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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 및 이를 위한 자동화된 도장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파이

프 내부에 노즐을 투입하여 내면을 도장할 경우에 노즐의 진퇴경로와 일치하도록 파이프의 배열상태가 정렬시키는 

센터링 공정을 도입한 파이프 내면 도장방법 및 센터링 장치를 구비한 도장장치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

른 도장방법은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 도색된 파이프의 도장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세척공정, 건조공정, 

외면 도장공정, 내면 도장공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도장방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도장장치는 세척부, 

건조부, 외면도장부, 내면도장부, 및 각 구성요소를 이어주는 이송부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은 파이프의 도색을 위하여 파이프 내부에 투입되는 노즐의 진퇴경로와 일치

되도록 파이프를 정렬하는 센터링공정; 및 상기 파이프의 내부에 노즐을 투입하여 파이프 내면을 도색하는 내면 도장

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 내면 도장장치는 도료저장탱크, 분사압을 제공하는 압축기, 노즐이동수단, 상기 노즐이동

수단에 의하여 상기 파이프의 내부로 투입되는 노즐, 및 상기 탱크, 압축기 및 노즐과 이어진 연결관을 포함하여 이루

어져 있으며, 상기 외면도장부 전방 또는 후방에 배열되어 있는 내면도장부; 상기 노즐의 진퇴 궤적과 일치하도록 상

기 파이프를 정렬하는 센터링수단; 및 각 구성요소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파이프, 각형 관, 센터링, 내면도장, 외면도장, 도장부, 건조부, 세척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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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 내면 도장장치를 이루는 각 구성요소의 배열형태 중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

도 2a 및 도 2b는 파이프를 이송부에 적재하는 적재부와 관련된 개략적인 정면도,

도 3은 외면도장부에 대한 개략적인 정면도,

도 4a 및 도 4b는 파이프 이송부 중 전방향 이송수단으로부터 측방향 이송수단으로 파이프의 이송방향을 전환하는 

방향전환 수단의 일례를 나타낸 개략적인 정면도,

도 5a 내지 도 5d는 내면 도장부와 관련된 센터링 수단과 정위치이송수단 및 뒤집기 수단의 동작관계를 나타낸 개략

적인 정면도,

도 6a 및 도 6b는 내면도장부의 노즐이동수단에 대한 개략적인 정면도 및 측면도,

도 7a 및 도 7b는 파이프의 내면 및 외면 도장이 완료된 후 포장부로 이송되기 전의 전방향 이송수단을 나타낸 개략

적인 측면도 및 평면도,

도 8은 파이프 포장부를 나타낸 개략적인 정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이송부 110: 전방향 이송수단

111: 구동모터 113: 회동롤러

115: 벨트 120: 측방향 이송수단

121,123: 스프로킷 125: 체인

131: 연계이송수단 133: 승하강수단

140: 정위치 이송수단

141: 테이블 143a,143b: 승하강부재

145: 레일 150: 뒤집기 수단

151: 모터 151a,151b,151c,151d: 스프로킷

153: 회전체 155a,155b: 전자석

200: 적재부 210: 공급수단

211: 승강프레임 213: 승하강부재

215: 이동벨트 220: 하역수단

221: 이동프레임 223: 구동부재

225a: 바퀴 225b: 레일

227; 전자석 300: 세척부

400: 건조부 500: 외면 도장부

501: 도료저장탱크 503: 압축기

505: 노즐 507: 연결관

509: 체임버벽체 600: 내면 도장부

610: 노즐 620: 노즐이동수단

621: 캐리지 623a,623b: 가이드레일

625: 이동부재 C: 센터링수단

700: 포장부 710: 본체

720: 승하강부재 730: 전자석

740: 안치대 800: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 및 이를 위한 자동화된 도장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파이프 내부에 

노즐을 투입하여 내면을 도장할 경우에 노즐의 진퇴경로와 일치하도록 파이프의 배열상태가 정렬시키는 센터링 공정

을 도입한 파이프 내면 도장방법 및 센터링 장치를 구비한 도장장치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도장방법

은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 도색된 파이프의 도장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세척공정, 건조공정, 외면 도장공

정, 내면도장공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도장방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도장장치는 세척부, 건조부, 외면

도장부, 내면도장부, 및 각 구성요소를 이어주는 이송부를 포함하고 있다.

파이프 내면을 도장하여 금속파이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종래 파이프 내면 도장장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압실린더에 의하여 진퇴되는 노즐을 파이프에 삽입하여 파이프 내면을 코팅하는 것과 관련된 대한민국 특허

공개 제1985-0004408호 『금속 파이프 내경의 합성수지 코팅방법』이 있다.

또 터닝로울러로 파이프를 회전시키면서 주행로를 움직이는 캐리지에 설치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파이프 내면을 

페인팅하는 것과 관련된 대한민국 실용신안공개 제1993-0002263호 『파이프 내면 자동 페인팅 장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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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척, 건조, 냉각, 외면페인팅, 내면페인팅 등과 관련된 수단들로 이루어진 장치와 관련된 대한민국 특허공개 

제2002-0025111 『파이프 자동 페인팅 장치』가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파이프 내면 도장장치들과 이들 장치를 이용한 도장방법들은 수작업이 필요 없는 공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동화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파이프의 센터링공정과 센터링수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센

터링수단이 구비되어야만 파이프 내부에 노즐을 위치시켜 내면을 도색하는 작업이 자동화 될 수 있는데, 종래 도장장

치들은 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수작업이 필요하므로 종래 도장장치들은 내면이 도장된 파이프의 대량생산에 부적합하고, 결국 종래 내

면이 도색된 파이프들은 일반 파이프들에 비하여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내면이 도색되지 않은 파이프에 비하여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세척, 건조, 외면도장, 내면도장과 관련된 각 수단을 연계하는 이송수단이 없어, 연속적인 공정이 불가능하였다.

