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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작물 각도측정장치 및 방법

요약

공작물(W)의 2개의 교차표면(1,2)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작업의 표면상에 광선 패턴(9,10)을 
유도하기 위한 광선 방출 장치(8)와, 패턴을 픽업하기 위한 카메라(4)와, 작업의 각도를 얻기 위하여 패
턴의 화상을 처리하기 위한 이미지 프로세서(11)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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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공작물 각도측정장치 및 방법

[기술분야]

이 발명은 공작물의 굽힘각도 또는 공정중의 공작물의 굽혀지는 각도 또는 공작물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
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선행기술에 있어서 작업 시트 굽힘의 굽힘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각자 또는 각도기같은 기구를 사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시간을 요하며 각을 측정하는 사람에 기인한 측정상의 오
차를 유발시킨다. 또한 이 방법은 공자자동화 추세에 역행하여 검사공정의 자동화를 방해한다. 게다가 
이 방법은 현재의 굽힘각도가 굽힘공정중 탐지된 후 소망의 굽힘각도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상하 다이
의 최종 상대적 위치의 자동결정을 방해한다.

자동화된 굽힘공정은 명칭이 프레스브레이크를 위한 작업의 굽힘각도 측정장치인 일본국 특허 제 63-
2687 호(B)에 지적되어 있다. 상기 특허에서는 작업시트 단부 근처의 표면은 굽힘공정동안 시각 센서에 
의하여 픽업되어 작업시트의 최소 굽힘각도가 검지되어 진다. 그러나 상기 특허에 있어서 작업시트가 표
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뒤틀려 있거나 경사가 져 있을 때에는 센서가 작업시트 단부 가까이 부분 표면을 
픽업하기 때문에 굽힘각도 측정의 정확도가 높지 못하다. 이러한 장애 때문에 실제의 굽힘각도를 측정하
기가 어렵다.

특히 반사광 패턴이 작업시트의 상기 단부에 픽업될 때 및 단부가 경사져 있을 때에는 반사광이 불선명
한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반사광으로부터 얻어진 상은 실제의 광 패턴으로부터 얻어진 것과 다르다. 투
과능을 가지는 픽업장치가 사용될 때는 투광조명등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장치가 커지므로 통상 사용되
어지지 않는 방법이다.

또한 각도가 단부에서 측정된다면 시각센서의 위치가 단부 근처로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굽힘기계의 프레
임의 구성은 제약을 받는다. 더욱이, 각도가 단부에서 측정되어질 때에는 작업이 소위 중심 만곡 현상이
라는 것에 기인하여 공작물이 활처럼 휘기 때문에 대표치의 각도가 측정되어지지 않는 점도있다.

[발명의 개시]

이 발명의 첫 번째 목적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즉, 공작물의 대표 굽힘각이 정확히 측정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굽힘기계에 의하여 굽혀진 작업시트의 굽힘각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
는, 굽힘기계용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체로서 또는 부분적으로 V형상의 부분을 가진 공작물의 두 면에 의해 형성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어지고 있다. 이방법에 있어서 광선은 공작물의 두면에 조사되어 각표면에 연속적인 또는 간헐적
인 선형 광선 패턴을 유도한다. 상기 패턴은 한 방향으로 픽업되어  하나의 상으로 좌표평면에 투영된
다. 그리고나서 좌표평면에 픽업된 선형 광선 패턴이 진행되고 좌표평면의 좌표축을 가진 광선패턴의 경
사각이 두면간의 각을 얻기 위하여 측정된다.

각도를 측정키위한 이 발명의 장치는 상기 방법을 실현시킨다. 상기 장치는 면(surface)상에 연속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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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헐적인 선형광선 패턴을 유도하기 위하여 두 면을 향하여 광선을 조사하는 광선방출 장치와, 좌표
평면상에 투영하기 위해 일정방향으로 광선 패턴을 픽업하는 픽업장치와, 픽업 패턴을 처리하고 두 면에 
의해 형성된 각도를 측정키 위하여 좌표평면의 좌표축을 가진 패턴의 경사각을 측정하는 이미지 프로세
서와를 포함한다.

이 발명의 장치는 굽힘기계에 적용된다. 굽힘기계에서 광선방출장치와 픽업장치는 일정 기구(펀치 및 다
이)에 부착되거나 근접하여 설치되고, 굽힘기계에 의하여 형성된 작업시트의 각은 이 발명의 각도 측정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다.

광선방출 및 픽업장치는 상기 기구들 근처에 배치되거나 상기 기구들내부에 결합된다. 한 예로서 광선방
출 및 픽업장치는 작업시트의 어느 부분에서도 굽힘각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동가능하게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 및 제2도는 두면의 각도를 측정키 위한 이 발명의 방법을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제 3a, 3b 및 3c도는 각각 제2도의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이다.

제4도는 각도측정을 위한 이 발명의 방법 및 장치를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프로세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제5도는 이 발명의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제6도는 또다른 이미지 프로세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제7도는 광선패턴을 처리하기 위한 이미지 프로세서의 화상메모리의 다이아그램이다.

제8도는 2×2 픽셀로 된 매트릭스를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제9도는 광선패턴에 대한 몇가지의 배치코드를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제10도는 배치코드에 의해 코딩되는 화상메모리를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제11도는 이미지프로세서에서 이미지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타임 챠트이다.

제12도는 이 발명에 사용되는 CCD카메라 및 광선방출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비한 이미지 픽업장치의 사시
도이다.

제13도는 프로세싱 라인을 따라 공작물의 각도를 측정하는 실시예를 보여주는 설멍도이다.

제14도는 공작물의 절곡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 발명의 측정장치의 광선방출 및 이미지 픽업장치가 굽
힘기계 다이 근방에 부착된 실시예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제15도는 공작물의 절곡각도를 측정키 위한 측정장치를 구비한 굽힘기계의 정면도이다.

제16도는 제14도의 정면도이다.

제17도는 제14도의 우측면도이다.

제18도는 제17도의 변형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제19도는 광선 방출장치 및 이미지 픽업장치가 부착된 또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제20도는 제19도의 변형예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제21도는 광선방출 및 이미지 픽업장치가 부착된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제22도는 그 상부에 이동가능한 광선방출 및 이미지 픽업장치가 부착된 굽힘기계의 정면도이다.

