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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쩨북: 원천 지능형 져l어 및 자동화 기술 연구

(원자로 압력용기 검사 자용화 시스행)

I I. 연구의 북객 및 충요생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용캠푸뀌 철함 검사는 초융파 랍상장바와 로보트 매

니휴혜이터로 수뺑하고 있다. 기혼의 겹사 시스랩은 고 가격， 낙후윈 기슐. 대

큐모 장버 풍의 문껴I챔을 갖고 있으며， 이외애도 초착의 불훤애 의한 인척오류.

외국쩨홈의 도입으로 안한 유지보수 풍의 문째가 자주 발생한다. 본 과째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첼단 혐퓨터 71슐율 활용하여 이러한 문쩨첩툴훌 해

결하혀 하며， 이를 뀌하여 일차쩍으로 판련 요소기슐언 디지탈 혐퓨터 쩨어. 지

농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시간 대이타 쳐러. 지농명 겹항판톡 풍의 기슐율 확

보하는 한연 고생능의 집약객인 시스뱀용 구현하는떼 궁국쩍인 목표를 두고 있

다.

Ill.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수충이동로보트 및 구동기 셜계

껄계 폭표는 대폭척으로 소형 청량화된 수종이동로보트가 원자로 백변에 부

작된 채 용컵경로률 따라 이동하며 초융파 합상훌 하도혹 함에 었다. 이툴 위하

여 로보트의 무총혁화 및 방수쳐러， 벽면#착역에 필요한 내부 장치의 쩔계 및

제작이 이루어진다. 또한 철대위치 산훌융 위한 연구， 로보트의 수칙 뀌치 및

자세의 산훌율 위한 연구， 곡면 주맹 윌험 및 연구. 방수 쳐리 빛 벽면 부착력에

대한 연구. 방사션 영향에 의한 자력분포 영향에 관한 연구 동이 영앵된다.

나. 혜이져 위치 제어 시스웹 셜껴l

위치째어는 로보트의 정확한 주뺑파 검사후위의 쟁확생이라는 운쩨와 칙결된

다. 본 로보트의 뀌치제어 방식윤 주로 외꽉에 껄치된 륙청 표식이나 신호 풍

융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외환에 썰치원 레이져와 Posi tion Sensi tive

Detector를 사용한다. 로보트의 쟁확한 위치제어률 위해셔는 PSD 이외에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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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더. 경사센서， 수압센셔 풍 각총 센셔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다. 원척 컴퓨터 통합 쩨어 시스탬 셜계

총래의 여러 시스댐으로 붐리펀 쩨어시스댐운 여러가지 불연올 초래하였다.

본 과째에셔는 이를 하나로 룡합하여 통합된 원격쩨어시스맴융 개벌한다. 이는

겁사 자동화시스햄의 구현으로 이률 뀌하여 지농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시간

혜이타 쳐리， 초용파 신호 쳐리， 지농형 결함신호 판폭 동에 관한 연구률 수행

한다.

IV. 연구 철과 및 활용

본 연구 컬과가 실용화 되면 첨단 자풍화 시스행 개벨로 안한 신뢰도 빛 생농

의 항상 이외에도 청량 소형으로 인한 검사 기간의 단축. 인척오류 방지， 검사이

력 자동관리 동의 효파가 있율 것으로 판단윈다. 정쳐l척으로도 대당 약 100억원

의 수입대체 효과륭 기대힐 수 있으며. 자동화 시스댐 개발에 판한 요소 기슐옳

확보함으로써 혹객훤 기슐윤 이와 유사한 원천의 여러 시스랩에 총합척으로 척용

휠 수 있올 것으로 견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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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Intelligent Control and Automation Technology for Nuclear Applications

(An Inspection Autol뻐tion System for the Reactor Vessel)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까1e welded area of the reactor vessel is currently subjected to

ul trasonic examination by t뼈 robot 뼈nipulator system. But due to the

hi앙lly expensive price, outdated te야10 Iogy and Iarge amαmt of instnJll훌nts

involved, the system is not effective in view of current technology.

Furthermore. the p∞r interface of computer progr강ms 빼kes frequ맨t hω뻐n

errors and turnkey-based purchase of foreign pr뼈Jcts 않.uses maintenance

π‘oblems as well. Using recently establ ished computer techoleφri we

intend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for this purpose we intend to

develop a high-performance com뼈ct system incorporatir필 u띠ated

technologies , such as digi tal computer te다，ology ， intelligent user

interface, real time data processir멍 algori t h.m, intell igent classi fication

scheme for defect identification , etc.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 Design of the underwater mobile robot and 뾰chanical dri vers

We have designed a signi fic뻐tly small size and Ii앙ltwei양lt robot so

that being attached to the vessel wall , it moves along the welded lines and

works with ultrasonic ins야ction instrument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e design 하삐 development of a zero-wei빼ting system, of a water

protection system, and of a magnetic 에leel system are accomplis뼈d.

Besides, the research for the absolute pesi tion identi fication, for the

vertical posi tion 뻐d aUi tude calculation, for the water protection 뻐d

attachement force , for the influence of radioactivi ty such as 빼goe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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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formation. for the curvature driving. shall acc뼈뼈ny this

project.

b. Design of a LA뚱:R position control system

π18 precision in drivir멸 a mobile r야I야 하닝 the precision in ins톰K:tion

m엄뻐 settl ing are mainly done by the posi tion control system. Using outside

milestones such as special indicators or signals. the robot identifies its

position. Typically it w앓5 pasi tion SEll'렐i ti ve detectors (PSD ’ s) as well as

other sensors like encc퍼er. incl inc갱톨ter. and depth sensor. We t필ve

designed si훌181 process ir홈 ciπui ts to be implm뼈ted s∞In. We will

∞nt Inue to research uαm 야뻐 appl ication of variot빼 S때sors for

R훌i tionir‘g the robot ∞rr명ctly.

c. Design of an int월vated reIIO te 야~ter control system

The existing c。따lUter system 뼈S 빼ny intrinsic problems 바Ie to the

separated characteristic in control operation. }눌.vir멍 designed an

integrated remote c빼puter ∞.ntTOI syste1ll. 톰e wi 11 continue to study

several topics on intell igent user interface, ul tasonic signal processing.

intell igent defect Tee야ptition. and realti빼e data processing. for the

develoJlllent and imple뼈ntation of 하1 ins뼈ction 뻐tOI뼈tion system.

IV. Results and the Proposal for Applications

If resul ts from this project were succesfully implemented. we expect 뼈ny

effects I ike enhance흩mt of rei iabl iii ty 하ld perfor빼nee by developing

autom뻐tion system using hi방1 technology. Besides those effects. we als。

없야ct the shorter inspection ti톨e due to 51뼈II size 밍념 Ii명ltwei앙1t. the

m‘evention of hw뼈n erras. an autO!뼈tic control of inspection history. etc.

In the economic point of view. we also e짜훌ct more th밍1 10 lII i II ion dollars

in import substi tution. The establ ished essential technologies for

intell igent control ar삐 8UtOll뻐tion system are ex홈cted to be synthetically

빼꺼pI ied to the auto뼈tion of the plant 0야rations as well as to other

simi lar subsyst맹s in the 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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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원자력 발천소의 주요계통 충에서 원자로 압력용기 (Reactor Pressure Vessel)

는 기능면이나 안천생의 관캠에서 매우 중요한 기기충의 하나이다. 이 원자로 압

력용기는 쩨작 과청에셔 따로따로 쩨작된 여러 개의 주초물융 용첩하여 천쳐1률

완생하게 된다 따라셔 이 용캡 환위는 주거척으로 어떤 결함이 발생했논지를 검

사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면 발견소의 안천율 위하여 그에 상웅하는 초치가

취해격야 한다.

아와갈은 검사는 인간의 캡근이 쩨한 받는 고방사션 오염지역내에서 수행되고

수중에셔 작업되어야 하므로 업지 않은 일 충의 하나이다. 이 착업율 수행하기

위하여 거대한 로봇 매니퓨례이터가사용되고 있으며 이 매니퓨레이터 손홈에 초

읍파 탐혹자률 장착하여 용첩 부위률 이동 시키면서 휘푹한 초읍파 탑상신호로

부터 용첩부워의 결합 유무를 판쩡하고 있다. 야러한 작업올 수행하기 위한 원격

자동 초읍파 탑상 장비 (Mechanized V.T.)는 미국 톡일 프랑스 옐본 동 원자력션

전국의 산업체에셔 오래천부터 깨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Westin방lOuse，

SWRI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빛 Rockwell Iaternational Coorperation,

묵일의 KWU (Kraftwerk Vnion)와 TRC, 프랑스의 Intercontrol 사， 일본

Mitsubishi Heavy Iudustry 둥에서 상용제품율 보유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에서

는 1984년 SwRI로 부터 PaR System (Programming and Remote Inspection System

Corporation)과 관련 탑상장비를 도입하여 국내 9개호기의 원자로 검사룰 수행해

오고 있다.그런데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원격자동초음파 탐상장비는 대체

로 80년대에 개발된것으로셔 몇가지 면에서 개션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첫째.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첩이다. 현재 신규 도입하려면 약 100억원 정도

의 가격율 지불해야 한다. 이는 이 장비의 수요가 많지 않고 시장도 크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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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개발비의 상당 부분이 장비 가격에 포함되고 있올뿐 아니라， 당시의 저급

기술과 져생농 컴퓨터와 제어기술을 사용함으로서 하드훼어 부분에 원가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에 이률 대치할 만한 국산 쩨품이

없는 것도 국제 가격율 낮추기 어려운 이유 충의 하나가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쩨품은 장비의 큐모가 크고 따라서 중량이 크다(1. 7"'12ton)이로

인하여 원자로 건물 안으로 이 장비륨 반입하려면 매니퓨레이터를 분해한 상태로

운반하여 원자로 건물 내에서 다시 초립하여 셜치하여야 한다. 따라셔 장바의 조

립 및 썰치시간야 많이 소요되고 (24‘72시간)이는 곰 발천소 운영륙면에서 경제

척 손실율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해체서칸도 많이 소요되고 장비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제혐작업도 번거롭다.

세째， 기존의 제품률은 여러개의 subsystem으로 구생되어 있고 Analog 방식율

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조작이 불변하고 인척 오류 및 기계척 오류가 자

추 발생한다. 또한 고장시 진단어 어려우며 이 시스탬율 운견하는데 여랴사람이

필요하다.

떼째， 천량 외국의 제품율 도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시 수리하는데 애로

가 있으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쩨점올 개션하고 기술집약척이고 부가가치가 놓은

장비률 개딸하기 위한 기초척인 연구룰 수행하였다. 축 최신의 첨단컴퓨터 기술

융 비롯아여 기술척 난이도가 있는 벽면 부착이동식 수충 로보트 형태를 모멜로

정하였다.

일차척으로 위에서 언급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율 해결하고 최신의 첨단기술

율 사용하여 장비의 생놓을 높일 수 있도록 로보트의 형태. 제어 시스템 빛 초음

파 신호쳐리 시스템을 셀계하였다. 본 시스템은 다읍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썰계하였다.우션척으로모든 시스템은 운반，셜치，해체 및 쩨염이 용이하고 작업

시칸의 최소화를 위하여 크기가 착고 무께가 가벼워야 한다.또한 계통율 단순화

2



시키고 4중앙집충식 원격 조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전을 쉽게하고 인척 오류률

극소화시키도룩 한다. 그러고 현재 가능한 첩단기술올 집약하여 청벌도와 신뢰도

률 극대화하여 헤품의 가격 및 유지보수비용율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이와갈은 중점 사항율 고려하여 셜계를 수행하였다. 최종척으로 수충탐상로보

트의 형태는 자력을 이용한 벽면 부착 이동식으로 결정되었고， 이 로보트의 위치

제어는 바퀴에 부착된 인코더. 수압센서， 경사측정계 및 레이져 수팡센서의 신호

툴율 조합하여 수행되도록 정하였다. 원격조착 시스댐은 산업용 PC률 주제어시스

탬으로하여 초읍파 Pulser/Receiver률 장착하고. 수중로보트의 위치제어 및 표

시， 초읍파 신호 처랴 및 표시， 검사이력 관리률 통합수행할 수 있도록 셜계 하

였다. 이와같은 기능은 디지탈 컴퓨터 제어기법과 멀티미디어 기법율 사용하여

수중카메라의 영상과 그래픽 및 읍생이 동시 출력되어 운전원이 종합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l차년도에 셜계된 내용을 후깅학년도에 연구용 프로토타입율 개발.제

착하여 수중 탐상 실험울 수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 결과가 실용화되면 그 효과

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산화로 인하여 대당 약 1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가 발생할 것이며， 부가가치가 눔은 기술 집약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작 원가도

절반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량 소형으로 설치 및 해체시

간율 단축하고 인척오류를 방지하며 검사이력을 차동관리하는 둥 시스템의 생능

및 산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소에서 실용화 깨발

율 주관하고 이 시스템을 검사에 사용하게 된다면 자체척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개션이 가능하고 장버의 유지보수가 수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획륙휠 기술은 이와 유사한 일반적인 검사 시스템 개발에 직접 활용

휠 수 있올 것으로 생각된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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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격 탐상기 기술 현횡

제 1 철 고정 매니퓨레이터 방식

현재까지 개발되어 원자력 붐야에 사용되고 있는것은 대부분 고정식이며 표

2-1-1에 나타내었다. 이 장비률은 몹쩨가 매우크고 무거워셔 운반이 핍지않융

뿔만 아니라 초립셜치에 많은 시깐이 결린다.

표 2-1-1 고정석 원격 자동 초음파 탐상장버의 륙생

제작사 운송및조럽 ~8 질 충량 검사방법

Rockwell 천자죠청자치는 Trai- 대부붐 AI. 1. 7 Immersion 과
ler로 신축운반 강도요'Ill는 ton Contact 공용
여타부조럽: 24시칸 부분: S.S

SwRI Trailer 장치 미비 대부분 AI. 1. 5 Contact
조립시간 24시간 강도요하는 ton

부분: S.S

Westin방louse Trailer에 Control 및 대부분 S.S 5 Immersion
Data Acquisition 장치 Al 부품이 ton

조랍시간 60시간 약캄꺾입

Intercontrole Trai ler에 Control 및 대부분 S.S 12 Focused
Data Acquisition 장치 Plastic ton Immel‘ slon

조립시간 72시간 부품꺾엄

KWU Trailer어I Control 및 대부분 S.s 10 Contact
Data Acquisition 장치 Al 부품이 ton

조립 24시간이상 약간꺾임

TRC Trai ler 창치 미비 대부분 s.S 2.7 Contact
조립시깐 48시간 t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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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수충 이동 로보트 방식

고청 매니퓨혜이터 방식운 매우 크고 무거우서 다루기가 쉽지않다. 이 푼제률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Mi tS\ψishi 사는 원자로의 검사률 위해 그림 2-2-1과 갈

은 수충 이동 로보트률 이용한 검사장비 (A-m‘)를 개발하였다. [1] A-lIT는 7 축의

매니퓨례어터률 탑재한 로보트와 Positoning 시스템과 제어시스댐으로 구생되어

있다. 로보트는 수중 이동형으로 수칙. 수명방향의 프로펠러률 이용해 이동하며

필요한 검사부위에서 홉착식으로 원자로 벽면에 고정된다. 또한 4 깨의 바퀴가

있어셔 모든 바퀴가 구동과 스터어링율 할 수 있다. 공기충에셔의 무게는 300

kg으로 고정식에 비해 매우 가볍고 수충에서는 부력때문에 O 생이 된다.

Posi tioning Unit은 수충에서의 로보트의 용직임율 추척하고 원자로내에 고정된

로보트의 위치률 알아내는 장비로써 원자로의 alignment pin어1 업게 올려놓율 수

있다. 수충을 용직이논 로보트의 위치를 CCD 카메라의 영상처리와 명n-til t의 각

도로부터 실시간으로 추척한다. 원자로에 고정된 로보토의 정확한 위치는 아르

곤 례이져와 뼈n-tilt각도의 혹청으로 구한다. 기타 상세한 쩨원율 표 2-2-1 에

나타내었다. 이 시스탬은 1991 년 깨발되어 그해 단 한번 사용된후 어맨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 었다.

