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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construction materials have been towards larger and heavier, the rate of accident associated with 
installation works of heavy construction materials is increasing. Installation works of heavy construction 
materials lead to frequent accidents, increasing the WMSDs(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construction site. In case of installation work of heavy glass ceiling, the rate of accidents such as falling and 
collision is increasing as well. This paper describes a ergonomic design of working platform(deck) in a glass 
ceiling installation robot. As well as, a design of working process is considered to accomplish an efficient 
installation work. As a result of the design, an installation work of heavy glass ceiling by the robot will be 
expected safety assurance and retrenchment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period. 

1. 서 론 

최근 도시 형태가 고밀도의 추세로 변함에 따
라 건축 구조물 역시 고층화 및 대형화로 변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건
축물의 외관도 중요시 하고 있어 건설 자재는 시
공의 효율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대형화, 중량화

로 되고 있다.(1),(2) 이러한 건설 자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설 장비로는 기능과 성능 면
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인력 의존도가 높은 건
설 업계의 특성상 작업자가 대형 및 중량의 건설 
자재를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설치할 경우 작업

자의 안전사고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Work-relat 
ed Musculoskeletal disorders:WMSDs)을 유발할 수 
있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로봇의 도입이다.(4),(5) 선진 외국

의 경우,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80 년대 초반부터 막대한 
R&D 투자를 통하여 대학연구소와 업체를 중심

으로 건설자동화시스템과 로봇개발에 박차를 가
하여 왔다.(6) 미국과 유럽의 대학연구소를 중심으

로 한 시공자동화 및 유지보수 로봇의 개발과 일
본 대형건설업체들의 자동화 빌딩건설시스템의 
개발은 이러한 연구 노력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7) 

건설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 개
발 및 검증 단계, 실용화 단계를 거치는 과학적

인 프로세스 로드맵이 필요하다.(8),(9)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 설계된 건설 로봇은 현장의 여
러 장애물과 시설물, 특이사항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여 적
용되어져야 한다. 이에 건설 로봇을 개발함과 동
시에 작업할 환경에 적합하게 운용하여 원하는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자동화 작업에 적합한 공
정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정 설계의 최종 
목표는 공정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작업 공정을 미리 분석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
보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설계된 중량 천장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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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로봇의 무게 및 동작 범위 등을 분석하고 적
용될 현장을 분석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최적의 작업 공정 설계를 제안한다.  

 

2. 기존 작업 분석 

일반적으로 천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ig. 1 과 같이 비계를 쌓고 작업자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거나 고소작업차(Aerial lift)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은 작업할 위치가 너무 
높을 경우 추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할 마감재가 중량인 
경우엔 설치할 위치까지 이동이 어렵고 위험한 
단점이 있다. 또한 비계의 경우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천장유리 마감재가 설치될 현장은 다음의 Fig. 

2 와 같고, 설치될 천장유리의 제원은 Fig. 3 과 
같이 부착되는 위치에 따라 ‘가로ⅹ세로’의 크기

가 다양하고, 무게는 40(kg)에서부터 80(kg)까지 
이른다.  
최적의 공정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건설 

로봇이 적용될 때 현장의 고정된 장애물이나 시
설물 등의 구속조건과 비구속조건을 구분하여 로
봇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의 구속조

건은 다음의 Fig. 4 와 같이 건설로봇의 평형 유 
 

  
Fig. 1 Ceiling glass installation work  

 

 
Fig. 2 Construction site 

 
Fig. 3 Specification of ceiling glass  

 

(a) North constraint condition 
 

(b) East constraint condition 
 

(c) South constraint condition 
 

Fig. 4 Constraint condition of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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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구속조건인 경사면의 위치와 전원 공
급에 대한 구속조건인 배전기의 위치로 나타낸다. 
실제 공정설계는 이러한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설
계된다. 

3. 천장유리 설치로봇 

중량의 천장유리 설치로봇은 Fig. 5 와 같이 크
게 로봇 시스템, 고소작업용 건설장비로 구성된다. 
우선 로봇시스템은 작업자와 협업을 통해 중량의 
천장 유리의 취급 및 설치작업을 담당한다. 산업

용 로봇선정을 위해 동작 범위, 자중, 가반하중, 
기타 특이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중 중요

하게 고려된 것은 ‘가반하중’이다. 작업 대상의 마
감재 무게가 최대 80(kg) 이고, 그리퍼로 사용된 
진공 흡착장치와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장치의 중
량을 감안하여 요구되는 가반하중은 약 200(Kg) 
이다. 산업용 로봇은 시스템의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용화된 산업용 로봇인 KUKA 社의 ‘KR 
200 comp’모델로 선정되었다. 로봇 시스템은 특별