아울러 상기 공개특허들 및 공개실용신안을 비롯한 종래 파이프 도장장치에서는 파이프는 외면도장 후 건조되거나, 

건조 후 외면도장된 경우에도 파이프 외면에 피복된 도료는 시간상 완전히 건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송 

중에 파이프는 장치의 각 부분과 마찰이 일어나므로 도료가 벗겨지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도장품질이 저하되는 원인

이 되었다.

한편, 종래 각종 도장공정 및 도장장치에서는 에너지 손실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조공정이 불필요하게 중

복되어 있어서 에너지 손실이 많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파이프 내면 도장장치 및 도장방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

먼저, 본 발명은 파이프 내면 도색을 위하여 파이프 내면에 투입되는 노즐의 진퇴방향과 일치되도록 파이프를 정렬시

키는 센터링공정을 갖는 도장방법과 센터링 수단을 구비한 도장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은 세척, 외면도장, 내면도장 및 건조 공정이 연계될 경우 파이프 외면에 도색된 도료의 상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정배열 및 장치배열 순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발명은 각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파이프를 연속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의 이송수

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은 파이프의 도색을 위하여 파이프 내부

에 투입되는 노즐의 진퇴경로와 일치되도록 파이프를 정렬하는 센터링공정; 및 상기 파이프의 내부에 노즐을 투입하

여 파이프 내면을 도색하는 내면 도장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 내면 도장장치는 도료저장탱크, 분사압을 제공하는 압축기, 노즐이동수단, 상기 노즐이동

수단에 의하여 상기 파이프의 내부로 투입되는 노즐 및 상기 도료저장탱크와 압축기에서 노즐로 이어지는 연결관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외면도장부 전방 또는 후방에 배열되어 있는 내면도장부; 상기 노즐의 진퇴 궤적과 일치

하도록 상기 파이프를 정렬하는 센터링수단; 및 각 구성요소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 및 내면 도장장치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기 능을 갖는 부재를 나타낸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 내면 도장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도장방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파이프의 도

색을 위하여 파이프 내부에 투입되는 노즐의 진퇴경로와 일치되도록 파이프를 정렬하는 센터링공정을 갖는다는 것이

다.

상기 센터링공정과 내면 도장공정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공정을 조합할 수 있다.

첫 번째 도장공정의 조합은 외면 도장공정을 도입한 것으로, 외면 도장공정은 상기 내면도장공정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외면 도장공정은 도장 후 파이프 이동과정에서 도색 상태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조

공정을 필요로 한다. 또 상기 건조공정은 상기 외면도장공정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될 수 있다.

건조공정이 외면 도장공정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건조공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도장강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건조공정이 외면 도장공정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건조공정이 외면도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

하여 도료가 보다 빨리 마르므로 전체 공정시간이 짧아지고 마찰에 의하여 도장상태가 덜 손상되는 장점을 갖는다. 

상기 건조공정은 파이프의 온도를 약 70℃ 이상으로 하는 가열건조 공정인 것이 적합하다.

첫 번째 조합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도장공정배열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외면도장 및 건조공정을 더 포함하는 파이프 내면 도장방법들

① 센터링 →내면도장 →건조 →외면도장

② 센터링 →내면도장 →외면도장 →건조

③ 외면도장 →건조 →센터링 →내면도장

④ 건조 →외면도장 →센터링 →내면도장

⑤ 건조 →센터링 →내면도장 →외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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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도장공정의 조합은 세척공정을 도입한 것으로, 상기 세척공정은 파이프 제조시 파이프 외면에 묻은 냉각유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지액과 같은 세척액을 분사하여 이루어진다. 세척은 파이프 외면를 청결

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파이프 외면의 도장은 부식방지 뿐만 아니라 도장 표면의 미

려함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파이프 내면의 도장은 금속재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파이프 내면을 

세척하지 않고 단순히 도장만 한 경우에도 부식방지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척공정이 도입될 경우 도장, 특히 외면도장 전에 세척액을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척액 건조를 위한 건조공

정은 단순히 세척액만을 건조하기 위한 에어분사 건조공정일 수 있다. 또 다른 세척액 건조공정은 세척액 건조와 상기

도료 건조 모두를 위하여 가열에 의한 건조공정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번째 조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도장공정배열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세척공정을 더 포함하는 파이프 내면 도장방법들

㉮
세척 →에어분사에 의한 제1 건조 →<표 1>에서 ① 내지 ③ 중 어느 하나

(단, ① 내지 ③에서의 건조공정은 가열에 의한 제2 건조)

㉯
세척 →<표 1>에서 ④ 또는 ⑤

(단, ④ 또는 ⑤에서의 건조공정은 가열에 의한 건조)

세 번째 도장공정의 조합은 파이프의 외면 도장공정을 두 단계로 나눈 것으로, 초기 노출면을 도색하는 제1 외면 도

장공정과 초기 비(非)노출면을 도색하는 제2 외면 도장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외면 도장공정을 두 공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파이프 외면에 도장된 도료는 건조과정을 거쳐도 아직 완전히 건조되지 않아서 파이프 외면, 특히 

저면에 피복된 도료는 마찰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어 도장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제1 외면 도장공정은 가능하면 전체 도장공정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제2 외면 도

장공정은 전체 도장공정 말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초기 비노출면을 노출시키기 위한 뒤집기 공

정 후에 저면에 위치하여 마찰이 발생될 파이프의 초기 노출면에 도색된 도료가 건조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길게 보

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번째 조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도장공정배열들을 다음과 같이 <표 3>로 예시하였다.

