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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약 문

디지탈 영상처리(Digital Image Processing) 기옳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반도체 때보리 소자의 기슐 발전에 힘입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PC용 영상처리보드톨 비롯한 워크스테이션급

영상처리 전용시스템이 개밟되어 산업응용분야， 의확， 국방， 뭘격탐사 및

원자력시설 률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컴퓨터에 시각기능올 부여해주는 영상처리기슐은 인간의 시각기능올

대체하거나 인간의 눈으로 직접 판독하기 어려운 붙명확한 정보톱 판독하고

또한 대량의 데이타처리가 가능하므로 월격측정， 위험지역에서의 물체인식

및 판단， x-선에 의한 루과싫 분석과 갈운 원자력시설의 각종 작업에 활용

되고 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시설에서의 영상처리기술의 적용사혜롭

조사하고， 앞으로의 적용방안율 제시하기 위하여 월자력시설에서의 영상처

리기술 응용현황옵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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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gital image processing technique is being actively studied

since microprocessors and semiconductor memory devices have been

developed in 1960 ’s. Now image processing board for personal computer

as well as image processing system for workstation is developed and

widely applied to medical science, military, remote inspection, and

nuclear industry.

Image processing technology which provides computer system with

vision ability not only recognizes nonobvious information but processes

large information and therefore this technique is applied to various

fields like remote measurement , object recognition and decision in

adverse environment ,and analysis of X-ray penetration image in nuclear

facilities.

In this report , various applications of image processing

to nuclear facilities are examined, and image processing techniques

are also analysed with the vie깨 of proposing the ideas for future

appl 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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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장 서 론

동양에서는 ”백문이붙여밀견”， 서양에서는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장보의 8할 이상올

담당하는 시각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정보의 수집전달， 인식，

이해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사회의 정보화， 기계확와 더불어

시각정보처리의 자동확에 대한 요구는 여러분야에 걸쳐 높아지고 있으며，

인간의 눈과 갈은 역할올 하는 카메라， 스캐너 동의 센서톨 렴퓨터에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입력， 처리하는 디지탈 영상처리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천문， 우추， 기상， 지하자원 등 원격탐사에서부터 문자인식，

뭄확재 복원， 의학， 산업현장， 국방에 이르기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올

정도로 폭넓게 용용되고 있다. 영상처리기슐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분야로는 인공위성자료툴 컴퓨터로 분석하여 천문기상관혹 및 지하자원

탐사 등에 활용하는 월격됨사분야， 로보트에 감시，선벌 및 판단가능올 주어

위험지역탐지， 화물운반， 부품조립 및 불량품 추훌 등올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산업응용 분야， 그리고 2치원 및 3치월 모델링옳 통한

확상계촉이나， CAD/CAM 시스템 및 단흥 활영장치에의 훨용， 내시경 검사，

성형 수술 지월 등의 과학기슐 및 의학분야툴 듭 수 있다. 이밖에도

영상처리기슐은 컴퓨터에 시각 기눔올 부여하여 컴퓨터 스스로 운자률

인식힐 수 있도록 하는 룬자인식， 확상전확 시스템， 컴퓨터 그래픽스，

비디오 아트， 지문인식， 인갑인식 둥의 개안 인지 시스템，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과 갈은 영상 데이타 베이스 구축 률에 응용되고

있다. 본 기슐현황분석 보고서에서늠 작업시간， 작업공간 틀의 제약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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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극한 환경인 월자력 시설에서의 영상처리기슐의 응용현활율 분석하고，

앞으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디지훨 영상처리기슐의 개요 및

월자력시설어l서의 작업의 자톨화， 비접촉식에 의한 물체인식， 시각검사，

원격혹정 및 검사 등의 응용사례훌 기슐하였다.

의학，복지

환경자월 -I Image Processing I- 산업

사획과학 과학기술

그림 1-1. 영상처리의 응용분야

표 1-1. 영상처리기슐 응용분야

Zt갇j 야 움 용 여|

산 업 부품조립，직물 디자안， 금속피로도해석， 외관검사，

비파괴검사， 로보트비전，

환경자월 구톨해석， 오염측정， 토지이용분휴， 온도분포，

의 학 x-선 단훌상， 염색체 해석， 내시경검사，초읍파진단

기 타 지운판벌， 화상전송， 차량계혹， 문자도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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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절 디지탈 영상처리

디지탈 영상처리란 인간의 눈과 갈은 역할율 할 수 있는 카메라，

스캐너 동의 센서톨 컴퓨터에 부착하여 영상정보톨 획득， 처리하는 것옳

말한다.

영상처리의 수행 목적은 2 가지로 요약힐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인간에께 있어서 장시간에 킬쳐 긴장상태률 지속시키는 생산제조

공장에서의 제품， 부품의 형상검사， 선벌 률의 단순작업이나， 냉.암소，

밤사선 환경 둥과 갈운 위험한 환경하에서 시각기능이 부여된 로보트와

랍은 자동화 장비룹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작업올 수행하는 ”인간의 시각

끼능 대체” 릅 목적으로 하며， 둠째는 그림 2-1-1에서 나타낸 바와 갈이

인간이 판벌활 수 없는 x-선흩 이용한 물체의 루과상 검사， 적외선올

oi용한 물체의 롤도분포 측정 등 인간확 눈으로는 갑지힐 수 없는 영상정보

홉 각종 센서툴 아용하여 획득， 처리 및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보 추출율

가능케 하는 ” 인간 시각 기눔의 확대” 툴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디지탈 영상처리는 표 2-1-1 에 나타낸 바와 갈이 입， 훌력

정보의 형태어| 의해 입력 정보가 도혐， 영상이면서 훌력 정보도 도혈，

영상인 혐의의 영상처리， 입력 정보는 도형， 영상인데 반하여 출력정보가

수치 기효인 패턴인식 (Pattern Recognition) 및 Image Understanding ,

그리고 수치，기효톨 입력하여 도형이나 영상률 만률어 내는 컴퓨터

그래픽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통상 영상처리는 잡읍이나 왜곡성분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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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 서~ 서~ 광선 Power

00001nm 1nm 400nm .000lft 1ft 1m

그림 2-1-1.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의 분류

이 포함된 영상정보톨 보정하여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올 만툴어내는 혐의의

영상처리와 입력 영상에서 부터 필요한 정보릅 추출하거나， 영상올

수치확하여 렴퓨터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영상정보룹 해석하는 패턴인식 및

Image Understanding 만톨 맙한다.

표 2-}-1, 영상처리의 구분

출력/입력 도혈，확상 수치，기효

도혈，확상 혐의의 영상처리 컴퓨터 그래픽스

수치，기효 꽤턴 인식 일반정보처리

- 14-



제 2 절 디지탈 영상의 모델링

영상처리에서 영상 (image) 이란 말은 보톰 f(x ， Y)로 표현되는

2차웰의 빛의 세기 합수릅 나타낸다. 이때 휠수 f(x ， Y)는 공간분포 X, Y

지점에서 밝기 f의 값훌 나타내는 합수로， 이때 f릅 그레이 레밸이라 한다.

밝기늠 에너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영부터 무한때까지의 범위톱 가지며，

밝기함수 f(x ， y)는 조도(illumination) i(x ， y)와 률체의 반사룩성 r(x ， y)의

비례식으로 표현된다.

o ( f(x , Y) ( ∞，

f(x , y) = i(x , y) r(x , y) ,

o < i(x , y) < ∞，

o < r(x,y) < 1

여기서 i(x ， y)는 광원 (l ight source)에 의해 곁정되는 반면 r(x， y)는

물체의 륙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연속영상 f(x， y)는 디지탈 컴퓨터에

악해 처리되기 위해 디지탈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공간 주파수 (x ， y)에 대한

디지틸확릅 영상 샘륨링이라 하고， 밝기정도 f에 대한 디지탑화릅 그레이

레밸 양자화라고 한다. 연속영상 f(x ， Y)가 N x N배열로 샘플링되었다고

가정하면 아래의 수씩과 갈이 표현활 수 있다.

51i



f(O ,O) f(O , I)

f (1, O) f (1,I)

f(O ,N- I)

f (1, N- I)
f(x,y) =

、‘
l
/

-”n’,
각

””n
--

、‘,/•.,‘’
--

M”n
야•,

-”mn

위식의 오를쭉 표현흩 디지뭘영삼 (Digital Image)이라 하며， 배업에서

각각의 단위 요소릅 Image element , picture element, 또는

pixeI(확소)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샘훌링이나， 그레이 레벨 양자확는

2의 역송으로 행하여지E프로 N x N, 디지휠 영상올 저장하기 위해서 아래의

수식과 갑이 bbit의 메모리가 요구된다.

의미한다.

여기서 m운 양자확 비트수률

b =Nx N x m

샘훌훌링과 그레이 레빼 양자확 정도가 영상의 해상도률 껄정지으며

보톨 영상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해상도는 256 x 256 ， 8비트 또는 512 x

512 , 8비트 이고， 고해상도톨 요하는 영상처리애서는 1024 x 1024 , 8비트

또는 512 x 512 , 12비트의 영상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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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접 영상처리 하드웨어 구성

영상처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구성은 그립 2-3-1 에 나타낸 바와

갈이 구성되며， 기본적인 영상처리 시스템운 영상입력장치， 영상메모리，

영상 메모리톨 액세스하는 Host computer , 그리고 메모리 내용흩 디스폴

레이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Host Computer

Input Device Image Processor m‘‘PI’’ %‘

Image Memory

그림 2‘ 3-1. 엄상처리 시스템의 구성

영상획득장치는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효룰 picture

element툴 의미하는 pixelOI라 불리는 밝기값의 배열로 나누는 AID변환기룹

포함하고 있다 • AID 변환기릅 거쳐 디지탈화된 영삼신호는 프레임 그래버

또는 프레임 스토어라 불리우는 영상 메모리에 저장되고 프레엄 버펴에 저

장된 영상정보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어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된다.

영상신효의 입력장치에는 카메라， x-선 활엉기， 스캐너， VTR 둥이 있으며，

출력장치에는 RGB 모니터， 하드 카피어， 비디오 프로젝터 둥이 었다.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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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삼신효

우리까 보톰 접하고 있는 TV 영상신효는 N’I‘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라는 신효방식올 사용하며 확질이 좋운 휠라 카메라

등은 RS-170 신효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NTSC 신효논 복합신효(Composite

signal) 라고도 하는데 휠라 및 혹백의 영상신호가 동시에 존재하는 장점으로

인하여 국내의 TV 영상신효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효의 구성은 그림 2-3-2와

갈다. 그립 2-3-2와 갈이 NTSC 신효는 휘도， 색신효， 동기신효，

읍성신효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었으며 이듭 신효는 서로 서간차릅 두고

합성되어 었다.

휘도신효

+
씩신효

버스트

+
동기신호

버스트

그림 2-3-2. 표훈방식(NTSC) 영상신효의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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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170 신효는 CCD , RGB 카메라 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RGB 카메라는

주어진 영상이 빛의 삼원색인 Red, Green , Blue로 분리되어 R ， G ， B가 각각

그림 2-3-3 과 갈은 RS-170 신효에 실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l 71“

.
9

‘ o 286,
μor’ lOftt.ll 1
Sf\‘C
lntllr". I 책 3l zF

rtcllO

1 Video Line
63 4g uS

빼1야 Level

BI lK'" Level

그림 2-3-3. 표훈방식(NTSC) 영상신효

표준방식 영상신호는 l매의 확면옳 l 프레임간(33.3ms) 즉 l초간 30매의

확면옵 훌력한다. 또 1매의 화면은 그림 2-3 ‘ 4 와 갈이 제 1 짧드와 제 2

필드로 나누어지며 (인터해이스 밤식) 5257H의 주사선으로 구성된다.

표츰방식에는 63.5μs 추기의 수평동기 신효와 16ms 추기의 수직톨기톨

기준으로 각각 16.5 %와 6%의 뀌선소거시간몰 가지고 있어 실제 한 확면옵

표시하는 유효 수직 • 수평 주기시간은 50μs 와 15.7ms 가 된다. ( 그림

2-3-5) 이러한 입력 영상신호는 AID 변환기물 거쳐 영상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염상의 해상도는 AID 변환기의 분해능에 의해 쩔정된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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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처리보드

영상처리보드 (Image processing board)는 입력 영상신효륨 A/D

변환후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 저장된 값율 훌력신효로 변환 (D/A) 하여

모니터에 영상훌 디스훌레이할 ·‘T 었게 하는 기능훌 가지고 었다.

영상처리용 보드에는 AID 변환후 입력되는 엉상신호툴 저장하는 영상

메모리릅 가지고 있는데， 영상 메모리는 카메라로 부터 받은 신효홉 직접

모니터로 출력시키는 기능옳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료레입 그래버라고도 힌다.

영상처리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그림 2-3-6 에서 보는바와 킬이 주어진

밝기에 따른 출력신효가 일정치 않는 비선형성올 까지고 었다.

A흔’둔3 슴·도 i

Rw =lV /l x-s1.5

E
ιJ

::to
‘、>

버

~O
0.5

In잠 A ("1m)

그림 2-3-6. CCD 카메라의 훌력 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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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환 카메라의 비선형성은 영상처리용 보드의 입력 혹업 테이블 (IWT)

아라는 장치톨 톰해 개선훨 수 있는데 입력신효가 메모리로 률어가기 전에

수정된 값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다. 한펀 이러한 LUT 장치는 TV의

색조 단계홉 변확시켜 다양한 표현올 하는 경우와 카메라 영삼올 톨환

본도분포 조사에 사용된다. LUT는 주어진 영삼색조를 하드웨어적으로

변환시켜 영상처리 시간올 단혹시킨다. 영상처리 보드는 처리시간， 처리

방식 둥의 차이점은 었으나， 미국 IT! 사의 pc vision pluse , FG- I00-AT ,

series151 , Data Translation 사의 DT2853 , DT2871 , 그러고 Matrox 사의

MVP series 플률 둘 수 있다.

- 22-



제 4 절 영상처리 알고리듬

영상처리 닮고리듬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영상처리의

목적에 따라 인간이나 기계적으로 식벌이 용이하게 영상정보릅 개선하는

enhancement , 노어즈나 기계적 장치의 륙성 률에 의해 왜곡된 영상률

복월하는 restoration , 영상의 데이타양흩 줄이기 위한 compression 및

영상에서 관심부위나 판심물체툴 분활하거나 혹정하는 measurement 또는

classification 률이 있다. 그리고 영상처리 방법에 따라 픽셀 값이 단지

자신의 값만에 의존해서 변화하는 point process ，픽셀 자체의 값과

이웃하는 픽웰의 값에 따라 변획하는 area process ，처리 후 픽셀의 위치 및

배열의 변확툴 윌으키는 geometric process 그리고 두개 또는 그 이 상의

영삼들울 서로 비교함으로써 픽셀값올 변화시키는 frame proces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Point process

Point process 알고리듬운 영상영역올 스캔하여 각 포인터의 새로운

값융 계산하기 위해 포인터 자체의 픽셀 값올 01용한다. 이 알고리듬은

프로그램 라스트 1과 갈이 표현되는데，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만약 pfunO이

단지 픽셀 값의 함수이면 그 합수는 계산 시간훌 훌이기 위해 북업 테이불

에 의해 실행뀔 수 있다. Point process는 팩셀 값의 층대， 영상개선，

의색월라 릎에 사용되는데 각 픽셀에 일정한 상수값올 더하여 영삼옵 밝케

하여 디스폴레이의 상태톨 깨선서키는 예툴 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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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1. 간단한 point process 알고리듬

,* Point process area starting at I ,Y=0,0 and of size *,
,* XSIZE, YSIZE. *,
for ( Y= 0; Y( YSIZE; Y++) {

for( x =0: x < XSIZE: x+ t ) (

wpixel(x , Y, pfun(rpixel(x , y»:

'* wpixel(x,y,z) = Writes a pixel of value z into frame memory
located x,y *'

'* rpixel(x,y) = Return the value of a pixel in frame memory
at coordinates x,y *'

2. Area process

Area process 알고리듬온 픽셀 값올 수정하거나， 영상의 포인터에

존채하는 혹성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포인터와 이웃하는 포안터의

정보톨 이용한다. Area process는 전형적으로 공간(spatia l) 필터톨

사용하며， 처리후때는 영상의 구조가 변확한다. 명상의 밝기 변확톨

상승시킴으로써 엉상의 모양흩 푸렷하게 할 수 있으며， 많은 영삼개선

방법훌 제공환다. 미둠 area process에는 영삼 매칭에 의힌 물체추출，

영상의 확성측정 , 물체의 경계선 추출， 노이즈 제거 , bluring 및 smoothing

01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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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붙루션은 공간 필터작업이나， 영상의 물처|추훌 등에 월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area process 알고리듬이다. 콘불루션은 계산량이 많은

작업으로 픽젤의 값올 factor값에 의해 가중된 픽웰과 이웃하는 픽셀듭과의

합으로 나타내는데， 이때 가중치 factor릅 콘불루션 kernelOI 라 환다.