히 작업자와 산업용 로봇간의 협업을 위한 인간-
로봇 인터페이스(HRI) 장치가 설계된다. HRI 장치

는 작업자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산업용 로봇이 
추종하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따라

서 HRI 장치는 작업자의 명령에 따라 로봇의 운동

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로봇 협업 제어 알고리즘

이 필요하다.(10)  
휠 타입 고소작업차는 작업자가 작업대에 탑승

하여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용의하도록 설계된 건
설 장비이다. 제안된 로봇에 사용된 고소작업차는  

 

 
Fig. 5 Concept of ceiling glass installation robot 

 

건물 실내와 건물 주변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약 
10(m) 높이에 천장유리를 설치하기 위한 ‘트럭탑

재 신축붐형(Truck mounted aerial lifts with telescopic 
boom)’이다.  

4. 자동화 공정설계 

4.1 천장유리 운반작업 공정설계 

천장유리 운반작업이란 마감재를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적재하여 설치될 위치까지 이동한 후 작
업대를 상승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고소작업차가 
한 자리에서 설치될 유리의 수는 작업대에 탑재될 
로봇 시스템, HRI 장치, 작업자 수, 기타 작업에 필
요한 공구 등의 하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효율

적인 작업공정을 위해 최적의 고소 작업차의 위치

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한다.  
① 로봇 시스템의 작업 공간과 건물 외벽을 고

려하여 작업대의 위치를 정한다.  
② 고소 작업차의 역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작

업대의 위치에 대한 고소 작업차의 위치를 
정한다. 

 

 
(a) Top view 

 

 
(b) Front view 

 
Fig. 6 Design of carry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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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ase coordinate system of aerial lift and 

numbering of ceiling glass 
 
③ 건물 도면상에 임의의 기준 좌표를 정한다. 
④ 임의의 기준 좌표를 중심으로 천장유리가 

설치될 지점에 각각의 번호를 부여한다. 
⑤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고소작업차 및 작업대

의 위치를 표시한다. 
건물 외벽과 작업대 측면의 거리는 안전문제와 

로봇 시스템의 작업 반경을 고려하여 최소 
500(mm)로 한다. 작업대를 기준으로 고소작업차의 
역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작업대와 고소작업차 간
의 최적의 거리를 정한다. 고소작업차의 위치는 2
단 붐의 RRPR 타입 매니퓰레이터의 도달 가능한 
거리가 멀지 않아 Fig. 6 과 같이 차량과 붐이 직
각인 상태를 기준으로 아래/위로 약 ±17°로 정한

다. 고소작업차와 작업대 간의 최적 거리를 정한 
뒤 Fig. 7 과 같이 도면 상에 기준 좌표를 정하고 
천장유리가 설치될 각각의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다. 끝으로 정해진 기준 좌표를 중심으로 환경분

석을 통해 얻어진 구속조건에 대해 Fig. 8 과 같은 
고소작업차의 위치와 자세가 정해진다. 

 

 
(a) Robot position at North 

 
(b) Robot position at East 

 

 
(c) Robot position at south east 

 

 
(d) Robot position at south 

 
Fig. 8 Robot position for carrying work 

 
Table 1 은 Fig. 9 와 (1)식을 통해 얻어진 북측의 

천장유리 운반작업에 관련된 고소작업차의 파라미

터를 나타낸다. 여기서 차량의 위치와 작업대의 
위치는 Fig. 7 에서 ‘기준좌표 1’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를 나타낸다. 차량의 방향은 운전석이 향하는 
방위를 나타내고, 회전각도는 차량의 기준좌표계

를 중심으로 회전한 각도를 가리키며, 작업대를 
상승시키기 위한 붐의 신장길이 역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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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ngth of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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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 , , , ,r s r s r sx x y y z z is measurable 
 

 
Fig. 9 Kinematic analysis of aerial lift 

4.2 천장유리 설치작업 공정설계 
천장유리 설치작업은 작업대 위에 적재된 마감

재를 흡착장치를 이용하여 흡착한 후 로봇 시스템

을 이동시켜 마감재를 설치지점에 설치하는 과정

을 나타낸다. 먼저 로봇 시스템의 작업공간을 고
려하여 Fig. 10 과 같이 로봇 시스템의 기준 좌표

계와 설치지점까지의 거리를 결정한다. 로봇 시스

템의 운동경로는 Fig. 11 과 같이 작업대의 기구적 
제한조건 및 작업자의 작업자세를 고려하여 6 단

계로 나누어 고려된다.  뿐만 아니라 Fig. 12 와 같
이 로봇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 끝단의 최적의 
작업경로를 도출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측면의 안전장치로 활용된다. 

