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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묵

로보트 기반기술 개발

I I. 연구개발의 북척 및 중요성

경제 빛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춘 향상에 따른 계속적인 전력 요구와 환

경보호차원에서의 깨끗한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률 위해 국내 수급 천력의

40% 이상을 탐당하고 있는 원자력사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의 방사션 피폭저감 및 방사성 폐기불 안전쳐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고} “원자력산

업분야의 기술혁신”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척으로 강력히 요청되고 있

다.

이러한 요구에 부웅하여 정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분야 발전의 획기적

인 도약을 위한 전환점율 마련하기 위하여 “원자력 이용기술의 충，장기 계

획울 수립하여 추진충에 있으며， 본 과제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방사선 환

경에서 작업하눈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줄이고， 원전시설의 보수

기간 단축， 혜기물의 효율적 관리， 발천소의 안천성 향상을 위해 원천시설

에서 사람율 대신하여 검사， 보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산업용 첨단

로보토 개발율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몹적은 예측할 수 없는 북잡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고

도의 로보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옳러 이와 관련된 기반기술과 첨단요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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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보트의 가반기술 및 첨단요소기숨은 원

천시설용 로보트 시스템에 적용되어 원전시설내의 각종 극한 작업환경에서

사랍울 대신하여 산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처리함으로써 작업자률 고방사

선으로 부터 보호하며， 원천시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각종 사

각 빛 젠성기능과 자율제어 기능을 제공할 로보트 기반기술은 개발중인 로

보트 시스템에 적용됨으로써 원천시설내 각종 감사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율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로보트 기반기술은 제조업 관련 산업체에도 활용

이 가능해 무인운송l 부품조립을 자동화시킴요로써 생산성 증가와 인력절약

효파를 얻율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최첨단의 로보트 기반기술은 원자력산

업 종사자나 일반인에게 원자력산업에 대한 심리척 신뢰감과 안정감율 확산

시킬 것이다.

II I. 연구깨발의 내용 및 법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보트비천기술 분야에서 스

테레오 영상시스템과 물채인식기술을 개발하고 센싱 및 지농제어기술 분야

에서 열영상관측 시스템과 퍼지제어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로보트비견기술 개발분야

1) 스태레오 영상시스템 개발

。 스테레오 영상 획둑 카메라모률 체작

。 스테레오 영상 뎌스플레이장치 개발

- 편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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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방식

- HMD 방식

。 스테레오 영상 매칭， 처장 및 북구기술 개발

。 스테레오 영상시스템 적용 연구

- 스테레오 붐장치 설계

- 원격조작성 향상을 위한 실험 수행

2) 불쳐l 인식기 개발

。 원격조작용 로보트시스템 구성

- 마스타-슬레이브 방식에 의한 원격 조작

- 힘-토크 센서률 이용한 원격조작

O 물체인식용 비천시스템 설계

-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핵연료봉 문자인식 시스템 개발

- 노줄댐작업 자동화가술 개발

- 원형패턴율 이용한 카메라 따라메타 혹정

- 이동장치 추적시스랩 설계

2. 센싱 및 지농제어 연구 분야

1) 열영상 분석시스템 개발

。 컴퓨터와 열영상시스템 인터페야스 구현

- GPIB 인터혜이스

- 컴퓨터에 의한 열영상시스템 원격체어

O 열영상처리 알고리듬 개발

- 영상 히스토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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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영상 프로화일 분석

。 얼영상 온도 축청

。 이상상태판단 알고러듭 개발

- 열영상 및 혹정온도 저장 및 재생

- 상태분석 알고러듬 설계

2) 퍼지 및 신경망 제어기술 개발

O 블록형 경로에 대한 이동경로 실험용 로보트 설계

O 퍼지논리를 이용한 제어기 개발

IV. 연구개발결과 빛 활용에 대한 건외

과제 수행 2차 년도인 당해년도의 연구에서는 원천산업용 로보트 시스

템 재발에 핵심이 되는 기반기술 구축을 목표로 하여 연구개발융 추전하였

다. 로보트 비견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원격조착시 필수 기술인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핵심기술율 확보하기 위해 입쳐1 영상 획릅 카메라모률과 다양

한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률 개발하고 효과척인 입혜영상 획묵 및 분석

율 위해 영상 매칭기술과 저장기술을 개발하였다. 원격조작 실험결과 스

테레오 영상시스템에 의해 작업 효울이 20% 정도 향상되는 것을 입증하였

다.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관혹시스템은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내의

노줄댐 작업용 원격조작 로보트의 관훔시스템으로 이용되어 작업자의 작업

농률을 높이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향상서켜 줄 것이다. 또한 물체인식기

술 개발의 일환요로 원격조작용 로보트 시스랩을 구성하였다. 원격조작

용 로보트는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에 의한 작업성농 명가와 노률댐 작업 자

동화와 관련된 비천 알고러듬 개발에 활용되었다. 불혜인식기술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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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핵연료봉 문자인식 시스템율 개발하였고 버견센

서를 이용한 노즐댐 작업의 자동화 개념을 연구하였다. 핵연료봉 문자언식

시스템의 성능 명가 결과 99%의 우수한 인식률율 나타내었다. 문자인식

기술은 핵연료집합체 생산공정 자동화 뿐만 아니라 원천시설 감시점캄을 위

한 계기판 자동 인식 동에 활용휠 수 있고 비전센서를 이용한 노률댐 자동

화 개넘은 노률댐 작업시 작업자의 상당부분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

대된다.

센싱 및 지능제어 분야에서는 혈영상 분석시스템과 퍼지 및 신경망율

이용한 제어기술을 개발하였다. 열영상획묵 장치와 컴퓨터를 접속하여

열영상시스템의 원격제어룰 가농하게 하였고 영상 혀스토그램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열영상의 온도분포를 육정하고 열영상 분포의 롱계적 분포를 해석

하여 감시 대상물의 이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듬율 개발하였다.

열영상 분석시스템율 원천시설내 주요 기기， 주요 배관 풍의 검사에 활용하

게 되면 검사의 질을 높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사천 예방활동율 효과척

으로 수행할 수 있다. 퍼지 및 신경망을 이용하여 로보트 시스템을 지농

척으로 제어하기 위해 퍼지논리를 이용한 제어기률 개발하고 블록형 경로에

대한 이동경로 실험용 로보트률 설계하였다. 개발된 퍼지논리 제어기는

감시점검용 이통로보트의 경로 제어와 자율주행 빛 충롤회피에 활용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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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The Development of Advanced Robotic Technolog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s the standard of living is improved and the society is

industrialized , the demand for electrical power has continuously increased.

The nuclear energy , which supplies about 40% of the electricity in

Korea , therefor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ests of our

nation in acquiring polution-free energy. In the nuclear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 to

reduce radiation exposure as well as to safely manage radiation

radioactive wastes has become an urgent issue to be solved.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the safety and reliability in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 under

national supports.

Government is performing 깨tIid/Long-term Plans for Peaceful Use of

Nuclear Power" to make a turning point for an epochal development of

the nuclear technologie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which is one

of these plans, is to develope the advanced robotic system to perform

inspection and maintenance in nuclear facilities. It is possi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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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radiation exposure of operators, to shorten maintenance time, to

manage radioactive wastes efficiently , and to improve safety in radiation

envIronment.

In this project, the advanced robotic technologies which can be

applied to advanced robot system to be operated in unpredictably

complicated environment is established. If the robot system performs

defined works Quickly and accurately in adverse environment, operators

are protected from unwanted radiation exposure. Various surveillances ,

inspections , and maintenances are performed by the advanced· robot

system consisting of versatile vision , sensing , and intelligent control

system. Also, the advanced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manufacturing industry in automating transportation , assemblying , and so

on. Eventually, productivity can be increased while human labor can

be decreased on the contrary. The advanced technologies will also

provide plant operators and general public with psychological reliability

and stability.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 the stereo vision system as well as the pattern

recogni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in the area of robot vision.

Also, the thermal imaging system and the fuzzy control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in the area of sensing and intelligent contro l. The

following contents and scope are the researches accomplished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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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bot vision technology

1) Stereo vision system

。 Development of stereo vision camera module

。 Development of stereo vision displayer

- Polarization technique

- Synchronization technique

- Head mounted display technique

。 Development of stereo image matching , store and restore

o Application of stereo vision system

- Design of stereo BOOM

Experiment of tele-operation using stereo vision system

2) Pattern recognition

。 Construction of tele-operated robot system

- Tele-operation by master-slave method

- Application of force-torque sensor

o Design of vision system for pattern recognition

- Development of nucleat fuel rod character recognition

system using neural network technique

- Development of automatic operation technique of nozzle dam

- Design of mobile robot trac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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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rmal image analysis system

。 Interfacing thermal imaging system with computer

- Implementation of CPIB interface

- Development of remote control technique

o Development of thermal image processing technique

- Analysis of image histogram

- Analysis of thermal image profile

o Measurement of temperature of thermal image

o Development of dicision technique for abnormal state

- Store/restore thermal image and measured temperature

- Design of state analysis algorithm

2) Development of fuzzy and neural network control technique

o Design of mobile robot for block-typed path planning

o Development of fuzzy controller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In this year (the second year of this project), researches and

development have been carried out to esta비ish the essential key

technologies applied to robot system for nuclear industry , In the area

of robot vision, in order to construct stereo vision system necessary to

tele-operation, stereo image acquisition camera module and stereo image

displayer have been developed. Stereo matching and storing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to analyse stereo images.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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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tele-operation experiment, operation efficiency has been

enhanced about 20% by using the stereo vision system. The

developed stereo vision system will be applied to robot system to

manipulate nozzle dam in steam generator so that working efficiency,

reliability, and stability will be improved. In a part of object

recognition, a tele-operated robot system has been constructed. The

tele-operated robot is utilized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stereo vision system and in developing the vision algorithm to automate

nozzle dam operation. A nuclear fuel rod character recogni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using neural network. As a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recognition system, 99% recognition rate

has been achieved. Character recognition technology will be applied to

automatic manufacturing of nuclear fuel assembly as well as to

automatic recognition of instrument panel for surveillance and inspection

of nuclear facil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concept of automatic nozzle

dam operation using vision sensors will be able to reduce operator ’s

work scope.

In the area of sensing and intelligent control, the thermal image

analysis system and the fuzzy controller have been developed. It has

been possible to control thermal image acquisition remotely by the

interfaced computer. Temperature distribution has been measured by

using the analysis of thermal image histogram and the inspection

algorithm has been developed to determine if the state be normal or

11 -



abnormal. By applying the developed thermal image analysis system

to inspect main instruments and pipes in nuclear facility , the inspection

reliability will be improved and preventive action will be efficiently

performed. In order to construct intelligent robot system by contr이

technique using the concept of fuzzy and neural network , the fuzzy

controller has been developed and the compact mobile robot has been

designed for the experiment of path moving on block-typed path. The

developed fuzzy controller will be used not only to follow the reference

path but to operate mobile robot autonomously for inspections in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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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

인간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북잡하고 다양한 환경숙에서 살아가게 되

었으며. 심해저， 우주공간， 고방사선 구역 퉁 접근이 어려운 극한환경에서

의 많운 작업울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륙수환경에서의 각종 작업

을 안천하고， 보다 효율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무인화， 원격화

및 자동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작업의 무인화， 원격화 및 자동화률

위해서는 인간이 작업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하는 원격조작기술， 인간의 지능과 처l 어능력율 기계에 부

여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착엽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로보트 기술 그러고

추위의 환경율 인식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농력을 갖도록 하는 센싱

및 지능제어 기술 둥의 요소기술 즉 로보트 기반 기술의 개발이 필수척으로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기술외 개발， 륙히 원자력 사설에서의

각종작업융 자동화하는 기술의 개발을 목표하여 로보트 비전기술 개발분야

와 센싱 빛 지능제어기술 개발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로보

트 비견기술 분야에는 원격조작기술의 하나로 최근 차세대 첨단기술로 각

팡받고 있는 스테레오 영상에 관한 연구와 디지탈 영상 기술에 기반하는 물

체인식 및 로보트 비전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스테레오 영상

은 일반적으로 영상관혹에 많이 사용되는 2D에 비해 원격작업의 효율울 극

대화시킬 수 있는 원격관측기술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시스

템은 원자력발천소 증기발생기 수설내 노즐댐 장/탈착 작업에 활용할 예정

으로 이는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작업의 효율윷 향상시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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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그러고 물체인식 및 로보트 비견 겨술 연구에서는 물헤추척，

물체인식， 로보트의 시각서보제어 동 로보트 비션 기술 개발율 위한 주/총

조작기 형태로 힘 반영 기능을 갖훈 로보트률 구성하고 신경회로망 기술융

이용한 핵연료봉 문자인식시스템율 개발하였다. 센싱 및 지농체어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혈적외선 첸서를 이용하여 불체 및 주변환경의 온도분포륨

센생하는 열영상 관혹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농제어 연구로 퍼지 빛 신경망

율 이용한 로보트의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활 수행하였다. 본 연구서 채

멸된 열영상관혹 시스템은 관측물의 온도 및 용도분포 측정. 시간경파에 따

른 판혹 영상의 온도변화 혹정 동의 기능율 갖추고 있어 원천시설의 감시，

첨검 및 로보트의 젠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제 2 장 제 I 절에서 스테레오 영상 서스템 개발， 쩨

2 장 제 2 절에서 물체인식기술 개발， 제 3 장 혜 1 절에서는 열영상 시스

템 개발， 그러고 쩨 3 장 제 2 절에서 Al 농쩌l 어 연구에 대한 2차년도 과쩨

수행 내용 빛 결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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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로보트 비천기술개발 분야

체 I 철 스테레오 영상 사스템 개발

1. 개 요

고온， 심해저， 고방사선 환경 둥 작업자의 접근이 제한받는 극한작업환

경에서는 많은 작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륙히 원자력 산업에서는

최근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허용오차가 점차 엄격하게 규해되는 동

사회전반척인 요구에 따라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율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원격작업에 대한 인식 및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다[I]. 본과제에

서는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 저감， 작업시간 단축， 작업비용 절감 동 원자

력 관련 산업 및 극한작업 환경에서의 각종 원격작업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원격조작 기술의 개밸율 목표로 첩단 영상 기술의 하나인 스테레오 영

상 기술개발 및 시스템 제작에 관한 연구룰 수행하고 있다. 스테레오 영

상 시스템은 얼반적으로 원격관측 및 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혜쇄회로

텔레비천 (CCTV) 시스랩을 대체하여 사용되게 되는데. 스테레오 영상 시스랩

은 CCTV 시스템의 2자원척 관측과는 달리 사람이 두눈으로 사불율 보는 것과

같이 두대의 카메라률 이용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원근감， 푹 심도， 거리

정보률 관축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자는 원격지의 착엽 현장에

‘ 실제 있는 것과 같은 느낌’ 륙 원격현장감을 느끼게 되어 위험하고， 북잡

- 25 -



한 작업현장의 원격작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게 된다 [6]. 스테레오 영상 기술은 차세대 첨단 영상 기술인

가상현실 구현의 필수기술로 원격작엽 외에도 입체영화，오락시설， 입체 구

조물의 설계， 각종 시률레이터， 분자모델 분석 퉁 광범위한 분야에서 웅용

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레오 영상기술 분석을 토대로 입체영상 획튜부， 출력

부， 시스템 체어 및 입체영상 저장부로 구성되는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율 개

발하였다. 또한 개밸된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원격작업 효율성을 검증하

고 이의 웅용분야 연구로 Telepresence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테레오 및

모노 영상관측율 이용한 이동장치의 원격제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을 여러가지 극한환경에의

실척용올 목표로 연구개발율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이의 첫번째 척용

으로 국내 원천의 정기보수 기간충 방사선 펴폭이 가장 극심한 위험한 작업

종의 하나인 중기발생기 수실내 노즐댐 장/탈착 작엽에 활용힐 예정이다.

현재 수실내로 입실한 작업자에 의해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탈착 작

엽율 로보트에 의해 방사선 피폭의 염려가 없는 원거리에서의 원격조작

에 의해 수행되게 할 예정인데 이때 스테례오 영상 시스템은 원격조작자에

게 작업현장울 현장감나게 묘사 함으로써 원격작업의 효율을 높여 줄것으로

가대한다.

2. 스테레오 영상의 원리

가. 시각 심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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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눈을 통해 입력되는 시각정보로 부터 심도정보 축 사불의 원근감

을 판멸하게 되는데 이틀 섭도정보의 판별에 사용되는 ‘시각 심도정보

(visual depth cues) ’로는 아래와 같은 것둘율 들 수 있다 [2].

·모션 시차

여러불체가 관측점에서 겹쳐져 보이게 놓여 있을때 관륙자의 옵직임에

대해 가까운 불체가 먼곳의 물체보다 더 빨리 움직여 보인다. 반대로 관측

차가 통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불혜를 볼때 가까이서 움직이는 불체가 먼곳에

서 움직이는 불체 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것 처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운동

벡터 효과를 모션 시차 (motion parallax) 라 하며 이는 불채의 원근을 구분

하는 주요청보이다.

선형 원근법

형행선이 거리가 멀어침에 따라 가까운 확 보다 먼 쭉이 더 좁게 보이

는 것과 같은 것으로 화가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는 원근묘사 방법야다.

텍스트 경사도

텍스트는 그립 2-1과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는 거칠케 먼거리에서는 부

드렵게 보이게된다. 예로 만일 사람이 구릅이 덮힌 하늘이나 멀밭의 고원을

보면 가까이 있는 들의 텍스트는 거칠게 보이고 멸라 있는 틀은 부드럽게，

완만하게 보임융 알 수 있다. 거리에 따른 이러한 텍스트 경사도 (Textute

Gradient)의 차이는 아주 미약하나 거리 구분에 있어 아주 종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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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텍스트 경사도에 의한 원근 구분

그럼자

Fig , 2-1. Depth finding from Texture Gradient

그림자는 원근구분 뿐만 아니라 불체의 형태 구분에 있어서도 아주 유

용한 정보이다. 한 물혜에 의해 투영되는 그럼자는 물혜의 원근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스테 러I오피시스 (Stereopisis)

두눈이 분리되어 있기 때분에 실제 물체를 관측할 때 각 은 약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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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광경을 보게된다. 관측된 물체에 대한 각눈의 약간 다른 수렴션 때문

에 삼각법에 의해 이툴 불체의 레인지가 결정된다. 그림 2-2는 두눈의 기하

학적 구조로 물체의 거리 Z 는 식 (2-1)과 같이 구해진다. 여기서 b는 두눈

사이의 거리이다. 그립 2-3은 그림 2-2에 의해 발생되는 영상자 즉 시차률

보여추는데 시차는 원근구분의 주요정보이다. [1 2]

Rl
sin (82)

R2
- sin (82) -

b
sin (180 -81- 82)

Z= bsin(8U sin(82)
- sinU80-81-82)

R,

8,

P

!a$g§

(2-1)

그립 2-2. 스테레오 비견의 기하학척 구성

Fig. 2-2. Geometry of Stereo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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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스테레오 비견에서의 시차

Fig. 2- 3. Dispa r‘ ate image in Stereo Vision

Size constancy

사랍의 뇌는 많윤 불체의 크기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심도정보를 구분하는 다른 정보정보 없이도 물체의 외견상 크기로

부터 불체의 레인지를 축출할 수 있게 한다.

- Geometric Constancy

사람의 뇌는 많은 물체에 대한 크기정보와 불체의 형태에 대한 정보률

가지고 있다. 예률 들어 주어진 물혜가 구형이고 이를 인지하면 모든 다륜

심도정보가 일정하다. 그러나 물체는 반구가 될 수 있다. 구의 위를 보지 못

함에도 미리알고 。1 .!:::.
/야 ‘L.. 정보로 부터 이들이 구형임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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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예외는 더욱 완벽한 심도정보가 포함됨에 따랴 제거될 수 있

다.

위에서 언급한 ‘시각심도정보 (visual depth cues) ’ 중에서 스테레오피

시스는 이는 인간이나 동물이 2개의 눈， 즉 화， 우 두눈을 통해 사불을 관측

하고 두 관측 영상 사이의 시차를 두뇌에서 판멸하여 사물을 입체화하는 방

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법이

다.

스테레오피시스에서 입체영상의 형태 및 크기는 기하학척인 방법으로 계

산되어 질 수 있는데， 이는 그럽 2-4와 같이 놓인 두 카메라에 맺히는 영상

의 시하 P로 부터 구해질 수 있다.

z

口bject

point

%
-z

、
l
/

1「1-z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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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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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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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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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스테레오 영상 획득 원리

Fig. 2-4. Principal of Stereo Imag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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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x'

=2뼈n8-f용

1 1
=쩍(파- z)

(2-2)

여기서 f는 카메라의 춧점거리. B는 두카메라의 이격거리. 8는 두 카메라의

팡축 교차각 ( 주시각). 그라고 k는 기준선에서 부터 두 카메라의 광축 교차

점 까지의 거리률 나타낸다. 두 카메라에 악해 서차 P률 갖는 좌， 우 두획특

영상이 통일 모니터를 통해 출력 될 때 그림 2-5에서와 같이 시차 q를 갖

는 영상으로 표현된다.

z· z

S

H

X’II Imonilor
’ plane

eye
posilion

그립 2-5. 스테레오 영상의 출력원리

Fig. 2-5. Principal of Stereo Image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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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X'-X

=-mx'+ mx'+ S

= mp + S

(2-3)

여기서 X와 X ’는 모니터 화면에서의 관륙영상의 대웅점률이며. s는 오른쪽

영상이 모니터에 출력 될 때 발생하는 수명이동 정도률 나타낸다. 그러고 m

운 영상 획묵시 사용된 cco 크기에 대한 모니터 화면의 크기 비를 나타내는

배율이다. 따라서 관혹자가 모나터를 통해 출력되는 관측물의 꺼리 H는

-SL _ --'표二후
D H

H Z 1
1 S-D1 - z --;- + .... ,.:::k . m jB

(2-4)

(2-5)

로 표현된다. 관측영상이 축소 또는 확대되어 보이면서 쩌그러지지 않으려면

관혹물의 거리 H가 실제거리 Z의 일차합수 이어야 하며 이률 만촉하기 위해

서는 식 (2-5)로 부터

(2-6)

률 만촉해야 한다. 여기서 D는 관측자의 두눈간 이격꺼리. L은 모니터와 관

흑자와의 거 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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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테레오 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관측자에게 입체감올 느끼도록 하는 스태레오 영상 디스플레이 기

술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디스플레이 커술윤 입체영상

을 관측하기 위해 안경을 착용하는 수동 디스플레이방법과 안경을 착용이 필

요치 않는 자동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가지 스테레오

영상 디스풀레이 기술 중 본 연구에서는 두 대의 카메라에 의해 획묵된 일

정한 시차룰 갖는 좌， 우 페어 영상에 대한 디스플레이 기술 축 화， 우 영

상율 각각 관축자의 좌， 우 눈에 분리 천탈함으로써 관측자가 일반척으로

사불을 관측 할때와 같은 시차정보에 의한 입처l 감을 느끼케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주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

다.

- 프레스넬 랜즈 디스플레이 ( Fresnal Lens Display )

프례스넬 랜즈는 종종 현존하는 디스플레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곧하

나 또한 자동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그립

2-6과 같이 이방식의 입체영상 디스플레이에는 일반척으로 두대의 프로젝션

모니터가 사용되며 프레스넬 렌즈의 굴절특성은 각각의 프로섹터로 부터 나

오는 빛을 관측자의 적절한 눈에 투영시킨다. 비룩 조항할 수 있는 head

tracking 디스플레이가 개발되었지만 이 기술의 주된 단점은 관측지점이 항

상 제한 받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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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6. 프레스넬 랜즈를 이용한 스테레오 영상 디스플레이

Fig. 2-6. Stereo Image Display Using Fresnel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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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그럼 2-1와 같은 구조로 3-D 체적에 대한 2D 단면을 연숙척으

로 빠르게 그러고 순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섭도에 대한 환상을 반드는

3D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비롯 단변은 간혈적으로 표현되지만 관측자의 관

점에서는 적절하께 표현되며 이것은 이동 또는 회전하는 스크린이나 거올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연 가술은 과학 웅용에 있어 3D 영상화의

중요한 부분을 표현한다. 다면 디스플레이의 륙성은 3D 영상이 투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배경 정보를 앞변 정보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

으로 이러한 ‘실제 같지 않은’ 효과는 분석 작업에 장점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루명 3D 영상은 혼돈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웅용분야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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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7. 다면 스테레오 영상 디스플레이

Fig. 2-7. Space-filling Multiplanar Display

- 다중춧점- 다면 디스플레이 (Varifocal multiplanar display)

다면 정보률 디스플레이 하는 또다른 방법은 여러가지 훗점을 갖는 거

올 디스플레이률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초기 시스템윤 오디오 스피커

가 소리를 발생시킬때 압력파 처럼 전동하는 거울율 사용하였다. Membrane

거울의 광학적 특성은 거올 표면이 극단척으로 불록에서 오목 사이를 주기척

으로 바뀌듯 변화한다. 만약 CRT가 거울에 반사된다면 모니터의 영상은 거울‘

이 변형된 것처럼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CRT논 심도에 따

라 연속척으로 영상의 단면을 표현한다. 이러한 단변의 디스플레이는 진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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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동기가 되며， 그래서 reflection을 관혹할 때 각각의 단면은 적절한 심

도의 위치에서 놓이게 된다. 이러한 광학정렬의 륙색은 반사된 영상이 진동

거울의 윗면에 나타날때 영상이 확대된다. 이 러한 효과를 중화 시키기 위해

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되는 더욱 먼 영상틀의 크기를 척절히 줄여야 한다.

다충 춧점 거울 디스플레이는 space-filling으로 불러워진다. 관측자는 앞변

의 위와 주위로 영상율 세밀히 보기 위해 머리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의 크기에 제한율 받으며， 컴

퓨터 그래픽에 주로 사용된다. 다중춧점 디스플레이는 상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예가 Genisco ’ spacegraph ’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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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8. 다중춧점-다면 디스플레이

Fig. 2-8. Varifocal Multiplana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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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분리 방식 디스플레이 ( Anaglyph display )

이 디스플레이는 그림 2-9와 같이 업체영상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칼라

분리기술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스테레오 퍼l 어 영상을 보색 또는 보색에 가

까운 단일 CRT에 표현한다. 필터나 렌즈가 포함된 관측자의 안경은 각눈에

적절한 영상이 보이도록 두 영상의 칼라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안경의

질은 색분리 방식 (anaglyph) 의 성능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이 기술의

주된 단점은 다른 컬라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박에서의 혼돈현상을 유발

시키며 칼라 영상을 디스플레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첩은 상

당히 경제척으로 만틀 수 있으며 간단하다는 것이다 [14].

RED I RIGHT EYE

ILEFT EYE

그림 2-9. 색분리 방식 디스플레이

Fig. 2-9. Anaglyph projectio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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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위칭 방식 디스플레이 ( Eye-switching display

이 디스플레이는 전자광학 셔터안경， 모니터， 스테레오 영상 발생기 그

러고 시스템 동기를 위한 컨트롤 박스로 구성되어 있어며， TV의 동기신호률

이용하여 관륙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강제로 개펴l하거 때문에 풍기방식

이라고도 한다. 스테레오 영상을 TV 인터레이스의 odd와 even 필드률 사

용하여 화， 우 영상율 번갈아 모니터에 연숙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관측자

는 모니터를 한쪽눈이 차단되고 연이어 다른 눈이 차단되도록 PLZT나 최근

에 개발된 liquid crystal랜즈로 만들어진 특수 안경율 사용하여 관측함으

로써 인간의 뇌는 3D영상을 인지한다.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나 최근 천자광학기술의 개발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비록 예천의

시스템이 30Hz 필드 rate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떨럼현상 (fl icker)을 발

생한다. ( 50Hz는 최척의 acceptable rate이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일반 수

직 스캔 주파수를 두배로 높임으로써 극복되어 진다.