아래의 식은 n x m 크기의 kernel 올 이용하여 x x Y크기의 영상에 대한

콘볼루션옳 나타낸 수식으로 이때 x* Y * n * m번의 곱셈 및 덧셈이

요구된다. 수식에서 pO는 영상올 그리고 kO는 kernel릅 나타낸다.

p(xtY) =k(mtn) * p(x+mty+n)

3 x 3 kernel로 256 x 256 영상에 대한 콘불루션은 589 t 824번의 곱셈 및

덧셈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상처리에서는 고속 하드웨어 장치없이

콘붙루션은 거의 불가능하다. 프로그램 리스트 2는 아래와 갈은

sharpen . kernel톱 이용한 영상의 enhance 프로그램올 보여훈다.

니
i

11

4

「
|
-
-
-
-
’
L

--”””‘
v삐 9 "Sharpening" Kernel

리스트 2. 3 x 3 sharpen kernel 물 이용한 area process

1* Set up kernel for "sharpening" (high -Frequency
boosting) the image *1

static int kernel[9] ={-It -It -It
-It 9t -It
-It -It -1 }:

야
“



/* Increment starting position and decrement image size
to accommodate the 콘불루션 edge effects *1

x++; y++; dx--; dy--;

따
ny따

n
va‘mF

i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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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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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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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l
I’ *1

xx =0; yy =0;

1* Scan through rource image. output to destination *1

for ( i=y; i (y+dy; i++ ){
XX =0:
for ( j=l; j (x+dx; j++ ){

sum = 0;
k_pointer = kernel;

1* Zero 콘붙루션 sum *1
1* Pointer to kernel values */

1* Inner loop to do 콘볼루션 (correlation) *1

fore n = -1; n (= 1; n++ ){
fore m= -1: m (= 1; m++ ){

sum = sum + rpixel(j+m.i+n)*(*k__pointer++):

1* Output processing *1

if ( sum ( 0 ) sum =’ 0;
wpixel( X_out+ll. y_out+yy. sum);
11++; 1* Increment output X address offset *1

} yy++; 1* Increment output Yaddress offset *1

Area process에 사용되는 kernel 의 몇가지 예툴 툴면 아래의 수식들과 갈이

영상올 흐리게 보이기위해 이웃하는 픽셀률의 밝기풀 평균하여 각 픽웰에

대치시키늠 blurring kernel , 영상에서 밝기강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계선

성분몰 활기 위환 Laplacian kernel. 또한 경계선의 수직 및 수펼성분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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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ic process는 픽웰의 공간적 배열옳 변확시키는 방법으로，

카메라 렌즈나 viewpoint 에 의해 야기되는 왜곡율 바로잡거나， 관심 부위의

확대， 축소등의 기하학적 변화툴 위해서 사용된다. 일반적인 geomeric

process로는 rotate , stretch , translate 및 때arp훌 둘 수 있는데

geometric 알고리뜸은 x,Y 위치에 있는 픽셀옵 x ’, y ’의 새로운 위치로

대치시키는 matrix형의 ’equation set ’으로 표현활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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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영상져리에서는 photographic print~ 칼은 연속적인 색조의

영상01 아닌 디지탈확펀 영상률 사용하기 때품에 geometric 변환시 소쇼

팍웰이 변환식에 의해 변환되면 변환후의 픽셀뚫 사미에는 gapOI 존재하게

된다. 예툴 툴어 I， Y에서 factor 2로 영상몰 확대하게 되면 소스 픽셀듭운

여러개의 변환 픽셀로 대치되어 껄과적으로 변환후의 픽첼률 사이에서는

소스 팩웰의 확대 정도에 따른 붙연속적인 픽셀그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룬제는 mapping식올 반대로 하여 변환후의 명상영역톨 스캔휩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혈과 영상의 각 포인터어l 소스 포인터톨 뭘치기 위해

inverted 방식흩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소스 염역내의 픽셀툴 사이에 소스

포인터가 놓이께 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소스 픽셀 값흩 사용하거나 소스

강에 interpolating흩 휘하여 월과영상의 값흩 근사화시켜야 한다.

프로그램 리스트 3 은 임의의 factor톨 사용하여 X, Y 방향요로 영상올

확대시키는 프로그램훌 보여훈다.

리스트 3.' I , Y방향으로 열상와 확대

int XS , ys;
int I ,Y;
int dX,dy:
double a,b;
la, ya;

1* Start of source *1
1* Start of destination *1
1* Size of destination area *1
1* I ,Yscale factors *1
1* x and Yaddresses for sour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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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ame process

Frame process는 한 frame 이상의 영상흩 이용하는 영상처리

알고려듬으로 한 확면에서 다른 한 확면율 뼈는 image subtraction과 n

개의 연속확면올 합하여 평균하는 image average톱 톨 수 있다. Image

subtraction운 두 확면의 차륨 이용하여 률체의 이동정도릅 측정하거나，

물체의 qua1i ty 검사 등에 사용된다. Image average는 륙히 CCD 영상

센서툴 사용하는 TV 카메라의 노이즈률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만약

노이즈가 가우시안 혐태이거나 붙규칙환 경우 SIN 비는 평균하는 화면의 수

n어I square n 차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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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절 광섬유 및 엉성처리기술몰 이용한 빼연료 월격검사 시스템

월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늠 실린더혈 구조의 핵연료 소결처I(nuclear

pellet)는 직경이 lOmm 01하이다. 미러한 뼈연료 소철체률은 클래당

구조의 긴 실린더 관속에 핵연료의 끝과 끝훌 이어 쌓이게 된다. 따라서

원톰혐 구조의 핵연료 소껄체몹 클래딩의 실린더 관속에 집어넣어

연소셔키기 전에 소껄체의 월톨혈 구조표면율 검사합 핍요가 있다.

핵연료가 연소활 때 소껄체의 실린더 구조표면의 불규칙성， pit 및

defect 룹은 국부과열현상훌 월으려 핵연료 소껄체릅 수용하고 있는 원롱혈

구조의 클래당관올 파괴할 수 있다. 또한 플루토늄율 포함한 MOX 핵연료는

방사능 누출 물질로써 확학적으로 인체에 유독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휘급활 수가 없다. 따라서 핵연료 소컬체에 대환 구조표면검사는

원격검사가 필수적이다.

종래의 MOX 빽연료 소껄체 검사 시스템콘 핵연료 소결체와

표면검사시 다각협 반사커옳톨 빽연료 소껄체의 촉과 갈이 회전시키면서

핵연료 표면에 레이저 빔옳 입사시켜 촉옳 따라 회전하고 있는 핵연료

소철체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광신호뿔 광전변환소자 (Photo-cell) 로

검훌한다. 여러개의 각각 독립적인 포인터뿔 잡아서 각각의 영상 포인터에

대환 영상신호들은 컴퓨터로 킴파일하고 분석하여 핵연료 소껄체의

실격여부툴 판정하는 품질계수툴 계산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단첨은

급속하게 회전하고 있는 핵연료 소껄체의 축옵 따라 레이저 빔옳 소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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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면구조 표면 각각의 독림적인 포인터에 입사시켜야 하므로 어느정도

혀용오차륨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이와 관련한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광섬유 및 영상처리기슐올 이용한 핵연료 원격겁사 시스템은

소협체의 얼혹 및 탈색 둥의 표면오염 겁사， 표면의 붐규칙성， 소곁체의

월전당 륙성 및 메카나월 혹성에 나쁜 영향훌 끼~I는 pit 및 defect 동올

정확하고 신뢰성었게 검사힐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동 핵연료 소껄체

휘급장치 , 광학 장치 및 비데오 영상처리 장치로 구성되는데， 종래의 검사

시스템과 달리 소껄처|의 혹면구조 표면옵 겁사하기 위하여 핵연료 소껄체툴

회전시킴 필요가 없다.

1. 자동 핵연료 휘급합쳐

자동 핵연료 휘급항치는 핵연료 검사에서부터 핵연료 실격여부

판뽑후 실격 소껄체의 제거까지 핵연료 소껄처l옳 휘급하늠 월련의 자동화

장치이다. 그립 3-1 ‘ l 운 핵연료 소껄체의 표면검사릅 위환 소결체를

휘급장~I로 검사혀l드 장~I및 주변장치률 보여주고 있는데 핵연료 소껄체륨

운반하는 진톨 컨베어밸트， 핵연료 소철체의 표면영상올 얻기 위환 3재의

검사헤드， 겁사혀|드 내부의 coherent 한 파이버 스코프와 인터페이스되어

있는 TV inspection 카메라， 그리고 핵연료 소결체의 실격여부 판볍후

실격 핵연료 소결채훌 곱라내는 촉출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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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소결체 표면 검사장치

2. 광학장치

종래의 검사 시스템과 달리 광섬유 및 엉상처랴기슐올 이용환

빼연료 원격 검사 시스템이 간단한 이유는 소결처l톨 회전시킬 핍요없이

폐쇄회로 칼라 TV 카메라어l 소결체의 표면 영삼올 전답하기 위해 coherent

한 광섬유 다발로된 파이버 스코프를 사용하기 때문여다. 검사헤드

에 듭어온 실린더 구조의 핵연료 소결체는 주위 툴레가 완전히 검사되기

위해 6 부분으로 나누어져 파이버 스코프에 관훨되는데 파이버 스코표는

검사헤드， 빛올 전달하는 lighting bundle과 검사헤드 내부로부터 핵연료

소껄체의 표면 영상올 전송하는 image bundl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2 에서와 갈이 Image bundle율 동하여 전송된 핵연료 소껄체 표면영삼

신효는 영삼 변환부로 전답되는데， 영상변흰장치로늠 TV 카메라톨 사용하며

광영상 신효릅 전기신효로 변환하여 TV 모니터로 염상신효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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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그림 3-1-2. 소껄체 겹사헤드， 광섭유 및 TV 카메라

3. 비디오 영상처리장치

그림 3-1-3 은 영상처리장치의 구성도로 7개의 single board

렴퓨터， 3개의 프레임 그래버， 그리고 고 해상도의 그래픽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 Intel multibus chassis어| 장치되어 있다. 3개의 프레임

그래버는 아날로그어|서 다지활로 변환된 480 x 640 x 8 bit의 R, G, B칼라

영상올 각각 저장한다. 월제의 영상처리는 supervisory 프로세서와 6개의

slave 프로세서에 의해 행하여 지는데， 6개의 slave 프로세서는 미리

핵연료 소껄체애 대한 영상정보톨 알고 있어 supervisory 프로세서의

요구에 따라 미리 알고 있는 영상 정보를 저|공하게 된다. 병렬 프로세싱

로드툴 이용하여 6개의 slave 프로세서는 영상 정보릅 받아들여 왜곡 및

조도 수정올 하여 그래픽 디스폴레이 엉상 버퍼로 영상정보툴 보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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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해 조절된다.룩업 테이블에변환윤픽웰 대 팍웰의이때 실제의

모니터에정보는시스램5프로 보내어진 영상해상도의 그래픽 디스폴레이

오퍼레이터에이용한 인간영상정보와 디지타이징 테이블올나타난중복

판정은실격이러한내려지며，판정이실격소결체의핵연료의해

의해 이루어지며 실격 핵연료 자동으로 축출된다.supervisory 프로세서에

능력에따라소껄체 겁사는 오퍼레이터의이러한 영상처리 장치룰 이용한

6초가 소요되는데， 소컬체의 실격 판정36개의 소결체를 겁사하는데 5에서

올 위한 알리리듬 개발과， AI 기술률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자동화를 구촉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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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핵연료 원격검사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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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2 절 핵연료소자의 연소효옳 측정

핵분열 소자의 연소 효훌훌 촉정하기 위해 고속 영상 시스템옳

이용한다. 영상 시스햄은 매무 큰 핀흩 (Pinhole) 카메라로 밤사선 방훌

물질의 체적의 크기， 형태， 방사선 방출의 대칭 륙성율 촉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3-2-1 애서 처럽 이 시스템은 20 인치 김이의 강철 핀훌

구조물올 톰하여 나오는 방사선올 훌라스틱 형광판에 맺히케 하고，

혐광판에 맺힌 혐광 빔몰 고속 TV 카메라로 포착환다. 그리고 포착된 혐광

범 열상률 디지탈획하고 컴퓨터 메모리 (frame grabber)에 저장한 후

메모리의 영상 정보률 처리하여 핵연료 물질의 크기， 형태， 밀도 분포 등의

영상정보를 찾아내는데， 이때 X선， 감마선， 중성자빔의 영상 분해능옵

O.lmm 까지 얻올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타입의 방사선므로 부터 나오는

영상올 여과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빔의 형태툴 력리시월 수 있다.

-옳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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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1. 고속 옆상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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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속 영상 카메라는 셔터 시간이 lns 에서

500ns의 범위툴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율 만흑하기 위한 고속 영상

카메라는 게이트 타입의 Mep 및 엉상 훌폭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1은 이의 륙성몰 나타내고 있다.

표 3-2-1. 셔터 섬늄

Spatial resolution

Temporal resolution

Optical gain

Shutter ratio

Dynamic range

Response uniformity

Spatial distortion

) 10 exp 4 pixels

1 ns to 500 ns

10 exp 3

10 exp 6 : 1

) 200 : 1 linear

No dynamic distortion

No dynamic distortion

빽연료 물질에서 벌산되는 온도의 공간 분포 륙성 또한 핀흩옵

이용한 고속 영상 시스템몰 이용할 수 있늠데 이때 형광패넘으로부터 혐광

빔옵 2 차원 구조의 영상전달기능올 갖는 광섬유 어레이에 훗점옳 맞추어

영상신호훌 광섬유로 전송한다. 광섬유 어레이 구조는 streak 카메라 입력

시스템에 영상올 1 차월으로 전달하고 카메라로 부터의 영상신호는

디지탈화되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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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한 중성자 빔의 공간 분포톱 기록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밤출소자로부터 25m 거리의 간격에 위치한 형광 패널에 맺를|는 중성자 빔의

공간 분포툴 기록한다. Streak 카메라는 홍성자의 비행시간 (Time of

flight) 스펙트렴 분포릅 200여개의 공간 포인터에 기록한다. 이러환

종성자의 공간적인 분포 데이타로부터 각 포인터에 대한 온도훌 계산활 수

있다. 따라서 캐비티 내의 온도 프로파월옳 분석하여 방사선 방사 채료의

효률 및 연소 륙성에 대한 데이타를 구한다. 표 3-2-2 는 디지탈 Streak

카메라의 시스템의 세부사항율 나타낸다.

표 3-2-2. 디지휠 streak 카메라 시스테의 부품 리스트

Streak Tube RCA 73435 AK &AJ
Photocathode S 20
Phosphor P 11

Image Intensifier ITT MCP
Photocathode S 20
Phosphor P 20
Maximum Gain 10 exp(4)

Readout camera Fairchild CCD
Spatial Resolution 244 Contiguous Pixels
Temporal Resolution 380 Pixels
Frame Time 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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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Image fiber률 이용환 월력관측 및 영상처리 시소템

수 μm의 직경의 광섬유룰 수만 가닥 규칙적으로 배멸하여 만든

광섬유 다발( image fiber bundle)를 일반적인 광학적인 장치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배관， 인체 내부， 월자력시설 및 극한 환경의 관측 등에 이용된다.

