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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uilding Wall Maintenance Robot 
System[1]

Fig. 2 Cleaning Tool system of Building 
Wall Maintenance Robot System

1. 서론

현대 건설 산업의 추세가 고층화와 커튼 

월(Curtain wall)의 장착화로 흐르면서, 오늘날 건물 

유리창의 유지 관리 작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력을 활용한 기존의 방식이 단층 

건물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고층 건물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인부의 안전성 문제와, 이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으로 유지 관리 작업 비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외벽 

유지 관리 로봇(Building Wall Maintenance 
Robot)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의 로봇 시스템도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유지 관리 작업의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1] 현재 개발된 외벽 유지 

관리 로봇은 수평 이동부(Horizontal Moving 
Robot)와 수직 이동부(Vertical Climbing 
Robot)로 구성되어 있다. 수평 이동부는 

건물에 설치된 수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청소 툴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는 로봇 

시스템이고, 수직 이동부는 수직레일을 따라 

수평 이동부를 각 층으로 운반하고, 수평 

이동부에 유지 관리 작업에 쓰이는 물을 

공급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지 관리 작업의 완전 

자동화를 위해, 수평 이동부에 설치된 청소 

툴의 구동을 위한 제어 알고리즘을 다룬다. 
청소 툴은 롤 브러쉬 유닛(Roll brushing unit), 
인젝션 유닛(Injection unit), 그리고 스퀴즈 

유닛(Squeezing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2)

2. 인젝션 유닛의 제어

인젝션 유닛은 4개의 노즐, 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물 저장고(Storage)로 이루어져 있다.
인젝션 유닛의 구동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

는 순간, 물 저장고의 물이 펌프에 의해 노즐로 

보내어져 유리창으로 분사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물이 유리창에 충분히 뿌려질 수 있도록, 노즐의 

분사 범위를 고려하여 Linear actuator로 유리창과 

노즐 간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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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Control system of 
Cleaning Tool[1]

Fig. 4 Control algorithm of Cleaning Tool 
System[1]

 

Fig. 4 Force Control scheme of Linear 
actuator ( Xn: new trajectory of Squeezing unit, 
u*: feedforward torque of motor of linear 
actuator, u: feedback torque of motor of linear 
actuator, Ks: gain of Force sensor )[2]

3. 청소 툴의 장애물 회피 제어

청소 툴과 건물의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 이동부의 한 쪽 끝에는 근접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근접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컨트롤러에 ‘ON’ 신호를 보낸다. 그때부터 컨트롤

러는 타이머를 통하여 시간을 측정하고, 측정한 

시간과 바퀴에 달려있는 엔코더 측정값을 이용하

여 청소 툴과 장애물과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계산한 거리가 일정 거리에 도달하면, 청소 툴의 

각 유닛은 Linear actuator에 의해 로봇 안쪽으로 

들어가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4. 스퀴즈 유닛의 Force control
스퀴즈 유닛은 단순 접촉이 아닌 일정한 크기 

이상의 접촉력을 유리에 가하여, 유리의 더러운 

물을 제거하는 유닛이다. 여기서 유리의 허용한도

를 넘지 않으면서, 접촉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

기 위해 Force control[2]이 사용되었다. 스퀴즈 유닛

의 Force control은 접촉력의 목표 값을 설정하여, 
이것을 스퀴즈 유닛의 Force sensor가 측정한 힘과 

비교하고, 힘의 차이를 바탕으로 Linear actuator를 

통하여 스퀴즈 유닛의 위치 및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Fig. 4)  

4. 결론

본 논문에서, 건물 외벽 유지 관리 로봇에 장착된 

청소 툴의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분사 제어

를 통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분사시킬 수 있고, 
회피 및 힘 제어를 통하여, 로봇과 건물의 충돌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어방식을 토대로, 시제품의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외벽 유지 관리 공정을 효율적

이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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