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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 라벨접착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자동 라벨접착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캔형 이차전지의 외부에 부착되는 라벨을 자동으로 부착

할 수 있는 자동 라벨접착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자동 라벨접착장치에 의하면 전지에 라벨이 붙는 위치가 일정하고 전지와 라벨사이에 기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외관품질이 우수한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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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이 롤 상태로 감겨져 있는 라벨롤에서 라벨을 하나씩 공급하는 라벨공급부와, 상기 라벨공급부에서 공급된 라벨을 이

송하는 라벨이송부를 구비하는 라벨공급유닛;

전지를 공급하는 전지공급부와 상기 공급된 전지를 이송하는 전지이송부를 구비하는 전지공급유닛; 및

상기 전지공급유닛에서 이송되는 전지가 안착되는 전지안착대와, 상기 전지안착대에 안착된 전지의 상면에 상기 라벨공급

유닛에서 이송되는 라벨을 접착시키는 상면접착부와, 전지의 측면에 라벨을 접착시키는 측면접착부 및 상기 측면접착부에

의하여 이송된 전지의 하면에 라벨을 접착시키는 하면접착부를 포함하는 라벨접착유닛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공급부는

라벨롤이 장착되는 상부권취롤과, 라벨이 제거된 쉬트가 권취되는 하부권취롤과, 상기 상부권취롤과 하부권취롤 사이에

설치되어 라벨이 부착된 쉬트를 지지하는 적어도 1개의 롤바와, 상기 롤바 중 하나의 하부에 설치되어 일단에서 상기 쉬트

를 지지하면서 라벨을 쉬트에서 분리하는 수평대 및 수평대의 일단에 설치되어 분리되는 라벨이 안착되는 라벨안착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안착대는 블록 형상으로 상면의 양측부에 고정되어 라벨이 안착되는 접착대와 상면에 형성된 다수의 공기공급홀

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라벨접착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안착대는 소정위치에 설치되어 라벨이 안착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라벨센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5.

제 2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이송부는 상기 라벨안착대에 안착된 라벨을 흡착하는 흡착블록과 상기 흡착블록을 상기 라벨접착유닛으로 이송

하는 블록이송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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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흡착블록은 블록형상으로 하면에서 상부로 형성되는 흡착홀과 양측면에서 관통되며 상기 흡착홀과 연결되는 수평홀

이 형성되며, 상기 수평홀에는 각각 진공장치와 공압장치가 연결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이송수단은

상기 흡착블록을 수평으로 이송시키는 블록수평이송수단과 상기 흡착블록을 상하로 이송시키는 블록수직이송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지공급부는 전지를 외부로부터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와 공급되는 전지가 일정한 위치에 정지되도록 하는 가이드

판 및 스토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전지공급부는 상기 스토퍼의 전단에 설치되어 전지가 공급되었는지를 감지하는 전지센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전지이송부는

하면에 전지흡착홀이 형성되어 상기 전지공급부에 공급된 전지를 흡착하여 들어올리는 흡착판과 상기 흡착판을 상하로 이

송시키는 흡착판상하이송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흡착판상하이송수단은 상기 라벨이송부의 블록수평이송수단에 결합되어

수평 이송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흡착판은 고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59821

- 3 -



상기 전지안착대는

상기 전지공급유닛에서 공급되는 전지가 상면에 안착되는 안착판과 상기 안착된 전지를 라벨접착위치로 이동시키는 밀대

및 이동되는 전지가 라벨접착위치로 이동되도록 안내하는 안착가이드판 및 안착스토퍼를 포함하여 형성되며, 상기 라벨공

급유닛과 전지공급유닛의 사이의 소정위치에 설치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13.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접착부는

상기 라벨이송부의 블록수평이송수단에 결합되며, 전지의 상면에 접촉되어 이동하면서 상면에 라벨을 접착시키는 상면접

착판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접착부는

상기 상면접착판에 인접하여 형성되며 전지 상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상면청소솔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

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15.

제 13항 또는 14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접착판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16.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접착부는

간격이 조정되는 두 개의 본체판과 상기 본체판의 하면에 돌출되어 형성되어 내측면 사이에 전지가 삽입되면서 전지의 측

면에 라벨이 접착되도록 하는 접착가이드 및 상하구동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라벨이송부의 블록수평이송수단에 결합되어

수평으로 이동 가능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청구항 17.

