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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세계적으로 고층 빌딩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층 빌딩의 외벽 

보수 및 청소 작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빌딩들에 대한 

청소 작업은 로프공 및 곤돌라에 탑승한 작업자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고, 

매년 곤돌라 사고와 함께 인명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외벽청소 작업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외벽청소로봇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로봇들은 건물 외벽의 장애물을 수동적으로 

통과할 수 없고 액츄에이터로 능동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복잡한 

제어방식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외벽청소로봇에 직렬 유연구동기들과 

삼각바퀴를 추가하여서 유연한 장애물 적응 능력을 가진 외벽청소로봇을 

개발하였다. 이 로봇은 2 자유도 매니퓰레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제어의 필요성이 없이 로봇이 장애물을 수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매니퓰레이터를 최적화하였고, 최적화 전후의 설계변수로 

만들어진 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여 장애물을 수동적으로 극복하는 비교 

실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이전 외벽청소로봇의 문제점 중 하나인 

청소불가능영역을 줄이기 위하여, 이전 청소모듈의 높이를 축소하였고, 

이렇게 축소된 청소모듈을 사용하여 유리창 청소 실험을 수행하여 

청소모듈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주요어 : 외벽청소로봇, 매니퓰레이터, 최적화설계, 메커니즘설계, 

유연구동기, 장애물 극복. 

학   번 : 2018- 2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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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많은 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고층 빌딩을 짓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고층 빌딩의 외벽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 2]. 

예를 들어, 한국, 중국, 그리고 중동아시아 같은 나라들에 많은 

모래먼지와 함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이 오염된 공기가 많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건물 외벽에는 오염물이 많이 부착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매연과 같은 유기물 때문에 외벽에 고착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건물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사람이 로프에 

매달리거나 곤돌라에 탑승하여서 외벽을 청소한다 [3]. 하지만, 이 

작업은 고층 공중에서 로프 및 곤돌라에만 의지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고층에서 추락하는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위험들 때문에, 외벽청소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사람에서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다. Wallbot 과 Skypro, IPC 

Eagle과 같은 로봇들은 프로펠러의 추력을 이용하여서 벽에 부착하고 

청소작업을 하였다 [4-6]. 빌딩외벽보수로봇(BFMR)은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며 

청소작업을 한다 [7]. ROPERIDE는 로봇 플랫폼에 있는 윈치를 

사용하여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러한 윈치 시스템은 빌딩 옥상에 

로프를 묶어놓고 로봇플랫폼에서 윈치가 로프를 감는다 [8]. KITE 

robotics에서 개발한 유리창청소로봇 또한 빌딩의 4 군데의 가장자리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이 와이어들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유리창 위에서 이동한다 [9]. 곤돌라에 탑재하는 무인 고층 

외벽청소로봇 (FCR-M1)은 곤돌라의 흔들림에 대해서 창문과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2 자유도 병렬 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여 청소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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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0]. 

대부분의 이러한 외벽청소로봇들은 창문에 있는 장애물을 

수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한 로봇들은 구동기와 

함께 복잡한 제어방식을 사용한다. Wallbot 과 Skypro, IPC Eagle 과 

같이 추력을 사용하는 로봇들은 프로펠러의 추력을 변화시켜 장애물을 

넘어간다. 이러한 프로펠러는 큰 추력을 내기 위하여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큰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어가 잘 되지 않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 BFMR은 청소장치에 구동기가 있어서 목표 각도와 힘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구동기를 써서 로봇이 장애물을 감지하면 충돌하기 

전에 청소장치를 들어올려 장애물을 회피한다. 하지만, 이 로봇은 

가이드레일을 따라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빌딩에 

대한 제한이 있다. KITE robotics에서 개발된 유리창청소로봇은 추력과 

와이어를 사용하지만, 장애물 높이보다 상대적으로 큰 롤러브러쉬와 

바퀴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극복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ROPERIDE는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청소장치에 매니퓰레이터가 존재한다 [11, 

12]. 이 로봇은 삼각트랙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극복하지만, 

매니퓰레이터는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동기를 사용하여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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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외벽청소로봇의 문제점과 연구내용  

 

제1장 제1절에서 소개된 기존 외벽청소로봇들은 100m 이하의 

빌딩들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그래서 FCR-M1은 대부분의 

고층빌딩에 유지보수를 위해 곤돌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였다.  FCR- M1은 곤돌라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로봇이고, 

곤돌라가 하강함에 따라 ROPERIDE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며 청소작업을 한다.  