- 면광방식 디스플레이 ( Polarized display)

연광방식 디스플레이는 연광필터를 이용하여 화， 우 영상을 분리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방식의 디스플레이에서 관측되어지는 스테레오 페어논

그럽 2-10에서와 같이 관측자가 착용하고 있는 면광훨터의 각도와 같은 방

향으로 펀팡되는 휠터를 통해 투과된다. 면광 스테레오 떼어는 비편광 되는

앞 또는 뒤의 프로젝션 스크린에 루영되며 스테레오 페어는 또한 half거울률

사용하여 같은 각도로 배얼 시킴으로써 두 CRT에 디스플레이 되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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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광현상은 모니터에 바로 부꽉되어 있고 그러고 필터는 다른 하나에

대한 90도 회전되어 있다. plan 편광 디스플레어는 관혹자의 머리가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율때 고스트나 cross-talk가 일어나는 경향으로 인해 좋지 못

하다. 또한 polariser 때문에 빛의 세기가 감소된다. circular polariser의

사용은 관흑자의 머리 방향 때문에 발생하는 고스트 문제률 감소 시킬수 있

으나 높은 전송손실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면광 디스플레이가

CRT 형태로 화， 우 영상으로 소스를 분리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 CRT률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얻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운 좌，우 영상을 스

크린의 분리된 영상에 힐당하고 각 영역에 대해 분리된 연광필터률 사용하는

것이다. 더 나은 방법은 반대 polarization 으로 화， 우 광경을 연솜척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plzt나 liquid crystal과 갈은 동거화 되

는 천자광학 장치에 의해 얻을 수 있는데 이 장치는 crt 바로 앞에 부착된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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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편광방식 디스플레이

Fig. 2-10. Polarizied Projection Display

- 시차 장벽 디스플레이 ( Parallax Barrier Display)

륙수안경없이 불루명 면에 있는 좁은 수칙 슐라이드의 격자룰 사용하

여 입체영상을 관측하는 자동 스테레오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여기에 사용된

격자는 출력되어지는 스테레오 영상에 가까이 놓여 있어 그립 2-11과 같어

스크련의 머리 결정된 영역에서 관측자의 view를 제한하는 장벽 역할율 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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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터큐라 렌즈 디스플레이 ( Lenticular Display

이 디스플레이 방식은 그림 2-12와 같이 시차 장벽 그리드 디스플레이의

한계률 극북하기 위해 효과척인 실린더형 랜즈로 슬라이드를 대체한 것으로

렌즈와 벤즈률 붙여 놓음으로 격자의 장벽을 효과척으로 제거하고 슐라이드

의 사용율 휩요치 않게 한 것이다. 랜타큐라 디스플레이는 관혹자에 대해

수직으로 놓인 나란히 배열된 앓은 설린더형 렌즈를 사용한 렌즈시트률 사

용한다. 각 랜티큐라 렌즈 뒤에 있는 영상은 얼련의 수직 스트립을 구성

하여， 렌터큐라 닫에서 영상이 프로섹션 될때 영상의 입력각과 같은 측면

각으로 영상이 출력된다. 그러므로 랜티큐라 스크린은 관축자의 관흡공간에

서 미리 정해진 영역으로 광선을 향하케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렌티큐

라 디스플레이에서 륙히 유용한 특정은 여러개의 관측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스크린온 가장 좋은 중앙 영역율 포함하여 5개의 관측영역을

제공하며 영상의 화질은 중앙영역에서 벗어날수록 떨어진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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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2. 다충 입 력을 사용한 lenticular TV 시스템

Fig. 2-12. Multi-input lenticular T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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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극한환경 륙히 원자력 시설에서의 각종 원격작업에 사용

될 스테레오 영상 기술 연구와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은 화，우 영상간 시차정보를 이용하는 ‘스테레오피시스

(Stereopisis) ’ 방법율 기반으로 하며， 업체영상 획묵부， 출력부. 시스템 제

어 및 입혜영상 저장부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입쳐1 영상 획묵부는

자동춧점， 수동 줌， 사람의 눈동자 처럽 관축물의 원근에 따라 두 카메라 사

이의 각율 조절할 수 있는 주시각 제야기능을 갖추도록하였다. 주시각 제어

기능은 오프레이터가 입체영상의 관측을 통해 원격조작 작업을 수행 할때 발

생하는 배멸미와 어지러웅과 같은 입혜영상 관측시의 불펀함율 최소로 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을 모방한 것이다. 업체영상 출력부는

획묵된 좌， 우 두 영상 신호룰 각각 관측자의 화， 우 각눈에 분리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계척으로 많어

사용되고 있는 스테레오 영상 출력 방법인 연광， 동기， 빛 Head Moun ted

Display (HMD) 방식에 대해 집충적인 연구와 이의 시스랩 개발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시스랩 제어 및 영상 저장부는 획듀된 화， 우 영상 신호률

디지탈화하여 각 영상에서 특정접 좌표가 추출되며 추출된 륙정점 좌표률

이용하여 각 영상 획득부의 주시각 제어와 관측영상의 3차원 정보분석을 위

한 영상매칭 작업이 수행된다. 그리고 동기방식 출력창치에서 사용되는

화，우 영상의 합성과 천자 셔터 안경의 개폐시기， 입체영상의 저장율 위한

VCR 및 입체영상 데이타 베이스가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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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상획특부

스테레오 영상 획득부에는 작업현장의 영상율 입체적으로 획륙하기 위해

사람의 눈과 같이 두 대와 카메라가 사용된다. 이때 두 카메라의 광촉이 일

치하는 평면상의 점들은 카메라틀의 춧점면 상의 점률과 1:1 대웅이 되어

훗점면상의 모든 점들운 두 카메라의 춧점면에서 상대척으로 같은 위치에 대

웅된다. 그러나 광축교차변 보다 가까이 또는 멸리 떨어져 있는 침툴은 두

카메라의 춧점변에서 상대적으로 수명방향의 위치가 서로 다른 점툴파 대웅

된다. 이때 발생하는 수명방향의 상대적 위치차이 즉 시차를 통해 관륙자는

입체감율 느끼게 된다 [2].

입쳐l 영상율 구성하는 두 영상은 수명시차를 제외한 다른 모든점에서 서

로 일치 하여야 하는데 영상간 차이점 틀은 관측자에게 입체영상을 관륙할

때 어지러옵과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 스테레오 영상에 발

생할 수 있는 영상간 차이점으로는 콘트라스트， 밝기， 기하학적 오차 동을

툴 수 있으며. 기하학적 오차로는 수직오차， 회전오차， 크기오차， 수명오차

퉁이 있다. 일반척으로 인간의 비견 시스템운 15% 정도의 오차률 허용한다.

다음 표 2-1은 영국 Harwell 연구소에서 개발한 줌 (zoom) 기능율 갖는 입체

영상 카메라의 기하학척 허용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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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입체영상 카메라의 기하학척 허용오차

Table 2-1. Acceptable Geometric Limits for Stereo Camera

항 목 허 용 오

영상크겨

수직오차

수명오차

회전오차

좌， 우 두영상이 수직， 수병방향에서 0.5% 이하

두 영상의 일치점이 두 주사선( 0.4 %) 이하

스크런 크기의 11200 이하

0.25도 이하

본 연구에셔 개발한 입체영상 획득부는 좌， 우 카메라， 영상의 기하

학적 오차를 최소가 되도록 설계， 제작왼 카메라 마운트， 카메라의 관측 방

향의 조절을 위한 Pan/tilt로 구성되며， 자동춧접， 수통 춤， 사람의 눈통자

처럼 관측물의 원근에 따라 두 카메라 사이의 각을 조절할 수 있는 주시각

제어기능율 갖추고 있다. 그림 2-13은 개발된 영상 획득부이다.

그림 2-13. 스테레오 영상 획특부

Fig 2-13. Stereo Camrea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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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메라 마운트

스테레오 영상의 기하학적 오차논 입체영상의 관측이나 관측자에게 배멀

미와 같은 어지려움 뭉 업체영상 관측의 불변함을 제공하고， 획특된 입체영

상정보의 처리 빛 분석에 있어 잘못된 결과를 발생시키는기 때문에 스테레

오 영상 시스템의 카메라 마운트는 획득영상의 기하학척 오차를 최소로 하

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테레오 영

상 시스템의 카메라 마운트는 야러한 오차를 최소가 되도록 하였고. 입체영

상 관측자에게 관측상의 불편함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카메라 간격을 사람의

눈과 촬은 65mm로 하였으며， 관측물의 거리에 따라 카메라의 주시각율 제어

할 수 있는 주시각 제어 기능을 부가하였다. 그립 2-14는 카메라 마운토

Ver. 1 의 도면으로 중앙에 있는 모터는 좌， 우 카메라의 주시각 채어률 위

한 것으로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제어부로 부터 입력되는 주시각 정보에

따라 좌， 우 카메라 사이각 즉 주시각을 대칭적으로 조절한다. 그림 2-15는

카메라 마운트의 체적을 줄이기 위해 주시각 제어용 모터를 수명으로 놓은

개선된 카메라 마운트 Ver.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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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각 제어기능은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을 모방한 것으로 관측물의 거리변

화에 관계없이 화， 우 영상의 시차를 최소로 하고， 춧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기능은 오프레이터가 업체영상의 관측을 통해 원격조작 작업율 수

행 할때 발생하는 배멀미와 어지러움과 같은 입체영상 관혹시의 불변함올 최

소화 시켜준다. 주시각 제어에 사용되는 정보는 좌， 우 영상의 매청과정에

서 추출된 시차정보나 카메라 마운트에 부착된 반도체 레이저에서 나오는

선 구초의 레이저 빔을 사용한 기준션을 이용하게 된다. 개발된 카메라 마

운트에는 시차정보률 이용하는 방법으로 관측자가 모니터에 출력되는

영상을 보면서 화， 우 영상간 시차가 최소가 되도록 주시각을 조절하는 수

동 영상 때칭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차기년도에서는 관륙자가 획둑된

화， 우 영상 중 한 영상에 마우스로 륙정점을 선택하변 자동으로 시차정보를

찾아내어， 이정보를 이용해 자동으로 주시각을 제어 하는 자동 영상 매칭 기

놓율 첨가 시킬 예정이다.

2) 카메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입체영상 시스랩의 획득부에 사용된 카메라는 소

니 CCD 칼라 카메라 XC-999 를 사용하였다. 좌， 우 카메라사이의 이격거리를

사람의 눈간격과 같은 65mm로 하여 관측자가 입쳐l 영상을 관측할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차기년도 연구에서는 영상획륙부의 크기를 최소로 줄

이기 위해 35x15x15mm 크기의 소형 CCD 카메라안 ELMO 카메라 빛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내방사선 카메랴룰 어용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를 계숙 수행할 예정이다. 표 2-2는 XC:-999 카메라의 제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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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XC999 카메 라의 제원

Table 2-2. Spec. of KC999 Camera

CCO 화소수 768(H) x 494(V)

센싱영역 6.4 x 4.8 mm

신호방식 NTSC Standard

최소조도 4.5 lux F1.2 AGC: ON

캅 도 2000 lux F5.6 AGe: OFF (OdB)

신호대잡음비 최소 48 dB

무게 99g

크기 22 x 22 x 120 mm (w/h/d)

나. 영상출력부

스테레오 영상의 출력은 좌， 우 영상을 사람의 눈에 전탈하논 전송방법

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낼

리 이용되고 있으며， 원격작업 및 로보트 비전기술에의 활용이 척합한 면광

방식， 동기분리방식， 그러고 HMO방식에 대해 집중척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

하였다. 2착년도인 금번 연구에서는 펀광방식 출력장치의 경우 개념설계와

실제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이 가농하도록 시스템의 부피와 전력소모를 출언

박막형 LCO 률 사용한 편광 모니터를 착안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설계작

업융 마무리 하였다. 그러고 HMO 방식의 경우 소형 흑백 및 칼라 LCD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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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헬멧 부착형과 소형 칼라 모니터률 이용한 Binocular Omni-Orientation

Monitor (BOOM)형을 개발하였다.

1) 편광방식 출력장치

핀팡방식의 출력장치는 화， 우 두 영상을 사랍의 눈으로 분리 전송함에

있어 연광의 원리를 이용한다. 이 방식은 그립 2-16과 같이 서로 수직 방향

성율 갖는 면광필터가 부착된 각 모니터의 영상을 semi-reflective 거올율

이용하여 하나로 묶어 출력하고， 관측자는 착용하고 있는 면광안경율 롱하

여 화， 우 영상을 분리 관측하게 된다. 이때 관측자가 착용하고 있는 펀팡

안경은 두 모나터에 부착된 서로 수직의 방향에 일치하도록 같은 서로 수칙

의 면광판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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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연광방식 디스플레이의 구성

Fig.2-16. Diagram of Polarize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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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니터률 이용하는 변광방식 스테레오 영상 출력장치는 부피가 크고 스크

린 크기에 제한을 받지만 비디오 프로젝트를 이용하면 큰 스크련에도 영상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 스

크린올 사용하면 탈면광 (depolarization) 현상이 발생하므로 알루며나이즈

천면 루사 스크린율 사용하여야 한다. 편팡방식 출력은 통기방식에 비해 영

상정보의 전송 손실이 작아 보다 선명한 화질의 스테레오 영상울 관측 할 수

있으나 연광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이 어두우며， 두모니터의 사용으로 시

스템의 큐모가 커지는 반점이 있다. 이러한 반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그림 2-17과 같은 출력부를 고해상도의 칼라 LCD를 이용하여 영상율

출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칼라 LCD는 박막형 출력 디스플레이로 전

체 시스템의 크기와 전력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시스럼에 사용된

semi-refrective 거올은 400에서 700nm의 파장에서 루과도 50% , 반사도

50%율 갖도록 채질 BK-7 를 사용하여 주변을 유전처l 코팅， 2차면율 BBAR

코팅하여 사용하며， LCD는 NEe 제품울 이용하였다. 표 2-3은 시스템에 사

용되는 NEC사 LCD의 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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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NEC LCD의 제 원

Table 2-3. Spec. of NEe ’ s LCD

LCD Type

Size(inches)

Pixel count ,

Pixel pitch (mm)

Grey levels ,

Display colors ,

Contrast ratio(%)

Power consumption(W)

Size (mm )

Weight(g)

Color TFT Type

13"

1, 280 x 1024

0.201

Analog

Full Color

120 : 1

26

310x255.5x37

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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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방식 출력장치

동기방식 출력장치는 영상 신호의 동기신호를 이용하여 화， 우 영상율

시간적으로 분랴， 전송하는 일종의 eye switching 방식이다. 일반척인 NTSC

신호의 한 화면을 표현하는데는 1130초가 소요되며 한 화면운 흘 수와 확수

의 두 필드로 구성된다. 동기분리방식은 그립 2-18과 같이 좌， 우 영상을

필드 단위로 서로 스위청하면서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이때 사용된 동기

신호는 관훔자가 착용하고 있는 전자 셔터를 갖훈 안경율 좌，우 영상의 출

력시칸에 맞추어 개폐하므로써

수 있게 한다 [26].

화， 우에 서로 맞는 영상율 관측자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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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19은 동기분리방식의 구성도이다. 동기방식 출력은 일반척인 비디

오 신호인 60Hz의 동기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좌， 우 영상을 초당 15화면

씩 출력하는 것과 같게 펀다. 따라서 이러한 초당 15화면의 출력은 인간 눈

에 남는 잔상효과로 언해 화면이 껍벅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화질이 면팡

방식의 반 (512 x 256)으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화변이 컵빽거립

과 화질의 저하 현상은 동기신호의 주파수를 배가시켜 화， 우 각 입력신호

당 60HZ 측 초당 30화면썩 출력되도록하므로써 없앨 수 있다.

Right Camera

Shutter Glasses

δQ
]

Le ft Camera

그립 2-19. 동기방식 스테레오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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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는 두 모니터률 야용-한 편광방식 및 동기방식 스테레오 영상 출력장치

의 장단점의 비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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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연광방식 및 동기방식의 비교

Table 2-4. Compare of Polalized and Sync Tvpe Stereo System

편광방식 동기방식

.시스랩이 소형

. 화변의 떨립이 없음 .단일 모니터 사용

장 까다l
. 고 해상도 .화면이 밝읍

(512x512 / 1 frame) .가격이 저가

. 저가의 안경 .전자기술의 발달로

개선이 가능

. 시A템이 대형 . 화면이 떨립

. 듀얼 모니터 사용 . 저 해상도

단 x다1
. 가격이 고가 ( 512x256 / 1 frame)

. 화변의 크기가 한정 . 고가의 안경

(산업용)

. 화면이 어두움

3) HMD방식

Head mounted Display (HMO)는 관측자에게 심도정보를 제공하는 실 3차

원 영상율 표현하는 스테레오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HMO는 스테레오

페어 기술율 사용한 가상의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데 관혹자의 각 눈은 두

모노 디스플레이의 사용에 의해 서로 다른 영상의 루영장면을 보케펀다.

HMO는 항공기 시률레이터， 가상공간 또는 항공 및 우주 공간 및 원격조작과

같은 웅용에 사용되며， HMO의 웅용예를 보면 수충， 항공 빛 우주와 같은

여러가지 극한환경에서의 원격조작에 관여하고 있는 Navasl Ocea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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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NOSC)는 오프레이터의 머리에 장치되어 있는 시각 디스플레이가 요

구되는 원격조작 웅용에 HMO를 사용하고 있다. NOSC의 HMO는 오프레이터의

머리 움직임율 감지하여 시각영상의 원근를 조절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스태레오 영상은 제어 가능한 프렛폼에 장착되어 있는 스테레오 페어로 구

성되어 있는 비디오 카메랴에 의해 생성된다. 제어 가능한 카메라 프렛폼

은 관측자의 머리 움직임에 일대일 통일하게 움직이도록 만틀어져 있다. 따

라서 오프레이터는 머리부에 장착된 비전 시스랩에 의해 오프레이터는 사람

의 자연척인 운동과 시각정보에 의해 원거리에서 물체의 공간 위치를 센성한

다‘

가) HMO 설계상 고려점

본 연구에서는 원격조작에 사용될 HMO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

데 스테헤오 HMD의 개발에는 디스플레이 (display) ,광학장치 (optics ), 전

차장치 (electronics) 빛 휴먼 요소 (human factor) 와 같은 여러가지 기술들

율 포합하고 있는데 륙히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필드 오브 뷰 (field of

view) ，해상도 (resolution) , binocular 대칭성 , exi t pupi 1 크기， eye

re 1i ef 그러고 eye accommodation 둥이다 [22 , 23].

- 필드 오브 뷰

필드 오브 뷰는 HMD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게 변수로 해상도와

반대척 관계에 있다. 넓은 필드 오브 뷰는 원격 자동차 조총과 같은 원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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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작업에 바랍직하다. 그러나 넓은 필드 오브 뷰를 엎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우며， 현재 HMD중 가장 큰 Monocular의 필드 오브 뷰는 수명 80 。 이

다’

- 해상도

해상도는 영상의 세밀한 부위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인데 수직 해상도

는 525 LINE 스캐닝 포뱃에 의해 그립 높이당 약 320 TV 주사선이며 수명 해

상도는 비디오 대역폭의 함수이다.

- binocular 대 칭 성

HMD는 정 확한 binocular 대 칭 이 이 루어격 야 한다. Binocular칭 은 두

monocular 디스플레이의 기하학척 , registration , 수차 및 조도의 매칭 정도

이다. Binocul ar 대칭성은 륙정한 허용기준 내에 있어야 한다. 만약 허

용기준융 벗어나게 되면 관혹자는‘ 스테레오 영상율 관측할때 두롱， 어지러

움과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된다.

- Exit pupil

Exi t pupi I 은 디스플레이의 아이피스를 벗어나는 I ight beam의 크기이

다. exit pupil의 크기와 위치는 관측자의 눈이 exit pupil들에 위치해 있어

야 만 하기 때문에 HMD 설계에 실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exi t pupi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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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으면 작융수록 monocular 디스플레이에 눈을 정착시키는떼 더 많은 변형압

박이 발생하게 된다. 보다 콘 exit pupil은 이틀에 눈율 위치시키는 문제

율 경감시켜 주게 된다.

- Eye relief

Eye relief는 한눈에 전체 영상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아이피스로 부터

떨어져야만 하는 거리이다. 만약 eye relief가 속눈캡 보다 작다면 심리

척 불연을 초래하게 되며. eye re lief가 30mm 보다 길다면 대안랜즈에 대한

경롱율 만틀어 주어야 한다.

- Eye Accommodation

Eye Accommodation은 춧점을 찰 맞추기 위한 인간 눈의 능력으로 평균

충년충은 300mm보다 짧은 거리의 물체를 편안하게 수용할 수 없다. 아이피

스는 관흑자가 이들 꺼리내에 위치한 영상을 척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나) HMD 제작상 고려점

일반척으로 HMD는 40-600 의 선명한 필드 오브 뷰를 얻융 수 .있어야 하

며 표준 RS-170A/NTSC 비디오 신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최소한

250 TVL/PH의 해상도가 제공되어야 하며 착용상의 피로률 최소화하기 위해

무게가 약 3200g이하 이고 저가이어야 한다. HMD는 머리부에 장착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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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폼， 마운트， 영상소스， 아이피스 (eyepiece) 동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

며 이틀의 설계 제작에 고려해야 할 사항틀은 다음과 같다 [3 ),

- 플렛폼 ( Platform )

프렛폼은 관축자의 머러부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기 위해 사용된다. 효

렛폼의 요구사항으로는 착용시의 편한함， 가벼움， 머리가 움직이는 동안 효

렛폼이 옵직이지 않는 안전성 그리고 다른 부품을 붙일 수 있는 경고성 둥이

다. 프렛폼으로는 마스크， 헬멧 동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햇멧은 전반적으

로 편안합과 안정감 그리고 다른 부품을 부착할 수 있는 견고성을 제공한

다. [22] 그림 2-20은 헬멧형 프렛폼을 보여준다.

, ,
l

f
r

그림 2-20. 헬멧형 마운트

Fig. 2-20. Helmet Type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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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트 ( Mount )

마운트는 플렛폼에 영상 소스와 아이피스를 부착하는 곳이다. 마운트에는

monocular 디스플레이의 펀랴한 조작성， 사용의 편리성， 플렛폼상에서의 안

정성과 견고성이 요구된다. 마운트는 관측자의 눈에 대해 두 모노 디스플레

이가 척절히 위치되도록 하기 위해 수직， 앞/뒤 방향 그러고 interocular

척 분리초청이 되어야 한다. 그럼 2-21은 본 연구에서개발하고 있는 HMD의

마운트부로 아이피스와 영상소스가 내장되어 있다.

1003

573

띠
앙
〔

φ
*
。

。

r、

이
띠
σ

( a ) 명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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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측면도

고립 2-21. 마운트의 구조

Fig. 2-21. Diagram of Mount

- 영상소스

영상소스는 비디오 신호를 시각척 영상으로 바꾸어준다. 영상소스에서 고

려해야 할 사항들로는 작은크기， 표준 525 1ine 비디오 신호의 호환성

(RS-170A 및 NTSC). 250TVL/PH 이상의 수명 해상도 , 그러고 두 영상의 크기

차가 매칭에 영향을 미치지 않올 만큼 같을 것 퉁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한 HMD에 사용한 소나 칼라 LCD 영 상소스는 그럽 2-22로 크기 가 9.5 x 13.5

mm 이고 수명해상도가 약 200 TVL/PH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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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8)

혈느껴

(
。
띠) ------+-•+

(25 7)

LCD CONTROLLER

그립 2-22. LCD 영상소스

Fig. 2 ‘ 22. LCD Image source

- 아이피스

아여피스는 일종의 확대경으로， 보통와 사람의 눈에 편안하게 보여질

수 있게 영상율 확대 시켜준다. 아이피스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작은 수

차， 확대율. exi t pupi I 크기 eye relief 빛 눈의 척용성 퉁이다. 좋은 아이

피스는 무색이고 수차가 균형잡혀 있어야 한다. 관측 물체는 눈에서 가시척

으로 확대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피스의 춧점 길이보다 짧은 거리에 놓

여야 한다. 배울과 아이피스의 춧점거리는 반대의 관계에 있다.

다) HMD 제작

본 연구에서는 흑백 소형 브라운관을 이용한 HMO에 이어 칼라 LCD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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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HMO를 개발하였다. 그럼 2-23은 처읍 개발한 흑백 HMO로 이 HMO에는

영상소스로 Sony VF 362 Viewfinder‘를 이 용하였다. VF 362 Viewfinder논

RS-170A의 영상 신호를 사용하며 . 300 TVL/PH 의 해상도. 8.5x 11. 5 mm의 화

연 크기률 갖지며， 영상소스 빛 아이피스률 합한 무재가 120g이다 .

. .
ι

“‘ ... ~---

(a) B/W HMO

-
、

‘‘,‘
A
t
전
\

x

(b) HMO를 사용한 스테레오 영상 관측

그림 2-23. 흑백 브라운과를 사용한 HMO
Fig. 2-23. HMO using B/W Brau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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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4는 칼라 LCD를 이용한 HMO의 구성도로 이 MHO의 영상소스로는

Sony 칼라 LCD 뷰화언드 (Viewfinder) 를 사용하였다. LCD 디스플레이는 일반

척으로 아직 브라운관 디스플레이 보다 해상도， 가격 동에서 성농어 멸어지

나 최근의 전자기술의 발탈에 따라 급속도로 성농이 재선되고 있어 LCD 디스

플레이의 채용은 가벼운 무게， 칼라의 실현 동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중인 칼라 LCD를 이용한 HMO의 영상 소스는 NTSC 신호를

받으며 약 200 TVL/PH의 해상도. 9. 5 x 13. 5 mm의 화면 크기률 가진다. 영

상소스 빛 아이피스를 포합한 무케는 VF 362 보다 가벼운 73g이며 영상소스 ‘

와 아이피스는 마운트에 탑재되어 헬뱃형 프렛폼에 부착되게 된다.

424

74[-

346 I 362

그립 2-24. 칼라 LCD형 HMO의 구성도

Fig. 2-24. Oi agr‘ am of Color LCD Type H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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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5는 미국 Optics 1 Inc에서 개발한 HMD로 NTSC 신호를 입력으로 하

는 칼라 마트릭스형 LCD률 사용하여 무게를 400g 이하로 줄인 Compact형

HMO, PT-Ol 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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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HMD ， PT-Ol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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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 제어 빛 스테레오 영상 저장

시스템의 제어 및 영상저장부에서는 시스템이 총괄 제어되며， 획특된

영상정보의 처리， 분석과 영상정보의 저장이 이루어진다.

시스탬 제어부에서는 화， 우 영상의 합성 및 분러률 위한 시스템의 동기 제

어와 동영상의 저장을 위한 VCR제어 그리고 영상정보의 처리，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시차정보률 이용 영상획묵부의 카메라 주시각율 제어룰 관장한다.

저장부에서는 동영상 및 정지영상의 저장이 이루어지는데 입쳐1 영상은 일반영

상 데어타 바에스와 호환 가능하도록 페어단위로 대용량 메모리에 저장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체어 및 영상저장은 486 pc

에 내장된 2개의 영상처리보드， 영상 신호 합성 및 동기신호 발생기， 그리고

동 영상울 저장하기 위한 VCR , 정지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의 Optical

Disk Driver (ODD)로 구성된다.

1) 시스램 쩨어

스테레오 영상 서스템에서 제어부에서는 좌， 우 영상의 합성 및 분리를

위한 동기신호의 제어， 동영상 저장율 위한 VCR 제어， 영상정보의 분석율 롱

한 영상획특부의 카메라 주시각 제어 그리고 영상매칭에 의한 3차원 정보분

석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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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시각제어

본 연구에서는 영상획득부의 주시각 제어률 위한 2가지 모드률 개발하였

다. 첫번째 모드는 수동 주시각제어 방법으로 오프레이터가 디스플레이되는

스테레오 영상을 관찰하면서 주관심 룹체의 시차가 ‘0’이 되도록 주시각 조정

용 모터의 회전각을 가변 시키는 갯으로 관심물체의 시하률 ‘0’으로 만드는

이유는 환흑자의 스테레오 영상 관측 피로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두번

째 모드는 자동 주시각 제어 방법으로 오프레이터가 마우스로 모니터상의

확정점율 선택하게 되면 영상처리 알고리풍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화，우 영상

을 매칭하여 시차를 계산하며， 시차가 ‘0’이 되도록 주시각율 제어하게 된

다. 이때 선택된 륙징점 영상이 화변의 중앙에 오도록 영상매칭과 동시에

pan/tilt가 제어된다. 자통 모드는 다시 반자통과 완전 자동 모드로 나눌 수

있는 데 반자동 모드눈 모니터 상의 화， 우 두 영상에서 오프레이터가 동일

륙징점울 마우스로 선택하여 영상을 매칭， 시차률 측정하게 되며， 완전 자동

모드는 화， 우 영상 충 한 영상에서만 륙정점을 선택하면 디지탈 영상처리

알고리틈에 기반한 영상배칭에 의해 자동으로 영상이 매칭되며， 시차가 측정

되게 된다. 그럼 2-26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카메라 마운트의 구성도로 주

시각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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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Camera

그림 2-26. 카메라의 주시각 제어

Fig. 2-26. Divergence control of Cameras

나) 영상매청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입력된 두 좌우 영상에서 서로 일치되는 두 지점을

각각 좌우 영상에서 찾는 과정을 스테레오 매칭 (matching)이라 한다. 화우

영상의 모든 지첨에서 서로 일치되논 점을 찾아 두점사이의 영상 거리률 결

과값으로 변환한다면 매칭 후의 영상은 스테레오 카메라로 입력된 영상의 거

리 (range) 영상이 된다 [15,161

원격 작업을 현장감있게 제공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입체 영상으로

관륙하는 관혹자에게 사물의 거리에 따룬 카메라의 주시각 제어를 자동으로

실현하기 위해 스태레오 매칭 기법을 도입하였다. 주시각 제어용 스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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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은 관측자가 특정 지점을 관혹하려고 할때 그 지점을 영상의 점으로 선

택하도록 하여 두 화우 영상의 영상 거려가 그 지점에서‘0’이되게 하였다. 두

지점의 영상 거리를 없애는 것은 관혹자의 눈의 부탐율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에서 그 Al 점 까지의 거리를 카메라 사이의 각도률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테레오 매청은 우선 두 카메라를 서로 명행하게일

치시키고 좌혹 영상에서 임의의 첩을 마우스로 선택하게 된다. 선택휠 점율

중심으로 5x5 크기의 마스크(mask)를 설정하고 스테레오 매청 기법을 사용

하여 우혹 영상에서 이 점과 일치되는 영상 지점율 찾게 된다. 한펀 화측 영

상에서 선택된 지점은 카메라 사이의 각도가 ‘0’일 경우 우흘 영상에서 항상

좌륙 영상 화표보다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특성율 이용하여 스테레오

매칭율 수행할 경우 우측 영상에서는 항상 화영상 화표보다 왼쭉으로 이풍한

영상 지점에서 동얼점을 찾게 된다. 다음 그림 2-27는 좌영상에서 선택된

5x5 크기의 마스크와 우측 영상에서 매청을 수행할 영역을 보여 준다. 선택

된 화영상 점의 화표를 (XL，YL>아라 혈때 우영상에서는 왼쭉영역， 축 XL 보다

작은 화표값을 가지는 영역을 매칭 영역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두 좌우 영상

의 통일 지점은 카페라의 중심의 높이가 통일할 경우 서로 수명 방향으로 이

동되므로 우영상에서 벼교할 영역은 YL파 강은 좌표값율 가지는 영역으로 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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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7. 스테레오 매칭의 좌우 비교 영역

Fig. 2-27. Compared Region of Stereo Matching

스테레오 매칭은 화영상에서 선태된 5x5 마스크를 비교 영역으로 스캔하

면서 매청점율 찾는다. 비교하는 우영상 좌표점을 (Xr ，Yr)이라고 할때 이 점

주위의 5x5의 마스크를 설정하고 좌영상의 마스크와 l\1SD(Mean Square

Difference)률 비교한다. 두 좌우 마스크의 MSD는 다음 식에서와 같이 구해

진다.