제 1항, 제 12항, 제 13항, 제 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면접착부는 전지의 하면에 접착하면서 이동하여 전지의 하면에 라벨의 나머지를 접착시키는 하면접착판이 한 쌍으

로 형성되며, 상기 각 하면접착판은 서로 전지의 양측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전지의 하면에 라벨을 접착시키

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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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하면접착부는 상기 하면접착판에 인접하여 형성되며, 전지 하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하면청소솔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라벨접착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 라벨접착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캔형 이차전지의 외부에 부착되는 라벨을 자동으로 부착

할 수 있는 자동 라벨접착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하고 소형 및 대용량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근래에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근래에 개발되고

사용되는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니켈수소(Ni-MH)전지와 리튬(Li)전지 및 리튬이온(Li-ion)전지가 있다.

이들 이차 전지는 베어셀과 회로부로 구성되며, 베어셀의 대부분은 양극, 음극 및 세퍼레이터로 이루어진 전극조립체를 통

상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캔에 수납하고, 캔을 캡조립체로 마감한 뒤, 캔 내부에 전해액을 주입하고

밀봉함으로써 형성된다. 캔은 철재로 형성될 수 있으나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형성하게 되면 알루미늄의 가벼

운 속성으로 전지의 경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고전압하에서 장시간 사용할 때에도 부식되지 않는 등 유리한 점이 있다.

이차 전지에는 충전된 상태에서 혹은 충전하는 과정에서 전지 자체의 이상으로 인한 발화나 폭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포함하는 회로부가 구비된다. 회로부는 통상 리드 플레이트(lead plate)라 불리는 도체구조에 의해 베어셀의

양극 단자 및 음극 단자와 연결된다. 이들 회로부는 안전장치에 의해서 전지의 고온 상승이나, 과도한 충방전 등으로 전지

의 전압이 급상승하는 등의 경우에 전류를 차단해 전지의 파열, 발화 등 위험을 방지하게 한다. 안전장치로서 베어셀에 연

결되는 것으로는 이상 전류나 전압을 감지하여 전류 흐름을 막는 보호회로, 이상 전류에 의한 과열로 작동하는 PTC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소자, 바이메탈 등이 있다.

상기 베어셀과 안전 장치 등을 포함하는 회로부가 성형 수지로 결합된 상태의 이차 전지는 하부에 별도의 하부커버가 결합

되고 다시 외부에 최종 라벨이 포장되어 완성된 외관을 갖춘 이차 전지를 이루게 된다.

도 1은 캔형 리튬이온 이차전지에 라벨이 포장되는 조립사시도를 나타낸다.

도 1을 참조하면, 캔형 리튬이온 이차전지(1)는 베어셀(10)의 상단에는 보호회로 등 안전장치가 수지에 의하여 몰딩된 회

로부(20)가 배치된다. 회로부가 성형 수지로 충전할 때 성형 수지가 보호회로 기판의 바깥 면까지 덮을 수 있으나 전지의

외부 입출력 단자(16, 17)는 외부로 노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베어셀(10)의 하부에는 폴리머 등 절연체로 형성된 하부커

버(30)가 결합된다. 하부커버(30)는 상부가 개방된 박스 형상으로 상부가 베어셀(10)의 하단으로 삽입되어 베어셀(10)의

하부에 하부커버(30)의 각 내면이 밀착되도록 결합된다.

상기 하부커버(30)가 결합된 베어셀(10)은 다시 외면을 비닐, 폴리머 등으로 형성되며 베어셀의 표면을 보호하고 필요한

제품명이 기입된 라벨(40)로 포장하여 전지의 외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베어셀을 외부와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게된다.

