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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건설 산업에서는 커튼 월(Curtain wall)방식

이 유행적으로 채택되면서, 이것의 유지 관리 작업

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인력 공급이 원활

하지 못 하여, 그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건물 

외벽 유지 관리 로봇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현재 

개발된 유지 관리 로봇은 청소 진행 방향에 따라 

수직방향의 크레인 타입[1]과 수평방향의 빌트인 

가이드 레일 타입[2]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곡면에서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빌트인 가이드 레일 타입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지 관리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메커니즘을 

최대로 단순화한 청소 툴과 새로운 방식의 물 공급 

장치를 개발하였다.
 

2. 건물 외벽 유지 관리 로봇

이 논문의 유지 관리 로봇은 수평이동부와 수직

이동부로 나눌 수 있다. 
수평이동부는 수평레일을 이동하면서, 안에 설

치된 청소 툴로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수직이

동부는 수직레일을 이동하면서 수평이동부를 해

당 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수직이동

부에는 청소 작업용 물을 수평이동부에 공급해주

는 장치가 있다. 
논문의 로봇은 물 공급과 운반 작업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수직이동부와 수평이동부를 연결해

주는 도킹 장치를 갖추고 있다.  
 

Fig. 2 Material charging system of the vertical moving 
system

3. 물 공급 장치

수직이동부의 물 공급 장치는 선형 엑츄에이터

(Linear actuator)로 커넥터 호스를 건물에 설치된 

물 공급원에 접근시켜 연결한다. 커넥터 호스는 

철로 된 원통과 그 중심에 호스가 꽂아진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커넥터 호스는 공급원의 접속

부가 형성한 전자기력에 의해 접속부와 안정적으

로 연결할 수 있다.
연결과 동시에 커넥터가 접속부의 스위치를 누

르는데, 이것으로 공급원의 전기 밸브가 열리게 

되며, 공급원의 물은 수직이동부의 펌프로 흘러간

다. 그 다음에 수직부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면

서, 물은 펌프를 통해 공급원에서 수평이동부의 

저장고로 흘러간다.  

Fig. 2 Material charging system of the vertical mov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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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 툴

수평이동부의 청소 툴은 수평이동부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동과 동시에 

청소를 할 수 있으며,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모터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절약하였다.  
청소 툴은 세 가지 유닛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 가지 유닛에는 롤 브러쉬 유닛(Roll-brushing 
unit), 인젝션 유닛(Injection unit), 그리고 스퀴즈 

유닛(Squeezing unit)이 있다. 이 유닛들은 일반적인 

청소 작업의 순서를 고려한 순서대로 설치됐다. 
일반적인 청소는 쓸고, 닦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논문의 청소 툴도 먼저 롤 브러쉬 유닛으로 유리벽

에 붙은 큰 먼지들을 쓸어서 제거한다. 그 다음에 

인젝션 유닛이 펌프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 유리벽

에 뿌려, 첫 번째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미세한 

먼지나 얼룩을 물로 씻어낸다. 마지막으로 스퀴즈 

유닛은 먼지와 얼룩으로 오염된 물을 스퀴즈를 

하면서 유리벽으로부터 제거해낸다.
개발된 청소 툴은 이런 간단한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선형 엑츄에이터를 사용하

여 유닛이 건물에 설치된 멀리언(Mullion)과 부딪

히지 않도록 하였다.

Fig. 3 the cleaning system and storage of the horizontal 
moving system

5. 통합 제어 알고리즘

제어 센터와 각 이동부의 제어 시스템들은 서로 

신호와 명령을 주고받으면서, 건물의 전 외벽에 

대한 청소 작업을 수행한다. 
제어 센터는 무선 통신 장치(Wireless modem)를 

이용하여 각 이동부에게 이동 명령, 물 공급 명령, 

청소 작업 수행 명령들을 내린다. 
수직이동부에서는 물의 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에 설치된 제어 시스템이 저장고에 장착된 유량

계를 통하여 물의 양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물 

공급 장치를 제어한다. 
청소 툴은 수평이동부에 설치된 제어 보드가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Fig. 4 The control board which controlls the cleaning 
system’s movement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유지 관리 로봇에 장착할, 
고효율과 쉬운 메커니즘의 청소 툴을 개발하였다. 

또한 그에 알맞은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청소 

툴의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앞으로 실험용 가건물에 로봇을 부착하여, 작동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실제 건물에 적용시

킬 로봇의 세부 설계에 반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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