제23도는 제22도의 좌측면도이다.

제24도는 그 하부에 이동가능한 광선방출  및 이미지 픽업장치가 부착된 굽힘기계의 정면도이다.

제25도는 제24도의 좌측면도이다.

제26a 및 제26b도는 공작물의 절곡각도를 측정키 위한 이 발명의 측정장치의 이미지 픽업장치가 굽힘기
계의 펀치내부에 배치된 실시예를 보여주는 부분 단면도이다.

제27도는 공작물의 절곡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 발명의 측정장치를 구비하는 굽힘기계의 정면도이다.

제28도는 제26a 및 제26b도에서 보여준 것으로부터 변형된 장치를 보여주는 해석 사시도이다.

제29도는 이미지 프로세서의 블록도이다.

제30도는 펀치내부에 배치된 이미지 픽업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부분 단면도이다.

제31a 및 31b도는 각각 픽업장치가 굽힘기계의 다이 내부에 배치된 실시예를 보여주는 부분 정단면도 및 
부분우측 단면도이다.

제32도는 제26도로부터 변형된 장치를 보여주는 설명사시도이다.

제33도는 픽업장치가 굽힘기계의 다이내부에 배치된 또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부분 우측 단면도이다.

제34a 및 34b도는 픽업장치가 펀치에 부착된 실시예를 보여주는 부분 우측단면도이다.

제35도는 픽업장치가 다이에 부착된 실시예를 보여주는 부분 우측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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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도는 제34도 및 제35도에서 보여준 픽업장치의 구성을 부여주는 설명사시도이다.

제37도는 중심만곡현상이 발생한 굽힘이 완성된 작업시트의 사시도이다.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이제부터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를 통하여 이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제1도 내지 제3도는 공작물의 각도 측정방법을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제1도에서 공작물(W)(공작물의 두께는 무시됨)의 두 교차표면에 이해 형성된 각도(α)를 측정하기 위하
여 시각센서와 같은 CCD카메라(4) 및 광선방출 다이오드와 같은 광선방출장치(8)가 배치된다.

데카르트  좌표계(X,Y,Z)가  제1도  및  제2도에서  보여지는  바와같이  사용되어  진다.  두표면(1,2)의 
교차점(3)은 X축에 놓이게 되고, CCD카메라(4)는 X축과 수직인 Z축에 놓이게 된다. 광각(5)을 가지는 카
메라(4)가 화상을 픽업하기 위하여 X 및 Z축상의 교차점(원점) (0)에 맞추어진다. Lc는 카메라(4)의 광
축이다. CCD카메라의 면적센서의 좌표평면은 XY좌표평면과 동일하다.

광선방출장치 또는 다이오드(8)는 다이오드앞에 배치된 슬릿(도시되지 않음)을 통하여 광선을 방출한다. 
그러므로 평면 광선(7)은 공작물(W)에 조사된다. 평면광선(7)은 원점(0)을 통과하여 Z축에 대하여 β의 
각도만큼 경사진다. 평면광선(7)은 공작물(W)의 표면들(1,2)상에 선형라인(9,10)의 패턴을 야기시킨다.

평면광선(7)은 원점(0)을 반드시 통과할 필요는 없고 원점(0)을 통과하는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면 된다. 
Lo는 광선방출장치(8)의 광축이다.

제2도 및 제3c도에서 보여지는 바와같이 표면들(1,2)에 의해 형성된 각도 α는 Z축에 관한 표면들(1,2)
의 경사각을 (α1,α2)의 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표면들(1,2)에 의하여 형성되는 각도(α)는 경사각들(α1,α2)을 측정함으로써 얻어진다.

제3a, 3b 및 3c도는 각각 제2도의 평면도, 정면도 및 우측면도이다.

제 3a도에서 보여지는 형태 또는 화상은 CCD카메라(4)의 면적센서상에 픽업될 수 있다. 제3a 내지 3c도
에 있어서 X축과 XY평면상에 광선패턴의 투명라인(9,10)이 이루는 각도를 각각 θ1,θ2로, 표면들(1,2)의 

폭 및 높이는 각각 B1, B2 및 H1, H2로, X축상에 패턴의 투영라인(9,10)의 길이는 L1,L2로 한다면 다음의 

식이 산출된다.

상기식 (2), (3) 및 (4)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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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2)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로 된다.

여기서 공작물(W)의 절곡각도(α)는 식(1)로부터 얻어진다.

β가 45도일 때 α는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므로, α는 θ1과 θ2가 주어진다면 쉽게 구해질수 있다. 평면광선(7)과 CCD카메라(4)가 표면들(1,2)

에 의하여 형성되는 각도(α)를 측정하기 위한 상술의 방법에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제14도 및 제18도에
서 보여지는 바와같이 이 발명에서는 두 개의 광선방출장치(114,114)가 두 평면광선(SL)을 방출하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경우에 있어서 두 개의 광선방출장치(114,114)와 XY평면이 이루는 각도(β)가 β1 및 β2(제1도)로 주

어진다면 식(5) 및 식(6)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로부터 각도(α)가 얻어진다. 하나의 슬릿이 상기의 실시예에서는 평면광선을 만들기 위하여 광선방출
장치(8)의 앞에 배치되었지만, 그 슬릿은 일렬로 배열된 복수의 작은 구멍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 필요
로 하는 것은 공작물(W)의 표면(1,2)상에 연속적인 도는 간헐적인 선형광선패턴(9,10)을 방출하는 것이
다.

따라서 방출되는 광선은 반드시 평면광선일 필요는 없다. 점 광선 또는 비임이, 선형광선패턴(9,10)이 
표면(1,2)상에 나타날 수 있게끔 표면(1,2)위에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스캔되어질 수도 있다.

상기한 실시예에서 CCD카메라(4)가 사용되어지지만 어떤 타입의 카메라도 그것이 2차원 화상을 픽업할 수

만 있다면 사용되어질 수 있다. 또한 어떠한 타입의 광선방출장치도 그것이 평면광선 또는 동류의 광선
을 방출할 수 있다면 레이저 다이오드 및 슬릿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선형성을 가진 레이
저비임과 같은 광선방출장치가 선호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평면광선의 선형성은 각도 측정의 정확도에 영
향을 주기 때문이다.