종래에는 상기 이차전지의 베어셀에 라벨을 부착할 때 수동으로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사람

이 손으로 베어셀의 일면에 라벨의 소정부분을 붙이고 다시 베어셀을 뒤집어서 나머지 부분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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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베어셀에 라벨이 붙는 위치가 일정하기 않으며, 붙은 부위에도 라벨과 베어셀 사이에 기포가 존재하는 등 외관

불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람이 하나씩 라벨을 붙이게 되므로 작업인원과 작업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

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은 캔형 이차전지의 외부에 부착되는 라벨을 자동으로 부착할 수 있

는 자동 라벨접착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자동 라벨접착장치는 라벨이 롤 상태로 감겨져 있는 라벨롤에서 라벨을 하나

씩 공급하는 라벨공급부와, 상기 라벨공급부에서 공급된 라벨을 이송하는 라벨이송부를 구비하는 라벨공급유닛와; 전지를

공급하는 전지공급부와 상기 공급된 전지를 이송하는 전지이송부를 구비하는 전지공급유닛; 및 상기 전지공급유닛에서 이

송되는 전지가 안착되는 전지안착대와, 상기 전지안착대에 안착된 전지의 상면에 상기 라벨공급유닛에서 이송되는 라벨을

접착시키는 상면접착부와, 전지의 측면에 라벨을 접착시키는 측면접착부 및 상기 측면접착부에 의하여 이송된 전지의 하

면에 라벨을 접착시키는 하면접착부를 포함하는 라벨접착유닛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라벨공급부는 라벨롤이 장착되는 상부권취롤과, 라벨이 제거된 쉬트가 권취되는 하부권취롤과, 상

기 상부권취롤과 하부권취롤 사이에 설치되어 라벨이 부착된 쉬트를 지지하는 적어도 1개의 롤바와, 상기 롤바 중 하나의

하부에 설치되어 일단에서 상기 쉬트를 지지하면서 라벨을 쉬트에서 분리하는 수평대 및 수평대의 일단에 설치되어 분리

되는 라벨이 안착되는 라벨안착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라벨안착대는 블록 형상으로 상면의 양측부에 고정되어 라벨이 안착되는 접착대와 상면에 형성된

다수의 공기공급홀을 구비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라벨안착대는 소정위치에 설치되어 라벨이 안착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라벨센서를 더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라벨이송부는 상기 라벨안착대에 안착된 라벨을 흡착하는 흡착블록과 상기 흡착블록을 상기 라벨

접착유닛으로 이송하는 블록이송수단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흡착블록은 블록형상으로 하면에서 상부로 형성되는 흡착홀과 양측면에서 관통되며 상기 흡착홀과

연결되는 수평홀이 형성되며, 상기 수평홀에는 각각 진공장치와 공압장치가 연결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블록이송수단은 상기 흡착블록을 수평으로 이송시키는 블록수평이송수단과 상기 흡착블록을 상하

로 이송시키는 블록수직이송수단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전지공급부는 전지를 외부로부터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와 공급되는 전지가 일정한 위치에 정지되

도록 하는 가이드판 및 스토퍼를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전지공급부는 상기 스토퍼의 전단에 설치되어 전지가 공급되었는지를 감지하는 전지센서를 더 포

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전지이송부는 하면에 전지흡착홀이 형성되어 상기 전지공급부에 공급된 전지를 흡착하여 들어올리

는 흡착판과 상기 흡착판을 상하로 이송시키는 흡착판상하이송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흡착판상하이송수단은 상기 라벨이

송부의 블록수평이송수단에 결합되어 수평 이송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전지안착대는 상기 전지공급유닛에서 공급되는 전지가 상면에 안착되는 안착판과 상기 안착된 전

지를 라벨접착위치로 이동시키는 밀대 및 이동되는 전지가 라벨접착위치로 이동되도록 안내하는 안착가이드판 및 안착스

토퍼를 포함하여 형성되며, 상기 라벨공급유닛과 전지공급유닛의 사이의 소정위치에 설치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상면접착부는 상기 라벨이송부의 블록수평이송수단에 결합되며, 전지의 상면에 접촉되어 이동하면

서 상면에 라벨을 접착시키는 상면접착판을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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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상면접착부는 상기 상면접착판에 인접하여 형성되며 전지 상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상면청소솔을

더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상면접착판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측면접착부는 간격이 조정되는 두 개의 본체판과 상기 본체판의 하면에 돌출되어 형성되어 내측면