제 3 철 일반척인 수종 탐상기술

1. Benthos사

Benthos사에서는 E‘ ROV, Micr아ER ， MiniROVER MKlI 동의 원격 수중탐상을 위

한 장비(ROV:Remotely야erated Vehicle)툴율 개발하였다. [2]

E-ROV (Energy-ROV) 는 원자력 발전소의 륙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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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A-UT 로보트의 륙생

크기 1000(L) x 800(W) x 800(H) mm

충량 300 벌{공기충)
수충로보E O 생(수충)

이동영학도 300 빼/sec

스캐닝 축도 100 血/sec

크기 600(L) x 600(W) x 1, 200(H) 빼
Laser
Posi tionir펌 충량 200 생
Unit

혜이쩌 팡원 Argon

위치정벌도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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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발되었다. 일반객인 ROV와 달러 부품들의 방사션에 대한 안천생율 고려하

고 제업이 용이하도륙 셜계되었다. 수충카메라률 장착하고 있어셔 육안검사률

할 수 있고 원자혁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젠셔률율 부착할 수 있다. E-ROV는

vehicle과 console로 구생된다. 완천 톡립모드나 S뻐RPS라는 navigation과

Dynamic Posi tioning융 사용한 supervisory 쩨어로 모드변환이 자유롭고 부드럽

게 이루어진다. 시스템의 껄쩨가 모률화 되어있어 star념 alone 이나 S뻐RPS 시

스템과 인터헤이스률 통한 컴퓨터 제어의 두가지 모드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Vehicle - 스태인혜스 스틸로 되어있고 모든 구생야 모률화 되어있어 륙별한

도구없이 분해， 조립이 되므로 엽고 빠른 교체가 가능하다. 샘유로 만든 스테인

례스 스털의 부력탱크를 가지고 있고 이 것은 천자회로률의 housing역할도 한다.

또한 방사션이 캉한 환겸에서 작동융 위해 수중의 천자회로를 최소화하여 소표트

왜어의 비충이 하드웨어의 비중에 비해 크다.

Payload - 기본척인 구생으로 수명해상도 460의 작고 감도(5 lux)가 좋운 칼

라 버디오 카메라가 부착된다. 이 것은 상용의 CCD카메라 이며 손상율 입율 청

도의 방사션에 노출되고 난 뛰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되어있다. 자동노출기농이

있고 수상에서 춧캠율 원격으로 조청할 수 있다. 180'。의 ti lting 떼카니줌으로

vehicle의 상하 모두률 볼 수 있다. 근캡 조사률 위한 zoom 랜즈도 셜치되어있

다. 시스탬의 센서는 방사션 센서와 올도센서률 부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 개

의 센서률 더 탈 수 있는 data 1ink가 있다.

ROV Dyna. ic Positioning - E-RQV는 precision acoustic navigation올 사용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ROV의 위치를 구한다. 따라서 ROV의 dynamic m여el을 가

능하게 하고 결과척으로 vehicle율 자동으로 쩨어힐 수 있게 해준다. 이 것은 시

계가 불량하고 강한 천류가 효르는 환경에서 pi lot의 부답율 줄여준다. 그림

2-3-1에 DP (Dynamic Positioning) system의 블럭 다이어그램율 나타내었다.

Control AIgorit~ - 사용자가 vehicle의 질량， 크기둥의 운동율 위한 초기

-9-



조건율 명시해주는데 이듭 변수률은 control bandwidth와 Vehicle performance어l

영향율 준다. 두개의 송신기로부터 오는 데이타는 on-board headi명 rate

sensor와 dead-reckoning calculation과 철합되어 부드렵고 신뢰도 높은 로보트

의 위치와 방위률 구할 수 있게 한다. 방훼률 구하는데 있어 나침반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자력장의 영향율 받지 않는다. 정벌한 수압 젠서 (depth sensor)나 읍

향혹섬기(fathometer)가 수섬율 측정하는데 도용율 출 수있고 auto-depth나

auto-altitude 모드로 ROV률 헤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Hardware - DP 시스템은 AT-bus 호환의 80386 환경에셔 작동원다. s뻐RPS

Control Board는 호스트 첩퓨터에 장착된다. 호스트 컴퓨터는 조이스틱율 얽어서

vehicle control console로 RS-232 직혈통신융 롱하여 보낸다. 고쳐11 rate

sensor는 heading rate률 매우 자추 구해준다. SHARPS 명령과 heading rate와

pressure depth data는 ROV 사슐(tether) 율 롱하여 천송된다.

Software - Dynamic Posioning 소프트웨어는 80386 PC에셔 C로 효여졌다.

뻐뼈PS navigation 시스댐은 잡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고 별도의 컴퓨터에서

직렬통신을 하면서 실행될 수도 있다. 고해상도의 칼라 그래픽이 원하는 쿼l척，

혹정된 vehicle의 퀘척， vehicle의 heading, S뻐RPS 송신기의 뀌치， 배경 구조물

과 waypoint률율 보여준다. 키률 조작하여 X一Y 명연과 x-z 명연모두 vehicle율

중심으로한 zoom in 과 zoom out이 가능하다. 배경 파일은 작업영역에서 물체의

모양과 위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CAD로 부터 얽어진다.

E-ROV외에도 Benthos사 에서는 MicroVER. MiniROVER MK II동을 생산하는데 이

의 륙생율 표 2-3-1 에 나타내었다.

2. GE Nuclear Energy

원자력 분야의 ROV률 만들기 위해서는 칙캡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몇 가지 형의 ROV률 사용하여 표 2-3-2， 3， 4와 같은 실제 원자력 업무룰 수행하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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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Benthos社의 ROV 쩨원

‘-‘~‘~ E-ROV Micr바ER MiniROVER MK II
작업 수심 46 meters 30 meters 304 meters

킬이 50 cm 63.5 cm 86 cm
크기 밟아 46 cm 14 cm (직경) 50 cm

높이 39 cm 42 cm
충 량 23.6 kg 6.4 kg 34kg

Benthos model 4206 Hitach 뻐S color Low Ii방\t Hi방\ res-
카 메 라 color ceo in stain- camera 。lusion color vid-

less steel housir펄 eo camera
해상도 460 lines(H) 576(H) x 485(V) 460 lines(H)

4.2 mm wide 없19le
8.5 mm / f1. 6 3.5 mm / n.8

멘 ox 6 to 12 mm zoom(opt-
auto iris auto IrIS

ior뻐1)

Pan/Ti l t
±9(f for 혀mera and

土45° from center 土55° from c양lter‘one Ii방\t

조 명 150 watt four 12watt Halogen two 150watt Halogen
Lor홈itudinal: two Horizontal: two thr- Horizontal: two thru-
thruster at 15° 없19le uster ster
offaxis Vertical: one thrus- Lateral: one thruster

추진 장비
Lateral: one thruster ter center of vic- Vertical: one thrusr-
near bottom center hic1e er centrally located

Vertical: one thrust-
er center of vehi-
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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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Phantom 300 ROV Experience

Date Application
9/86 Suppression pool visual inspection.
12/87 Steam dryer internal and external visual ins뿜ction.

In-Vessel Visual Inspection. Steam dryer, Shroud Head Bolts,
8/88 RPV attatchment weld, Core Spray Piping, Feedwater Piping and

Tours Inspection.
7/89 IWI.
8/89 Steam Dryer internal and external visual inspection

IWI Shroud Head Stud modi fication work and Steam dryer
8/89

internal and external inspection
8/90 Core Verification, IVVI and general refueling s빠port activi ti es
8/91 IWI

8/91
Core Verification, IVVI , vessel disassembly/ass때bly and general
refueling sUpPOrt activities.

9/91 IWI 하ld general refueling support activities.
1192 Shroud Head Bolt modification 뻐d Core Verification.

3/92
10 Year IWI , Underwater Tracking System and cable recovery from
vessel.

5/92 Shroud Head Bolt modification 뻐d Core Verification.

표 2-3-3 Firefly ROV Experirence

Date Application

1190
Under Core Plate Visual Inspection and lost p없‘ts search.
Coating inspection of Suppression Pool

3/90 Internal Steam Dryer and Torus Visual Inspection.
8/91 Under Core Plate Visual Inspection.
9/91 Under Core Plate Visual Inspection.
11/91 Under Core Plate Vosual Inspection.

In-Vessel Visual Inspection, 바lder Core Plate Visual Inspection,
1192 Steam Dryer Visual Inspection and Suppression P∞1 Visual

Inspection.
4/92 IWI and Under Core Plat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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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업무의 종류는 매우 단순한 것에셔부터 아주 어혀운 것까지 있었다.

표 2-3-4 Automated ROV experience

Date Appl ication
Underwater Tracking System veri fication of 10 year IWI.

3/92 Examinations (Vessel Brackets , Feedwater Spragers, Core Spray
Spargers and Piping) performed from below refuel floor.

초기에 사용하던 장비는 비원자력 분야의 것으로 원자력 분야 척용에는 몇가지

어력운 첨어 있었다. 기본객인 제약은 ROV의 크기였는데 1990년 I훨 륙쩡한 몹

척율위한 GE 최초의 ROV인 Firefly ROV룰 쩨착하여 일부 해결하였으며 그 북척은

core률 해체하지 않고 core plate 아래 부뀌률 검사하는 것이었다. 2 개의 fuel

cell율 분리하여 core plate 아래 부위의 40 % 률 검사할 수 있었다. 또다른 어

려울운 원격초종의 문제였다. 종래에는 조종사가 물속의 ROV률 보기위해서

Refuel ing Platform이나 pool의 가장자리에 있어야 했다. 따라셔 방사션에 노출

훨 수 밖에 없었다. 1992년 3월 GE는 검사장소보다 l충 아래의 깨끗한 환경에서

IVVI (In-Vessel Visual Inspection)융 수행했다. 작업의 50 % 이상이 오염지억

에서 떨어진 깨끗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ROV의 navigation은 lJfS (Underwater

Tracking System)를 사용하여 실행되었다. GE는 core verification을 위해셔도

ROV를 사용하였다. 이 것은 숙련공이 1시간 15분 밖에 걸리지 않지만 ROV률 사용

하여 사람이 할 경우 불가능한 COD (Control Rod Dr ives) 의 마찰검사(friction

testing) 와의 병행검사를 동시에 수행하여 결국 시간의 단축융 가져왔다.

GE는 현재 3 가지의 ROV룰 사용하고 있는데 Phantom300, Firefly, AlVIS

(Automated Invessel Visual Inspection 양stem) ROV가 있다. Phantom 3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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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의 core위에서 사용된다. Firefly ROV는 추로 reactor의 core plate 아

래에서 사용되며 공간이 제한된 곳에도 사용훤다. AVIS ROV는 자동화훤 ROV의

웅용 개발에 사용되며 Phantom 300의 back up으로도 사용된다.

원자력 분야의 천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한 ROV의 요구사항률은 다읍과 갈다.

작업범위는 수섬 30m률 냄지 않아도 된다. 크기에 대한 요구는 150 血 직경의

파이프 내부 작업부터 725 kg율 률 수 있는 청도까지 다양하다. ROV에셔 사용되

는 척은량의 halogen과 유황율 포함하는 부품률이 리액터의 스테인혜스 스힐의

야금학척인 생농(metallurgical perfor뼈nce)혜 영향융 룰 수 있다. 검사시

0.025 mm의 해상도와 6mm의 위치 반북생이 필요하다.

3. Foster-Miller 사

Fos ter-Mi 11 er사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외부률 원격으로 검사하기 위한 장버의

prototype을 깨발하였다. [4] 이 것은 수중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나 본 연구에

서 개발하는 로보트와 같이 자석바퀴률 가지고 벽면융 용직이는 동의 유사첨이

있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에 의해 셜정되

고 USNRC regulatory에 의해 확장된 Code에 따르면 vessel primary boundary

weld의 100 96 모두 가동중 10년마다 체척검사(examined volumetrically) 률 해야

한다. 또한 체척검사에서 초읍파 가술율 이용하고 읍파가 0, 45 , 60도의 각도로

용접부를 따라서 롱과할뿐 아니라 용첩 연결부의 양쭉면올 향하여 금속의 체적율

통과하도록 명시하였다. 어땐 상항에서는 용가의 벽에 영구객으로 부착된 부축

에 의해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에 초융파 첸서률 놓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 Code를 모두 따률 수 없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 이외에도 물리척으로 가능

하나 캉한 방사능과 심한 오염이나 물에 잠겨있는 경우 수동으로 검사하기 어렵

다. 규제 환경의 변화로 vendor률은 컴퓨터화된 데이타 처리， 초읍따 장비. 로

보틱스의 기술척인 발전에 따라 원자로 내부의 검사장비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R‘’i



CRD
HOUSINGS

S얘RT TO VESSEL WELD

-Aa
--=o
*--

2-3-3 BWR Under Vessel Area그럽

검사로보트와 보조로보트의 개념2-3-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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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용기는 내부 구조물융 률어냉 수 있기 때문에 내부애셔 용첩부 검사률 해왔

으며 모든 부분의 검사가 가능하다. 반면 BWR에셔는 어변 내부구초물운 률어낼

수 없어셔 외부에서 검사하여 왔으나 thermal insulation에 의해 캡근이 어려운

부위가 있다. 최근 ABB , GE-Nuclear 당lergy와 JAPC/Hitachi가 BWR의 대부에셔 검

사할 수 있는 시스행율 개발하여 검사가능한 부위를 늘렸다. 그러나 아칙 캡근이

어려운 용첩부위가 있는데 bottom head 의 용첩부이다. 이 부위는 항상 검사예외

후이다. 그럼 2-3-3에서 보는바와 잡이 꺼꾸로 셰훈 슐언댁과 갈은 모양율 하고

있는데 vessel s때port skirt 안에 130개가 념는 152.4 mm(6 in) 직정의 control

rod dr i ve hous ing이 152.4 mm 칸격으로 늘어셔 있다. 이부분에 3 개의 primary

boundary weld가 있으며 이률은 현존하는 휴대용 검사장비로는 검사가 불가능하

다. Foster-Miller사는 이 부위률 검사하기휘한 여러가지의 장비률 고려하였는

데. 검사를 위한 작은 로보트와 이를 보초하기위한 홈 큰 로보트의 두부분으로

된 로보트률 구상하였다. (그럼 2-3-4) 검사로보트는 CRD housir핑 사이륨 움칙일

수 있율 만큼 작고 필요한 영혁율 커버하기 위하여 기동생이 있다. 이 로보트는

m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4 개의 자석 바퀴률 가지고 있다. 앞의 두 바퀴는

bottom head의 곡면과 표면의 불균일율 고려하여 경첩이 달려있는 부분에 셜치

되었다. 윗 바퀴는 방향 제어률 위해 경첩이 달련 회견 부분에 썰치되었다. 이

로보트는 초읍파 모률율 운반하는데 로보트의 추진 방향에 대해 화우로 옵칙이거

나 회천힐 수 있다. 검사 로보트는 ceo 카메라와 조명율 위한 객잭 LED률 가지

고 있다. 카메라는 부품 검사와 운천자의 운천율 톱기위한 것이다. 보조 로보트

는 실제로는 cable handler이다. 이 것은 CRD housing forest 밖에셔 검사 로보

트에 연결된 랫줄(때hi! ical cable)의 길이률 최소확 하여 검사 로보트의 바퀴가

필요한 접착력율 출여준다. 보초 로보트는 CRD housing matrix의 밖에있는

circumferential weld를 따라 톨아간다.

Foster-Mi lI er사는 검사 로보트깨발에 다섯가지의 중요한 기술척 영역율 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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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그것은 size, navigation, umbilical 빼na응~ment， magnetic attachment

와 robot control이 그 것률이다. 추진. 스티어링， 원격 가시(remote visual),

초읍파 검사， 제어와 위치 피드백울 포함하는 검사로보트의 컬팩트한 크기는 셜

계에 있어 매우 충요하다. Navigational accuracy도 훈천원이 륙정한 위치를 반

복척으로 캡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요하다. 모터의 천원. 초읍파 신호.

motion control , 위치 피드백 신호， 카메라 천원과 영상 동으로 많은 천션이 필

요하께 되고 결과쩍으로 랫줄융 주체할 수 없게 만든다. 자기부착은 로보트의

동작에 매우 충요하다. 로보트는 햇출， 충력. 표변의 불균일올 극북하고 척철한

크기의 견인력율 추기위하여 충분한 부착력율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공학

율 고려한 로보트 제어가 필요하다.