MSD 25 X， 흙=0 ε
YI ,yr =0

[(X/ ,Yt) - (Xr .Y r)]2 (2-7)

우영상의 비교 영역에 대하여 스캔하면서 MSD를 구한 후 그 값이 최소

가되는 지점을 매칭점으로 본다. MSD가 최소가 되는 우영상의 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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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YR) 이라 할때 두 영상의 매칭점 사이의 영상 꺼리는 수평 방향으로

XL-XR이 된다. 이 수명 거리를 이용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실제 두 영상의 임의의 지점의 매칭은 영상의 대비가 큰 지점을 선택할

수록 매칭이 잘 이루어집율 알 수 있다. 영상의 대비가 크지 않은 영역운

MSD률 구할 경우 다흔 영역과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발생한다. 그러고 두

카메라의 충심축이 지표면과 명행하지 않을 경우 두 영상의 동일점이 같은 y

값에 있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 오차가 발생하여 매칭시 고려률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위해 매칭 알고리픔을 척용하기천

카메라의 중심축의 기울어짐을 보쩡힐 수 있도록 영상을 캘리브레이션하여

수직 방향의 오차만큼 두 영상울 이동 시켜주어야 한다.

다읍 그림 2-28는 두카메라에서 획륙한 실영상에 대하여 좌영상의 한점에

일치하는 우영상의 점을 보여 준다. 그림 2-28(a)의 화축 영상에서 션택한 점

울 십자 모양으로 표시하였고 점의 좌표는 (302 .1 30)이다. 우혹 영상에서 x화

표값이 302보다 작고 y값이 130인 수명축에 대하여 MSD률 구한 결과를 그

림 2-28(C)에 출력하였다. -MSD가 최소가 되논 지점의 좌표는 021 ， 130)이며

야점의 영상에서의 위치를 그립 2-28(b)에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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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영상

2Eιa

(b) 우영상

2E·6

Q)

‘jE
~ lE·6
Q)......
“-
ζi

5E·5

0E.0
78 128 178 228

Right X posItion

(c)

278

그림 2-28. 좌우 영상의 매칭 결과

Fig. 2-28. Result of Stereo Imag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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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체영상의 저장

본 연구에서는 입처l 영상의 저장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영상의 경우로 나

누어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동영상의 경우는 VCR를 이용하여 영상율 비

디오 테입에 저장하게 되며 정지영상의 경우는 디지탈화된 페어의 업체영상

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가) 동영상의 저장

VCR률 이용하는 통영상의 저장은 두대의 VCR를 사용하는 경우와 한대의

VCR률 사용하는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두대의 VCR를 이용하는 경우는

획둑되는 화， 우 영상신호를 각각 할당된 VCR어l 저장하는 것으로 이때 각

VCR간 상호 동기화 및 좌， 우 비디오 테입간의 시간 매청이 필요한다. 따라

서 이 방식에는 미리 비디오 테입의 음성부에 Time code를 깔아줌으로써 시

간 매칭율 설현 시킨다. 한대의 비디오 테입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럼 2-29

와 같은 영상 포뱃으로 화，우 영상율 합성하여 저장하고 합성된 영상율 좌，

우 영상으로 다시 분리하여 재생한다. 영상의 합성은 그림 2-30의 멀티플랙

서로 NTSC 신호의 2: 1 interlace 스캔방식을 이용하여 NTSC의 좌， 우 두 영

상신호를 필드단위로 번갈아 멀티플랙싱 합으로써 하나의 NTSC 영상 신호를

얻게 되며 스테레오 영상의 재생온 합성되어 저장되어 있는 영상신호를 디멸

티플렉싱하여 화， 우 영상으로 다시 분리하여 입혜영상 디스플레이를 통해

출력함으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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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Record L2 Replay L21 I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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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A테레오 영상 신호의 저장 및 재쟁 포뱃

Fig. 2-29 Stereo Image Signal Format for Recording and Replaying

plexer
put

VId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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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30. 스테레오 영상신호의 멀티플렉서

Fig. 2-30. Multiplexer for Stereo Imag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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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지영상의 저장

스테레오 정지 영상의 저장은 입력되는 좌， 우 영상 신호훌 디지탈화하

여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하고 데이타 베이스 구축을 위한 것으로 스테레

오 영상의 저장은 그립 2-31과 같이 구성되는 저장장치를 통해 이루어진

다.

COMPUTER

DIGITIZER
MIXER

DIGITIZER

그림 2-31. 스테레오 정지 영상 저장장치

Fig. 2-31. Stereo Still Image storaging System

스테레오 정지영상의 저장은 일반 데이타 베이스와의 호환성을 가지고 。1 。

“-

며 영상의 업체척으로 관측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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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영상정보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 개발펀 입혜영

상 저장 시스템은 좌， 우 두 카메라로 부터 입력되는 NTSC 영상 신호률 각각

648 x 486 16비트로 디지탈화하며， 디지털화된 영상정보는 동기신호에 따

라 화， 우 페어단위로 대용량 메모리인 ODD에 데이타베이스화 된다. 페이

타 베이스의 스테레오 영상정보는 다시 영상처리 보드률 통해 아날로그화

되어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을 통해 출력된다. 본 저장 장치에 사용된 영상

정보의 디지탈/아날로그 변환에는 Targa32 그래픽 보드가 사용되며 저장된

영상 데이타눈 일반 영상 데이타 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페어단위로 판

리된다.

4. 원격조작 실협

가. 이동장치의 원격제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업체영상의 원격 조작성 평가률 위해 무선 이동장치

의 원격제어에 일반척인 2D의 영상과 스테레오 영상율 이용해 원척조작성융

비교， 실험하였다. 실험장치에 사용된 이동장치는 아래의 그럽 2-32로 가

로 x 세로， 21cm x 60cm의 크기로 무션의 조향 빛 숙도조절 기눔을 가지고

있고 입체영상 카메라와 두 채낼 비디오 신호 무선전송 장치를 탑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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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j>. -,-

그럼 2-32. 이동장치

그립 2 ‘ 32. Mobile Robot

실험용 이동장치의 원격제어를 원격모니터렁에만 의존하여 그립 2-33의 'O r ’

와 “S ’ 코스의 주행을 완주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분석하는 것으로 모노 및

스테레오 영상관혹에 의한 원격이동장치의 제어 푹 원격초작성율 비교한다.

실험은 표2-5와 같이 "T’와 “S’코스 각각에 대해 이동장치 외부의 카메라 (

섬도정보에 의존하지 않은 작엽 )와 이동장치 자체에 부착된 내부 카메라률

이용하는 경우 (심도정보에 의존 하는 작엽 }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표 2-5. 이동장치의 원격제어 실험

Table 2-5. Remote Control Test for Mobile Robot

설 험 카 메 라 주행코스

외부 S

2 외부 T

3 내부 S

4 내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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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Travel Path for Mobi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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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작성 실험에 고려되는 항목으로는 주행경로률 완주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 무선초착기의 조착횟수， 장애불과의 충돌획수 퉁이 있으나 본 실험에서

는 주어진 주행경로를 완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조작성율 명가하였다‘

실험에서 입체영상 시스템은 외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축 물체간 심도나

꺼리정보에 영향을 적게 받는 단순 원격작업에서 보다 내부 카메라률 사용하

는 경우와 칼아 작업환경이 복잡하여 작업공간에서의 물처l 간 거리 및 심도정

보에 의흔하는 북잡한 작업에셔 보다 뛰어난 원격작업 효율을 가집율 알았

다. 표 2-6은 실험 결과로 입체영상 관측이 모노영상 관측에 바해 외부

카메라률 사용하는 경우 7.5% , 내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32.5% 전체명균

명균 20 % 이상의 원격조작성이 향상됨율 보여준다. 업체영상에 의한 원격제

어는 모노영상을 이용할 때에 비해 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게 심리

척 안정감을 제공하게 되어 원격작업의 효융율 높여준다.

표 2-6. 모노 빛 스테레오 관측의 원격조작성 비교

Table 2-6. Result of Remote Handing Time of Mono and Stere。

Imaging

실 험 A테레오 (초) .£. 노 (초) 개선정도 (%)

실 험 190 201 6

실 험 2 210 229 9

실 험 3 301 400 30

실 험 4 320 432 35

I。닙 균 255 315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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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 해체작업

영국 windscale 연구소에서 수행한 원격조작설험에서는 원자력 시셜의

해체작업에 스테레오 관혹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시 간율 2391; 청도 개선시 킬 수 있음율 보였다 [27] .

원격조작 작업의 소요

실험은 원자력시셜의

해쳐l 륙히 windscal 의 advanced gas-cooled reactor (WAGR)의 압력용기 해체

에 관련된 장비의 개발과 테스트률 위해 설계된 실험시설에서 그림 2‘34과

표 2-7과 칼은 작업환경하에서 원격조작되는 산업용 로보트률 사용하여

reinforcemence바를 cropping 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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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Winscale의 원격조작실험환경

Fig. 2-34. Environment of Windscale ’ s Remote Handling T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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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Windscale 원격조작실험 환경

Table 2-7. Environment of Windscale's Remote Handling Test

Angle from Height From Angle From Radius from
Deseripton

Ref Plane Floor (m) ell of Task ell of Task

Lamp 800W 55 2.3 11 3.5

2 Stereo Cam. 45 2.1 13.5 2.3

3 Lamp 500W 25 1. 5 0 2.5

4 CCD Cam. 10 1. 5 0 2.0

5 CCD Cam. 90 3.5 80 0.3

6 Lamp 800W 30 2.3 21. 5 1. 8

실험에는 4명의 오프레이터가 hydralic scissor-shear‘가 설치된 kura로보트

률 이용하여 얼련의 cropping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로보트는 핸드 컨트롤

로 원격조정되며 톡립척인 TV관측장치가 사용된다. 실험에서 오프레이터

눈 wide및 narrow로 관축각도와 카메라의 pna/tilt률 조정할 수 있으며， 서

로 직각으로 놓여있는 두 카메라는 작업과 메뉴플레이터의 tool 촉에 서로

같은 각도로 놓여 있고 고정 춧점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3D narroaw각 보

다 더 큰 관측 각을 제공한다. 그러고 조명은 오프레이터의 조정이 불가능하

게 고정되어 있다. 실험에서는 Crops를 완성하는 시간이 측정되는데 작업별

2-D와 3-D에 의한 작업 비교에서 표 2‘8과 같이 3-D에 의한 작엉운 2-D에

의한 작업과는 탈리 메인 작업을 위한 지원작업이나 로보트의 조작에 소요되

는 낭비시간이 거의 없이 대부분 메인작업에 소요됨을 알았다. 또한 천체 작

업의 명균소요 시간은 스태레오 (3-D) 의 경우 9분 22초 수직으로 놓인 두

카때라를 사용하는 2-D의 경우는 11 분 33초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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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D 빛 3-D 작업의 버교

Table 2-8. Result of 2-D and 3-D Remote Hnading Task

Mean % of Mean % of

Time 3‘ D Time 2-D
Main 94.6 60.1
Supplementary 0.2 32. 7
Controls 4.0 5.0
Other 1. 2 2.2

천혜 작업의 분석 결과 스테레오를 사용한 경우 시간 감축은 로보트의 보다

짧은 discreate한 움직임과 관련되며， 많은 오프레이터가 수직으로 놓여 있

는 카메라의 사용 보다 스테레오 시스템의 사용을 좋아하며， 스테래오 시스

템의 사용이 어렵지 않다고 느낀다. 따라서 windscale 연구소에서의 원격

조작실험에서는 스테레오 시스탬이 원격조작에 있어 여러가지 장점을 제공함

을 알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요구되는 차메라의 수를 줄일 수 있다.

2. 주어진 작업에 대한 때뉴플레이터의 작동회수 감소 및 이로인한 에러

및 충롤 회수 감소

3. 빠른 작동시간

4. 카메라 위치 선정의 유동성 축 2D 카메라에 버해 위치선정에

따라 작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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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웅용

가. tel epresence기술을 이용한 수충 무인 탐험

NASA Ames reasearch Center는 최 근 화성 탑사선에 사용휠

teIepresence기 술을 웅용한 TROV ( Telepresence Contr‘ 011 ed Remote

Operated Vehicle)율 개밸하였다. TROV는 소형잠수정으로 인간이 탐험하기

어려운 그러나 로보트로는 가농한 화성과 같은 원격의 극한환경인 남극해와

같은 곳율 탐험하는데 사용된다. TROV는 Ross Island 근교의 McMurdo Sound

의 수중 800ft 아래를 지표를 탐험하게 된다. Telepresence기술은 육지에서

HMD률 착용한 과학자의 머리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의 방향율 조정하고， 수중

잠수정의 방향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TROV는 그럽 2-35와 같야

power천송용 케이블과 비디오 신호 전송용 팡섬유 케이블이 있어 선글라스와

비슷한 스테레오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육지의 과학자들에게 수중에서 전송

되는 영상을 스테레오로 감상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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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35. TROV의 구성

Fig. 2-35. Diagram of T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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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장치의 원격주행

Stereo BOOM 장치와 몰리 (Molly) 가 이동장치 동의 원격제어 가상현실계

구현에 이용되고 있다. [5.8] 스테레오 붐(BOOM)은 HMO 방식의 일종으로 두

대의 소형 모나터률 이용하여 좌， 우 영상을 각각 하나의 모니터에 각각 할

당 이률 사람의 두눈에 독립적으로 볼수 있케 한 광학장치로 작업현장에 설

치되어 있는 팬/틸트 (Pan/Tilt) 에 탑재왼 스테레오 카페랴부 푹 Molly 장

치와 연동되어 있어 관측자가 붐을 통한 관측방향율 상하， 화우로 옵직임

에 따라 이 방향 변화치가 molly 장치에 천탈되어 관측자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Molly 창치가 움직이게 한 전방향성 모니터 장치이다. 스테레오

붐 장치에는 화， 우 영상에 각각 한대씩의 모니터가 할당되기 때문에 화질이

크게 개선되어 입혜효과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럼 2-36과 같은 스테레오 붐 장치 및 Molly 장치의 개

발 중에 있는데 이동로보트의 원격제어 및 주행에 활용할 예정으로 이는 이

동로보토의 조작자에게 실제 조작자가 이동 로보트에 탑재하고 있는 것과 같

은 가상현실감을 느끼게 하여 보다 원활한 원격조작율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다 [1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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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36. 스테레오 붐 빛 몰리장치의 활용

Fig. 2-36. Application of Stereo BOOM and Molly

본 연구에서는 5인치 소형 칼라 브라운관과 HMD에 사용된 9.5x 13.5 em

칼라 LCD를 사용하는 두가지 형태의 스테레오 붐 장치와 몰리장치의 설계률

완료 하였다. 브라운관 형 붐장치에는 지지대 위에 설치되는 형태로

상하. 화우 두방향의 옴직임 변화치를 감지하기 위해 두개의 lOKQ single

tune Poteitial Meter룰 사용하였으며 스테레오 카메라의 수동 divergence

조절을 위한 스위치가 장착된다. 그리고 LCD 혐 붐장치는 무케가 가볍기 때

분에 헬멧형으로 개발중인데 이 붐에는 옵직임 변화치를 감지률 위해 소형

자이로를 샌용할 예정이다. 몰려 장치는 팬/틸트 형태로 붐장치의 움직

임 변화치에 연동적요로 움직이기 위해 상하. 좌우 각각 토크 700mNm의 DC

모터와 붐장치와 같은 두개의 lOKQ single tune Poteitial Meter‘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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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고 움직임 반경은 상하 一25 。 에서 450 . 화，우 o 。 에서 360 。

이다. 그럼 2-37은 다른 형태의 붐 빛 몰리장치의 웅용 예를 보여준다.

Camera

Controller

그림 2-37. 스테레오 붐 및 몰리장치의 활용 예

Fig.2-37. Application Example of Stereo BOOM and Molly

다. 중기발생기 노즐댐 장/탈착 작업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은 작업자의 첩근이 제한되는 국한 착업환경에서의

원격조작 및 검사작업과 인간의 이해를 룹기 위한 업체물의 관측 동에 낼리

사용된다. 본 과제에서는 극한시설인 원자력시설의 고방사선 구역에서의 각

종 원격작업에 관한 연구룰 수행하고 있으며 륙히 작업자의 방사션 피폭정도

가 심각한 증기발생기내 노즐댐 장/탈착 작업의 무인화를 위한 노력을 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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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는 최근 국제방사선 방어 위원회가 작업자의 방

사션 피폭 허용치를 업격하게 규제함에 따라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개념에 입각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율 최소화하고자하는 많

은 연구가 심도 있게 전개되고 있다. 증기발생기내 노즐랩 장/탈착 작업은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언， 원격화를 롱한 피폭 저감을 반드시 실현

해야합 방사선 피폭아 륙히 심각한 작업이다.

표 2-9. 원자력 정기보수기간 중의 방사선 피폭량정도

Table 2-9. Amount of Radiation Exposure during Annual Inspection
Period

구 퍼센트 (%)

. 중기발생기 관련 48.21

- Man Way ( 3.35)

- ECT ( 9.57)

류브보수l 04.40)

- 노즐댐 06.58 )

- Lancing ( 3.76)

-기타 ( 0.64)

핵연료 교체 24. 14

I. S. I. 7.03

. Rep 접검 빛 보수 4.56

기타 16.06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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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채 각발전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중기발생기내 노즐댐 장.탈착 작업은 그럼

2-38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충기발새기 수실내부로 입실한 작업자가 제한된

방사선 피폭 허용치내에서 노즐댐을 운반， 셜치 및 해체를 하게된다. 이러한

수동에 의한 장.탈착은 작업자가 방사선에 노출되기 되는 아주 위험한 작업

이 다 [21].

STEAM GENERATOR NOZZLE DAMS

\
빠
、
\\뼈

새따

CLOSURE HEAD
RE“OYED

l'UBESHEET

’TOP LEVEL OF
REFUEL씨G POOL

......,
SHUTOOWN ,/ ’

COOUNG

REACTOR
vεSSEL

CORE SUPPORT BARREL

그립 2-38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깨략도

Fig. 2-38. Diagram of Reactor Coolant System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 작업을 사람을 대신해 로보트가 원격으로 수행

하도록 시스템을 재발하고 있는데 로보토는 원격 모니터렁을 통해 원격으

로 조착되는 주/종 조착기 형태의 메뉴플레이터가 사용된다. 노즐댐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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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39의 MAN WAY에 설치펀 메뉴플렉이터로 노즐댐을 장/탈착하는 것으

로 작업에는 그럽 2-40과 같이 3조각으로 나누어 지는 노졸댐의 운반， 노

노출댐율 그림 2-41 의 노즐링에 결합， 해체하는 볼트의 체결 빚 해체 ..그 cl

고 불트의 쳐l 결 및 해혜에 사용될 공구의 운반 퉁 이다.

그럽 2-39. 종기발생기내 매뉴플레이터

Fig. 2-39. Manipulator in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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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40. 노즐댐의 구조
Fig. 2-40. Diagram of Nozzle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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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4 1. 노즐링의 구조

Fig. 2-41. Diagram of Nozzle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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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노즐댐 장/탈착 작업은 오프레이터가 원격 관륙용 모

니터률 보면서 원격으로 조착되는 매뉴폴례이터를 사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은 오프레이터에게 20의 일반 모니터렁에 의존하

는 것보다 뛰어난 작업현장의 묘사와 원격작업의 현장감율 제공하게되어

노즐댐 작업에서 우려가 되는 메뉴플에이터와 벽면과의 충돌율 없애주고， 착

엉시칸의 단축， 오프레이터의 원격작업 부탐감 해소 동 원격작업의 효옳율

놓여줄 수 있다.

6. 결 언

본 연구는 작업자의 접근이 제한받는 고옴， 십해저， 고방사선 구역 풍

극한 작업환경에서 행해지는 원격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작업

에 필수척으로 사용되는 스테레오 영상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웅용 연구

률 수행하였다. 스테레오 영상 기술은 차세대 첨단 영상 기술의 하나로 과

제 수행 2차년도인 금번 연구에서는 이에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멈의 원격조작성 명가를 위한 Telepresence 기술에 기반한 이동

장치의 원척제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웅용 연구로 스태레오 붐 및 볼‘

라장치률 개발하여 가상현실에 기반한 이동장치의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룰 수행하였으며 또한 원자력 산업에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저

감율 묵표로 증기발생기 수실내 노즐댐 원격 장/탈착에 대한 웅용 연구룰

수행하였다.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은 영상 획득부， 출력부 그러고 제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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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부로 구성된다. 영상획특부에는 스테레오 레오 영상 관혹시 발생할 수

있는 관홉피로를 최소로 하는 주시각 제어기능 첩가하였다. 여러가지 스테

레오 영상 출력 방식 충 원격 모니터렁 빛 원격조착 그러고 로보트 버견에

척합한 연광방식， 동기방식 그러고 HMD방식이 칩중적으로 개발된 영상출력

부의 경우 크기와 전력소모를 줄인 LCD률 이용한 동기방식， 소형 칼라 LCD

빛 소형 카라 모나터률 이용한 HMD를 개발되었다. 제어부 및 저장부에는

영상획륙부의 주시각을 제어에 사용되는 시차정보의 혹정과 3차원 영상분석

율 위한 디지탈 영상 매청 기농과 영상 저장을 위한 VCR저l 어 그리고 영상

데이타 베이스 기능을 부가하였다.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원격조작성 명가 실험 및 타기관의 원격

쩨어 실험에서 원격 모니허링을 통한 원격작업의 경우 스태레오 영상율 이

용하는 원격작업이 2-D 영상을 이용하는 원격작업에 비해 20% 이상의 작업

효율이 향상 됨울 알았다. 특히 심도정보에 의존하는 복잡한 작업환경이나，

여러대의 카메라의 설치가 곤란한 좁은 작업공간에서의 원격작업에서 스태

레오 영상이 필수척임을 알았다.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은 원격모니터링， 가상현실계 구현， 원격져l

어 등의 여러가지 웅용， 륙히 원전시설에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율 줄이기

위한 중기발생기내 노즐댐 장/탈착 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각 발천소

에서 수행되고 있는 노즐댐 장/탈착 작업은 방사선 피폭이 심각한 위험한 작

업으로 스테레오 영상 기술은 이 작업의 무인， 원격화에 사용되어 착업자

의 피폭량 저감， 작업시간의 단축， 안천성 향상 퉁 원격작업의 효율율 극대

화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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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1 2 철

1. 개 요

물체인식기술 개발

본 연구는 원자력시설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작업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궁극척으로 자동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영상데이타처리 기술개발

율 북척으로 삼고 있다. 영상처리기술은 인간의 시각 및 지적 활동과 유

사한 기눔율 발휘하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륙히 문자인식의 경우 신경회로망

기술율 도입함으로써 비약척으로 처리숙도 빛 언식률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척웅학습농력을 모방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문자얀식기는 필기체

및 인쇄체 문자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인식률율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신경 회로망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률 구현하기 위해 오차 역전파(BP)

알고리틈율 고찰하였으며[31-35]， 이를 이용한 신경회로망 프로그램을 구현

하고 핵연료봉 문자에 대한 인식 실힘을 수행하였다.

또한 노즐댐작업의 자동화를 위해 비천센서를 통한 로보트 조작기 서보

처1 어 개념을 설계하였고 원천시설 감시점검용 이동로보트의 관찰율 위한 추

적시스템율 설계하였다. 노즐댐작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중기발생기 유지보

수률 위해 증기발생기의 노즐링에 노졸댐을 장/탈착하는 과정이다. 증기

발생기 내부는 방사성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준

위도 매우 높고 공간이 극히 제한된 열악한 환경으로 원격작업이 신숙히 이

루어져야 할 분야이다[36] . 원격작업을 위해 ‘원전 로보트 시스템개발’

과져l에서 주/종 조작기 형태의 로보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 연구

에서는 비견센서동을 이용하여 작업의 자동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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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원격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면 작업자의 부답율 경감시

킬 수 있고 작업효율울 향상시킬 수 있올 것으로 가대된다. 개발된 자동

화 알고리틈의 명가와 원격조착실험을 위해 원격조작용 로보트 시스템율 구

성하였다. 원격 조작용 로보트 시스템은 주조작가와 종초작기로 구성되

며 주조작기의 조작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종조작기가 헤어되도록 설계되었

다. 본 시스템은 주조작기 뿔만 아니 라 프로그래빙에 의해 제어될 수 있

다. 순수한 프로그래멍에 의해 제어될 경우 자율척안 로보트로서 외부환경

율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작업율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지농척 로보트의 역할율 수행하게 된다.

원천시설 내부를 감시.점검하기 위한 이동로보트는 자율주행 알고러듬

에 의해 자율척으로 페어되거나 원격에서 마스타 조작기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로보트의 오동작을 방지하거나 작업 상태를 관훌하

기 위해서 로보트 상태률 계숙척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

은 경우 감시용 카메라를 수시로 조작하지 않고 자동척으로 로보트를 추적

할 수 있다면 작업 능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수명/수직 회천각을 추출하고 관혹카메라률 탑

재한 2축 구동장치를 제어하여 이동장치 및 주위환경에 대한 영상을 계숙적

으로 추척할 수 있는 시스템율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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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조작용 로보트 시스템

가. 원격조작용 로보트

원격 조작용 로보트 시스템은 주조작기와 종조작기로 구성되며 주조작

기의 조착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종조작기가 제어되도록 설계되었다. 본

시스템의 주조작기는 조이스틱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 조종장치를 모

방하여 조작의 면러성올 증가시켰다. 또한 종조작기에 장착된 힘‘토크

(Force torque)센서에 의해 주조작기에서 총조작기에 가해지는 물리척인 힘

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원격에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

였다. 이 현실감은 매우 중요하며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원격에서 조

착하는 조작자애게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률 제공함으로써

조작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종조작기가 장애불과

충몰하는 것울 갑지할 수 있율 뿐만 아니라 예민하게 취급해야 할 물체의

조작도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로보트률 원격에서 주조작기로 제어할 경

우 작업자는 작업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작업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제어

실에서 모니터률 통해 현장 상황을 관혹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카메

라-모니터 시스랩으로는 업체척인 정보률 획륙할 수 없으며 현장 상황을 이

해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륙히 작업 환경이 북창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조작기를 제어하는 것이 그러 간단하지 않다. 이에 대한 부

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입혜영상시스템율관혹시스템으로 채택하였다.

입체영상시스템은 사람의 눈과 유사하게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입체영

상을 획륙하고 륙수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함으로써 관혹자에게 입체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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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는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조작기률 제어할 때에 착엽

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었고 작업시간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훤다.

본 시스템은 주조작기에 의한 조작이 아닌 프로그래밍에 의해 제어휠

수 있다. 순수한 프로그래밍에 의해 제어될 경우 자율척인 로보트로서 외

부환경울 자율척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 라 결정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지농척 로보트의 역할울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보트의 제어시스템이 환경안식기능. 판단기능， 로보트

헤어기능율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본 사스템은 외부환경 인식율 위해

비견센서률 사용하고 물체인식 알고리듬율 척용한 판단기능과 이를 바탕으

로 총조작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알고러틈율 수용하게 된다.

나. 원격 조작용 로보트 시스템 구성

원격조작용 로보트 시스템 구성은 그림 2-42와 같다.

STEREO
VISION

SYSTEM

HOST

COMPUTER

MASTER

MANIPULATOR

CONTROLLER
SLAVE

ROBOT

ετ
-ξ

그럼 2-42. 원격 초작용 로보트 시스템 구성도

Fig. 2-42. The block diagram of teleoperated rob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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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조작기 (Master Manipulator)

주조작기는 종조작기(Slave Manipulator)률 제어하기 위한 조종장치로

사람에 의해 제어된다. 륙히 초착의 면려성과 정밀성을 제공해야 한다.

주조작기는 총조작기와 마찬가지로 6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립 2-43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죠이스턱 형태로 항공기 조종장치를 모방하여 조작의

면리생을 도모하였다. 주조작기는 다양한 종조작기와의 인터페이스가 가

능하다. 일반척인 죠이스턱 형태를 가지며 종조작기의 형태를 닮지 않았다.

주초작기의 사양은 표 2-10과 같다. 또한 주조작기는 게이터 (gaiter)에

의해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므로 극한 환경에서의 동작에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손가락과 손목의 힘만으로 동착되므로 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으며 조정이나 정기적인 유지조수가 필요없고 각 부품이 쉽게 교체될 수

있도록 셜계되었으며 모터/엔코더 유니트의 교체도 쉽게 이루어진다. I프

"9"

히 종조작기에 장착된 힘-토크 센서로 부터 종조작기에 가해지는 물리척인

표 2-10. 주조작기의 사양

Table 2-10. The specification of master controller

DIMENSIONS Height 100 mm
Width 500 mm
Depth 500 mm

MOTION RANGE Translations (x , Y, z) 土 50 mm (min)
Orientation ± 30 deg
(roll , pitch , yaw)

FORCE/TORQUE Forces (Fx , Fy , Fz) 100 N
RANGE Torques 2 Nm

FRICTION Forces 0.05 N
THRESHOLD Torques ’ 0.0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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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융 감지하도록 설계하여 작업자가 주조작기률 통해 힘율 느껄 수 있다.

힘-토크 센서의 사양은 표 2-11과 갈다.

/ 6 AXIS JOYSTICK

CYlJNDRICAL
WORKING VOLUME
OF RADIUS 50mm
AND LENGHT 120mm

/+1각n~~\ l

렉「i;;;;::;±했
i \.{>t)‘ // ii

:!5 p팽難~상|
mm

때

------I

!l
A

|
|

녔

-
-
-
-
-
l
ι、
」

650

1.-----τ얀;:;;;J」

\ OPTIONAL BASE

그럼 2-43. 주조작기의 구조

Fig. 2-43. The structure of master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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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 힘-토크 센서의 사양

Table 2-11. The specification of force-torque sensor

모텔 660/60

Sensing Ranges Force range (土N) 660
Torque range (土Nm) 60

분해농 Fx, Fy (N) 0.50
Fz (N) 1. 5
Tx , Ty , Tz (Nm) 0.03

37x 106

61x 106

52x 103

3

Kx , Ky (N/m)
Kz , (N/m)
Kx, Ky (Nm/rad)

Stiffness

Kz (Nm/rad) 94x 10"

무게 (grams) Transducer with TAP 812
Rear end plate 104
Rear Ring/Plug Assembly 320
Front Ring/Plug Assembly 236

Overload Protection Max. Fxy (N) 3300
Max. Fz (N) 6600
Max. Txyz (Nm) 300

로보트 힘퀘환 제어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럽 2-44와 같다.