2 자유도 병렬 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지만, 구동기를 사용해야 하고, 장애물 접촉감지를 위한 센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장애물을 감지하고 나면, 청소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던 

제어기법을 중지하고, 장애물 회피를 위한 제어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10]. 추가적으로, FCR-M1이 장애물과 부딪히면, 큰 충격력이 

로봇에게 적용이 되고, 이 충격은 로봇에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FCR-M1의 다른 문제점은 창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청소 

불가능 영역이 넓다는 것이다. 매니퓰레이터가 창문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곤돌라가 하강함에 따라 매니퓰레이터의 후퇴와 부착하는 

과정에서의 경로로 인해서 청소가 안되는 구역이 생기며, 기존의 

청소모듈 또한 높이가 높아서 그 구역이 더 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외벽청소로봇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직렬 유연구동기와 삼각바퀴를 적용하여 장애물을 수동적으로 극복하고, 

기존청소모듈의 크기를 줄인 로봇 (FCR-M1c)를 개발하였다 [13].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위에 언급된 충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직렬 

유연구동기는 이러한 충격력을 줄이고, 컴플라이언스 구조 없이 

제어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빠른 응답을 하는 것이 장점이다 [14, 15]. 

또한, 삼각바퀴가 충격력을 바퀴의 회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16, 17]. 

FCR-M1c는 매니퓰레이터와 그 끝단에 있는 삼각바퀴의 회전으로 

생기는 경로의 기구학에 기반하여 최적화되었다. 최적화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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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작용하는 반발력이 초기 설계변수와 비교하여 감소할 수 있었다. 

또한, 소형화된 청소모듈로 유리창에 실제로 청소실험을 실시하였다. 

청소 가능영역은 기존청소모듈의 높이를 축소시켜도 확장되었다. 

제2장에서는 FCR-M1c를 소개하고, 삼각바퀴와 청소모듈 그리고 

매니퓰레이터를 설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매니퓰레이터 설계에 

대해서 소개되고, 삼각바퀴의 기구학 분석 소개와 함께 최적화가 

진행되었다. 제4장에서는 청소실험과 장애물 극복 실험을 수행하여 

청소성능과 장애물극복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최적화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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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FCR-M1c의 소개 

 

 

제 1 절 FCR-M1의 문제점 

 

FCR-M1으로 곤돌라가 있는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에서 

필드테스트를 수행하였다 [10].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이 

장애물과 부딪힐 때, 큰 충격력이 로봇에 전달되고, 이는 로봇에 누적이 

된다면 로봇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충격력은 반발력으로 로봇과 곤돌라 플랫폼에 전달이 되고, 이는 

곤돌라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 이 흔들림은 공중에서 매우 위험하고, 

제어문제에서 외란으로 작용이 된다. 

 

또한,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창문 프레임 근처에서는 큰 청소 

불가능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이전 청소모듈은 큰 높이 폭을 가지고  

 

그림 1 FCR-M1과 창문과의 거리 및 FCR-M1에 가해지는 반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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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매니퓰레이터가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뒤로 후퇴하고 앞으로 

부착하는 경로로 인하여서 이러한 청소 불가능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청소불가능 영역을 줄여서 청소 가능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청소모듈의 높이 폭을 줄이고, 유리창 프레임과 같은 장애물 근처에서의 

매니퓰레이터의 후퇴 및 부착 경로를 좀 더 장애물 가까이로 가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FCR-M1의 필드테스트 후 창문에서의 청소 불가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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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CR-M1c의 모습 

 

FCR-M1c는 [그림 3]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로봇은 2 

자유도 병렬 매니퓰레이터, 삼각바퀴 및 청소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매니퓰레이터는 유연구동기를 가지고 있고, 창문과 로봇 사이의 각도와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삼각바퀴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회전해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청소모듈은 기존 청소모듈에 비해 높이 폭이 

축소되어도 창문을 잘 청소할 수 있다. 