검사 로보트는 8 개의 m 모터를 알루미늄 몸체에 벌봉해 낼었다. 그 모터률

은 앞바퀴， 윗바퀴， 횟바퀴 스티어링， 초읍파 모률의 측면 움칙임， 카메라의 회

천과 초읍파 모률의 회천에 동력율 천달한다. 모터률은 철류제어로 구동되는데

이 것은 천자척인 차동(differential)의 역할율 하므로 각각의 바퀴를 구동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Neo여mium-Iron-Boron으로 만들어진 자석바퀴는 35 Guss-Oesteds 가 션택되었

다. 부식과 홈집율 방지하기 위해 electroless nickel이 자석의 주위에 앓케 코

팅되었다. 자화는 원몽형 링의 촉방향으로 되었다.

추척과 져l어률 위해서 여러가지의 첸셔률이 사용되었다. 스터어링 할 수 있

는 뒷바퀴 부분에 회천 첸서로 사용하기위한 두재의 근캡젠서와 함께 셜치된 스

프렁이 탈린 비자석 바퀴가 있다. 뒷바퀴부분의 스티어렁 각도률 흑쩡할 수 있

는 포태셔미터가 있다. 자기 엔코더(빼.gnetic 매coder)는 초음파 모률의 측면과

회천운동， 카메라의 회전， 스티어링 할 수 있는 바퀴부분의 회천율 측정한다.

검사로보트는 3 차원 위치 추척이 필수척이므로 special roll , pitch, yaw solid

state accelermeters 가 구현되었는데， 이 같은 륙쩡한 묵쩍에 사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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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Research Institute에 권한이 있다.

랫줄은 부하문제가 벨쟁할때 각각의 천션율 제거할 수 있도록 재개의 도션으

로 사용되었다.DC 천원과 신호션으로 ultra flexible 26 gage wire가 사용되었

다.

검사 로보트의 콘트훌 판넬은 benchtop unit으로 만률어졌다. 토글 스휘치률

은 모터와 첸셔에 천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초읍파 모률， 카메라와

스티어링 휠의 엔코더 값율 표시하기위해 다지탈 미터가 사용되었다. 검사 로보

트의 이동과 숙도는 2 홉의 joystick이나 스티어렁과 축도률 위한 2 개의 포텐셔

미터로 쩨어할 수 있다.

PC에서 구현훤 추적 프로그랩은 Quick Basic으로 쓰여졌다. 자기엔쿄더와 근

첩센서， 포댄셔미터의 입력으로부터 위치률 추척하는데， 위치는 VGA 모니터에 그

래픽으로 표시된다.

개발된 로보트는 카메라와 초읍파 장비를 포함하여 2.7 kg 이하의 무게률 가

전 컴팩트한 것이다. 외형 크기는 폭이 144.8 빼， 걸이 238.5 mm. 높이 86.6 mm

이다. 기동생이 뛰어나고 제자리에서 900
회천 할 수 있었다. 수명방향으로 170

mm/sec. 수직 방향으로 91. 4 mm/sec의 이동속도블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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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중 탐상시스탬 설계

제 1 첼 셜계 개요

1. 가능 및 쩔계요건

원차로 압력 용기는 여러 조각의 주초불융 용접하여 쩨작된다. 수중 탐상 시스

댐운 원자로의 이러한 용캡 경로릅 따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용캡부위는 원

자로 쩨착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원추방향의 첩합션

(Circumferential Seam) , 노줄 - Safe End, 노줄 - Upper Shell , 노출 Inner

Radius , Li ga뾰nt ， Shell Flange - U階r Shell , 안천 분사노를-Safe End 퉁이

다. 이와 같은 부위를 검사하려면 탐상 로보트가 첩합션을 따라 이동하여야 하기

도 하고， 노률검사의 경우 노출 곤쳐에셔 탐혹자홉율 이동시키면셔 신호률 휘특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두번째 기농은 초읍파 젠서를 구동시키고 신

호를 취륙하여 처리된 결과률 화면에 표시하고 나아가 이 일련의 신호로 부터 결

함에 관한 판톡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셰번째 기능은 검사 이력 판리 기능

이다. 혹 검사계획율 입력하고 그 검사 결과를 원하는 형태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 계획은 scanning하여야 할 부휘의 화표값， 초읍파 탐상 방법， Ti me

Schedule 둥율 포함하며， 이률 위하여 입력 편집기농과 각 발전소의 원자로에 련

한 사양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육안 검사를 위하여 수충 탐

상 로보트에 탑재된 수중카메라로 부터 영상율 천송하여 원격 주제어 컴퓨터의

모니터에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율 수행하는 수충 탑상 시스

템율 셜계합에 있어 선결 조건으로 천제되는 것은， 이 시스탬이 작동하는 지역이

방사선 요염 구역으로서 모든 부품이나 장치는 방사션의 영향율 받지 않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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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장비률 사용한 후 헤업율 웹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탐상시스탬은

수중에서 작동되어야하므로 서보 모터의 회천축 부위률 포함한 모든 부분이 방수

밀봉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초읍파 신호 휘둑이 수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룩 고

려되어야 한다.

2. 껄계 충첨

위에서 언급한 탐상시스탬의 기능과 제약조건융 만촉하는 시스댐율 셜계함에

있어， 기솔 칩약척이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우수한 생농울 나타내기 위하여 다읍

과 갑은 사항혜 쩔체의 중점율 두었다.

가. 소형.경량화 : 종래의 원격자동 초읍차 탐상 장비는 구조불이 견고하고

매니퓨혜이터의 화표계가 간단하여 초음파 센서가 부착된 End-Effector의 위치률

계산하기 간펀한 반면， 그 큐모가 배우 크고 따라서 무거워서(1. 7"'12ton) 여러가

지 불편과 손실융 초래하였다. 륙 장비를 원자로 건물로 반입하려면 모두 분해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고 원자로 건물 안에서 초립한 후， 크레인율 이용하여 원자

로 압력 용기에 셜치하였다. 따라서 셜치 시간이 많이 걸리고(24""72시간) 해처l시

간 역시 킬고 제염도 번거로운 첩이 있다. 본 셜계에서는 로보트의 형태률 벽면

부착이동식으로 고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률 근본척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나. 통합관리쩨어 : 총래의 탑상 장비는 여러개의 부분 장치률로 분산하여 구

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명의 운천원이 각각 담당한 장치툴율 조작하고 운천원

간에 서로 통신하는 얼이 잦다. 예률 툴면 탐상 매니퓨레이터를 운천하는 장치，

초읍파 신호률 모니터링하는 장치， 수중카메라의 영상을 표시하는 모니터 둥이

서로 분산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한 검사 진행이 쉽지 않다. 본 설계에서는 로보트

제어 및 작동 상횡， 초음파 신효 처리 빛 표시， 검사 이력 관리 동을 원격 주처

리 컴퓨터에서 통합 처리하면 이들에 판한 정보률 한개의 모니터 화면에 체계적

이고 효과척으로 쩨공해 주도록 한다. 한편 종래의 각종 제어 판넬 및 주변기기

의 동작 상황융 주컴퓨터에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천원의 동작 설수를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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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으로 갑소시킬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정벌도 : 초읍파 탐상 시험은 엄밀한 청벌도를 요구하는 작업이묘로 초음

파 센서률 정확히 계획된 부위에 위치시켜야 하며 초읍파 발잔각울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셔 수충 이동 로보트의 구동 제어가 위치 허용 오차의 범위 내애셔 이

루어져야 한다. 이릅 뷔하여 로보트의 각각의 부품 가공의 정밀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위치 측정과 관련된 센서툴의 정벌도 역시 우수하여야 한다.

라. 신뢰도 : 본 연구에서 재발하고자 하는 원격 수충 탑상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시셜인 원자로 용기 안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륙히 발천

소의 정기검사 기간 중 제한된 시간내에 작업여 완료되어야 한다. 동착 충 오류

의 발생은 안천생 혹변에서나 경혜생 흑변에서 심각한 손실올 초래한다. 본 연구

에서 구상하고 있는 탐상시스템읍 비교적 기술적얀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서 단계

별로 시스템의 신뢰도가 검증되어야 하고， 향후 실용화 연구에 틀어가연 장기간

의 실험과 검충 절차룰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마. 이밖에 제품의 가격율 최소화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쩍께 툴도록 셜계와

부품 션청에 각별한 고려률 수반하여야 한다.

제 2 철 시스템 구생

제 l 절에서 정의된 설계요건과 셜계 중첨 사항율 고려하여 기술 집약적인 새

로운 형태의 원격 자동 초음파 탑상 시스템율 셜계하였다.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은 크게 두개의 부시스탬으로 나누어 셜명할 수 있다. 그 첫

째는 수중이동로보트이고 또하나는 원격통합체어컴퓨터 시스탬이다. 수충이동로

보트는 두개의 자석바퀴률 구동하여 벽면올 따라 검사할 경로를 주행하면서 이

로보트에 장착된 초읍파 센서를 몽하여 취둑된 신호률 원격통합제어 컴퓨터로 천

송한다. 원격컴퓨터에서는 검사계획율 작생하고 이에 따라 수충 로보트가 주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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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경로활 산출하여 그 이동 명령율 로보트에 천송하면， 로보트는 그 명명대

로 추행하면서 초융파 출력 신호를 컬퓨터로 천솜한다. 컴퓨터에서는 현재 로보

트의 이동 상황율 그래픽 화면에 표시하고， 수충로보트에 장착훤 카메라가 잡운

영상율 천송받아 동시에 화면에 출력한다. 또한 천송받은 초융파 신호률 화면에

쳐l계척으로 표시하여 운천원으로 하여금 용첩 부위 내의 결합 유푸률 판챙합 수

있도룩 해준다. 아올러 검사 결파률 져장하였다가 최총척으로 프렌터로 출력하는

기능융 갖는다.

수중 이동로보트는 자체에 Float률 장착하여 부력융 받읍으로셔 수중에서 자신

의 충량이 소멸할 수 있도록 셜계한다. 01론척으로는 이 로보트가 수충 임의의

첨에 정지하면 외란이 없는 한 무충력 상태로 그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로보트는 모두 내재의 자석 바퀴를 장착하는대， 화혹파 우측에는 각각 IX:셔보

모터로 구동되는 한개의 자석 바퀴를 셜치하고， 천방과 후방에는 수동척으로 천

방향 회천 가능한 Caster Wheel율 셜치하여 원자로의 곡면울 주행힐 수 있도록

한다. 로보트의 천방에는 수충카메라률 탑채하여 로보트의 이동 상횡울 원격지에

서 따악하는데 도옵율 률 수 있도록 한다. 초읍파 센셔는 별도로 셀쩨될 지지대

의 끝에 장착되어 반향 신호률 원격 첩퓨터로 천총한다.

한편 수충 로보트률 쩡해진 경로때로 추행서키려면 주행쩨어기 셜계도 중요하

지만 로보트의 현재의 철대 위치률 알아내는 것이 핵심척인 요소기술이다. 본 시

스탬에서는 네가지 젠셔률 장착하여 이률의 센셔 데이터률 상호 보완하여 정확한

위치를 산출하도록 셜계하였다. 축 구동바퀴악 회천량율 측정하는 인쿄더. 로보

트의 수직위치률 산출하는 수압첸서(깊이 센서), 로보트의 자세률 산출하는 2혹

경사흡쩡계， 그러고 로보트의 절대 위치를 산출하는 혜이져밤 스캐녀와 수팡센서

(PSD)가 이용된다. 례이져 빔 스캐녀는 원자로 상단율 가로지르는 I형 앵글의 가

운데 장착되어 현재의 로보트 둥위에 셀치훤 PSD센서률 항시 조준하도록 제어한

다. 자세한 원리와 기술 사양은 채 4 절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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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 로보트는 수중에셔 동작되어야하고 방사션 오염 구역에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방수 및 벌봉에 환한 사항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

고 방사션 영향에 관한 내용과 자력 분포에 의한 영향 판계도 해석되어야 하지

만. 일차년도 연구에셔는 개략척으로 셜계에 고려하였다.

제 3 철 구동 시스맴

천철에셔 개략척으로 썰명된 바와 걸이 수충 탑상로보트는 원자로의 벽면에

부착된 채 바퀴룹 구동샤킴으로서 원하는 경로률 주행하도록 셜계되었다.

1. 무충력확

그림 3-3-1 에셔 보는바와 같이 이 로보트는 수중에서 자신의 무게를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Float률 셜계하여 장착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셔 로보트 몸체는

수중에서 중혁 방향의 힘이 없어져 무중력 상태가 되고， 로보트가 어헌 자세에서

도 모맨트를 받지 않도룩한다. 물론 로보트에 연결된 천원신호 케이블의 장혁은

최척의 수치로 포탤링되거나， 케이블도 공기충을 피북하여 무중력화 시키는 방법

율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로보트가 이동 중에 물에 의한 Drag Force률 밭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천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영향도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초융파 탑상울 추행하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야어서 로보

트는 15cm/sec이내의 져속으로 이동하므로， 이로 인한 Drag Force는 무시해도 큰

지장은 없다. 향후 셜계에 반영될 것이지만 초읍파 탑혹자률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소형 매니퓨혜이터률 장착하여 탐혹자률 이동시키는 경우， 로보트의 무게 중심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경우 Mass Balancin홉 방법 둥으로 극북할 수 있다.

2. 주행 장치 (Locomotion)

그림 3-3‘2는 수중 로보트의 구동 바퀴 배치에 관한 Top View이다. Float률

제외한 로보트 몹체는 반경 160mm의 원형으로 셜계하였으며 좌우천후에 모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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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자석 바퀴가 부착되어 있다. 좌우에 설치된 자석 바퀴는 oc서보 모터로 각

각 구동제어되며 전후의 자석바퀴는 단지 로보트 몹체률 받쳐주는 혁할만율 하

고， 구동 바퀴에 의해 로보트가 진행하는데 기구학척으로 순웅하도록 Caster 형

태로 셜계되어 있다. 1단계 연구용 프로토타입 제작때서는 방사션 영향을 고려하

지 않은 채 하모닉기어(Harmonic Gear)를 내부에 장착한 oc셔보 모터률 사용한

다. 이갯은 Harmonic Drive사의 제품으로 정격출력 8.6Watt. 정격천압 24VDC. 정

격토오크1.4Nm. 정격회천숙도 60rpm, 최대회천축도 lOOrpm이며 하모닉기어의 참

숙비는 I: 50이다.

로보트의 이동 방향과 속도는 두 구동 바퀴의 회천숙도의 차이나 합에 의해셔

청해지며 천방향 회전 빛 이동이 가능하며 제자리에서 360。 회천할 수도 있다.

원하는 이동 방향과 속도가 청해지면， 두 개의 서보 모터의 회천 축도를 산술척

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일반척인 내 개의 바퀴 추행식은 명면상율 주행하기

는 쉬우나 원자로 용기와 창이 실린더 형의 곡연 주행은 축도계산이나 바퀴 부착

방법에 신충율 기하여야 한다. 축 네개의 바퀴가 모두 벽면에 부착되지 않고 어

느 한두 바퀴는 떠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률 방지하여 원힐한 주행울 가눔케

하기 위하여 두개의 Caster는 별도의 지지판에 셜치하여 이률 원형 몸체에 기구

학적 렁크(Link)률 용하여 부착시킨다. 그럽 3-3-3에서 보는바와 같이 명행사변

형 렁크률 고안하여 어느 경우에도 바퀴가 허공에 뜨는 일이 없도록하고 원형 몸

체는 항상 Caster 지지판과 명행율 이루도록 함으로써 원형 몹체의 각도가 원자

로 벽면과 항상 명행율 유지하도록 하였다. 일반척으로 주행변의 굴곡을 수용하

기 위하여 바퀴지지대에 스프링과 댐퍼(없mper)률 장학하나， 본 연구에서의 수충

로보트는 자력에 의하여 벽면에 부착된 상태로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스프링

율 사용하면 로보트가 벽면에서 떨어지는 방향의 스프링 북원력융 받게 된다. 그

러므로 자석으로 체작된 Caster바퀴가 척합한 방법일 수 있다.