제4도는 CCD카메라(4)에 연결되어질 이미지 프로세서(11)의 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이미지 프로세서(11)는 중앙처리장치(13), 롬(14), 램(15), 입출력(I/0)장치(160, 디스플레이 인터페이
스(17) 및 화상메모리(18)가 연결되어지는 시스템 버스를 구비하고 있다.

화상메모리(18)는 CCD카메라(4)로부터의 화상신호(S)를 두 개 값 신호로 전환시키는 두 개의 값(A/D) 전
환회로(19)를 구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20)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17)에 연결되고 굽힘기계의 제어 
또는 NC장치(21)가 일출력장치(16)에 연결되어진다.

상기와 같은 배치에 있어서, 제 3a도에서 보여지는 화상이 화상메모리(18)상에 얻어진다. 각도(α)는 중
앙연산처리장치(13)에 의해 제5도에서 보여지는 프레스를 수행함으로써 측정되어진다. 또한 프로세싱의 
결과는 디스플레이(20) 및/또는 제어장치(21)로 보내어진다.

제5도에 있어서, 절곡각도를 얻기 위한 오퍼레이션이 시작되면서 블록(501)에서 각도 β(β1, β2)의 값이 

입력되었는지가 판단된다.  입력되지 않았다면 오러페이션은 각도(β)가 설정되는 블록(502)으로 간다. 
블록(501)에서 입력되었다면 오퍼레이션은 화상데이타가 입력되는 블록(503)으로 간다. 오퍼레이션은 계
속하여 광선패턴(9,10)의 경사각(θ1,θ2)이 측정되는 다음 블록(504)으로 가고 그 다음 블록(505)에서 

경사각(θ1,θ2)이 측정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측정되지 않았다면 오퍼레이션은 블록(508)을 거쳐 블

록(503)으로 되돌아간다.

블록(505)에서 측정되었다면 오퍼레이션은 공작물(W)의 절곡각도(α)가 식(1) 내지 (6)으로부터 계산되
어지는 블록(506)으로간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각도(α)의  값이  출력되는  블록(507)으로  간  후  블록(508)에  이어진다. 
블록(508)에서는 각도의 값(α)이 얻어졌는지가 판단된다. 얻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블록(503)으로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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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간다. 얻어졌다면 오퍼레이션은 끝난다.

이 실시예에서 화상신호(5)가 디지털신호로 전환될 때 그것들은 화상(1)의 패턴 부분(9,10) 및 화상(0)
의  나머지  부분에  할당되는  방법으로  두  개의  값이  된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값  신호는 
화상메모리(18)에 저장되고 경사각(θ1,θ2)은 메모리(18)의 윈도우(W1,W2)  (제7도)에서 면적(1)으로부터 

얻어진다. 예를들어 리이스트 스퀘어방법으로 근사치 라인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고 근사치라인의 경사각
을 구함으로써 경사각(θ1,θ2)이 얻어질 수 있다.

제6도 내지 제11도는 배치코드방법을 이용한 이미지 프로세서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다. 상기 이미지프
로세서는, 제4도에서 보여지는 프로세서가 리스트 스퀘어 방법에 의해 근사치라인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기 위해 많은 량의 계산을 해야 하고 처리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고속으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진 것이다.

배치코드방법은 1984. 10. 15자 인포메이션 리서치 파티(The Information Research Party)에 의하여 발
행  공표된  히데히코  타카노(Hidehiko  TAKANO)의  형상패턴  인식기술(recognizing  technics  for  shape 
patterns), 31내지 32페이지에 기술된 바와같이 화상의 외곽선의 방향을 코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역시 매트릭스에서 하나의 요소인 2×2픽셀(제8도)을 고려함에 의하여, 또 수평 HORI[-], 시
계방향 SLOR[)]으로의 경사각, 수직 VERT[I], 보디 BODY[*], 스페이스 SPAC[] 및 코너 VERX[+]와 같은 
하드웨어 세븐코드를 모든 매트릭스의 요소가 픽셀들 Ai, j, Ai. j+1, Ai+1.j+1,Ai+1,j에 대하여 데이터 
0 및 1로 분류되는 것으로 다음의 논리방정식을 사용하여 처리함으로써 화상의 프로세싱을 행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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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호 ×, ＋ 및 는 각각 논리곰, 논리함 및 익스클루시브(OR)를 의미한다.

이 코드들은 제7도에 보여지는 화상테이타의 윈도우(W1,W2)에 적용되어 지고, 그 다음 화상이 코딩된다.

그러면 다음의 값(H,V)이 다음의 합산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들로부터 X축 및 XY평면상의 광선패턴의 투영라인(9,10)에 의하여 형성된 각도 (θo)는 

로 주어진다. 제6도에서 블록도는 상기의 코딩 및 방정식(7), (8) 및 (9)의 프로세싱을 수행하기 위한 
이미지프로세서(22)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미지 프로세서(22)는 한 라인 지연회로(24)와 한 도트(dot) 지연회로(25,26)을 통하여 제4도에 도시한 
2개의 값 변환회로(19)로부터 받아들여진 출력신호로부터 배치코드를 만든 로직(27)을 제공하게 된다. 
이미지  프로세서(22)는  각기  입력된  HORI,  SLOR,  SLOL  및  VERT의  합의  각각  합성값과  버스출력신호 
HORI-OS, SLOR-OS, SLOL-OS 및 VERT-OS로부터 터미널(단자) T3,T4,T 및 T과, 가산기에 대하여 제로 리셋 

신호가  입력된  것으로부터  터미널  T2와,  윈도우  W1,W2내의  이미지가  입력된  수단과, 

판별신호(와인드;WIND)로부터 터미널 T1에 제공하게 된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판별신호(WIND)에  따라서  출력된  AND게이트(28,  29,  30,  31)을  제공하게  되고, 
신호(HORI, SLOR, SLOL 및 VERT)는 버스(12)에 각 버스출력신호에 따라서 각 가산기의 출력을 주기위하
여 AND게이트 및 게이트(36,37,38 및 39)로부터 출력을 가산하기 위하여 로직(27) 및 가산기(32,33,34 
및 35)를 만든 배치코드로부터 받아들여진다.