사이에 전지가 삽입되면서 전지의 측면에 라벨이 접착되도록 하는 접착가이드 및 상하구동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블록수

평이송수단에 결합되어 수평으로 이동 가능하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하면접착부는 전지의 하면에 접착하면서 이동하여 전지의 하면에 라벨의 나머지를 접착시키는 하

면접착판이 한 쌍으로 형성되며, 상기 각 하면접착판은 서로 전지의 양측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전지의 하면

에 라벨을 접착시키도록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하면접착부는 상기 하면접착판에 인접하여 형성되며, 전지 하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하면청소솔

을 더 포함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라벨접착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를 나타낸다. 도 3a는 라벨공급유닛의 사시도를 나타낸다. 도

3b는 라벨공급유닛의 라벨안착대의 사시도를 나타낸다. 도 4는 라벨이송부에 장착되는 흡착블록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도 5는 전지공급유닛의 사시도를 나타낸다. 도 6은 라벨접착유닛의 사시도를 나타낸다. 도 7은 라벨접착유닛에 안착된 전

지에 라벨이송부에서 라벨이 공급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8은 라벨접착유닛에서 전지의 상면에 라벨이 접착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9는 라벨접착유닛에서 전지의 하면에 라벨이 접착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

다.

본 발명에 따른 자동 라벨접착장치는, 도 2를 참조하여 보면, 라벨공급유닛(100)과 전지공급유닛(200) 및 라벨접착유닛

(300)을 포함하여 형성된다.

상기 라벨공급유닛(100)은, 도 3을 참조하여 보면, 롤 상태로 감겨져 있는 라벨을 하나씩 공급하는 라벨공급부(110)와, 상

기 라벨공급부(110)에 공급된 라벨을 이송하는 라벨이송부(150)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상기 라벨공급부(110)는 2개의 권취롤(112a, 112b)과 적어도 1개의 롤바(114)와 수평대(116) 및 라벨안착대(118)를 구

비하여 형성된다. 또한 라벨공급부(110)에는 라벨안착대(118)에 라벨이 안착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라벨센서(124)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권취롤(112a, 112b)은 상부권취롤(112a)과 하부권취롤(112b)로 구성된다. 라벨이 쉬트(111a)에 부착되어 롤 상태

로 감겨져 있는 라벨롤(111)은 상부권취롤(112a)에 장착되고, 상부권취롤(112a)의 회전에 의하여 라벨롤(111)이 풀리면

서 라벨이 없는 쉬트(111a)는 하부권취롤(112b)에 다시 권취된다. 상부권취롤(112a)과 하부권취롤(112b)은 상하로 소정

거리 이격되어 설치된다.

상기 롤바(114)는 소정지름을 갖는 봉이 별도의 프레임(119)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며, 상부권취롤(112a)과 하부권취롤

(112b) 사이의 측부에 설치된다. 상기 롤바(114)는 상기 상부권취롤(112a)에 장착된 라벨롤(111)에서 풀려서 하부권취롤

(112b)로 다시 권취되는 쉬트(111a)를 지지하여 라벨이 부착된 쉬트(111a)가 접히지 않고 상기 수평대(116)로 이송되도

록 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롤바(114)는, 도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가 사용되었으나 권취롤(112)과 롤바(114)의 배

치에 따라서는 더 많은 수의 롤바가 설치되거나 더 적은 수의 롤바(114)가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들어 롤바

(114)가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는, 도3a를 참조하며 보면, 상부에서 세 번째 설치된 롤바(114c)만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수평대(116)는 판상으로, 상기 롤바(114) 중 하나(114c)의 하면에 접하여 수평으로 형성된다. 수평대(116)는 롤바

(114c)에서 공급되는 쉬트(111a)가 라벨이 상부에 오도록 하여 수평대(116)의 상면에서 하면으로 이송되도록 지지하면

서, 쉬트(40)가 수평대(116)의 상면에서 하면으로 이송될 때 수평대(116)의 끝단에서 라벨이 쉬트(111)에서 분리되어 상

기 라벨안착대(118)로 공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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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라벨안착대(118)는, 도 3b를 참조하여 보면, 상면에 라벨이 일시로 접착되는 접착대(120)와 상기 접착대(120)에 접

