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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접착제 도포로봇 시스템 설계 및 운동해석
Development of an adhesive spray robot system for automotiv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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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   징 현장요구

제품

- 다품종·소량 생산품

- 형상이 소형이고 복잡함

- 빠른 작업처리 요구됨

병렬형의 

6 DOF 필요

도포

작업

- 2시간 이상 연속작업 불가

- 대규모 시설 투자 불가

- 도포 액 과다 소비

방폭 처리된
저가형  

메커니즘 필요

1. 서론

자동차 부품의 접착제 도포 작업공정은 소형 

자동차용 고무제품의 중간재 가공작업에 있어 아

주 중요한 공정중 하나로, 접착제를 분무형태로 

제품에 뿌려 접착하는 공정이다. 하지만 도포 도료

액의 유독성으로 인해 작업자들로부터 가장 기피업

무로 인식있어, 본 작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에나 인더스트리를 사례로 하여 

새로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본 기업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중소제조

업의 한계로 인하여 Fig. 1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최소의 환기장치를 가지고 작업자가 수동으로 직

접작업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본 중소기업의 소형 중간재 가공

품의 도포작업을 분석하고 로봇 사양을 도출을 

통해 전체 소형 도포로봇 사업장에 안전하게 적용

가능한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로봇 메커니즘을 설계한 후, 역동역학 해석을 통해 

구동 성능분석 및 구동기와 감속기의 용량을 도출

한다.

Fig. 1 current configuration of the spray processor

2. 로봇사양 도출

자동차 부품의 도포작업 현장의 특징분석을 통

한 로봇의 현장요구를 바탕으로 도포로봇의 필요

성과 요구사양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1 Features applied in the spray processor

이들 요구사양을 반영한 안정화된 로봇을 구현

하기 위해 기존의 도장용 로봇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고가이며 많은 작업공간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방폭처리가 손쉽게 되는 6자유도 병렬

형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로봇의 특징은 

방폭, 부식방지, 스파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구동기를 로봇의 베이스 부분에 집중시

키고, 그곳에 쉽게 비절연체로 몰딩(molding)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경량화를 위해 링크를 비철금속 혹은 

탄소 재질 등의 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병렬형 로봇 메커니즘(parallel robot mechanism)을 

제안한다.

3. 해석을 통한 구동기 선정

본 논문의 제안된 로봇형을 다물체 동역학 해석

(Multi-body dynamics) 방법을 활용하여 Fig. 2 와 

Table 2와 같이 로봇 메커니즘의 좌표계와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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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ordinate frame and generalized coordinates

Table 2 Degrees of Freedom for the robot

를 결정한다. 제안된 모델은 총 11개의 Link로 구성

되었으며, 6자유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운동성과 구동기를 선정을 위해 DADS(Ver9.6)

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운동해석을 

위하여 End-Effector에 Fig. 3과 같은 Cartesian 입력

궤적을 5초간 가한다. 이때, 요구되는 구동기의 

구동력은 Fig. 4와 같다. 이 값은 구동기의 정격토크

의 값이 된다. 본 결과를 반영한 3D 모델은 Fig. 
5과 같다

4. 결론

소형의 자동차 부품의 도포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적용 가능한 병렬형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본 메커니즘의 특징을 요약 다음과 

같다. 
1) 로봇 구동기가 베이스에 집중적으로 배치하

여 고가의 중공형 구동기나 감속기 적용 없이

도 방폭기능을 부여한다.
2) 병렬형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소형 제품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도포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저가형으로 개발하여, 유사업체에 큰 파급효

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g. 3 Input trajectories for the End-effector(Link 7)

Fig. 4 Driving Torques for Joints

Fig. 5 Final 3D Model

후기

본 논문은 (주)에나 인더스트리사와 공동으로 연구

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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