륙히 광섬유 다발중 flexible fiber bundle은 자유로이 구부립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로릅 가진 관촉물의 상태 관촉에

편리하다. 광섬유 다벌의 영상전송 륙성은 팡섬유의 소형， 경량성， 휩성，

내화성，내수성 및 내부식성과 더불어 원자력 시설과 길은 극한 환경애서의

내부판촉， 월격관측 및 검사， 그리고 비접촉식 측정훌 위환 영상전송 동에

이용되고 있다. 보어 스코프 또는 획이버 스코프(Fiber scope)af 불리우는

광섬유 다발울 이용한 영상전송기는 작업공간 및 작업시간의 제약올 받는

원자력시설에서 작업자의 밤사선 피폭량 저감옳 위해 적절히 응용되고

있다. 실저i 일본외 경우 Novia와 갈은 화이버 스코프 밸브 내부 관촉

시스템이 개발되어 원전 서실의 대형 뱉브들의 검사 e 보수에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룰정 룬야에 대한 내부 관측 시스템은 없으나 보아

스코프물 이용하여 종기발생기 전열관 관혹， 배관내의 이물집 제거，

열교환기 내부검사동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광섬유 다발융 여용한

영상관촉이 여러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영상의 관촉에 있어 보다

훨용도릅 높이고 관촉의 신뢰성훌 높이기 위해서는 전송엉상의 확질융

개선하여 보다 선명하고 깨꿋한 열상옵 얻어야 하며， 렌즈에 의한 영상의

왜곡， 작업의 불편함옳 제거 하여야 하는데 ”광섬유다발흩 이용한 월격관측

및 영상처리 시스템”은 미러한 기존의 보어 스코프의 확집옳 개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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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촉영상으로 부터의 영상정보뿔 분석， 겁사하는 영상처리 기눔홉 부가힌

시스템으로 그립 3-3-1과 길이 영상전송부와 영상처리부로 구성된다.

image
fiber

c

。bjective

lens

light
guide

interfacing CCD camera

l

~

뇨na.ge process1ng
board

color monitorI- 田파 PC/AT ’-- video recordel

computer gdreavpicheic hard copiermonitor

그립 3-3-1 , 광섬유 다발옳 이용한 원격관촉 및 영상처리시템의 구성도

1. 영상전슐부

영상전송부는 그림 3-3-2 와 갈이 영상옮 전송하는 1G (Image

gUide) bundle과 관측물에 빛올 전답하는 LG (Light guide) bundle , 영상옳

관촉하는 viewing 렌즈， 광월， 카메라 인터페이스， 그리고 광섬유 다발의

끓률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는 방향키로 구성된다， IG bundle은

수만가닥의 광섬유룹 규칙적므로 배멸하여 bundle의 양끝이 정렬되어

있으나， LG의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배엽된 bundle로 이루어져 있다， LG

bundle 의 광원으로는 high intensity 활로겐 햄프툴 사용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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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Angle Adapter

Articulation Control

Articu’atlon Locks

그림 3-3-2. 영상전송부

light Source

Viewing 렌즈는 여러가지 관촉 각 및 관측 방향율 갖는 팀 (그림

3-3-3 , 3-3-4)에 끼워져 있어 판촉 대상에 따라 적당한 팀올 광섬유 다발

끝에 붙여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그림 3-3-5와 갈이 팡섬유 다발은

끓부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로이 움직이도록 control 케이블이 광섬유

다발에 내장되어 있는 steerable-tip bundle로 되어있다.

그림 3-3-3. Fields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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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Direction of view

그립 3-3-5. Steerable-tip 번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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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처리부

영상처리부는 image fiber로 부터 전송된 영상흩 포확하는

CCD카메라， CCD카메라로부터 출력되는 표중 영상신호 (NTSC)뿔 컵퓨터에

인터페이스 시키고， 영상처리훌 행하는 영상처리 및 그래픽 장치， 처리된

엉상옳 훌력하거나 저장하는 모니터， 비데오 레코드 하드카피 등으로

구성된다. CCD 카메라로 부터 훌력되는 표푼 영상신효는 AID 흰버터룹

거쳐 Image processor (FG-IOO-AT )에 의해 Frame memoryOfI 512X512

piexls 8 bit 의 해상도로 Frame memory (grabber) 에 저장되고， Frame

memory어l 저장된 영상정보는 첩퓨터에 의해 처리되어 훌력장치로 훌력된다.

또한 영상처리부는 Image processor , FG-IOO-AT input 및 R,G, B output

LUT툴 가지고 있으며 입력단의 MUX어I 의해 3개의 입력 신효툴 소프트웨어

콘트톨 방식으로 선택활 수 있는 다중 채낼이 가능하다. 영상처리에는

ITEXIOO Library 및 MSC C 5.0 언어가 사용되었다.

3 , 라이노 로보트릅 이용한 파이프 내부 자동 관측 시스템

광섬유 다발월 이용한 원격관촉 시스템은 직접 사람의 눈이나

카메라등으로 관측이 불가능한 물체의 내부면 관측에 있어 관측물의 분해나

해체의 수고없이 편리하케 이상유무톨 관측활 수 있다. 뭘자력 시설에서의

대형 밸브의 내부 마모 상태 검사， 흩기 발생기 내부 검사， 월교환기 및

각종 배관 내부 상태 겁사는 월자력 시설에서의 작업어 작업공깐 작업

시간의 제약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률이다. 이러한

제약 환경에서 자동확된 관측 시스템의 깨밭은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의

감소톨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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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의 구성도는 Rhino 로보트톨 이용하여 ’광섬유 다벌흩

이용환 뭘력 판혹 시스템 ’의 자동화 톱 위해 파이프 내부의 상태검사툴

위환 자동 파이프 내부 관측 시스템률 보여훈다. ’자톨 배판 내부 관측

시스템 ’은 보어 스코프률 자동으로 뭘하는 부위의 파이프 내부로

이동시키는 Rhino 로보트 및 로보트 콘트톨부， 배관 내부의 영상용 얻고，

영상처리 unit까지 영상톨 전달하는 영삼전송부， 그리고 입력영상훌

처리하여 영상정보툴 분석하거나 입력영상의 위치 정보륨 분석하여 보어

스코프의 이동여부톨 컬정하는 영상처리부로 이루어진다. 월자력 시설에서

로보트룹 도입한 자동확의 예로는 BBR ’s manipulator , Finger Walker ,

ROSA , SM‘ 10과 갑은 훌기발생기의 유지 • 보수용 positioner카 있으며，

BBR ’s manipulator의 경우 훌기밟생기 tube sheet와 끝부운의 육안검사에

광섬유다발올 이용하고 있다.

Image Processing UNIT

[]! DImage Fiber

r하빼


”
v,‘

H
nFv

Pipe

Rhino Robot

D
Robot Controller MI。피tor

그립 3-3-6. 광섬휴다밟과 라이노 로보트톨 이용한 파이프내부 관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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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로보트 비천

인간과 마찬가지로 로보트에 있어서도 시각능력은 로보트가 월자력

발전소와 갈은 극한 상횡에서 지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율 부여환다. 비록

근접(proximity) 센서， 촉각(touch) 센서， 휩(force) 센서가 로보트 성능에

큰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AI각(vision) 센서가 중요한 역함옵 힘다.

이것은 인깐의 외부정보의 약 80 %룹 시각에서 얻는다는 점으로 보아도

명백해진다. Robot vision 은 다읍과 갈이 정의될 수 있다.
:lII:
9 ,

”삼차월의 세계로부터 영상의 정보릅 추출하고 륙성화하여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접율 computer vision 이라 하며

크게 다읍과 갈운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 sensing : 시각적인 영삼 검출

- Edge 및 형상겁출 : 바탕색과 물체색의 분리， 잡읍제거，

륙징점 겁출등

- 인식 (recognition) : 물체인식

1. 비천 센서

영상센서는 파장 갑도때 의해 나누어지기도 하며 다음과 같이

활상소자의 혈태 및 종류와 소캔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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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상소자의 형태에 따른 분류

1) Point sensor

이것은 전가적인 눈과 비슷하며 phototransistor 또는

photomul tiplier 라고도 불리우며 공간상의 어느 환 점에서만 빛의 촉정이

가능하다. 이 센서는 LED 칼은 광월과 수광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3-4-1과 갈다.

~~
\

\receIving opllc.ol ’I:l er

light sour c. e

photodeleclor

r--------

L ‘ _ _ _ _ ~t~으l EESr -ErO잉T‘!.L spnso..!.....

그림 3-4-1. 근접센서 (proximity sensor)

그림에서 수광부는 작은 수광각(acceptance aperture) 안에서만

빛올 갑지할 수 있어 물체의 근접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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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e sensor

이것은 l차현의 device 이며 photodiode 또는 CCD 의 line array 로

되어 있으며 적젊힌 스캐닝홉 함으로써 영상옳 얻올 수 있다. 측 이것은

아날로그 시프트 레지스터와 동동한 기능훌 한다. 최근 라인 센서는 고

해상도가 요구되는 측정이나 web 겁사와 앓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영상입력장치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3) Planar sensor

이것운 2차월에 대한 line-scan 의 개념옳 확함한 것으로

solid-state sensor 와 scanning photomultiplier 로 나누어 진다.

scanning photomultiplier 늠 텔레비전 카메라와 갈은 것으로 광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데 vidicon tube 릅 사용한다. Solid-state sensor

는 보통 CCD(charge coupled device) 또는 CID (charge injected device)

룹 이용하는데 장점으로는 잠읍에 강하고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며 access

time 01 vidicon tube 에 비하여 킬다는 것이다. 죽 감도는 노훌시간에

비례한다. CCD 의 경우에는 fra띠e transfer(FT) 라는 기슐이 사용하게

되늠데， 이것은 빛에 노훌된 영상 영역만큼의 저장영역옵 갖고 있어서 한

frame 이 노훌펀 후 다읍 frame 이 노훌되기 전에 영상영역옵 저장영역으로

이동시킨다. 다읍에 다읍영역의 노훌시간에 지난번의 저장영역훌륭 읽어서

상옳 재현시킨다. 반면에 em 카메라는 photosensitive cell 의 matrix

형식으로 구성되어 직잠 얽혀지기 때룬에 영상올 표현하기 위한 지연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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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캔 방법에 따른 분류

1) RS170 : 환 프레임이 인터헤이스 방식때 의해 scan 되므로 even

field 와 odd field 로서 구성된다. 각 field 는 262.5 scan line 으로

구성되며 그 중 244 line 은 video 정보룹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동기

신효로서 사용된다. 각 field 는 1/60 초동안 scan 되므로 한 frame 운

1/30 초에 전송된다.

2) RS330 : RS170 과 탑리 각 frame 이 262 또는 263 scan line올 가진

한 field 로 구성된다는점으로 random interlace 라고 통청된다.

3) CCIR : 착 frame 은 noninterlace 방식에 의해 scan 되며 약 600

개의 scan line 으로 구섬되며 1/50 초동안 frame 이 전송된다.

2. 경계선 및 협상컴훌

영상신효가 디지활 신효로 바뀌어 렵퓨터에 입력되면 이 정보률

가지고 영상의 경계선롤 겹훌하고 잡읍동에 의해 불완전힌 형상훌 보완하는

clustering 작업틀률 행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펌퓨터에 입력된

영상정보는 컴퓨터가 인식야 사용하기에 편리 하도록 째표현되는 것이다.

가. 경계성 겁훌

영상의 경계선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냄리 쓰이는 것은 광도의

gradient 률 구하여 이 값이 를 경우 edge 로 판벌하는 것올 톨 수 있다.

gradient 게산률 위해 수평 window, complex window 및 sobel window 률이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sobel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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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lustering

경계선 검출이 끝나면 각 edge 들의 상호관계， 유사성 및

근접설등올 톰하여 하나의 형상에 속하는 edge 들은 그들끼리 모아 완전한

영상정보로 만률어 주어야 힌다. 각 edge 조각듭의 소속혈상이 걸은것에

속하는지룹 알아보는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것이 Hough 변환 이다. 이는

그림 3-4-2에서와 갈이 영상확면상에서 여러 edge 조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의 직선으로부터 나온 것인카툴 알기 위하여 Hough 변환한 일례이다.

x

imag~ space

c

m

parameter space.

그림 3-4-2. Hough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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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의 재표현

컴퓨터 때모리에 뚫어있는 디지탈 염상신효나 경계선옳 혐상인식에

사용하기 훌도록 표현하면서 동시에 기억용량도 줄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다. 예로써， 경계선올 표현하는데는 그림 3-4-3에서

보듯이 미리 규정된 빽터에 해당되는 코드들의 조합으로 경계선용 나타내는

chain 코딩 방식과 그림 3-4-4와 갈이 어떤 형상의 경계점듭올 찾아

확상정보릅 압촉된 형태로 나타내는 run 코딩 방식올 들 수 었다.

6

5 t-

1 ~a2
-멈

2 --:- 0

3 ~ .. 1 :f , ，-~그
~ ·0

2 3 4 5 6 7 8

((245’(4351153355))

g녕In code. 01030300100032323222221 21 1
Derivative : 2 0 0 2 0 2 1 2 a 1 1 0 a 2 0 2 a 1 1 1 1 0 2 0 1a

그림 3-4-5. Chain 코딩방식 그립 3-4-6. Run 코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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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차원 영상의 인식

영상신호로부터 경계선올 추출한 후에는 이툴 이용하여 컴퓨터가

물체의 형상률 알아보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template matching 방법，

형상륙징 버쿄방법둥이 사용되고 있다.

가. Template matching 방법

Template matching 은 염상신효로부터 추훌된 edge 혈상옳 미리

기억시켜 놓은 기훈 edge 형상과 비쿄하는 방법으로서 IC mask 나 PCB

검사에 많이 응용되는 방법 이다. 이롭 구현하는 가장 쉬운 기술은

상호관계툴 아용하는 것으로서 두개의 혐상 충 한 쪽훌 기춘으로 하여 다른

쪽 확상올 상하 좌우로 옮겨가면서 카장 상효판계가 높훌 때의 이동량옳

앓아내어 이 이동량만큼 형상홈 옮겨 비교를 행하는 것이다. template

matching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 물체가 회전되거나 확상의

크기가 거라감으로 인하여 확대 내지 촉소가 훨 경우의 처리로서

프로그램상에서 확삼옳 회전시키거나 확대 및 촉소시켜가면서 template 와

비교합이 가눔하나 실제 사용하는 데에는 메모리 용량이 너무 커지는 것과

시깐이 걸리는 단점이 었다.

나. 협상의 륙징비교

이 방법에서는 대상물체의 크기 및 형상등에 관한 특징톱과 위치 및

방합에 관한 륙징륨 후훌하며 미리 기억시켜 놓은 물체들의 륙징률과

비교하여 가장 군사한 것훌훌 횟는다. 물체의 륙징으로는 크기와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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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으로 면적， 주변킬이，관성모멘트， 기준치 이상의 크기륨 갖는

구멍의 갯수， 구엉듭의 면적합， 혐상올 직선으로 추정힐 때 필요한 직선의

갯수등이 있으며 위치 및 방향에 관환 륙징으로서는 무게중심， 협상옳

툴러싸는 최소 직사각형의 중심， 무게중심으로부터 주위까지의 최대 및

최소 거리빽터의 각도등이 있다.

4. 로보트비천 시스템의 예

7~. GM consight I system

1970년대말 생싼라인에 consight I 이라는 시스템올 설치하여

컨베이어 뱉트위에 있는 부품의 형태， 위치， 중심률흩 곁정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의 구성도는 아래 그립 3-4-5와 갈다.

Camera
Interface

PDP 11/45
Computer

澈
빼

빠
뼈

μ따
ι“

니
$

앉
뻐υ때
시
/

Stanford
Robot Arm

Light
Source

Conveyor

Belt Position!
Speed Measurement

Robot
Interface

그림 3-4-5. 로보트비현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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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고카메라가solid-state linear array본 시스템에서는

또환사용되었다.가11/45PDP컴퓨터인미니위해처리륨영상

이러한 정보에 의하여컨베이어의 속도에 대한 정보도 컵휴터에 입력된다.

