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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

자동차 부품사업은 각종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자동차산업의 후방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부품 중소제조 업체의 경우 부품제작 및 검사를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력이 필요한,

반면에 또한 높은 이직률로 큰 어려움에 처하곤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및 제품의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동화를 통한 생산라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우자동차의 부품협력업체인 사의GM C trunk

의 벤딩작업 자동화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제품의 로딩hinge lid

언로딩과 벤딩 의 변위검사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lid flexible

을 구현하고자 한다manufacturing system .

즉 현재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새로이,

제작된 시스템으로 벤딩 변위를 검사하도록 하였다 먼저lid .

컨베이어로 자재가 자동 로딩된 후 벤딩하고 벤딩 는 요구하는, lid

범위 내에서 변위검사가 실시되어 최종적으로 언로딩 공정을

거쳐 이송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작업자의 피로도 감소와

적절한 인력배치가 고려되었다 벤딩 변위는 로. lid LVDT sensor

불량여부를 검사하고 불량발생의 경우 제품의 이상 유무를 경고

토록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은 현재1

사의 벤딩 공정을 보여주고 있다C trunk hinge lid .

자동벤더의구조와설계자동벤더의구조와설계자동벤더의구조와설계자동벤더의구조와설계2.

자동차 트렁크를 개폐할 때 쓰이는 힌지류는 크게 Trunk Lid,

로 구분되며 개 부품 중에서 벤딩 성형불Sup't Hinge, Conn' Hinge , 3

량으로 완성차 조립 시에 조립되지 않아 제품 전체에 불량을

야기하는 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trunk lid , Fig. 가 벤딩된2

제품의 실물이다.

를 이용한 설계 모델2.1 Pro/E CAD SW 3D

자동 로딩부2.1.1

사각파이프 자동공급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부품을 일정

적재한 후 로딩그립 위치까지 이송시켜 주며 이는 근접센서를,

통해 인식되도록 하였다 인식된 사각파이프는. Fig. 와같이3(a)

로딩그립을 통해 수집된다.

클램핑 을 위한 이송2.1.2 (clamping) Unit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이송된 제품을 클램핑 장치까지 이송

시켜주며 그립핑 위치에 견고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와, Fig. 3(b)

같이 설계하였다 이어 그립핑된 제품을 회전형 실린더로 정확한.

위치경로 까지 회전하게 되고 추가적인 공압장치를 통해 클램핑,

장치에 견고히 삽입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벤딩부2.2.3

부품은 완성 자동차에서 트렁크 개폐를 지지해Trunk hinge lid

주는 역할을 하므로 벤딩각도나 위치가 상이하게 벤딩된 경우,

완성차의 조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트렁크의 개폐시 비정상,

적인 이음이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품의 회전금형응.

이용하여 벤딩하였으며 이 금형은 제공된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

하도록 제작하는 것과 아울러 클랭핑 장치 벤딩장치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는 벤딩부 설계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Fig. 3(c) 3D .

2.2.4 Unloading장치와 Sensor system

은 벤딩된 사각 제품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다음공Fig. 3(d) pipe

정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서 로딩장치와 마찬가지,

로 벤딩된 제품을 그립핑하여 프레스 펀칭 쪽으로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완성된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센서를 통하여 제품의 불량유형인 현상을LVDT spring-back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3 Structure of bending machine (a) Transfer

conveyor system (b) Clamping transfer unit (c) Bending

equipment(roller rotation type) (d)Un-loading equipment

(e) 3D model (f) A photo of actual system

이 가능한 자동벤더2.2.5 Loading-unloading

자동차 자동벤더 설계 및 벤딩 의 변위 검사자동차 자동벤더 설계 및 벤딩 의 변위 검사자동차 자동벤더 설계 및 벤딩 의 변위 검사자동차 자동벤더 설계 및 벤딩 의 변위 검사Trunk Lid LidTrunk Lid LidTrunk Lid LidTrunk Lid Lid
Designof Automatic Benderof aCarTrunkLidandInspectionof Bending Lid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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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anufacturing process of trunk hinge 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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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나타낸 모델이며 기능적Fig. 3(e) 3D ,

으로 크게 제품이송 컨베이어 시스템 제품 로딩유닛 제품벤딩, ,

장치 제품 언로딩 유닛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 LVDT sensor .