-
Ethernet VAL P바’A 힘/

‘ • 뉴‘-.， 토크

기 렁크 제어기 560 센서

.----

。t 님l-ltl:
。 o 。

서보제어

I I
i

뉴-’

。'h:Jl.캉t
。 o 。

주조작기

‘ I

‘

그림 2-44. 양방향 원격조작 로보트 제어시스템 구성

Fig. 2-44. The bilateral teleoperated robo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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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조작기

종조작기는 주초작기 또는 프로그래멍에 의해 제어되며 실제척인 작업

울 수행하는 조작기이다. 본시스템에서는 신뢰성이 입증된 표준 PUMA

560 로보트 조작기를 사용하였다. PUMA 560은 중형 로보트로서 팔을 최

대한 펼친 상태에서 4 kg 이하의 물체를 정밀하게 취급할 수 있다. 종조

작기의 기하학척 져1 원은 그립 2-45와 같다.

I~Or-
4:;32,

432

φ80

76

그럼 2-45. 종조작기의 기하학척 구조

Fig. 2-45. The geometrical structure of slave manipulator

종조작기는 주초착기와 마찬가지로 그림 2-46과 같이 6 자유도률 가지

며 작업영역은 그림 2-47과 같다. 종조작기에는 힘-토크 센서가 창착되어

있어 총조작기에 가해지는 불리적인 힘을 주조작기에 피드백함으로써 예기

치. 않은 충롤이나 파손을 예방힐 수 있고 원격 초작시 착엽의 효율성을 크

게 중가시킬 수 있다. 종조작기의 사양을 정리하면 표 2-12와 같다.

- 103'-



μ(JOINT3)

WRIST BEND 200
￡;(JOINT5)

꺼- -(τ FLANGE 532
- (JOINT6)

WRlST ROTAION 280
(JOINT4)

w~원§좌320

￡jF짧%FgfR
250

그럼 2-46. 종조작기의 회전촉

Fig. 2-46. The rotation axises of slave manipulator

672

그립 2-47. 종조작기의 작업 여여
。-，

Fig. 2-47. The work space of slave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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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종조작기의 사양

Table 2-12. The specification of slave manipulator

무게 63.6 kg

동작 온도 범위 10 'C - 50 'C

반북성 土 0.1 mm

브레이크 축 1 - 축 6

프로그래밍 언어 VAL II 또는 VAL Plus

취급하중 4 kg

촉 1 속도 82 deg/sec

축 2 속도 54 deg/sec

축 3 속도 122 deg/sec

촉 4 속도 228 deg/sec

축 5 속도 241 deg/sec

축 6 속도 228 deg/sec

축 1 구동 범위 320 deg

축 2 구동 범위 250 deg

축 3 구동 범위 270 deg

축 4 구동 범위 280 deg

축 5 구동 범위 200 deg

축 6 구동 범위 532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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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어기

제어기는 주초착기의 옵직입이나 자체 프로그램 또는 외부 컬퓨터로 부

터 수신한 명령에 따라 종조작기를 제어하게 된다.

2-13과 갈다.

체어기의 사양운 표

표 2-13. 제어기의 사양

Table 2-13. The specification of controller

크기 1160 x 600 x 800 빼

무게 182 kg

외부콘트롤 최대 14 해낼

천원 110/220 V. 60 Hz

동착환경 옹도 10 - 45 "C

사용 언어 VAL II or VAL Plus

헤어가능축 수 최대 7 촉

입출력 32 채낼

확장메모리 128 KB

통신방식 RS232 or RS422

4) 비천시스템

비전시스템은 시각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로보트률 보다 효융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 비전시스템은 단순히 관혹을 묵적으로 하

는 분야와 시각 데이타률 분석하여 로보트 제어에 활용하는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천자의 경우 작업자가 주조작기로 원격에서 로보트률 쩨어하는

경우 필수척이며 사실감 있는 화면율 천탈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업체영상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로보트 조작에 활용하였다. 입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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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탬은 사람이 두 눈을 통해 사물을 관측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두 대의

카메라로 부터 영상 정보률 획둑하고 륙수한 모니터에 출력시킴으로써 입체

감을 작업자에게 전달한다. 입체영상 시스램율 통해 작업하는 경우 일반

모니터에 의한 작업의 경우보다 작업효율이 향상됨을 실협으로 입증하였다.

후자의 경우 로보트 비전시스템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카메라에

의해 획륙된 영상을 시스템 스스로 분석힐 수 있는 기능과 분석한 정보률

제어시스렘에 효과척으로 전랄하는 기능올 가지고 있다. 로보트률 자율

척인 프로그래밍에 의해 제어할 경우 시각 정보률 통해 환경의 변화에 대처

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체인식기술이 필수척이다.

3. 물체인식율 위한 비천시스랩 설계

가. 신경화로망을 이용한 핵연료봉 문자인식 시스템

인간의 두뇌률 모방한 신경회로망은 척웅학습 능력과 결합 극북 능력이

우수하여 웅용분야가 매우 넓다. 륙히 필기체와 인쇄체 문자인식시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인식성능율 나타내고 있어 많이 웅용되고 있다. 이러한

륙성율 가진 신경회로망율 이용하면 문자 인식기를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실시간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원자력시설의 핵심분야인 핵연료집합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핵연료봉은 쳐l 계척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아울러 핵

연료 이상상태감시 및 사용후 핵연료 검사 분야에서 핵연료봉 제초과정 추

척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핵연료봉의 끝 부분에는 각각의 핵연

- 107 -



료봉을 구분해주는 고유의 문자가 인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계충형 신경회로망

율 이용한 핵연료봉 문자인식 시스템올 구성하였다. 신경회로망은 입력

충， 중간충 및 출력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연료봉에 기록된 각 문자로

부터 추출한 메쉬륙칭을 사용하여 오차 역전파 알고려듬어1 의해 신경회로망

율 학습시킴으로써 인식시스템을 완성하였다.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핵연

료봉의 분차에 대한 인식실험결과， 최대 99%의 우수한 인식률을 기룩하였

다. 앞으로 인식률융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율 개발할 예정이며，

또한 본 기술울 당실에서 개발중인 원자력산업용 로보트에 웅용합으로써 원

천시설내 각종 계기판의 상태를 원격으로 판톡할 수 있는 계기판 인식기능

과 다양한 시각기놓율 갖출 로보트를 개발할 수 있율 것으로 기대된다.

1)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핵연료봉의 문자률 자동으로 인

식하기 위한 데이타처리 과정과 인식 방법을 제시하고 인식기를 구현하였

다. 핵연료 소결체가 장전되는 핵연료봉의 끝 부분에는 각각의 핵연료봉

율 구분해 주는 고유의 문자가 인쇄되어 있다. 핵연료 집합체 제조과정에

서 각각의 핵연료봉은 고유문자에 의해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

며 아울러 핵연료 연소 이상 상태 감시 및 사용후 핵연료 컴사분야에서 핵

연료봉 제조과정 추척에 이용되고 있다[37-391. 그림 2-48은 핵연료 집합

체 제조공정율 보여준다. 핵연료봉 문자인식 과정에서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신숙한 자료처리 및 혜계화가 어렵다. 자료의 효율척인

관리， 작업자의 부탐 경감 빛 자동화에 의한 방사선피폭의 여지를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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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율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핵연료봉 문자 자동인식 시스템의 도엽이 요

구되고 있다 [40].

본 연구에서는 50개의 핵연료봉으로 부터 문자영역을 분할하고 이진화

한 후 메쉬 륙정을 추출하여 신경획로망을 학습시킨 후 학습에 참여하지 않

운 다른 50개의 핵연료봉 문차를 인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2) 핵연료봉 문자인식 시스템 구성

핵연료봉 문자인식 시스랩 구성은 그림 2-49와 같다. 핵연료봉의 문

자 데이타률 CCD카메라를 통해 영상처리보드에 입력하고 영상쳐리기술율

이용하여 입력된 문자영상의 특정을 추출하고 신경회로망율 학습시킨 후에

인식율 수행하게 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팡원의 세기 변화와 IR에 의한

영상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해 텅스벤-할로겐 램프와 광전송용 팡섬유를

이용한 직류 조명장치를 사용하였다. 입력된 문자영상 및 처리펀 결과는

RGB 모니터를 통해 출력된다. 표 2-14는 인식시스탬의 주요 구성요소률

나타내고 그립 2-50은 실제 구성된 핵연료봉 문자인식시스템을 보여춘다.

표 2-14. 문자인식기 제원

Table 2-14. The specification of character recognition system

주요구성요소 저1 원

Host computer PC 486 DX

Image Processor ITEX-PC Vision Plus

CCD 카메라 512 x 512 Pulnix B/W

Light 텅스텐-할로겐램프， 광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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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핵연료 집합혜 제조공정

Fig. 2-48. Nuclear fuel assembly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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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한 륙정 추출

cco카메라로부터 획묵된 영상은 문자영역과 그 외의 배경영역으로

구생되어 있다. 문자 부분만율 추출하기 위해 일차원척인 미분 연산자률

사용하였고 문자영역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진화률 수행하고 메쉬 륙징

벡터를 추출하였다[ 41-43 l. 추출된 륙징 벡터를 신경회로망에 입력시켜

문자를 인식하였다. 문자인식 효름도는 그럼 2-51과 같다.

Reference Image

SegmentatIOn

BinarizatIOn

Feature ExtractIOn

Learnmg

Test Image

Segmenta tIon

Bmanzation

Feature Extraction

Neural Network
Classiher

Recogm tIon

그립 2-51. 분자인식 흐름도

Fig. 2-51. The flow chart of character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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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할

웨스팅하우스에서 제조된 핵연료봉의 문자 영상은 그림 2-52와 같이 8

개의 숫자와 2개의 하이픈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영상의 분할은 가로

’>,

방향 및 세로방향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할율 위하여 일차 미분

연산자 및 스무딩 연산자를 사용하였다.

양

" .，.펴 &
i.wl ~.... ": .~

& 싫*옳 훌

‘~~

그림 2-52. 핵연료봉 문자 영상

Fig , 2-52. The image of nuclear fuel rod characters

(1) 일차미분

일차며분을 영상데이타에 척용시킬 경우 데이타의 변화가 심한

문자영역에서는 큰 값을 나타내고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경

영역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이와 같야 일차 미분율 통해 문자 영역과

배경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영상데이타의 머분은 식 (2-8)과 같이

디지탈 영상 그레이 레벨의 차분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립 2-53과 같은

연산자로 나타낼 수 있다.

f(x) = klf(x+l)-klf(x-l)+k2f(x+2)-k2f(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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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x)는 X번째 위치에 있는 화소의 그레이 레벨을 나타내고 kl 및

k2는 가충치 (weighting factor) 또는 커 낼 (kernel)이 라 하며 본실험에서는

l 빛 2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kl=2. k2=1의 값율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kl =1. k2=2의 값을 사용하였다. 후자의 경우

노이즈에 강한 륙성을 보이며 특히 수직 분힐시 경계션의 구분울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수직 분할을 용이하게 수행하였다.

-2 -1 0 1 2

kl k2

그럼 2-53. 일차 미분 연산자

Fig. 2-53. The first order differential operator

(2) 스우딩

일차마분후 2차원 영상데이타는 수명 또는 수직촉으로 루사되어

일하원 배열로 변환된다. 이 데이타는 노이즈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경계선을 잘못 찾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무딩 필터를

적용시킴으로서 리플 성분율 제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음 식 (2-9)와 같은 Neighborhood Averaging 방법율 통해 스부

딩율 실현하였다.

1 N
g(x) =-E f(i)

N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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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i)는 미분 빛 프로젝션으로 생성된 일차원 배열의 입력 데이타를

나타내고 g(x)는 스무딩펀 결과값율 나타낸다. g( x)도 역시 일차원 배

혈로 구성된다. N은 명균 필터의 크기를 나타내며 명균융 산출하기 위해

포함되는 데이타의 갯수를 의미한다. N이 콜 경우 스무딩효과는 우수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자칫 정보를 잃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44-46].

(3) 수명분할

경계선을 추출하기 위해 일차 미분 연산자룰 수명방향으로 수행한

후 그 절대값을 수명방향으로 투사하고 크기 5를 갖는 평균 필터를

사용하여 스무딩하였다. 아와 같이 처리된 값은 문자부분에서 불록한 값율

갖는 형태가 된다. 이 과정을 그림 2-54에 나타내었다. 그립 2-55는 효

로젝션된 데이타의 프로화일율 나타낸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

충간값율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 수명 경계선을 구하였다.

-2 0 2 1 >

>

>

o
o
o

>

그립 2-54. 수명적 분힐을 위한 일차 미분 연산

FIg. 2-54. π1e first order differential operation for horizont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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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직분할

일차수명방향과 마찬가지로 수직방향으로부분에 대해분할된수명방향으로

2-56에 나타내었다.

데아타 프로화일을 나타낸다.

그립이 과정은척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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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은 수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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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order differential operation for vertic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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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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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숫자와8개의느

」
자므”-핵연료봉의제조된웨스텅하우스에서

피크값이1078 의두모보면2-57율그립있으므로구성되어하이푼으로

a
g
-자숫기준으로문턱치률107a 의 피크값중에서이 r\.

~ ‘~，수나타남음을 알

각각의이와 같이

얻었다.

수행하였다.

여 λL 。
。(j'g"분할된

분할을

2-58과 곁은

수직검출하고

그힘

8개만을

분할하여

나타내는

를를자

문자 영역

segmented image

- 117 -

분할된

The

2-58.

2-58.

그럽

Fig.



나)이전화

실제 영상은 조명상태와 카메라의 륙성에 많은 여하。
。 o 흩르「 받는다.

륙히 핵연료봉은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문자가 님1-~
C -\.듀 조명의 강도가

각 문자의 상 증 하 위치에 따라 고른 밝기값을 나타내지 봇한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봉 각각의 문자 영역을 그럼 2-5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 둥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내에셔 기준값율 정한 후 이진화룰 수행하

였다. 야진화 결과 영상은 그림 2-60과 같다. 데이타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자와 배경 부분의 밝기를 역상으로 표현하였다.

Area 1

Area 2

Area 3

그림 2-59 ‘ 이진화를 위해 분할된 각각의 분자영역

Fig. 2-59. Character area divided into three regions for binarization

그림 2-60. 이진화 결과 영상

Fig. 2-60. The binariz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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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쉬 특정 추출

메쉬 륙징은 지정된 메쉬 영역내에서 정의된 밝기 값을 갖는 화소의

수률 륙정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명으로 10둥분하고 수직으로

8동분된 메쉬 륙정을 사용하였으며 80개의 특정값율 정규화하여 륙정 벡터

로 사용하였다. 그럼 2-61은 메쉬 구성을 나타낸다.

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그럼 2-61. 메쉬 구성

Fig. 2-61. Construction of mesh feature vector

표 2-15는 ’0’에 대해 추출된 메쉬 정규화 륙정 벡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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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 0 ’에 대한 메쉬 정규화 륙정 벡터

Table 2-15. Normalized ~esh feature vector for ’ 0"

Loc. 륙정값 Loc 륙정값 L<χ. 륙정값 Lcχ 륙정값

0 0.000000 20 0.200000 40 0.033333 60 0.066667

1 0.000000 21 0.966667 41 0.966667 61 0.966667

2 0.100000 22 0.766667 42 0.366667 62 0.033333

3 0.000000 23 0.000000 43 0.833333 63 0.000000

4 0.000000 24 0.066667 44 0.666667 64 0.533333

5 0.000000 25 0.966667 45 1.000000 65 0.866667

6 0.000000 26 0.500000 46 0.000000 66 0.633333

7 0.000000 27 0.000000 47 0.000000 67 0.433333

8 0.000000 28 0.400000 48 0.000000 68 0.566667

9 0.800000 29 0.966667 49 0.833333 69 1.000000

10 0.866667 30 0..166667 50 0.433333 70 0.100000

11 0.666667 31 0.000000 51 0.100000 71 0.000000

12 0.800000 32 0.000000 52 0.166667 72 0.000000

13 0.800000 33 0.866667 53 1.000000 73 0.566667

14 0.200000 34 0.366667 54 0.000000 74 0.666667

15 0.000000 35 0.333333 55 0.000000 75 0.833333

16 0.033333 36 0.833333 56 0.233333 76 O. 700000

17 0.933333 37 0.933333 57 0.933333 77 O. 700000

18 0.466667 38 0.100000 58 0.200000 78 0.000000

19 0.100000 39 0.000000 59 0.000000 79 0.0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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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경회로망 학습

신경회로망율 학습시키거나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륙정의 수가 많아

지면 신경회로망의 입력노드수가 증가함으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 대규모

의 신경회로망은 학습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결강도수의 증가로

기억용량이 커져야 하며 계산량도 많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입력노드수의 척철한 선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80 개의 입력노드를

사용한 신경회로망을 구성하였다. 신경회로망은 80개의 입력노드와 407ft 의

충간충 노드 빛 분류하고자 하는 숫자 10개의 출력노드를 가진다. 그림

2-62는 신경회로망 구성 형태를 나타낸다. 입력된 각 문자에 대한 메쉬

륙징벡터률 신경회로망의 입력충에 입력시커 출력율 구하고 인식율 행한다.

인식결과가 기준치률 냄어서연 인식을 끝내고 반대인 경우에는 오인식올 막

기 위해 인식거부 메시지률 출력시키게 된다 [47 ， 48].

Tralnin

。UTPUT LAYER

HIDDEN LAYER

INPUT LAYER

。 o 0 。

그립 2-62. 신경회로망 구성

Fig. 2-62. The structure of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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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식실험 및 결과

가) 신경회로망 학습

실험에서는 1007H의 핵연료봉에 대해 륙정 벡터를 추출하고 50깨에

대해서는 학습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개에 대해서는 셀제 인식용으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회로망에 대해 학습률은 0.2. 판성항은 0.7을

사용하였다. 연결강도값은 초기치에 따라 학습후에 분포가 달라질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0.5와 +0.5사이와 값에서 랜립함수률 이용하여 초기화 하였

으며， 학습에 참여한 핵연료봉의 갯수를 각각 10. 20 , 30. 40. 50개로 변

화시키면서 다섯 가지 종류의 신경회로망을 각각 구성하고 인식실험율

수행하였다.

나) 신경회로망에 의한 인식 실험

학습띈 다섯 가지 종류의 신 경 휘 로망율 이용하여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50 개의 핵연료봉에 대해 메쉬륙칭벡터를 추출하고 판별지수의 변화에

따른 인식 설힘을 수행하였다. 판별 지수란 출력된 값율 결정하기 위한

기준값옳 의미한다. 판별 지수의 변화에 따라 인식률， 거부율， 또는

오인식률이 변화하며 인식률을 높이고 오인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판별지수의 선택이 요구된다. 핵연료봉의 인식실험결과중 대표척인 3가지

의 핵연료봉에 대한 인식결과는 그립 2-63 , 2-64 , 빛 그립 2-65와 같다.

그립에서 R로 표시된 부분은 인식 거부를 의미하며 오인식을 막기 위하

여 판별 지수 이하의 출력이 나올 경우에 발생한다. 판별 지수의 변화에

따룬 인식실험의 경우의 수가 매우 많아 그립으로는 모두 표현하지 못하고

실험 결과률 그럼 2-66과 2-67에 나타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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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63. 핵연료봉 문자 인식 결과 I (인석된 경우)

Fig. 2-63. The recognized characters

I띈출뺑 짧뚫 摩J‘

‘.----1---11_피 ~.l~l~Jj_ J L U~ __ j{ ...~Li i i ‘

흩똘훌룹활훨활활
그립 2-64. 핵연효봉 문자 인식 결과 II( 거부된 경우)

Fig. 2-64. A rejected character

띔홉::;t·:1·:t:;·t;·I::;::.[~·f:~:i.~·:.!J::;j·t!:.~1;i:i;:;.:~릎혐浦톨

講]~흘j 평짧 f쫓훌쫓3 ““..".. 훨혔활

그럼 2-65. 핵연료봉 문자 인식 결과 III (오인식된 경우)

Fig. 2-65. A mis-understood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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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 고찰

. 인식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봉의 수는 50 개이다. 각각의 핵연료봉에

는 인식하고자 하는 8 개의 문·자가 인쇄되어 있겨 때문에 모두 400 개의

문자가 인식실험에 사용되었다. 학습에 참여한 핵연료봉의 갯수률 각각

10 , 20 , 3D , 40 , 50개로 변화시키면서 다섯 가지 종류의 신경획로망율 각각

구생하고 인식실험 결과를 고촬하였다.

판별;;r.J 수률 변화시키면서 인식률， 거부율， 고리고 오인식률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결과 그래프는 그림 2-23과 같다. 판별지수가 0인 경우

최대 인식률 99.0% , 거부율 0% , 오인식률 1. 0%를 기룩하였으며 판별지수률

낮춤에 따라 인식률과 오인식률아 증가하고 거부율은 감소하였다.

(%)

100

95

90
。

끽 10
m
C다

5

0

~、 RejectIOn

--、 ~、~

Error --、 - -~------
----------~----‘ --

o 9 0 8 0.7 0 6 0 5 0 4 0 3 0 2 0 1 0.0

DeCISIOn Factor

그림 2-66. 판별지수의 변화에 따른 인식 결과

Fig , 2-66. The recogni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decis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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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판별지수률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원하는 인식률과 오인식률율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만별지수를 낮춤에 따라

거부율은 감소하지만 인식률과 오인식률은 종가하게 된다. 핵연료봉 문자

인식에 있어서 가능한 오인식률윷 최소화시키는 것이 충요하다. 이는 철도

건낼목의 안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오판에 의한 사고 또는 설수의 발생율

고려하여 치단기가 내려지는 확률을·높여 불연은 증가하지만 안천성을 높이

듯이 본 실험에서도 오인식율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거부의 단계률 도입함

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종합척으로 살펴보면， 학습된 핵연료봉의 수가 증가함혜 따라 인식률이

증가하고 거부율이나 오인식률이 감소함율 나타낸다. 그럼 2-24는 학습판

핵연료봉 수의 변화에 따른 평균 인식률. 명균 거부옳， 빛 명균 오인식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럽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된 핵연료봉의 수가 증가

함에 따라 인식률의 향상율 기대힐 수 있고 오인식률도 줄어툴게 된다.

Recog갤으~

//

-.‘• •-• •----

\
\

\ ReJect iOn
\、-

Error \ -----

」
---• •-

10 20 30 40 50

Number of fuel rods

그럽 2-67. 학습된 핵연료봉 수의 변화에 따른 인식 결과

Fig. 2-67. 깐、.e rec。맑i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nu하>er of train어 fuel r여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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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가장 많은 50 개의 핵연료봉율 학습시킨 경우률 살펴보면 판

별지수가0.2 인 경우 최대 99%의 언식률과 0.3%의 거부율을 얻을 수 있으나

오인식률도 0.7%를 기록하였다. 인식실험에서 거부나 오인식이 발생한

경우률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손상되어 식별이 어려운 문자나 분할이 성공척

으로 수행되지 못해 문자의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에 발생하였다. 분할이

잘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자 형태에 대해 학습울 수행하면 거의 100%의 인식

률을 탈생힐 수 있울 것이다.

나. 노즐댐 작업 자동화 알고리틈 연구

1) 노즐댐작업 자동화

노즐댐작업은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유지보수를 위해 증기발생기

의 노즐링에 노즐댐을 장/탈착하는 과정이다. 증기발생기 내부는 방사성물

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준위도 매우 놓고 공간이

극히 제한된 극한 환경으로 원격작업이 필수척인 분야이다. 원격작업율 위

해 ‘원천 로보트 시스템개발’ 과제에서 주/종 조작기 형태의 로보트률 개발

하고 있으며 아올러 본 연구에서는 비견센서퉁율 이용하여 작업의 자동화률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원격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면 작업

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율 것으로 기대된

다. 그림 2-68은 노즐댐 장/탈착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원격작업의

자동화는 작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첫단계로 비천센서를 이용하여 노즐댐의 와치 및 자세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률 수행하였다. 북표물의 위치 및 자세를 측쩡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

법이 이용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목표물의 알정한 위치에 기준패턴을 인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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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댐 장착) (노줄댐 탈착)

그립 2-68. 노즐댐 장착 및 탈착 과정

Fig. 2-68. Nozzle dam installing and removal process

고 이 기준돼헌을 혹정하는 방법이 효과척이다. 카메라 교정에 많이 사

용되는 다충원형 패턴율 이용하면 패턴의 자세 및 위쳐률 혹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률댐의 자세 빛 위치를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상대척으로 로보트의

위치 및 자세를 축정하게 된다. 그럼 2-69는 노줄댐의 위치 및 자세를

혹정하·기 위한 비전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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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노즐댐 작업용 비천시스템

Fig. 2-69. Vision system for nozzle dam operation

2} 원형 꽤헌율 이용한 카메라 파라메타 측정

가) 카메라 따라메타 측정 개요

카메라 파라메타 측정은 삼차원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카메라의 시각

파라메타률 결정하는 과정이다. 시각 파라메타는 pan.tilt.swing. 그러고

카메라와 기춘절 사이의 거리를 포함한다[49]. 이 값은 업체 재구성，로보

트비견， 자동 이동 장치 조종， 자동 부품검사，그리고 영상 이해와 같은 웅

용에 필수척이다. 착업대에 놓인 물체를 잡기 위해 로보트가 컴퓨터비천

에 의해 유도된다고 가정하자. 로보트는 이차원 영상요로 부터 물혜의 위

치와 회천율 결정하기 우l 하여 시각 따라메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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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 원형 때턴을 사용하여 카메라 파라메타률 결정하는 간단

하고 직접척인 방법을 설명한다. 이 방법은 원형돼턴의 기하학적 성철율

이용하여 단일 방정식을 해석합으로써 개별적으로 카메라 파라메타를 계산

한다.

나) 모 웰

그림 2-70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세 좌표계는 월드(world)좌표계. 눈

(eye)화표계 그리고 영상화표계이다. 기본 화표계로서 월드화표계는 o.원점

을 갖는 (X"Y， .z，)로 표시한다. 눈좌표계는 Oe원점과 (Xe', Ye, Ze) 좌표를

사용한다. 여기서 Ze촉은 카메라의 광측과 일치한다. (X5 'YS ) 항으로 정의된

영상착표계는 영상스크린의 영상화표계률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광축이 월드 화표계의 원점으로 향한다고 가쩡한다. 가

정이 어긋날 경우 기준점이 새 좌표계의 원첨아 되도록 새로운 화표계가 명

행이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모텔에서 카메라 pan 각 8 는 그럼 2-64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X.촉과 Z, =o 명연으로의 광축의 투사선 사이의 각

도를 나타낸다. ti 1t각 @는 Z，와 Ze축 사이의 각도를 나타낸다. 눈화표

계의 원점 Oe와 월드화표계의 원점 o. 사이의 거리는 D로 표시된다. 이러

한 파라메타 외에 Ze축을 중심으로 눈화표계의 회전율 나타내는 swing 각 w

가 Xe축이 z.=o 명면과 명행하지 않는 경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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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70. 좌표계 구성

Fig ‘ 2-70. Construction of coordinate systems

다) 파라메타 혹정 방법

파라메타 혹청에 사용되는 패턴으로서 두 개의 내부점을 갖는 입의의

반경의 원이 그립 2-71에 보여진다. 중앙의 첩은 원의 충심율 나타내고 다

른 점은 방향을 나타내는 점이다. 원은 월드 좌표계의 원점에 중앙점이 일

치하도록 설치되고 방향점은 x.축상에 놓여진다. 그러고 나서 카메라의 주

시 방향(팡축)은 중앙점이 화변의 영상 중심에 나타나도록 수동으로 조철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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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g = 6: 4

그럼 2-71. 기준 원형 패턴

Fig. 2-71. The reference circular pattern

(1) Swing각 W결정

눈화표계의 Xs축이 월드화표계의 zs=O명변에 병행한 경우 경우 영상은

영상 명변에 Xs축 방향으로 장축을 갖는 타원과 유사하다. 그러나 카메라

가 팡축(Ze)울 중심으로 회전하면 장측이 회전된 영상을 얻게 된다. 타

원의 장축은 이제 Xe촉에 명행하져 않으며 또한 영상 화표계의 Xs축에도 명

행하지 않게 된다. 타원의 장축과 Xs축 사이의 각도가 카메라의 swing각율

결정한다. 만약 장축의 기울기가 m으로 표시되면 swing 각 ψ는 식 (2-10)

과 같이 추어진다.

ll/ = tan-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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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l t 각 @결정

만약 ti It 각이 0이라면 영상면에 나타는 영상은 swing 각에 상관없이

완벽한 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tilt각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은 한 방향

으로 압축되고 타원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압축정도는 카메라의 tilt각과

관련된 정보룰 처l공할 것이다. 원형 패턴과 영상면에서의 영상사이의 기

하학척 관계는 그림 2-72에 나타나 있다. 타원의 장축이 영상의 중심점

을 통과하지 않는 것에 주의하라. 이는 av 방향의 원주부분이 au 방향의

원주부분보다 카메라에 더 접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립 2-72에서 r은

타원의 장촉에 병행하고 중심점율 지나는 선분의 길이의 반을 나타내고， 반

면에 rl 과 r2 는 타원의 단축의 아래 부분과 윗 부분율 각각 나타낸다.

그립 2-73에서와 같이 tilt 각이 o 보다 를때 rl 값은 r2 값보다 클 것이

다. 그럼 2-72와 2-73에서 삼각관계는 다음과 같다.

r
R

-
Au
!nu (2-11 )

그림 2-73에서

rl

π

R sin(-a - m)

d
(2-12)-

‘‘.,I
*
ψ

π-2,‘.‘
、핵

Rnnu

r2

n
R sin(-5 - m)

d
(2-13)-

‘‘,
l

*
띠?

π-2t---‘mnn+nu

와 같은 관계식율 얻을 수 있다. 여기서，

- 132 -



R : 원의 반지름

D : 카메라로 부터 월드 화표계의 원점사이의 거라

d : 춧점과 영상면 사이의 거리，

R ， D，그리고 d는 알려지지 않은 값이다.

터 다읍 방정식이 얻어진다.

식 (2-12) 와 (2-13)으로 부

sin( 풍-(J)=
2rlrzD

(n+r2)dR
(2-14)

1
식 (2.5)에서 τFr 대신에 -- 을 대입함으로써 ti 1t 각 ￠가 결정된다.ali . - - r

$ π . -1 2nrz
=τ-sln ( r(rl+r2) (2-15)

De
￥

Xw ,.