그림 3-3-4는 원자로 용기 곡면율 주행힐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Cast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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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4 (a)는 로보트가 벽면율 수직한 방향

으로 이동할때릅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Caster바퀴는 구동훌보다 낮아진다. 원

자로 반경을 약 2m로하고 로보트의 구동휠간의 칸격율 32cm라 하면， Caster바퀴

는 명지 주행째 보다 약 lcm 낮아진다. 그림 3-3-4 (b)는 로보트가 원추방향의

곡면을 따라서 이동힐 때률 나타낸다. 이때는 Caster 바퀴률이 구동륜보다 약

lcm 높아진다. 이밖애 로보트가 사션방향으로 이동할때나 제자리애셔 회천할 때

도 칼은 원리로 안정하게 벽면에 부착되도룩 되어있다.

3. 벽면 부착력

일반객으로 어현 불체가 셔로 잡아 당기거나 부착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종

류의 힘이 사용될 수 있다. 반유인력(충력)， 헌기장에 의한 힘， 자력， 분사 추진

력 외에도 힘(Force) 률 발생시키는 Mechanism은 실로 다양하다. 그런데 본 원자

로 추중 탐상 시스탬이 반촉하여야 할 기능과 쩨한 조건 내에셔 사용할 수 있는

부착력은 자력과 분사 추진력의 두가지이다. 원자로 초읍파 탐상은 방사션 차펴I

률 위하여 원자로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수행하므로 프로펠러률 이용한 물의 분

사 추진력율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의 내부 표면윤 비자생체인 오스테나이

트계 스벤레스스틸로 앓게 (4"'6빼) Cladding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채질

은 자석에 붙는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석율 이용하여 부착력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울 가지고 있다. 분사 추진력율 사

용할 경우 프로펠러와 구동 모터가 부피와 무게를 늘리고 천원이 추가로 공급되

어야 한다. 또 로보트가 정지시에는 이본척으로 분사 추진력이 일정하지만 로보

트가 이동할 때는 유체역학적으로 추진력이 변화할 수 있고 홉입되는 유체 유통

에 의한 drag force가 로보트의 주행에 어헌 악영향을 줄 가눔생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든 공학척으로 해결할 수 있율 것으로 생각훤다. 한편

상자석율 이용할 경우 최근에 개발된 초천도체를 사용하더라도 부착력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 부착력 한도내에서 로보트가 임무룰 수행할 수 있도록 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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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3-4 곡면주행시 Caster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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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5 구통바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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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가 셜계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장의 형생으로 발미암아 주변 부품에 영

향율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주변 서보모터 내의 아마추어 코일이나 자석에

영향율 줄수 있고， 천자 회로 기판의 어떤 소자나 도션에 영향율 줄 수도 있다.

초융파 탑혹자내의 진동 소자나 회전측융 지지하는 베어렁에도 영향융 줄 수 있

다. 또한 원자로의 탄소캉 재질에 자화 영향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주행중에

원자로내의 철쳐1 요철물이나 수충의 철생분의 부스러기가 바해에 달라 붙는 경우

도 가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바퀴를 제작함에 있어 자석율 재료로 사용하게 되

므로 추가의 부품이 부착되지 않아 셜계 중점 사항언 소형 경량화률 이룰 수 있

고， 위에서 언급한 각종 염려스러운 점운 관련 부품률은 자석바퀴와 어느정도이

상 거리를 두어 영향율 극소화하거나 쩨거할 수 있다. 자력차혜률 위한 별도의

장치를 고안할 수도 있으나 장치가 커지고 자력은 꺼리의 헤곱에 반비혜하므로

자기장 해석과 질혐율 롱하여 극북할 수 있융 것으로 판단된다.

그럽 3-3-5는 구동 바퀴률 설계한 것이다. 자석은 히토류계의 네오다이미옵

(Neodymi때)울 재절로 한 일본의 Sumitomo사의 NEOMAX-40율 사용하였다.

Residual Induction이 12.9 kGauss (1.29 Tesla)이고 Maxim뼈 Energy Product가

40 MGOe (318 KJ/m
3

) 인 외경 62mm. 내경 35mm, 두께 7mm인 환형 자석을 사용하였

다. N극과 S국이 상하 착자된 이 자석을 바퀴의 외경 부근에 자력션을 모으기 위

하여 • 2mm 두께의 순철로 된 원판율 자석 양변에 부착하였다. 이 순철의 원판은

자색과 완천히 밀착되어야 자력션율 모아 이동시킬수있으므로 연삭을 롱한 고쩡

멀 가공이 되어야 한다. 한면 바퀴가 벽면을 굴러갈때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석 외경부 밖에 마찰력이 큰 고무(우혜탄)률 입히고， 자석 내겸부에는 비자생

체인 듀랄루민이나 횡동으로 모터의 축과 연결하는 지그률 삽입하였다. 모터의

축과 지그는 핀으로 고정된다.

마지막으로 로보트의 방수 문제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척으로 카메라， 전자

회로기판， 센서류 등 각종 부품은 주위률 툴러 쌀으로서 방수할 수 있다. 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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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중 환경이므로 냉각시키기 쉬운 잇검이 있다. 문쩨

는 모터의 축부분과 같이 회천체의 방수 부분이다. 일단계 연구용 프로토타입 셜

계에셔는 두개의 구동모터의 회천혹이 방수처리의 대상이다. 이 방수는 원자로의

수합이 약 2기압(최대 수섬 20m)컬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Mechanical Sea l이나 Retainer률 사용하여 일차척얀 테스트는 할 수 있으

나， 궁극객으로는 수중 작업시간율 고려한 벌봉 시스템율 전문가의 도움율 얻어

셀계하여야 할 것이다. 2차 Leak빛 3차 Leak 둥 벌봉의 완벽생은 이로 인한 로보

트의 부게 및 환피의 중가가 초래되므로 합당한 션에서 Trade off되어야 한다.

제 4 철 위치보정 시스템

1. 개 요

위치보청운 로보트의 정확한 주행과 검사부위의 청확생을 위해 매우 중요하

다. 로보트의 위치보청율 팎해서는 보룡 엔서률 사용하게 되는데， 로보트내에

셜치된 센서만으로 정보률 얻는경우와 외부에 셜치된 륙정 표식이나 신호풍율 로

보트가 갑지하는 경우가 있다. 천자의 경우에는 로보트의 이동생은 좋아지나 절

대척인 위치의 오차가 커지며 후자의 경우 위치의 정확생은 기할 수 있으나 이동

에 쩨약융 받게된다. 본 로보트는 원자로 내부의 제한된 풍간율 이동하므로 후자

의 방식율 주로 사용하고 보조척으로 천자의 방식도 사용하였다. 본 로보트에서

는 주로 외부에 쩔치된 레이쩌 지시기의 신호률 로보트에 셜치된 PSD (Position

Sensi tive Device)[5]로 감지하여 위치보청율 하며 보초척인 방법으로 엔코더，

경사계와 수압센서률 사용한다. 엔쿄더는 바퀴의 속도헤어및 로보트의 위쳐추청

에 사용된다. 경사계는 로보트의 현재 방향율 알아내기위해 사용되며 다읍 순간

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도옵율 준다. 수압센서는 물로 채휘진 원자로 내부에셔 수

면으로부터의 철대거려률 구하기위해 사용된다. PSD률 비롯한 이툴 센서값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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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과 증폭동의 아날로그척인 처리률 거친후 AID 변환된다. 주 제어용 CPU는 이

값들율 사용하여 디지탈척인 산술로 로보트의 현재 위치와 방위률 구한다.

2. PSD 휘치보정

가. PSD의 륙칭과 원리

PSD는 일반척인 광 센서와 탈리 빛이 도달한 수팡부의 위치률 알 수있는 센

서이다. 이 외에도 위치검출용 팡 센서애는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Photodiode

array) , 리니어 이미지 젠셔(Linear Image S밍1sor ), 에어려어 이미지 센서(Area

Image Sensor‘)둥이 있는데 이률은 일갱 크기의 첸서 영역이 합해진 분할형이나

PSD는 연숙척인 위치정보률 얻융 수 있는 비분할형이다. 또한 위치 해상도가 높

고 주변회로가 비교척 단순하며 웅답속도가 빠르다는 장첨이 있다. 그림 3-4-1 에

PSD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이 첸서는 Jr i-n 첩합 구조[6]로 되어있고 P 충과 N

층은 균일한 져항충이다. PSD에 입사한 광은 광 에녀지에 비혜하는 천하률 입사

한 위치에 발생시킨다. 이 천하는 P충의 양단에 껄치된 전극율 향하여 균일한 져

항층에서 분기하게 되므로 각 천국에 도틸한 천하량운 천극과 입사팡과의 거리에

반버례하고 팡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 천하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팡 전류로부터

다읍과 같이 입사광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립 3-4-2에서

1. 2
II = : (1 - -::- XA) 102 ,- L

1 . _ 2
h =-;;- (1 + -::- XA) 102 ,- L

(1)

(2)

이며， L 과 10 는 천극칸의 꺼리와 팡 에너지에 비혜하는 천체 광 천류룰 나타낸

다. (1)식과 (2)식으로부터

h - II
11 + 12

없-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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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갈야쓸수있다.

따라서

L. 17. - It
XA= -(-」-L)

2' II + h
(4)

이며 알고 있는 값 L 과 혹청한 값 h , 12 로부터 입사팡의 위치 XA 률 광 에녀지

에 무관하게 구할 수 있다. (4)식은 연산증폭기 (Operational Amplifier‘)와 아날

로그 쩨산기(Divider)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척으로구할 수 있으며 그림 3-4-3에

블록다이어그랩으로 이를 나타내었다. 2차원 PSD는 구조에 따라 위치 산출식야

딸라지므로 각각에 맞는 회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PSD의 종류

PSD는 용도에 따라 I차원용과 2차원 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2차원용은

구조에따라 Duo-Lateral Type , Tetra-Later‘al Type, Pin-Cushion Type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구조와 퉁가회로률 그림 3-4-4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륙정

은 다음과 같다.

1) Duolateral Type

(a)에 나타낸 것과 갈이 Photodiode의 양면 모두에 천극이 있는 것. 둥가회로

에셔 보는바와 같이 와치정보를 가진 팡 천류는 두개의 져항충에서 반지 2방향만

으로 분기된다. 따라서 이 Type운 위치검출 오차가 작고 해상도가 높다.

2) ’fetralateral Type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Photodiode 의 천면에만 4개의 천극이 있는 것. 팡천

류는 동일한 저항충에서 4방향으로 분기된다. Duo-Lateral Type에 비하여 중섬에

서 떨어진 곳에서는 오차가 크지만 바이어스(bias)를 쉽게 가할 수 있고(p-i-n구

조의 photodiode에서는 보통 역 바이어스를 인가한다. ) 암 천류(dark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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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1차원 PSD 회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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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o-raterar type

￡|
S
//

(b) Tetra-lateral type

Sensitive surface

(c) Pin-cushion type

그림 3-4-4 2차훤 PSD의 종류와 퉁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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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고 웅답축도가 빠른 장첩이 있다.

3) Pin-Cushion Type

(c)에 나타낸 것과 같이 Tetralateral T꽤e의 표면과 천극을 재션한 것.

Tetra-Lateral Type의 장철(bias， dark current , response time)율 가지면서 충

섬에셔 떨어진 곳에셔의 위치 오자률 현쩌히 줄였다.

본 시스탤에서는 뻐뼈뻐TSU 社의 2차원용 Tetra-Lateral Type의 PSD S120~을

사용하였으며 이의 륙생율 표 3-4-1 에 나타내었다.

다. 팎치보정

PSD률 사용하여 위치보정율 하기위해서는 위치를 청확히 알고있는 팡원으로부

터 PSD의 유효 감지변에 광션이 입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PSD(S1200) 의 유효감지

면야 13mm x 13mm에 불과하고 광원과의 거리가 10m 가 념는 경우도 있으므로 PSD

에 칙첩 입사시키는 방법은 실용생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로보트

의 상단에 셜치된 100mm x 100mm의 스크린에 레이져팡율 입사시킨다읍 여기서 루

과후 산란되는 광션율 렌즈로 집팡하여 PSD에 입사되도록 하였다. 그림 3-4-5에

그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럽 3-4-5에서 a는 스크린과 랜즈간의 거리이며 b는 훗

점과 PSD간의 거리이다. S 와 P는 각각 스크린과 PSD 크기의 철반에 해당되며 f

는 랜즈의 훗첨꺼리이다. 본 시스렘에서 S ::: 50mm 이고 P ::: 6.5mm 이다. 여기서

는 f ::: 4.8빼률 사용하였다.

S P

a f + b
(5)

(5)의 버혜식으로부터 a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b ::: 1. 7빼로 하여 a ::: 5뻐m

가된다.

주제어 프로세서는 입사광의 위치가 항상 PSD의 중심에 오도록 로보트률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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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81200의 륙생

Type Tetra-lateral Type
Package Ceramic Case
Effective Sensitive Area 13 x 13 mm
Spectral Response、 (5 % of P않k) 320 - 1100 nm
Wavelength of Peak Responcse 920 nm

Reverse Voltage

Max imum 야>erating _100
- +50。 DC

Ratings
Tempera
ture Storage -200

- +80。 。c

r하1ge

Radiant Sensitivity at 900 nm 0.6 AIW

Position Zone A
Typ. 土150 μm

Dection
뻐X. 土300 ~

Error Zone B
Typ. 土1200 μm

Max. 土1500 μm

Position Resolution (Typ.) 10 μm

Interrelectrode
Min. 5 KQ
Typ. 10 KQ

Resistance
Max 15 KO

Dark Current VR=5V
Typ. 3.0 nA
Max. 500 nA

Temp. coefficient of Dark Current 1. 15 times/DC
Junction Capacitance VR = 5V Typ. 400 pF
Rise Time VR = 5V Typ‘ 0.5 μs

Maximum Phothocurrent VR = 5V Typ. 0.5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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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4-5 렌즈에 의한 PSD 유효변척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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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x4

그럼 3-4-6 Incremental Encoder의 쳐~l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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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경사젠셔

경사각을 검출하여 천기신호로 변환하는 첸서로셔 차동 트탠스 방식， 토크 밸

런스 방식 퉁이 있는데 소형，경량으로 웅당생이 좋은 토크 뺑련스 방식이 많어

쓰인다. 토크 밸련스 방식운 지구의 무게중심에 대하여 경사각도률 검출하여 천

기 신호로 변환한다. 천기 출력은 경사각의 sin값에 비례하고， 경사각이 작은 경

우 경사각에 비혜한 출력을 얻울 수 있다.

로보트의 절대 방향율 구할 수 있논 유일한 엔셔이며 지구의 중심에 대하여

가로와 세로방향의 갑지률 위해 2 개릅 칙각으로 셜치하였다. 사용한 센서는

PMP-SI0T이며 이의 사양융 표 3-4-2에 나타내었다. 최대 변위시의 출력아 약

400 mV 정도이므로 6 배청도 천압증폭 한후 AID 변환기에 입력한다.

4. 수압센서

사용한 센서는 DAVIS사의 910이며 륙생은 다읍과 칼다.

Operating pressure r하~e : 15 PSI gage

High accuracy: ±O.l % BSL

Over、pressure capability: greater th하1 4 times rated pressure

Hastelloy/316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5. 엔코더

엔코더는 회전량에 비혜하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센서이다. Incremental 형과

Absolute형이 있으며 분해능이 높은 Incremental형이 많이 쓰얀다. Incremental

엔코더의 작동 원리는 그럼 3-4-6과 같다. 그럽에서와 갈이 90'。의 위상차가 나는

A, B 신호와 절대위치에서 펼스가 발생되는 Z 신호가 있다. A 상과 B 상의 상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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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PMP-SI0T의 륙생

電 出tJ훌훌比 0.75 후 0.15 ~ Vin I lO(킹191e)

훌훌

的 홉짧角 훨훌흩훌 O.Ol~ 以下

tI:
*훌 쩍*훌휠확g置훌훌度 후1~FS(=+O.2 )

入力 입피먼스 7kn j; 3~

入力훌훌 Max. DC 8V

*훌훌훌훌抗 10(써Q以上 DC500V

풀t1훌훌 AC500V 1分閒

훌훌 t훌ft角 소12°

훌훌

的 R훌훌時閒 *인O.3sec

tI:
*훌 햄퍼뼈 Silicon oil

童i톨 35g

覆 懷用깅톰度훌훌 g톨 o - 75°C
행홉

4훌 分훌比홈훌度係數 후0.0앓Vin/·C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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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에 따라 방향융 결정하고 각 상의 펄스수에 따라 회천량과 속도를 구한다.

