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동자 산업에 적용된 초음파 기술
현지 대리점을 통해 개선된 고객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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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성숙한 최적의 솔루션은 제조사와 사용자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직접
소통하는 경우에만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경량 구조의 자동차 제조
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접합 및 절단 기술로 검증된 초음파 공법은 그 독창
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음파 전문가와 자동차 공급업체가 이미 설계 초
기 단계에서 협력하는 경우 초음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품 및 가공부
의 형상을 설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용착 기계를 저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
능하며 예를 들어 도어 트림, 스포일러 또는 씬 월(thin wall) 범퍼에 센서 홀더
를 고정하는 용도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본사를
둔 Windeq TC는 러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설립된 스위스 Telsonic AG의 대
리점입니다. 러시아에 설립된 첫 번째 장비 제조사로서 동사는 자동차 공급업
체를 위한 반자동 초음파 장비를 설계 및 생산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러시아
Magna 사의 공식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자동차 산업은
강력한 초음파 용착 파트너의 지원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초음파 기술
스코다 카록(Škoda Karoq) 및 스코다 래피드(Škoda Rapid)의 앞 범퍼는 예를
들어 Windeq TC의 초음파 용착 및 절단 장비로 제작됩니다. VW 316 Tarek(타
렉)의 경우에는 프런트 및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리플렉터 고정부가 이 장비를
통해 생산됩니다. Lada 사에 설치된 다른 장비에서는 전동 파워윈도우의 가이
드 및 수납함 브래킷을 위한 볼 구조물이 도어 내측 트림패널에 고정됩니다. 이
접합 과정에서 스폿 용착뿐만 아니라 심 용착도 실시되므로 여기에는 더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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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코다 카록(Škoda Karoq) 자동차 제조
02 신형 스코다 래피드 세단(Škoda Rapid Sedan)
03 범퍼용 초음파 용접설비

노트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 용착에서 스폿을 바로 인접하게
나란히 배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블 소노트로드는 2개의 블레이드
를 통해 2개의 용착 스폿을 형성할 수 있지만 기계적 진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는 단 하나의 컨버터 및 부스터만 필요합니다. 상위 자동화 시스템으로의 초음
파 장비 통합은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초음파를 형성하는 발생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플라스틱 가공기의 컨트롤러와 통
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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