[표 3] 제1 외면도장 및 제2 외면도장 공정을 더 포함하는 파이프 내면 도장방법들

㉠ 센터링 →내면도장 →가열건조 →제1외면도장 →뒤집기 →제2 외면도장

㉡ 센터링 →내면도장 →제1외면도장 →가열건조 →뒤집기 →제2 외면도장

㉢ 제1외면도장 →가열건조 →센터링 →내면도장 →뒤집기 →제2 외면도장

㉣ 제1외면도장 →가열건조 →뒤집기 →제2외면도장 →센터링 →내면도장

㉤ 가열건조 →센터링 →내면도장 →제1외면도장 →뒤집기 →제2 외면도장

㉥ 가열건조 →제1외면도장 →센터링 →내면도장 →뒤집기 →제2 외면도장

㉦ 가열건조 →제1외면도장 →뒤집기 →센터링 →내면도장 →제2 외면도장

㉧ 가열건조 →제1외면도장 →뒤집기 →제2외면도장 →센터링 →내면도장

㉨
세척 →에어분사에 의한 제1 건조 →상기 ㉠ 내지 ㉣ 중 어느 하나

(단, ㉠ 내지 ㉣에서의 건조공정은 가열에 의한 제2 건조)

㉩
세척 →상기 ㉤ 내지 ㉧ 중 어느 하나

(단, ㉤ 내지 ㉧에서의 건조공정은 가열에 의한 건조)

첨부된 도 1의 블록도는 도장장치에 대한 것이나, 이는 특정한 공정 배열순서를 갖는 도장방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세척 →에어분사에 의한 제1 건조 →제1 외면도장 →가열에 의한 제2 건조 →센터링 →내면도장 →뒤집기 →제2 

외면도장의 순서이다. 이러한 공정배열은 결국 상기 <표 3>의 ㉨과 ㉢을 조합한 배열형태로, 파이프 외면의 도장 품

질보장, 공정수의 최소화, 에너지 소모는 최소화시키고 건조효과는 극대화되도록 한 건조공정의 배치순서와 관련된 

것이다.

이어서 상기와 같은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도장장치를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 내면의 도장장치는 노즐을 파이프 내면에 투입하여 도색하는 내면도장부, 노즐의 진퇴 궤적과

일치하도록 상기 파이프를 정렬하는 센터링수단 및 그 제어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속공정으로 파이프의 외면과 내면 모두를 도장하는 최적의 장치 배열형태를 고려

하여 적재부(200)로부터 시작하여 포장부(700)를 모두 포함하는 도장장치를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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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의 특정 배열순서에 의하여 본 발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도 1, 도 2a 및 도 2b에서 적재부(200)는 파이프(P)를 하나씩 이송부(100), 특히 전방향 이송부(110)에 위치시

키는 장치이다. 상기 적재부(200)는 공급수단(210)과 하역수단(220)으로 이루어진다.

도시된 파이프(P)는 횡단면이 사각형인 각형 관이지만, 횡단면이 원형 또는 삼각형인 것 등 여러 형태와 크기를 갖는 

파이프가 도장될 수 있다.

상기 공급수단(210)은 구동모터(215a), 상기 구동모터(215a)와 체인(215b)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동스프로킷(215c)

과 종동스프로킷(215d) 사이에서 움직이는 체인(215e)으로 이루어진 이동벨트(215)를 갖는다. 공급수단(210) 승강

프레임(211)에는 이동벨트(215) 외에 하부에 승강프레임(211)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승하강부재(213)가 구비되

어 있다.

또 상기 하역수단(220)은 유압실린더 형태로 있는 구동부재(223)에 의하여 레일(225b) 위를 움직이는 바퀴(225a)를

갖는 이동프레임(221)과, 상기 공급수단(210)으로부터 전방향 이송수단(110)으로 파이프(P)를 하나씩 부착시켜 올

려놓는 전자석(227)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이송수단(100) 중 전방향 이송수단(110)은 구동모터(111)의 풀리와 벨 트(115)로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회동롤

러(113)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전방향 이송수단(110)은 일정 구간별로 모터에 의하여 회동되는 다수의 회동롤러(11

3)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며, 이러한 단위세트들이 다수 개 집합되어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각 단위세트들이

제어부(800, 도 1 참조)에 의하여 회전속도 및 모터(111)의 온/오프가 되는 것이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상기 단

위세트들이 배열되는 일정 구간은 예를 들어 세척부, 제1 건조부, 제1 외면도장부 등 도 1에 도시된 각 구성요소 마다

일 수 있고, 각 구간 마다 전방향 이송수단 세트가 하나 또는 둘 이상 구비될 수 있다.