중요한것은여기서있게 된다.부품올 잡어옵휩 수로보트는 움직이는

있는멸어져아니라것이불어있는자체에로보트vision system 01

consight것이다.줄이는부하톨로보트의이렇게 합으로써것이다.

contrast enhance 기슐올 사용하지 않고광원에 대한 룬제로서system 은

structured light 개념올 사용하였다. 즉 아래 그림3-4-6(a)와 갈이 가늘고

루사하여 그림3-4-6(b)와 갈이사용하여 선형적인 빛훌륭긴 전등과 렌즈릅

-‘I식별할물체를01용하여질려지는 효과툴때 이 빛이물체가있올

、

/ /
/

있었다.

Plx ,Y,z)..

.‘;Line of Sight
?;/

o Image Plane

l 휴-+plu ， v
1(' ~

Cen’er 이 Comera-':' o。

Objects

빼
\매

nu}p.

￥-.
80mm

*
-0- '.

Cylindrical
lens( 12°)

(b)(a)

그림 3-4-6. 구조광에 의한 물처|식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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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5 절 영상처리기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봉의 x-선 早과필륨상 분석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래디오그래피 겁사는 조사후 핵연료의

제월촉정이나 껄합검사툴 툴한 핵연료봉의 건전성 확인홉 목적으로 한다.

핫웰 (Hot-cell) X-선 래디오그래피는 사용후 핵연료 검사에 가장 법리

이용되지만 제뭘혹정 및 젊함부 판독옳 거의 육안검사에 의폰하므로

결합부의 책판적 판단이나 정량적인 제핸측정이 곤란하다.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곁합검사법인 X-선 래디오그래피 겁사늪 원자력

선진국때서 일찍부터 낼리 이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월성로혈 TRIGA 3 봉어l 대한 겁사부터 시작하여 가압 경수로혈 사용후

핵연료봉 및 충기발생관에 대한 X-선 래디오그래피 겁사룰 수행하였고

손상핵연료봉과 월자로제어봉때 대환 검사흩 수행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X-선 래디오그래피 검사는 핵연료봉 소껄체(pellet)의

월이， 직경， 소쩔체간 간격， central voids , 갈라진름(crack) ， 그러고

부풀읍(swell ) 등 핵연료봉의 제원옳 측정하거나 결합부툴 검사하는 것으로

월자력 선진국에서 낼리 이용되어 왔으며 또한 가장 적절한 밤법중의

하나이다. 획득된 X-선 래디오그래피 염상운 random noise , 산란광， X-선

륙성，그리고 X-선 밭생장치의 기하학적 확성에 의한 그림자상 (unsharp

image)파 핵연료봉 피사체에서 밟생하는 감파선의 필톰 감광효과， 그리고

필륨륙성 및 현상조건 등에 따른 영향으로 많은 잠읍(noise)옳 포함하므로

해상도(resolution):n 훨어진 열확된 상 (degraded image)율 얻케되어

철황여부 판독이나 제뭘혹정에 있어 정량적 분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합부판독에 있어 X-선 래디오그래피 필륨의 육안검사에 의존함으로

μ깅



상당한 불편함이 었다. 따라서 영상처리기법옳 이용환 핵연료

제원촉정방법은 기존의 육안검사에 의한 핵연료봉의 제원촉정이나 껄휠부

판독의 불편함과 정량적 제원 촉정의 곤란함옳 게거하기 위해 X-선

래디오그래피 검사에 영상처리 기법률 도입하여 업확된 영상으로부터

잡읍옳 저|거， 영삼율 개선하고 개선된 영상으로 부터 영상옳 분석，

제원측정 및 결함부판독옳 자톨적으로 수행한다.

1. X-선 랙디오그래피의 이론적 배경

X-선 래디오그래피 시험율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립 3-5-1 과 갈이

X-선원과 X-선 시험대상인 피사체 그리고 피사체뿔 루과 하여 X-선 상올

기록하는 필륨융 잃직선으로 정앓 (alignment) 시켜 X-선올 피사체에

조사시키면 피사체 밀도와 두께 차이에 따른 x-선 루과광 잡상(latent

image)이 필륨에 혐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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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핍륨올 현상 및 정확하여 피사체에 대한 x-선 루과진상(true

image) 톨 얻어서 핍톨판독 (film viewer 육안판독)으로 피사체

내부상태동율 관활하고 평가하게 된다. x-선이 피사체에 입사하게 되면

투과와 흡수 및 산란이 월어나게 된다. 산란광옳 게거하는 것이 x-선의

선명한 상올 얻올 수 있으므로， x-선 발생장치에는 inherent filter Be

3mm툴 사용 하였으며 추가필터 (added filter) 룹 사용하게 되면 x-선 질을

더욱 항상시켜 선명한 상훌 얻는데 기여할 수 있다. x-선 루과 그림자상

Um운 그림 3-5-2에서 보는 바와 갈이 x-선 기하학적 노훌인자인 x-선원

FF ’과 x-선월과 피사체간 거리 d 및 피사체와 필룹간 거리 t로부터 구휩 수

있으므로

Um =FF ’ x ( tId )

이 되며 선명한 x-선 루과상올 얻기 위해서는 x-선 루과 그림자상 Um 옳

출여야 하므로 x-선월 크기 FF ’가 작올수록， tId 값이 작올수록 선명한

F F
x-선 루과상옵 얻훌 수 있다.

上
U뉘 뉴 ~~← U Fl|m

그림 3-5-2. X-선 밭생잠치의 기하학적 노출인자에 의한 그림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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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노출 (exposure) E는 x-선 강도 (intensity) I와 노출시간 (exposure

time) T의 곱으로 정의되므로

E = I x T

이고 피사체툴 루과한 x-선이 필름올 감광한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의

상태를 x-선 루과필륨 혹화도 (film density) D라고 하며

D= log ( 10 I It)

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10 와 It 는 각각 x-선 입자광의 세기 및 x-선

루과광의 세기를 표시하며 필륨혹화도 D는 x-선 루과용 (transmi ttance)

역수의 대수치입올 알 수 있으며 x-선 노출량이 훌가함에 따라 x-선

필롭혹확도는 증가하게 된다. x-선 루과광의 감광도 (sensitivity)는

contrast 와 defini tion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contrast 는 x-선 강도와

피사체륙성에 의한 subject contrast와 필를륙성과 현상조건에 의한 film

contrast로 구분되며 definition은 x-선 기하학적 노출인자와 필릅륙성 및

현상조건에 영향올 받는다. 두꺼I T 인 피사체내에 두쩨 ‘ T 껄함이

존재하고 x-선 입사광 10카 피사체툴 루과할때 루과광 II 과 12는 방사선

감쇄법칙에서

II =10 exp(-uT) ,

12 = 10 exp{-u(T-‘)‘U’‘T}

으로 주어지며 여기서 u, u’ 는 피사체와 피사체 곁합부의 갑쇄계수릅

표시하며 식 (5) 와 (6)에서 두점에서의 subject contrast는

12 I II = exp (u-u ’)‘T

12 I II = exp(u‘ T)

련



이 되어 subject contrast 는 피사혜 갑쇄계수 u와 피사체 두쩨 ‘ T 에

관계됩를 알 수 있다. 그립 3-5-3 와 갈이 film contrast는 x-선 노출과

필률의 혹획도와의 관계톨 표시하는 필륨 륙성 곡선 구배로 정의되며 x-선

필홈 륙성곡선의 x-선 노출이 A, B, C, 및 D에서의 필촬 혹화도륨 DA , DB ,

DC , 및 DC라면 AB와 CD에서의 평균 rilm contrast 는

AB = ‘ DAB I logEB - logEA,

CD = .DCD I logED - logEC

으로 추어지며 x-선 노훌차가 동입할 경우 필롭혹확도 ‘ DAB 와 ‘ DCD

대소는 film contrast 대소에 직첩 관계되므로 film contrast가 높은

필륨은 톨입한 x-선 노훌로 필톨 혹확도차가 큰 x-선 루과상이 형성됨올 알

수 있다.

2. 영상처리

기존의 x-선 래디오그래피 겁사에 의한 사용후 빼연료봉의 저l월측정

및 결함부의 판독은 x-선 래디오그래피에 의해 얻어진 필톱상훌 육안검사에

의한 관독이 이루어지므로 잭관적이고 정량적인 판독이 이루어졌다고 활 수

없다. 영상처리기법옵 이용한 체월촉정방법에서는 x-선 래디오그래피

검사에 영상처리 기법올 도입하여 사용후 핵연료봉의 정량적인 제월측정과

결합부 판독흩 짜톨적으로 수행하케 하였으며 또한 영상의 확질개선，

영상의 분석， 분할 및 인식훌 위한 것으로 인깐이 보기 쉬운 영상으로

확짚의 복월 및 개량훌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 개선과 영상몰 수치화하여

컵퓨터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치해석 즉 정량적 제뭘 측정이나 인식올

%



행하는 협상인식옵 수행한다. 그립 3-5-4 는 사용된 영상처리기법의

순서도물 나타내는 것으로 x-선 래디오그래피 필룸에서 부터 영상의 질울

높이기 위한 영상개선 (enhanecment) 단계와 정량적 수치해석옳 위한

영상분할(segmentation) 및 형상인식 단계로 나누어진다.

Radiographic Film

Image Samp’ing and
Gray-Level Quantization

Image Enhancement

I Histogram Equal때。n\

Filterin~

Image Sharpening

Pes udo Coloring

Segmentation

Edge Detection

Thresholding

(

Result

그림 3-5-4. 영상처리 순서도

m

경



• Enhancement

껄함겁사 및 제월측절올 용이하케 하기 위해 선명한 영상용 얻는

단계로 CCTV 카메라톨 톨해 40140 mm 크기의 x-선 래디오그래피 필률의

관십부위가 512x512 확소 그리고 256 휘도 (grey level)의 해상도툴 갖는

영상으로 입력되면， 경계선 강조(edge enhancement) 및 noise툴 줄이기

위해 적절한 공간영역에서의 image filtering 어나 콘트라스트

강조(contrast enhancement)동의 영상개선 작업이 수행된다.

• Segmentation

2차월 영삼의 분석적 묘사방법에 의한 빼경모탤 fb(x ， y)가

만툴어진다. 입력영상 f(x ， y)의 첨진적 grey level의 변확치릅 나타내는

차영상 fd(x ， y)문 입력영상과 background model~ 화영상 으로， 차영상

fd(x , y) 는 다율과 갈이 주어진다.

fd(x , y) = f(x , y) - fb(x , y) + const.

배경모탤 fb(x ， y)는 추파수영역 또는 공간영역에서의 low pass filterOI므로

'fb(x , y) = GG ( F(u , v) .H(u , v) ),

fb(x , y) = f(x , y) * h(x, y)

와 갈이 얻어진다. 여기서 GG 는 inverse Fourier Transform훌 나타내며

AF(u , v) 는 f(x ， y)의 Fourier Transform릅 나타낸다. 식(13) 에서

const.는 차영상이 읍의 grey level몰 가지는 것흩 방지하기 위한 상수로

120훌 사용하였다. 차영상 fd로부터 껄합겁사 및 제훤측정옳 위한 륙징점

분활작업으로 threshold operationOI 사용되었으며 핵연료봉 제월측정은

threshold 영상 ft의 profile line에서 peak치간 거리룹 계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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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과상 분석 영상처리 시스템

영상처리 시스템은 광웰 (l ight box)몰 x-선 루과필률상에 무과시켜

그 루과광올 포착하기 위한 저조도용 CCD 카메라， 카메라로부터 훌력되는

영상융 컴퓨터에 인터페이스 시키고 영상처리릅 행하는 FG-IOO-I024

영상처리 보드， 그러고 처리된 영상올 출력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비데오

레코드， 칼라 모니터 및 하드 카피어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5-5는

영상처리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원래의 영상은 많은 잡읍으로 인한

몽롱화상으로 연료소자간 접촉면 및 피복관과 연료소자간의 구벌이

불가능하나 개선된 영상에서는 이률의 구법이 까눔해졌고 핵연료봉 직경 및

소껄체깊이의 경우 엉상분석에 의한 방법이 x-선 래디오그래피 필룸 으로

부터 얻은 결과보다 측정 상대오차범위톨 감소시킬 수 있었다.

@
@

앵

X-Y Table

‘-- Image processing
system

controller
Monitor

Hard copier
Servo Driver

Ught box Position
Controller

그림 3-5-5. 사용후 핵연료봉의 x-선 루과상분석 영상처리시스템 구성도

1,
A

(O



제 6 접 영상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데이타베이스란 륙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제공되는

정보의 모임이다. 우리 추변에는 전화번호부， 사전， 상품 카타로그，

도서목록카드 톨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데이타베이스가 존채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뭘하는 어떤 정보톨 능률적으로 횟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데이타베이스 중에서 대량의 정보릅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툴 이용하는 경우 렴퓨터 데이타베이스(이하에셔 데이타베이스라

합은 컵휴터 데이타베이스륭 일현는다· )라 한다. 종래의 데이타베이스는

문자정보만올 처리하였올 뿐 영상정보는 처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상처리 사스탬이 밭닮되어 사람의 엄굴이나 지품， 부품의 혐태，

설계 도면과 갈은 영상 정보톨 데이타베이스로 구촉활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영상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은 문자 정보와 영상 정보를

대규모 기억 장치에 저장시컸다가 핍요할 때 언제든지 신속하게 활아불 수

있도록 구성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일반 산업용 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에서의

데이타베이스 구촉에도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월자력 시설에서는 보안 룬체가 중요하다. 월자력 시설에 훌입하는

사람이나 자동치 등에 대한 데이타베아스 구촉은 능률적이며 정확한 출입

톰제툴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환 뭘자력 시설에서 사용되는 기기나 부품에

대한 데이타베이스확률 톰해 효율적인 유지， 보수， 관리툴 수행할 수 있옵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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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구성

최근에 개발된 PC는 놀라운 성능 향상올 이북했으며 대규모

기억매체의 경우 크기가 소형화되었고 전력 소모량도 극소확 되었으며

주변장치의 개발이 이톱옳 뒷받침하고 있어 PC릅 이용한 효률적인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3-6-1은 PC톱 이용한 영삼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구성도툴 나타낸다. 영삼 정보는 카메라 또는 영상

스캐너뿔 통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보드에 입력되며 이진 신효로

부호화 된 후에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문자 정보와 합쩨 테이타베이스 관리

시스템옳 톨해 대규모 기억장치에 저장된다. 저장된 영상정보와

문자정보는 이용자의 요구시 모니터 또는 프린터로 훌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영 상

영상표린터~
모니터 모니터

-
기억장치 PC 386 영상처리보드

...--

영상스캐너~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그림 3-6-1. 영상 데이타베이스 시스램 구성

야잉



2. 엉상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웅용

가. 기기 및 부품 관리

각종 기기 또는 부품의 라스트와 영상정보릅 데이타베이스화 하면

이듭흩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운자정보어l는 기기 • 부품명，

기기의 번효， 기'1부흩의 사양， 재고량， 보관 위치 등훌， 영상정보에는

부품의 물징흩 짧 표현하고 있는 영상율 나티낸다. 따라서 기기 • 부품에

관한 자료를 정확히 보존할 수 었으며 기기 또는 부품의 검사 및 재고조사

률에 활용훨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륙흩| 원자력 시설에서

주요 시설물이나 계기판 등의 영상데이타툴 데이타베이스화 하면 육안검사

에 의한 월전시설 정상상태 및 이상상태 비교겁사가 가능하여 휴지， 보수，

또는 판리 수행능톨흩 향상시키게 된다.

나. 인력 판리

인사기록 카드에 기째된 내용과 인물 사진， 사인 등옳

데이타베이스확 하여 인사관리 업무릅 효물적으로 수행한다. 단체의

인력관리에 대단히 유용하며 륙히 보안상 중요환 월자력 시설에서 출입자툴

롱제화는 경우 출입자의 신상 기록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사인 또는 지문

등의 정보톨 수룩하였다가 훌입자와 대조하여 톰제톨 활 수 있다.

다. 도면 판리

설계도 동의 중요한 도면훌 데이타베이스화 하면 뭘하는 도면올

훨게 겁색할 수 있으며 도면의 수정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확혀관라때

있어서 륙혀내용과 훌허어I 관련된 설계 도면옳 데이타베이스화 하여 효옳적

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데이타베이스 서비스의 경우 문자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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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도면정보도 제공이 가눔하여 서비스의 질옳 향상시킬 수 있다.

