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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uilding wall maintenance robot of the built-in 
guide rail type

1. 서론

오늘날, 유리벽을 장착한 고층 건물의 증가하면

서, 건물 유리창 청소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

고 있다. 
현재, 고층 건물의 유리창 청소 작업은 인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유리창 청소 작업은 대부분 고층

에서 진행되므로, 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위험

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전 연구에서는 인력을 

대체할 건물 외벽 유지관리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1,2 이 로봇 시스템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built-in guide rail을 따라 이동하고, 내재된 청소 

tool mechanism으로 건물 유리창을 청소한다.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이 로봇은 지상과 먼 곳에

서 작업을 진행하므로,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만약에 외부충격, 풍하중 

등에 의해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켰는데 이에 적절

히 대처할 시스템을 로봇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높은 곳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로봇에게는 외부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안전 제어 시스템은 외부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로봇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그것의 작

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해서, 건물 외벽 청소 로봇에 적합한 

안전 제어 시스템의 개발을 다룬다.  

2. 안전 제어 시스템의 필요성

건물 외벽 유지관리 로봇의 수평이동부는 사용

자와 먼 거리에서 작업을 진행하므로, 기계적 오작

동이 발생하거나, 장애물을 회피하지 못하고 충돌

하게 되더라도, 수동으로 작동을 멈출 수 없다. 
오작동 및 충돌로 인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평 로봇 시스템을 위한 fail-safety system, 
즉 안전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센서조합의 안전 제어 시스템

수평이동부는 4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충
격센서, 레이저 센서, 적외선 센서, 자기장 센서로 

이루어져, 각 센서 신호를 통해, 수평이동부의  

외부환경을 파악하여, 로봇의 다음 작업 방향을 

결정한다. 
충격 센서는 로봇의 주행과정에서 레일에서 받

은 힘을 센서 자체의 기준치와 비교하는 센서이다. 
레일에서 전달된 힘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신호를 

받은 로봇의 주 제어 시스템은 로봇에게 시작지점

으로 복귀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로봇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센서는 건물의 장애물을 

감지하는데 사용된다. 레이저 센서가 레일 바깥 

의 장애물을 감지하는 한편, 적외선 센서는 레일 

내부 상태를 파악하여, 로봇이 이 레일을 지나가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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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nsors of Fail-safety system: 1.Shock sensor, 
2.Infrared ray sensor, 3.Laser sensor, 
4.Magnetic sensor

Fig. 3 1.Algorithm for encoder failure detection, 2.Block 
diagram of motor control

Fig. 4 Safety decision algorithm

마그네틱 센서는 앞의 센서들과 달리, 모터 엔코

더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로봇의 위치를 알려주는 

센서이다. 마그네틱 센서는 엔코더처럼 로봇의 매 

위치를 알려주지는 못 하지만, 레일의 끝부분과 

시작부분에 장착된 자석의 자기장을 감지하여, 로
봇이 레일의 시작지점에 있거나 끝에 있을 경우, 
신호를 제어 시스템으로 보내 이를 알려준다. 

4. 통합 Fail-Safety system 알고리즘

안전 제어 시스템은 두 가지의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로봇의 위치 및 속도를 

알려주는 엔코더가 고장 났을 시, 이것을 감지하는 

엔코더 고장 감지 알고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센서 

신호를 바탕으로 로봇의 작업 방향을 결정하는 

안전 판단 알고리즘이다. 
엔코더 고장 감지 알고리즘은 엔코더의 회전  

각도 오차로 고장 여부를 판단하고, 고장판단 시, 
엔코더에 의한 위치제어모드를 마그네틱 센서 신

호를 기반으로 한 전류제어모드로 전환하여 로봇

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안전 판단 알고리즘은 각 센서의 신호에 작업방

향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우선순위를 주어, 우선순

위가 높은 작업방향대로 로봇을 움직이게 한다. 

5. 결론

이 논문은 건물 외벽 청소 로봇의 안전 제어 

시스템에 대해 다루었다. 안전 제어 시스템을 통해, 
외부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로봇이 이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청소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 

로봇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로봇의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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