도 2a 및 도 2b에서, 지게차 또는 별도의 크레인에 의하여 상기 공급수단(210)의 체인(215e) 위에 파이프(P)가 얹혀

지면, 먼저 하역수단(220)에 의하여 첫 번째 좌측열 최상부의 파이프가 먼저 전방향 이송부(110)의 회동롤러(113) 위

에 얹혀진다. 즉 제어부(800)에 의하여 하역수단(220)의 전자석(227)에 전원이 공급되면 전자석(227)에는 파이프가 

부착되고 구동부재(223)에 의하여 이동프레임(221)이 후진하고 파이프가 전방향 이송수단(110)의 회동롤러(113)에 

위치하면 전원이 차단되어 전자석(227)에서 파이프가 떨어져 다수의 롤러(113)에 얹혀 진다. 이때 공급수단(210)과 

하역수단(220) 사이에는 상부에 작은 롤러가 다수 구비되어 있는 연계수단(230)이 구비되어 있어서 전자석(227)에 

부착된 파이프를 안정되게 이동될 수 있다. 다음으로 롤러(113)는 모터(111)에 의하여 회전되고 있으므로 파이프는 

롤러(113)를 타고 전방으로 이송된다.

이어서 공급수단(210)의 승강프레임(211)은 유압실린더로 되어 있는 승하강 부재(213)의 상승으로 첫 번째 좌측열 

두 번째 층의 파이프가 하역수단(220)의 전자석(227)과 동일 수평선 상에 위치하게 된다. 구동부재(223)의 동작과 전

원의 온/오프로 두 번째 파이프가 이송수단(110)의 롤러(113)에 올려져 이송된다.

첫 번째 좌측열의 파이프가 모두 옮겨지면 공급수단(210)의 구동모터(215a)가 동작되고, 이에 따라 공급벨트(215)가

동작되어 체인(214e) 위에 위치한 파이프가 단일 파이프 폭 만큼 좌측으로 이동된다.

공급수단(210)의 구동모터(215a)와 승하강부재(213)의 동작은 도장될 파이프의 치수를 미리 제어부(800)에 입력하

면 수치제어수단에 의하여 정밀하게 제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장 좌측에서부터 파이프가 하나씩 이송되면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이프들이 차츰차츰 모두 이송

된다.

도 1에서, 적재부(200) 다음에 배열되는 세척부(300)에 대한 상세 도면은 생략되어 있다. 상기 세척부(300)는 탈지액

과 같은 세척액 저장탱크, 분사압을 제공하는 압축기, 분사노즐, 및 상기 탱크, 압축기 및 분사노즐과 이어진 연결관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상기 노즐은 파이프 외면에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어 파이프 외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

거한다.

세척부는 파이프의 도장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앞서 도장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이프 내면의 도

장은 파이프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것 보다는 금속재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파이프 내면을 세

척하지 않고 단순히 도장만 한 경우에도 부식방지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척부는 파이프 외

면만을 청결히 하기 위한 것이 도장장치를 단순하게 하며, 도장시간을 단축하고, 파이프 단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파이프의 목적에 따라 파이프 내면을 세척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음으로 도 1에서 제1 건조부(410)는 파이프 외면에 묻은 세척액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제1 건조부(410)는 

앞서 도장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이프에 피복된 도료를 건조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가열하는 건조수단일 수 있

으나, 도 1과 같이 배열된 형태에서 제1 건조부(410)는 에어를 분사하여 파이프 외면에 묻은 세척액을 제거하는 형태

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세척부(300) 및 제1 건조부(410)는 앞서 설명한 전방향 이송수단(110)에서 파이프가 이송되는 중에 세척과 건

조가 이루어지도록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 1 및 도 3에서, 제1 외면도장부(510)는 벽체(509)에 의하여 어느 정도 폐쇄된 체임버 내에서 전방향 이송수단(11

0)의 다수의 회동롤러(113)에 의하여 파이프(P)가 이송되는 중에 파이프의 외면도장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상기 제1 외면도장부(510)는 도료를 저장하는 도료저장탱크(501), 상기 도료저장탱크에서 나온 도료가 노즐을 통하

여 분사될 수 있도록 분사압을 제공하는 압축기(503), 상기 압축기에 의하여 제공된 도료를 분사하는 노즐(505), 그

리고 상기 탱크, 압축기 및 노즐과 이어진 연결관(507)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상기 노즐(505)의 배열은 횡단면

이 사각형인 각형 관(P)의 3면을 도색하도록 되어 있다. 노즐(505)의 배열 형태와 수는 파이프의 형상에 따라 다양하

게 변형될 수 있다. 파이프(P)의 초기 비노출면인 저면부의 도장은 나중에 제2 외면 도장부(520)에 의하여 이루어진

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송부(110)의 롤러(113)와 계속 접촉하는 파이프의 저면을 미리 도장할 경우 최종

적으로 생산된 파이프의 초기 접촉면은 도장상태는 많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특허  10-0448014

- 6 -

이어서 도 1에서 제1 외면도장부(510)를 거친 파이프는 제2 건조부(420)로 옮겨져 도료의 건조과정을 거친다. 특히 

제1 건조부(410)에서와는 달리 이제는 파이프의 온도를 약 70℃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 밀폐

된 공간으로 파이프를 이동시켜 가열하여 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 4a 및 도 4b에서, 제2 건조부로의 이동을 위하여 전방향 이송수단(110)으로부터 측방향 이송수단(120)으로 파이

프의 이송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상기 측방향 이송수단(120)은 구동모터(미도시 됨), 상기 구동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회동스프로킷(미도시 됨), 종동

스프로킷(123), 및 상기 회동스프로킷과 종동스프로킷을 따라 회전되는 체인(125)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전방향 이송수단(110)으로부터 측방향 이송수단(120)으로 파이프를 뒤집히지 않도록 안정되게 옮기기 위해서 

두 이송수단(110)(120) 사이에는 방향전환수단으로서 연계이송수단(131)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연계이송수단(131)

은 본체(131a)의 상부에 경사지게 배열되어 있는 다수의 롤러(131b)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본체(131a)는 유압실

린더 형태의 승하강 부재(131c)에 의하여 높낮이가 조절된다.

