이 각각 사전 설정되는 속도 패턴 설정수단과,

상기 제2의 이동운동에 의한 궤적 도중의 소정의 위치를 확인 개시점으로 하고, 이 확인 개시점을 로봇이 통과한 시점에서
상기 게이트 개폐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의 판정을 개시하는 개폐판정
수단과,

이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과 제 2
의 속도 패턴을 중합시키는 속도 패턴 발생수단과,

상기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확인 개시점까지의 공작물 이동에 관해서는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상기 확인 개
시점으로부터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는 상기 속도 패턴 발생수단으로부터 발생된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속도 패턴에 따라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속도 제어를 행하는 로봇 구동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
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10.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하여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 검출센서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처리 체임버와 상기 이송 체임버 사이의 공작물 이동에 관한 제 1의 이동운동 및 상기 이송 체임버 내에서의 공작물
이동동작에 관한 제 2의 이동운동이 가능한 공작물 지지용 암을 갖추고,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에 의해 그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키고 이
송 체임버 안까지 이송 시키고, 다음에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에 의해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에 위치하는 공작물을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의 위치까지 이송하고, 상
기 제 1의 이동운동에 의해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의 위치에 있는 공작물을 이송
목적지인 이송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켜 이동 목적지인 이송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며,

이송할 때에,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2의 이동운동과 상기 이송 체임버로부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로의 제 1의 이동운동이 교차하는 교차점 까
지의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의 제 1의 속도 패턴과, 상기 교차점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
임버까지의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의 제 2의 속도 패턴이 각각 사전 설정되는 속도 패턴 설정수
단과,

상기 제2의 이동운동에 의한 궤적 도중의 소정의 위치를 확인 개시점으로 하고, 이 확인 개시점을 로봇이 통과한 시점에서
상기 게이트 개폐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의 판정을 개시하는 개폐판정
수단과,

이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과 제 2
의 속도 패턴을 중합시키는 속도 패턴 발생수단과,

상기 이송 체임버 내의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 위치로부터 상기 확인 개시점까지는 상기 제 1의 속도 패
턴을 선택하고, 상기 확인 개시점으로부터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는 상기 속도 패턴 발생수단으로부터 발생
된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속도 패턴에 따라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속도 제어를 행하는 로봇 구동수단을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11.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패턴 설정수단에 설정되는 제 1 및 제 2 속도 패턴의 가감속동작은, 로봇의 한계
속도 및 그 시스템의 제어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최대 가속도 및 최대 감속도가 채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12.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하여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 센서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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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처리 체임버와 상기 이송 체임버 간의 공작물 이동에 관한 제 1의 이동운동 및 상기 이송 체임버 내에서의 공작물 이
동동작에 관한 제 2의 이동운동이 가능한 공작물 지지용의 암을 갖추고,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서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에 의해 그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켜 이송
체임버 안까지 이동시키고, 다음에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에 의해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대
략 정면에 위치하는 공작물을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의 위치까지 이송하고,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에 의해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의 위치에 있는 공작물을 이송 목
적지인 이송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켜 이동 목적지인 이송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며,

이송할 때에,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상기 이송 체임버로의 상기 제 1의 이동운동과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이 교차하는
제 1의 교차점까지의 제 1의 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에 대한 제 1의 속도 패턴과, 이 제 1의 교차점에서 상기
제 2의 이동운동과 상기 이송 체임버로부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로의 제 1의 이동운동이 교차하는 제 2의 교차점까
지의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에 대한 제 2의 속도 패턴과, 상기 제 2의 교차점으로부터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의 상기 제 1의 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에 대한 제 3의 속도 패턴이 각각 사전에 설
정되는 속도 패턴 설정수단과, 상기 이송경로상의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과 상기 제 1의 교차점 사이에
사전 설정된 소정의 위치를 공작물이 통과한 시점에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과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을 중합하는 제 1의 속
도 패턴 발생수단과, 상기 제 2의 이동운동에 의한 궤적 도중의 소정의 위치를 확인 개시점으로 하고, 이 확인 개시점을 로
봇이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게이트 개폐 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의
판정을 개시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이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과 제 3
의 속도 패턴을 중합한 제 2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과,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상기 확인 개시점까지는, 상
기 제1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확인 개시점으로부터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는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속도 패턴에 따라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속도 제어를 행하는 로봇 구동수단
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13.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하여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 센서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선회동작과 구심방향 및 원심방향으로의 직선 이동동작이 가능한 공작물 지지용의 암을 갖추고,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서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상기 구심방향으로의 직선이동동작에 의해 그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
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켜 이송 체임버 안까지 이동시키고, 다음에 상기 선회동작에 의해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
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에 위치하는 공작물을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
면의 위치까지 이송하고, 상기 원심방향으로의 직선이동동작에 의해 이송 체임버 내의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대략 정면의 위치에 있는 공작물을 이송 목적지인 이송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통과시켜 이동 목적지인 이송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며,