가산기(32,33,34  및 35)의 리셋터미널은 터미널(T2)에 연결된다. 중앙연산처리장치(13)는 평면(XY)상의 

광선패턴(9,10)의  돌출된  라인과  축(x)에  의해  형성된  각도(θo)를  알도록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방정식(9)의 계산을 수행한다.

제11도에서, 타임챠트는 상기 기재된 이미지 프로세서(22)의 모든 신호를 도시한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레임(F)의 화상신호(S)는 2개의 값으로된 데이터 바인드(BIND ; (1,0))이고, 판별신호(WIND)가 
입력된후 합성버스 출력신호(HORI-OS, SLOR-OS, SLOL-OS 및 HORI, SLOR, SLOL 의 VERT-OS 그리고 VERT)
가 번갈아 출력된 후 가산기에 대한 제로 리셋 신호(ZCS)가 출력된다.

상기 이미지 프로세서(22)에서, 처리는 중앙연산처리장치(13)가 방정식(9)의 계산을 단지 수행하므로 매
우 고속으로 되고 또한 상기 계산은 하드웨어에 의해 수행된다. 이는 각도가 리얼타임(real time)으로 
측정되므로 가공속도가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12도에서,  측정장치(40)는  마이크로-CCD카메라(41),  슬릿광선(420을  방출하는  레이저  다이오드(43), 
픽업회로(44) 및 부착되는 박스의 맨위 표면상에서 측정되는 각도를 지시하는 지시기(45)가 있는 작은 
박스형안에 있다. 카메라(41)는 촛점이 맞추어진 카메라의 아래쪽 화상을 픽업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
다. 레이저 다이오드(43)는 카메라(41)의 픽업방향에 대해서 45°각도에 있는 카메라(41)의 초점을 향해 
슬릿광선(42)을 방출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으므로 공작물(W)의 표면상에 선형광선 패턴이 유도된다.

이미지를 픽업할 수 있도록 치환되고 준비되어진 픽업회로(44)는 광선패턴을 주시하고, 광선패턴의 파트
들이 픽업축을 통과할 때 형성되는 공작물(W)각도를 측정하는 화상을 픽업하고 제4도 또는 제6도에 도시
된 이미지 프로세서로 화상 신호를 보내게 된다.

장치 또는 박스(40)는 수행용 손잡이 단면도(도시되지 않음)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우, 손잡이 단면
도는 작동용 스위치를 갖추고 있고, 픽업회로(44)는 광선패턴이 수직움직임의 작동에 따라 카메라(41)의 
초점에 도달할 때 자동적으로 화상을 픽업회로(44)가 픽업할 수 있게하는 판별회로를 갖추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구조에서, 각도 측정장치는 방정시(1) ∼ (6)으로부터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13도에서, 제12도의 각도측정장치는 V형 횡단면을 갖는 공작물(W)의 각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연
산처리기(46,47)들 사이의 벨트 컨베이어(48)로 수송되는 작업(W)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 12도의 
각도측정장치(40)는 벨트 컨베이어 및 연산처리기(46,47)상에 고정되며, 각도측정장치(40)는 호스트 컴
퓨터(51)에  연결된다.  호스트 컴퓨터(51)는  연산처리기(46)에  연산명령을 가하며,  각도측정장치(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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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측정한 결과로써 또다른 연산처리장치(470에 추가 연산명령을 가한다.

제12도 및 제13도에서 예시되는 실시예에서, 공작물(W)의 각도(α)는 공작물(W)의 상부표면에 평면 광선
을 방출함으로써 측정된다. 그러나, 각기 카메라 및 광선 방출 다이오드를 갖춘 한쌍의 픽업장치는 각 
카메라의 픽업방향에 대해서 공작물(W)의 두 표면에 대한 경사각을 얻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두 
표면에 의해 형성된 경사각(α)을 합함으로써 각도를 얻게된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픽업장치의 
픽업방향은 평행이 되도록 배열된다. 그러나 픽업방향이 비스듬히 기울어질 경우라도 만약 방향의 관계
를 알수 있다면 각도(α)를 구할수 있다.

제14도  내지  ∼  18도에  따른  실시예는  공작물의  굽힘각도를  측정하는  측정장치의  픽업장치가 
굽힘기계(101)의 펀치 (106)에 부착됨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이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굽힘기계(101)의 일반구조 및 기능을 설명하
고 있다. 제15도의 정면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굽힘기계(101)는 두 개의 C형 측면 프레임을 갖추고 있으
며, 이는 제 23도에 도시된 좌측 프레임 및 하부 및 상부 프레임(103,104)으로부터 C처럼 보인다. 하부 
및 상부 프레임(103,104)은 각기 두 개의 측부 프레임(102)의 상부 파트 및 하부 파트에 연결된다. 하부 
프레임(103)의 상부 파트상에서 좌우로 뻗친 다이(105)는 다이 홀도(도시되지 않음)을 통하여 장착되며, 
펀치(106)는 상부 프레임(104)에 대해 수직으로 움직이며 부착된 램을 통하여 상부 프레임(104)에 부착
된다.

두 개의 실린더(SyR,SyL)는 램의 양쪽 말단에 배치되며 볼 베어링을 통하여 램에 연결된다. 펀치(106)는 
실린더(SyR,SyL)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다이(105)를 향하고 또한 벗어나는 움직임을 하도록 작동된다. 펀
치(106)또는 실린더(SyR,SyL)의 작동은 팸의 위치를 램의 측부에 부착된 로터리 인코더(도시되지 않음)
에 의한 측부 프레임(102)의 내측에 배치된 선형 스케일을 검출함으로서 조절하여 수행된다.

램의 작동축은 댑스(D)축이라 부르며 전자식 유압 서보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의한 램의 배치를 조절하
기 위한 것이다.