 

2.2.1 소형 청소모듈 
 

소형화된 청소모듈은 [그림 4]와 같은 모습이다. 청소모듈은 스퀴즈, 

브러쉬, 노즐, 흡입부, 그리고 매니퓰레이터의 끝단과의 쉬운 체결을 

위한 체결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형청소모듈과 기존청소모듈의 차이점은 

청소모듈의 높이 폭이 축소되었고, 기존청소모듈의 롤러브러쉬가 높이 

축소를 위하여서 일자브러쉬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 일자브러쉬는 

좌우로 진동하여서 청소를 수행한다. 

이전 청소모듈과 비교하면, 청소모듈의 높이 폭은 기존 330mm에서 

그림 3 FCR-M1c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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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mm로 축소되었으며,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안에 이전 청소모듈과 

비교해보면 청소 가능 높이가 약 75% 증가하였다. 높이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성능은 유지되고 이 결과는 제4장에서 

소개된다. 

기존 청소모듈의 바퀴는 FCR-M1c에서 삼각바퀴로 변경되었다. 

청소작업 중에는 창문과 두 바퀴가 항상 접촉을 유지하고, 아래에 있는 

바퀴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삼각바퀴는 회전해서 수동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된다.  

그림 4 기존 청소모듈과 소형화된 청소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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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직렬 유연구동기가 장착된 2자유도 매니퓰레이터 
 

직렬 유연구동기가 장착된 2 자유도 병렬 매니퓰레이터는 [그림 

5]와 같은 모습이다. 스프링이 모터와 회전조인트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스프링들은 외부충격과 부하를 기계적으로 빠르게 

흡수하고, 탄성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FCR-M1c에 있는 매니퓰레이터는 직렬 유연구동기에 의해서 

외부부하로부터 더 안정적이며, 이전 FCR-M1에 있던 힘측정센서에 

비해 노이즈가 적기 때문에, 더 제어가 잘 된다.  

  

그림 5 직렬 유연구동기가 장착된 2 자유도 매니퓰레이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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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구학 분석과 최적화 설계 

 

제 1 절 기구학 분석 

 

3.1.1 삼각바퀴 
 

FCR-M1c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삼각바퀴가 회전하게 되면, 

매니퓰레이터의 y방향으로의 거리가 변하게 된다. 장애물과 먼저 

부딪히는 삼각바퀴의 바퀴의 중심을 기준으로 삼각바퀴 프레임의 스포크 

길이, R, 만큼의 반경으로 삼각바퀴가 회전하게 된다. 삼각바퀴가 

회전하면서 삼각바퀴의 중심 높이 변화가 h보다 클 때, 장애물의 높이가 

h이기 때문에 매니퓰레이터는 𝑅 − 𝑅 cos
𝜋

3
만큼 접히게 된다. 만약에 이 

높이 변화가 h보다 작다면, 매니퓰레이터는 최대 h만큼 접힐 것이다. 

삼각바퀴가 회전해서 바퀴가 장애물 위로 오르게 되면, 회전의 중심이 

되었던 바퀴가 회전한 바퀴를 뒤따라서 벽을 타고 장애물을 오르게 된다 

[그림 6].  

 

  

그림 6 삼각바퀴의 기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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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매니퓰레이터 
 

매니퓰레이터는 이전 연구와 같이 2 자유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터들과 회전조인트 사이에 직렬로 유연구동기가 연결되어 

있다 [18]. [그림 7]에서, 𝑞1  과 𝑞2 의 위치는 구속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된 역기구학 방정식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 방정식들은 

매니퓰레이터에서의 링크 길이 l 과 b, 그리고 끝단의 베이스로부터의 

거리 y와 각도 θ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𝑞1 − 𝑏 cos 𝜃)2 + (𝑦 + 𝑏 sin 𝜃)2 = 𝑙2,          (1) 