그림 2-72. Tilt 각

Fig. 2-72. Til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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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73. Tilt 각의 삼각관계

Fig. 2-73. Triangular relation of tilt angle

(3) Pan 각 8 의 결 정

불체의 위치는 훨드 좌표계 또는 눈 화표계에서 표현된다. 만약 물혜

가 월드 좌표계의 (XlI .Y lI， ZlI)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의 위치는 눈화표

계의 (X. , Y. , Z.) 로 표서될 수 있다. (X•. Y•. Z.) 에 있는 물헤의 월드 화표 위

치를 눈화표 (Xe ， Ye.Ze)로 변화시키는 투사적 변환은 다음과 같다. [37]

T
Xe - sin 8 - cos 8cos <t> - cos8sin <t> 0
Ye =[xω Yω Zω 1] cos8 - sin8cos¢ - sin8 sin¢ ~I (2-16)
Ze 0 sin <t> - cos¢ 0
1 0 0 D 1

여기서 swing 각은 0이다. 눈좌표계의

(Xs , Ys)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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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강

」
u

x (2-17)

ys=d걷도
‘=-e

(2-18)

이러한 변환을 사용하여 월드좌표 (Rl ， O，이율 갖는 방향첩은 눈좌표겨I에서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Xe = - Rl sinS

Ye = - R) cos8 cos¢

Ze = - Rl cos8 s i n¢ + 0

(2-19)

(2-20)

(2-21)

만약 식 (2-20)을 식 (2-19)로 나누면 식 (2-17)과 (2-18)의 관계식에서

Ye
Xe

- 빡
-
배

FFL

‘-.,‘ξ
“-ci - YS

Xli
(2-22)

여기서 (Xs. Ys)는 카페라 swing이 없을 때 영상면에서의 방향점의 위치이

다. 그러므로 @값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8값은 식 (2-22)로 부터 다음

과 칼이 결정된다.

A
ψ

m
-&
-k

」

뻐 (2-23)

swing각이 0이 아닐 경우 pan각 8논 식 (2-23)으로 부터 칙첩 결정될 수 없

다. 영상 화표(Xs. Ys)가 Xs축이 발생휠 z.=o명변에 평행한 경우에 새로운 우l

치 { Xs ’, YS ’)로 대처l 되도록 식 (2-23)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립 2-74는

swing이 있는 경우의 타원의 장축과 단촉을 보여준다. 새로운 영상 화표

계( XI ’. YS ’)는 현재 영상 좌표계 (Xs.Ys)를 swing각 w 만큼 회천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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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될 수 있다. 새로운 화표계와 관련된 ( Xs ’. ys ’)는 (Xs.Ys)로 부터 다

옴과 같이 구해진다.

-
Tl

끼
1
l
l
4」

s

s

x
y

F’’’’’’’’

L

[Xs Ys] r co때 sin~l
‘ “ l - sin 1\1 cos l\lJ

(2-24)

、g

V

잦

X's

그립 2-74. 변환된 영상 좌표계

Fig. 2-74. The transformed image coordinate system

결과척으로 swing각이 0이 아닐 때 Ys/xs값은 Ys ’ !Xs ’ 값으로 대체되어야 한

다.

(4) 거리 D의 결정

Oe로 부터 O.로의 거 리 D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다. 식 (2-21)

에서

D = Ze + HI cosS Sin$ (2-25)

식 (2-17)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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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Ze = Xe

Xli

식 (2-11 )로 부터

(2-26)

d = (2-27)

그러므로 식 (2-25). (2-26). (2-27) 및 (2-19)로 부터

D =

--

R) cosS sin$
l r Xe- --- . -

R Xli

(2-28)

여기서 (Xe.Ye， Ze)와 (XIi .Ys)는 방향점의 눈 화표와 영상화표를 나타댄다.

3) 로보트비천의 원리

가) 시각 데이타 분석

로보트비전은 로보트 조작기와 머쉰비전 사이의 상호작용율 설명해주는

지농척 머쉰의 륙별한 경우이다. 초기의 로보트비전 시스템은 비천을 포

함한 로보트가 환경의 변화에 척웅할 수 있다는 것율 설명할 수 있도록 개

발되었다. 좀더 최근와 관심사는 확장된 적웅과 학습눔력을 가진 머쉰에

게 톨려지고 있다. 로보트비천은 크게 산업용 로보트 조작을 위한 자동

물체검사 및 인식 또는 이동로보트의 가이드에 대한 웅용이 기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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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웅과 학습륙성이 산업자동화에 성공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면 좀더 강력한

시스템울 개발할 수 있다. 설시간에 대한 요구 때문에 가장 성공척이었

다고 입증된 로보트비견 방법은 단순화되고 신속한 계산을 힐 수 있어야 한

다. 로보트 조작기에 대한 자식과 가여드를 하기 위한 시각정보의 사용

은 인간울 보조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벼견기능울 가진 로보트는 뇌수

술， 환자에게의 음식전달， 피아노연주， 위험불 취급 둥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은 성능이 제한된 기계률 만툴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이 연구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로보트의 사용

에 대한 새로운 과제거 동장함에 따라 지농척인 장치들이 전문가 시스템 알

고리톰과 다중 엔서 시스템의 사용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능로보트는 1950년대 초에 MIT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1955년

Shannon은 maze-following 전자마우스를 구현하였다. 약 10년 후 비견을

장착한 로보트가 Minsky에 의하여 블록을 쌓기 위해 사용되었다. 1970년

에 이동로보트에 대한 현대척 연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Shakey와 Nitzan의

설계로 수행되었다. 이동로보트 공학은 현재 대중화되고 발천하는 연구 영

역이다. 게임높이 로보트의 몇 가지 최근 예가 Rubik ’ s cube[7] 와 체커놀

이 로보트에 관련된 로보트를 포함한로보트 공학에 관한 책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웅용분야에서는 기계의 상태 :센서가 완전한 척웅성율 위

해 요구되고 있다. 로보트비천， tacti Ie 센서， 그리고 기타 센서가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인간은 눈을 통하여 70 퍼센트 이상의 정보를 받아틀이

기 때문에 비견이 신뢰성율 갖는 가장 중요한 센서 역할율 담당한다. 본

연구는 비견데이타의 분석에 춧점을 맞추고 있다 [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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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보트비천 변환행렬

공간상의 한 점 Xl을 로보트 조작기에 의해 X2로 이동시키거나 점의 영

상울 얻는 카메라 시스템을 롱하여 카메라상의 X2 점으로 이동시키는 조작

은 다음과 같이 똑같은 변환행렬로 표현된다.

X2 =T Xl (2-29)

변환행렬 T는 이동， 회전， 크기 변화， 루사， 관점 투사의 1 차 효과를 표현

할 수 있다. 이 식은 물체의 한 점 또는 점들의 집합의 감지와 조작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율 암시한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 위해 세 모서리， 머쉰비천， 조작기 및 처I 어를

설명할 수학적 방법을 고찰해 보자. 이것은 오늘날 제한된 지농기계의 수

학척 배경이 된다. 가장 간단한 변환의 하나는 명행아동(translation) 이

다. 명행이동은 비선형 변환이다. 선형 변환 g =T( f)는 다읍 두 가

지 성질율 만쭉한다.

‘‘,,/’‘cl
I

，
.
、

Tl-
。
‘

6
。

‘‘
lf--,fill--

‘
Tl--I6bt---‘)”‘”*i(Tl+、

‘
·
l
l

--‘rl(

、
j
’

Tl

하

=

(T

망

=

+

행

&

(2-30)

(2-31)

명행이동으로 이 성질울 고찰해 보자. 식 X2 = Xl + h = T(Xl ) 에서

X3 = aXI + h ~ aX2 (2-32)

X3 = (XI+X2) +h ~ Xl + h + X2 + h (2-33)

두 가지 조건중 하나도 만촉하지 않기 때문에 불체의 움직임율 행렬로 표현

하려면 명행이동의 경우 다음과 같은 2x3 행렬로 표현펀다.

x
y


---’
ll·-ll·-

m
」
찌

nu
--

-l4

n”
v

F.,
ll’’’
l‘

-njux
y

F------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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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행렬은 청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채하지 않는다. 이러

한 문제률 해결하기 위해 동차(homogeneous) 좌표계 개엽을 도입한다.

이차원 물리적 점의 동차 화표계는 3차원 벡터에 의해 주어진다.

(2-35)

동차화표계로 부터 불리화표계로의 변환은 단순히 w로 나누고 세 번째 요소

를 제거하면 된다. 동차좌표계에서 명행이동은 선형척이다.

x
y
l

띠
서
，

u

nU

1i

nU

1i

nU

nU

--1lA

1li

x
y
1 (2-36)

명행이동행렬은 쉽게 계산되는 역행렬율 가지고 있다. 만약 .한 점율

(-h.-k)값을 가진 우상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면 (h.k)값을 이용하여 화하 방

향으로 이동서킬 수 있다. 다음 불쳐l 에 대한 보면적인 조작은 회전이다.

한 점의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 또는 와표계의 반사계 방향으로의 회전은 다

읍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X2 = Xl case

'Y2 = -Xl sinS

+ Yl sine

+ 'Y t case (2-37 )

회천은 선형변형이고 2x2 행렬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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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앓짧 :;:3] [X:] (2-38)

동차좌표계 표현은

{껄I = I稱 웰$ §l If:l (2-39)

역행렬은 쉽게 계산된다.

확대， 축소. 왜곡과 같은 크기 변환은 다음 행렬로 표현된다.

[찮 = [정 웰 [~:] (2-40)

만약 51>1이면 확대가 일어나고 51 (1 이면 축소된다. 51과 52가 같지 않

으면 왜곡이 발생한다. 동자좌표계에서 크기변환은 다음과 같다.

--‘

,.‘

x
y
I

이
이

l사
이

nU

1A

nu

--nU

nu
--，

낀
-
-
야
」

x
Y
S

r·-
‘-----------’

Il
‘

(2-4 1)

이러한 동차화표계를 물리화표계로 변환시킴으로써 역크기 변환이 이루어진

다.

X2/ 5

Y2 /5 (3-42)

카메라 시스템에 의한 비선형 루사변환은 또한 동차화표계에서 선형변환으

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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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사 변환

3차원으로 단위 정육변체의 경우 정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정접 x y z

a 0 0 o
b 0 0
c 0 0
d 0
e 0 o
f 0
g 0
h I

(1 /2.1/2 ， 2)T에 중심을 둔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z=4에 의해 정의된 명면상

으로의 관점적 투사변환을 결정하자. 변환된 영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

려는 먼저 좌표계률 z촉에 중심을 둔 랜즈를 가진 하나로 변환할·것이다.

천체 화표계로 원래 물체화표계를 고찰하면 다음 좌표계의 변환에 의해 랜

즈가 중심이 된 화표계로 변환할 수 있다.

x L) 11 0 0 -0.51 I Xg

ytl = 1010 -0.51Iyg
z tI 1001 -411zg
wd 10 0 0 1 J lωg

이 변환은 천체 원점을 (-0 5, -0.5 , -4F 로 이동시킨다.

(2-43)

광축이 x축상

에 있고 렌즈의 중심이 z=-2어l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서변환은 단순화된

다. 루사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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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

Ycl =
2c

ψc

1 0 0 01 r Xl

o 1 0 01 IYl
00101121
o 0 0.5 1J 1ωI

(2-44)

이 별환운 크기관계를 만틀어낸다.

We = zd2 + WI (2-45)

zi=O의 영상면으로 변환된 물체의 루사는 다음 변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Xz

Yzl =
0
ωz

c

c

c

c

x
y
z

ω

이
미
지
비

..U

nu

nu

nU

nu

nU

1i

nU

nU

1i

nu

n
]

nv

(2-46)

이러한 행렬틀의 곱은 다음과 갈이 간단하게 표현된다.

Xz

Yzl =
0
ψz

C

C

C

C

X

Vt

Z

ω

5
l바
카
I
I
U

」
얘
U
n얘10

0
0
O

따

0
1
0
0

1i

nU

nU

nU

(2-47)

동체좌표계에서 원래의 물처l 의 정점은 다음과 같다.

--
g

g

g

g

x
y
z

ψ

1li

--i

1li

--i

1i

14

nu

-

1i

nu

14

1i

1i

nU

nU

1i

nU

1i

1L

1L

nU

1i

nU

1i

nU

nU

1i

1i

nu

nu

nU

14

(2-48)

새로운 영상화표는 다음과 같어 주어진다.

Xz

Yzl =o
Wz

-0.5 -0.5 -0.5 -0.5 -0.5 -0.5 -0.5 -0.5
- 0.5 - 0.5 0.5 0.5 - 0.5 - 0.5 0.5 0.5
o 000 0 0 0 0
- 1 - 0.5 - 1 - 0.5 - 1 - 0.5 - 1 - 0.5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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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척 영상좌표는 다음과 같다.

정점 x y

,
0.5 0.5a

b ’
’ 0.5 -0.5c

d ’,
-0.5 0.5e

f ’ I
g ’ -0.5 -0.5
h

영상의 세 점운 영상센서에 의해 기록된다. 몇몇 시각 표현 문제는 。}저l

설명될 수 있다. 영상데이타로 부터 어떻게 불체률 인식하는가? 물체의

무게중심율 어떻게 결정하는가? 물체의 회전각은? 불체의 3차원 정점

화표를 어떻케 북원하는가?

점울 계산할 수도 있다.

완벽하게 우리는 전체화표계에 대한 영상 정

정점 x y z

’ 4a
b ’ 1. 5 1. 5 4

” 0 4c
d’ 1. 5 -0.5 4

” 0 4e
r -0.5 1. 5 4
g ” 0 0 4
’h" -0.5 -0.5 4

만약 카메라 위치와 회전이 알려져 있다면 절대적인 불체화표가 결정될 수

있다. 이 화표는 로보트의 이동을 채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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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원 변환

유용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는 보다 많은 자유도를 가진 많은 북잡한 로보트

이차원 예로보트 조작에행렬변환이

。l를 고찰해 보자.

로보트와 판련된 2 가지이률 사용하지 않고도 개념율 보여줄 수 있다.

첫번째는 로보트의 파라메타와 한 점의 직각화표계가문제는 다음과 같다.

번째
t::
T것이다.기구학으로 로보트의 위치를 표현하는주어진 공간에서

역‘joint 공간으로의직각좌표계로 부터불리고역기구학 해석으로문제는

변환율 포함한다.

설정한화표계률하나의손에하나，엘보에화표계，하나의베이스에

베이스 화표손좌표계에서 설정된 한점 P( Xl. ydT
룰 고찰해보자.다.

부터이것은 손묵으로보자.점을 표현하도록 변환시켜계에 대해 같은

일련명행이동과 회전에 대웅하는요구되는이동하는데좌표계률베이스로

모든 옵직임에 대해 동차화표률 사수 있다.행렬변환에 의해 달성될의

(2-50)p =

용한다.

단순히변환은요구되는표시하기 위해통합좌표계로또는베이스이 점을

다음과 같다.

(2-51)x = A4 A3 A2 Ai P = T P

각 행렬은 다음 관계에 의해 청의된다.여기서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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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 COS82 sin82 0 X2

A2 IY3 - sin 8 2 cos 8 Z 0 yzl (2-53)
1 0 0 1 1

X4 1 0 1I X3

A3: IY4 - 010 Y31 (2-54)
1 o 0 1 1

X5 l∞s81 sin81 0 X4

A4 IY5 - - sin 8 I cos 8 I 0 Y41 (2-55)
o 0 1

Si = sin8i. CI = cos8 1 라 하면 행렬곱은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그러고

CZ - S2 12c2
A 2 Al = IS 2 C2 1앙 2

o 0 1

Cl -SI lICl

A 4 A 3 = lSI C1 lIs 1

o 0 1

(2-56)

(2-57)

CIC2- S1S2 - C1SZ-S1C2 [2CIC2-[2S1S2+ lI Cl

T = A 4A3AzA l = ISIC2+C1S2 -SISZ+CICZ [양lC2+[2C1S2+lIsd (2-58)
o 0 1

다. 이동장치 추적시스템 설계

1) 이동장치 추적시스템

원천시설 내부률 감시.점검하기 위한 이동로보트는 자율주행 알고리틈

에 의해 자율척으로 제어되거나 원격에서 마스타 조착기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로보트의 오통착을 방지하거나 작업 상태를 관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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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로보트 상태를 계속척으로 모니터렁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

은 경우 감사용 카메라를 수시로 조작하지 않고 자동척으로 로보트를 추척

할 수 있다면 작업 농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수명/수직 회전각을 추출하고 관측카메라률 탑

재한 2축 구동장치를 제어하여 이동장*1 및 주위환경에 대한 영상율 계숙척

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 개념은 이동로보트의 작업

감시 뿐만 아니라 조작기의 작업 감시 동에도 척용되어 작업환경 감시에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이동장치 추척시스템 구성

그럼 2-75는 이동장치 추척시스템 구성도를 보여준다. 제어실과 분

리되어 있는 작업 영역내 이동로보트의 영상을 처리하여 카메라 구동장치

제어 각도률 계산하여 모타를 구동시킴으로써 이동로보트룰 계숙 추척.감시

하게 된다. 비천센서률 이용하여 이동로보트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은 다

양하다. 이동로보트 자체의 윤곽에 대한 륙정율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륙정한 꽤턴율 목표물에 부착하여 식별하는 방법 둥이 있다. 전자의 경

우 관점에 따라 목표물의 입체적인 모양이 비천센서에 다른 모양으로 표현

되기 때문에 목표물의 입체적인 데이타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시간

도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로보트의 모양에 관계 없이 일정

한 꽤헌에 대한 인식만 수행하므로 알고리듬이 간단해지고 처리속도도 빠

르칙만 임의의 각도에 대해서도 패턴을 획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척으로 이동로보트의 특정위치에 구분이 뚜렷한 라이트를 셜

치하여 인텐시티의 차로 이동로보트를 추척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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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의 밝기 변화에 민감한 웅탑을 나타내어 오차가 발생할 소지를 안

고 있어 차기 년도에는 밝기의 변화에 영향울 받지 않는 룩징 추출기술율

개발하여 추적시스템의 성농울 향상시킬 예정이다.

IController

Image
Processor

Moblle Robot 4짧찢F옳變쫓원

Trackmg Computer
Momtor/

ν
’V
ν

>a
앤

A
am

%따
w/

、 < Control Room >

그립 2-75. 이동장치 시각추적 시스템 구성도

FIg. 2-75. The mobile robot visual trac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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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언

본 연구는 자동화 작업을 통해 원자력시설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작업

의 신뢰생 빛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물체인식

기술은 원천시설내에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원자력

시설의 자통화 및 무인화 뿐만 아니라 고도의 원전 작업용 로보트를 헤어하

기 위해셔 필수척으로 개발해야 할 분야이다. 본연구에서는 이 목척올

달성하기 위해 원격 조작용 로보트 시스템을 구성하고 신경회로망율 이용한

핵연료봉 문자인식 시스템과 비천센서를 이용한 노즐댐 작업의 자동화 알고

리틈 및 이동장치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원격 조작용 로보트 시스랩은 주조작기와 종조작기로 구성되며 주조작

기의 조작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종조작기가 제어되도록 설계되었다. 본

시스템의 주조작기는 조이스턱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 조종장치률 모

방하여 조작의 편리성을 중가시켰다. 또한 종조작기에 장착된 힘-토크

(Force torque)센서에 의해 주조작기에서 종조작기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

율 느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본 시스템은 외부환경율 자윷적으로 인식

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지농척 로

보트의 역할융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농을 수행하기 와해서는 로

보트 헤어시스템에 환경인식기눔， 판단기능 동의 물체인식 알고리듬율 적용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연료봉 문자인식을 워해 오차 역전파 알고러듬율 이용한 신경회로망

을 포함한 핵연료봉 문자인식 장치를 구성하고 100 개의 핵연료봉에 대해

50 개의 핵연료봉은 학습용으로， 나머지 50 개의 핵연료봉은 인식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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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실협울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학습시킨 핵연료봉의 수가 증가

함에 따라 얀식률이 증가하고 판별지수를 낮춤에 따라 거부율은 감소하지만

인식률과 오인식률은 증가하였다. 핵연료봉 문자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일은 인식률을 증가시키면서 오인식률을 최소화서카는 일이다. 척절

한 판별지수의 선택에 의헤 거부율 및 오인식률과 인식률율 결정해야 한다.

가장 많은 50 개의 핵연료봉율 학습시킨 경우， 판별지수가 0.2일 때 최대

99 s'4i의 인식률과 0.3 s'4i의 거부율을 나타내었으나 오인식률도 0.7 s'4i를 기록

하였다. 실험 결과， 신경회로망을 사용한 경우에 최근사값 선택기에 의한

95 s'4i의 인식률과 5 s'4i의 오인식률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얻음으로써 신경회

로망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문자인식 기술은 핵연료집합체 생산공정 자

동화 뿐만 아니라 원전시설 감사점검을 위한 계기판 자동인식 동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률댐작업의 자동화를 위해 비전센서를 통한 로보트 조착기 서보제어

개념을 설계하였고 원전시설 감시점검용 이통로보트의 관찰을 위한 추척시

스템을 설계하였다. 증기발생가 내부는 방사성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준위도 매우 높고 공간이 극히 제한된 열악한 환

경으로 원격작업이 산속히 이루어격야 할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

센서 퉁율 이용하여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시키가 위한 연구룰 수행하고 환

경인식울 위한 비천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원격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면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원전시설 내부를 감시，점검하기 위한 이통로보트의 오동작

을 예방하거나 작업 상태를 관측하기 위해서 로보트 상태를 계속적으로t 모

니터렁하기 위해 자통적으로 로보트를 추척할 수 있도록 영상처리기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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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수명/수직 회전각을 추출하고 관측카메라를 탑재한 2축 구동장치를

제어하여 여동장치 빛 주위환경에 대한 영상율 계속척으로 추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버천센서를 이용한 노즐댐 자통화 개념은 노줄댐

작업시 작업자의 상당부분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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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센싱 및 지능제어 연구분야

제 1 절 열영상 분석 시스템

1. 개 요

혈영상 시스템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영역에 존재하는 전자파를 척

외선 카메라률 이용하여 입력하고 이률 사랍이 관측하기 쉬운 영상으로 변

환하여 북척에 맞도룩 영상을 처 리하는 제반 장치를 말한다. 가시광션보다

긴 파장올 가지는 척외선은 절대온도 0도 이상의 모든 물체로부터 북사되는

륙성율 가지고 있다. 불체에서 복사되는 척외선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

에 따라 그 파장과 북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률 감지하여 물체의 온도

률 감지하고 그 변화률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척외선 영역의 파장은 사람

의 시각으로 감지할 수 없기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률 사용하여 척외선 북사

량을 천기척 신호로 변환시켜 관축할 수 있다.

척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웅용 분야로논 군사척 묵척으로 본다면 이동

물체의 관측 빛 추적동에 사용이되고 있다 [51-52]. 륙히 야간의 경우 눈으로

관륙할 수 없는 물혜를 척외선 카메라로 관측할 수 있어 군사척 묵척으로

중요한 역힐올 담당하고 있다 [64]. 의료 분야의 웅용으로는 가슴이나 목 둥

의 신체의 이상 유무률 적외선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531 이것운 신체 중 일부가 이상이 있을때 그 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율 이용한 것으로 진찰자에게 진단에 용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척외

선 카메라의 산업척 웅용어l는 물체의 스트레스 분석. 푹 힘율 받는 쭉과 그

렇지 않은 쪽과의 발생열의 차이를 열영상으로 비교，분석하거나 전기선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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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에서 발생하는 열율 관혹하여 천기 애자의 이상 유무률 판별하는 시스

템으로 사용하고 었다[54-55]. 그리고 비파괴 검사 분야에서는 열원율 이용

하여 물체로 전도되는 혈의 분포를 조사함으로써 불체의 균열이나 내부의

결합율 창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원천 시설에서의 이상 상태의 유무룰 판단하기 위한 록

척으로 척외선 열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스템의 구성은 척외선

율 감지하여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입력부와 열영상율 출력하는 출력부， 그

리고 천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입력부인 척외

선 카메라는 적외선을 전기척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탐당하며 카메

라의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기농을 조정할 수 있다. 카메라의 컨트

롤러는 컴퓨터와의 정보 전달을 위하여 GPIB를 사용하여 정보률 교환하며

적외선 카메라에 입력된 열영상을 컴퓨터로 전송하는 역할율 한다. 컴퓨터

는 GPIB률 이용하여 카메라 컨트롤러률 원격으로 조정하며 입력된 열영상

융 저장하여 열영상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획륙된 열영상율 정상 상태

의 열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

트웨어 “IRLAB"은 영상 처리률 이용하여 열영상을 분석하는 기능율 가지고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열영상의 변화를 관축하여 이상 상태률 감시하는

기능율 가지고 있다.

2. 열영상 분석 시스템의 원러

적외선 영역은 전자파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

문에 사랍의 눈으로는 관측아 불가능하다. 척외선 카메라는 이러한 척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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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영역의 파장을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적외선 카메라는 척외선 파장에 민감한 CCD소자 또는 센서률 이용하여 척

외선율 천기척 신호로 바꾸고 이를 다시 영상 신호로 변환시킨다.

일반적으로 척외선 영역은 0.75Jlm에서 1mm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파

를 말한다[57]. 절대올도 0도 이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북사하게되는

데 용도의 변확에 따라 그 물질의 적외선 북사량도 달라지기때문에 척외

선 영상으로부터 쉽게 온도의 변화 또는 물체의 절대 온도률 축정할 수

있다. 이 륙징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풀체를 관측하는데 있어 큰

장점이 되며 가시광선 영상에서 얻기 어려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측 사람의 눈으로 관측하기 힘든 적외선 영역의 따장을 영상 정보로

변환하여 관측이 용이하케 하고 접촉식으로 측정을 하는 온도 계축기와

탈리 관측 영역 천혜의 온도 분포를 관측힐 수 있기 때문에 열영상 감사

시스템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특히 혈영상에 대하여 영상 처리를 적용

하여 감시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척외선 영역에서의 물체의 복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3-1은

혹체 북사의 분포도률 보여준다‘ 흑헤란 모든 척외선 파장 영역에 대하여

동일한 북사와 흡수를 하는 이상 물체포서 척외선 방출올 이론적으로 설

명하기위한 가상 물헤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혹체의 북사 방출량 또

한 중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복사 방출이 최대가

되는 파장은 점점 짧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럼에서 300K 실올에서의 척외

선 북사는 약 10μm에서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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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흑채 북사 분포

Fig. 3-1. Blackbody Radiatio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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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겠지만 8-13~m의 파장의 적외선 카메라는 실온 부근에서 정밀한

혹정율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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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 대기중에서의 적외선 전달 륙성

Fig. 3-2. Infrared Transmissivity in the Atmosphere

적외선의 대기 루과 특성은 또한 대기충의 수증기에도 크게 영향율 받

는다. 3-5~m 파장대의 척외선은 대기중의 습기에 의한 흡수가 8-13Um 파장

대보다 척은 륙정을 가진다. 설온에서 80%의 습기가 대기에 존재하는 경우

3-5um의 척외선은 30km 이상 전달되는 반면 8-131lm의 척외선은 약 10km

이상 거리에서 거의 흡수가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3-51lm의 적외선

은 습도에 관계없이 연중 일정한 천달 특성을 가진다[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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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3-5~m 척외선의 대기종 전탈 륙성

Fig. 3-3. 3-5~m Transmissivity in the Atmosphere

구성3. 열영상 시스템의

여사
。 。카메라와 입력된척외선입력받는o::l A I-.2

。 08적외선열영상 사스템운

가농인터페이스률컴퓨터와의컨트롤하고카메라를모니터，율 출력하는

구성컵퓨터로제어하는시스템을전쳐l그리고카메라 컨트롤러，하게하는

관혹자의출력되며신호로NTSC혹백여샤으
。 0\二입력된 척외선있다.될수

출력시키기위한 의색 칼라 발생기가영상을임의의 색으로관찰을 돕기위해

있다포함되어카메라 컨트롤러에

PtSi

해상도

소자로써

소자의

갑지

감지

척외선

적외선

카메라는

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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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12x512의 크기률 가지며 출력되는 영상의 밝가는 256러l 벨율 가진다. 카

메라는 또한 외부 컨트롤러를 연결하여 카메라의 출력신호의 세기나 밝기의

단계를 원격으로 조절힐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카메라 컨트롤러는

또한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는 기농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를 이용한 카메라

의 쩨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능율 가지기위해 컨트롤러는 컴퓨터 인

터페이스률 위한 GPIB와 의색 칼라 출력율 위한 의색 칼라 발생기를 가지

고 있다. 카메라 컨트롤러는 의색 조정된 적외선 영상율 RGB 신호로 출력

하며 RGB 칼라 모니터로 영상을 관측할 수 있다. 그럽 3-4는 열영상 관혹

시스탬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Le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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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Ollltor

IR
Dalabase

Pseudo
Colol‘

GP-18
Interface

Computer
IR

AnalysIs

InspectIOn
of Abnormo
흐과댈효

「]
삐많l」

[

빠ι
L

:]ExtensIOn Box

Color
Momlor

그립 3-4. 적외선 관측 시스템의 구성도

Fig. 3-4. The Diagram of IR Inspection System

4. 컴퓨터와 척외선 카메라의 인터페이스

열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적외선 카페라는 미쓰비시사의 IR-M500율

사용한다. 카메라는 외부의 컨트롤러에 의해 카메라의 여러 기능을 초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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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영상 밝기의 세기 조정 및 밝기의 단계 조정 영상의 반전 기농

동을 가지고 있다. 카메라 컨트롤러는 또한 GPIB인터페이스 기능율 가지고

있어 컴퓨터와 데이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컴퓨터에 설치된

GPIB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카메라에서 입력된 영상율 저장할 수 있

어 열영상 분석을 가농하게 한다. 또한 카메라 컨트롤 코드를 컨트롤러로

천송함으로써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제어 기능을 컴퓨터률 롱하여 원척으

로 제어할 수 있다.

가. GPIB 인터페이스

척외선 카메라와 컴퓨터와의 통신은 CPIB률 통하여 이루어진다. CPIB

통신은 IEEE-488의 기준으로 수행되며 적외선 카메라의 동작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다음 그립은 카메라와 제어기， 그러고 컴퓨터의 연결 상태

률 보여준다.