최대로 계획된 속도 패턴이 사용되는 램의 배치 조절방법에 관한 실시예로써, 펀치(106)는 펀치(106)의 
팁이 다이(105)상에 배치된 작업시트에 근접할때까지 높은속도로 약화된다. 그 다음에, 작업시트가 거의 
소망의 굽힘각도에 도달하도록 굽혀질때까지 낮은속도로 약화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작업시트가 바람직
한 정도로 튀어오름으로써 선결되는 최종위치로 팁이 도달할때까지 보다 낮은 속도로 약화된다.

아암(107)은 수평면에서 회전가능한 상부 프레임(104)의 좌측 파트에 부착되며 작동패널로서 기여하는 
펜던트(108)는 아암(107)의 말단으로부터 공중에 떠있다. 펜던트(108)는 지시기 및 여러 가지 작동키이
를 갖추고 있다. 뿐만아니라, NC 제어패널(도시되지 않음)은 제 15도의 좌측에 배치되어 있다.

이제 굽힘기계(101)가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한쌍의 픽업장치(109)는 굽힘기계(101)의 펀치(106)의 전,
후방측에 부착되고 전력공급 와이어(111) 및 신호 와이어(112)를 통하여 플로어상에 설치된 이미지 프로
세서(110)에 연결된다. 지시기(113) 및 필요 작동키이들은 이미지 프로세서(110)의 표면상에 배치된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NC 제어패널에 연결된다. 

픽업장치(109)의 상세함은 제 14도에 도시되어 있다. 한쌍의 픽업장치(109)는 제 14도의 부호 109F, 109B

로 제시된다. 마찬가지로, 와이어(111,112)는 도면상의 111F, 111B, 112F, 112B로 각각 제시된다. 픽업장

치(109F, 109B)각각은 평면 광선이며 작업시트의 상부표면을 향하는 슬릿광선을 방출하는 레이저 다이오

드(114)를 갖추고 있으며, 슬릿 광선으로 작업시트 표면상에 유도되는 광선의 선형 패턴을 픽업하는 CCD 
면적센서를 포함한 시각센서(115)를 갖추고 있다.

제16도 및 제17도는 픽업장치(109), 수직으로 배치된 시각센서(115)의 정면도 및 우측면도를 각각 도시
하고 있다. 센서(115)는 작업시트(W)의 상부 표면상에 유도되는 빛의 패턴을 픽업한다. 도면에서, 데카
르트 좌표계(X,Y,Z)가 사용된다. 픽업장치(109F, 109B)의 수직축 ZF,ZB는 서로 평행하다. 각 슬릿광선(SL)

은 수직축 ZF 또는 ZB에 대해서 각도 β인 위치에 있다.

제18도는 픽업장치의 부착상태를 제17도와 관련시켜 도시한 것이다. 작업시트(W)의 두표면으로 형성된 
각도는 상기에서 언급된 제1도 및 제3도를 참고로 함으로써 얻어진다. 작업시트(W)를 떠나서 좌우에 유
도되는 빛의 패턴은 픽업장치(109F, 109B)의 시각센서의 면적센서상에서 각기 픽업된다. 각도는 제5도의 

플로오 챠트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측정된다. 측정된 각도가 입력되는 NC장치(제4도)는 상기의 일본국 특
허 63-2687(B)에 개시된 제어방법을 사용할때와 유사하게 굽힘작동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굽힘각도(α)는 NC장치(21)로 입력된 다음, NC장치는 소망의 굽힘각도(α)가 튀어오른 
이후에 얻어지도록 펀치(106)의 배치를 조절한다.

이상의 실시에에서 얻어지는 굽힘각도(α)는 작업시트(W)의 가장자리 근처의 한 파트에 대한 패턴으로부
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업시트의 내부 파트에 대한 패턴으로부터 얻어진다. 따라서, 측정되는 굽힘
각도(α)는 실제 굽힘각도로서 취급되며 이는 선행기술을 능가한다.

제10도는 다이(105)의 전,후방 파트에 부착되는 한쌍의 픽업장치(109F, 109B)에 대한 또다른 실시예를 보

여준다. 제20도는 제19도의 우측면도이며 제19도로부터 본을 뜬 것이다. 제20도에서의 부호 WFB, WBB는 작

업시트(W)의 전,후방 하부표면들을 각기 가리킨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서도, 픽업방향에 대한 광선 패턴
의 경사각은 제14도에서 제시된 바와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다음 굽힘각도(α)가 얻어진다.

또한 제 21도에서 도시되는 모델에 따르면, 한쌍의 픽업장치는 펀치의 후방 파트 및 다이의 전방 파트에 
부착되며 굽힘각도(α)는 작업시트(W)의 후방 상부 표면 및 전방 하부 표면상에서 유도되는 광선 패턴을 
픽업함으로써 얻어진다.

상기의 예에서, 픽업장치 (109)(109F, 109B)는 펀치 및 /또는 다이에 직접적으로 고정부착되나 이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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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이 홀도 또는 프레임에 고정될 수도 있거나 이들에 동적으로 부착될 수도 있다.

동적인 픽업장치(109)의 실시예에 따르면, 픽업장치는 패턴을 픽업할 때 수직으로 움질일수 있으며, 또
는 작업시트(W)의 세로방향에서 수평으로 움직일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쌍의 픽업자치는 여러위치에서의 작업시트(W)의 굽힘각도 및 대표적인 굽힘각도로 사
용될 수 있는 각도의 평균값을 측정하기 위해 굽힘기계에 장착될 수도 있다.

제22도 및 제23도에서, 각기 광선 방출 장치(114) 및 CCD카메라(115)를 갖는 한쌍의 장치(130)가 굽힘기
계(101)에 부착되는 실시예가 예시되어 있다. 장치(130)는 굽힘기계(101)의 굽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뻗쳐있는 수평 바아(124)에 부착된 가이드(128)에 미끄럼 가능하게 장착된다. 장치(130)는 모터(122)에 
의해 회전되는 볼 나사(126)를 따라서 움직인다. 수평바아(124)는 유압 실린더(120) 및 그 실린더(120)
의 실린더 로드(121)를 통하여 굽힘기계(101)의 상부 파트에서 공중에 뜨므로 바아(124) 또는 장치(130)
가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장치(130)는 장치가 작업시트(W)를 방해할 때 작업시트(W)로부터 상부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광선을 방출 및 광선 패턴을 픽업시에 작업시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또한, 장치(130)는 굽힘축에 대해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일수 있으므로 작업시트의 어떠한 파트에 대해서
도 굽힘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한쌍의 장치가 기계에 배치된다. 그러나 몇쌍의 장치가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서 굽
힘각도를 측정키 위해 기게에 장착될 수도 있다.