원자력 시설의 유지， 보수， 관라 등올 위해 핍요한 각종 도면올

데이타베이스화 하여 관리하면 도면와 검색이 용이하고 작업 공간율 최소화

힐 수 있어 작업 능률옵 향상시킨다. 도면 관리에 있어서 도면올 보다

정확히 영상정보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고분해능의 영상 입력 및 처리

장치가 요구되며 데이타의 고속처리와 보다 많문 기억공간이 필요하다.

라. 자료 관리

본 시스템은 여러가지 영상 자료물 관리하는 경우 이용된다. 위성

및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올 토대로 국토관리， 기상예보， 자원관리 등에

사용되는 영상자료나 병원에서 사용되는 x-루과 。-
」

=-- 영상처리기슐흩

이용하여 개선 및 분석되며 영상 데이타베이스에 보존되어 치후 자료

분석올 위해 활용휠 수 있다. 월자력시설의 경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륙수 시설물에 대한 엉상 데이타베미스확는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 저갑옳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영상 데이타베이스화툴 이용한 시설물의

정상 및 비정상 작동 여부， 계기판 인식에 의한 이상상태 판단흩 위해 물체

인식기술과 접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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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7 철 수종 겁사 장치

수중 검사 장치는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핵연료 집합체륨 검사하는

장치이다. 영상처리기숨이 발달하기 전에는 수중카메라률 상하좌우로

이톨시키면서 핵연료집합체의 4 면에 대해서 손상， 변혐， 연료봉 깐격변확

등의 이상유무톨 확인하고 기록환 후어l 혀용범위툴 벗어나는 촉정치에 대해

모니터 TV 화면올 톨해 연료봉 간격올 혹정한다. 그리고 혹정치가

기준치에 0.2 mm 더환 값보다 작은 경무 각종 투께의 filler gauge를

삽입하여 정확하게 혹정한다. 그러나 영상처리기술의 발달로 검사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수종카메라블 통해 얻어진 영삼은

영상처리기술로개선되고 손상， 변형， 연료봉 간격변화 등이 자동적으로

혹정된다. 측정껄과률 모니터 또는 훌로터로 삶펴볼 수 있다. 본 장치는

촉정 시간， 인월， 잡차톨 대폭 감소시키면서 비접촉식으로 월하는 측정률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1. 수중 겁사 장치 구성

그림 3-7-1은 수줌 TV때 의한 핵연료 검사장~I툴 나타내며， 그림

3-7-2는 수중 TV 카메라 검사후 filler gauge때 의한 연료봉 간격변화

촉정흩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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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은 영상처리기슐올 이용한 핵연료집합체 겁사장치홉

나타낸다. 수중카메라 구동장:leI륨 통해 원하는 위치에 카메라뿔

이동시키고 그 곳의 영상용 받아 영상처리하여 영삼개선 및 분석올

수행하고 철과툴 출력시킨다.

E그D
수중카메라 영상처리시스템 I--

구동 훨치

•.-
수 풍

카메라

연료집합체
....

그림 3-7-3. 영상처리기슐율 이용환 수중검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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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처리기슐 응용

수중검사장치에서 TV묻 통해 관측된 영상의 손상， 변형， 연료볼

간격변화 등올 모니터 확면옵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손상의

정도， 변형 정도， 연료봉 간격변확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걸률 위해{ 영상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영상의 개선과 아물러 영상

측정올 수행하여 핵연료 집합체 검사 작업올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영상처리기술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로 관측된 영상올 개선시키며，

개선된 영상에서 필요한 정보툴 추출하기 위한 여과 과정옵 거치고 최종

화면에서 데이타처리륨 통해 손상의 정도， 변혈정도， 연료봉 간격변화 등흩

촉정하여 기억장치어| 저장한 후에 최종적으로 혈과를 정리하여 모니터 또는

풀로터에 출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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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레이저 빔 진단 시스템

1. 레이저빔 진단시스템

레이저는 단색성， 지향성 및 가칸섭성이 매우 뛰어난 광원으로서

높은 아|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계촉， 툴리가공 및 의료등의

여러가지 과학과 산업기슐에 그 응용이 활벌해지고 었다. 따라서 레이저

자체에 대한 성눔평가와 진단셔스탬이 이러환 응용에 필수적인 요소기슐이

되었다. 현재 대출력 레이저에 속하는 C02 와 Nd-YAG 레이저동은 지향성에

기초환 에너지훌 이용하는 물질의 가공 률에 이용되고 있으며 저출력

레이저메 속하는 He-Ne 레이저는 단색성 또는 가간섭성 동용 이용하늠

계촉에 주로 쓰이고 있다. Ar-ion 레이저는 의과용 수슐 및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연속 출력이 121 이상되는 것도 있으며 3개 파장의

빔을 동시에 낼 수 있는 것도 었다.

2. 레이저빔 진단 시스템의 구성

I'rame Il | .‘ll 뼈~O
grab양 F ~or. ::or

」

~lltnlJ a lor

너’.l S‘PVrnSnnfrMm
빠

Timing t I system

그림 3-8-1. 레이저빔 진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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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텍터

레여저 빔 detector 의 종류로는 활상소자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뉘며 그 목적에 따라 알맞게 선택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다읍에 그

재료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었다.

1) 비디콘 튜브

이것문 기본적으로 광신효톨 전기적 신효로 바꾸어 주는 역활옳

힌다. 현재 TV 카메라에 낼리 쓰여지는 영삼신효 발생장치로서 raster

scan 방식에 의해 30 framel초 (RS170) 또는 50 framel초 (CCIR) 의 속도로

비디오 신호홉 발생한다. RS170 방식에서는 interlace 방식에 의해 scan

되므로 even field 와 odd field 로 구성된다. 각 field 는 262.5 line

으로 되므로 환 frame 은 525 line 이 된다， CCIR 방식은 noninterlace

밤식에 의해 scan 되며 625 line 이 한 frame 옵 이룬다. vidicon tube 는

가격이 비쿄적 싸고 해상도-및 감도가 좋다. 반면에 너무 많은 빛이 왔옳

때 주변 영역도 영향융 밭늠 blooming 현상이 았고 응답속도가 늦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촉정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으로서 CW 레이저 측정에

적합하다.

2) 실리콘

실리콘옵 재료로 한 detector 에는 크께 CCD (Charge Coupled

Device) 와 CID (Charge Injected Device) 로 나누어 진다. CCD 카메라의

원리는 다읍과 갈다. CCD 광적분 cell 들옳 2차원으로 배열환 array 홈

사용해서 빛에 노훌된 영상영역， 푹 한 frame 이 노옳된 후 다읍 frame 이

노홉되기 전에 영상영역율 저장영역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다읍영상의

노출시간애 저장영역률 읽어서 상올 재현시키는 frame transfer 기술이

π



사용된다. 반면에 eID 카메라는 photosensitive cell 의 matrix 훨식으로

구성되어 직접 없혀지기 때문에 영상몰 표현하기 위환 지연시깐이 없다‘

3) Pyroelectric

이것은 LiTa03 또는 LiNb03 로 만듭어져 있으며 matrix array 로

만들어진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 보통 해상도는 실리콘 카메라보다 훌씬

못하지만 갑지힐 수 있는 파장이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아주 넓은 게

륙징이다.

나. 프레임 그래버

프레임 그래버는 영상신효률 디지탈 신호로 바꾸어추는 AID

변흰기눔옵 하며 보통 256 x 256 , 512 x 512 또는 그 이상의 해상도툴

가지며 B/i, color 기눔이 었다• B/i 의 경우앤 grey level 로 그 영상의

명암흩 나타내는데 6 bit grey level 운 64 단계， 8bit grey level 은

256단계로 명암올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여러 frame옳 거 억장치에서 서로

더하고 빼고하는 연싼흩 하여야 하므로 여러개의 frame memory 올 갖고

있다. 또한 입력신효의 종류에 따라 RS170 , eeIR 둥의 신효톨 받아률잃 수

있는 것이 있으며 B/i 경우메 출력은 pseudocolor 기능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고속 카메라와 연껄될 경우 카메라의 톨기 신호에 의해 동기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입력신효툴 받올 수 있다.

다.소프트웨어

프레임 그래버로 부터 얻은 영상정보툴 정량적인 정보로 보기업케

표현하는 프로그램과 빔의 단면올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기능에

따라 크게 다읍과 월이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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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신호처리 : CCD의 노이즈 등올 제거하기 위해 륙업 테이블률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올 제어한다.

• 2-D 의색칼라 및 2-D 틀고선 분석 : 사용자가 레이저빔애 대한 밝기

륙성올 엽꺼| 구분할 수 있도록 임의의 색요로 표현하는 기능이다.

• 단면 프로화윌 및 3차원 분석 :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의 단면

분포툴 디스훌레이 한다.

• 실시간 단면 프로획일 분석 : 사용자가 연속적인 빔의 분포릅 관측

하면서 광학계의 정렬작업훌 하거나 레이저 캐비티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이다.

• 히스토그램 및 에너지 촉정 : 에너지 분포롭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며 정량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 가우시안 피팅 : 레이저빔의 가우시안 분포 접근 정도툴 분석한다.

• 센트로이뜨 측정 : 레이저빔의 분포에 따른 센트로이드릅 측정하여

광학계 정렬에 사용할 수 있다.

• 영상 비교 : 현재 처리중인 레이저빔 영상과 데이타확일에 저장된

영상올 동시에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여 비교 분석한다.

• 영상처리 및 기타 : 콘붙루션 필터， 저역톰과필터， 고역통과필터 등

각종 영상처리기능과 레이저빔 저장 및 복월 기능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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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9 절 월격조작용 입체영상 시스템

1. 개 요

작업자의 접근이 어려운 훤자력시설과 갑은 극한환경에서는 갑시 및

관혹 모니터링 장비릅 이용한 월력 관측 및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반적으로 이러한 원격 관촉 장비로는 eeTV툴 이용한 이차원적인 관촉

모니터링 기슐이 보편획되어 었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올 붙때 두눈에

의해 야기되는 시차에 의해 사물의 월근갑올 느끼기때문에 이러한 이차원의

감시， 관측 모니터링 기슐로는 사람이 한쪽 눈올 감고 사물을 보는 것과

갈이 판촉물에 대한 원근갑 즉 심도 (depth) 정보톱 얻올 수 없다.

반면 입체영상시스템은 이차월 관측묵니터링장비와는달리 관촉물에

대한 원근감몰 작업자에게 제공하여 준다. 심도정보는 관측모니터릅 통해

원격으로 작업현장의 사물흩 관혹하커나， 작업할 때 작업자가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과 갑은 현장갑 제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입체영상시스템운두대의 카메라톱 이용하여 두 카메라의 광학축이

수렴되는 평면의 영상몰 사람의 두순으로 보는 원리로 관측영삼올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장바이다. 이러환 입처I ， 3차원 영상 시스템은

월자력 산업， 또는 다른 극한 작업환경때서의 원격 작업상 필요한

주변환경인식， 3차월적으로 복잡힌 장소의 분석 및 그러환 장소에서 조작기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환 원격작업 등에 유용하거| 사용휩 수 있다.

월자력 연구소에서는 입체영상시스템의 개발과 합께 방사선작업자의

직업적 방사선 노훌시간올 줄이기위한 월전 시설내에서의 응용연구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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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예정이다. 월전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2-D 보니터링 장치툴

대신합 3-D 입체 영상 사스템운 작업자가 직접 원격의 작업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과 갈은 입체감， 현장감톱 제공하여 작업 시간 단촉， 비용 접갑

및 방사선 노훌 시간옵 줄여훌 것이다.

2, 기슐개발 현황

최근까지 삼치원 스테레오 즉 입체영상 시스템옳 개발하려는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영상 훌력 매체인 모니터가 2차월

평면으로 영상흩 보여주기 때문에 3화월 영상옵 표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율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룬에 아직까지 낼리 실용화된

압체 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연구 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Harwell 연구소는 월자력 발전소내의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옳

위해 사람붉 대신하여 작업옳 수행짧 수 있는 로보트의 개발연구훌

수행하고 었다. 륙흩| 사랍이 직접 작업옵 짧 수 없는 환경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옳때 로보트가 사람대신 완전히 자동화되어 작업올 수행하는 것이

로보트 비천 분야의 최종목표라 활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차톨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올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 이전 단계로써

로보트에 의해 얻은 영상올 사람이 직접 원격으로 보면서 로보트에게

명령올 내리도록하는 월격조작에 대한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다.

한편 월자력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작업올 수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작업과는 탈리 그 작업의 위험성며 크므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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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로보트로부터 얻온 영상옵 싫제 사람이 직접 보는 것처럽

작업자때케 현장갑흩 추기 위한 입체영상에 대한 연구가 핍요로 하게

되었다. Harwell 연구소는 이러한 점몰 고려하여 혈제 작업 환경흩

작업자가 직접 작업 환경내에서 작업한다는 느낌옳 받훌 수 있도톡

입체영상 시스템옳 편광방식옳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Harwell 에서 개벌한

입체 시스템은 두개의 모니터릅 톰해 좌우의 영상율 훌력한다. 이때 각

모니터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수직， 수평) 펀광핍터가 부확되어 있다.

관측자는 이률 다른 방항의 즉 수직，수평으로 편광된 좌，우 영상옳

학용하고 있는 수직， 수평의 편광안경올 사용하여 봄으로써 입체영상옳

얻게된다. 이 시스템문 두개의 잃반 모니터릅 사용하여 입체영상흩

표현하기 때문에 동기분리방식애서 나타나는 확면의 탤립현상이 없어

사람의 눈에 거부갑흩 주지 않고 장시간 작업올 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두개의 모니터률 사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부피가 커지고

편광뭘터률 사용합으로써 빛의 세기가 감쇄되어 영상이 어두워지는 단점이

었다.

미국의 Stereographics 사는 Harwell 연구소와는 답리 동기 분리 방식

입처|영삼 시스템의 개밟에 휠써 Crystaleyes 라는 제품톨 게밭한 바 었다.

Stereographics 사는 입체영상 시스템의 개발흩 단순히 작업장내에서의 작

업흩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입체영상 시스템이라는 륙이성 때문에 상업적

목척으로도 개밟되었다. Crystaleyes 는 한재의 모니터로 입체 옆상올

월현힌다는 점에서 Harwell 사와는 다톨 첩이 있으며 그 부피도 크게 줄알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로부터 얻은 확우 영상올 번킬아 가면서

모나터에 출력하여 사랍이 화측 영상때 대해서는 좌측눈으로 그리고 우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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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대해서는 우촉눈으로 각각 영상올 보게하여 입체갑율 느끼도룩

하였다. 사랍은 모니터의 출력 영상과 동기가 되어 좌，우 셔터가 개폐되는

안경울 착용하E로써 입체영상률 관활할 수 있다. 이 시스탐에서는

모니터에서 훌력 영상과 안경과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만약

동기가 톨리케 되면 사랍의 시각에 매우 거습리게 되어 장시간 안경흩

착용할 경우 둔의 피로가 심해지는 단점이 있다. 초창기 안경에는 영상과

동기되는 셔터의 개폐릅 기계적방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개폐속도가

떨어져 순에 거부감을 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기적g로 셔터를

개폐시키기 때문에 개폐속도가 향상되어 보다 자연스러운 압체영상올 얻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Crystaleyes는 안경 내부에 전월 장치와 발진 장치릅 가지고 있고

시스템의 본체와 적외선률 이용하여 무선으로 동기룹 및추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한 작업자가 안경올 쓰고 다른 작업몰 하기에 자유로우며 작업자가

모니터를 보고 었옳 때만 안경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보니터툴 보지 않율

때에는 눈의 거습립훌 막아주는 큰 장점이 있다.