착된 라벨이 접착대(120)에서 용이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라벨의 하면에 공기를 공급하는 다수의 공기공급홀(122) 및 라

벨이 라벨안착대(118)에 안착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라벨센서(124)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상기 접착대(120)는 상기 라벨안착대(118)의 상면 양측부에 평행하게 설치되며, 바람직하게는 라벨이 안착되는 부위는 최

소면적으로 형성하여 안착된 라벨이 용이하게 떨어지도록 한다. 즉 접착대(120)는 단면 형상이 삼각뿔의 형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공기공급홀(122)은 상기 라벨안착대(118)의 상부에 다수의 홀로 형성되며, 별도의 공압장치(도면에 표시하지 않음)

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상기 접착대(120)에 안착된 라벨의 하면에 공급하여 라벨이 접착대(120)로부터 용이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라벨센서(124)는 상기 라벨안착대(118)의 상부에 설치되어 라벨안착대(118)에 라벨이 안착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

게 된다. 라벨센서(124)로는 근거리에 물체의 존재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센서, 열감지센서, 적외선센서 등이 사용

될 수 있다.

상기 라벨이송부(150)는 흡착블록(152)과 블록이송수단(160)을 구비하며, 상기 라벨안착대(118)의 라벨을 상기 라벨접

착유닛(300)으로 이송하게 된다.

상기 흡착블록(152)은, 도 4를 참조하여 보면, 사각형상의 블록으로 하면에서 상부로 형성되는 흡착홀(154)과 양측면에서

관통되며 상기 흡착홀(156)과 연결되는 수평홀(156)이 구비되어 형성된다. 또한 상기 흡착블록(152)의 수평홀(156)의 각

양단에는 별도의 진공장치(158)와 공압장치(159)가 연결되어 상기 흡착블록(152)의 하면에 라벨을 흡착하거나 흡착된 라

벨을 분리하게 된다.

상기 블록이송수단(160)은 모터와 볼스크류 및 리니어가이드로 구성되는 블록수평이송수단(162)과 공압실린더로 구성되

는 블록수직이송수단(164)을 포함하여 형성되며, 상기 흡착블록(152)과 결합되어 상기 라벨안착대(118)와 라벨접착유닛

(300)사이에서 흡착블록(152)을 수평 및 수직으로 이송하게 된다.

상기 전지공급유닛(200)은 전지를 공급하는 전지공급부(210)와 공급된 이차전지를 상기 라벨접착유닛(300)으로 이송하

는 전지이송부(250)를 구비하여 형성된다.

상기 전지공급부(210)는 전지를 외부로부터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212)와 이송되는 전지가 일정한 위치에 정지되도록

하는 가이드판(214) 및 스토퍼(216)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또한 상기 스토퍼(216)에는 전지의 공급여부를 감지하는 전지

센서(218)를 구비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컨베이어벨트(212)는 별도의 구동수단(도면에 표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구동되며, 이차전지를 수평으로 이송하게 된

다.

상기 가이드판(214)은 한 쌍의 판으로, 상기 컨베이어벨트(212)의 상면에서 서로 소정거리 떨어져 컨베이어벨트(212)의

이동방향과 평행하게 고정된다. 상기 가이드판(214)은 바람직하게는 전지의 폭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고정되며, 이

차전지가 컨베이어벨트(212)에서 공급될 때 가이드판(214) 사이에서 일정한 위치로 이송되도록 안내를 하게 된다.

상기 스토퍼(216)는 판상으로 상기 가이드판(214)의 말단에 설치되어, 가이드판(214)을 따라 공급되는 이차전지가 더 이

상 이동되지 않도록 정지시킨다. 따라서 전지는 가이드판(214)과 스토퍼(216)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위치로 공급될 수 있

게 된다.