제24도 및 제25도에서, 한 쌍의 장치(13)가 제22도 및 제 23도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굽힘기계(101)에 
부착되는 또다른 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광선 방출 장치(114)에 의한 광선 방출로 작업시트의 하부 표
면상에 유도되는 광선 패턴을 CCD카메라(115)가 픽업할 수 있도록 장치는 굽힘기계의 하부 파트에서 오
직 하나의 다른지점에 부착된다. 따라서 도면상에서, 제24도 및 제25도에서 부재들에 대해 사용된 바와
같은 부호들을 사용하게 된다.

제26도 내지 28도에서, 공작물의 굽힘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 발명에 따른 측정장치의 픽업장치가 굽힘
기계(201)의 펀치(208)에 부착되는 실시예를 예시하고 있다.

첫째로,  이  발명에 따른 수행에 사용되는 굽힘기계(201)의  일반 구조 및  기능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제27도의  정면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굽힘기계(201)는  두  개의  C형  측부  프레임(202)  및  상,하부 
프레임(203,204)를 갖추고 있다. 상,하부 프레임(203,204)은 두 측부프레임(202)의 상,하부 파트에 각각 
연결된다. 하부프레임(203)의 상부 파트에서 좌우로 뻗쳐있는 다이(206)가 다이홀더(205)를 통하여 장착
되며,  펀치(208)는  상부  프레임(204)에  수직으로  유동적으로  부착되는  램(207)을  통하여 
상부프레임(204)에 부착된다. 펀치(208)는 작업시트를 굽히기 위해서 다이(206)와 협동한다.

두 개의 실린더(SyR,SyL)는 램(207)의 양쪽 말단에 배치되며 볼 베어링을 통하여 램(2070에 연결된다. 
펀치(208)는 실린더(SyR,SyL)를 활성화 함으로써 다이(206)를 향하거나 벗어나는 이동을 하도록 작동된
다. 펀치(208)또는 실린더(SyR,SyL)의 작동은 램(207)의 측부에 부착된 로터리 인코더(도시되지 않음)로 
측부프레임(202)의 내측에 배치된 선형스케일을 검출함으로써 램(207)의 배치를 조절하여 수행된다.

램의 작동축은 댑쓰(D)축이라 부르며, 전자식 유압 서보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램(207)의 배치를 
조절한다.

최대속도가 사용될 때 램의 배치조절방법에 대한 실시예로써, 펀치(208)는 펀치(208)의 팁이 다이(206)
에 배치된 작업시트에 근접할때까지 높은 속도로 약화된다. 그 다음에, 작업시트가 소망의 굽힘각에 거
의 가깝도록 굽혀질때까지 낮은속도로 약화되며, 마침내 팁이 작업시트의 튀어오름이 고려됨으로써 우세
하게 되는 최종위치에 도달할때까지 낮은속도로 약화된 다음에 증가한다. 

아암(209)은 수평면에 회전 가능하게 있는 상부프레임(204)의 좌측 파트에 부착되며, 작동패널로 기여하
는 펜던트(210)는 아암(209)의 말단에서 공중에 떠있게 된다. 펜던트(210)는 지시기 및 여러 작동키이를 
갖추고 있다. 뿐만아니라, NC장치(도시하지 않음)를 갖춘 NC 제어패널이 제27도의 좌측 또는 다른 적절
한 위치에 배치된다.

이제 굽힘기계(201)의 상세한 설명이 기술되게 된다. 픽업장치(211)는 굽힘기계(201)의 펀치(208)의 중
심 파트에 끼워지며 전력공급 와이어(213) 및 신호 와이어(214)를 통하여 플로어에 배치된 이미지 프로
세서(212)에 연결된다. 각도지시기(215) 및 어떠한 작동키이들은 이미지 프로세서(212)의 표면상에 배열
된다. 이미지 프로세서(212)는 NC제어패널에 배치된 NC장치와 연결된다.

상세한 픽업장치(211)는 제 26a 및 26b에 도시되어 있다. 제26a도는 정면도이며 제26b도는 제26a도를 우
측에서 바라본 중심 횡단면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픽업장치(211)는  펀치(208)에  있는  구멍단면(215)에  배치되는  레이저 
다이오드(216) 및 시각 센서(219)를 갖추고 있다. 레이저 다이오드(216)는 굽혀지는 작업시트의 상부표
면쪽으로 평면 광선인 광선(SL)을 방출한다. 시각 센서(219)는 렌즈(217) 및 CCD 면적 센서(218)를 갖추
고 있으며 작업시트의 상부 표면상에 유도되는 라인 패턴을 픽업한다. 더스트(dust)가공에서, 필터(220)
는 구멍단면(215)의 하부부분에 부착된다.

제28도에서, 픽업장치(211)의 광학모델이 도시되어 있다. 시각센서(219)는 수직축(2)상에 배열되어 있어 
센서(219)는 센서 아래의 작업시트 표면상에 있는 광선 패턴을 픽업한다. 슬릿광선(SL)은 제 26a도에 도
시된 바와같은 수직축(Z)에 대해서 각도(β)를 갖는다.

제29도에서, 불럭 다이어그램은 시각센서(219)에 연결된 이미지 프로세서(212)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다.

이미지 프로세서(212)는 중앙연산처리장치(CPU)(221), 롬(ROM ; 222), 램(RAM ; 223), 입력/출력(I/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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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224), 디스플레이(표시) 인터페이스(225) 및 화상메모리(226)가 연결된 시스템 버스(220)를 갖는다. 
입력/출력장치(224)에  대하여 NC  제어패널에서 NC장치(228)가  연결되고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225)에 
대하여 지시기(215)가 연결된다. 화상메모리(226)에 대하여 2개의 값 전환회로(A/D 컨버터)(227)는 시각
센서(219)의  이미지신호를  2개의  값으로된  신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연결된다.  상기  구성에서 
시각센서(219)에 의해 픽업된 화상은 화상메모리(226)로 보내지고, 제5도의 중앙연산처리장치(CPU)(221)
공정에서  경사각도(α,  α2)(제3C도)을  얻도록  수행되므로  합성굽힘각도(α)는  지시기(215)나 
NC장치(228)에 보내진다.

