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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rst aim of the study i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by uniformizing the thickness of coating and 

reducing quality-inspection time. The second aim is to cut down on the raw materials for coating by 

prevent the waste of spraying in the air during a painting process through a real-time coating-size- 

recognition monitering to fit the target components. To achieve the two aims, a simplified version of 

automatic coating control system for recognition of coating for vessels and Spray. With the sytem, 

following effects are expected:

First, quality improvement will be achieved by uniformizing the film-thickness.

Second, it will reduce the waste of coating paint by constructing the speed of the coating, the spray gun 

robot transfer time, and the number of DB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vessel.

Third, as a 3D industry, it will be able to solve the difficulty of supply of labors and save up the labor 

costs.

Therefore, in the future, further research will be needed to be applied to various products with DB 

design that designates the variable value, which is added for each type of pieces by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various types of workpieces and linear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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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용 도장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생산업체에서는 

생산제품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특징적인

도장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생산제품 길이가 큰 제품

은 5m이상이고 굴곡과 분기가 많은 제품들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제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의 

도장작업은 작업자에 의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한 고객사의 일정과 도장공정의 전 단계인 제작업체의 긴

급주문으로 인해 경쟁력있고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도장 제품공정과 품질관리를 위해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도장 대상 제품의 길이가 길고, 단순한 작

은 제품들은 작업자보다는 자동스프레이 시스템을 도입했

을 때 품질검사에서 도장두께의 균일화와 검사시간 등 절

감으로 생산성 향상의 증대와 도장 분사작업시 실시간 피

도물 크기인식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제품에 맞고 허공에 

분사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장원재료인 도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사적으로 사용한

다면 향후 고객사간에 신뢰성을 더 높이고, 신규 고객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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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제품의 수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시스템을 

융합한 생산시스템구축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또한 자사

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 및 품질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으로 도장생산공정의 모니터링으로 제품의 공

정상태 특히, 건조시간, 제품도장 도막두께의 품질상태, 

제품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면 생산과 물류관리측면

에서 효율화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출하제품의 품질불

량 또는 문제 발생시 역추적시스템으로도 이용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개발은 선박용 피도물 도장제품의 크기인식과 

스프레이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사의 생산성향상

은 물론 고객사의 품질문제에 신속한 대응하고 생산활동

의 정확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고객사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개발시스템이 될 것으로 본다.

2. 연구내용

2.1 분체도장과 액체도장 개요

POLYESTER분체의 COATING과정은 선박용 부품을 

전 처리한 후 피도물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가루

를 사용하여 온도 180℃에서 20분간 탱크안에서 체류하

게 되면 분체 가루가 피도물에 서서히 녹아들어서 액체가 

된다. 대기중의 온도가 높아지면 경화가 되어 피도물에 도

장처리가 되며, 이때 도장 두께는 평균 60마이크론 정도

가 된다. 일반 도료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나 반응성 단량

체, 물 등의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도막 형성 성분만으로 

배합되어 있는 고체로서 합성수지, 안료 등을 주로 처리하

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경화제 필라(Filler)등을 배합

하여 균일하게 융혼합시킨 분사체를 냉각한 후 일정한 범

위의 입도로 분쇄시켜 규정된 범위의 입도만으로 된 분말

상의 도료이다.

<Table 1>은 도장방법에 따른 특징으로 분체도료가 용

제형 도료와 크게 다른 점은 휘발성분을 포함하지 않고 분

말화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두 가지 차이 때문에 많

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2.2 컨베이어 시스템

선박용 도장 피도물을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체인방식의 레일을 채택하여 이동하는 방식이 있다. 

[Figure 1] Trolley Conveyor System은 입체적 Rail을 

따라 굴곡성이 심한 악조건속에 원활하게 연속적인 기능

을 수행하도록 고강도의 체인과 Rail을 사용하고,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피도물의 형상에 따라 진행하도록 설계

하였다.

[Figure 1] Trolley type Conveyor system

3. 간이형 자동도장 시스템 설계

간이형 자동도장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선박용 피도

물의 형상에 따라 [Figure 2]와 같은 피도물의 취부와 피

<Table 1> Characteristic of coating method

Kind of paint Solvent paints Water soluble paint Powder paint

Paint type
Thermosett-ing melamine,

acryl

Thermosetting epoxy,

Alkyd

Thermosetting epoxy,

Polyurethane polyester, Alkyd

Painting method Electrostatic spray
spray, deposition

,Electrodeposition
Electrostatic spray, deposition

Transfer role Organic solvent
water

(Only part)
-

Solid content

(When painting)
30∼50% 20∼40% 100%

Coating thickness at the time 

of one painting
20∼30μ 15∼30μ 40∼150μ

Air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Heat dryer, Painting room Heat dryer Heat dr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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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물 도장방법에 대한 설계도이다. (a), (b), (c)안을 조

합하여 최적의 피도물을 회전에 따른 균일한 도막두께를 

형성하도록 제어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a)                (b)                (c) 

[Figure 2] Rotating design of coating materials for simple 

automatic coating ship

[Figure 3]과 [Figure 4]는 피도물 도장작업을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 구성과 Trolley형 컨베이어 설계도이다.

[Figure 3] Design of Marine Circulation and Rotating 

Structures

[Figure 4] Trolley Conveyor(Transfer method)Design

[Figure 5]는 선박용 도장대상 피도물 크기를 자동으

로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오토닉스 BJ15M- 

TDT1-P 광센서를 이용하여 12개의 센서배열에 지나가

는 피도물을 3단계 크기를 나누어 인식하게 하고자 관련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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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essel Size Recognition System

[Figure 6]은 [Figure 5]의 센서에서 검출된 상태를 

3가지 크기로 설정하여 스프레이 자동 도장시스템에 피도

물 회전속도, 스프레이건 이동거리, 횟수, 시간 정보를 결

정하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Figure 6] Object size recognition algorithm

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개발은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연구비지원을 통해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개발과제로 선박용 

제품 도장공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간이형 자동도장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시스템 개발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균일한 도막두께형성으로 불량률을 감소시킴으

로서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둘째, 선박용 피도물 크기에 따라 피도물 회전속도, 스

프레이 건 로봇 이송시간, 횟수의 DB구축으로 도료 사용

량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3D업종으로서 인력을 수급하는 어려움을 해소함

으로써 인건비 절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피도물과 직선형태의 피도물

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각 형태별로 추가되는 변수값을 

지정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다양한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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