입체 영상율 얻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stereoscopic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은 다른 시스템과는 달리 안경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잠점이

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여러개의 프로젝터로 확면올 비추고 사랍의 눈은

이릅 좌우 영상옵 각각 봄으로싸 입체 영상율 얻게된다. 이 방법은 현재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실용화될 경우에는 삼차원 TV

방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투 시스템의 경우늠

안경율 착용한 사람이면 누구나 입체 영상톨 붙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은

보는 사랍의 위치에 따라 입쳐|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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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중앙에 사랍0\ 위치해야하며 적은 수의 사랍만이 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금까지 국외에서 깨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입체영상 시스템률에

대하여 혈명하였다. 국내어|서토 입체영상에 대한 관심이 놓아짐에 따라

핸자력연구소 (월력조작용) 및 월부의 중소기업 (잃반 TV용)에서

입체기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수훈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구 인력 또한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See and see 회사는 일반 가정 용 NTSC 방식의 TV에 연껄하여 사용 가능한

입체 영상 시스템올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NTSC 방식의 TV카 하나의

확면훌 만듭기 위해 I frameOI 두번의 스캔 죽 2 field로 구성되어 있읍올

이용하여 입체 영상률 만툴어 내었다. 1 frame내에서 짝수 field는 확촉

영상훌 훌력하고， 흩수 field는 우촉 영상올 출력하면서 동시에 확면율

보는 사랍이 착용한 안경의 좌무 셔터 개팍|시기와 동기릅 및추어줌으로써

업체 영상율 얻톨 수 었다. 이 시스템은 비쿄적 간단한 장비풀 이용하여

가점에서도 입체영상올 얻올 수 있다는 장점이 었다. 그러나 NTSC

방식에서 두번의 스캔은 30분의 l초만에 이루어짐으로 한 번의 짝수나 흩수

스캔이 이루어진 후 30분의 1초 후에 다시 칼은 스캔이 밟생하므로 영상의

펼림이 밭생하는 단점이 었다. 그리고 두 번의 field 스캔 과정과 안결의

개펴|톱 정확히 동기톨 및추어 주어야 사랍의 시각에 거슐리지 않게된다.

이 시스템은 국내에서 재발된 몇 안되는 제품의 하나라는 정에서 관심흩

가자게되나 그 기술은 미국의 기술훌 이용한 것이므로 독자적 기슐을

촉적해야 힐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화면의 떨림 현상옵 훌이기 워해서

확면과 안경과의 동기톨 더 정확히 및추어 주는 기옳이 필요합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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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또한 Stereographics 사의 제품과는 틸리 안경이 본체와 선으로

연껄되어 있기때문에 사용자의 활톨에 제약옵 주는 등 단점올 보완해야 활

것이다. 위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여러 입체영상 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간략히 설명하였다. 입체영상 시스템운 입채갑올 효과적으로

만듭어내는 기본 원리릅 개선 발전시키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합은 물론 그

시스탬몰 이루는 장치의 개밟 또한 뭘요로 한다. 먼저 입체영상흩 입력

가능하케 하는 카메라는 월반 카메라와는 탑리 좌우 영상흩 각각 입력받는

두개악 카메라툴 사용해야 환다. 일본의 도시바사는 NTSC용의 입체

시스템에 사용합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툴 개발하여 입체영상옳 비디오

테이프애 기록해 두었다가 재생시켜 봅 수 있도렬 하였다. 이 카메라는

두개의 카메라가 각각 60분의 I초씩 좌우 영상훌 입력받아 기록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NTSC 방식흩 사용하는 See and see 회사에서 개벌한

시스템올 이용하여 재생되는 영상훌 입체로 불 수 있다.

편광 방식의 입체 시스템올 개밟환 영국의 ‘lanell사는 독자적으로 입체

영상 카메라릅 개밟하였다. Harwell 사의 영상 압력 장치는 두개의 카메라

앞쪽에 렌즈룹 설치하고 이뚫 렌즈의 위치률 바꿈으로써 사람의 시각과

갈은 효과릅 내도룩하였다. 즉 월거리의 물체룹 보면 사랍의 눈동자가

눈의 중앙에 위치하듯이 렌즈톨 각 카메라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근거리의

위치툴 볼 때에는 사람의 눈동자처렴 렌즈를 서로 가까이 모으케 된다.

이렇게 얻은 영상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갈이 영상의 초점옳 및추어줌으로써

더욱 정확한 입체영상의 재현과 함께 눈의 피로도 줄잃 수 있다.

Harwell 사는 현재 이 방식으로 륙혀톨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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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영상 시스텔에서 중요한 요소 풍 다톰 하나늠 훌력되는 화면의 해상

도이다. 입체영상의 현실갑은 화면의 해상도가 높몰수톡 황상되며 변태의

경우는 그렇지 않게된다. 현재 개발 중인 HDTV는 이러환 점에서 입체

영상의 효과릅 더욱 높여 줄 수 있는 줄요한 계기가 될 수 있몰 것이다.

HDTV는 기존와 TV와는 탈리 투배 이상의 해상도톨 가지고 있고 확면의

가로와 세로의 벼가 매우 커서 넓은 확면으로 싫제갑몰 더욱 크게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띈다.

앞으로 입체영상 시스템의 개발매서는 그 월리의 연구와 개발율 계속합과

동시에 입체영상올 효과적으로 받아듭일 수 있는 입처| 카메라의 개발과

입체영상율 훌력하기위한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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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체영상의 원리

삼차쩔 몹체 볼때 좌측 눈의사람의 두눈이 하나의입체영상 시스댐은

관측영상흩판벌하여두뇌에서시차톨사이의영상영상과 우측 둔의

둔옵
c
T사람의시스템은01것이다.웅용한월리툴입체화환다는

사용하여 좌측 눈의 영상과 우혹 눈의영상 갑시 장치톱대신하는 두개의

각각두눈에사람의톰해전송로릅영상듭률 투개의영상올 얻고， 각

동기분리방식，따라방식에전송로의이때한다.분리되어 전달되게

입체영상 시스템의 월리는 두편광방식 등의 여러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방법과얻는영상올두개좌，우의원리는시스템의입체영상

입체갑올

느끼는 정도톨 심도( depth )라 정의하고， 십도는 그림 3-9-1에서와 갑이

시스템에서입체영상나누어지는데방법으로디스플레이하는

p=x-x1

댐-z
)

-1

-z
뼈
1--1

‘
I‘

-

한

뻐

=

=

3-D 엉상 획득 월리

1i
Q
U

‘-

그림 3-9-1.



삼차월 대상 물체 상의 한점이 곁정되면 그 점에 대응하는 두 카메라의

훗점면들에서의 대응점 X, X ’이 정해지고 X, X ’의 치이로 정의되는 시치 (

parallax) P어| 의해서 설명휠 수 있다.

p = x - x’

= 2 f tan( e ) - fB I Z

=fB ( 1/1- lIZ)

(3-9-1)

X, X ’은 확촉 카메라와 우촉 카메라의 훗점면에서의 대상 물체의 화표이고，

f는 카메라의 훗점거리이다.

카메라에서 얻어진 영상이 TV 화면애 나타날때， -m배로 확대되어 나타

난다. (m = TV 확면의 크기 / 카메라의 CCD 크기 ) 따라서 그림 2어|서

처렴 확면에서의 시차 q는 다융과 깊다.

q = X’ - X

= -mx ’ + mx + S

=mp + S

(3-9-2)

X, X ’은 대상 물처l에 대한 화혹 카메라의 영상과 우측 카메라의 영상01 TV

확면에 나타납 때， 물체의 영상 확면에서의 대응점률이고 S는 수평 이동율

나타낸다. 시각 장치툴 톰해서 나타나는 삼차원 영상에서 사랍의 눈까지의

꺼리톨 H라 하면 그림 3-9-2로 부터 다읍의 수식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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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B
M= ------

DL

(3-9-3)
S - D

+ --------- )
mfB

(3-9-4)

여기서 M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염상이 싫제 물체의 위치로 부터 가까이

확대 되어 보이는 비흩이다.

삼차뭘 영상이 촉소 또는 확대되어 보이면서 찌그러지지 않으려면 식

(3-9-3) 의 영상거리 H가 실제거리 Z의 월차합수가 되어야 하므로

mfB
S =D - --------

L

성립하여야 힌다.

Image
pomt

(3-9-5)

Zl z

s

H

x'i' I poMor
I I r I plane

L

eye
position

그립 3-9-2. 3-D 영상 디스훌레이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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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의 구성

가.카메라

위에서 언급한 입체영상 시스템의 월리빠서와 갈이 입체영상 카메라는

투대의 밀반 카메라툴 그림 3-9-3에서와 갈이 나란히 배치하여 구성한다.

카메라일 광학 측이 수렴하는 평면상의 정듭윤 카메라의 focal plane상의

점률과 1:1 태움이 되어 이 수렴 평면상의 모든 점들은 투 카메라의 focal

plane에서 상대적으로 갑은 위치에 대응이 된다. 그러나 01 수협 평면보다

가낄케 혹온 멀리 떨어져 있는 점돕은 두 카메라의 훗첨평면 (focal plane)

에서 상대적으로 수펼 방향의 위치가 서로 다른 정률과 대응된다. 이

수평방항의 상대적 위치 차이 (disparity)에 의해 관측자는 입체영상율

보게된다.

뼈-+~
-
-
繼

|

m

K
맥
+얘

Len
....
VIde。

Iptane 01 cOlW8tgκe PIa" ..~... δ+

그림 3-9-3. 3 차월 카메라의 월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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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영상 카메라툴 구성하는 두 카메라의 이격거리와 convergence는 3-D

영상의 륙성올 껄접하는데 중요환 요소들이다. 영국의 Harwell 연구소의

경우 .사람이 물처l톨 볼때 두순이 보고자 하는 물체릅 향하게 되고 동시에

그 물처l에 초점올 맞추게 되는 원리룹 이용하여 convergence 와 focusingOI

동시메 훨 수 있게 하였다. 이 원리는 물체때 대한 켜메라의 조작읍

간펀하게 한다.

나. 디스플레이

1) 편광방식

편광방식에 의한 입체영상 시스템의 구성은 3-9-4와 길다. 이 방식은

입체 즉 3차원 영상의 디스플레이릅 위해 좌，우 카메라로 부터 입력되는 두

모니터의 영상올 semi-reflective 거울올 이용하여 하나의 스크린으로

묵는다. 이때 두 모니터의 표면에는 각각 수직， 수평의 펀광핍터가 붙어

있어 좌， 우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운 수작， 수평의 편광 필터릅 거쳐

분리되게 된다. 3차원의 입체영상율 관촉하기 위해서 관촉자는 수직，

수평의 편광필터로 구성된 안경율 착용하는데， 이 안경은 스크린의 왼쪽

모니터 영상올 관측자의 왼쪽눈에， 오른쪽 모니터의 영상훌 관혹자의

오른쪽눈에 영상톨 분리시켜 루엉시킨다. 그립 3-9-5는 편광방식 3차원

디스폴레이 장치의 구성률 나타낸다.

%



Polanz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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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laclesLe nses Right

‘n‘’onllorl 1[>

C::T
E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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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9-4. 편광방식 3차월 영상장치의 구성

'TV monitor

with right image

\ Semireflective mirror

1v monitor
with left Image

그립 3-9-5. 편광방식 3화월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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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시스템옳 사용하여 만률프로젝트나 일반 TV다스폴레이는 비디오

사용하면스크린옳일반경우사용활프로젝트를비디오는데，

끓셔
}

·m
따

.mn
r

Mmt
-

뼈
‘
없

멸하빼g닙
톨depolarization 현상이

사용하여야 한다.

2) 동기분리 방식

01동기분리 방식의 입체영상시스템은 그럼 3-9-6과 갈이 구성된다.

부터카메라로

입력되는 3치원의 영상신효툴 하나의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나타낸다.

=.-좌，우방법과는 달리방식은 편광밤식의 디스똘레이

asses

utter

roller
’~...

-(

김
)
(n
l

/
;

Right Camera l

」 Shu따Jtte

‘ /

_eft Camera
Mixer Monitor...

;.

-
、\

VCR

E책
External
SYNC

그림 3-9-6. 동기분리 방식 3차원 영상 시스템 구성

두 대의 카메라를 구동하는 동기신호는 NTSC 신효의 경우 훌수와 짝

동기분리

입체영상신호훌

수의 두 필드로 구성된 프레임옳 초당 30개 전송토록되어 었다.

전송되는합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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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풀레이부에서 다시 좌，우 영상으로 분리하여 모니터로 보대훈다. 이때

관측자가 확용하고 있는 셔터가 부착된 안경융 통해 입체영상올 관촉화게

되는데， 안경의 화，우 셔터와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화，우

영상파는 동기신호에 의해 동기확되어 었다. 즉 좌영상이 모니터에

디스풀레이 될때 안경의 좌혹 셔터가 얼리고 우촉 셔터가 닫륭|며， 무

영삼이 모니터에 디스훌레이 뀔때 안경의 우촉 셔터가 열리고 좌측 셔터가

닫힌다. 관측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은 셔터가 부착되어 있는데， 셔터는

월정한 전압물 가함으로써 열리게 되는 LCD로 되어 있어 동기신호에 의해

안경의 좌， 우측 셔터의 개폐를 혈접할 수 있다. 흩기분리 방식에 의한

3치월 시스템은 초당 30 프레임의 영상옳 전송하는 동기신호툴 좌，우 각

초당 15 프레입씩 필드 (field) 단위로 나누기 때룬에 관측자가 입체영상훌

불때 묵니터 상의 깜박거립이나 휩림현상이 밟생활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기신호톨 향상시키거나 입체영상 카메라의 focusing옵

개선함으로써 해결활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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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0 절 감시.점검용 영상처리 기슐

1. 개 요

원전감시.첨검용 영상처리 기숨은 첨단로보트의 핵심기술로 방사선

환경 륙히 원전시설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둘올 웰격， 무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로보트 비천의 주된 목적은 입력영상들올 분석하여 영상옳

형태학적인 표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륙정한 로보트의

작업요구에 맞는 상세한 형태나 형태간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로보트 비견 (머신 비펀)은 물체뿔 인식하고， 물체의 위치 및 방항의

껄정과 물체표면과 상태률 검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로보트 비전 시스템은

영삼센서와 배경분석흩 팎해 륙벌한 알고리듬에 의해 프로그램확된 고속

디지탈 프로세서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영상센서는 반사도， 온도 및

옥사도와 갈은 배경의 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성택되어져야 한다.

프로세서는 륙정 작업과 관련된 여러관점에서 결과정보툴 얻기위해

센서정보툴 적절히 처리한다. 예툴 뚫어 발전소의 감시점겁용 이동

로보트에서는 로보트가 이동활 곳의 장애뭘올 인식하여 로보트의 이동

경로툴 명확하케하는 3차원 환경인식용 러l인지 화언더 센서 및 시각정보

획득용 카메라， 방사선 분포 감시룹 위한 방사선 영상확 카메라， 파이프나

원자로 등의 열누수릅 갑시하기 위한 적외선 영상 센서 등올 적용한 적절한

센서로 부터 시각정보가 입력되어야 한다. 그리고 로보트에게 작업올

- 89-



명령하거나 뭘하는 혈과정보용 얻기 위해 입력된 영상정보늠 적절한 비현

알고러듬훌 수행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된다.

비견 알고리픔은 2-D와 3-D의 두가지로 분큐된다. 일반적으로

scene single view에 의존하는 것으로 계기판올 얽는 것과 갈문 작업운 2-D

비켠에 의해 이루어지며， 복잡한 로보트 작엄과 갈운 3차원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로보트 비견은 쌍으로 된 스테레오 카메라， 레이저나 구조광율

사용하는 레인지 확인딩 등의 3차원 비전기술몰 이용하여 수행된다.

로보트시스템은 크게 사전프로그랩방식 (Preprogrammed) 과 지능확방식

(Intell igent)으로 나눌 수 있다. 지능형 로보트에서 비견 시스템의

역할은 카메라와 갈은 비천 센서률로 부터 얻어진 정보륨 이용하여

물체구분， 물체 위치，자세， 형태 틀의 판벌과 짧은 넓은 범위의 유용한

환경해석 정보훌 추출하여， 전자소자의 검사， 자동조립， 자동운항， 조립，

표면겁사와 갈온 다양환 비헌 기농률 로보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지능혈

로보트 서스템은 아래와 갑운 작업훌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센서정보를

활용환다.