파이프(P)가 전방향 이송수단(110)을 따라 제2 건조부가 위치한 곳에 도착하면, 파이프(P)의 존재를 센싱하여 리미트

스위치(미도시 됨)가 오프되면서 전방향 이송수단(110)의 구동모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된다. 이에 따라 상기 스

위치에 의하여 온/오프되는 이송수단 단위세트를 이루는 다수의 롤러(113)는 정지되고, 파이프의 전방향 이송이 정지

된다. 제어부의 신호에 의하여 상기 연계이송수단(131)의 승하강부재(131c)에 의하여 본체(131a)가 상승하게 되고, 

도 4b에서와 같이 파이프(P)는 경사지게 배열된 롤러(131b)를 타고 전방향 이송부(110)에서 측방향 이송부(120)로 

부드럽게 옮겨진다. 파이프는 상기 측방향 이송부(120)를 따라 제2 건조부로 이동된다.

상기 연계이송수단(131)은 측방향 이송수단(120)으로부터 전방향 이송수단(110)으로 파이프를 이송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도 4a에서와는 달리 상기 측방향 이송수단이 전방향 이송수단 보다 높게 위치하고, 

연계이송수단의 롤러는 측방향 이송수단에서 전방향 이송수단을 향하여 차츰 낮아지게 배열된다.

도 1에서, 제2 건조부(420)를 통과한 파이프는 약 70℃ 이상으로 가온된 상태로 내면도장부(600)에서 파이프 내면의

도색이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도 5a 내지 도 5d를 참조하여 내면도장부(600)로의 파이프 이송과정과, 내면도장이 이루어진 후에 이를 다시 

전방향 이송부(110)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제2 건조부로부터 내면도장 위치 부근까지는 측방향 이송부(120)를 따라 이동된다. 도 5a에서 참조부호 121은 모터

와 연결되는 회동스프로킷을 나타낸다.

측방향 이송부(120) 체인(125)의 가장 좌측에 위치한 파이프는 정위치 이송수단(140)에 의하여 본 발명의 핵심을 이

루는 센터링수단(C)으로 옮겨진다.

상기 정위치 이송수단(140)은 파이프가 얹혀지는 테이블(141), 상기 테이블(141)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캠(143a)과 

테이블(141) 지지를 위한 실린더(143b)로 이루어진 승하강부재, 레일(145)을 따라 상기 테이블(141)을 좌우로 이동

시키는 좌우이동부재(미도시 됨)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테이블(141)에는 필요에 따라 'V'자형 또는 'U'자형 안치홈이 구비되어 있어 얹혀진 파이프가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특히 파이프의 횡단면이 원형일 경우에 이러한 홈이 필요할 것이다.

도 5a 및 도 5b에서, 상기 정위치 이송수단(140)의 테이블(141)은 최초에 상기 측방향 이송수단(120)과 동일한 수평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상기 승하강부재의 캠(143a)의 회전하면서 테이블(141)의 돌출부(141a)와 접촉하여 상기 테

이블(141)은 상승하게 되고 측방향 이송수단(120)에서 전달된 파이프(P2)는 들린다.

이때 내면 도장부(600)에 의하여 이미 도장된 파이프(P1)를 물고 있던 상기 센터링수단(C)은 벌어지고, 상기 테이블(

141)이 상승하면 상기 파이프(P1) 또한 같이 들어올려 진다.

도 5c 및 도 5d에서, 상기 정위치 이송수단(140)의 테이블은 들어올려진 상태로 좌우 이동부재에 의하여 레일(145)

을 따라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캠(143a)의 회전으로 테이블(141)이 하강하면서 파이프(P2)는 센터링장치(

C)의 안치부(C1)에 얹혀 지고, 센터링장치(C)는 파이프(P2)를 물어서 고정한다. 상기 안치부(C1) 역시 필요에 따라 

안치홈이 구비될 수 있다. 상기 센터링 수단은 단순한 지그(jig) 또는 안치부(C1)에 파인 홈 형태일 수 있다.

이미 내면도색이 이루어진 파이프(P1)는 하면부인 초기 비노출면(Pb)의 외면도장을 위하여 뒤집기 수단(150)에 의하

여 뒤집히게 된다.