(𝑞2 − 𝑏 cos 𝜃)2 + (𝑦 − 𝑏 sin 𝜃)2 = 𝑙2,          (2) 

𝑞1 = 𝑏 cos 𝜃 − √𝑙2 − (𝑦 + 𝑏 sin 𝜃)2,                (3) 

𝑞2 = 𝑏 cos 𝜃 − √𝑙2 − (𝑦 − 𝑏 sin 𝜃)2.                (4) 

 

𝑑1과 𝑑2는 매니퓰레이터의 베이스로부터 끝단의 회전조인트까지의 

수직거리이고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그림 7 2자유도 매니퓰레이터의 변수와 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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𝑑1 = 𝑦 + 𝑏 sin 𝜃,                       (5) 

𝑑2 = 𝑦 − 𝑏 sin 𝜃.                       (6) 

 

(1)부터 (6)으로부터, 자코비안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
𝑑1̇

𝑑2̇

] = 𝐽𝐴𝐽𝑋
−1𝐽𝑞 [

𝑞1̇

𝑞2̇
] = 𝐽 [

𝑞1̇

𝑞2̇
],                 (7) 

𝐽𝐴 = [
1 𝑏 cos 𝜃
1 −𝑏 cos 𝜃

],                       (8) 

𝐽𝑋 = [
𝑦 + 𝑏 sin 𝜃 𝑏𝑞1 sin 𝜃 + 𝑦𝑏 cos 𝜃
𝑦 − 𝑏 sin 𝜃 𝑏𝑞2 sin 𝜃 − 𝑦𝑏 cos 𝜃

],             (9) 

𝐽𝑞 = [
𝑏 cos 𝜃 − 𝑞1 0

0 𝑏 cos 𝜃 − 𝑞2
].              (10) 

 

모터의 입력, 𝐹𝑚 은 유연구동기가 직렬로 모터와 회전조인트 사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의 복원력, 𝐹𝑠 와 같다. 매니퓰레이터의 

끝단에 작용하는 반발력, 𝐹𝑅 은 모터의 입력과 같고 다음 식들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𝐹𝑚 = 𝐹𝑠,                        (11) 

𝐹𝑠 = 𝑘(∆𝑠 − 𝑠0),                    (12) 

𝐹𝑅 = 𝐹𝑅,𝑑𝑒𝑠𝑖𝑟𝑒 cos 𝜃,                   (13) 

𝐹𝑅 = 𝐽−𝑇𝐹𝑠.                       (14) 

 

(12)에서 나타내어지듯이, 스프링은 장애물을 접촉하기 전에 청소작업 

중에는 𝑠0만큼 압축된 상태로 있으며, 삼각바퀴가 장애물과 접촉한 후에 

회전해서 장애물을 넘어가는 동안에는 스프링이 ∆𝑠만큼 더 압축이 된다. 

𝐹𝑅,𝑑𝑒𝑠𝑖𝑟𝑒 은 청소 작업에 필요한 매니퓰레이터 끝단에서의 목표하는 

반발력이고, 끝단이 𝜃만큼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반발력은 (13)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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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장애물 극복 상황에서의 조건 

 

목표하는 반발력, 𝐹𝑅,𝑑𝑒𝑠𝑖𝑟𝑒 은 청소성능과 관계가 있다 [18]. 일정한 

청소성능을 위해서는, 청소모듈에 가해지는 힘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 

목표하는 반발력, 𝐹𝑅,𝑑𝑒𝑠𝑖𝑟𝑒 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상황에서는, [그림 8]과 같이 같은 반발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로봇에게 가해지는 충격력이 줄어들어야 

하고, 반발력의 변화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발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로봇에게는 충격력이 작게 전달될수록 좋지만, 반발력에서의 

변화는 곤돌라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힘이 작아진다고 반드시 

좋지는 않고, 변화가 최소화되는 것이 좋다.  