일반척으로 체배회로를 사용하여 분해농융 높혀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본 로보

트에서 사용한 엔쿄더는 1000 pulse/rev. 의 해상도률 가지며 4 쩨배 한 후 사용

하였고 Z 신호는 사용하지 않았다.

제 5 철 제어부

1. 하드웨어의 구생

본 로보트의 제어부 하드웨어구생운 그럼 3-5-1 에 나타낸 것과 갈다. CPU률

중심으로 32Kbyte의 ROM과 16Kbyte의 뻐M울 껄치하여 프로그햄 코드와 대이타를

저장하고. CPU의 작동상태률 갑시하기위한 20 x 2 크기의 액정표시기 (LCD :

Liquid Crystal Display)률 셜치하였다. 외부의 주제어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RS-422 규격의 칙렬통신기률 한 조 껄치하였다. 포터를 구동하기위한 펄스폭 변

조(PWM : Pulse Width Modulation) 선호는 CPU에서 적정 출력되어 모터 구동회로

에 입력되며， 모터의 회천으로 발생하는 엔코더 신호는 4체배 후 16bit up/down

카운터에서 계수되어 CPU로 입력된다. CPU는 원하는 속도와 엔코더에서 얽운 설

계 속도로부터 디지탈연산으로 다읍순간 모터에 공급할 천력율 계산한다. 또한

엔코더값은 사산법 (dead reckoning) 에 의한 로보트의 대략척언 위치률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압첸서와 경사센셔의 신효률 증폭한후 CPU에서 얽어서 이값

을 위치보정의 보초신호로써 사용한다. PSD률 4철에 서술된 것과 같이 쳐리하여

RS422 통신으로 받윤 혜이져의 지시위치와 비교하여 사산법에 의해 발생한 오차

를 보정한다. 천체 시스템의 메모리 랩 (Memory Map)을 그림 3-5-2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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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22 Interface

R
、

ROM 32KB
LCD Display -' 、‘ CPU < RAM 16KB1 ‘ ,.

4 A
、v

Sensα Motor Driver Encoder Circuit

그럼 3-5-1 수중로보트의 천자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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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애

FFH

01A-201BH

oooH

FFFH

FFEH

FFFFH

COOOH

9FFFH

~011H

I202G-202FH

12080H

120t8H

Pow홉-DownRAM

INternal Re맹ster File(RAM)

Stacie. Pointer Stack Pointer

PWMCon1rol
RAM

10Sl 10Cl Not Used

10SO lOCO

ROM
Reserved Reserved I

Reserved
SP STAT SP CON

IOPORT2 10 PORT 2.
Security Key

LCD DIsplay LCD Display
Reserved

10PORTo Baud RATE
Self Jump OP Code(27H FEH)

Reserved
Timer 2(Hi)

Chip Configuration Register
ReservedTimer 2(L이

Reserved
Timer 1(HI) 」

Timer t(L이 Watchdog

INT_Pending INT_Pending
Interrupt Vactors

INT Mask INT Mask
.
‘

SBUF(RX) SBUF(TX) PORT4

HSI Status HSO Command PORT3

HS'_Time(Hi) HSO_Time{HI) External Mem아y

HSI_Time{L이 HSO~꺼me{Lo)
orll。

AD一Result(Hi) HSI Mode Interna’RAM

AD_ResuJt(lo) AD Command
Register File
Stack. Pointer

RO(HI) RO(HI) Speci허 Function Register

RO(Lo) RO(Lo) (When Accessed as Data Mem아y)

그림 3-5-2 시스템의 Memor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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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U

Intel 의 16bit 제어천용 프로셰셔인 8097BH 12빠t용융 사용하였다. [7] 그립

3-5-3에 나타낸 것쳐럽 8097뻐는 일반척인 법용 CPU보다 다양한 기능율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충에서 본 로보트 시스탬애셔 사용훤 8097BH의 주요기능율 쌀

펴보면 다움과 갑다.

가. Analog to Digital Converter with Sample and Hold

8 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 신호는 아날로그 벌티플렉스

(뻐alog Multiplexer)를 롱하여 S/H (Sample & Hold)에 입력되어 채집되고 AID변

환기의 변환시간동안 채집된 값으로 유지된다. 이 값율 AID 변환기가 10 bit의

디지탈 값으로 변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운 12 뻐Z의 률력인 경우 22 us가 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5 개의 아날로그 입력채낼율 I 재의 수압센서와 2 개의 경사

센셔， 그리고 2 차원 PSD의 X, Y 값율 읽는데 사용하였으며 3깨의 입력은 예비용

으로 남겨두었다.

나. TimerlCounters

2 개의 16 bit 타이머인 Timerl과 Timer2률 내장하고 있다. Timer!은 8

state (lstate는 CPU콜럭의 3추기에 해당) 마다 1씩 증가되는 자유작동(free

running) 타이머이다. 이 값운 항상 얽율 수 있고 고촉 10 (Hi방\speed 10)를 위

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오버플로우가 일어날때 인터렵트률 발생할 수 있으며 프

로그햄에 의해서는 수정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Timer2는 외부의 클력을 입력으

로 사용하는 것외에는 Timer!과 갈다. 8097BH에는 이외에도 직렬통신에 사용되는

baudrate 발생율 위한 타이머와 소프트왜어의 신뢰생율 높이기뷔한 Watchdog 타이

머가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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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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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O

N
MR

V

H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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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PORT 0 PORT 1 PORT 2

ALT fUNCTIONS
HSI HSO

그림 3-5-3 8097BH CPU의 구조

~I'0RT SUffERS I
C!:::II:~ r!J빌려r!J

PORT PINS

HIgh Speed αnαIt Controls
6 PIns
45야!Ware TImers
2 Intam.lpts
뼈bale AID ConverSlOll

Aasel Timer 2

그럼 3-5-4 HSO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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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뻐o (Hi양\speed output)

그림 3-5-4에 뻐D의 구생율 나타내었다. 이 것은 6 재의 HSO line율 I 이나 0

으로 만률 수 있고 AID 연환기를 트리거 (Tri 응ger)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몇가지

기능이 더 있으나 본 시스탬에셔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럽에서와 감야 Timerl

이나 Timer2{ 그럼애서는 Event Counter로 표서됨 ) 충 하나률 MUX (Multiplexer)

로 션택하고 CAM (Content Addressable Memory)에 미 리 셜청된 값과 비교하여 갈

으면 위에셔 열거한 동착율 실행한다. Holding Register떼셔 보이는 바와 같이

필요한 동착운 7 bit의 HSO_C뼈AND REGIS때에 의해 정해지고 동착시점은 16

bit의 HSO_TlME REGl힘돼에 의해 프로그램훨 수 있다. 하나의 동작이 완료되면

그 것운 CAM으로부터 쩨거되고 새로운 명령울 수행한다. CAM은 8 개의 명령율

포함할 수 있으며 뻐o CO~빼ND DECODER애셔 명령이 해석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HSO률 모터구동용 위한 4 개의 PWM 신호률 만들기 위해 사용하였다.

라. Serial Port

8097BH의 Serial Port는 full duplex로 풍작하며 수신버퍼를 내장하고 있다.

3 가지의 버동기 (asynchronous) 모드와 1 가치의 동기 {synchronouse} 모드가 있

으며 비동기모드에서는 꽤리티릅 포함한 8 이나 9 bit의 데이타홉 사용할 수 았

다. 9 번째 데이타 bit에 의하여 션택척으로 인터럽트률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논 프로셰셔간에 통신율 지원하기 위한것이다. 륙 자신에게 송신되는 데이타만

{9 번째 bit률 보고) 션택척으로 받을 수 있다. 보오레이트 (baud rates)는 모드

에 관계없이 내장된 천용의 16 bit baud rate generator에 의해 결정된다. xl‘At

I 이나 T2 CLK 핀이 baud rate generator의 입력으로 사용휠 수 있다. 비동기모

드의 최고 천송축도는 187.5 KBaud이다. 동기모드에서의 최고축도는 1.5 MBaud

이다. 본 시스템에셔는 187.5 KBaud의 비동기모도로 동착하고 RS-422큐격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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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마. Watchdog Timer

본 로보트 시스템은 원자로의 검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뢰생이 매우

충요하다. 외부의 잡음풍의 이유로 맨U가 오동작할 청우 (륙히 Program Counter

값의 변경은 예기치못한 결과률 가져온다. ) 이률 갑지하여 dead-lock에셔 북구될

수 있도록 셜계하였다. 8097BH애 내장된 Watchdog Timer는 16 bit 카운터로써

한번 작동되면 매 1 state{l 2뻐z 의 경우 0.25 us)마다 1 씩 증가하여 16 msec후

에 오버플로우(Overflow)가 발생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RESE1‘ 핀율 2

state 동안 0 으로 유지하여 CPU를 초기화하게 휠다. 소프트웨어는 오버플로우

가 일어나기천에 Watchdog Timer’률 지워주어야 한다. 어헌 이유로 소프트웨어

가 정상동작율 하지못하면 Watchdog Timer는 자동척으로 CPU릅 초기화하고 ROM

에 기록된 초기화 루틴(Initialize Routine) 이 이률 외부의 주제어 컴퓨터에 알

린다.

3. 모터헤어부

가. PWM Driver

본 로보트는 직류 모터에 의해 옵칙이므로 m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회로률

사용하였다. 모터 드라이버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논데 보통 다읍과 같이 분류

할수 있다.

1) 사이리스터 (SCR ， GTO, TRIAC)률 사용하는 방식

AC, DC 모터의 칸단한 구동， 대천력 모터에 척합

2) BJT(B빼lar Junction Tr없sistor) 를 리니어 영역에서 사용하는 방식

회로가 단순하고 잡읍이 거의없다. 효율이 낮고 혈이 많이나서 대전력의 제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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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객합하다.

3) POWER BJT (Bipolar Junction Tr뻐sistor)나 POWER MOSFE1’ (Metal Oxide

Semiconductor Feild Effect Tr와\sistor)률 스뀌칭하여 구동하는 방식

스위칭 소자의 듀티 (futy)애 의해 축도를 가변하고 조합에 의해 회천방향융 결정

하는 것으로 회로가 다소북잡하나 효율이 높아 가장낼리 쓰야는 쩨어방법이다.

본 로보트에셔는 3)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스위청 회로에 의한 직류 모터의

구동에는 그럼 3-5-5와 갑운 3 가지의 방식이 있다.

1) 기본형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I 재의 천원과 1 깨의 스위청 소자로 구생되며 단일방향

회천만 가능하다. 천체 시간에 대해 SWlol ON 되는 시칸의 버로써 속도가 결정된

다.

2) T형 회로

(b)에 나타낸 바와 갈이 2 개의 천원과 2 개의 스위칭 소자로 구생되며 캠회천과

역회천여 가능하다. 스위칭 소자의 수가 척으나 천원이 2개 필요하고 정회천과

역회천시 다른천원율 사용하므로 회전방향에 따라 륙생이 달라질 수 있다.

3) H형 회로

(c)에 나타댄 바와 같이 I 개의 천원과 4개의 스위청 소자로 구생되며 정회천과

역회천이 가능하다. 이 회로는 단일천원으로 모터의 쌍방향 회천이 가농하나 스

위칭 소자의 수가 많아진다.

본 로보트는 천진과 후진이 자유롭고 수충에서 천완 라인을 끓고 다녀야 하므

로 천원 라인의 굵기를 줄이기 위해 3)의 H형 회로를 사용하였다.

나. 엔코더 휘로

4 절에셔 껄명한 바와 갈이 본 로보트에셔는 1000 pulse/rev. 의 Incremental

형율 사용하였다. 이률 4 쩨배하여 4000 pulse/rev. 의 해상도률 얻는데 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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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회로 (b) T형 회로 (c) H형 휘로

그림 3-5-5 직류모터의 구동방식

tdintc
Main

LCD Communi- Sensor ControlDisplay cation

Cuπent state display R5422
Error display Full duplex

PSD
Depth sensor
Inclinometer

PWM drive
Software PI control
Speed estimation

그럼 3-5-6 수충로보트의 소프트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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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는 PAL (Programmable array logic)율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16R8 IC릅 사

용하였으며 Incremantal 엔쿄더신호와 클럭으로부터 쩨배된 펄스와 방향율 훌혁

한다. 이 방향과 체배펼스는 16 bit Up/D때n 카운터로 입력된다. 이 카운터는

2Ox8율 사용하여 구현하였는데 이 IC는 3-state 출력형이므로 CPU와 연결하기 위

한 버돼가 필요없다. 이와 갈이 PAL로 구현한 엔코더 회로는 회로가 단순하고

잡읍에 대한 륙생이 우수한 장첨이 있다.

4. 소프트웨어 구생

본 로보트 시스댐의 소프트웨어 부붐은 1993.12 현재 아직 구현되지 않았으며

대략척인 구생운 그림 3-5-6과 잡이 구현될 예청이다. 메인 프로그램은 주 제어

컴퓨터로부터 오는 명령율 해석하고 로보트의 운천에 관한 천반척인 사항율 관할

하며 로보트의 현재 상황율 보고한다. Watchdog Timer의 리옛(reset)도 메인 프

로그램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다. 또한 PSD와 수압계， 경사계동의 첸셔정보를

센서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아 로보트의 운천에 판한 청보를 모터 쩨어 프로그램으

로 념겨준다. 모터 제어 프로그램운 운천정보와 엔표더 정보로부터 화우 바퀴

의 속도률 PI (Proportional & Integrational) 제어에 의해 구하며， 이 값율 사

용하여 모터 구동부에 연결된 HSO unit률 척철히 제어하여 필요한 PWM선호률 만

든다. 센서 프로그램은 AID 변환기를 척절히 제어하여 PSD, 수압계， 경사계등으

로 부터오는 센셔값을 얽어 주 제어 프로그램으로 념겨준다. 통신 제어 프로그

램은 직렬 통신 포트를 사용하여 주 제어 컴퓨터와 메인 프로그램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환다. 모터 체어부의 일 부분만 어챔불리어로 구현하고 나머지는 C 언

어로 구현할 예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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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합 S/W System 셜계

제1철 셜계 깨관

통합 S/W System ULπAl은 초융파탐상용 수충로보트의 천반척인 관리 및 초융

파탐상율 북척으로 개발될 S/W로 아래의 세부 모률률로 이루어진다.

- 로보트 판리 시스댐(Robot Control System)

- 초읍파 탑상 시스댐(Ultrasonic Signal Inspection System)

- 원척 감시 시스탬(Remote Monitoring SYstem)

초읍파 탐상 작업은 다량의 방사농， 오염된 물로 가묵찬 왼자로 내부에셔 수행

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쩨반 극한기술 외에 장비의 내구생과 원격갑시시스탬은 훨

수척이다.

로보트 관리 시스웹은 탑상로보트를 제어하기 뀌한 시스탬으로 탐상 경로의 착

생율 뀌한 path planner률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위치 계산， 로보트 위치

및 자세에 대한 교청 둥울 수행하케 된다. 초융파 탐상 시스탬은 초읍파 신호의

처리률 위한 시스탬으로 초읍파 선호의 화면 훌력， 결합신호 추훌 및 붐류가 추

요 암무이다. 륙히 연축척인 이동에 의한 초읍파 신호의 쳐리 및 해석， 곡훌율

가진 겁사체에서의 신호보정 둥 이 주요 알고리쯤으로 되어 있다. 원격감사 시스

템은 수동운천， 응급상황 대처， 현책 상황의 영상출력 동을 담당하는데， 실시간

처리기술 및 멀티미디어 가술이 활용된다. 축 탐상작업의 대부분을 자동화함으

로써 검사기칸의 단촉을 꾀하고 있으며 실시간 처리기술에 의한 상황의 제어， 벌

티미디어 기술율 활용한 보조장비등에 의한 화변의 구생은 작업자가 현채의 작업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1-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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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4-1-1 통합 S/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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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쩨 소프트웨어 구초는 user interface module인 뻐IS률 청첨으로 기능별로

분류된 sub_module 률로 이루어지는데， 사용자 명명 및 탑상에 필요한 각총

spec. 초융파신호 데이타 등의 데이타 천반율 판리하는 DATAM subsystem, 로보트

률 버롯한 각충 장버의 자체 진단융 위한 DlAG subsystem, 로보트의 초기위치 확

언과 초용파 엔셔의 cal ibration율 위한 CALIB subsystem, 탑상경로를 계산하는

P_PLAN subsystem, 초읍파신호의 취둑 및 철합 추훌율 위한 8IG subsystem, 그러

고 카메라 영상의 쳐리훌 위한 MONITOR subsystem 둥이 았다. (그럼 4-1-3)

MMIS

DATAM DIAG C따‘IB PPLAN SIG M(찌ITOR

.Rx spec . robot .초기위치 . path plan .data .camera

.scan opt. .camera .sensor acquisition l빼ge

. signal data .printer calibration . defect
.나SER extract
.sensor
. tape R
그럼 4-1-3. 소프트웨어의 구생(모률벌)

S/W 운용환경인 천체 기기의 구생 (H/W Configuration) 은 크게 수중 여풍 로보트，

위치제어 혜이져 포인터， 산업용 PC률 충심으로 하는 초읍파 탐상장비로 이루어

전다.

