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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NG 탱크는 온의 LNG를 장하기 해 단

열기능과 온도변화 따른 수축, 팽창을 함으로서

탱크의 기 을 유지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해 Fig. 1과 같이 단열재를 탱크내부

에 부착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단열용 넬에 에폭

시 착제를 도포하고 이를 부착하게 된다. 단열재

에 에폭시를 도포함에 있어서 단열재의 사이즈, 

모양이 다양하고 도포하는 형태도 용도에 따라

다르며 에폭시의 방향, 간격, 두께, 폭 등은 착

성능을 보증하기 해 정해진 GTT의 규격에 따라

도포되어야 한다.

Fig. 1  Mastic bonding for LNG Tank 

여기에 사용되는 작업방식은 XYZ 직교좌표 3축

로 으로 구성되는 자동 로그램방식의 작업을

수행한다. 3축 로 의 기구 작업공간 분석, 모션

분석과 궤 생성 기능이 요하지만 특히, 직교

3축 직 으로 도포 건(Gun)을 부착한 Y축 작업

의 경우 툴의 하 과 속도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로 의 동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 로

모션도 에 기존 수작업에 의한 도포방향 환을

자동 환 메카니즘을 변경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고압 기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마스틱도포 로봇 시스템 구성

Fig. 2 Component of  mastic robot system

마스틱 도포로 은 동력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실제 도포작업 구동력을 가지는 직교 3축 로 , 

도포 넬을 로 바디로 이송시키기 한 견인부, 

도포 에폭시 경화재 공 부, 공 된 에폭시와

경화재를 넬에 도포하기 한 로 툴 건(Gun) 

등으로 구성되며 체 인 구성도는 Fig.2와 같다. 

3. 도포로봇의 동해석 및 전환메카니즘설계
로 의 상하방향인 Y축 모션부의 가반하 , 최

이송속도에 한 모터사양 설계에 한 동해석

을 수행하 다.

Fig. 3 Dynamic condition of  Robot's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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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조건은 일반 인 베어링의 정마찰계수 0.3

을 용하 고, 동마찰 계수는 0.12로 용하여

슬라이딩 메카니즘을 용하 다. 가반하 의 경

우 도포 툴건(Tool Gun)과 도포액의 량의 합인

60Kg을 용하 고, 최 이송속도는 실제 작업의

최 속도인 500mm/sec로 상하방향(Y방향)으로 작

용시켰을 경우 Y방향으로 이송속도에 따른 Y축

최 추력(Driving Force)은 718.393N으로 Fig.3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Fig. 4 Driving force result of robot's arm

이로부터 마스틱로 의 Y축 구동토크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본 해석에서 나온 결과인

최 추력과 볼스크류리드,동 안 계수를 모두

고려한 요구토크 1.829Nm은 아래의 Fig. 4에 나타

낸 본 과제에 선정된 1Kw 서보모터의 특성그래

에서 회 속도 3000rpm까지 3.18Nm의 토크성능을

확인한 결과 안 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AC Servo motor torque characteristics

다음으로 에폭시를 도포에 있어 작업 넬의 종

류에 따라 가로와 세로방향 병행하여 도포되어야

한다.  이를 해 도포 툴건의 방향을 회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연결부의 고압에폭시 유체흐름

에 한 씰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Fig. 6  Automatic changing & sealing mechanism

본 연구에서는 자동 환을 해 90회 가능한

회 실린더를 타이 벨트구조로 연결하여 방향

환시키는 메카니즘을 설계하 고, 회 부 의

수방지를 하여 연질 라스틱 4층 층방식의

고압 씰링(Seal) 메커니즘 개발, 회 부 분해

세척이 용이한 구조로 메카니즘을 개선하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스틱 도포로 의 구성요소인

로 툴건을 견인하는 Y축 부에 한 최 이송시

필요한 구동토크에 한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여

선정한 모터의 스펙의 안 성을 확보하 고, 기존

수동방식의 도포 방향 자동 환에 필요한 연결부

의 씰링(Sealing)에 하여 연질 라스틱 4단 층

방식으로 도포액 출문제를 해결하 다.

후기

본 연 는 산업통상 원  한 산업기술진

흥원  “ 산업클러스터 사업”  지원  받

아 수행된 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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