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조인트의 유격 및 토크 측정 장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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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본 발명은 하나의 장비에서 볼조인트의 토크 측정과, 횡하중 및 축하중 부여를 통한 유격 측
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볼조인트의 유격 및 토크 측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기술
현황

Background
□ 볼조인트는 현가계와 조향계를 연결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조향운동을 원활하게 전달하며 노면
에 전달되는 충격을 감소시키며, 여러 종류의 반복하중을 받아 균열 및 마모가 발생하는 바
높은 내구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 볼 조인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볼 조인트의 유격과 토크를 측정하여 볼 조인트의 기본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조인트의 유격과 토크는 별도의 장비에서 따로 측정
되며, 유격 측정은 횡하중 시와 축하중 시로 나누어서 측정하는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
는 문제가 발생함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에 따른 볼조인트의 유격 및 토크 측정 장치는, 볼조인트를 하부지그에 안착시켜 고정
하고, 상기 볼조인트의 스터드 상단에 상부지그를 고정하여 하부지그와 볼조인트 및 상부지그
의 조립체를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로더부와, 상기 로더부에서 제작된 조립체를 이송하는
컨베이어와, 볼조인트의 축방향 정렬을 수행하는 축방향정렬기와, 볼조인트의 기동 토크 및
작동 토크를 측정하는 토크측정부와, 볼조인트의 횡방향 유격 및 축방향 유격을 측정하는 유
격측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Technology Overview
Fig. 1. 볼조인트의 유격 및 토크 측정 장치의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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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4-0019092(2014.02.19.)/10-1551855(2015.09.02)
□ 명칭 : 볼조인트의 유격 및 토크 측정 장치 및 방법
□ 패밀리특허

Claim Analysis
□ 전체 청구항(7), 독립항(1), 종속항(6)
Exemplary Claim
(대표 청구항)
볼조인트(2)를 하부지그(3)에 안착시켜 고정하고, 상기 볼조인트(2)의 스터드(2a) 상단에 상부지그(4)
를 고정하여 하부지그(3)와 볼조인트(2) 및 상부지그(4)의 조립체(1)를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로
더부(10)와;
상기 로더부(10)에서 제작된 조립체(1)를 이송하는 컨베이어(20)와;
상기 컨베이어(20)의 이동 경로의 제1위치에 설치되며, 상기 조립체(1)의 상부지그(4)와 연접하면서
상부지그(4)를 지면(地 )에 대해 수직한 축방향으로 정렬하는 축방향정렬기(30)와;
상기 컨베이어(20)의 이동 경로의 제2위치에 설치되며, 상기 조립체(1)의 상부지그(4)에 측방향으로
밀어서 회전시키는 힘을 가하여 볼조인트(2)에 토크를 발생시키고 이 때 발생된 토크를 검출하여
볼조인트(2)의 기동 토크를 측정하는 기동토크검출기(41)와, 상하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상기 조립체
(1)의 상부지그(4)에 결합되어 상부지그(4)를 수직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힘을 발생시켜 토크
를 발생시키고 이 때 발생된 토크를 검출하여 볼조인트(2)의 작동 토크를 측정하는 작동토크검출기
(42)를 구비한 토크측정부(40)와;
상기 컨베이어(20)의 이동 경로의 제3위치에 설치되며, 상기 조립체(1)의 상부지그(4)에 측방향으로
왕복하는 하중을 설정된 값으로 가하고 이 때 발생한 볼조인트(2)의 횡방향 변위를 검출하는 횡방
향 유격검출기(51)와, 상하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상기 조립체(1)의 상부지그(4)에 볼조인트 스터드의
축방향으로 왕복하는 하중을 설정된 값으로 가하고 이 때 발생한 발생한 볼조인트(2)의 축방향 변
위를 검출하는 축방향 유격검출기(52)를 구비한 유격측정부(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볼
조인트의 유격 및 토크 측정 장치.

본 자료는 공개 가능한 기술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술문의 : 동아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김기연 051-200-6534, kky1216@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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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

Technology & Business Trend
자동차 부품 시장
□ 세계 자동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며, 시장
조사업체 글로벌 인사이트에 따르면 2014년
8360만대로 2013년과 비슷한 4%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2018년에는 1억대 규모로 추산
□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차 등 차세
대 자동차 시대 개막에 앞서 업체들간의 대규
모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있음
□ 이런 추세 속에서 자동차 부품 중 전장 부품
의 비율도 크게 늘며 2010년 전체의 31.5%를
차지했던 전장 부품은 오는 2030년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부품과 관련하여 2015년에는 세계적으
로는 2조3000억 달러 시장이 국내의 경우
1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