파이프(P1)를 뒤집는 이유는 외면 도장상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도장이 이루어져 이미 건조되어 있는

상면부인 초기 노출면(Pa)이 아래로 향하여 전방향 이송수단(110)과 접촉하여도 도장상태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고, 

제2 건조부(420)에서 파이프(P1)가 가열된 후 이동 중에 어느 정도 식어 있어 가열 초기처럼 온도가 높지 않으므로 

새롭게 제2 외면도장부(520, 도 1 참조)에서 도색될 초기 비노출면(Pb)은 도색 후 어느 정도 건조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초기 비노출면(Pb)은 가능한 도장장치의 각 부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파이프를 뒤집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집기 수단(150)은 구동모터(151)와 다수의 스프로킷(151a,151b,151c,151d)을 통하여 연결된 회전체(153)를 갖

는다. 상기 회전체(153)의 돌기(153a,153b)에는 전자석(155a,155b)이 구비되어 있다.

도 5c에서, 상기 뒤집기 수단(150)의 전자석(155a,155b)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회전체(153)가 회전하고, 돌기(1

53a)에 부착된 전자석(155a)에 파이프(P1)의 초기 비노출면(Pb)이 부착되고, 회전체(153)가 한바퀴 회전하여 상기 

파이프(P1)의 초기 노출면(Pa)은 전방향 이송수단(110)의 회동롤러(113)와 접하게 된다. 도 5d에서, 이때 전자석(15

5a)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면 전자석(155a)에서 파이프(P1)가 떨어지고, 파이프(P1)는 전방향 이송수단(110)을 

따라 이송된다.

도 5d에서, 정위치 이송수단(140)은 좌우 이동부재에 의하여 우측으로 이동하고, 측방향 이송수단(120)에 위치하고 

있던 파이프(P3)는 정위치 이송수단(140)의 테이블(141) 위에 위치하여, 다음 싸이클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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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여, 측방향 이송수단(120)으로부터 정위치 이송수단(140)에 의하여 센터링수단(C)에

옮겨져 고정된 파이프(P)를 위한 내면도장부를 설명하도록 한다.

상기 내면도장부(600)는 도료저장탱크(미도시 됨), 분사압을 제공하는 압축기(미도시 됨), 노즐이동수단(620), 상기 

노즐이동수단에 의하여 상기 파이프(P)의 내부로 투입되는 노즐(610), 및 상기 탱크, 압축기 및 노즐과 이어진 연결관

(미도시 됨)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상기 노즐 이동수단(620)은 상기 센터링장치(C)에 의하여 노즐(610)의 진퇴 방향과 일치되도록 정렬된 파이프(P) 내

부에 상기 노즐이 부착된 노즐대(611)를 투입하는 장치이다. 상기 파이프(P) 길이에 상응하는 길이를 갖는 상기 노즐

대(611)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부(621)를 갖는 캐리지(621)는 이동부재(625)에 의하여 가이드레일(623a,623b)을 따

라 진퇴되어 노즐의 상기 파이프(P) 내부에 집어넣고 뺀다.

상기 캐리지(621)를 위한 이동부재(625)는 구동수단으로서 모터(625a)와, 상기 모터(625a)에 의하여 동작되는 두 스

프로킷(625c) 사이를 움직이는 체인(625b), 상기 체인(625b)의 양단과 상기 캐리지(621)를 연결하는 체결수단(625d

)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상기 캐리지(621)를 위한 장착부재(605)는 상기 캐리지(621)의 롤러(621a,621b)(621c)를 위한 가이드레일(623a

)(623b)과 노즐대의 고정부(621) 반대측 단부를 지지하고 노즐의 부드러운 진퇴를 위한 안내수단으로서 안내롤러(61

1c)(611a,611b)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가이드레일은 캐리지(621)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롤러(13a,13b)(13c)와의 

결합관계로 인하여 캐리지(621)가 상하좌우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캐리지 장착부재(605)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장착부재 이동부재(607)는 장치 본체(601)에 설치된 구동수단으로서

모터(607a), 상기 모터와 연결된 구동스프로킷(607c) 및 종동스프로킷(미도시 됨) 사이를 움직이는 체인(607b)을 포

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상기 캐리지 이동부재(625)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착부재 이동부재의 상기 체인의 양단은 상기 

캐리지 이동수단와 체결수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미도시 됨).

상기 장착부재 이동부재(607) 모터(607a)의 동작으로 상기 장착부재(605)는 본체(601)에 형성된 이송레일(603)을 

따라 움직여서 두 장착부재 사이의 간격이 조절될 수 있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상기 이송레일(603)과 장착부재(60

5) 사이에는 롤러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노즐(610), 캐리지(621), 캐리지 이동부재(625), 캐리지 장착부 재(605), 장착부재 이동부재(607)로 이

루어진 노즐 이동수단(620) 세트는 하나의 내면도장 장치(600)에 두 세트(S1)(S2)가 구비되어 있어서, 제어부의 조

작에 따라 이동부재(625)에 의하여 캐리지(621)가 진퇴하여 노즐대(611)를 파이프에 투입하고 빼내며, 또 이동수단(

607)에 의하여 캐리지 장착부재(605) 사이의 간격이 조절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캐리지이동수단(625) 및 장착부재 이동부재(607)의 구성은 모터 대신에 유압방식인 것, 캐리지(621

)나 장착부재(605) 자체에 구동수단이 구비된 형태인 것, 각 모터(625a)(607)와 캐리지(621) 및 장착부재(605)의 연

결을 체인이 아닌 기어로 구성한 것 등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며, 이러한 변형들 또한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상기 노즐(610)은 노즐이동수단(620)에 의하여 파이프에 완전히 투입된 후 다시 노즐을 서서히 빼내면서 도료를 분

사하여 파이프(P) 내면을 도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노즐을 파이프에 투입하면서 도료를 분사하여 파이프 내면

을 도색할 경우, 이후에 노즐을 뺄 때 노즐에 의하여 파이프 내면 도장 상태가 손상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파이프 내면에 도포된 도료는 파이프가 앞서 제2 건조부(420)에서 가열된 후 아직 식지 않고 있으므로 도포됨과 거의

동시에 건조된다.