제 2 철 로보트 관리시스탬(Robot Control System)

초읍파 탐상에 있어 신호의 발신과 수산 사이의 시간 gap은 탐상 로보트의

이동 숙도에 비해 현져한 차이가 있어 이동 충에 초읍파 신호률 주고 받아도 큰

지장은 없다. 따라셔 일단 검사부위가 쩡해지고 이에 관한 path가 쩔갱되면 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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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연축객인 이동율 하면셔 초읍파 탐상율 수행하게 된다. 탐상융 위한 준비작

업의 형태로는 초기휘치 확인， sensor 구동 확인율 위한 Calibration이 었으며

이 후 탐상 정로 계획， 현재 뀌치 쩨어의 순으로 로보트의 용직입율 판리하게 된

다. 로보트 관리계롱에 루입되는 주요 기기로는 LASER Pointer, PSD, IBM PC 동

이 있다.

1. Rx Vessel Map

로보트의 이동 공간은 반구와 원풍이 결합되어 있는 원자로 내부이므로 뀌

치률 나타내기 위한 화표계로 Cylindrical Coo여ination System (r ， e ， z)률 사용

한다. (그럼 4-2-1)

Rx vessel spec은 vessel body에 대한 정보인 radius of Rx vessel , Rx

vessel width/hei방tt ， wall thickness 둥과 nozzle애 대한 정보인 nozzle

width/height/뻐gle， 용첩라인에 대한 위치정보. 그러고 구초척 장애물언 노내

핵계촉계롱의 기기에 대한 정보로 구생되며 이 후 원자로의 화연 출력. 탑상정로

의 작생둥에 활용된다.

Rx Vessel Map Data

- radius of the Rx vessel (lower hemisphere)

- Rx vessel width

- Rx vessel height

- thickness of the vessel wall

- (z, 8)-coordinates of nozzles

- radius of nozzle

- number of welded lines

- z-coordinates of welded lines

- 따mber of instruments

- (z , 8)-coordinates of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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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계획

경로채획은 탑상 로보트가 크혜인으로 부터 원자로에 루입되어 벽면에 부

착되어 초기위치의 확인이 훌난 이후의 경로릅 수랍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셔

탑상청로의 수립융 뜻한다.

경로계획은 Rx vessel spec에 의해 생생되는 ma~융 충심으로 map_based

path pI뻐niog이 이루어지게 되며 충간에 있율지도 모르는 장애물 회피률 위한

기본척인 알고리틈이 추가된다. 초융파 탐상운 천체척으로 이루어지는 quick

scan과 문쩨가 되는 부위에 대한 detai I exam. 이 있으며 quick scan의 경우 하나

의 용첩부위에 대하여 용접라인율 중심으로 3번의 탐상 경로가 수립되는데， 용접

라인 상하부에서 사각탑상융 수행하기 위한 2번의 탑상경로와 용첩라인에셔의 수

적 탐상을 위한 경로가 수럽된다. 상세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부위률 중심으로

matrix 형태의 자세한 inspection 뿜th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와 갈은 경로률 로

보트 천체가 울칙이는 것운 무리이며 오히려 위치에 오차릅 발생샤킬 우려가 있

다. 따라셔 로보트의 이동운 용첩라인율 따르는 방식율 그대로 둔 채 Zig-lag이

동운 별도로 소형 구동 장비률 두어 로보트의 이동과 함쩨 톡자척으로 수행하도

룩 한다. 이 경우 기폰의 연휴척인 로보트 울직임과는 다른 로보트 쩨어 시펜스

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속쩍인 이동율 하면셔 별도의 구동장치가 움직이는 것과

불연솜척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율 수 있다. 연축척언 경우 탐상라인이 sine

curve률 그리게 되어 현재위치 파악에 대한 중앙제어장치의 별도부답이 생기게

되고， 불연촉척인 경우 위치파악에 대한 부답은 줄어툴게 되지만， 로보트 헤어

시헨스가 한충 북잡하게 된다. 구체척인 방식은 앞으로의 연구를 롱해 션청되겠

지만 두가지 다 사용될 수 있율 것으로 보여진다. 원자로 내부에는 구조척인 장

애물 외에 미지의 장애물hmknown obstacle)이 없는 것으로 가쩡하고 구조객인

창애물율 회피하기 위하여 Obstacles' enhancement , WSA algori thm 둥의 기본객

인 루틴이 첨가된다. 구조쩍인 장애물로는 노내 빽계측 계롱(NIS) 의 기기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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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다.

VI깨08의 경로쩨획은 운천원이 입력한 Rx vessel 에 대한 각총 spec과 welded

line, inspection procedure, 장애물 둥이 고려되어 자동으로 수뱅되는데 운천훨

이 원할 경추에는 직캡 입력올 할 수 있다. 탐상작업은 이 path에 의해 수행하

게 되며 충간 충간 청우 마우스나 초이스틱에 의해 뀌치를 보청시킬 수 있도혹

되어 있다.

Inspection procedure는 task planning에 해당되는 항북으로 검사법위와 운천

형태로 구생된다. 용첩부위의 입력이 륨난 후 각 용첩부위에 대한 inspection

procedure가 수립되면 이를 milestone으로 하여 milestone 사이의 최척경로률 계

산하게 된다. 최객청로 path planni명으로는 cost based와 time based가 었으나

로보트의 용직암이 렬 확잡한 cost based path pI뻐ning율 수행한다.

Rx vesse1 spec과 inspection procedure가 착생되면 장애물에 대한

obstacles ’ e바빼lcement ， WSA algorithm에 의해 milestone 간의 경로가 수립되며

이는 검사 부위에 대한 경로와 함쩨 로보트 위치쩨어 시스탬인 LASERpo미in따1πte밍r야fll

천탈되게 된다.

Navigation융 뀌한 path pI뻐ning은 Meystel[8l에 의해 제시된 Geometrical

Navigation융 기본 개념으로 쩨한된 유크리드 공간에셔 이루어진다. 모든 장애물

운 다각형으로 표현되며 확~l첩의 화표값으로 기억된다‘ 이때 로보트의 이동시

안천생융 고려하여 로보트 몹체의 넓이률 고려한 obstacles' enhancement가 우션

되며， Stand point(SP) 개념율 바탕으로 마국 Florida 주립대에셔 개발된 WSA

algorithm울 사용한다. 이는 Best-first biased search algorithm의 일종으로 Ae

와는 탈리 때모리의 제한쩍인 사용율 하며 solution path 이외의 기존의 node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기억되지 않는다. WSA se하ch의 순셔는 다읍과 갈다.

I) 현재의 위치에서 북척지까지 직션 경로가 있으면 이룰 수행하고 흩낸다.

2) 현재의 SP로부터 succesor node률 생생한다. 만일 생생이 불가능하면 실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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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댄다.

2a)현재의 SP로부터 succesor가 발견되지 않으면 입의의 가상 succesor률 만률어

서 새로운 SP로 한다.

3} Succesor node률에 대한 cost 계산율 한다.

4) 최소 비용의 node률 다읍의 SP로 션택한다.

5) 만일 next SP가 있으면 이미 solution path list에 있는가를 조사하여 있는

경우에는 이블 취소하고 4번율 다시 수행한다.

6) 만일 succesor node가 이미 solution 빼th list에 있고 더 이상의 succesor

node가 없으면 가장 최근의 SP릅 next SP로 한다.

7) Current SP로부터 next SP 까지 진행하고 current SP를 solution path list에

져장한다. 나머지 node에 대한 정보는 버렌다.

8) 1부터 반북한다.

Succesor generatrion은 Nav igator a1god thm에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부분으로 visibi Ii ty 문제가 있으며 최단경로는 다각형외 확지첨율 연결하는

형태로 훤다. Succesor generation과정에서 sector 개념율 도입하기도하는데 이

는 search graph의 size률 현져히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결론척으로

ULTROB의 탐잭경로는 obstacles enhancement , 현재 외치의 분석， 함잭 범위의 결

청， node탐잭， 비용쩨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mi lestone간의 경로와 inspection

procedure에 의해 주어지는 탐상 schedule이 합해져서 수립되어 로보트 위치제어

시스탤인 LASER pointer 어1 천달되께 환다.

3. Inspection Procedure

Rx vessel 의 용접 부위는 비교척 결합이 발생하기 쉬운 곳으로 크게 k

vessel의 벽면 부분의 welded circle line과 nozzle 부근의 welded circle line

이 있다. 검사철차는 검사 용첩부위의 션택， 검사방법의 션택에 의해 작생되는

데. 검사계획에는용첩 부위률 중심으로 몇 번의 검사률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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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탑상 횟수， 탑상 라인 사이의 간격， 탑상 각도(s혀n 뻐gle). 탑상 방향(scan

di rection) , 운천형태 퉁이 포함된다. 이렇게 착생된 각 용캡 라인 마다의 검사

계획이 모여 하나의 ins홈ction procedure가 작생되게 된다.

Inspection Proct펴ure data

- 검사용캡부위

.용캡부위 위치좌표

.검사순셔

- 해랑 용첩부휘에 대한 s∞n 뼈thod

. sc빼 어19le

. sc뻐 direction

. 로보트 운천 형태

4‘ 이동 로보트의 추학객 모델

로보트의 무게률 m, 옴칙인 거리률 d( t) , 쑥도를 v(t)라고 하면

d’ =v( t) (l)

dv(t)
m고「 =f(t)

의 관계가 생립된다. 로보트의 움직임은 x-v 명면상에서 d(t)와 v(t)률 계산한

값으로 얻어질 수 있으며， 이 때의 출발해치률 X(O). Y(O) 라고 하면

d(O) = O. (2)

v(O) = 0

가 된다. 여기서 최대축도와 최대 power률 각각 ct.. f. 이라고 하면

I v(t) I :s= v. (3)

I f(t) I :S= f.

이 된다. 여기서 로보트의 회현에 걸리는 시간은 pivoting의 각도， 로보트의 질

량. 촉도 풍과 다음과 같은 바혜관계가 생럽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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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iv =K9pivlll(v/vll )

회견 스파드는 아래의 버션형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진다.

(4)

Vt =v.(a184 + a283 - 8382) ,

Vt = v.(혀8 + as ),

o <8 <π12

π12 <e <π

(5)

축 이동로보트에 대한 제어 문째는 (1), (2)률 만촉하는 system이 주어진 final

posi tion (Xf , y，)율 북표로 (3)-(5)륭 만혹하도록 minimum tra‘jectory( tf=min)를

찾는 푼제로 퀴철된다.

제3철 초음파 탐상시스템(Ultrasonic Signal Inspection System)

초융파 탑상시스탬은 크게 초읍파 신호룰 발생시켜 검사체로부터의 신호률 취

륙하는 신호관리부문과 취특된 신호훌 붐석하여 결함율 추홉하는 결함분석부문으

로 나뒤어 진다.

1. 기기구생 (H/W Configuration)

초융따탑상융 뀌한 H/W 시스댐의 구생은 ultrasonic transducer‘,

빼lser/receiver ， A/D converter, IBM PC 둥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4-3-1)

탐상 결과애 대한 신뢰도는 이러한 기기의 생능에 크께 의폰하게 되는데 신뢰도

에 영향융 주는 요인율 쩡리하면 다울과 같다.

pulser/receiver

. 송신 펄스의 진폭과 파형

. 송신기 출력 임피댄스와 수신기 입혁 입피댄스

• 증폭진진생

. 수신기의 주파수 대역폭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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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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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kx-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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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송f밸스옵압

• l..: l1r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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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
RECORDER

\ /

그럽 4-3-1 초음따 탑상 서스템

- 69-



probe

. 유효탑상거리

• 주S냐륙생

. 입피먼스

. 법 충섬혹의 편차

. 붐해농

• 감도

버파펴 검사용 초읍파 젠셔는 주로 2 뻐Z 근방의 추파수를 가진 탑촉자

(probe)가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 수참식파 캡촉식으로 분류된다. 첩혹식에는 수

칙탑상율 위한 수칙탑혹자와 사각탐상훌 위한 사각탐혹자로 분류되며， 검사채와

용도벌로 많은 총휴가 있어 북객에 맞는 탐혹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4-3-1)

사각탐촉자는 발생 초융파의 총류에 따라 총짜와 횡파로 분휴되며 주로 30° , 45

。， 70° 의 각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검사체에 따라셔는 이러한 각률율 병합하

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표 4-3-2에셔는 사각탐혹자의 충류와 사용혜률 나타댄 것

이다.

탑혹자는 추파수륙생에 의하여 광대역폭과 협대역폭으로 분류되는데 다읍은

탐혹자의 추파수륙생에 맞는 탑상작업옳 나열한 것이다 .

. 높운 거리 분해능이 요구되는 탑상 : 팡대역 probe + 팡대역 수신기

. 퉁가 컬함 칙경율 구하는 경우 : 협대역 probe + 광대역 수신기

팡대역 probe + 협대역 수신기

. FIB에 의한 탐상결과 명가의 청우 : 협대역 probe + 광대역 수신기

협대역 probe + 협대역 수신기

• 검사체 내부위 -갑쇄가 큰 경우 : 팡대역 probe + 팡대역 수신기

초융파 탑상기의 본체격인 총수신기의 생능율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는 시간축적

진성과 증폭진진생. 분빼능 둥이 있다. 시간축칙진생이란 초읍파 펄스가 송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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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탐촉자의 종류

구 형식용도

수 칙 직첩첩혹용 표 준 ig악유
(l진동자 보효악 우

지연채 유

2진풍자 xl연재 유

(깨형) 지연채 무

국향수칩용 박유

막우

수침용

71 타 타이어 탐흑자

집숙탑혹차

사 각 칙캠캡촉용 표훈(l칩동자.고청각)

가연작

2진동자(TR형)

국부수칩용

기 타이어탑촉자 고청각

접촉탑혹자 가변각

표 4-3-2 탐상방법과 굴절각

두 께 탑 상 연 굴 철 각

40mm 이하 혐연양혹 70°
직사법 11회반사법

40mm - 60mm 면연양혹 70° 또는 60°
직사법 11회반사법

60mm - lOOmm 면면양측 70’와 50° I

직사법11회반사업 60° 와 45。

lOOmm 이상 양면양측 70。 와 60° I

직사법 60。 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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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될 때 까지 경과 시간에 정확히 버혜하여 에쿄의 크기를 갖는 정도률 활한

다. 중폭진진생운 수신된 초읍파 펄스의 읍압과 에쿄 높이의 비혜판계의 정도를

못한다. 분해농에는 원꺼리 분해능과 근거리 분해농이 있으며 반사원의 구별 농

력용 훗한다.

2. 초융파신호 륙생

가. 펄스 에크 탑상

초읍파 신호률 이용한 비파꾀검사는 초융파의 물질 투과생과 경계변에서의

반사 원려률 이용하여 행해진다. 축 초읍파 Pulse 신호를 검사체 내부에 주사하

여 결합의 경계면때셔 반사되어 나오는 반사신호를 조사하는 Pulse-echo 법이 주

로사용되고 와다.

초옵파의 축도는 매질의 탄생계수와 벌도애 의해 결갱되는데 이를 식으로 나

타내면 다옵과 팝다.