DRO CABLE(5m )

CONTROLLER

IR CAMERA

GPIB
NTERFACt

REMOTE CABLE

CABLE

COMPUTER

그립 3-5. 카메라와 컴퓨터의 CPIB 인터페이스

Fig. 3-5. GPIB Interface of IR Camera and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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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IB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척외선 카메라 제어의 주요 기능은 다읍과

같다.

영상 잡음 개선

: 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위해 영상 획득시 2-8프

레임의 영상을 연속으로 입력 받아서 형균값을 취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척외선 감지 소자는 관측불에서 방출되는 절대온도 OKol

상의 북사열울 감지하므로 센서 자처l 의 열은 영상잡음으로 작용하

게된다. 그러므로 적외선 카메라는 센서를 냉각시킬 수 있는 장치

가 필수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냉각 장치가 실제적으로 냉각시

킬 수 있는 온도가 제한이 되어있으므로 내부열에 의한 열잡음이

발생하며 척외선 카메라의 잡읍은 거의 열잡음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잡음을 최소로 하기위하여 척외선 카메라의 영상획묵시 여

러 프레임의 명균값을 취하여 설제 온도값으로 취하게된다.

정지 영상 기농

: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영상을 메모리로 저장함으로써 정지 영상

상태률 만틀 수 있다. 카메라 컨트롤러에 포함된 영상 메모리는

카메라에 입력된 512x512의 영상을 저장하거나 저장된 영상을

GPIB 인터페이스를 롱하여 컴퓨터의 메모러로 전송할 수 있다. 또

한 정지된 영상올 관측후 다시 입력 통영상율 출력시키는 천환기

능율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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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플레인 오버레이

카메라 컨트롤러는 단색 그래픽을 그러고 이를 열영상과 오버레이

힐 수 있는 기능올 가지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플레인에

들어걸 그래픽을 그리고 GPI!3를 이용하여 컨트롤러의 비트플레인

으로 저장가능하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열영상을 관측하고 분석합

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논 시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 그립 3-6은 모니터로 출력되는 열영상에 비트플레인을 이용

하여 십자 커서률 오버레이시킨 결과이며 커서 지첩의 온도를

GPIB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그림 3-0 비트오버레이들 이용한 커서 출력

Fig. 3-6 Cursor Display Using Bit Overlay

카메라의 원격제어

: 컨트롤 박스의 기능을 컴퓨터가 대산하는 기능을 한다. 잡음 갑쇄나

정지 영상， 밝기 단계의 출력 둥의 기능을 GPIB를 통하여 코드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61 -



정지영상 처장 또는 출력

: 카메라 컨트롤러에 저장되는 열영상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메모리로

저장 가능하다. 또한 열영상을 GPIB를 통하어 모니터로 출력또한

가능하다. 이 기농은 열영상을 입력하는 열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열영상을 통한 기기의 이상 상태 만단의 기초가 된다.

영상 전송비의 조절

: 최고 lOOk byte의 영상 전송비를

따라 그 속도가 탈라질 수 있다

나. GPIB통신을 위한 프로그래밍

，、」 。 까‘

l::: 을를r T 있으며 컴퓨터의 성능에

GPIB 통신을 위하여 카메라 컨트롤러의 GPIB 주소는 3으로 정해진다.

컴퓨터에 설치된 GPIB보드는 주소 3으로 카메라 컨트롤러로 정보를 전송하

거나 받을 수 있다 통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카메

라 컨트롤러를 REMOTE 상태에 두는 것이다. 초기의 컨트롤러의 상태는

LOCAL 상태로 있으며 이때는 컨트롤러 자체의 기능을 판넬의 계기로 수행

되며 컴퓨터의 신호 전송으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없다.

초기의 컨트롤러의 상태를 다음 표3-1에서 보여 준다. 세 가지 경우는

Power ON , LOCAL에서 REMOTE로 전환된 상태， 그려고 REMOTE에서

LOCAL로 전환된 상태의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LOCAL 상태는 컴퓨

터로 카메라 컨트롤러의 기능을 제어하지 않고 컨트롤러의 각종 기능 스위

치를 이용하여 제어를 수행하는 상태이며 REMOTE는 컴퓨터가 카메라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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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러의 기농을 GPIB의 통신으로 프로토콜에 의해 제어하는 상태이다.

표 3-1. 컨트롤러의 초기 상태표

Table 3-1. Initial State of Camera Controller

FUNCTION
POWER LOCAL -> REMOTE
ON REMOTE -> LOCAL

1 GAIN As switch is As switch is As switch is

2 POLALITY NORi\1AL

3 PEDESTAL AUTO Final state
Final state

4 GAMMA OFF of
of

REMOTE
5 Integration No. of FMEM 0 LOCAL mode

mode
6 IN/FREEZE of FMEM IN

7 CALIBRATION OFF OFF OFF

8 REMOTE;LOCAL LOCAL

9 DISPLAY SELECTION NORMAL NORMAL NORMAL

컨트롤러와 컴퓨터의 GPIB 통신은 모두 미리 정해진 수행 코드

(Operation code or OP code)와 부수행 코드(Suboperation code)를 롱하여

이루어 진다. GPIB를 롱하여 컴퓨터는 카메라 컨트롤러로 제어 코드를 전

송하게 되는데 전송되는 정보의 종류는 모두 6까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종

류는 다음과 같다.

1) 천혜 영상 전송 : 척외선 카메라로 획특한 얼영상 정보의 전쳐l

를 컴퓨터로 전송함을 뭇한다. 전체 열영상의 크기는 512K

바이트의 정보로 전송왼다.

2) 부분 영상 천송 : 척외선 카메라로 획륙한 열영상의 일부분융

컴퓨터로 전송함을 뭇한다. 전송휠 영상의 부분은 미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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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룰 전송하여 지정한다.

3) 접 영상 전송 : 척외선 카메라로 획득한 열영상 중 하나의 점

얼영상을 전송함을 말한다. 열영상의 한 지점의 위치는 미리

천송되는 주소 정보에의해 지정된다.

4) 주소 정보 전송 : 부분적인 열영상의 전송이나 점열영상의 천

송에서 전송된 얼영상의 위치를 컨트롤러에 미리 알리는 것

을 말한다. 또는 영상에 비트오버레이률 이용하여 커서률 그

리거나 사각 영역을 설정할 경우에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명령어 전송 : 컨트롤러의 동작을 제어하거나 정보의 전송， 주

소 정보의 전송 뭉 모든 제어를 하기위한 제어 코드룰 전송

함을 뭇한다. 이 명령어틀은 다른 전송 정보에 선행이 되어

야 한다.

6) 기타 정보 전송

이러한 GPIB통신의 프로토콜은 4가지의 순서로 잔행된다. 먼저 컬퓨터

는 컴퓨터 내부의 GPIB를 초기화 시키고 GPIB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를

찾는 과정율 수행한다. GPIB는 이에 웅답하는 디바이스를 찾아 각각의 주

소률 배정하며 롱신은 이들 주소로 디바이스에 전탈된다. 열영상 시스템의

GPIB어l 연결된 디바이스는 카메라 컨트롤러이므로 유일한 주소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명령문을 전송하는 방법은 명령어를 전달하려는 디바이스에

대하여 컴퓨터의 주소와 디바이스의 주소， 명령문에 해당하는 오패레이션

코드(Operation code)와 부오퍼레이션 코드를 함께 보낸다. 마지막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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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어 전송에 대한 디바이스의 결과를 툴려 밭으며 웅답 신호(SRQ)를 동시

에 전송 밭는다. 여기서 웅답 신호률 이용하여 GPIB건송의 에러 유무를 확

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전송 프로토콜의 흐름을 보여준다.

Unlisten , Address of Talker and Listener

Operation code and Suboperation code

Service Request

Unlisten , Address of Talker and Listener

Data transmission

-

Service Request

그립 3-7. 컨트롤러와 컴퓨터의 전송 프로토콜

Fig. 3-7. Transmission Protocol of Controller and Computer

명령어 전달의 수행 코드(OP code)는 전송 정보의 종류에 따라 분

류되며 부수행 코드(Sub OP code)는 수행 묘드와 함께 명령어를 구성하게

된다. 다음 표2는 명령어 종류에 따른 수행 코드의 분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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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OP code와 SubOP code의 요약표

Table 3-2. Abstract of or code and SubOP code

No 명령어 종류 전송 방향 수행코드 -님「-A「ft。찌그걷1..£

천영상 천송 10H
l 부분 영상 전송 컨트롤러 -> 컴퓨터 l1H OOH ‘ 82H

점영상 전송 12H

천영상 천송 10H -
2 부분 영상 천송 캡퓨터 -> 컨트롤러 l1H OOH-82H

점영상 전송 12H

3 주소 정보 전송 컴퓨터 -> 컨트롤러 13H OOH-OIH

4 기타 정보 천송 컨E롤러 -> 컴퓨터 14H 10H

5 기타 정보 전송 컴퓨터 -> 컨 E롤러 14H 90H

6 명령어 전송 컴퓨터 -> 컨트롤러
15H OOH-EIH

16H OOH-38H

5. 열영상 분석 알고리듬

가. 열영상의 획륙

차메라로 입력된 얼영상은 우선 컨트롤러의 메모리로 저장된다. 이때

컨트롤러는 입력되는 영상의 밝기라든지 영상의 색의 레벨 조정， 그러고 영

상의 반전동율 초정하게 된다. 컴퓨터는 메모리로 영상을 전송하여· 저장하

기 위해 GPIB률 사용하여 컨트롤러를 REMOTE 상태에 두고 해당하논 수

행코드를 컨트롤러로 천송한다. 전체 열영상을 컴퓨터로 전송하는 경우

수행 코드는 10H률 그러고 부수행 코드는 OOH를 GPIB전송 프로토콜에 맞

도록 전송한다.

전송된 열영상은 한 픽셀당 메모리를 WORD 크기로 가진다. 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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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당 16bit의 크기를 가지므로 전체 512x512 영상에 대해서는 1MByte

의 크기률 가진 영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상의 밝기륨 256 단계로 셜정한

경우 사용되논 한 픽켈의 크기는 8bit이므로 전송 정보에서 실제 영상의 밝

기값율 획특해야 한다. 실험적으로 구한 영상 정보의 밝기값은 천송되는

16bit 정보에서 상위 4번째 bit부터 7bit가 실제 영상의 밝기값임율 알 수 있

었다.

다옵 그림 3-8에서는 한 픽셀당 전송정보 16bit에 대하여 8bit의 밝기

정보률 추출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여기서 16bit에 대한 mask는 Ox7F8률

사용하였고 mask후에 7bit를 왼쪽으로 이동하여 8bit 영상 정보를 획묵하였

다.

썼EgE 8었 \ I ! 끼 끼 購繼繼難繼繼
f-- Vo. lld d o- t o. -뉘

MASK

Ox7F8

MASK
RESULT

뉴- Valid 다ato‘ -꺼

SHIFT
RESULT

뉴- Valid cia to -녁

그립 3-8. 영상 픽셀의 밝기 정보 획묵 방법

Fig. 3-8. Bit Assignment of Image Pixel Data

나. 열영상 처리 알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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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영상 처리는 같운 영상 처리라는 점에서 일반 가시 영상의 처리 알고

리픔의 기본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 프로세성에서 많이 쓰

이고 있는 8bit 영상 처리 알고리듬은 일반적으로 영상을 분석 목적에 맞도

록 미리 처리하여 효과적인 분석을 하기위한 전처리과정， 그려고 영상의 성

질율 파악하기위한 분석척 처리의 묵척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영상

천쳐리는 윤꽉선 추출 밝기 레벨의 평균화， 세그벤테이션 뭉 원하는 북척으

로 영상 척리룰 수행하기위해 영상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고 히

스토그랩 분석， 프로따일 분석 동은 영상율 변형시키지 않고 영상이 가지는

륙징율 알 수 있도록 처리하는 알고리틈이다.

1) 열영상 히스토그램 분석

영상의 밝기 분포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히스토그램은 영상 레벨 각각의 밝기의 갯수를 전영역의 화소 갯수

로 나눈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식 (3-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Np('J
H에-→rJ

HP
(3-1)

영상의 히스토그랩은 영상 정보의 밝기값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열영상의 경우로 본다면 열영상으로 획묵된 영상의 온도 분포를 혹정할 수

있다. 축 밝기 래벨의 각 단계는 온도값과 매핑이 되며 히스토그램운 관측

영역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관찰이 가능하다. 다읍 그립

3-9는 척외선 카메라로 획튜된 열영상에 대하여 온도의 분포를 영상의 히스

토그램을 롱하여 보여 준다. 각 밝기 레벨에 따른 히스토그램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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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Cb)에 보였다. 온도의 매핑은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된 후 계산

된 온도에 의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온도의 계산은 둬에서 설명하겠지만

p‘anck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a) 획득된 열영상

50

3E • 4

2E·4

ι)

"'CI
:;:l 2E • 4
~...‘
김

b1J
울 1 타 4

5E • 3

0E·0
@ 100 150 200

Gray Level

(b) 밝기값의 분포

그립 3-9 열영상의 히스토그램 분석

Fig. 3-9. Histogram of I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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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영상 프로파일 분석

영상 분석에서 프로파일올 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영상 쳐러

알고리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프로 파일 분석은 주로 수명 방향과 수칙

방향에 대하여 수행하게 되며 영상의 단연율 직접 눈으로 판혹할 수 있다는

장점올 가지고 있다. 륙히 아러한 분석은 화우가 대청인 물체나 상하가 대

칭인 물체의 열영상율 관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불체의 대칭되

는 부분의 열영상을 관축함에 있어 그 열의 분포는 물체의 열천달 륙성과

열원의 위치에 따라 프로파일이 탈라짐올 알 수 있다.

이상 상태 판단의 목적에 맞는 열영상 분석올 수행할 경우에 수칙이나

수명 단변에 국한하여 열영상율 분석하는 것은 분석의 효율에 제약이 따른

다고 할 수 있다 축 열영상 내에서 관측자가 관혹을 원하는 단면이 직선

이 아넌 곡선 부분야 라고 한다변， 또는 관측 대상물의 중요한 관측 부분이

칙션부가 아닌 곡선부가될 경우에는 영상 프로파일 분석율 영상 반면의 수

명축이나 수직촉에만 구애받지 않게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관혹물의 얼영

상의 관심도가 큰 단면부에 대하여 여러개의 직선을 사용하여 혹청할 단

면 영역율 정해두고 열영상의 변화를 관축한다면 온도의 변화에 따른 영상

단면의 변화률 관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수직， 수명촉에 국한환 영상

의 단면 분석보다는 효율적인 영상 분석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관측 북

척에 맞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 된다.

\ 그림 3-10은 획특된 열영상의 단면부율 보여주고 있다. 영상의 밝은 부

분의 온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단면부가 수명축과 수칙

혹의 두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커서률 이동하여 원하는 지점의 단면율

판측할 수 있다. 반면 이상 상태의 감시률 북척으로하는 경우에 사용될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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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인 부분의 단면 관측은 단순히 관측의 목적뿐만 아나라 다른 유용한 알

고리듬을 척용하여 감시의 기능을 높이도록 힐 수 있다.

그립 3-10 열영상의 단면 열분포 분석

F、 ig 3-10 ProfIle A I1 ~1lvsls of m Image

3) 국부 영상 분석

열영상의 분석은 위에서 열거한 분석 방법처럼 전쳐1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전체 영역보다는 어느 국부 영역에서의 도온

측정하거나 분석 얄고리듬을 적용할 될요가 발생한다 국부 영역의 분석은

전처l 영역의 분석과는 틸리 사용자가 원하논 영역에서의 분석이 가능하여

필요없는 영역의 분석으로 인한 시간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국부적

인 영역에서의 온도의 최대， 죄’소값을 측정하든지 영역내의 명균 온도값

측정， 그리고 분산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에j ‘ 임의의 。:l 0:1 ~
。， 2 설정하

고 이 영역내에서 계산된 출력값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열영상 분석에서는 열영상의 전체보다 국부 영역의 조사가 더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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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것은 판혹자가 주관심되는 열영상 영역을 설정 가능하고 이 영역

내에서의 올도의 변화를 감셔할 수 있으므로 천체 영역에 대하여 불필요한

영역은 제거함으로써 더욱 효과척인 열영상 감시가 될 수 있다. 관흑자는

열영상의 한정된 범위률 외부의 포인텅 디바이스나 키보드의 입력에 의해

셜정하고 이 영역내에서의 최대， 최소， 명균 옹도 또는 분산값율 획륙하여

관축물의 옹도 변화를 혹쩡함으로써 열영상 감사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온도값률율 컴퓨터의 주떼모리로 미리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계숙 저장함으

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강시할 수 있으며 관측물에 대한 얼

영상 데이타 베이스률 구축할 수 있다. 륙히 국부 영역내 온도의 명균값이

나 분산 동은 얼영상 감시에서 이상 상태 판단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이률 값의 분석은 필수적이 라 힐 수 있다.

컴퓨터 모니터 영상에서 임의로 지정한 사각 영역의 화상 지점의 영상

화표가 (x1 ，yl)라 하고 우하 지점의 영상 좌표가 (x2 ，y2) 라 할 때 이 영역

내에서의 온도의 명균값과 분산윤 각각 식 (3-2) ‘ 식 (3-3)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3-11은 열영상 전체 영역에서 설정된 임의 사각 영역에서의 화표값율

보여 주며 그림 3-12는 획특된 열영상에 대하여 질제로 지정한 사각 영역올

보여 준다. 그럼에서 사각영역내 온도의 최소， 최대 그러고 명균값울 보여

준다[631

AreaαIg ==
1 x2 v2

L:_ L(i,J)-xl+ l) (y2-yl+U l7tl}~l
(3-2)

1 x2 v2

Ar，잉M.= I n - 1 1 3/ n 1 1 、 짚 lγl[ (i,j-Area@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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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Y

(xl.yl)

~X

(x2.y2)

(512 ,512)

그립 3-11. 512x512영상에 대한 임의 사각영역의 화표 설정

Fig. 3-11. Coordination of 512x512 Rectangular Area

그림 3-12. 열영상의 임의 사각 영쩍에 대한 용도 측정

Fig. 3-12. Temperature of Rectangular Area

6. 혈영상의 밝기값에 따른 옹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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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lanck의 방정 식

불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는 불질 내부의 입자들의 운동에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입자의 운동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에너지가 높을수록 입

자의 운동도 커지게 되며 외부로 그 에너지를 다시 복사하게 된다. 이때 북

사되는 에너지의 주따수는 입자의 운동이 커질수록 그 주파수도 커지게된

다. 적외선 카메라는 이 복사에너지 (Radiation Energy)를 측정하여 불체의

온도를 측정하게 된다.

일반척인 불체외 에너지 복사는 고유한 주따수에만 국한되는 특성이 있

으나 전체 주파수에 고르계 에너지률 복사하는 이상적인 물질을 블랙바디

(Black body)라고 한다. 이 이상적인 에너지 방출 묻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존재하는 물질은 에너지 복사에 있어 그 나름대로의 복사 주따

수를 갖고 있다. 다음 그럼 3-13온 적외선 영역의 주파수대에 대하여 블랙바

디가 복사하는 에너지를 보여 준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복사 에너지의 최대

치에 해당하는 파장이 접점 짧아짐을 알 수 있다.

「
40

1.0

70 80

그(

C"JE 3 0
니

、、

~ 20
μ」

그럽 3-13. 블랙바디의 복사 에너지

Fig. 3-13. Energy of BlackBody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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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3에서 같은 파장에 대하여 온도악 변화에 따른 북사랑의 증가

가 매우 급숙히 커짐율 알 수 있다. 이 관계는 Stefan- Boltzmann의 방정식

에 의하여 정의되는데 다음 식 (3-4)와 갈이 표현된다 Stefan - Boltzmann

방정식은 같은 파장에 대하여 온도가 증가하면 복사량응 온도의 4승에 비례

하여 중가함을 의 미 한다[57].

W= EoT4 (3-4)

여 기 서 e ;: 방출도 (emissivity)

o ;: Stefan-Boltzmann 상수 [5.673x 1O- 12WI(cm 2
)( 0 K 4

)]

T ;: 절대 온도 (0 J()

그립 3-13에서 점선 부분은 복사량의 최대치를 연결한 선으로서 온도와

의 관계는 Wien의 변위 법칙으로 표현된다. 식 (3-5)에 Wien의 변위 법칙융

보여준다. 이 식은 천술한 바와 같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 최대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파장이 변함을 돗하며 옹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북사량이 충

가함을 알 수 있다.

Am ;: biT

여기서 Am ;: 최대 복사시의 파장

b = Wien 변 위 상수 (2897UO /()

(3-5)

지금까지 설명한 블헥바디의 복사랑과 온도， 그리고 파장과의 관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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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북사량은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곡선형의 그래프로 표현되며

그 값의 최대치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2. 온도의 변화에 따른 블랙바디의 북사 에너지 곡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3. 북사 에너지 곡선툴은 서로 겹치지 않고 온도가 놓은 경우의

북사 곡선이 온도가 낮은 경우보다 위에 존재한다.

4. 온도가 증가할수록 북사량의 최대점은 짧은 파장 영역으로 이

동한다.

5. 온도가 증가할수록 복사량은 지수합수로 증가한다.

Wien과 Stefan - Boltzmann의 방정식은 온도나 파장의 단일 변수에 따

른 북사량을 설명하지만 적외선 영역의 전 파장에 대하여 복사량을 설

명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Max Planck의 방정식은 온도의 스펙트럼

에 따른 북사 에너지률 다음 식 (3-6)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57].

W~ = [짧]
1

(찮r) 1

e -1

(3-6)

여 기 서 W~ = 따장대 방출도 [WI( cm 2
)( u)]

e ::: Naperian base (2.71828)

hc /k ::: 1.438 X 10\1 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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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Boltzmann 상수 ( 1.38042 x 10 ‘ 23Wsecr K)

c = 광속 (2.99793 x 10 1°1σn/sec)

나. 영상 밝기와 온도값과의 매핑

척외선 카메라의 출력은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NTSC 신호로

출력된다. 이 신호는 모니터에 의해 사람의 시각으로 관측되며 이때 판축~t

는 출력 화상의 밝기값의 차이로 온도의 분포를 관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단순히 온도의 절대적인 값이라기보다는 밝기차에 의한 상대척인 온도

의 관혹에 불과하다. 이들 밝기값으로부터 온도를 계산하기위하여 Planck

방정식을 이용한다. 식 (3-6)에 보인 Planck 방정식을 간략화하여 다음 식

(3-7)에 보였다.

CW 1
(~으~)

kA.T' -1
+ C2 (3-7)

식 (3-7)은 이원얼차 방정식이므로 두개의 방정식으로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두개의 방정식을 유도하기위해 서로다른 온도에서 측정된 영상의 밝

기값율 출력값으로 매핑시켜 두개의 상수값 Cl과 Cz를 구한다.

1) 캘 리브 레 이 션 (Calibration)

척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옹도를 정확히 측정하기위해서는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 캘리브레이션이란 적외선 카메라를 실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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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천에 관측하려는 대상물의 온도에 카메라의 륙성을 맞추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적외선 카메라의 측정가눔한 온도가 0° C에서 1200° C 정도

라 할지라도 동시에 전법위의 온도를 측정하는것은 아니다. 만약 전 법위

에 걸쳐 온도를 동시에 측정한다면 영상 밝기의 단계는 256단계에 불과하므

로 밝기의 각 단계 마다의 온도의 해상도가 줄어드는 단점이 생기게 된다.

척외선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차메라의 입력을 일정한 온도의 물체로 두고 영상을 획륙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옹도의 가변이 용이한 흑처l를 이용하여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의 열영상 관측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카메라의 셔트를 사용하여 카메라 내부의 미리 설정된 용도로 캘리

브레이션율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카메라를 실온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

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의 측

정이 가능하다.

다읍에서 설명할 온도값과 밝기값의 매칭에서는 셔트를 이용한 캘리브

레이션을 사용하여 옴도값을 계산하고 있다.

2)온도 계산

식 (3-7)에서와 같이 식의 유일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방정식

율 필요로한다. 카메라의 셔트를 이용하여 설온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

하여 캘리브레이션 한 후 이미 온도를 알고있는 두 관촉 지점에 대하영 영

상의 밝기값율 획둑한다. 이들 밝기값을 식 (3-7)의 결과값으로 둘 경우 두개

의 상수 Cl 과 C2를 구할 수 있다. 관측 영상의 첫번째 지점의 온도를 륙

정한 결과 330° K얼때 영상 밝기는 225의 결과를 얻었다. 두번째 관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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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옹도를 훔정한 결과가 300.5 0

K이고 영상의 밝기는 108이었다. 이툴

값율 식 (3-7)에 대입하면 식 (3-8) ，식 (3-9)률 얻게된다. 이때 척외선의 파장은

카메 라의 입 력 7t농 파장인 3-5um의 중간 파장인 4um로 두었다.

225 = Cl / 꿇←-1 + C2
e ‘ kATI ’ -1 I

(3-8)

108
C l

(-」낀:-)
e kkT2 -l

(3-9)

여 기 서 hc!k = 1.438 x 104uo
f{

λ = 4um

Tl = 330 0 K

T2 = 300.5 0 K

두 방정식율 이용하여 Cl과 C2 를 구하면 Cl은 9.592 x 1060 1 며 C2는 47

의 값율 가지게 된다. 이 두 상수를 원식에 대입한 결과가 식 (3-10)이며 온

도의 변화에 대한 영상 밝기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출력한 것을 그럽 3-14에

보였다. 그림에서 절대 온도가 300 0 K 부근에서 그래프의 변화가 가장 완만

하게 변함율 알 수 있으며 실제 혹정 오차가 가장 척은 온도 영역도 이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옹도의 그래프가 지수 합수척인 모양율 보이므

로 낮은 온도의 측정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으며 올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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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수룩 온도의 해상도가 낮아침율 알 수 있다.

영상의 밝기 = 9.592 X 106 1
(，ζ'!..)

e kiT -1

πt
A
4
4

+ (3-10)

300

250

50

α200

>
φ

」

150
>

P
L

0100

@

0.0 100.0 200.0 300.0
Temp e r 0 l u r e ( K)

400.0

그림 3-14. 온도와 영상 밝기의 때펑

Fig. 3-14. Mapping of Temperature and Gray Level

그럼 3-15는 적외선 카메라로 입력된 혈영상에 대하여 각 점의 용도를

혹정한 결과이다. 붉은색의 계롱이 온도가 놀은 부분이고 청색 계롱은 옹도

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다. 그럼에서 각점의 온도는 섭써 온도로 소수

두째자리까지 계산된 값을 출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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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5. 입력 열영상 각지점의 온도

Fig. 3-15. Point Temperature of IR Iamge

7. 열영상율 이용한 이상 상태 판단

가. 시간 경과에 따른 열영상과 온도의 저장

척외선 카메라를 어용하여 열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관측물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적외선 카메라의 중요한 적용의 하나이다. 열영상율

이용한 이상 상태 판단은 앞서 설명한 열영상 분석 알고리듬에 그 기반울

두고있다. 에툴 분석 알고리돔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하는 경우 환재 입력

된 열영상율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거에 기록된 영상을 채생하여 분

석하고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무인 감시 체재로 열영상올

관혹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영상을 계속하여 저장하고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나 점검의 목적으로 재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된다. 이런 북척으로

인하여 열영상 관측 시스템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상과 온도 정보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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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수행하게 된다.

얼영상 관측기로 대상물율 관축하려는 관축자는 그 대상물의 열영상율

카메라로 입력받게 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영상율 컴퓨터로 전송하고

모니터애 출력된 열영상을 관흑자는 주 관혹 지점율 선정한다. 이 작업은

관혹자가 의도하는 영상의 어느 지점이라도 선정이 가능하며 최대 1078 의

지첨까지 션정이 가능하다. 관혹자는 또한 영상내의 각 지점의 옹도와 열

영상율 져장할 시간 간격율 설정해주어야 한다. 얼영상의 저장 간격은 판륙

대상물의 온도 변화의 륙성에 맞도록 설정해야 하며 컴퓨터는 이툴 각 영상

내의 지점률율 시간 간격에 맞추어 온도를 기록하고 열영상을 저장하게 된

다.

열영상의 관측 지점에 대한 온도논 위에서 설명한 Planck의 방정식율

어용한 온도의 값울 기룩한다. 온도값률은 각 지점에 대하여 하나씩악 화일

올 생생하고 이들 지점의 옹도는 해당하는 화일에 기록된다. 화얼의 머리

부분에는 그 화일의 숙성을 기룩하게 된다. 화일의 숙성이란 그 화일이 어

헌 영상의 어느 관측 지점에 대한 영상인가률 포함하며 저장된 온도의 시간

간격풍율 포함하고 있다. 화일틀의 머리부를 조사함으로써 다른 영상 화일

로 처장되는 열영상과의 관계률 알 수 있다.

카때라에서 입력된 열영상의 기록은 컴퓨터의 메모러로 기록하는 방법

과 외부의 다른 기록 장치 측 NTSC 비데오 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기록

메체로 져장할 수 있다.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기룩하는 방법은 정보를 디

지탈로 져장하므로 외부의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손쉬운

프로그래멍에 의해 사후 정보 관리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탈화

원 청보는 컴퓨터의 추기억장치로 전송되어 영상 분석율 수행하기까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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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객게 컬러는 장점을 가지고있다. 반면 디지탈 저장은 열영상의 한 프

레입율 져장하기위해 256K Byte의 기억 장소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영상율 저장할 경우 생기는 저장 장소의 부축 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져장 매체의 가격 또한 아날로그 기록 방법에 비하여 놀게 나타난다.

아날로그 NTSC 신호률 정보의 변화없이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은 얼영

상올 시깐 깐척에 맞추어 저장하는 방식과 연속척인 열영상율 저장하는 방

법옵 률 수 있다. 아날로그 신호를 저장하는 경우 기억 장소의 구애률 별로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컴퓨터 분석을 위해 신호를 천송할 경우

이툴 신호률 디지탈로 변환 시격줄 수 있는 부가적인 장치를 필요로하는 단

첩이 있다.

다읍 그림 3-16은 척외선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천송된 열영상이 기억

장치로 디지탈화되어 저장되논 겸로와 카메라에서 직접 NTSC 신호률 저장

하기위한 구성도률 보여준다.