앞서 도 5a 내지 도 5d와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내면도장부(600)를 거친 파이프는 뒤집기 수단(150)에 의하여 

뒤집힌 후 전방향 이송수단(110)을 따라 이송되면서 초기 비노출면(Pb) 도색을 위하여 제2 외면 도장부(520, 도 1 참

조)를 통과한다. 제2 외면도장부의 구성은 앞서 도 3에서 설명한 제1 외면도장부(510)와는 노즐의 배열상태만 다르

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즉, 노즐은 분사되는 도료가 파이프의 초기 비노출면에 집중되도록 배열되어 있게 된다.

도 7a, 도 7b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내외면이 모두 도장된 파이프(P)는 포장부(700)로 이동된다. 

포장부(700)의 이송을 위하여 역시 전방향 이송수단(10)으로부터 측방향 이송수단(20)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

는데, 방향 전환수단은 도 4a의 것과 같은 연계이송수단(131)일 수 있으나, 도 7a에서는 전방향 이송수단(10) 자체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유압실린더 형태의 승하강수단(33)을 도입하였다.

도 7a 및 도 7b에서, 파이프(P)가 전방향 이송수단(10) 단부에 이르게 되면 수신부(35a)와 발신부(35b)로 이루어진 

리미트스위치가 이를 감지하고 제어부는 이 신호에 의하여 이송수단(10)의 구동모터를 정지시킨다. 다음으로 승하강

수단(33)에 의하여 상기 전방향 이송수단(10)의 높이가 낮아져서 파이프(P)가 측방향 이송수단(20)의 체인 위에 얹혀

진다.

다음으로 도 8에서, 상기 측방향 이송수단(20)의 체인 위에 위치한 파이프(P)는 체인의 이동에 따라 좌측 단부로 이

송된다. 이어서 파이프(P)는 상기 이송수단(20)과 연결된 연계이송수단(31) 상부에 경사지게 배열된 롤러(31)를 따라

모이게 되고, 포장부(700)에 의하여 집적된다.

상기 포장부(700)는 좌우이동부재(미도시 됨)에 의하여 좌우로 이동되는 본체(710)와, 저면에 구비된 전자석(730)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승하강부재(7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승하강부재(720)에 의하여 전자석이 하방으로 내려가고, 전자석(730)에 전원이 공급되면 전자석에 파이프(P)들

이 부착된다. 다시 승하강부재(720)에 의하여 전자석이 들리고, 좌우이동부재에 의하여 본체(710)는 안치대(740)가 

위치한 좌측으로 이동한 후, 승하강부재(720)가 하강하고 전자석(730)에 공급된 전원이 차단되면 파이프들은 누적된

다.

다음으로 파이프가 일정 정도 누적되어 모이면 자동체결기계를 이용하거나 수작업으로 파이프들을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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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도 1을 비롯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한 파이프 내면 도장장치는 특정 배열순서에 따라 설명한 것이지만, 

당업자는 내면도장부, 센터링수단 및 제어부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하게 각 구성요소의 순서와 형태를 변형하여 파이

프 내면 도장장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 및 조합들 또한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 내면 도장방법 및 도장장치는 파이프 내면 도색을 위하여 파이프 

내면에 투입되는 노즐의 진퇴방향과 일치 되도록 파이프를 정렬시키는 센터링공정 및 센터링 수단을 통하여 파이프 

내면 도장 공정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또 본 발명은 전방향 이송수단, 측방향 이송수단, 방향전환 수단, 정위치 이송수단 및 뒤집기 수단과 같은 각종 이송

부를 통하여 세척, 외면도장, 내면도장 및 건조 공정을 연속적으로 연결하고, 구성요소들의 배열순서를 통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도 파이프 외면에 도색된 도장상태의 품질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결국 본 발명의 파이프 내면 도장공정의 자동화를 통하여 금속재 파이프의 부식을 방지하고 양질의 도장품질을 갖는 

파이프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동화 공정에 의하여 내면도장 파이프 제조단가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으므로, 시장성이 우수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파이프의 내면도색을 위하여 레일을 따라 정해진 경로를 진퇴운동하는 노즐이동수단과 상기 노즐의 진퇴경로상에 파

이프가 정렬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파이프의 위치를 조정하는 센터링수단을 두어 상기 노즐이 파이프내부에 진퇴운

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링공정; 및

상기 센터링공정에 의하여 정렬된 파이프의 중앙에 노즐을 투입하여 파이프 내면을 도색하는 내면도장공정을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도료가 분사되는 노즐을 이용하여 파이프의 외면을 도색하는 외면 도장공정; 및 상기 외면 도장공정 이전 또는 이후

에 이루어지는 건조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도료가 분사되는 노즐을 이용하여 파이프의 외면을 도색하는 외면 도장공정; 및 상기 내면 도장공정 이전 또는 이후

에 이루어지는 건조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공정은 가열에 의한 건조공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공정 이전에 세척액이 분사되는 노즐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세척하는 세척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

청구항 6.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외면 도장공정은 파이프의 초기 노출면을 도색하는 제1 외면 도장공정과 초기 비(非)노출면을 도색하는 제2 외

면 도장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 외면 도장공정 이후에 상기 초기 비노출면이 위로 향하도록 파이프를 뒤집는 뒤집기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세척액이 분사되는 노즐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세척하는 세척공정을 더 포함하며,

이 경우 상기 각 공정의 진행 순서는 세척공정, 에어분사에 의한 제1 건조공정, 제1 외면 도장공정, 가열에 의한 제2 

건조공정, 센터링 공정, 내면 도장공정, 뒤집기공정 및 제2 외면 도장공정의 순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

의 도장방법.