이송할 때에,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상기 구심방향으로의 직선이동운동과 상기 선회운동이 교차하는 제 1의 교차점까
지의 상기 구심방향으로의 직선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에 대한 제 1의 속도 패턴과, 이 제 1의 교차점에서 상
기 선회운동과 상기 원심방향으로의 직선이동운동이 교차하는 제 2의 교차점까지의 상기 선회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
까지에 대한 제 2의 속도 패턴과, 상기 제 2의 교차점으로부터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의 상기 원심방향으로
의 직선이동운동의 가속에서 감속정지까지에 대한 제 3의 속도 패턴이 각각 사전에 설정되는 속도 패턴 설정수단과,

상기 이송경로상의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과 상기 제 1의 교차점 사이에 사전 설정된 소정의 위치를 공
작물이 통과한 시점에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과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을 중합하는 제 1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과,

상기 선회 궤적 도중의 소정의 위치를 확인 개시점으로 하고, 이 확인 개시점을 로봇이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게이트
개폐 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의 판정을 개시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이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과 제 3
의 속도 패턴을 중합한 제 2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과,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상기 확인 개시점까지는, 상기 제1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을 선택하고, 상기 확인
개시점으로부터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는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속도 패턴
에 따라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속도 제어를 행하는 로봇 구동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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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 발생수단에서 설정되는 상기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과 상기 제 1의 교차점과의 사이의 소정의 위치는, 상기 게이트 수단의 설치 위치에 근접한 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15.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패턴 설정수단에 설정되는 제 1, 제 2 및 제 3의 속도 패턴의 가감속동작은, 로봇
의 한계속도 및 그 시스템의 제어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최대 가속도 및 최대 감속도가 채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16.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하여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와 이송 체임버의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
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센서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서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그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
단, 상기 이송 체임버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경유한 소정의 이동궤적 위를 따라 이송 목적지인 처
리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며,

이송할 때,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하
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궤적 위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에 공작물이 접촉하기 전의 위치에 이송 목적지인 처
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의 확인을 개시하는 확인 개시점을 사전에 설정함과 더불어, 이 확인 개시점을 시점으
로 하여 상기 이동궤적과는 다른 소정의 후퇴경로를 사전 설정함과 더불어,

상기 확인 개시점을 로봇이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게이트 개폐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의 판정을 개시하는 개폐판정수단과,

상기 확인 개시점을 공작물이 통과한 때에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때에는 상기 이동궤적 위를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공작물을 이동시킴과 아울러, 상기 확인 개시점을 공작
물이 통과하였을 때에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
는 상기 후퇴경로를 선택하여 공작물을 이동시키고, 상기 후퇴경로 위에서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방이 확인된 시점에서 상기 이동궤적에 복귀시키도록 공작물 반송 로봇을 속도 제어하는 속도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17.

공작물 반송 로봇이 설치되는 이송 체임버와, 이 이송 체임버에 인접 배치되어 공작물에 대해 각종 가공처리를 행하는 복
수의 처리 체임버와, 이들 각각의 처리 체임버 및 이송 체임버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게이트 수단과, 이들 복수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를 각각 검출하는 게이트 개폐검출센서를 갖춘 공작물 가공장치와,

상기 복수의 처리 체임버 중에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에 있는 공작물을 그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
상기 이송 체임버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을 경유하는 소정의 기준 이동궤적 위를 따라 이송 목적지
인 처리 체임버까지 이송하는 공작물 반송 로봇을 구비하며,

이송할 때에, 상기 이송 소오스 및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폐쇄 및 개방 동작에 소정의 개폐시간을 요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준 이동궤적 위에서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에 공작물이 접촉하는 앞의 위치에 이송 목적지
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상태의 확인을 개시하는 확인 개시점을 사전 설정함과 더불어, 이 확인 개시점을 시
점으로 하고 또한 사전 설정된 소정의 정지점까지 연장된 상기 기준 이동궤적과는 다른 소정의 후퇴경로와, 이 후퇴경로상
의 각 위치로부터 상기 기준 경로에 복귀하는 복수의 다른 복귀경로를 사전 설정함과 아울러,

상기 확인 개시점을 로봇이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게이트 개폐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트 수단의 개폐의 판정을 개시하는 개폐판정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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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 이동궤적 위를 이송 소오스인 처리 체임버로부터 상기 확인 개시점까지 공작물을 이동시키는 제 1의 속도 패턴
과, 상기 기준 이동궤적 위를 상기 확인 개시점으로부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까지 공작물을 이동시키는 제 2의 속도
패턴과, 상기 확인 개시점으로부터 상기 후퇴경로 및 상기 복귀경로를 경유하여 상기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에 이르는
복수의 제 3의 속도 패턴이 각각 설정되는 속도 패턴 설정수단과,

상기 이송 소오스 처리 체임버로부터 상기 확인 개시점까지는, 상기 제 1의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상기 확인 개시점에서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개방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기 제 2의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상기
확인 개시점에서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개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제 3의 속
도 패턴을 선택하고, 이들 선택된 속도 패턴에 따라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의 속도 제어를 행하는 로봇 구동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 구동수단은 상기 확인개시점에서 상기 개폐판정수단에 의해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개
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복수의 제 3의 속도 패턴 중에서 개폐판정수단에서 이송 목적지인 처리 체임버의 게이
트 수단의 개방을 확인한 다른 지점에 대응하는 속도 패턴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속도 패턴에 따라 상기 공작물 반송 로봇
의 속도 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물 반송 시스템의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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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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