제30도에서, 다른 실시예는 2개의 구멍단면(215F, 215B)이 펀치(208)내에 형성된 것을 도시한다. 구멍단

면(214F,  214B)은  굽힘축의 오른쪽 및  왼쪽 측면상에 위치하게 된다.  픽업장치(229)는  구멍단면(214F, 

214B)에  배치된다.  픽업장치(229)는  CCD면적센서(218F,  219B)에  각기  제공된  렌즈(217F,  217B), 

시각센서(219F, 219B)와 펀치(208)의 하부부분에 부착된 보호필터(220,220B)를 포함한다. 시각센서(219F, 

219B)에 대한 다이오드는 도면에서는 생략하였다. 단지 한 개의 다이오드는 시각센서로 사용되었다. 상기 

실예에서 굽힘각도(α)는 제2도 및 제3도에서 도시하고 상기 기재된 원리를 이용하여 얻어지게 된다.

제31a도  및  31b도에서,  실예는  픽업장치(230)가  다이(206)에  배치된  것을  도시한다.  제31a도는 
픽업장치(230)의 정면도이고, 제31b도는 오른쪽 측면으로부터 취한 제 31a도의 중앙단면도이다. 픽업장
치(230)는  제26a도  및  제26b  도와 유사한 구멍단면(215)에  배치된 레이저 다이오드(216),  렌즈(217), 
CCD 면적센서(218)를 포함한다. 상기 실예에서 굽힘각도(α)는 굽힘라인(BL)의 전,후방에서 작업시트(W)
의 하부 표면상에 광선패턴을 탐지함에 의해 제32도에 도시한 관련된 것으로부터 얻어지게 된다.

제33도에서, 실예는 한쌍의 시각센서(219F, 219B)를 포함한 픽업장치(231)가 다이(206)에 제공된 곳을 도

시한다. 시각센서(219F,  219B)는 굽힘라인의 전,후방에 위치하게 된다. 상기 실예에서, 굽힘각도(α)는 

제31도에서와 유사한 원리로 얻어지게 된다. 그러나, 시각센서는 어떤 픽업방향으로 설치되므로 픽업방
향의 시프트에 대한 오프셋은 경사각(α1,α2)의 합한값으로 주어지게 된다.

제34a도  및  제34b도에서,  실예는  2개의  픽업장치(234,235)가  펀치(208)의  다른위치에  형성된 
구멍(232,233)내에 배치된다. 상기; 구멍(232,233)은 펀치를 통하여 대각선으로 형성된다. 구멍(233)의 
하나는 시계방향각도이고, 다른것(232)은 반시계방향 각도이다. 구멍(232,233)에서 픽업장치(234,235)는 
굽힘라인의 전,후방에서 굽힘작업시트(W)의 2개의 표면상에 광선패턴을 픽업한다. 굽힘각도(α)는 상기 
언급한 방식과 유사하게 얻어진다. 상기 실예에서, 장치가 모든펀치 또는 다이에 형성된 구멍에 부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다이나 펀치안으로 픽업장치와 병합할 필요가 없다. 이것으로인해 비
용을 절약하게 된다.

이 경우의 변경된 실에에서와 같이, 단지 한 개의 구멍은 펀치(208)내에 형성되고, 한 개의 픽업장치는 
구멍내에 배치하게 된다. 게다가, 구멍또는 구멍들은 공구(펀치 및 다이)를 통하여 형성될 필요가 없고 
아마 노치일 것이다.

제35도에서,  실시예는  픽업장치(238,239)가  다이홀더(240)내에  끼워지므로  상기  장치(238,239)는 
다이(206)내에 형성된 구멍(236,237)을 통하여 작업시트(W)의 하부표면상에 광선패턴을 픽업한다. 상기 
실시예는 단지 작은구멍이 다이(206)내에 형성되므로 많은 굽힘 경우에 적용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단
지 한 개의 구멍이 다이내에 형성되고 다이홀더는 상기 구멍과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다.

제36도에서, 제34도 및 제35도에 사용된 픽업장치(241)의 구성(제34도 및 제35도에서, 234,235,238,239)
을 실시예로써 도시하게 된다. 픽업장치(241)는 슬릿광선(SL)을 방출하기 위한 레이저 다이오드(216), 
렌즈(217),  CCD카메라(218)가 제3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서로 관련되도록 배열된 상자형 케이스(242)를 
갖는다. 각도(β)는 상기 케이스(2420가 소형이 되도록 하기위하여 10∼20°가 적절하다. 픽업장치(241)
는 공구(펀치 및 다이)또는 공구 홀더에 끼워지거나 부착되어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공구에 대한 장치의 부착의 정확성이다. 그러나, 나쁜 정확성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왜
냐하면 이미지 프로세서는 측정에러가 설정함에 의해 쉽게 구경조절을 하게 되는 구경조절수단(243)에 
의해 제공된다.

복수개의 장치는 끼움쇠의 양을 결정하고 제37도에서 도시한 중심만곡 현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몇몇 위
치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굽힘기계가 중앙실린더를 가지므로 굽힘쇠의 양은 결정된다.

이 발명은 상기 기재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고 변경 또는 병합된 형태로도 수행될 수 있다.