벤딩 의변위측정벤딩 의변위측정벤딩 의변위측정벤딩 의변위측정3. Lid

및 측정부3.1 LVDT Linear Sensor Lid

시스템의 사양은 과 같으며 이는 초소형 내환경LVDT Table 1 ,

접촉식 변위센서로 물이나 분진 등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밀착 설치에 의해 여러 개의 포인트를

측정할 수 있어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Specifications

Linear gauge

- D-5S model of Peacock co.

- Pencil type with 0.001mm resolution

- Measurement range : 0~5mm

Digital counter

- Multi-type model C-700 of Peacock co.

- Data output with presetting

- OK±NG judgement, Max, Min display

- Deflection measurement display

Table 1 Specifications of LVDT sensor system

벤딘 의 불량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와 같이lid Fig. 4 WL(water

의 값을 측정한다 은 차량의 횡축에서 나타나는 불량이line) . WL

며 불량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 위치를 끝단부로 결정함으로서,

선택된 영역에서 값 획득 및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sensing .

은 차량의 고축 방향에서 나타나는 불량으로 물체가 곡면부분BL

으로 표현되어 있어 특정 부의 점을 검출하기 힘들고 은, TL

차량의 종축에서 나타나는 불량으로 을 측정함으로써 변위의WL

변화가 확인되기 때문에 측정항목에서 제외하였다.

WL

BL TL

Fig. 4 Measurement points of trunk hinge lid bending

변위측정 방법3.2 Lid

벤딩 후 정도를 감지하고 양품의 기준을 중심으로spring-back ,

초기 점을 셋팅한다 성형된 파이프의 오차 허용범위 값을‘0’ .

에 입력하고 유압 벤딩공정이 수행된 후 를digital controller , , probe

이용하여 성형된 파이프 위치에서 좌표를 하여 그 거리를sensing

측정하여 신호를 로 전달한다 후 허용오차 범위controller . sensing

내에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부품에 대해 경고

및 알람을 표시한다.

곡선부의 측정은 물체가 곡면으로 표현되어 있어Trunk lid

특정부의 점을 검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점을 잡기 위하여.

끝부분의 위치를 하여 측정된 값을 파악한다sensing .

끝단부 측정은 끝단부 각각이 직선으로 이루어져Trunk lid

있기 때문에 검출이 용이하며 후 각각의 포인트sensing , sensing

중심점을 특징 점으로 선택한다 값을 파악하여 신호를. sensing

보내 기준치보다 많이 틀어졌을 경우에 불량으로 판단한다.

실험결과및고찰실험결과및고찰실험결과및고찰실험결과및고찰4.

과 같은 운전조건이 주어졌을 때 압력 값의Table 2 , pusher

변화에 따른 값은WL Fig. 와 같이 측정되었다 의 오차범위5 . WL

는 로 에서와 같이 조건 을 바탕으로 값을34±0.5mm Fig.5(a) 1 WL

측정하였을 때에는 상당부분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 벤딩에 가장 중요한 압력 값이. lid pusher

120kg/cm
2
으로 부족하였고 따라서 압력을, pusher 140kg/cm

2
으로

조건을 바꾸어 값을 측정하였을 때에WL Fig. 에서와 같이5(b)

대략 96%이상으로 불량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작업조건을 선정할 수 있었다. Fig. 은 실물의 측정6 LVDT sensor

값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Section condition 1 condition 2

1) Main pressure (kg/cm
2
) 180 180

2) Clamp pressure (kg/cm
2
) 130 130

3) Pusher pressure (kg/cm
2
) 120 140

4) Turn pressure (kg/cm
2
) 120 120

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bender equipment

(a) Measurement value of WL at condition 1

(b) Measurement value of WL at condition 2

Fig. 5 Measurement value of WL at operation condition

Fig. 6 Display of LVDT linear sensor

결론결론결론결론5.

대우자동차 부품제작 협력업체인 사의 자동차 트렁크GM C

자동벤더를 설계제작과 벤딩 변위검사시스템의 개발로lid lid

수작업 생산 라인에 벤딩의 자동화 및 벤딩 변위의 검사시스템lid

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자동화를 통한 제품의. ,

멀티 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투입인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종합효율 상승효과가 있었고, LVDT

검사 시스템으로 제품의 불량유형 검출 및 통계화로 품질sensor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후후후후기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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