 

 
Fig. 10 Base coordinate system of robot system 

 

  
(a) motion 1           (b) motion 2 
 

  
(c) motion 3           (d) motion 4 
 

  
        (e) motion 5           (f) motion 6 
 

Fig. 11 6 motions of installation process 

Robot position(mm) Deck 
position(㎜) 

Number 
X Y direction X Y 

Rotation 
angle

(°) 

Boom 
length
(㎜) 

N1-1 -6,280 3,000 East -1,450 1,575 -106 187 
N1-2 -6,280 3,000 East -1,450 3,000 -90 0 
N1-3 -6,280 3,000 East -1,450 4,500 -73 206 
N1-4 -6,280 7,500 East -1,450 6,000 -107 206 
N1-5 -6,280 7,500 East -1,450 7,500 -90 0 
N1-6 -6,280 7,500 East -1,450 9,000 -73 206 
N1-7 -6,560 12,000 West -1,450 10,500 74 451 
N1-8 -6,560 12,000 West -1,450 12,000 90 254 
N1-9 -6,560 12,000 West -1,450 13,500 106 451 

N1-10 -6,560 16,500 West -1,450 15,000 74 451 
N1-11 -6,560 16,500 West -1,450 16,500 90 254 
N1-12 -6,560 16,500 West -1,450 18,000 106 451 
N1-13 -6,560 21,000 East -1,450 19,500 -106 451 
N1-14 -6,560 21,000 East -1,450 21,000 -90 254 
N1-15 -6,560 21,000 East -1,450 22,500 -74 451 
N1-16 -6,280 24,000 East -1,450 24,000 -90 0 
N1-17 -6,280 24,000 East -1,450 25,425 -7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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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 view 

 

  
(b) Side view 

 

  
(c) Front view 

 
Fig. 12 Path of robot system for installation process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건설로봇을 통한 천장유리 설치

작업 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기존 작업 및 현장분석을 기반으

로 자동화 공정설계가 제안되었다. 천장유리 설치

로봇의 자동화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설명되었다. 우선 휠 타입의 고소작업용 건설장비

가 작업자 및 로봇 시스템, 작업에 필요한 자재, 
공구 등을 설치지점까지 정해진 파라미터에 의해 
자동으로 운반하는 공정과 로봇 시스템이 작업자

의 힘과 방향을 추종하여 시뮬레이션으로 도출된 
경로 내에서 실제로 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으로 분류된다. 작업 환경이 비정형화된 건설 현

장에서 로봇의 개발뿐만 아니라 현장에 적합한 공
정설계도 건설로봇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량의 천장유리 설치로봇

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
해 평가가 앞으로 수행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과학기술부 우
수연구센터육성사업인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 연
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R11-2005-056-
03003-0)  

참고문헌 

(1) Albus, James S., Albus, James S., 1986, "Trip 
Report : Japanese Progress in Robotics for 
Constr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obotics, Vol. 
2, No. 2, pp. 103~112. 

(2) 석호태, 2003, “이중외피 커튼월 시스템의 특성 
및 적용 타당성,”, 건축학회 논문집, Vol. 47, No. 9, 
pp. 34-39. 

(3) Eun-Hee Jeong, Jung-Wan Koo, 2006, “Analysis of 
Musculoskeletal Burdened Work among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Vol. 25, No. 3, pp. 97~103. 

(4) Pablo Gonzalez de Santos, Foaquin Estremera, 
Maria A. Fimenez, E. Garcia and M. Armada, 
“Manipulators help out with plaster panels in 
construction,”, The Industrial Robot, 2003, Vol. 30, 
No. 6, pp. 508~514. 

(5) Roozbeh Kangari, 1991, “Advanced Robotics in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91 ICAR., Fifth 
International Conf., Vol. 1, pp. 375~378. 

(6) Kim YoungSuk, Kim HyunChul, Seo JungHoi, Oh 
SeWook, 2001, “A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Automation and Robotics Technologies 
and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rchitectural 
Institution of Korea , Vol. 17, No. 2, pp. 111~120. 

(7) Yagi, Junichi, 1999, “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 in Japan; state-of-the-art,”, Automation 
in Construction, Vol. 5, No. 2, pp. 91~104. 

(8) Lee JunBok, Kim YoungSuk, 2003, “A Study on 
Technology Roadmap for Construction Automation 
and Robotics,”,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19, No. 5,pp. 95~104. 

(9) Kim YoungSuk, Lee JeongHo, “A Study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Model for 
Construction Robo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Vol. 19, 
No. 6, pp. 201~209. 

(10)  Lee SeungYeol, Lee KyeYoung, Lee SangHeon, 
Han ChangSoo, “Human-Robot Cooperative Control 
for Construction Robot,”, KSME, Vol. 31, No. 3, pp.  
285~294. 

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