그림 8 장애물 극복하는 동안의 로봇의 반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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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적화 설계 

 

3.3.1 목적함수 
 

매니퓰레이터에 가해지는 반발력은 로봇이 장애물을 넘어갈 때에도 

청소를 위한 목표 반발력과 같은 값일수록 좋다. 이러한 반발력을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안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변화가 

최소화되야 한다. 이러한 힘의 변화는 장애물을 넘어가기 전과 넘어가는 

동안에서의 최대 반발력과 최소 반발력 사이의 차이로 계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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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최적화문제 정의 
 

매니퓰레이터에 가해지는 반발력은 로봇이 장애물을 넘어갈 때에도 

청소를 위한 목표반력에서 변화가 최소화가 되어야 한다. 로봇에 

가해지는 반발력은 [그림 9]와 같이 매니퓰레이터의 링크 길이, 

삼각바퀴의 스포크 길이, 그리고 스프링 상수로 이루어진 설계변수로 

정의가 된다. 매니퓰레이터의 작업영역은 100 ≤ 𝑦 ≤ 180, −2° ≤ 𝜃 ≤ 2°로 

선정하였다. 장애물의 높이는 40mm이며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𝑞𝑙𝑜𝑤𝑒𝑟𝑙𝑖𝑚𝑖𝑡 와 𝑞𝑢𝑝𝑝𝑒𝑟𝑙𝑖𝑚𝑖𝑡 은 매니퓰레이터의 중앙에서부터 입력단의 

회전조인트의 움직일 수 있는 제한점까지의 거리이다. 제한 방정식들은 

기하학적인 조건과 설계제한사항들에서부터 도출이 되었고,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한조건(등식, 부등식), 𝑥 ∈ 𝑅4 

1 (𝑞𝑖 − 𝑏 𝑐𝑜𝑠 𝜃)2 + (𝑦 + 𝑏 𝑠𝑖𝑛 𝜃)2 = 𝑙2, (𝑖 = 1, 2) 

2 𝑞𝑖,𝑗 < 𝑏 𝑐𝑜𝑠 𝜃𝑘, 

(𝑖 = 1,2, 𝑗 = 𝑚𝑖𝑛, 𝑚𝑎𝑥, 𝑘 = 𝑙𝑜𝑤𝑒𝑟𝑙𝑖𝑚𝑖𝑡, 𝑢𝑝𝑝𝑒𝑟𝑙𝑖𝑚𝑖𝑡) 

3 𝑞𝑖,𝑚𝑖𝑛 > 𝑞𝑙𝑜𝑤𝑒𝑟𝑙𝑖𝑚𝑖𝑡 

4 𝑞𝑖,𝑚𝑎𝑥 < 𝑞𝑢𝑝𝑝𝑒𝑟𝑙𝑖𝑚𝑖𝑡
 

5 𝑚𝑎𝑥(𝑠0) < 50 

표 1 최적화를 위한 구속 조건 

그림 9 FCR-M1c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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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최적화 결과 
 

매니퓰레이터 최적화는 매트랩에 있는 fmincon 함수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최적화 결과는 [그림 10]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FCR-

M1c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안에 작업영역 내에서의 반발력 변화의 

평균값은 7.04N에서 4.03N으로 43% 감소하였다. 작업영역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반발력 변화가 감소하였고, 최적화된 매니퓰레이터의 

결과에서 작업영역내의 125mm, 0 °  위치에서 차이가 가장 적었다. 

베이스로부터 끝단의 위치가 가까울 경우, 반발력은 목표하는 

반발력보다 값이 약간 작아지고, 반발력의 변화가 생긴다. 

 

매니퓰레이터의 설계변수는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설계변수는 

삼각바퀴의 스포크 길이 R, 매니퓰레이터의 링크 길이 l과 b, 그리고 

스프링 상수 k이다. 설계변수 중 R과 l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b와 k는 

[표 2]와 같이 변하였다. 결과로부터, 끝단과 링크사이의 각도가 작으면 

반발력이 유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물의 높이와 

삼각바퀴 스포크의 길이의 관계는 기구학 방정식이 매우 비선형적이기 

떄문에 최적화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10 초기 및 최적화된 설계변수로 도출된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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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arameter Initial Optimal 

R (mm) 47 47 

l (mm) 200 200.1 

b (mm) 335 365 

k (N/mm) 1 0.67 

Result (N) 7.04 4.03 (- 43%) 

표 2 설계변수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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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청소 실험과 장애물극복 실험 

 

 

제 1 절 청소 실험 

 

4.1.1 청소 실험 테스트벤치 
 

청소 실험을 위한 테스트벤치는 [그림 11]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청소모듈의 너비는 500mm이며, 시편은 540mm ×  540mm이다. 