----、‘-‘-Computer Hard
Disk

GPIB

Camera
IR Camera Controller Optical

DIsk
Drive

Video

그림 3 ‘ 16. 열영상 저장 장치 구성도

Fig. 3-16. Block Diagram of IR imag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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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얼영상 정보의 재생

얼영상율 처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 정보의 재생 또한 중요한 작

업 충의 하나이다. 컴퓨터의 보조 메모리로 저장된 영상 정보률율 분석의

몹객으로 다시 컴퓨터의 주메모리로 불러률얼 경우 많은 양의 영상 정보률

재생하기 위하여 저장되는 영상의 화일에 영상이 기록된 시각율 머리 저장

해 물 수 있다. 또는 한꺼번에 여러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불러툴여 필요한

정보륨 획륙힐 수 있다. 그립 3-17은 167ft 의 영상 프레암율 동시에 화면에

출력한 결과이다. 저장된 영상의 시간 간격은 1분이며 영상의 변화롤 사람

의 눈으로 업계 판축할 수 있는 장점올 가지고 있다.

그림 3-17. 열영상 정보의 순차척 재생

Fig. 3-17. Sequential Display of IR Image

기록되는 얼영상의 효과척인 관리블 위해서는 혼히 사용되는 대이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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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개념율 이용하여 저장율 할 수 있다. 영상 데이타 베이스률 이용할 경

우는 영상의 검색 기능， 영상에 대한 정보률 입의로 가억시킬 수 있는 동

보다 효과척인 환리률 가능하게 한다.

관혹자가 관륙하려는 주대상물의 어느 지점에 대하여 각각의 지절의 용

도를 기륙하여 저장된 정보들은 컴퓨터의 화일로 저장이 되어있다. 이 정보

률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지점의 온도의 변화이므로 열영상의 이상 상태

률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각 지점의 옴도의 변화는 그래프로 출력되어

관흑자가 쉽게 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 3-18은 획특된 열영상에 대

하여 판축하고자하는 4개의 점을 션택한 컴퓨터의 제어화면이다. 그림 3-19

는 이률 첨에 대하여 매분마다 기룩한 온도의 변화를 그래포로 출력한 결과

이다.

그럽 3-18. 획특 열영상에 대한 관축 지점 선정

Fig. 3-18. Marking of Inspection Points on I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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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4개의 관혹지점에 대한 온도 변이 그래프

Fig. 3-19. Temperature variation of 4 Inspection Points

위 그래프의 결과는 그럼 3-18의 4개의 지점에 대하여 열영상을 40분

동안 1분 간격으로 획륙한 결과이다. 점O와 점 2는 각각 일반 영상 카메라의

천원융 충지시켰율때 외부 온도의 감소를 획묵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두 점의 옹도가 갑소함을 알 수 있다. 4지첩에 대하여 온도의 변화를 .., 명

균값과 분산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럼 3-20에 보였다. 4 지점의 명균값

운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함율 알 수 있고 분산도 시간이 경과함율 알 수

있다. 분산이 감소합은 온도의 변화율이 줄어듬을 뭇하므로 4지점의 온도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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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0. 4지점에 대한 명균과 분산

Fig. 3-20. Average and Variance of 4 Points

다. 이상 상태 판단 알고리틈

1) 영역내의 이상 상태 판단

위의 실협에서와 같이 매시간 마다의 4 지점에 대한 명균값과 분산은

열영상의 이상 상태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관측 대상불의 온도가

점 O와 점 2와 같은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므로 정상 상태

에 있는 대상물의 온도와 비교해 볼 때 그 분산에 큰 변화가 있음을 뭇한

다. 축 반대로 생각하면 정상상태의 경우에서 이상 상태로 변할 경우 관륙

지점의 분산이 커지거나 출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관륙 대상윷 점으로부

터 영상의 임의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생각하면 영역내의 천쳐1 척인 온도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 영역의 온도의 명균값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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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명균값을 가지는 영역이라 힐지라도 영역내의 국부척인 온도의 변

화가 발생한다면 그 분산을 조사함으로써 이상 상태를 미러 예측할 수 있

다.

2) 프로파일 분석율 이용한 이상 상태 판단

열영상 이상 상태 판단의 다른 예로 프로따얼 분석을 통한 겸사 방법율

둘 수 있다. 프로따얼 분석 이용법은 영상의 수명축이나 수직축에 국한이

되지 않고 임의의 경로를 설정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의 경로로

선택된 열영상은 정상 상태와의 프로 파일과의 분석을 롱하여 이상 상태률

예측힐 수 있다. 이 방법은 CEA(Canadian Electrical Association)라는 회사

의 도시 배전 시스램에 사용된 척이 있으며 주로 지하에 설치되는， 대용량

전기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59]. CEA는 배전 사스랩의

이상 상태 판단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작업에 도움을 주기위

하여 척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어려

옵운 열영상 작업의 숙련공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비숙련공에게 도움을

주기위하여 CEA는 컴퓨터률 이용한 상mart"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대용량

시스템에 사용되는 척외선 시스멈과의 차이로써 지하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작고 배터리로 충전되는 전원 시스템을 필요로 한였다.

CEA는 과부하 손상된 L;자관에 중점을 두었다. 부하 손상된 L자형 관

은 앓은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 피복속에 급속 전도체가 틀어있으며 절연

체는 전기적 절연체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물질은 또한 열을 차혜하는 작

용율 하므로 적외션 카메라로.입력된 영상의 옹도로 물질 내부의 정확한 온

도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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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해결하기위해 CEA는 부하 손상된 L자형 관의 내부에 르흐

천류 지점의 온도률 외부의 온도에서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바람의 숙

도률 바탕으로 한 냉각의 영향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공식을 사용하여 내부

의 온도룰 정확히 계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CEA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률 수행 중에 있어 바람의 속도의 영향 뿐만아니라 절연체에 대한 풍속

의 중요한 영향에 돼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림 3-21은 CEA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의 일부를 보여준다. 그래프

에서 L자관 내부의 온도는 정상적인 상태를 보여 주며 주변의 온도도 고려

하여 온도률 축정하였다. 그럽 3-22에서는 손상된 L자관의 열영상율 보여

준다. 프로파일 그래프에서 내부의 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율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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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정상 상태 L자관의 프로파일 분석

Fig. 3-21. Profile Inspection of L Type Pipe at Norm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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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이상 상태 L자관의 프로파일 분석

Fig. 3-22. Profile Inspection of L Type Pipe at Abnormal State

8. 열영상 분석용 프로그램 “ IRLAB"

가. IRLAB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열영상을 획득 저장하고 분석하기위한 방법으로 얼영상

분석용 프로그랩인 IRLAB을 개발하였다. IRLAB은 척외선 카메라인

Mitsubish사의 IR-M500에 적용이 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 카메라는

외부의 컨트롤러륭 가지고 있으며 컨트롤러에 의해 카메라의 기능야 조철되

도록 하고 있다. 이 컨트롤러는 또한 GPIB 인터펙이스를 이용하여 컴퓨터

와 통신율 가능하케 하고 있다 IRLAB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설치된

GPIB를 이용하여 카메라 컨트롤러의 기능을 원격으로 조절하고 열영상의

획륙율 가능하게 한다. 한편 획특된 옐영상을 이용하여 IRLAB은 영상 처리

와 분석 알고 cl듬을 롱하여 이상 상태를 예축하고 영상 정보와 임의의 지점

의 온도률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IRLAB 소프트웨어는 또한 사용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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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의 기능을 높이기위해 명령어 입력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가능하

도록 하였다. 영상 처리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척인 영상의 해석둥

은 포인팅 디바이스를 마우스로 사용힐 경우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

다.

IRLAB 소프트웨어의 천체척인 구조는 써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카메

라의 기농율 제어하는 카메라 제어부， 카메라로 획특된 열영상을 컴퓨터로

천송하여 저장하는 열영상 획득부， 그러고 열영상율 처리， 이상 상태 판단율

수행하는 이상 상태 판단부로 나눌 수 있다. 다음 그림 3-23은 IRLAB의

소프트워I어 구성도를 보어준다.

IRLAB

카메라 제어부 얼영상 획득부 이상상태판단부

• 원격 제어 • 영상 전송 • 점온도의 분석

• 영상 밝기 조절 • 영상 저장 • 영역설정 분석

• 어。샤。 바처 • 온도 계산 .효로화일분석

·캘리브레이션 • 영상 온도 기록 ·이상상태판단

그립 3-23. IRLAB 소프트웨어의 구조

Fig. 3-23. The Structure of "IR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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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LAB악 카메라 제어부

소프트웨어는 척외선 카메라의 기농을 GPIB 통신율 이용하여 원격으로

수행한다. GPIB와의 통신은 정해진 프로토콜에 의해 수행되며 카메라률 제

어하기 위한 기본척인 프로토콜은 앞서 설명한 그럽 3-7과 같다. 그럼 3-7

의 프로토콜울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조는 다음과 겉다[61-62J.

φ Sendifc (O)

컴퓨터 내부의 GPIB의 주소를 0번지 라 하고 하드웨어를

초기화한다.

~ FindlstnW,*instrument,*result,31)

: a번지의 GPIB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를 탐색하고 그 기기

의 주소값을 되툴려 받는다. 1과 2의 푸 과정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처읍 동작되는 초기화 과정으로 프로그랩의 초기에

수행되어야 한다.

(j) Send (GPIBaddress ,Deviceaddress ,"?#@",DABend)

: GPIB에 연결된 디바이스에 UNLISTEN 신호를 보내어 정보

천송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한다.

(4)Send (GPIBaddress ,Deviceaddress,OPE&SubOPEcode" ,DABend)

: 천송하려는 정보툴 char로 보낸다. 원하는 목적에 맞도록

OPE code와 SubOPE code를 컴퓨터로 전송한다.

(5) A 1Jspo]J()

: 청보의 전송이 같난후 척외선 카메라는 Service Request

(SRQ)신호를 컴퓨터로 보낸다. 컴퓨터는 이 신호를 되받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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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오류가 발생하였는져를 확인하게 된다. 전송의 오류가 발

생힐 경우는 다음의 전송과정에 오류가 다시 생길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한다.

<ID Devclear< O)

: 소프트웨어로 GPIB와의 통신을 종료함을 보내는 합수로써 모

든 천송 작업아 릎날 경우 devclear 신호률 카메라 컨트롤러에

주어 원격 제어 과정이 끝남율 알린다.

위의 순서에 의한 작업으로 컴퓨터는 카메라 제어와 열영상 획묵을 가

능하게 한다. 3번의 과정은 GPIS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에게 정보의 천송

율 알리는 함수지만 실제 척용에서는 생략하여도 정상척으로 동착하였다.

카메라로부터 정보를 획륙하는 과정은 위의 과장과 통일하며 Send 신호 대

신 Receive 신호로 정보를 받는 과정이 다르다 위의 순서률 이용하여 카메

라률 컨트롤하기 위한 개략적인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다.

Subroutine Communication

Sendifc to initialize GPIB

Find all listeners on GPIB

Unlisten address of talker and listeners

Send ope_code and 5ubope_code

Serial polling for service request(SRQ)

Check transmission error

Unlisten address of talker and listeners

Send Data to list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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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polling for service request(SRQ)

Check transmission error

Device clear to quit subroutine

end

2) IRLAB 의 옐영상 획특부

위에서 설명한 프로토콜에 의해 전송된 혈영상율 이용하여 온도를 계산

하는 과정은 앞서 설명한 Planck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계산된 온도 정보는

화일로 저장되며 화일의 저장은 측정 지첩의 위치， 측정에 사용된 열영상，

그리고 혹정 시간동이 함께 저장된다. 영상의 저장은 한 점당 8bit의 char로

저장되며 영상 화일의 머리 부분에는 열영상의 획륙 장소， 카메라의 상태，

주변 온도， 캘리브레이션 온도， 그러고 영상 정보의 순으로 저장된다. 그럼

3-24는 영상 회일의 전쳐l 척 구조를 보여 준다.

30byte string

2byte int

4byte float

4byte float

lObyte string

262144byte

혈영상획륙장소

카메라 조리개 상태

캘리브레이션 옹도

주변 온도

획득샤각

영상 정보

그럼 3-24. 영상 화일의 구조

Fig. 3-24. The Structure of Image File

3) IRLAB의 이상상태 판단부

- 194 -



얼영상의 이상 상태는 단순히 한 두가지의 판단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문페가 아니다. 륙히 원전 시설에서의 얼영상의 감시 기능에서는 쉽게 그

상태률 판단하기란 어려우므로 여러가지 북합적인 판단에 의해 이상 상태률

판단 하여야 한다. 얼영상을 이용한 감사는 대상물의 온도에 의한 감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란 어느 정도의 오차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상물에 대하여 직접척으로 접촉하여 온도를 혹정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온도의 혹정에셔는 정확한 값올 추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고 공기중으로

척외선이 북사될때 발생하는 잡음이라든지 대기중 수분으로 인한 북사열의

감소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열영상 감시는 접혹적인 온도의 혹정

과는 탈리 대상물 전체의 영역을 고루 감시할 수 있고 절대척인 불체의 온

도보다는 온도의 변화량， 즉 상대적인 온도의 변화를 쉽게 관혹할 수 있는

큰 장점융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열영상 감사는 이상 상태의 정확한 진단

이라기 보다는 이상 상태률 미리 예혹한다는 혹면에서 큰 효과률 지닐 수

있다.

IRLAB에서는 이상 상태의 판단 기농으로 데이타 베이스률 이용한 감

사와 통계적 방법에 의한 방법퉁을 고루 이용하여 감사 기놓율 구현하고 있

다. 프로그램의 재발은 앞으로 온도의 변화에 의한 이상 상태 판단 기능에

전문가 시스템을 웅용하여 옹도의 변화 정도를 어떻게 이상 상태의 정보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IRLAB소프트웨어 의 활용

1) 열영상 데이타 베이스

IRLAB 소프트웨어는 열영상 감시의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그러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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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분석하기위해서는 우선 열영상을 획묵하여야 하며 획묵된 열영상율

분석하기위해 천문가에 의한 판단 기농도 있겠지만 컴퓨터 스스로 판단 기

능율 부여하기위해서는 기존의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

타 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열영상을 획묵하여 정상 상태

와 여상 상태를 구멸하여 영상을 저장헥 둔다든지 정상 상태만올 저장해두

고 현재 획특된 혈영상 정보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판혹

하려는 대상물이 여러 자점에 위치한다면 각각의 대상물에 대한 정상 상태

의 열영상율 저장해 두어야 하며 저장된 영상에 대한 기본척인 정보， 축 획

특된 서각이라든지 획특 장소， 당시의 주변의 온도와 카메라의 상태를 기록

해 두어야 한다.

많은 앙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위하여 소프트웨어는- 저장되는

열영상의 정보를 쉽게 검색하여 불러올 수 있도룩하여야 한다. 또한 열영상

자체뿐만 아나라 그 영상의 임의 지점에 관측하려는 대상물의 온도를 기록

해 두었다면 영상과 온도가 기룩된 따일과의 관계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2) 열영상 감시 시스템

이 기능은 IRLAB 소프트웨어의 주기능이며 원래악 묵척에 맞는 기농

이다. 열영상 감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컨트롤하여 적절한

혈영상의 획둑이 되어야 하며 이틀 영상틀을 처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

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열영상 감시 시스템은 원전 시설내의 시설물의

온도의 변화를 원격으로 쉽게 감시할 수 있다. 원천 시설툴의 감시는 대상

물의 선정이 미리 야루어져야 할 것이며 감시의 기간 측 얼회의 감시로

점검율 항 것인가 아니변 대상물을 계속척으로 캅시하면서 온도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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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영상을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할 것인가룰 정하여야 한다.

9. 결 언

열영상 분석 시스템은 원천 시설내의 주요 시설에 대한 열영상 감시를

폭척으로 하고 있다. 혈영상 분석 시스템은 열영상율 획륙하는 입력장치와

이들 영상을 처리하고 분석， 이상 상태률 감시하는 감사 점검부， 그리고 전

체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열영상 입력부는 혈영상을 입력하는 척외선 카메라로 구성하였으며 시

스랩 제어부는 이틀 영상을 컴퓨터로 받아 툴여 처리하는 역할율 담당한다.

입력부의 척외선 카메라는 해상도 512x512를 가지며 밝기 단계률 64레벨로

가지고 있어 옹도의 해상도는 0.15° C의 정밀도를 가진다. 열영상 시스램

제어부는 척외선 영상을 획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카메라률

GPIB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롱선을 가능하케 하였다. 컴퓨터는 카메라의

기능율 원격으로 컨트롤힐 뿐만아니라 영상 정보나 옴도의 정보률 기룩하여

데이타 베이스화 시키눈 역할을 한다. 감시 점검부는 획푹된 멸영상 정보률

이용하여 감시 대상물의 이상 상태를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의 과제에서는 이상 상태의 감시 점검부의 기능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을 첨가하여야 할것이다 열영상 데이타 베이스률 이용

하여 기존의 정상 상태와의 벼교 분석을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하거나 천문

가 시스템 기법율 이용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열영상 정보나

올도 정보률 데어타 베이스화 시키는 작업에는 효융척인 옐영상의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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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II 2 철 퍼지 및 신경망 저I 어기술연구

1. TRUCATI OM 효과에 의한 퍼지제어기의 우수성연구

입력신호가 하나인 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정된 일련의 퍼지논리

연산율 사용하여 설계된 퍼지체어기는 PI제어기와 대동한 출력을 산출함이

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 임의의 PI제어기가 주어질 경우 이 제어기와 동얼

한 출력울 갖는 퍼지제어기를 설계할수 있음이 밝혀진바 있다.

그러나 지정된 륙정의 퍼지논리연산을 사용할 경우에도 설계된 퍼지

제어기가 PI제어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용되는 퍼지칩

합의 수가 입력변수의 퍼지화에 필요한 집합의 갯수보다 척게취할 경우이

다. 이경우 해당 입력변수의 값은 상하한 값에 의하여 제한되게 되는데 이

률 TRUNCATION 효과라 부른다. 이중에서는 입력신호가 하나인 제어대상시스

템에 대하여 입의의 PI 제어기가 주어질 경우 이와 동일한 출력을 산출하는

퍼지제어기률 설계한 후 이 제어기에 TRUNCATION 효과를 도입함으로써 제어

기 성농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모의 실혐을 통하여 검증코자한다.

제어대상 시스템은

y'=-5(y-3) -3ωe-당 sin(ψt+1l)

y(O}=o，설정치 =3.0 (3-10)

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w의 값은 65부터 520까지 변화시킴으로써 비교연구

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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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설정치가초71 상태가 0이고사실상 제어대상시스탬의3-10은식

있다 ..A.
T볼져1 어결과로척용했을때 나타나는PI제어기를시스템에임의의

식의 해석척 해는

y (t) =3+3e-않 cos(ωt+1t) (3-11 )

와그럽 3-25그래프는대한경우에일w=65있으며할수쉽게 확인임은

같다

3 i i l i f 1/ \ / t /\ !\f\./'../"

Y

v
a
1i

u
e

제어대상시스템

for Test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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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I 제어기

상기 제어대상시스템 그립 l 에 PI제어기를 척용코자 류닝에 필요한 분

석율 수행하였다. PI제어기 적용후 처l 어결과 출력은

z=3e-5kt cos(ωt+π)+3 (3-12) .

(3-13)

형태가 이상적암을 알수있다. 여기서 K는 양의 정수로서 값이 클수록 시스

템 안정시간이 빨라짐울 알 수 있다. 따라서 PI제어기의 류닝율 K값의 중감

에의해 수행코자 한다. 변수W의 값은 변의상 식 3-25에서의 값과 동일한 값

율 취하도록한다.

식 3-25식의 양변율 미분하면

y" =-5y'- h'( t),h( t) =3ωe- 5t sin(ωt+11)가 되 며 이로부터

y"=- lOy' -( 25+ω2)(y-3)

=F(t,y ,y')

을 얻는다. 같은 과정을 (3-12)식에 반북 척용 하여

z"=- lOkz-(25k2 +ω2)(z-3)

을 얻율 수있다.

(3-14)

쩌l 어거출력을 U라고 하고 체어대상 시스템 식 (3-10)에 적용할경우 U는

z'= f{ t ,z) + u

=-5(z-3) - h<t)

를 만축하여야한다.，. PI제어기의 경우 U는 u=ae+돼e(sk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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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3 이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면의상 제어기출력 u가

z"=F<t,z ,z) +U'

=- lOz' - (25+ω2)(z-3)+u' (3-15)

을 만혹하도록 선택한다. 두식 (3-14)와 식 (3-15)으로 부터

u'=- lO (k- l)z' -25(k2
- I)(z-3)

=-10(k- l) e'- 2!5 (k2
- l)e (3-16)

을 얻는다. 식의 (3-16)의 양변을 척분하여

n
U

u+’$
、잉

/
낀

F
l
mw

1i
n
ι

’K
정

e--iL

κ

mu

가 되는데 이는 다시

Un=- lO(k- l) e n -껑(k2-1鴻e.+uo (3-17)

로 표시할수았다. 여 기 서 h는 time step 크가이 며 e.=z;-3는 i번째time

step에서의 입력오차이다. 이 제어기률 대상 시스템에 척용하여

z'=-5(z-3)-3ψe -5t sin (ωt+π)+u (3-18)

의 해를 구하고자 한다. 식 (3-18)에 adams -moulton방법을 적용한 결과 는

k=1이 .w=260.h=0.001 의 그립 3-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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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출력의 퍼지제어기나.

때 PI3-18에 적용 했을3-10 또는 식A1.,이 절에서는 제어대상 시스템

기설계에 대하여퍼지제어기의산출하는3-11과 동일한 출력을A1.,제어기

변수를 en ， sn ， un의 퍼 지 화

대한우선 11O(k- l)enl =IlOOOenl ,125(k2 -Uhsn r=125.5snl및 IUnl에

관련되는연의상 k=lOl uo=O에 한정 한다.

위하여

술한다.

를

PI제어기설제 m의 값은취한다.공통상한 값으로 m을n=l , 2, 5000 의

임의의조정된다.설계종료후에퍼지 저1 어기부터 추정되며반웅결과로의

，제2lD +l 개집핫수는Sn의 퍼지이상되도록 취한후 en. 과정수 m을 1양의

결과는모의 실험은기술한4m+1 개 취한다 다음절에Un의 경우는어기 출력

제어기취할 경우임으로15동3.

쉽게 확인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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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집합들은 동구간 사이에서 정의된 삼각형모양의 합수 (spIke함수)

를 사용하는데 en의 경우 구간의 킬이를 λ (support의 길이는 2)，가 됨) Sn

의 경우 U 그리고 un의 경우는 Y라할때

Y= 괴L k - Y U Y- 11_

- m ’ lO(k- l) , μ- 25 (k 2 - l) h (3-19)

으로 정와 한다. 이틀 퍼지집합은 왼편으로부터 시작하여

1.2.3 (2m+l) 또는 (4m+ 1)까지 번호를 부여한다. 퍼지제어 규칙

은 en 에 대용하는 퍼지칩합 번호를 p , sn에 대웅하는 퍼자집합번호률 q라

하고 제어기 출력 un에 대웅하는 찍지집합 번호를 r‘이라 할때

r= 4m+3- (p+ g) (3-20)

에 의하여정의 한다. 따라서，만약 P.q빛 r이 각각 퍼지집합번호p.q.r 에 대

웅하는 집합틀일때 식 (3-20)으로 표현된 재어규칙은

If e is P and s is Q them u is R

If e is A and s is B them u is C

(3-21)

둥과 같다. 두퍼지집합의 교집합 연산은 dubois b pride 의 방법중 <1 =1 율

사용한다. 측 ,

\.lPnQ( e n ,Sn) =\.l p( en )\.l Q( 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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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며 퍼지논리 추론의 경우 Larsen 의 produet operation rule 율 사

용한다. 따라서 식(12 )를 e=en.S=Sn 의 경우에적용하면 각각

IIp( e n ) Il Q(Sn)IlR과Il A( en)IlB( Sn)llc가 된다. 식(1 2 )의 두 퍼지집합을 결합하고

비퍼지화 하는데는

( 다I p( en hI Q( S n) + α1.4(en )IlB( Sn) )/( r+ c) (3-23)

를 사용한다. 여기서 r 와c논 각각 퍼지집합 R외 C 의 SUPPORT의 중심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설계펀 퍼지제어기는 가절에 기술한 PI제어기

와 동일한 출력을 산출합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뿐만아니 라 다음절에 기

술한 모의 실험결과 에도 이를 확인해 볼수있다.

나. Truncation 효과 및 모의 실 험 결 과

퍼지제어기에서 truncation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용되는

머지집합의 수를 필요한 수 며만으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퍼지집합들의 정

의에 사용한 구간의 길이 ).， 11및 V를 일정률로 줄이는 방법퉁 두가지가 있다.

이절에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k와↓l의 값을 공통인자를 곱한후 저l 어기에

미치는 영향율 조사 하였다. Un 의 경우 제어대상시스랩 식 2-10에 대해서

는 미치는 영향이 척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두제어기를 (본연구에서는 PI와 퍼지저l 어기) 비교하기 위해서는

perForniance index 룰 정의 해야한다.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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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뚫 )2Ind앉=헐e~+ 혈(

두항의우변식의이상수2500은。1 츠;

*‘'co우변에식 (3-24)의정의 하였다.로

공몽인자를척용할A와M에상수선정한것이다.되도록값이비슷한값이

척용한 결과는 그립3과시스템(9)에 퍼지제어기를두어 제어 대상0.6으로

PI제어기에 의한 제어 결과륙，으로 둔경우공통인자를 1. 0그림 3은같다.

공표 3-3은비교했을때 제어기 성농이 향상되었읍율 알수있다.그림 2와인

결과와 PI처l 어기에 의한 쩌l척용한 퍼지제어기에 의한 제어
。

돋~0.6통인자

W의시스랩(A)에서제어대상비교이다.값툴의PERFORMANCE INDEX결과어

‘SSE ’는 SUM OF SQUARED ERRORS 률이표에서비교한것이다.시켜값을 변화

PI제어기 척용또는SSE뿐아니라

낮아졌음율 알수있다.

indexper‘ formance

약50% 수준으로

결과비교나타낸다.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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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퍼지제어기에 의한 제어결과
(truncation 안자 0.6 사용시

그립

for Fuzzy ControllerResult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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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는 k와 u어l 적용한 공롱인자의 값을 0.25.0.5.0.75 , 1.0 동으로 변화

시겼을때 퍼지제어기 척용결과야다. 특히 공통인자의 값이 1. 0얼 경우

truncation이 전혀 이루워지지 않을 상태가 되며 이경우 제어기 출력은 앞

절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pi저l 어기 출력과 동일해야 한다. 표3-4의

performance index와 SSE의 값이 표3-3의 대응하는 값과 일치합을 확인할수

있다.

표 3-3. PI 빛 FLC의 비교 ( Truncation Factor = 0.6)

Table 3-3. Comparison between PI & FLC (truncation factor =0.6)

E뻐.1 EXP.2 EXP‘ 3 EXP.4

W= 65 W=130 W=260 W=520
Performancl

P
39.04 68.01 296.95 1497.5

Index
SSE 31.43 50.04 230.62 1247.6

Performancl
676.99

F L C Index
23.86 40.48 142.26

SSE 16.85 23.24 82.10 437.41

표 3-4. FLC의 Truncation 효과 (w= 520)

Table 3-4. Truncation effects of FLC (w=520)

Factor Factor. Factor Factor

0.25 0.5 O. 75 1. 0
performance 292.40 533.43 941. 35 1497.5

index.SSE 76.69 299.61 695.43 1247.6

2. 블록형 경로에 대한 경로이동 실험용 로보트설계

퍼지 및 신경망기술의 로보트경로이동분야 적용 연구를 위한 별도의 실

협용 로보트가 필요하다. 이를 우l 하여 93년 과저I에서는 장비사양을 결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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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단한 설계과정을 마쳤으며 모의 실혐을 수햄함으로써 설계상의 결합

없도록하였다. 설계된 주행용 실험용 로보트를 94년도에 제작율 거쳐 모의

실협내용율 이식시킴으로써 실협을 수행할 예정이다. 로보트의 주행경

로는 폭이 70CM 내지 100CM의 수준의 블록형 경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화

회전. 우회전 둥이 수차례 반북되도록 함으로써 퍼지저l 어 및 신경망기술율

쩍용한 회전실험이 가능토록 하였다.

장애불탐지를 위한 거려센서는 초음파센서률 사용토록 하였으며 360 。

천방향에 247H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사정에 따라서는 전진방향에 필요

한 13개률 이용 가능토록 구성하였다. 채낼별 서로다른 주파수 생성， 간섭

배제，실제 시간거리 데이터 생성동을 배려하였다.

모터드라버는 3개의 바퀴중전방에 위치한 2개의 바퀴 회전숙도률 전진，

후진 양방향으로 제어할수 있는 2대의 다목적 3동기능을 갖춘것으로 채택하

였다. 회전은 두대의 드라이버 속도처l 어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 기본 사

스템 소프트웨어는 로보트에 장착된 486급 PC.보드에서 운영되며 그럼 4와 같

이 구성하였다. 각센서에서 취득된 꺼리데이터는 INTERRUPT 처러되어 컴퓨터

에 MAP을 형성 저장되며 동일한 데이터논 필요에 따라 원격지 컴퓨터의 요

구에 웅하여 COMMUNICATION PORT을 통해 천송되다. 장애툴까지의 거리 데이

타로 부터 산출된 전방 두바퀴의 회전 속도 값을 저112의 INTERRUPT 루번율

롱하여 모터 드라이버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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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Dnver

HOST COMPUTER

CommUnicatIOn part

IR03

lInt 1 Routme I

그립 3-28. 기본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Fig. 3-28. Software Diagram of Basic System

필요시 원격 컴퓨터에의해 COMMAND CONTROL 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기능율

갖추며 제어용 소프트개발사 편이를 도모코자 두 컵퓨터간에 대량 데이터

송수신이 원만히 수해되도록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탑재시킨다.이상의 내용

을 요약하면 설계된 경로이동 설혐용 로붓트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하드웨어 주요사양

크기 : 폭 50cm-70cm. 길이 폭의 2배이내

거리센서 . 초읍따 센서 24개 /360。 기준 1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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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modulation방식에 의한 정벌거리 산출

Curve fi tting 에 의 한 map 정보실시 간처 리

Interrup 방식 사용

Buffering 기 농

De 모터 빛 서브 드라이버

Gear box 사용， 높은 기동 torgue

높은 torgue /weight 비

저 전력 소모 3 wheel 중 천방 2개 wheel 드라브 숙도

조종 및 전전 후진 가능

무선풍신

On board 컬퓨터와 외부 PC와의 통신용 외부 PC로 부터

의 명령어 처리가농

On board 컴퓨터상의 프로그램개발 tool 기능 외부 컴

퓨터의 프로그램 load 및 테스팅기능

On board 컴퓨터

.386급이상 PCe

Serial port 2개 이상 (무선용 1 개 포함)

120MB 이 상 HARD DISK

4MB RAM

진동 흡착기능

DATA 110

50 KHZ AID

32 CHANNEL ANALOG Input

16 Channel Digital Input

4 Channel 이 상 Digtal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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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r I Counter 3개 이 상

Sensor

13channel 이 상의 초음파센서

24 channel 주파수 생성기

- 시스템 소프트웨어 주요사양

모터 드라이버 .