읍축 = .y(탄생계수)/(벌도)

일반객으로 공기충에셔의 읍숙은 약 340m/sec, 수중에서는 1480m/sec가 되며， 금

속중에셔는 종파와 횡파가 각각 5900m/sec , 29BOm/sec로 된다. 또한 초읍파의 크

기도 거리에 따라 감쇄가 되는데(그럼 4-3-2) , 초기 읍압과 x 꺼리가 경과된 후

의 융압차이훌 갑쇄계수에 의해 나타낸다.

a =」- mlog〈투~) (뼈/血)
X t"),

초읍파의 반사， 통과 및 불철에 대한 이해는 초읍따 탐상의 가장 기본척인

지식이 된다. 우션 두개의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 초읍파가 입사되는 각도에 따라

수직업사의 경우와 사각입사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립 4-3-3 )

추직입사의 경우， 경계면애셔의 초읍파의 반사와 통과가 일어나는데 각각의

매질의 벌도률 P, 읍축율 C라고 하면 융향 입피먼스 Z는 다읍식으로 표시된다.

z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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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감쇄 감쇄계수 a = i 2O l 。g(룹) (dBI뼈

PX ..

그럼 4-3-2 초음파 감쇄

Pulse-ech。 법

T F -
]

그럼 4-3-3 수직탐상과 사각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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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i를초음파의 입사 읍압， Pr율 반사 읍압， Pt률 통과펀 초옵파의 융압이라

고 두면. 에너지 E =p2n 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부터 음압의 통과율과 반사

율율 구힐 수 있다.

1 2

Zl = PI CI Z1= P2 C1

2Zt
읍압통과율 t =--」

Zl+Z2

Z,-Zl
읍압반사흘 r=~

Zl+Z2

짧
-
펴

i9
-?

ι

T
l율콰뽑뽑

。-r

초음파가 경계변에 경사를 가지고 입사되는 경우 반사와 굴절이 일어난다.

측 일부는 경계변에서 반사하고 나머지는 굴절하여 통과되는데 이것을 굴절파라

고 한다. 사각입사의 경우 입사각율 i , 반사각을 (3, 굴절각율 8라고 하면 다읍의

관계가 생립된다.

sinO) = sin(p) = sin(8)
Cl c2 C3

표 4-3-3은 여러가지 경우의 반사와 굴절을 깨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표 4-3-4

는 반사율율 나타낸 것이다.

Ci : i 매질에서의 움속

진동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초읍파를 강하게 방사시키논 생질울 가지고 있는데

이률 지향성이라고 한다. 원형 진동자의 경우 읍축상의 읍압을 1로 놓고 각 방향

별로 지향계수를 구하면 다읍 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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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 2Jl(m)-
J t{m) : Bessel 함수
m=ka sinS , k= 2 / • a : 진동자의 반경. S : 각도

‘ 사각탐혹자의 경우 보통 직사각형물의 탑축자가 사용되는데 가로 세로의 길이률

각각 2a, 2b로 하면(그럼 4-3-4 ), 이때의 지향계수는 다읍과 같다.

m

in(ka cosa) sin(kb cosa)
[뻐(a.13) = coset -- kb cosa

i·ll·-Ill--

‘
..
‘Ill--Ill·------------

r

그럼 4-3-4 사각형 탐촉자의 져향성 계산

원거리 읍장의 경우 읍원을 점으로 가정힐 수 있으며 따라서 구면 확산이 얼어나

지 않는다. 묶 음압의 크기는 읍원으로 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된다. 여기서

진동자의 변척을 A, 완전 반사면으로 부터의 에코 크기를 P.. 읍원의 읍압을 P。

라고하면

A
P. =Po -_-_

‘ 2'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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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4 결함 형태에 따른 반사율

결합형태 척 용조건. 결함반사율 r

2 r E1:0.7 J 2sin
Ie r I
2x

원형

-.--tF' Jτ죠훌 2 r 흘0.72 2 1c r I/O x)
명면

2 r ~O. s.rτ도 늑 I

.--tJJ~b
0. 81"τ등늘 28 늘0.7 J. 2 b ~ 4 J'"τT = 2 aJ 2/(1. x)

A1각
O.8nx~2 a ~O.11. 4nx~2 b~O. 1.l 늑 8ab/(1 x)

명면

2a~4.["'T호. 2 b~4·lTX 늑 1

τa
r ~O.ll 늘 r/x

구

0.11> r 늑66r '/(l'x)

-팍 긴원가둥
원

늑!r}(r + i-)- 2 r ~O.2l. 2 b 훌 4 .fTX
기 2b

짧은원?l풍동£
x

l 늑 2bJ 2r/{(r+I).h)
2 r ~O. 7 J. O.ifτ등 흩 2b 훌0.71-

繼;·곡연 2 a 훌 4과왔: 2 bg4JJ P ,X 」J Plp ,
P.+ X --; (P.'" xn p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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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훤다. 따라셔 비혜상수 K는 P에12λ 이 되며 결국 다읍의 식이 얻어진다.

Pp A-=- =-=:-- Y =-=:-- - 단， y는 결함으로 부터의 반사율.PO 2h:' 2l x

측 철함 에쿄의 크기는 원거리 융장의 경우 결합의 반사율 Y어l 버혜하고 결함으

로 부터의 거리 x에 반벼혜하게 된다. 이러한 결함 반사율은 결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대표객언 것울 표 4-3-4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초

읍파가 결함면에 수칙으로 입사되는 경우가 수적 탐상의 경우 외에는 거의 발생

하지 않으므로 초읍파가 어느 정도의 각율 가지고 결함면에 입사되는 경우의 초

읍파의 반사륙생， 축 결함 지향생은 시험 주파수 션청 둥과 잡은 탑상 방법 철쟁

의 충요한 요인이 된다. 우션 폭이 2a인 띠 모양의 결함에셔 입사각율 a라 하면

p 방향에서의 반사 융압율 나타내는 반사 지향생계추 다i2(a，~)는 다융과 갑이 나

타낼 수 있다.

다l2(a， P) =펀뮤1- Cosa •

y =~뿐- (sinp - sinal

여기서 ~ =-a 로 두면

in{2πa(2sina)/l}
다i2(a， -a) =

2πa(2sina)/l

가 되고 따라서 철함 반사율은 다움과 같이 주어진다.

112 sin{2πa(2sina)/>..}
뼈 =2a(-:-=-)

Ax' 2πa(2s inα)1λ

비슷한 방법으로 원형의 결함으로 부터의 반사지향생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축’

2J1(2kr sina)
다i2(a， -a) = … - casa,

l:Kr Slna

까n = [2si갑쉰] 2Jl(2kr‘ sinal
c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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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 2kr sina

으로 된다.

또한 결함의 바로 위에셔 탐상하는 경우에 있어 원형의 절함으로 부터의 에코

가 현형 진동자의 융축상에 잡하지 않는 경우에 결함 에코의 읍압방청식이 다읍

과 같이 된다.

Pv A _.,
-二- =-:::-- De‘까다«(a， -a)

PO 2A.x

A 2Jl (ka sina) πr2 2Jl(2kr sina)=- [-: ,.,- .-£"-'] [2sin-7-l
2>.x .. ka sind. .. ..----- Ax .. 2kr sina

또한 결함이 경사가 진 겸우 결함에 대한 입사각율 8 라고 하변

P, A _ '--.: =-::::- De'Yl~ (e, -8)
PO 2λx

A 2Jl(ka sina) πr2 2Jl(2kr sine)= -::- [ --~'--- .--'._'] [2sin":::-l
2A.x .. ka sina λx ~ 2kr sine

의 관계식율 얻율 수 있다.

그럼 4-3-5와 4-3-6은 DGS graph라 불리는 것으로 가로축이 탐상거리， 에쿄의

높이 축 감도(Gain)율 세로축으로 하여 원형 결합의 크기에 대용하는 관계률 나

타낸 것이다.

나. 천탈 륙생 및 캅쇄

검사체의 표면이 원자로 압력용기， 파이프 둥과 잡이 명명하지 않은 경우에

탐혹자의 일부만이 탐상변에 첩하게 되기 때문에 탐상면의 곡률이 문제가 된다.

수직 탐상의 경우 명명한 탑상면융 기준으로 하여 곡률이 있는 탐상연의 감도 보

정치률 나타낸 것이 그림4-35 이다. 가로측은 검사체의 곡률 반경 R과 입계 반

경 He의 비율율 나타내는데 이때 He는 probe의 주파수 f , 직청 D. 읍향 암피댄

스 Z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He= o.45frrZ1

C2Z2(l+ZI / 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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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탑상의 경우도 수칙탐상의 경우와 같어 탑상면의 푹률에 영향융 받는다. 축

검사체 표면의 팍률이 에쿄 크기의 쩌하률 야기시키는데 이를 보쩡하는 방법으로

다융과 갑운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

. 읍향 임피댄스가 같은 캡혹매질의 사용

. 진풍자의 크기가 작운 탑혹자 사용

. 탑혹자의 용캡면율 검사체의 곡률과 일치

초읍파가 급축 내부를 진행할 때에는 파의 머릿부분으로 부터의 확산， 조칙에 의

한 산한， 내부 마찰 등으로 인하여 일정의 거리를 지나면 감쇄가 발생한다. 감쇄

의 크기는 현장에서는 다충반사회수의 크기애 의해 판단되는게 보통이지만 갱량

척으로는 감쇄계수에 의해 나타내어 진다. 릅， 명면파인 초융파가 때질 가운데셔

x 거리를 진행한 경우에 읍압의 갑쐐현상은 다융과 갑이 나타낼 수 있다.

PII =PDe-CIoII

여기셔 단위는 Nep/mm인데 실쩨로 흔히 사용되는 dB/빼로 바꾸면 감쇄계수 d는

다음과 같이 쟁의 된다.

2010g(PD/PII ) =때 2010g e =8.69때 =et
x

초읍파 감쇄계수의 혹청은 검사쳐l의 현재 상태률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

와 갈은 초읍파 잡쇄계수륨 혹쩡하는 방법에는 다읍과 같은 여러가지 알고리즙이

있다.

· Log power spectrum 비교에 의한 감쇄 혹청 방법

· Zero-crossing 방법에 의한 감쇄 혹청 방법

· Center-frequency shift에 의한 감쇄 측정 방법

측 이와갈은 방법은 효음파가 검사쩨 대부롤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frequency

dependentattenuat ion 값율 frequency domain에서 해석한 것이다. 먼져 log

power spectrum 비교 방법은 그럼 4-3-7(a)와 같이 초읍파 변환자와 가까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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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툴아온 펄스 애코 신호의 log power spectrum(A) 이 초음파 변환자로 부터

먼 거리에서 톨아옹 초읍파 펼스 에쿄의 log power 5뿜ctrum(B) 이 주파수에 비

혜하여 더 감쇄되었옵을 알 수 있다. 그림 4-3-7(b)는 A, B 두 구간의 power

S야ctre때 차애 의하여 P 값율 측정하는 것율 보여춘다.

- 훌훌..

講후며I 혔、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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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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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p co ‘l이le o( 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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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맺JC:nC:)' (MHz1

그럼 4-3-7 Log-power spectrum 비쿄에 의한 초음화 캄쇄측청 원리

또한 zero-crossin응 방법과 center frequency shi ft에 의한 방법들은 log

power spectrum 방법의 다른 웅용으로 초읍파 감쇄에 의한 power spectrum의 중

심이 낮은 주파수 부근으로 이동함으료써 일청 간척의 zero‘cr‘。ssing 횡、수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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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다. 또한 power spectπm의 충섬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 쭉으로 이동하므로

중심 추파수률 알아냄으로써 감쇄양율 알 수 있다.

금숙에 있어셔 초옵파의 갑쇄는 철청입자 또는 져직에 의한 산한갑쇄가 주 현인

이 되고 있는대 Mason은 다결정체 금축 내부의 갑쇄률 다융과 잡이 쟁의하였다.

ex =Af + B션 (f: 주lIt수， A, B: 비혜상수)

다결정체에 있어 헛번째항의 영향운 객게 되기 때문에 이률 무샤하고 근사객으로

계산하면 다융과 잡이 구해진다.

, π .a H_ '2 πf_ .a
ex = →」닙"[-::-l ’ =-::--d"[--=..:...r ,3 λ 3 - ~ c d <윷

록. 산란잡쇄계수는 금속의 산한인자 H와 결청업자 포는 초칙의 직경 d의 3제곱，

그리고 주파수 f의 4제곱애 비혜하계 된다.

쩌면 에쿄 방법에 의한 함상 갑도의 초청은 탐상면율 균일하다고 가정힐 때

산란감쇄에 의한 차이만융 교쩡하면 된다. 쩌면 에묘 Bl과 In의 비 (81/In뻐는 Bl

에셔 In 까지 초읍파 빔이 진행함에 따른 확산 흔얼량과 확산 감쇄량의 합율 나타

내는데， 검사체 내부에셔의 산란감쇄량은 81/~의 혹쟁치로 부터 확산손실에 의

한 BI/In 값을 맨 것이다. 축 산란에 의한 갑쇄계수는 다음과 갈이 나타내어진다.

ex = (BI / In )흑갱쳐 - (81/82)확t한씌양-
2T

3. 신호처랴부분

신호처 리부문의 주요 기농은 초읍따 산호의 송/신과 신호데이타에 대한 기

본척인 쳐리로 여기에는 훨스 천압의 조정， gain 값 조정， noize 쩨거，

threshold 값 조청， 펄스 위치 조정. 주파수 변환， 거리진폭보상， 화면 훌력. 데

어타 관리 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C 내장형 송수신기률 사용하여 이와같은

것률율 모두 PC에셔 자동으로 조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셔는 운

천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셜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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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천압 초청 : 사용되는 탐혹자에 대하여 최객의 송신상태가 이루어지도록

펄스펀압율 조정한다. 이에 의해 초읍파 송신 훨스의 읍압에 변화가 생기고 따라

셔 진동횟수가 변하게 펀다. 진동횟수가 많으면 송신펄스의 폭이 넓게 되고 분해

농이 나빼진다. 수신부의 충폭능력이 떨어질 때는 펄스천압율 높이는 편이 좋다.

이러한 작업은 탑상 철과에 영향율 미치므로 탐상작업 이천에 이루어지도룩 한

다.

Gain 값 초청 : 탑상 갑도를 초쩡하기 위하여 gain올 죠쩡한다. 륙 아래 식에

서 쟁의된 것과 갈이 기준 에코의 크기와 결합 에쿄의 크기 비률 초청훌}는 것이

다.

"(dB) =20 1081o( 뻐Ih.)

Noize 제거 : 일종의 rejection 기농으로 F/BF률 변화시켜 천쩨 에쿄의 높이률

일청 비율로 좁이재 된다.

측정범위 조청 : 에쿄 간척융 죠쩡한다.

훨스위치 조청 : 펼스휘치에 대한 영첨조쟁과 잡은 기농이다.

주파수변환 : 신호의 추파수률 놀이면 동작 횟추가 않아지논 결과로 탑상이 보

다 명확해진다. 그러나 수직탐상의 경우 잔류 에쿄가 나타나므로 초읍파 감쇄가

심한 채질인 경우 주의를 요한다.

Threshold 조쟁 : Threshold 값율 조쩡한다.

거리진폭보상 : 칼은 반사원일지라도 그 위치에 따라 에코의 놓이가 다르게 된

다. 이러한 에쿄 높이와 차이률 천기척으로 보상하여 감은 높이로 만드는 기능으

로 DAC의 기첨율 이용한 보상과 DAC의 경사도률 이용한 보상이 있다.

화면출력 : 초읍파 신호의 display mode로는 A, B, C Scan이 대표척이다. (그림

4-3-9) A Scan은 가로축율 시간， 세로축율 초움파 신호의 크기로 하여 데이타률

훌력시키는 방법으로 결합의 크기와 깊이를 나타댄다. B scan(단면표시)은 현재

의 위치 X화표， 초읍파 크기률 각각 가로혹과 세로혹으로 하여 데이타를 훌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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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법으로 검사체의 측면도를 나타내며， C scan(명연표시)은 검사체의 명변

도률 나타내는 방법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ech。

F time

ech。

’‘-

CScanAScan BScan

그럼 4-3-8 Scan Method

데이타 관리 : 초읍따 탐상시 얻어지는 신호 데이타는 방대한 양으로 모니터와

프린터에 출력펀 후 광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를 이용하켜 보관한다. 탑상에 효이

는 데이타는 이외에도 결합판독을 위하여 결힘파형을 유형별로 분류한 knowledge

base, 결함으로 분류된 결합선호 데이타 둥이 있어 이를 천반칙으로 관리할 수

있는 database manager가 필요하다.