청소모듈은 LM가이드 위의 슬라이딩 블록에 체결이 되어서 가이드를 

따라 하강하게 된다. 창문 시편은 테스트벤치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탈착하여 황토로 오염시킨 뒤에 부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모듈은 세척수 공급 배관과 오염수 흡입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세척수통과 오염수통에 연결되어 공급 및 흡입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 청소실험을 위한 테스트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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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창문 청소 결과 
 

청소 실험은 [그림 12]와 같이 창문에 청소모듈이 접촉하여 밀착된 

상태로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모듈이 LM가이드를 따라 

하강함에 따라 노즐에서 세척용액이 분사되고 오염물이 적셔지고 씻겨 

나가진다. 일자 브러쉬가 좌우로 진동하면서 씻겨나가지 못한 적셔진 

오염물을 문질러서 닦아낸다. 이렇게 씻겨나가고 닦아내진 오염물은 

진공으로 이루어진 오염수통으로 흡입이 된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소형화된 청소모듈의 청소성능은 이전 청소모듈과 같이 좋음을 

청소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림 12 청소실험 전후와 과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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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장애물 극복 실험 

 

4.2.1 장애물 테스트벤치 
 

장애물 극복을 위한 실험은 제3장에서의 최적화를 통해 나온 결과와 

초기값과의 비교를 위해서 진행하였다. 테스트벤치의 모습은 [그림 

13]과 같다. 테스트벤치에는 UDT 사의 모델명 UW300-12인 미니 

윈치가 있고, 이는 6m/min의 속도로 하강할 수 있는 사양을 가지고 

있다. 장애물은 수평일 수도 있지만, 작업영역의 범위가 2 °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벤치의 유리면의 한쪽에 단차를 주어서 

매니퓰레이터의 끝단의 각도가 2°만큼 틀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 장애물 테스트벤치와 수평 및 2°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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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장애물 극복 실험 결과 
 

미니윈치를 통해 로봇을 하강시킴에 따라 삼각바퀴는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삼각바퀴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먼저 닿은 바퀴를 중심으로 전체 삼각바퀴가 회전하고 

장애물을 오르게 된다. 삼각바퀴가 회전하는 동안에 장애물의 높이보다 

삼각바퀴 프레임의 중심의 높이 변화가 크면, 삼각바퀴 프레임의 중심이 

창문과 수직이 되는 상태에서 매니퓰레이터에 보통은 최대의 반력이 

작용하게 된다. 회전한 후에 바퀴가 장애물 위로 올라서면 장애물과 

먼저 닿아 있던 바퀴가 장애물에 굴러서 따라 올라오게 된다. 이후에는 

평지를 지나서 장애물을 순차적으로 한 바퀴씩 내려오게 된다. 직렬 

유연구동기에 장착된 스프링은 [그림 15]와 같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안에 압축을 하게 된다. FCR-M1c는 삼각바퀴와 이러한 스프링의 

도움으로 장애물을 수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장애물 극복 실험은 작업영역 내에서, 베이스로부터의 거리가 

140mm, 0 ° 인 위치와 125mm, 0 ° 에서 각각 수행이 되었다. [그림 

16]으로부터, 최적화된 설계변수로 이루어진 로봇은 초기의 설계변수로 

이루어진 로봇의 결과보다 반발력의 변화가 47% 감소하였다. 초기 

그림 14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안의 스프링의 압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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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로 되어있는 로봇의 작업영역내에서 반발력 변화는 7.7N이고, 

최적화된 설계변수로 설정 되어있는 로봇의 작업영역 내에서 반발력 

변화는 4.1N이다. 작업영역 내에서 매니퓰레이터의 y방향으로 125mm 

위치에서는 [그림 17]과 같이 반발력 변화가 1N으로 약간 있다. 