0 물체인식， 물처|위치 및 방향결정

o 물체표면 및 상태검사

0 물체운반 및 조립

o 장애물희파 및 경로계획

비천 시스템의 싫질적인 개발올 위해서는 사용분야의 면밀한 분석에

따라 달라지지만 잃반적으로 표 3-10-1과 갈은 요소률이 고려된다.

입력영상은 여러가지 센서률올 사용하여 획득된다. 일반척으로

반사복사 스펙트럼 영상문 반도체 카메라 뚱는 리니어 어레이 센서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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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수 있으며， 비반사스펙트럼 영상은 엽적외선 시스템 또는 x-선 영상장치

와 갈은 스캐너듭로 부터 얻올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스캔닝 시스템이나

스테레오 비전시스템흩 사용하여 레인지영상용 얻는 방법도 사용된다.

표 3-10-1. 비켠 시스템 개발시 고려해야할 사항

o 속도효흩(Efficiency-primarily in speed)
o 정밀도(Accuracy)

0 분해능(Resolution)

o 입력유연성(Input flexibility)
o 노이즈 면역성(Noise immunity)
0 신뢰성 (Reliabili ty)
o 반복성(Repeatabil i ty)
o 강도(Robustness)

o 복팝성 (Complexity)

o 비용(Cost)

지능형 로보트의 주요 구성요소는 그림 3-10-1과 갈다. 여러가지

센서에 의해 작업환경의 각종 유용한 정보릅 획특하여， 필요한 정보릅 인식

및 판벌하고 이를 토대로 로보트에케 필요한 작업명령옵 내리게 된다.

작업명렴옳 받은 로보트는 작업환경에서 원하는 작업올 수행하게 되고

센서률은 계속해서 작업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룹 획득하게 된다.

로보트 비천에서의 계훌벌 처리과정은 그림 3-10-2와 갈이 1 단계인

저수훈 처리단계에서는 각종 입력 센서로 부터 얻어진 영상정보에서 잡읍울

제거하고 영상의 확질올 개션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이 이루어진다. 2

단계는 전처리 과정훌 거친 영상정보로 부터 경계선올 추훌하거나 형태률

인식하고 결정하는 단계로 계훌벌 단계중 중간 단계에 해당환다. 3 단계는

입력정보에서 추출한 물체톨 인식하거나 환경옳 해석하여 최종적으로

로보트의 작업명령에 사용되는 정보툴 제공하는 고수훈 처리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환경인식 둥의 판단은 미리 채공된 지식훌 토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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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0-1, 지능혈로보트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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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Removal

Other Preprocessing Tasks

Sensor

Scene

그림 3-10-2. 로보트 비현의 계홈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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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현황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어야 할 자동검사 시스템 즉 훨전시설

감시， 점검용 영상처리 (비천)시스템의 구성조건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J.R.\Vhite 톨 종심으로 1984년에 작성되어 미빼규제위월희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1 제출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동

검사 시스템의 일차적 목표톨 월전시설내의 계측판의 자톨인식， 여러

케이지와 밸브상태의 확인， 파이프의 완전성 및 누설상태 겁층 동에 두고

있다. 최종목표로는 이동로보트에 상기한 기능옳 지닌 머쉰비천 시스템옵

장확하여 직접 버튼， 밸브 듬율 로보트 매니폴레이터로 작동시키는데 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성 (DOE; 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미국 4개 대학

( University of Michigan 등)과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툴 중심으로

연구과제물 수뺑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연구보고서률이 최근에 밭표되고

있다. Advanced Reactor률 위한 대학 프로그램이라 명명된 과체의

연구껄과률은 자동계기판 인식 시스템 구성과 Multisensor Fusion톨 이용한

3차원 물체 인식 등에 춧점훌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다중센서툴 휠용하는 영상처리 기술에 기반환

원전시설 자동인식 혹은 겁색장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이와 유사한 연구로 원자력연구소， 경북대 등에서 밟표한 핵연료봉 룬자

인식 시스템에 대한 논문정도톨 듭 수 있다. 기타 대학이나 연구소

둥에서는 일반적인 머신비헌이나 패턴인식에 대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껄과률이 직접적으로 원자력 산업 시설을 위한 기반기슐로

활용되기때는 아직 미비점에 많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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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격 모니터링

월자력시설과 길은 방사섬 작업환경에서 작업환경 및 작업관경옳

뭘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수적인 잃아다. 이러한 원격 모니터링

장비로는 폐쇄회로 탤레비켠 카메라릅 사용한 시스템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작업환경의 원격관혹시 여러대의 카메라로 부터 입력되는

영상정보는 효율적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혹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상정보의 분석이 핍요한 작업에서는 Time lapse 녹화 기능이 영상

데이타의 효과적인 저장 및 분석에 유용하다.

관측영상정보에 대환 Time lapse 녹화는 높은 방사선 노출작업이나

륙별한 평가때서 시각화된 영상정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Time

lapse 녹확의 영상정보는 과거에 수햄한 작업과의 비교평가， 방사선 노출의

갑량훌 위한 이론적 계획수립 및 작업의 질올 향상시키거나 작업에 대한

쿄육의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NYPA ( New York Power Authority) 에서는 Time lapse 녹화 기눔이

포함된 그립 3-2-10의 폐쇄회로 훨레비천 시스템율 1983년 부터 방사선

작업에서의 작업 모니터링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조이스틱에 의해 땐， 틸트 및 줌이 컨트톨되는 32 대의 카메라륭 장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카메라어l는 쌍방향의 읍성톰신 링크가 있어

방사선환경에서의 작업자나 작업감독자의 방사선 노훌시간올 갑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싫제 이 시스템은 1989년 과 1990년에 Indian point 3

층기발생기 교체작업시 사용되어 작업자의 방사선 펴폭량 저갑옳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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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체인식

로보트에 탑채된 비견 시스댐은 로보트 주위의 장애물툴 탐지하며

로보트의 주행경로톨 제시하거나 로보트 주변의 각종 주요 관측불옳

판촉하여 주변의 환경흩 인식환다. 륙히 월자력 산업용 로보트 서스템에서

비견 시스템은 주햄경로 계획과 더불어 월전시설 내부의 주요기기 및

계기판 동의 상태륨 감지하게 된다. 발전소의 비상 사태시 발전소 내부로

루입되는 로보트 시스템은 무인， 월격조작에 의해 발전소 내부의 상태뿔

갑지， 인식하는 것이 훨수적이다. 이러한 환경인식 및 상태점겁올 위한

로보트 비견의 중요한 기슐중의 하나가 물체인식 또는 패턴인식 이라

불리는 기술이다.

표 3-10-2. 비켠센서톱 이용한 검사 항목

1. 밸브 및 댐퍼와 위치 검사

2. 기룹 및 액체 수위 측정

3. 압력， 론도， 폴로무 확인

4. 충시 및 수분의 유출 감지

5. 배관 완충장치 확인

6. 액체 및 오윌 유출 갑지

7. 펌프 률의 이상 갑지

8. 보안장;tl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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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시설에서는 여러가지 센서에 의한 검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현 센서가 이용훨 수 있는 겁사 항목은 표 3-10-2와 캅다. 위와

감은 비천센서툴 이용할 수 있는 겁사항목 중 로보트 시스템과 합쳐져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겁사 및 조작작업올 쌀펴보면 표 3-10-3과 킬다.

이러한 작업항목들은 무인，원격에 의한 몹체 및 룰체의 상태 인식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표 3-10-4는 DOE에서 수행한 테스트

계기판에서의 관측물과 각 물체듭의 인식에 필요한 륙징 상태정보툴

나타내며， 그림 3-10-4는 월반 적인 인식 흐롭도릅 나타낸다.

표 3-10-3. 로보트륨 이용환 검사 항목

1. 패빌 위치

2. 조명 판독

3. 7-세그먼트 디스훌레이 판독

4. 아날로그 계기 판독

5. 디지탕 계기 판독

6. 밸브 판독 및 조작

7. 계기 및 콘트톨 상태 관촉

8. 루쉬버른 스위치 인식 및 조작

9. 비상 스위치 인식 및 조작

10. 습라이더 인식 및 조작

11. 밸브 인식 및밸브 조작용 톨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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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4. 테스트 계기판의 관측물체 빛 그룹의 상태정보

물혜의 형태 상태

1, 조명 ON I OFF
2. 아날로그 계기 Needle Position
3 디자훨계기 Numeric Code
4 밸브 Position of the Holes
5 슐라이더 롤E훌 Position of the Handle
6 후쉬비른 스위치 ON I OFF
7. 토글 스위치 ON I OFF

기츰물쳐| 데이타

-r-

분 활 l 룰체영상 입력

01 월그 E럴힐

륙월권 〔팩확
---l
륙징추훌

최근사값

선택기

|인 식|

그림 3-10-4. 물체인식 효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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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체추적

로보트 비견시스템에 있어서 카메라로 부터 획득된 시각정보 및

영상처리장치는 로보트가 움직이늠 물체룹 추적하거나 잡기위한 적응제어

알고리듬어l 함께 사용된다.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꺼나 잡는것과 갈은

지능올 로보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센서릅 톰환 환경정보의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센서정보의 피드백은 생산공정， 물체의 조작 및

자동조립과 갑은 많은 응용분야에서 로보트 조작기의 실행능력옳 향상시훨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센서애 기초한 로보트 시스템은 카메라와 정보처리

장치로 구성된 시각정보 피드백 시스템으로 피드백 정보는 조작기의

컨트톨러에 제공된다. 컴퓨터에 의해 영상으로 부터 추출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식， 검사， 정지위치 및 환경내의 정보릅 나타내며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거나 잡올때 또는 모르는 형태의 부품옳 다톨 때 조작기툴

안내하는데 사용된다.

이동하는 물체의 움직임은 optic flow 방법이나 매청방법에 의해

연속적인 영상으로 부터 추훌합 수 있다. Optic flow 방법은 영상면의

그레이 레뱉로 부터 몹체의 순간속도톰 2-D 필드로 나타내는 것으로

카메라에 대흰 물체의 상대속도의 계산에 사용된다. 한편 매칭방법은

움직이는 물체의 륙징철올 연속적인 영상으로 부터 추출하는 방식으로，

륙징정률 사이의 삼관관계를 설정하므로써 움직임몰 표현하는 변수톨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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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정보톨 이용환 물체추적시스템 (visual feedback servo system)

은 보톰 륙징점에 기초학거나 위치정보에 기초하는데， 흡징점에 기초환

시각정보 피드백은 컨트톨 알고리듬에 영상의 륙징점울 사용하는 반면

위치정보에 기초한 시각정보 피드백은 영상물로 부터 결정된 물체의 위치

뚱는 방향변수톨 사용한다.

1989년 미국의 NSFERC (National Sciecne Foundation Engineering

Research Center)에서는 실시간 시각정보 피드백 시스템률 개밭한 바 있다.

그림 3-10-5는 로보트 제어룹 위한 실험장치구성으로， NSFERC의 시스탬운

영상처리에 의해 야기휩 수 있는 시간지연과 갈은 로보트의 동역학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불륙정성를 보상하기 위한 시각정보 피드백 알고리톰율

적용환 적웅제어톨 수햄힌다.

SUN
Workstation ‘ t VAX 111780

• •

ITEX 151 Unimation
Imaging Controller
System (LSI-1123)

•

-土一
Puma 600

Camera Robot

그립 3-10-5. 시각정보 피드백옳 여용한 로보트 제어싫험 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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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견센서릅 이용한 자율주뺑

최근 이동로보트에는 로보트 스스로 경로툴 계획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계획된 경로툴 따라 주행하는 자옳기능흩 구현하려는 노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로보트에는 스스로 장애물율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기능율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옳주행 이동 로보트에 사용되는 장애물 갑지장치로는 주로 초읍파

감지기나 시각장치톨 사용하는데 초읍파 갑지기는 응답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싼 반면 지향성이 좋지 않아 정밀한 거리인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시각장치는 비디오 카메라에 맺힌 영상신효를 처리하므로써 륙정한

점의 위치， 거리， 물체의 형태등물 인식해낼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연구중인 쇼테러1오 시각장~I ， 3차월 러|인지 확인더 등률 이용하면 물체의

3짜원인식훌 롱한 복잡환 환경인식이 가눔하게 된다.

1988년 매릴랜드 대학의 컴퓨터비천 싫험실에서는 상용와 비디오

텔레비천 영상의 분석율 통힌 로보트의 주행경로 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3-10-6의 매립랜드 주행시스템은 레인지열상분석에

기초한 도로주햄 시스탬이다. 이 시스템은 저수춘 데이티 분석 단계와

고수훈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저수준 페여타 분석에서는 레인지 데이타로

부터의 3-D 분힐작업이 이루어지며， 고수훈 단계에서는 저수준에서 얻어진

기초 데이타와 미리 지식확 되어있는 주행경로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룹

이용환 주행경로 계획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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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매뭘랜드 주햄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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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레인지 센싱

레이저 레인지 영상은 2-D 배열센서의 focal plane으로 부터 배경

내 륙정위치 까지의 거리정보톨 표현하는 것으로 3차원 공간 내의 표면군에

대한 이산 샘플링으로 표현된다.

영상 레이저 레인지 센서는 1984년 MIT에서 스테레오 페어 영상으로

부터 신획성 있는 심도정보의 획득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해 T.O Binford 동에 의해 재벌되었으며， 최근에는 I 초 내에 배경영상올

완전히 스캔 활 수 있는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비가

로보트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센서의 스피드， 해상도， 정확도의 개선과

위험하지 않은 레이저 파장의 개밟이 필요하며， 동적환경의 제한하에서

표면， 물체의 륙성 등의 정량적 륙징옵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레인지영상

분할과 갈은 새로운 알고리틈이 개발되어야 한다. 레이저 레인지 확인더

시스템은 그럼 3-10-7과 갈이 스캔광학장치， 레이저 및 레이저 모률러，

갑지기로 구성된다.

미국의 D.O.E.에서는 방사성 물질 및 위험한 폐기물의 지하 저장탱크의

검사작업시 원격조작되거나 자톨으로 조작되는 로보트 시스템옵 탱크

내부에 루입하기 전 단계로 레이저 레인지 확인더 시스템 등의 원격판촉

장비툴 이용하여 작업환경의 육안검사나 원격 영상화작업올 롱한 사전

검사톨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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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년혈 F1 Jn$5?§i: ￥

D/A Converter Detector

야
”

빼
nLnuM

Host Computer 、r

그림 3-10-7. 레이저 레인지 확인더 시스템의 구성

바. 방사선 영상화 ( Radiation Imaging )

가시광과 감이 갑마선옳 붙 수 있케 하는 방사선 영상확는 보통의

버전 카왜|랴가 사용뀔 수 없는 용기내부의 관혹여나 밤사선 물질의 누출 및

방사선 분포 판측에 용이하게 사용훨 수 있다.

감마선 영상확 장비로는 낮은 인텐시티， 높은 에너지의 방샤선에

효과적인 astrophysics 카메라와 낯운 에너지 방사선에 효과적인 Anger

medical imaging 카메라가 재밭되어 었다. 수 R/hr 이상의 높은

intensity에 대해 빠른 스캔 카메라는 심각한 사고환경에서 유용힐 것이며，

낯은 intensi tyOlI 대해서는 anger type의 카메라가 기대되는 높은 에너지

감마선흩 영상획하는데 적철하다.

1991년 원자력 산업에서 직업적인 방사선 노출에 대한 판심이

커지자 작업자의 밤사선 피폭톨 줄이기 위한 노력의 월환으로 Frank M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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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그림 3-10-8과 갈이 CCD 카메라， 뀐휠트 폴래트폼，

레이저포인터， 레이저 레인지 확인더 및 갑지기로 구성된 IRMA 시스템훌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방사선 영상화 카메라는 효율성과，

공간해상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적용분야에 따른 적절한

collimator 의 개벌이 따라야 한다.