상기 전지센서(218)는 상기 스토퍼(216)의 전단에 설치되며 전지의 공급여부를 감지하게 된다. 특히 전지센서(218)가 스

토퍼(216)로 이동되는 이차전지의 외부단자(16,17)에 대응되는 위치에 고정되면, 이차전지의 이송여부 뿐만 아니라 전지

의 앞면과 뒷면이 바뀌었는지 여부도 감지할 수 있게된다. 즉 전지센서(218)는 전지의 회로부(20)에 형성되는 외부단자

(16,17)에 신호를 전송하여 반사되는 신호로부터 전지의 앞면과 뒷면이 바뀌어 공급되었는지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라벨

에는 전지 외부단자(16, 17)의 극성이 표시되므로 전지의 앞면과 뒷면이 바뀌어 이송되어 라벨이 부착되면 외부단자

(16,17)의 극성이 반대로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전지센서(218)로는 레이저센서, 열감지센서, 적외선 센서 등

이 사용된다.

등록특허 10-0659821

- 8 -



상기 전지이송부(250)는 전지공급부(210)에 공급된 전지를 흡착하여 들어올리는 흡착판(260)과 지지봉(262)에 의하여

결합되는 흡착판(260)을 상기 라벨접착유닛(300)으로 이송시키는 흡착판상하이송수단(270)을 포함하여 형성된다.

상기 흡착판(260)은 하면에서 상부로 관통되는 전지흡착홀(도면에 표시하지 않음)이 형성되며, 전지흡착홀은 흡착판을 지

지하는 지지봉(262)의 내부로 관통되어 별도의 진공장치(도면에 표시하지 않음)에 연결된다. 상기 흡착판(260)은 바람직

하게는 전지를 흡착하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무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탄성체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상기 흡착판상하이송수단(270)은 공압실린더로 구성되며, 지지수단(262)에 의하여 지지되는 흡착판(260)을 상하로 이송

시키게 된다. 또한 흡착판상하이송수단(270)은 지지수단(272)에 의하여 상기 블록수평이동수단(162)에 결합되어 수평으

로 이송된다. 즉 흡착판상하이송수단(270)은 흡착판(260)과 함께 블록수평이동수단(162)에 의하여 상기 라벨접착유닛

(300)으로 이송된다. 흡착판상하이송수단(270)은 공압실린더 외에 모터와 볼스크류 및 리니어가이드, 유압실린더 또는 등

가의 이송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라벨접착유닛(300)은, 도 6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보면, 상기 전지공급유닛에서 이송되는 전지가 안착되는 전지안착

대(320)와 상기 전지안착대에 안착된 전지의 상면에 라벨을 접착시키는 상면접착부(340)와 전지의 측면에 라벨을 접착시

키는 측면접착부(360) 및 전지의 하면에 라벨을 접착시키는 하면접착부(380)를 포함하여 형성되며, 상기 라벨공급유닛

(100)과 전지공급유닛(200)의 사이의 소정위치에 설치된다.

상기 전지안착대(320)는 안착판(322)과 밀대(324) 및 안착가이드판(326)을 포함하여 형성되며, 상기 전지공급유닛(200)

에서 공급되는 전지가 상기 안착판(322)의 라벨접착위치에 안착되도록 한다.

상기 안착판(322)은 길이방향의 판상으로 상기 라벨공급유닛(100)과 전지공급유닛(200)의 사이의 소정위치에 설치되며,

일측으로 상기 전지공급유닛(100)으로부터 전지가 공급된다. 상기 안착가이드판이 상기 안착판(322)의 타측은 라벨접착

위치로서 안착된 전지의 상면에 상기 라벨공급유닛(100)에서 공급되는 라벨이 접착된다. 한편 라벨은 전지의 일정한 위치

에 부착되어야 하므로 전지가 안착되는 라벨접착위치가 일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안착판(322)은 안착되는 전지의 폭

보다 작게 형성하고 상기 안착가이드판(326)에 의하여 좌우위치가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안착가이드판

(326)의 말단에는 안착스토퍼(328)가 형성된다.

상기 밀대(324)는 상기 안착판(322)의 일측 상면에서 이동 가능하도록 형성되어 별도의 구동수단(325)에 의하여 구동되

며, 상기 안착판(322)의 일측으로 공급된 전지를 라벨접착위치로 이송시키게 된다. 상기 구동수단은 공압실린더 등이 사

용될 수 있다.

