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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고층 건물이 증가하고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건물 외벽의 도장 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장 작업의 현장 분석 
결과, 고층 건물의 경우 작업자가 로프에 
매달려 진자 운동과 같이 건물 외벽을 좌우로 
움직이며 분사용 스프레이 건과 페인트 롤러를 
이용하여 도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Fig. 1 Conventional painting work and tools 
 
Fig. 1 에 도시된 것과 같이 현장 작업자는 

로프를 따라 건물의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며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로프에 매달린 채 
건물 외벽을 이동하며 수행하는 재래식 도장 
작업은 작은 실수 하나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도장 작업의 특성상 숙련된 작업자의 확보가 
어렵고 반복적인 이동 작업은 도장의 균일한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도장의 품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건물 외벽의 도장 작업은 페인트 및 

소모성 자재의 소요에 비하여 고도의 작업에 
따른 인건비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외벽 
도장 작업의 인건비 대비 소모성 경비의 
비율은 약 8:2 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외벽의 
도장 작업은 작업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작업이다. 따라서, 외벽 도장 자동화 장치의 
개발은 인건비 감소, 도장의 품질 향상 및 
건설 산업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물 외벽의 도장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장 장치를 
제안하고 곤돌라 방식의 이동 메커니즘과 
연계하여 도장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2. 도장용 자동화 장치 기안  

이와 같은 작업자의 공정 분석을 통하여 
건물 외벽의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페인트의 
자동 분사가 가능한 도장용 장치를 기안하였다.  

 

 

Fig. 2 General design of painting device 
 
Fig. 2 에 기안된 건물 외벽 도장 장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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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도장 장치의 분사용 스프레이 건은 
메인 프레임에 장착된 레일을 따라 건물 외벽
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하여 순차적으
로 이동하며 페인트를 분사할 수 있다. 수평 
이동용 모터가 동작하면 레크와 피니언를 이용
하여 페인트 분사부가 건물 외벽의 수평 방향
으로 이동하고, 수직 이동용 모터가 동작하면 
체인과 스프로킷으로 연결된 페인트 분사부가 
수직으로 이동한다. 또한 레일 끝단부에 설치
된 센서를 이용하여 페인트 분사부가 레일을 
이탈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Fig. 3 General view of painting device 
 
기안된 장치는 곤돌라형 이동 메커니즘에 

탑재되어 도장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때 
도장이 가능한 폭은 2,750mm 로 설계되었으며, 
곤돌라 시스템이 건물 벽면에 고정되면 내부 
공간을 분사용 스프레이 건이 이동하며 도장 
작업을 수행한다. 일정 면적의 도장 작업이 
수행된 후, 곤돌라 시스템의 하강 운동에 따라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여 고정되면 동일한 분사 
작업을 수행한다. Fig. 3 에 도장 장치의 
시제품을 도시하였다. 도장 장치는 좌우 대칭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넓이의 건물 
외벽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3. 페인트 분사 시스템 기안  

도장 장치의 자동화에 있어서 페인트 분사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도장 공정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도료통 내부의 페인트가 
굳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시스템에서는 도료통 내부에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교반기를 장착하여 페인트가 굳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Fig. 4 General view of utility system 
 
또한 교반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분사용 

스프레이 건이 도장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에어 컴프레셔와 펌프를 설치하였다. 
Fig. 4 에 본 연구에서 구성한 분사 시스템과 
도료통의 시제품을 도시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벽 도장 장치의 자동화를 

위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도장 자동화 장치는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곤돌라형 이동 메커니즘과 연계하여 

건물 외벽 도장용 장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고 기안된 시스템의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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