 

그림 15 삼각바퀴의 장애물 극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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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초기 및 최적화 설계변수의 실험 결과 

그림 17 최저 반력 지점에서의 반발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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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찰 

 

 

FCR-M1c의 청소 능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은 실험의 결과들로부터 

입증이 되었다. 청소모듈은 높이가 축소되어 소형화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청소장치들은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가 잘 되었다. 

일자브러쉬는 이전의 롤러브러쉬에 비해 압축된 크기를 가진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염물을 닦아내는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또한, 

매니퓰레이터는 추가적인 구동기나 제어기법 없이도, 삼각바퀴와 

스프링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최적화된 매니퓰레이터는 장애물 극복 능력이 최적화 전의 

매니퓰레이터보다 좋아졌다. [그림 14]와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동안에 삼각바퀴가 회전하고 매니퓰레이터가 

압축하는 상황에서는 반발력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회전해서 올라간 삼각바퀴가 장애물을 한 바퀴씩 차례로 내려오면서는 

반발력이 단차를 보이며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반발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위치에서는 약간의 

변화만 존재하고, 스프링의 진동에 의한 반발력의 변화가 주로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반력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25mm, 0 °  위치와 같은 

작업영역 내에서 최적의 위치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해야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매니퓰레이터의 장애물 수동 극복 능력 덕분에, 

장애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회피와 같은 제어기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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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기존의 외벽청소로봇, FCR-M1은 실제 고층빌딩에서 청소작업을 

하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매니퓰레이터가 뒤로 후퇴하였다 부착하는 

경로 때문에 큰 청소 불가능 영역이 존재하게 되었고, 장애물과 충돌로 

인하여서 큰 충격력과 반발력이 로봇과 곤돌라 플랫폼에 전달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소형화된 청소모듈과 

컴플라이언스 구조를 가진 매니퓰레이터의 설계로 해결을 하였다. 

매니퓰레이터의 끝단에 연결되는 청소모듈의 높이 폭이 축소되었고, 

이전 청소모듈의 구성을 유지한채로 청소 가능 높이를 기존대비 75% 

증가시켰다. 

매니퓰레이터 또한 스프링과 삼각바퀴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로봇에 가해지는 반발력을 최적화를 

통해 감소시켰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안에 로봇에 가해지는 반발력의 

변화를 설계변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었다. 

목적함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43% 감소시킬 수 있었고, 실험을 통해 

비교했다. 초기 설계변수와 최적화된 설계변수의 값의 차이는 47%로 

좋아졌고, 작업영역내에서의 최적지점을 찾았으며, 이 위치에서는 

반발력의 변화가 실제로 거의 없었다. FCR-M1c에 이번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적용하여 외벽청소와 장애물 극복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고, 

빌딩에서의 필드테스트도 실제로 FCR-M1c를 통해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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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al design of mechanism of  

façade cleaning robot for overcoming 

obstacle on high-rise building 

 

Jooyoung Hong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high-rise buildings is increasing over the world, 

and demand for maintenance and cleaning window is also increased. 

However, the needs for the substitution human workers to robots are 

increasing as many accidents occur. Although many window cleaning 

robots are developed, almost robots cannot passively pass obstacles 

on the outer wall of buildings. In this paper, a window cleaning robot 

has compliant adaptation capability using series elastic actuators 

(SEAs) and tri-star wheels that are added on the previous window 

cleaning robot. This robot has a two degree-of-freedom manipulator, 

and the robot can overcome obstacle passively without any need for 

control. The optimization is performed for the manipulator, and 

comparative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overcome obstacles with 

the parameters before and after the optimization with the manipulator. 

Also, cleaning module is made by scaling the previous model down. 

The performance of the downscaled cleaning module is valid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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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by cleaning window. 

 

Keywords : Mechanism design, window cleaning robot, façade 

cleaning robot, SEA,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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