상기 안착가이드(326)판은 한 쌍으로 상기 안착판(322) 타측의 양측면에 접하도록 형성되며, 별도의 구동수단(도면에 표

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안착판(322)의 양측면과의 거리가 조정될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안착판(322)

에 전지가 안착될 때는 안착가이드판(326)이 상기 안착판(322)의 측면에 접촉된 상태를 유지하여 밀대(324)에 의하여 이

송되는 전지는 안착판(322)과 안착가이드판(326)에 의하여 형성되는 일정한 라벨접촉위치에 안착되도록 한다.

상기 상면접착부(340)는, 도 7을 참조하여 보면, 상면접착판(342)과 상면청소솔(344)을 포함하여 형성되며, 상기 블록수

평이송수단(162)에 지지수단(346)에 의하여 결합되어 전지의 상면에 접하여 이동하면서 전지의 상면으로 이송된 라벨을

압착하여 전지의 상면에 접착시키게 된다.

상기 상면접착판(342)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탄성체로 형성되며, 상기 전지안착대(322)에 안착되는 전지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보다 넓게 형성된다. 또한 상기 상면접착판(342)은 전지안착대(322)를 통과할 때 전지의 상면에 접촉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정되어 설치된다. 따라서 상기 상면접착판(342)은 상기 블록수평이송수단(162)에 의하여 전지안착대(322)

를 통과하면서 전지안착대(322)에 안착된 전지의 상면에 이송된 라벨이 압착하여 전지에 라벨이 부착되도록 한다. 전지에

라벨을 부착할 때는 먼저 라벨이송부(150)의 흡착블록(152)이 라벨을 이송하여 전지에 부착하면서 일차로 라벨을 부착시

킨다. 다음으로 상면접착판(342)이 전지의 상면과 접촉하면서 이동하여 라벨을 전지에 완전히 부착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지의 상면에 라벨을 접착할 때는 상면접착판(342)이 전지의 일측에서 타측으로 이동하면서 라벨을 접착시키게 되므로

전지의 상면과 라벨 사이에 형성되는 기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지의 상면에 라벨이 접착될 때는 라벨의 중간정도가 전지의 상면에 접착되도록 한다. 즉 전지의 양측면에 전지의

하면의 면적에 해당하는 라벨의 나머지부분을 남게 하여 전지의 하면에 나머지부분이 접착되도록 라벨을 접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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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면청소솔(344)은 일반적인 솔로 상기 상면접착판(342)의 폭과 동일하게 형성되며 상기 상면접착판(342)의 이동시

이동방향의 전면에 해당하는 전측면에 설치된다. 또한 상면청소솔(344)은 상면접착판(342)의 이동시 상면접착판(342)이

전지의 상면에 접촉하기 전에 미리 접촉하여 전지의 상면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따라서 라벨이 전지에 접착

될 때 이물질에 의하여 라벨이 손상되거나 라벨의 접착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상기 상면청소솔(344)은 전

지에 라벨이 이송되기 전의 전지 상면을 청소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측면접착부(360)는, 도 8을 참조하여 보면, 소정간격을 두고 형성되는 두 개의 본체판(362)과 상기 본체판(362)의

하면에 돌출되어 형성되는 접착가이드(364)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또한 상부에는 상기 접착가이드(364)의 내측면간의 거

리를 조정할 수 있는 상하구동수단(368)이 형성된다. 상기 구동수단으로는 공압실린더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전지안

착대(322)의 상부에서 상기 전지공급유닛(200)의 흡착판상하이송수단(270)에 지지수단(262)에 의하여 결합되며 상하로

이송된다. 또한 상기 흡착판상하이송수단(270)은 블록수평이송수단(162)에 결합되어 있으므로 측면접착부(360)는 블록

수평이송수단(162)에 의하여 수평으로 이송 가능하게 된다.

상기 측면접착부(360)는 라벨이 상면에 부착된 전지의 양측면에 상기 접착가이드(364)의 내측면 사이에 전지가 삽입되면

서 라벨이 전지의 양측면에 접착되도록 한다. 또한 접착가이드(364)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게 형성하여 측면접착부(360)의

접착가이드(364)가 전지에 결합되면 측면접착부(360)는 라벨이 접착된 전지를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측면접

착부(360)는 전지의 측면에 라벨을 접착시키는 기능과 함께, 전지를 상기 하면접착부(380)로 이송시키고 하면의 접착이

완료된 후에 별도의 장소로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접착가이드(364)는 내측면간의 거리가 별도의 구동수

단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측면접착부(360)는 전지의 측면에 라벨을 접착시키고 전지를 들어올려 상기 하면접착부(380)로 전지를 이송하게 된

다.