4. 결합형가

초읍파 합상에 의한 결함명가는 결함 에코의 크기， 결함의 킬아， 결함 위치，

결합의 기울기 둥을 종합하여 명가하게 되는폐 륙히 용접부의 겸함애 대해서는

국제용첩학회에서 결합의 길이와 결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척으로 결합의 검출율윤 결합의 크기와 함수관계률 가진다. 축 이상척

상태에서는 허용한계를 념는 결합윤 확실하게 컴출되지반 현실척으로는 결함크기

가 크면 검출율이 높아진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펄스 에코법으로 결합을 검출

할 때에 결함의 기울기에 따라 에코의 크기가 변하께 되므로 이려한 점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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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탑상시 결함 검출의 기준 례벨융 정하는데 일반객으로논 ASME의 ~DAC 청도

의 혜벨이 많이 사용핀다.

가. 결함위치 측청

수직탑상인 경우 결합위치의 혹쟁은 대깨 다읍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다. 결

합의 최대 에쿄가 발생되는 탑혹자의 위치률 (XC , YF)라 하고 이 때의 초읍파 빔이

울칙인 거리률 WF라 하면 결합의 위치는 (Xv, YF. WF)가 된다. 한편 사각탑상의 경

우초읍파의 입사각이 8라고 하면 결합의 위치는 (}{P, YF-W,sin9 , 2t-WFcos9)가 된

다. Rx vessel 과 감이 검사체의 표면이 략률율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탑혹자가

곡면과 션캡촉 또는 점캡혹의 상태가 되므로 결합의 최대 에코륨 검출한 경우에

도 초융파 법의 중심혹이 곡면의 중심과 일치하지 않는 정우 측정오차가 생기게

된다.

나. 결함길이 혹청

결합걸이의 측정에 있어 다융과 갈은 방법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dB drop 방법 - 최대 에쿄의 6dB 포는 10dB 이하인 에코 풀이률 기준으로

이률 초과하는 경우에 탑혹자의 이동거리로 부터 결함킬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초읍파 법의 폭 보다 큰 결함에 대해셔 쩍절한 방법이며 결함애

수칙으로 초융파 법이 입사되는 정우 정밀도가 높아진다 .

. 명가 level 방법 - 시험핀과 갈아 사천에 정환 에쿄 놀이률 념는 경우에

탑혹자의 이동거리로 부터 구하는 방법이다.

. 기타의 방법 - 위의 두가지 방법 외에도 소멸법 동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

개 위의 두가지 방법과 혼용되어 쓰여진다.

결함킬이를 측정함에 있어 결함의 위치， 결합의 종류에 따라 셔로 다르게 나

타나므로 통상 최대공약수척인 방법융 채택하고 있다. 얼려I로 AS~표 Boi ler and

Pressur걷 Vessel Code , Section V Nondestructive 당amination Article 4에 규쩡

훤 결합길이의 혹쟁방법에셔는 50¥DAC cut법이 큐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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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 3차원 형상율 알기 뀌해셔는 결함위치와 칼이 초읍파 빔 경로에셔 유

효 빔의 폭율 알아야 한다. 이률 위하여 유효혹융 ·작은 반사쳐I로 부터 에코 높

이가 2뻐B 낮게 되는 2 첩 사이의 축청 방향에 있어 법 폭의 변위.로 정의한다.

다. 결함종류 및 판련신호 유형

용캡부위의 칼라짐， 용캡불량 둥과 같이 결함의 방향이 탐상면과 명행한 경우

에는 보통 펄스폭이 좁은 형태로 검출되게 되며， 결함 에코의 형태반 가지고 컬

함융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결함 에코가 최대로 되는 부위를 충심으로 탐혹자를

전자운동 시키면 에코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툴게 된다. 결함의 방향이 탐상면과

수칙인 경우애는 용첩부위의 양혹에셔 탐상하게 되면 대개 갑은 에쿄가 검출되지

만 탐상면과 경사가 졌율 때에는 기옳기에 영향융 받는다.

탐상시 결함의 횡단면 형태률 구하는 방법으로 단총탑상법이 있다. 이 방법은

결함부뀌률 여러 방향에서 효읍파를 입사시켜 각 방향에서의 결합의 최대 에쿄률

측청하여 결함의 형태와 횟수률 추정하논 방법이다.

처~4첼. 원격감시시스템(Remote Monitoring System)

1. 개요

왼격감시시스댐은 초읍파탑상용 수중이동로보트의 원격감시 및 제어를 위한

시스댐으로 사용자로 부터의 명령율 받아 com빼nd interpreter률 용한 결과룰

task schedul ing에 의해 관련 시스탬에 천달하고 또한 판련 시스템의 처리결과률

화면애 출력시킨다. Pop-up 메뉴와 마우스룹 풍한 입력， Rx vessel display. 탑

상경로 display, current position monitoring, camera display, 비상정지 및 장

비에 대한 diagnostic mode 풍의 기농융 쩨공하게 된다.

2. 깨넘셜계

시스탬의 구생은 크게 입력부문， 화면출력부문， 관련 시스댐과의 데이타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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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전체적인 화면의 구생은 사용자의 명령율 받아률이는 menu

뿜neI과 각 장비에 대한 경보둥과 비상 버른의 쩍할율 하는 al때 menu 맹nel ，

그러고 작업 상태률 표시하는 window률로 이루어져 있다. 버싱버튼은 to앓Ie 버

픈 형식으로 명상시에는 각 기기의 상태률 나타내 주지만 일단 경보둥이 듭어오

케 되면 비상정지 스위치의 기능율 갖게된다. 비상 정지된 장비는 그 중요도에

따라 후속 초치가 자동 혹은 수동으로 취해지며 야 후 diagnosis system에서 장

비의 진단 작업이 수행된다. 검사작업의 상황이 출력되는 window는 영역별로 고

정된 위치에셔 그 기눔을 수행하게 되는데 떠mera display area, Rx vessel

diplay area, ul trasonic signal display area, data display area, messa응e

area로 구분된다.

가. 입력부뭄

Data input menu논 그 사용 북척에 따라 Rx spec 뼈ta， scan option data,

inspection procedure , user command 등의 총류가 있다. 이러한 데이타는 global

data로 이 후의 탐상작업의 생격율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Rx spec menu - 이 메뉴는 Rx vessel 의 화면 출력과 탑상경로의 수립에 필요

한 데이타 압력율 위한 메뉴로 탐상 초기에 입력된다. 입력작업은 file 단위 혹

은 line 단위로 이루어지며 입력훤 데이타는 검사경혁과 함께 각 호기별로 분류

되어 져장된다. Rx Spec에는 Rx vessel 에 대한 dimension 정보， welding line에

대한 정보 및 장애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Sensor s홈c menu - 이 메뉴는 탐상에 사용되는 탐혹자 및 탑상기에 대한 정

보를 입력하기 휘한 메뉴로 calibration 단계에서 나타난다.

검사 option memu - 검사 방법 및 검사 결과에 영향융 추는 각종 변수에 대한

갱보로 탐상방법， gain 빛 thresh미d 값， 펄스천압， 에쿄 간척. 주파수 동율 입

력하기 외한 메뉴이다.

Inspection procedure menu - 검사 방법 및 쩔차에 관한 데이타로 검사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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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삐gle， scan direction 으로 구생된다. 이 데이타는 이후 path pI삐ner에

천달되어 Rx vessel spec과 함쩨 탑상경로의 수립에 사용된다.

입력메뉴에는 data input menu 외에도 mode menu가 있는떼 이는 탑상작업 도중

에 로보트의 운천형태률 천환시키는 기농을 갖는다. 운천형태의 종류에는 자동운

천모드， 수동운천모드， 시운천모드가 있다.

나. 화연출력부문

이 부문은 원격감시시스댐의 핵심야 되는 부문으로 RX vessel display, 탑상

경로 display, 검사신호 display, 현재위치 display, data display, message

display, camera image display 동의 기능융 갖는다.

Rx vessel display - Rx vessel 의 천체척인 형상은 원격시스탬의 base frame

에 나타나게 되며 vessel 내부의 nozzle, 계측기기에 대한 정보가 함께 출력된

다. 이것은 로보트에 있어 Global initial map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상위 혜

벨의 지도청보이다.

탐상경로 display - 초음따탑상이 수행될 경로는 path planner예 의해 수럽되

어 원격제어시스댐에 천탈된다. Path는 로보트가 옵칙이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에

출력되며 이동할 순셔대로 출력되어야 한다.

검사신호 display - 초읍파 검사신효는 data acquisition system으로 부터 실

시간으로 천달되어 화면에 출력되어진 후 printer률 꺼쳐 data sorage에 보관된

다. 신호출혁의 형태로는 검사체 내부의 scan 방삭에 따라 A, B, C mode7~ 있다.

현재위치 display - 로보트의 현재 위치에 대한 출혁은 센서와 엔쿄더률 통해

칙첩척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Go ’ 버른율 누르면 다른 루틴과는

별도로 타이머에 의한 자동 인터렵트 루틴에 의해 로보트의 현채 위치를 얽어률

이게 된다.

Data display - 입력된 데이타를 사용자의 션택에 의해 분야별로 화면에 출력

시킨다. 데이타 종류에는 scan option 뼈ta， robot informatio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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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툴이 있다.

Message di splay - 7}장 대표척인 message의 형태로는 defect size, defect

location 풍이 있다.

Camera i뼈ge display - 로보트 천방에 무비 카메라률 셜치하여 이를 화면에

ba.seframe과 별도의 frame을 반률어 출력시킨다. Image display는 별도의 in뿔e

m‘ocessing board률 사용하여 수행되는데 Window package와 image card 전용의

소프트웨어률 결합시켜 이루어진다.

다. Data c。빼unication 부문

원격감시시스햄의 원할한 수행율 위해 판련 시스탬， 장버와 데이타 몽신울 수

행한다. 포한 작업의 진행애 의해 map DB, sensor data의 일판생 있논 유지판리

률 수행하께 된다. 탑상작업의 수행운 사용자의 데이타입력， path planner의 쩡

로 추립， 원격시스댐의 path 출력， LASER pointer 와의 데이타 통선이라는 과쩡

율 거쳐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완격시스탬은 사용자， path pI뻐ner，

LASER pointer 사이의 교량역율 하께 된다. 또한 초음파 탑상신호의 처리는 사용

자의 sensor spec 및 scan option 압력， signal data processor의 선호 휘특 및

명가， 원격시스템의 signal display, print out , data storaging의 순으로 일어

나게 되는데 이 경우 원격시스템은 사용차， si양lal processor, printer, data

storage 사이의 폐이타 흐릅율 조쩡하거l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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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절론 및 건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첨단 컴퓨터 기술율 활용하여 원

자로 압력용기 용컵부위에 대한 검사자동화 시스탬 개발 빛 구현율 목표로 하였

으며， 이률 위하여 일차척으로 시스탬 셜계률 완료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환 기

반 요소기술률의 기술현황율 초사하였으며. 이러한 요소기술률을 셜계에 반영함

으로써 시스템의 생농과 신뢰도률 향상시킴과 아울러 향후 이와 유사한 여러 시

스탬에 척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된 자동화 시스댐은 기존의 대형 검사시스

탬의 많은 역힐을 대채할 수 있율 것으로 보이며， 소형 경량화된 집약척 시스탬

의 개발로 인한 검사기간의 단축， 경제생 체고 풍의 효과가 있율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이동로보트 사용으로 인한 철대위치 및 검사 위치의 정확생 문쩨， 방

사션의 영향에 의한 자력장의 변형， 유체의 유동에 의한 영향， 초융파 산호 판톡

둥 몇가지 문제는 계축되는 2， 3차 년도와 실용화 연구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천체척인 시스템 셜계는 그 구성요소와 기능에 의해 크게 다읍의

3가지로 나뒤어 셜계되었다.

가. 수중여동로보트 및 구동기 썰계 - 수중이동로보트를 사용하여 초읍파 작업

율 수행하는 깨념으로 작업 로보트의 소형 겸량화， 벽면 부착력， 방수처러，

방사션 영향에 의한 자력분포의 변형， 무증혁화， 곡면주행 능력 및 자쩨보

정 둥이 중점척으로 고려되었읍.

나. 혜‘지져 위치셰어시스템 셀계 - Pan-ti It Device 빛 페이져 포인터 소스.

PSD 센서 빛 광학랜즈률 활용하여 로보트의 위치률 청밀하게 쩨어할 수 있

도록 셜계하였읍.

다.통합 S/W System 설계 - 로보트 제어， 초음파 신호쳐려， 지농형 사용자 인

터페이스， 결합 판독 자동화， 신호데이타 척리 빛 져장 동올 중점척으로 고

려하여 하나의 퉁합된 시스뱀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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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척으로 수중로보트의 형태논 자력을 이용한 벽면부착 이동식으로 결정되

었고， 로보트의 위치쳐l어는 바퀴에 부착된 엔코더， 수압첼셔， 경사혹정계 및 례

이져 수팡센서들의 신호률 조합하여 수행되도록 하였다. 원격조작시스탬은 산업

용 PC를 주제어시스탬으로 하여 초읍파 Pulser/Receiver률 장착하고， 수종로보트

의 위치제어 빛 표서， 초읍따 신호 쳐리 빛 표시， 검사이력 관리률 통합수행힐

수 있도록 셜계하였다.

이와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초읍파 검사 및 결함판톡 풍의 연구

소 내외의 관련 유경험자의 활용 및 참여 유도가 펠요하며. 3차년도 연구가 끝나

면 이틀의 현장경험울 설계에 집중척으로 반영하여 실용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

다. 설용화가 성공되면 자동탑상시스템에 대한 국산화 경혐의 축척으로 인하여

신뢰도 빛 성능의 향상， 대당 약 100억원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로 인한 경제생

쩨고， 검사기간 단촉， 이와 유사한 원천의 다른 시스렘에 활용가능 동 많은 기대

효과가 있율 것으로 판단된다.

- 94-



참고문헌

1. "Advanced ur Machine System for Reactor Vessel ," Mi tsubi shi Heavy

Industries Ltd. , 1993.

2. Tagore Somers , "Develφment of an Underwater Vehicle for Nuclear Appli

cation," Benthos , 1993.

3. David C. Vicker뾰n， "Nuclear 타lergy and ROVs," GE Nuclear

Energy. June, 1992.

4. C. Brockelman, "A Robotic Inspection System for The Lower H않d of

Boiling Water Reactor Pressure Vessel ," Foster-Miller Inc. , 1993.

5. "L하ge Area PSD Series," HAMAMATSU technical data.. 1990.

6. S.M.Sze , "Physics of Semiconductor Devices," Wiley International

Edi tion. 1969.

7. "16-Bi t 바bedded Controller Handbook," Intel , 1985.

8. A. Meystel , "Autonomous Mobile Robot:Vehicles with Cognitive Control ,"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1991.

9. R.B.Tomson ， "Q뼈litative Ultrasonic Nondestructive Evaluation Methods , "

J. of Applied Mechanics , Vol. 50, 1191-1201 , Dec. , 1983.

10...원자로 자동초읍파검사 절차서，“ 한국원자력연구소， Sep. , 1990.

- 95-



서 지 정 보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 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뼈ERI-RR-lξ "/93

제북 / 부제 l 원천지농형 제어 및 자동화 기술 연구

/원자로 압력용기 검사 자동화 시스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l 김 째 회 (기술총괄부)

연구자 및 부서명 김 고려， 이 채철， 엄 흥섭， 이 장수

발행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일 1994.1
페이지 97 도표 유 ( 0 ) 무 크기 4 x 6 배판
참고사항 원천 기술개발 과제

비밀여부 공개 (0 ) 대외비 ( ) 급 비밀 보고서 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계약번호

초록(30자 내외)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지능형 이동로보트 기술과 첨단컴

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결함부위에 대한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자동화 시스템윷 설계하였으며， 일차적으로 그 기반기술을 확립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연구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1.1농형 이동로보트，

디지탈 컴퓨터 제어， 지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실시간 데이타 처리， 초음파 신호

처리. 지능형 결합판묵 동의 관련 요소기술들옳 검토하여 그 효용성 및 륙성을 고찰

하였다. 셜계된 시스템은 고성능의 집약된 검사 시스탬으로 신뢰도 빛 성농의 향상

이외에 경제척으로도 매우 효용가치가 높울것으로 전망되며 봉합된 소프트웨어 시스

램을 사용함으로써 인적과오를 방지힐 수 있다. 이러한 개발경험과 결과를 분석함으

로써 축척펀 요소기술이 향후 원전의 이와 유사한 여러 서스탬에 척용될 수 있는 가

능성 빛 타당성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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