’ D안따or
p‘v씨 im와야

Laser Range Finder Sensor Control
& Fiber Optic ~
Interface

Laser Pointer

CCD Camera

Pan & Tilt
Platform

Color YGA
Display

Host Real Time Fiber
Computer Video Display, Optic

Frame Grabber Interface

그림 3-2-15. IRMA 방사선 영상확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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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멸영상시스템 응용

1) 응용 현황

25년 톨안 IR 얼영상 관측기는 전력 발전소에서 관측 및 예비

유지.보수를 위한 도구로 광범위하계 인식되었다. 수 백 가탁의 전력선

관측에 대한 열상 데이타릅 획득하고 다양한 전기 스위치기어 및 분배

장쳐에 대한 표훈멸상올 개발하였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노스이스트

유훨려티 서비스 (Northeast Utilities Service) 회사는 전시간 관촉으로

장비 및 정지 시간에 따른 알년때 수 백만 달러의 경비툴 절감시킨다. 또

다른 예로 캐나다의 온타리오 하이드로 회사는 트랜스포머， 전력 패벌 및

기타 설비률에 대한 수 백 가지의 열삼 신호톨 전달하는 컴퓨터 탑재

이동장치인 서베이 밴(Survey van)율 최근에 개벌하였다. 여러 지역율

순회하면서 이동장치 밴은 온타리오 하이드로 직원이 설비들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 위치톱 찾도록 도움율 훈다. 이러한 예방적

유지.보수는 조그마환 위험 신효가 발생하더라토 자동적으로 벌전소 가훌옳

중단시키는 보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월자력 발전소에서 륙흩| 중요하다.

미국 원자력 벌전소의 약 20 펴센트가 벌전소 검사 및 관혹올 위해 열영상

방법폴 사용한다. 예톱 톨어 과거 5년 동안 양키에토믹전기 (Yankee

Atomic Electric) 회사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4 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관리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 이러한 기슐훌 사용하고

있다. 4 기중 하나 는 로우양키(Rowe Yankee)로 양커 에토믹에 의해

세워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월자력 밭전소이다.

이 회사의 IR 겁사 프로그램은 발전， 분배장치 등올 포합환

발전소의 가동 상태륨 모두 관활하기 위학여 양키 에토믹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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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그몹의 시스템 멘지니어인 론 루이서(Ron Lucier)의 지시로

개발되었다. 오늄낱 고도로 훈련된 작업자는 밟전소 관리 차월에서 입련의

과점에 따라 벌전소톨 점겸한다. 점검팀과 밟전소 관리팀은 합께 어떤

문제의 심각성 및 적절한 해철 방안흩 함께 논의힌다. IR 장비 선택 및

점검원 교육올 제외한 가장 큰 작업은 어떻게 IR에 의한 점겁이 원자력

밭전소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훨 수 있느냐톨 익융|는 밀이다.

첫번째로 강훨 보강봉(steel reinforcing rods or rebars)율

신속하게 콘크리트 벽때 혈치하기 위하여 얼유도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

경우에 볼을 가얼시키기 위하여 벽면의 반대쪽에 유도코잃이 설치되고

IR영상시스템률 이용하여 상태변확톨 관측한다. 또 다른 예는 공기

유출(air in-leakage)에 대해 콘덴서툴 주기적요로 IR 검사하는 일이다.

몇몇 원차력 밭전소에서 터빈올 떠난 종기는 다시 물로 변환된다. 이와

갈운 과정운 콘벤서내에서 대기압의 약 5펴센트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높용

진공상태륨 만들어 낸다. 매우 작은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 많은 량의 부식

확분해 산소 (corrosion-promoting dissolved oxygen)가 콘덴서 내부로

유입되면 이로 인해 조기 장애가 밭생하며 부품 쿄체 및 가동 중지에 따른

비용의 증가훌 초래하게 된다. 양키 에토믹 팀은 유출이 월어난 부분의

온도가 낮다는 것올 알아냈다 (륙히 밸브스템， 훌랜지， 장비연껄부 및 통로

주변에서) • 이러한 사항은 열상 장비률 이용하여 시스템의 외부톨

관측함으로써 감지된다. BWR에서는 월자로내에서 충기가 발생되므로

소량의 방사능을 띠게 된다. 양키 에토믹의 정기검사 기간중에 터빈，

콘덴서， 및 기타 장비듭의 검사에 합당되는 시간은 안전 규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간편한 IR 장비툴 이용하여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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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올 순회하면서 전체적인 점검사항옵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할 수 있다.

VCR율 포항한 배터리 동작 시스템은 한명의 작업자때 의해서 쉴께

다루어진다. 녹확된 비디오물 쉴험실에서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유출이

밭생하는 지점올 펌사환다.

또 다른 웅용은 발전소 전기설비 분야이다. 약 2년 전에 양키

에토믹에 의해 운영되는 발전소에서 비상시 밸브 및 장비톨 동작시키도록

설계된 배터리， 충전기 (chargers) ，및 인버터릅 포함한 백업 전원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열영상 검사로 50도C 이상의 고열지점을 나타낸 몇몇

느순환 연껄부톨 찾아냈다. 다읍으로 계획된 발전소 가동중지 기간 동안

모든 연껄부가 보수되고 새로운 연곁부가 설치되었으며 일부 부품이 교체된

바 있다. 백업 시스템이 장애톨 일으킴으로 해서 벌생되는 계획되지 못한

가동 중지에 따른 막때한 비용올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갈은

형태의 발전소에서 발전소 가동중지로 야기되는 비용 손실은 하루 75만

답러에 이른다.

원자력발전 싼업 분야에서 고장-안전 수행올 위한 세밀한 계획 및

실계는 시민 및 규제 기관에서 요구화는 절대 조건이다. 설치된 안전

보효장치는 위험 벌생시 체계적으로 발전소 가동율 중지시킴 수 있도록

설비툴 제어하게 된다. 가동 중지는 막대한 비용 손실， 전력 손싫， 재카동

인력.시간 루입 및 대중적인 신뢰갑의 손실올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활올 피하기 위하여 예측된 유지.보수톨 위환 다차월적 밟전소 상태

관측시스템이 재벌되었다. 장애의 표시는 보흉 엎상태의 변화로 나타난다.

전기적인 연겉이나 접속의 불량어 밟생되면 저항의 흥카로 가멸 효과가

밭생한다. 버|어링의 오임이 건조되면 얼이 발생한다. 냉각기의 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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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고장나면 냉각기 표면에 낮은 온도분포가 나타난다. 전송라인，

스위치기어 및 발전설비의 멸영상올 실시간 버접측으로 댐핑함으로써

밭전소 상태톨 감시할 수 있케 되었다· 1980년대초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아메리칸 리스크 관리 (Americal Risk Management: ARM)회사 - 산업공장

및 발전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규정톨 제공하는 위험관리 엔지니어링 회사 

는 많은 산업시설과 원자력발전소 몇 화력발전소가 열영상 상태감시

시스템흩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었다.

그 밖에도 효릿한 혹성의 빛률 관촉하는 IR 천문학자인 로체스터

대학의 천문학 교수 윌리엄 포리스트는 IR 감지기툴 사용하여 태양계

외부의 혹성올 연구하고 있다. 포리스트팀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NASA IR

망원경 장치에 장착된 륙히 감도가 좋은 IR 센서 어레이를 사용한 바 있다.

열영상의‘ 광범위한 응용분야룹 살펴보면 다읍과 갈다.

2) 용용 분야

〈원자력 및 전력 시설〉

- 핵융합 시험장치 ]1-60 온도 분포 측정(JAER I)

- 핵연료 연구(JAERI)

- 전력관 보수(JAERI)

- 플라즈마 연구(KAERI)

- 원자로 연구(경도대학)

- 배수관 검사(톨북전력， 북해도전력)

- 송전선 온도 측정(중도 전력)

- 전력설비의 진단 및 보수(동경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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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기관 검사

- 터빈 본체 검사

- 보월러 감시

- 터빈 배관 검사

- 배기 처리장치 감시

- 철연부 겁사

- 고압 송전선 검사

- 변압기 검사

- 애자 겁사

- 케이볼 검사

- 제어반 컴퓨터회로장치 겁사

- 태양얼 밭전 연구

- 각종 기기의 열손싫， 전기누전， 과부하 등 진단

〈전기 및 전자〉

- 납촉전지 및 태양열 촉전지의 열분포 이상 검사

- IC , LSI , 트랜지스터 및 다이오드의 멸분포 측정

- 전자회로의 급력한 멸상변화관측 및 온도 혹정

- PCB 이상얼 벌생

- 열전사하|드의 멸확산 측정

- 냉장고， 에어콘i 및 냉방기의 열적 설계

- 다리미， 전기al터， 고온 에어히터， 패념허터， 전기카페트，

전기담요 툴의 온도 분포 혹정 및 이상열 발생겁사

- 광섭유재휠 및 반도체 크리스탤 채질의 제조공정중 온도분포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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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포머， 스위치 등의 멸상 연구

- 전자획로의 온도 신뢰성 시험

- 전자오븐에 의해 가멸되는 물질의 열분포 측정

- 모터 분석

< 안보 및 감시〉

- 정활 비뺑

- 경훨 경비 및 방범시스템

- 해안 경비

〈인간， 동물 및 식물〉

- 저주파 치료장처， 열상장치 동의 치료효과 분석

- 악물 훌과 연구

- 육체적 훈련 연구

- 암에 대환 고멸치료 연구

- 인간의 고롬정도 연구

- 동물의 체온 측정

- 식물의 성장 연구

〈자동차〉

- 타이어 및 브레이크로 부터의 벌생열 연구

- 엔진 및 소음기의 설계

- 다양한 배관의 온도분포 혹정

- 전자회로에 대한 앓적 신뢰성 시험

〈기계 및 금속〉

- 급속 용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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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세라믹 및 플라스틱의 열전도연구

- 열교환기 연구

- 기계장치의 이상열 벌생 검사

-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마찰얼 연구

- 추률 생산기슐 연구 및 모옳드 설계

• 알루미늄 추뚫， 레진 모용드 다이 설계 및 온도 측정

- 우주 비행체 셀계 자동확 및 엽분석

〈건축〉

- 단열 효과 연구

- 벽의 크랙 및 절연 검사

〈섭유〉

- 섬유 온도 혹정

- 섬유 체조 공정 연구

- 옷갑의 열차단 및 방사에 관한 연구

〈확학〉

- 플라스틱 모물드 상품의 온도 측정

- 플라스틱 필륨의 온도 측정

- 석유 탱크 갑시

〈기타〉

- 우주 연구

- 확산관측

- 러l이저 분석

- 소각로 밭열상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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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징결론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저장시설과 같은 방사선환경에서 종사하늠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흩 줄이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전개되고 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원전시설 유지.보수 및 점검.감시용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영상처리기술 및 로보트비천기술은 사람을

대신하여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며， 신로{성 있게 방사선 환경에서의 각종

정비， 검사， 보수작업옳 수행활 수 있는 기능율 제공한다. 이러한 첨단

기술옳 이용한 자동검사시스템률 이용하면 원전시설내에 사람이 루입되지

않고도 제반 상태툴 감시 및 확인활 수 있으며 비상시 이톨로보트에 장착하

여 체반 계기틀의 계축， 밸브의 상태 등율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동검사 기술에 기반한 머쉰비천시스템율 이용하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이나， 비상시 주위환경옵 인식하고 뱉브나 슬라이드 콘트톨단자

등율 무인으로 조작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 영상처리기술은 원전시설내

파이프나 원자로 둥의 열누수 등옳 자동 감시하늠데 중요환 역할올 담당활

수 있다. 이러한 자동감시 및 점검기술옳 응용한 시스템은 무인 운용이

가능함으로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율 경감시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동화

기술은 원전시설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생각율 원자력산업 종사자나

일반인 사이에 확산시킬 수 있어 원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율 줄이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발옳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활 것이다.

- 113-





함고문헌

[IJ Herbert Kaplan , "Nuclear-Power Plant Tap IR Imagers ,"

Photonics Spectra, Feb. 1989

[2J Herbert Kaplan, "IR Monitoring Makes Nuclear Plants Safer,"

Photonics Spectra, Dec. 1990

[3] "IR Technology," Photonics Spectra, Jan. 1987

[4J "Mitsubishi thermal imager IR-M500 ," Mitsubishi Electric

[5] "Probeye Infrared Viewers ," Hughes

[6] R.C. Conzales and P.Wintz , " Digital Image Processing,’‘ pp.320-

354, (1 987).

[7] D.H. Ballard , C.M.Brown , "Computer Vision," pp.75-88 , (1982).

[8] 오영환， ”패턴인식론，” 정익사， pp.13-27 , (1991).

[9J Jim Darchunk, "Beam profile speed laser-tuning process," Laser

Focus World , May 1991. PP.205-212.

[10J Woody Woodward, "A new standard for beam quality analysis,"

Photonics Spectra, May 1990. pp.139-144.

[l1 J "BEAMCODE 6.1 Manual ," Big Sky Software Coporation, 1990.

[12J "Exitech Profile 256C Laser Beam Monotoring System Instruction

Manual II Exitech Limited , 1989.

[13] 이용범， 김웅기， 이종민， ” 레이저 빔 분석 시스템 개발 ”, 제 9 획

광학 및 양자전자학 워크앞 논몸집， 1992.8.

51
4

1
4



[14J 이종민 등， ”원자력시혈에서의 영상처리 응용기슐 캐밭，” 한국월자력

연구소， KAERI/RR-1168/92 , 1992.

[ISJ 이종민 등， ”핸자력시설에서의 영상처리 응용기슐 재발， ” 한국훨자력

연구소， KAERI/RR-I061/91 , 1991.

[16] 이종민 등， ”월자력시설에서의 영상처리 응용기술 개발，” 한국원자력

연구소， KAERI/RR-953/90 , 1990.

[17J A.A. Dumbreak, C.I.H. Watson, "Telerobotics and Television

Developments Harwell ", the 4th Conference on Remote Technology

for the Nuclear Industry, 1991.

[18] A.A. Dumbreak, C.W. Smith , " 3-D TV Display Developments at

Harwell Laboratory" , ITEC ’91 : ITE Annual Convention 1991.

[19] A. Rosnfeld and A.C.Kak , n Digital Picture Processing" , Vol.1 ,

Vol. 2, Academic Press, 1982.

(20] 김용기， 이용범. 진성밀， 이종민， ”영상처리기슐를 01용한 핵연료볼

문자 자동인식 시스템 ”, 대한전자공학회 ’ 92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

집， 1992.

- 116-



원자력시설에서의 영상처리기술 응용현황

1993年 4 月 29 日 印빼

1993年 5 月 1 日 發行

發行人 林 昌 生

發行處 韓 國 原 子 力 冊 究 所

大田直轉市 橋城區 德、律洞 150

印Ail l]所 홉 麗 文 ft 社

믿는마음 지킨약속 다져가는 신뢰사회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탈 영상처리기술의 개요
	제1절 디지탈 영상처리
	제2절 디지탈 영상의 모델링
	제3절 영상처리 하드웨어 구성
	1. 영상신호
	2. 영상처리보드

	제4절 영상처리 알고리듬
	1. Point Process
	2. Area process
	3. Geometric process
	4. Frame process


	제3장 원자력시설에서의 영상처리기술 응용현황
	제1절 광섬유 및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한 핵연료원격검사시스템
	1. 자동 핵연료 춰급장치
	2. 광학장치
	3. 비디오 영상처리장치

	제2절 핵연료소자의 연소호율 측정
	제3절 Image fiber를 이용한 원격관측 및 영상처리 시스템
	1. 영상전송부
	2. 영상처리부
	3. 라이노 로보트를 이용한 파이프내부 자동관측시스템

	제4절 로보트 비젼
	1. 비젼 센서
	2. 경계선 및 형상검출
	3. 이차원 영상의 인식
	4. 로보트비젼 시스템의 예

	제5절 영상처리기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봉 X-선 투과필름상 분석
	1. X-선 래디오그래피의 이론적 배경
	2. 영상처리
	3. 투과상분석 영상처리시스템

	제6절 영상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1. 영상 데이타베이스 시스텔 구성
	2. 영상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응용

	제7절 수중 검사 장치
	1. 수중검사장치 구성
	2. 영상처리기술 응용

	제8절 레이저 빔 진단 시스템
	1. 레이저빔 진단시스템
	2. 레이저빔 진단 시스템의 구성

	제9절 원격조작용 입체영상시스템
	1.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3. 입체영상의 원리
	4. 시스템의 구성

	제10절 감시.점검용 영상처리기술
	1. 개요
	2. 기술개발 현황


	제4장 결론
	참고문헌

	q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