전앙/후방 회전 속도에 의한 모터 구동용 소프트웨어

회전송도 가변 가능

센서 데이타 충간처리용 소프트웨어

. 센서들로 부터의 거리 데이타 입력 및 map생성

Interface 소프트웨어

AID 및 D/A용 Ll BRAEY (C 및 FORTRAN)

DIIIO용 Library

Timer용 Li brary

Communication용 Library

3. 블록형 경로에 대한 경로이동 모의 실험

가) 이론척 배경

이동경로는 이동형 로보트 제작후 수행할 실험을 고려하여 그립 3-30

과 같이 블록형으로 구성하였다. 주행도로의 폭은 50cm로 두었으며 로

붓트의 폭 은 15cm로 두고 길이에 대해서는 채한두지 않았다. 로봇트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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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5와 같이 4개만 사용 하였다. 실제 실험에서 는 좌우 인접한 두센

서 를 사아에 각각 4개썩 추가 설치를 가상하였으며 제어알고리듬에서

주요거리청보는 그럼 3-29의 4개 센서 사용을 가정한 셈이다.

75。

#1

\
람 3\〉\

II #4

\ 30°1
..----、/

\ν 이25。

15cm #2
그림 3-29. 로보트 센서의 워치

Fig. 3-29. Location of Robot Sensor

왼쭉바퀴 (sensor#l)와 장애물간의 거 리를 Xl이 라하고 외쭉 바퀴 (sensor

#2)와 장애물간의 거리를 X2라 할때 XI-X2를 로보토 주행시 방향각 산출에

사용하였다.

- 211



I~O ， 400)

(60.350)
(250 ,400)

(250 ,350)

(250 ,31Q)

(0 ,250)
(50 ， 20여 (100， 200)

뭘QQ ， 260

、 150 ，깐 50)

j1

、
‘
，
l
’
/

0

β

ζ
니nU

n
ι죄

n
]

r

ζ

/
l
l
、

?
μ
~

.
t’
l
l
‘
、

그럼 3-30. 블록형 로보트 이동경로

Fig. 3-30. Block Type Robot Moving Path

전방장애물까지의 거리는 센서 #3으로 부터 장애무가지의 거리 X4의 명균값

율 사용하였다.

선방 두 바퀴의 속도가 VI. V2일때 회전각도를 계산하기 우l 하여 회전중심

을 구하면 그림 7로 부터 VI > V2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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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육바퀴의 회전반경 =
vzd

VI-V2
(3-25)

이며 VI < V2일 경우에는

최측바쿠l 의 회천반쩡 = vld
VZ-Vl

(3-26)

가 된다.

rl

그림 3-31. 회 전 반경 (VI> V2)

、‘l
f

%
、/---Uvt’’‘‘e,,.‘

명
A

꺼
no--,

‘라야
”n--‘

응
”‘‘σ

。

---‘
「r

체어가로 부터 산출된 VI 및 V2의 값을 모터드라이버에 출력시킨후 실제

숙도가 지정된 값까지 도탈하는 시간을 모의하기 위하여 지난 20 Scanning

기 간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회전반경과 회전각이 산출된후 1 Scanning 기간 이후의 두 바퀴의 위치

를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상 시계방향 회천과 시계반대방향 회천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수식을 산출하였다. 먼저， 시계방향의 경우 그림 3-3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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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같은 방법을 VI < V2일 경우에는 시계반대방향으로

a =폐-
웹

(3-28)

임율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두바퀴를 잇는 직선상의 회전 곡률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x축으로

부터 두 바퀴률 잇는 선분까지 시계 반대방향으로 측정하는 각을 8 라 하

변 그럼 3-32에서 보는바와 같이 f1 t 시간후의 두바퀴위치 변화는 VI 쇼 V2

일 경우

/\x, =- v;f1Tsin (8 +웅 ) (3-30)

L\YI=vlL\Tcos(8 +-운 )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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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2 VI ~ V2 일 때

Fig.3-32 VI ~ V2 Case

한편 VI ~ V2일 경우는 시계방향회전이며 e 를 양의 x축으로 부터 두

바퀴를 잇는 선분까지 시계방향으로 측정한 각도라 할 때

따1:- vlATsin (8 +-웅 ) (3-30)

Ay‘:- v,ATcos (8 +-울 )

가 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체어는 Pl제어기와 퍼지제어기 두가지 방법을 적용비교하였다. Pl

체어기의 경우 화측바퀴의 회전속도 Vi은

VI=
( min(x3,x t\) - k p ( Xl- xz) -kDMx]- xz)

1+O.5IvIX-vzxl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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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우측바퀴 회전속도 V2 는

V2=
( min (X3,X4) - kμ X3- X4) -k'DA( x3- X4)

1+0.5IvIX-v zXl
(3-32)

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VIX와 V2X는 각각 시간지연효과를 반영한 VI , V2의

조정후의 값률이다.

퍼지제어기의 경우에는

Vl=
min (X3,X4) + t.v 1

1+0.5IvIX- V2X‘
(3-33)

V2= Ul- j(t.ul ,t.uz)

을 사용하였는데 t.VI은 XI-X2 와 t. (Xl-X2)를 돼지화한후 척당한 제어

큐척에 의하여 조합한 다음 비퍼지화하여 얻은 값이고 j{ 6VI ,t.V2) 는 T

I 1 I t.V 2 1 \ 5 \ __ •• ~~ I 1 I t.V 2 ‘02\
~Vl+찌1 +(τ6" -1) ) 또는 t.Vl +20 (1 -lτ6~ -1) )율 사용하였다

나) 모의 실험 소프트웨어 개발

모의 실험용 소프트웨어느 경로정의풍 초기화 단계를 거쳐 센서틀로 부

터의 거리테이터 산출， 산출된 거리 테이터로 부터 두 바퀴의 회전숙도 산

출， 회천숙도로 부터 다음 위치설정 및 이동 경로의 기록 퉁 단계로 모률화

하여 구성하였다.

초기화 단계는 INPUT , FUZINT , INTGR둥 3개의 Subroutine으로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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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INPUT는 아동 로보트의 크기. 조기위치， 제어기 상수동 각종 변수틀의

초기 값울 지정하는 Subroutine이 며 FUZINT은 사용된 퍼지집합둘울 정의한

다. INITGR은 그립 3-30 및 그림 3-32와 같은 Laheg FORTRAN 용 INTERACTER

Graphics 소프트웨어흘 사용하기 위한 초기화 Subroutine이다.

센서률로 부터 거리 데이타를 모의 산출키 위한 단계는 Subroutine

SENSOR가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동경로를 정의하고 로봇트의 현재위치률

파악하여 장애불까지의 거리를 산출한다. 4개 센서률과 장애불간의 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산출카 위하여 경로를 여러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현재 위

치가 어느 영역인지를 REGION Subroutine 에 의해 파악한다.

4개의 센서와 장애물간의 거리 데이터로 부터 두 바퀴의 회천숙도 산출

은 PI제어 기 사용시 식 (3-31 ), (3-32)율 이 용하여 Subroutine CTRL 이 수행

하여 퍼지제어기의 경우 식 (3-33) 흘 이용하여 Subroutine FUZZY 에 의하여

수행한다.

산출된 두 바퀴의 회전속도로 부터 다음 위치의 결정은 Subroutine

PROCES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시간지연에 대한 모의 내용을 포함하며 식

(3-29) 및 (3-30)에 의한 변위량 산출은 Subroutine ADPOS를 불러 수행한

다.

마지막으로 Subroutine SDATA는 모의실험 결과를 데이타 화일에 저장하

고 Interacter 소프트워l어를 이용 로보트 위치를 그래프 형태로 도시화하여

Performance Index값을 산출 저 장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과제를 통하여 개발한 로보트 모의 실험용 소프트웨

어는 그림 3-33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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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모의실험용 소프트웨어 구조

Fig. 3-33. Structure of Simulation Softwar~

C) 모의실험 결과

앞절에서 기술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립 3-30과 같은 경로에 따라

로보트가 이동하논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그럽 3-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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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4. 로보트 이동제어 모의실험결과

Fig.3-34. Result of Robot Moving ContI‘。 1 Test

동얼한 이동 경로에 대하여 초기위치를 변화시킴에 따라 퍼지제어기와

PI제어기 척용시 결가를 비교하면 표3-5와 같다. 또한， 비슷한 형태의 블록

형 이동경로이지만 이동 경로의 길이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두 제어기 성능

율 비교한 결과는 표3-6과 같다.

이툴 표에서 이동경로의 길이는 두 바퀴의 중심점이 추어진 경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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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동한 거 리 이 며 SSDE는 lsquared Sum of Delta Error로써 A( XI-X2)의

제팝의 합을 나타낸다. 퍼지제어기의 경우 일반척으로 이동경로의 길이는

약깐 크게 나타나고 있는 SSDE의 값이 PI제어거보다 척음을 알 수 있다.

표 3-5. 로보트 어동주행 모의 실험 결과 비교 (이동경로 1)

Table 3-5. Compare to results of Robot Moving Test ( Path 1)

PI 제어기 돼지 제어기

-흥-‘- 기 화
이동 길이 SSDE 이동 길이 SSDE

(5. 0) 1199 0.2826 + 6 1215 0.1530 + 6
(lO, 0) 1197 0.2846 + 6 1213 0.1847 + 6
(25 , 0) 1194 0.2745 + 6 1213 0.2052 + 6
(30 , 0) 1194 0.2494 + 6 1218 0.2031 + 6

표 3-6. 로보트 이동주행 모의실혐결과 비교 (이동경로 2)

Table 3-6 , Compare to Results of Robot Moving Test (Path 2)

PI 제어기 퍼지 제어기
초 기 위 치

이동 거리 SSDE 이동 꺼리 SSDE

(5. 0) 1345 0.3502 + 6 1378 0.2779 + 6
(lO, 0) 1345 0.3475 + 6 1379 0.2691 + 6
(25, 0) 1342 0.3545 + 6 1379 0.2800 + 6
(3D , 0) 1340 0.3481 + 6 1381 0.2789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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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로
」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 산업에서 수행되는 각종 작업의 원격조작 및 자

동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제수행 2차년도인 당해년도 연구

에서는 로보트 비천기술분야에서 원격 조작용 스테레오 영상시스템과 불체

인식기술율 개발하고 센성 및 지능제어분야에서 원천시설의 감시 점검율

위한 열영상 분석 사스템파 로보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지능페어기

술율 개발하였다.

원격 조착용 스테레오 영상 기술에서는 작업자의 접근이 제한된 고운，

심해저， 고방사선 지역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원척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테레오 영상 시스랩율 개발하고 원격 초작성 명가률 위한 셜협율

수행하였으며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올 웅용하여 스테레오 붐과 불리 시스템

율 개발하였다.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은 영상 획묵부， 출력부， 그

리고 시스템 제어 및 저장부로 구성된다. 영상 획듀부에서는 주시각 제어가

가놓한 두 대의 카메라률 이용하여 스테레오 영상율 획륙하며 영상 출력부

에서는 연광， 동기 또는 HMD 방식으로 스테레오 영상울 출력하였다. 시스

탬의 제어부 빛 저장부에서는 스테레오 영상으로 부터 거리 정보를 추출하

기 위한 주시각 쩨어와 영상 저장을 위한 데이타 베이스 기농울 첨가하였

다. 원격 조작성 명가 실험에서는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율 이용

한 원격 작업 수행시 2차원 영상에 의한 작업보다 20% 이상 작업 효율이

향상됨을 입증하였다. 특히 복잡한 환경에서의 작업이나 원전시설과 갈

이 고방사선 구역에서의 원격작업에는 스테레오 영상율 이용한 작업이 필수

척이다.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은 원전 시설의 중기 발생기내 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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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장/탈착 로보트에 장착되어 원격으로 노즐댐 장f탈착 작업을 수행함으로

써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 저감， 안전성 향상둥 원격작업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천시설내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신뢰성 빛 안전성

율 향상시킬 수 있는 물치인식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원격조작용 로보트시스

템율 구생하고 신경회로망올 이용한 핵연료봉 문자인식시스램과 버천센서률

이용한 노출댐 작업의 자동화 알고리틈율 개발하였다. 원격조작용 로보트

시스템운 주조작기와 종조작거로 구성되며 주조작기의 조작이나 프로그랩에

의해 총조작기가 제어되도록 설계되었다. 종조작기에 힘-토크 (Force

torque)센서를 부착하여 주조작기에서 종조작기에 가해지는 툴리척인 힘을

감지함으로써 원격 조작성을 향상시켰다. 물체인식가술 개발의 일환으로

핵연료봉 문자인식을 위해 오차역전따 알고리듬에 의해 학습된 신경회로망

율 포함한 핵연료봉 문자인식 장치를 구성하고 인식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선경회로망을 사용한 경우에 최근사값 선택기에 의한 95%의 인식

룰에 비해 향상된 99%의 인식률을 얻음으로써 신경회로망의 우수성을 입증

하였다. 문자인식기술은 핵연료잡합체 생산공정 자동화 뿐만 아니라 원전

시설 캄사점검을 위한 계기판 자동인식 풍에 활용될 것으로 기때된다. 노

출댐작업이 수행되는 중기발생기 내부는 방사성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

율 뿐만 아니라 방사선 준위가 높고 공간이 극히 제한된 열악한 환경으로

원격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견센서 둥

율 이용하여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환경인식을

위한 비전알고리틈을 개발하였다. 원격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면 작업자의

부탐율 경감시킬 수 있고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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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영상 분석시스렘은 원천서설내의 주요 시설에 대한 얼영상 감사률 목

적으로 열영상율 획득하는 입력장치와 열영상을 처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이상 상태를 감시하는 감시점검부， 그러고 전체 시스템의 동작을 져I어하는

시스템 체어부로 구성된다. 혈영상 입력부는 혈영상율 획특하는 척외선

카메라로 구성되며 시스램 제어부는 GPIB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타 처

리용 컴퓨터와 열영상 카메라 사이의 데이타 송수신을 판장하고 획륙된 열

영상데이타를 처리하여 감사점겁 기능을 수행한다. 열영상 분석용 소프

트웨어 “IRLAB" 은 적외선 카메라를 원격에서 제어할 뿐만 아니라 열영상을

컴퓨터로 천송하고 얼영상 정보와 온도 정보를 전용 데이타베이스에 기록하

며， 륙히 소프트웨어의 감사 점검부는 획특된 열영상 정보률 이용하여 감시

대상물의 이상 상태를 판단하는 역할을 탐당한다. 이상상태 판단기능율

효윷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열영상 데이타베이스률 이용한 비교 분석기법

과 첨단 영상처리기법， 그러고 전문가 시스템 기법 둥을 이용하여 감시기능

율 개선할 예정이다.

지능체어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퍼지제어 기법을 도입하고 Truncation

효과률 이용하여 퍼지제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개발된 알고려틈율

주행실험에 적용하기 위해 퍼지제어용 이동 로보트를 설계하였고 호보트 주

행 모의 실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모의 주행 실협은 기존의 PI

쩌l 어와 퍼지 제어에 의한 실험을 통시에 실험하였으며 퍼지제어에 의한 주

행이 PI처I 어에 의한 제어보다 SSDE(Squared Sum of Delta Error) 가 줄어

틈율 알 수 있었다. 퍼지개념에 의한 이동형 로보트의 주행제어 기법은

기존의 PI제어 방법보다 환경척웅 능력이 우수하여 원전시설 감시점검용 이

동로보트의 주행안정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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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l

(위탁과제 현황)

1. 과제 1

가. 과제명 : 다중센서 통합에 기반한 원격감시용

로보트비견시스템 개발

( The Development of Remote Sensing Robot Vision

System Based on Multisensor Fusion)

나. 기관명 : 경북대학교

다. 연구잭임자 : 진성얼

라. 국문 요약

1 ) 째 목

다충 센서 통합에 가반한 원격감시용 로보트 비천 시스템 개발

2) 연구개발의 목척 및 중요생

。 연구 개발의 북척

자동검사 시스템을 위한 다중센서 데이타(일반 디지탈 영상 데이타，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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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3차원 데어타)동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머신 비견 사

스템의 개발을 .북적으로 한다.

o 연구개발의 중요성

이러한 원격 감시용 영상처리기술 및 다센서 처리기술율 이용한 자동참

사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은 여러변에서 부각된다. 우선 원전 시설내에

직접 사랍이 투입되지 않고도 제반 상태률 감시， 확언할 수 있고， 아울러

비상시 이동 로보트에 부착하여 제반 계기들의 계혹치， 밸브상태 동융 인식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런 MACHINE VISON SYSTEM윷 기 반으로 장차 밸브나 슐

라이드 콘트롤 단자퉁을 무인으로 조작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척외

선 영상처 리 기술은 원천시설내에서 파아프나 Reactor동에서 열 누수 둥을

자동 감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 검사 및 측정 장비는 무

인 운용이 가능하므로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율 경감사킬 수 있다. o}옳

러 이러한 자동화 기술운 원천 서설이 보다 안전하게 운용될수 있다는 마인

드를 원자력산업 종사원이나 일반인 사이에 확산시킬 수 있어， 원천 시설에

대한 사회적 저항율 줄어는데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l 차년도(1993.7.21-1994， 7.20)에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 및 법위률 요

약하면 다음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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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주요 내용 1 연구개발의 세부 내용 빛 법위

。 계기판 인식용 기본 알고러틈 개발 I - 표준 계기판 영상회륙

- 디지탈 미터. 아날로그 미터

분할 알고리즘 개발

。 계기판 인식용 Machine Vison 개발 I - 분할영상으로 부터 미터의 수치률

추정하는 인식 알고리틈개발

- 아날로그 며터의 위치 추정 알고리듬의

개발

o IR (척외션) 영상처리 알고리듬 개발 I - 영상의 인식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Image

Enhancement 기술연구

o IR 영상 데이타 베이스 개발 I - 영상 데이타 베이스툴 개발

- 다양한 데이타 베이스 검색 기능 추가

- 영상처리기술과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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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결과 빛 활용애 대한 건의

2차년도 연구개발 완료후 활용 방안 건의 예정임.

마. 영문 요약

1) Project Title

The Development of Remote Sensing Robot Vision System

Based on Multisensor Fusion

2)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Objectives of the Project

As research objectives , the development of the machine vision

system employing fusion of mul ti sensor data such as digi tal images.

IR images and 3-D depth information is proposed here for automatic

inspection and remote sensing in nuclear industry applications.

。 The Importance of the Project

Automatic inspection technique based on the proposed machine

vision system can be appl i ed to the vari ous fi el ds in the nucl ear

industry. System status of the nuclear power plant can be monitored

and inspected wi thout human presence when this sort of the vision

system is properly installed at the checkpoints needed. This system ,

。nce adopted on a mobile robot , is capable of inspecting various

meters and also operating the control slides with the help of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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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pulators. IR i mage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detect i ng

the thermal leakage in the pipes or the reactor.

3)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The digtal image processing technique is adopted here for

accompl ishing the separation of digi tal and analog meters. The

machine vision system is developed and tested for recognizing digits

in the digital meters and estimating the position of the needle in

the analong meters. Image enhancement technique is incorporated

into lR image databas also pr‘。vding the convinient indexing

operations.

4) Results and Proposals

Several applications are expected , but the final proposal will be

mad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wo year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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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2

가. 과제명 : 원전용 로봇시스템의 원격현실감기술과

지능저l 어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le-existence and Intelligent

Control of a Robot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나.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원

다. 연구책임자 : 정명진

라. 국문 요약

1 ) 째 북

원전용 로봇시스템의 원격 현실감 기술과 지농제어 기법에 관한 연구

2) 연구개발의 몹척 및 중요성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엽이나 원자로.심해저탐사.우주자원개벨둥과 갈

이 사람이 접근하기 힘틀고 불확실한 영역에서의 작업에 로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작업을 반북하는 능력보다는 주위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

에 대척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작업자가 안천한 환경에서

작업율 교시하면 실제 작업환경에 있는 로봇이 교시한 작업올 수행하는 원

격 현실감을 이용한 원격 조작과 이동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작업자는 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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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주우l 환경에 대처하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 인간의 작업 영역율 더

욱 확장할 수 있다.

원격조작은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이용힐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

율 더욱 효과척으로 이용하가 위해 조작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률 줄 수

있는 원격 현실감율 이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현장의 제어가

에 인공지농율 부여하여 척웅놓력율 눔이는 것이 원전용 로붓 시스템에게는

필수척이다. 그리고 이동 로봇의 사용은 작업 영역울 고정된 위치에서

이동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이동로붓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증가， 기존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유지

작업의 필요성 중대로 원척 현실감 기술과 지능제어 기법에 관한 기술개발

이 시급하다. 본 과제의 북척은 원전용 로봇을 위한 가상현실감 기술과

지농제어 시스템율 개발하는 것이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법위

본 연구과제는 다음의 다섯 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과제

명과 과제별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o 째 I 새부과제 : 지능쩨어기법율 이용한 로봇뺀드의 앙방향힘째어

로봇 핸드를 위한 퍼지 양방향 제어 알고리듬을 제안했으며 IBM PC와

주-종 조작기률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조작기에서

감지된 힘율 조작자에게 전탈하는 직류 모터를 포함하는 주조작기를 제착하

고. IBM PC와 조작기 사이의 정보교환을 위한 보드를 설계하고 제착하였다.

끝으로 설계된 돼지제어기를 검증하기 위해 세가지· 실험을 실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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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채어기와 버교하였다.

o 째 2 세부과쩨 : 영상 정보블 이용한 지눔 로붓 시스템

본연구에서는 지농로봇의 주변환경인식애 기봄이되는 영상정보률 이용

한 거리측정을 다룬다. 영상으로부터의 거리측정을 위해서 에지부분에서

쉽게 관찰되는 불러률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 간단한 블러 측정방법율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을 위해서 전기선의 거리륙정에

이용하였다.

o 째 3 셰부과쩨 : 이동로붓 실시간 제어 운행 시스탬애 대한 연구

이동로봇 실시간 제어 운행 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PWS(Power Wheeled

Steering)방식과 VME 시스템이 장착된 이동 로봇의 구조 및 방법을 제안하

고 이통 로봇이 기구학척 및 동역학척 모텔을 정립하였으며 새로운

Feedforward Curent Control 방법을 사용한 주행 제어를 행하였다.

o 째 4 째부과쩨 : 지농제어률 이용한 분산재어기 빚 고장 극확 기술 채발

지농쩨어기와 지농제어를 이용한 이동로봇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일

반척인 시스템의 지능져I어구조를 제안하고 설계조건을 정의히였다. 이동

로봇의 Organizer와 coordinatior가 사례 연구로 설계되 었고 컴퓨터 시율레

이션율 통하여 제안된 구조의 영향을 보였다.

o 쩨 5 세부과째 : 신경 회로망을 이용한 이동 로붓의 지눔 운행 기법 연구

이통로봇의 전체 환경에서 신경 회로망을 이용하여 최단경로를 찾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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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척 경로계획을 제안하고， 실제의 환경애서 이동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

장애물의 표면 Vector를 。i 용하는 푹지적경로 계획을 제안하였다.

4)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원천용 로봇 시스템의 원격 현실감 기술과 지능제어 기법의 활용 분야

는 원천의 증가와 함께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센서 웅용기술， 공장 자

동화， 무인 자동차， 자동 조립 로봇， 고장 진단， 전문가 시스랩 개발동 각

종 분야에도 파급 효과가 크다. 각 세부 과제별 개발결과 및 활용방안을 아

래에 기술하였다.

o 힘센서률 사용한 양방향 힘제어는 원격 현실감 기법의 기본적인 기술

로서 원격조작기 개발을 위하여 반드사 요구된다. 륙히 산업용 로보트의 설

계， 의료 기기 및 생물 화학분야의 실험 장비 둥에 웅용될 수 있다.

o 본 연구의 결과는 영상을 이용하여 거리를 축정 해야하는 다양한 웅

용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이동 로붓에서 가이드 마크률

이용한 주행 (navigation wi th guide mark)에서는 거 리 정보를 단 한가지의

카메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아이 인 핸드(eye-in

hand) 로봇의 경우도 륙히 제안방법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o 이동로봇의 실시간 제어 운행 및 개발에 척합한 hardware 빛

software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주행채어 알

고리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는 각종 산업 현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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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경우의 이통 로봇 제작 빛 제어에 효과척으로 척용될 수 있율 것

이다.

o 본 보고서는 지농제어의 일반적인 연구 흐름을 기술했으므로 지능제

어률 연구하력는 이에게는 좋은 방향 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한 개선원 Organizer와 Coordinator 구조는 불확실한 환경에 척웅할 수

있고 고장 진단 능력율 가진다. 이 기법은 이동 로보트 구현에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지농제어가 필요한 더 복잡한 시스템(예;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 인텔리전트 벌딩 제어)에 척용될 수 있을 것이다.

o 천역척 경로 계획에 있어서 신경 회로망은 전자 회로로써 구현이 가

능하므로 직접 이동 로봇을 제작할 때 쉽게 척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

지척 경로 계획은 계산량이 적으므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다.

마. 영문 요약

1)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tele-existence and intelligent control

。 f a robot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2)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make a robot work in hazardous places and unstrutured

environmants such as a nuclear plants , deep sea. or space whe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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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m cannot acces , the robot system is required to have the

capability to repeat sequential jobs continuously. The operator can

deal wi th the dangeruos envi ronment safely and extend the working

area easily , by introducing the tele-existence and the mobility to

the robot system. The control technique of robot system used in this

circumstance is based on teleoparation. The advantages of this scheme

are that human intell igence can be implemented in the control loop

and the operator can deal wi th the dangerous environment safely in

romote site and extend the working area easil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humam intelligenc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telligent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In this

research , we develop intell igent control methods related wi th

tele-operation , tele-existence , real-time contr‘ 01 technique , and

intelligent control technique. Those are key techniques in

teleoperation. especially for the repair and maintenace of power

plants. Since the necessity of repairs and maintenance for nuclear

plants is increasing , we have to develop the technology of

tele-existence and intelligent control.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tele-existence and intelligent control

system for a robot used in the nuclear power plant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consists of five subprojects , the contents and

- 241



scopes of which are described as follows;

o Bilateral force control of a robot hand using intelligent

control technique

A fuzzy bilateral control algorithim for a robot hand is proposed

and experimented using an IBM PC and a master-slave manipulator. For

this purpose , we implement the master manipulator to the operator.

And a data conversion board is designed to interface an IBM PC with

manipulators. Finally three experiments are performd to evaluate the

designed fuzzy controller and the resul ts are compared wi th a PID

controller

o Intelligent robot system using image information

The depth estimation method is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areas in the robot visual seroving. One can obtain the depth

information from the amount of blur at the edge using only one image.

In this reserch , an efficient method which simply estimates the

amount of blur is proposed. We briefly discuss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by an electrical appiying to wire depth estimation.

o A study on the real time motion control system for mobile

robots

For the development of real time motion control system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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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robot , a VME based mul t i processor archi tectur‘ e of a mobile

robot system with PWS(Power Wheeled Steering) is proposed. In this

control system the nonlinear model os obtained for the kinematics and

the dynamics of the moble robot. Using new feedforward current

control method , the real time of the method robot has been

experimented.

o Development of Distributed controller and fault tolerant

technique using the intelligent control

We survey the trends of intelligent control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 to a mobile robot. And we propose an intelligent control

structuer of a generalized system and define the conditions for

desinging the control structure. The Organizer and coordinator of a

mobile robot is desingned as a case stud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tructure is shown by computer simulation.

o A study on intelligent navigation for mobile robots by

using neural networks.

The shortest path finding algorithm by using neural network is

proposed for the global path planner. This alogri thm acts on the

known environment of the mobile robot. And the local path planner

which uses the surface vector of the obstacle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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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As the number of nuclear industry increases , the appl i,cation

areas of the tele-existence and intell igent control a robot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are expanded. Moreover , these have many

effects on the sensor application , factory automation , automous

vehicle , automatic assembling robot , fault diagnosis , and ex~ert

system , and so forth. The research resul t and it ’ s appl ication of

each subproject are as follows.

。 The bilateral force control which use force sensor information

is a basic technology for tele-existence and this technique is

required to develop a tele-manipulator. This technique is applicable

especially to the industrial robot design , medical apparatus , and

experiment for and chemistry.

o The proposed algori thm can be appl ied to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 fields which require visual sensor , Specially , using this

algorithm , we can obtain the depth estimation for a mobile robot and

an eye-in-hand robot. Since the proposed method is required"only one

image for the depth estimation , there are many advantages in

practical impla\ementation.

o An efficient control system is designed and construc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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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eal time navigation of a mobile robot. The resuI ts

are general and they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design and

control of various types of mobile robots such as industrial ,

military , or general purposes.

。 In . this report , we described the general discipl ine of

intelligent control , so that this surveycould help help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is field. the Organzier and the Coordinator proposed

have the ability to treat the uncertainties of environments and to

have faul t diagnosis. I t may be used to implement intellgent mobile

robot and more complicate system(ex. NeucI ear power plant contro~

system , intelligent building system).

o Since the neural networks for the giobal path planning can be

implemented by the electrical circuits , this path planner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real robots. The the local path planner can be

used for the real-time control because the computational burden is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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