청구항 8.
도료를 저정하는 도료저장탱크와 상기 도료저장탱크에서 나온 도료가 노즐을 통하여 분사될 수 있도록 분사압을 제

공하는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에 의하여 제공된 도료를 분사하는 노즐과 상기 도료를 분사하는 노즐이 정해진 레일을 

따라 일정한 경로로 진퇴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노즐이동수단으로 구성된 내면도장부와,

상기 노즐의 진퇴경로상에 파이프가 정렬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파이프의 위치를 조정하여 상기 노즐이 상기 파이프

의 중앙에서 진퇴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링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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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파이프의 이동을 위한 이송부와;

도료를 저정하는 도료저장탱크와 상기 도료저장탱그에서 나온 도료가 노즐을 통하여 분사될 수 있도록 분사압을 제

공하는 압축기와 상기 압축기에 의하여 제공된 도료를 분사하는 노즐과 상기 도료저장탱크와 압축기에서 노즐로 이

어지는 연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이송부에 의하여 이송되는 파이프의 외면을 도색하는 외면도장부가 더 포함

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외면도장부 및 내면도장부에서 도장된 표면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부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

이프 내면의 도장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부는

구동모터와 , 상기 구동모터의 동력을 전달하는 풀리 및 밸트와, 상기 풀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풀리와 함께 회동

하는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회동롤러와;

상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회동롤러와 일정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터가 연결되지 않은 수개의 회

동롤러가 상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회동롤러와 단위세트를 이루면서 다수개 접합되어 있는 전방향이송수단; 및

구동모터, 상기 구동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회동스프로킷, 구동모터에 연결되지 않은 종동스프로킷, 및 상기 회동스프

로킷과 종동스프로킷을 따라 회전되는 체인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전방향 이송수단으로부터 받은 파이프를 

측면방향으로 이송하는 측방향이송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장치.

청구항 12.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내면도장부의 노즐이동수단은

상기 노즐이 고정되어 있는 캐리지;

상기 캐리지를 안내하면서 상기 캐리지가 좌우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레일;

상기 노즐이 부드럽게 진퇴운동할 수 있게 롤러에 의하여 노즐의 단부를 지지하는 안내수단과;

상기 가이드레일과 안내수단을 따라 캐리지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파이프내면의 도장장치.

청구항 13.
제 10 항 에 있어서,

상기 외면 도장부는 상기 파이프의 초기 노출면이 도색하기 위한 제1 외면도장부와, 상기 건조부에 의하여 파이프가 

건조된 후, 초기 비노출면의 도장작업을 하기 위한 제2 외면 도장부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기 제2 외면 도장부에서 도

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뒤집어서 상기 초기 비노출면이 상부로 향하도록 하는 뒤집기수단이 더 포함되어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뒤집기수단은

구동모터;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는 회전체; 및

상기 회전체에 방사상으로 돌출되게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전원이 온/오프되는 전자석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장치.

청구항 15.
제 13 항 및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외면도장부 및 내면도장부의 전방에 구비되어 있으며

세척액을 보관하고 있는 저장탱크, 상기 저장탱크에 보관된 세척액을 분사하기 위하여 분사압을 제공하는 압축기, 상

기 압축기에서 제공된 세척액을 분사하는 분사노즐, 및 상기 세척액 저장탱크와 압축기에서 분사노즐로 이어지는 연

결관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는 세척부를 더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건조부는 세척부의 다음에는 세척액을 건조하기 위한 제1 건조부와 상기 외면도장부 및 내면도장부에서 칠해진

도료를 건조하기 위한 제2 건조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구성요소의 배열순서는

세척부, 제1 건조부, 제1 외면도장부, 제2 건조부, 내면도장부, 뒤집기수단 및 제2 외면도장부이고,

각 구성요소 사이에 파이프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부가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장치.

청구항 17.
제 9 항에 있어서,

상부에 쌓여 있는 파이프를 상기 이송부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동벨트 및 승하강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공급수단과

,

구동부재, 상기 구동부재에 의하여 좌우로 움직이는 이동프레임, 그리고 상기 공급수단에 위치한 파이프를 향하여 상

기 이동프레임에 배열되어 있는 전자석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하역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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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송부에 파이프를 한 개씩 위치시키는 적재부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장치

.

청구항 18.
제 9 항에 있어서,

본체(710)와, 상기 본체를 위한 승하강부재, 상기 본체를 위한 좌우이동부재, 상기 본체 저면에 배열되어 있고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온/오프되는 전자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파이프의 내외면이 도색되어 건조된 후 마지막 이송부에 모인 상기 파이프를 집적시켜 포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장부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내면의 도장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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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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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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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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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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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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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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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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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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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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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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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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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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