상기 하면접착부(380)는, 도 6 및 도 9를 참조하여 보면, 하면접착판(382)과 하면청소솔(384)이 지지수단(386)에 의하여

전후이송수단(388)에 결합되어 이송되며, 하면접착판(382)과 하면청소솔(384)의 자유단이 상방을 향하도록 고정된다. 하

면접착부(380)는 바람직하게는 설치방향만이 상향으로 된 것 외에는 상기 상면접착판(342)과 상면청소솔(344)과 동일한

사양으로 형성되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하면접착부(380)는 상기 전지안착대(322)의 일측부에 인접하여 한 쌍으

로 형성되며, 전후이송수단(388)에 의하여 전후로 이동 가능하게 고정된다.

상기 측면접착부(360)에 고정된 전지가 하면접착부(380)의 상부로 이송되면 먼저 하나의 하면접착부(380a)의 하면접착

판(382a)이 전후이송수단(388a)에 의하여 전지의 일측에서 전지의 하면에 밀착되어 이동하면서 전지의 일측에 있는 라벨

의 나머지를 전지의 하면에 접착시키고 원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다음으로 다른 하나의 하면접착부(380b)의 하면접착판

(382b)이 전후이송수단(388b)에 의하여 반대방향에서 전지의 타측에서 전지의 하면에 밀착되어 이동하면서 나머지 라벨

을 전지의 하면에 접착시키게 전지의 하면에 라벨을 완전하게 접착시키게 된다.

상기 하면접착부(380)에서 전지의 하면에 라벨이 완전하게 부착되면 측면접착부(360)는 다시 전지를 적재장소로 이송하

여 측면접착부(360)로부터 분리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흡착블록(152)과 흡착판(260)과 상면접착부(340) 및 측면접착부(360)이 상기 블록수평이송수단

(162)에 지지수단을 통하여 결합되어 함께 이동되도록 구성하였으나, 서로 독립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각각에 수평이송

수단을 구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의 실시

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자동 라벨접착장치에 의하면 전지에 라벨이 붙는 위치가 일정하고, 전지와 라벨사이에 기포 등 외관불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외관품질이 우수한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라벨접착공정이 자동으로 실시되므로 작업인원과 작업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등록특허 10-06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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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라벨접착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

도 3a는 라벨공급유닛의 사시도.

도 3b는 라벨공급유닛의 라벨안착대의 사시도.

도 4는 라벨이송부에 장착되는 흡착블록의 단면도.

도 5는 전지공급유닛의 사시도.

도 6은 라벨접착유닛의 사시도.

도 7은 라벨접착유닛에 안착된 전지에 라벨이송부에서 라벨이 공급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8은 라벨접착유닛에서 전지의 상면에 라벨이 접착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9는 라벨접착유닛에서 전지의 하면에 라벨이 접착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전지 10 - 베어셀

40 - 라벨 100 - 라벨공급유닛

110 - 라벨공급부 112 - 권취롤

114 - 롤바 118 - 라벨안착대

150 - 라벨이송부 152 - 흡착블록

160 - 블록이송수단 200 - 전지공급유닛

210 - 전지공급부 212 - 컨베이어벨트

214 - 가이드판 218 - 전지센서

250 - 전지이송부 260 - 흡착판

270 - 흡착판이송수단 300 - 라벨접착유닛

320 - 전지안착대 340 - 전면접착부

360 - 측면접착부 380 - 하면접착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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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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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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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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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659821

- 15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5
  발명의 목적 5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5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6
  발명의 구성 6
  발명의 효과 10
 도면의 간단한 설명 11
도면 11
 도면1 12
 도면2 12
 도면3a 12
 도면3b 13
 도면4 13
 도면5 13
 도면6 14
 도면7 14
 도면8 15
 도면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