[산업상 적용]

상기 상세히 기재된 바와같이, 공작물의 각도는 이 발명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따라서 
정확히 측정하게 되고, 상기 장치는 작업시트의 굽힘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굽힘기계를 사용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작물(W)의 2개의 표면(1,2)에 의해 형성된 각도(α)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2개의 표면상에 
선형 광선 패턴(9,10)을 유도하기 위한 2개의 표면을 향한 적어도 하나의 방향에서 광선을 방출하는 단
계와; 픽업 방향읕 방출된 광선의 방향 및 2개의 표면과 예정된 위치관계를 가지며, 이미지로써 좌표평
면 및 픽업 방향에서 광선 패턴을 픽업하는 단계와; 좌표평면의 좌표축에 대하여 좌표평면상에 픽업된 
선형광선 패턴의 각도(θ1,θ2)로부터 픽업방향에 대하여 2개의 표면의 경사각도(θ1,θ2)를 얻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된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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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좌표축에 대하여 좌표평면상에 픽업된 선형 광선 패턴의 각도는 이미지를 처리함에 의
해 얻어지도록 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픽업방향과 방출된 광선의 방향에 의해 얻어진 각도는 좌표축에 대한 선형 광선 패턴의 
각도(θ1,θ2)를 사용함에 의해 β1,β2로 주어지고 2개의 표면의 상기 경사각(α1,α2)는,

로 얻어지고, 2개의 표면에 의해 형성된 각도는,

로 얻어지도록 된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β1 = β2 = 45°이고, 경사각도 α1,α2는 α1=θ1,α2 = θ2로 주어지도록 된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2개의 표면상에 광선 패턴은 2개의 카메라(115)에 의해 픽업되고 경사각도는 픽업된 광
선 패턴의 각각에 대하여 얻어지도록 된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광선은 공작물의 2개의 표면의 복수개의 단면으로 방출하게 되고, 상기 단면은 공작물
의 세로축을 따른 것이며, 상기 2개의 표면에 형성된 각도는 모든단면에 대하여 얻어지도록 된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단면은 광선의 위치를 이동함에 의해 변경가능하고 2개의 표면에 의해 형성된 각도는 
요구된 단면에 대하여 얻어지도록 된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각도의 평균값은 2개의 표면에 의해 형성되고, 복수개의 단면에서 탐지된 것은 표시각
도로서 사용하도록 된 방법.

청구항 9 

작업의 2개의 표면에 의해 형성된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2개의 표면상에 선형광선 패턴을 유도
하기 위한 2개의 표면쪽으로 광선을 방출하기 위한 광선 방출 장치(43)와 ; 이미지로써 좌표평면상에 선
형  광선  패턴을  픽업하기  위한  카메라(41)와;  각도를  얻기위하여  이미지를  처리하는  이미지 
프로세서(11)를 포함하도록 된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0 

공구의 굽힘라인(BL)을 떠나서 전,후방으로 펀치공구와 다이공구사이에 위치된 작업시트를 굽힌 굽힘기
계에서 사용되는 작업시트의 굽힘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표면상에 선형 광선 패턴을 유도하기 위
하여 떠난 표면을 향한 방향에서 광선(SL)을 방출하기 위하여 공구의 근처에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최소
광선 방출 장치와; 픽업방향은 방출된 광선의 방향 및 표면에 대하여 예정된 위치관계를 갖고 이미지로
써 좌표평면상 및 픽어방향에서 선형 광선 패턴을 픽업하기 위하여 공구의 근처에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최소 픽업장치와; 좌표축에 대하여 좌표평면상에 픽업된 선형 광선 패턴의 각도를 얻기위하여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이미지 프로세서를 포함하도록 된 굽힘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광선 방출 장치 및 픽업 장치는 수직방향 및 공구를 따라서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된 
장치.

청구항 12 

공구의 굽힘라인을 떠나서 전,후방으로 펀치공구와 다이공구 사이에 위치된 작업시트를 굽힌 굽힘기계에
서 사용되는 작업시트의 굽힘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표면상에 선형 광선 패턴을 유도하기 위하여 
떠난 표면쪽으로 떠나는 쪽에 배치되고 공구의 적어도 하나에 형성된 구멍 단면을 통한 방향에서 광선을 
배출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광선 방출 장치와; 픽업방향은 방출된 광선의 방향 및 표면에 대하여 예정
된 위치관계를 갖고 이미지로써 좌표평면상 및 픽업방향에서 선형 광선 패턴 및 구멍 단면을 통하여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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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최소 픽업장치와; 작업시트의 굽힘각도를 얻기위하여 이미지를 처리한 이미
지 프로세서를 포함하도록 된 굽힘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구멍 단면은 공구의 굽힘라인의 부분을 포함하고 공구를 통하여 형성된 구멍을 갖도록 
된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구멍단면은 굽힘 라인의 전,후방에 배치된 노치나 구멍으로 된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광선 방출 장치 및 픽업 장치는 공구에 병합하도록 된 장치.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광선 방출 장치 및 픽업 장치는 장치에 일체로 되고 상기 장치는 해제가능하게 공구에 
부착하도록 된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장치는 굽힘라인을 따라서 이격되어 정렬되고 상기 장치는 원하는 위치로 이
동 가능하도록 된 장치.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이미지 프로세서는 공지된 각도의 샘플 편(piece)에 대하여 화상 신호를 처리함에 의
해 굽힘 각도의 측정된 값을 구경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도록 된 장치.

청구항 19 

공구의 굽힘라인을 떠나서 전,후방으로 펀치공구와 다이공구 사이에 위치된 작업시트를 굽힌 굽힘기계에
서 사용되는 작업시트의 굽힘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픽업방향이 방출된 광선의 방향 및 표면에 
대하여 예정된 위치관계를 갖고 이미지로써 좌표평면상 및 픽업방향에서 선형 광선 패턴을 픽업하기 위
한 카메라와, 표면상에 선형 광선 패턴을 유도하기 위하여 떠난 표면쪽으로 향한 방향에서 광선을 방출
하기 위한 광선 방출 장치를 제공하고 공구에 인접하게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장치와; 작업시트의 굽힘
각도를 얻기위하여 이미지를 처리한 이미지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그안에 상기 장치는 수직으로 그리고 
공구의 굽힘 라인을 따라서 수평으로 미끄럼 가능하도록 된 굽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한쌍의 장치는 하나씩 굽힘라인의 전,후방 측면에 배열하도록 된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장치는 굽힘라인의 전,후방측면에서 각기 배열하도록 된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장치는 굽힘라인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한 수평 바아상에 미끄럼 가능하게 장착되고, 
상기 수평바아는 굽힘기계에 의해 지지된 액튜에이터에 의해 수평으로 이동되고 지지하도록 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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