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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노심수조의 제염해체 작업에 앞서서 수조 벽면에 잔류되어있는 방 

사성 물질의 방사능량을 측정하고 제염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중로봇 시스랩의 

개발에 대해 기술한다. 로봇 시스템은 수중에서 자율적으로 유영하며 작업을 수행 

하는 수중로봇과 지상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로봇 동작지령을 내리는 

지상제어 유닛으로 구성된다. 수중로봇은 5개의 프로펠러에 의해 수직벽면을 따라 

웅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은 크게 기구부 제어부와 위치인식 

센서부로 나쉰다.5개의 프로펠러는 1개의 주추진용과 2개의 벽면밀착용， 2개의 방 

향전환 및 부력보상용으로 구성된다. 제어부는 4개의 CPU Board로 구성되는데， 1 

개의 관리제어 (supervÌsory controD CPU는 로봇전체의 자세제어와 지상유닛과의 

통신을 담당하고， 3개의 모터제어용 CPU는 각각 2개의 모터를 구동하도록 설계되 

었다. 그리고， 수중로봇의 위치와 자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레이저 스캐너， 형광반사 

체와 경사각 센서를 이용한 위치인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로봇의 중력방향에 대 

한 자세각은 경사각 센서로부터 측정되고 이 값은 레이저 스캐너에 감지되는 형광 

반사체의 위치각과 함께 로봇의 절대위치를 인석하는 데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로봇의 설계와 구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추진기에 대한 기능실험 결 

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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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1962년 연구용 원자로인 TRIGA MARK II의 가동을 

시작으로， 1977년에는 국내 최초의 상업적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l호기가 가동되었 

으며， 현재는 국내 놓여있다. 그러나， 원 

노후화 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시설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수행될 

늘어날 

40% 이상을 담당하는 위치에 수급의 전력 

예정되어있고 앞우록도 계속 

준위가 높아짐에 따라 기하급수 

경우 1998년 해체작업이 

발전 시설이 

전망이 다. TRIGA의 

추세이다[1]. 방사선 시설물의 

자력 

비용은 방사선 처리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 

많고 막대한 

방사능 오염 정도를 부위별로 정확하게 

수립하고 제거가능한 오염물질은 미리 제거하여， 그 

절실하게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 시설중 원자로나 원전 연 

료 저장시설등 수직 벽면 구조물의 해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위해서 방 

사능의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는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 

을 막기위해 물로 채워져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이 요구된다. 

수중로봇은 수중 탐사， 지뢰제거， 검사， 해저 케이블 작업 그리고 발전소의 

검사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개발되어왔다. 수중로봇은 보통 제어방법에 따 

라 원격 조작 로봇(ROV， remotely operated vehicle)과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로봇 

방안을 

관내 

요구된다. 따라서 해체하 

경제적인 해체 

감소시킬 펼요성이 

시설물이 

비용이 

측정하여， 

처리비용을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단히 해체해야할 분량이 

적으로 증가하는 

물이므로 

기 전에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로 나건다.[2] 현재 이 러 한 수중로봇은 많은 

있으며， 사람이 작업하기 힘든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로봇의 자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사람의 작업을 최소화 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중이다. 이러한 연구의 

에서 

사용되고 응용되어 분야에서 

결과로서 지금까지 개발된 로봇으로는 6000m 이하의 수심 

TROV요+ 개발된 목적으로 탐사 ROBY, 과학적 Dolphin과 。1~
ML一

까

T 탐사할 

수심과 작업 즉， 작동 있다[3，4 ，5 ，6 ，7]. 이 러 한 로봇들은 

목적에 따라 로봇의 구조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환경 작업 FAU AUV등이 

종류 그리고 작업 

벽면을 주행하면서 방사능 오염 내부의 채워진 원전 시설 본 논문에서는 물이 

오염물칠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과 오염도가 높은 곳의 

로봇 먼저 있어서 설계에 지술한다. 수중 로봇의 자세히 대해서 설계에 는 로봇의 

앞
 

부
 
’ 서1 제어부， 센서부의 기구부， 설정하고 설계조건플 ul-上二

:A L一사용 용도에 의 

구조 설계조건과 전체 

설계방볍음 기술하였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로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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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본 논문의 



기 

설험에 대해 

기능과 설계에 대해 자세히 

추진 특성 추진기의 

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로봇의 각 구성요소의 

술하였다.4장에서는 로봇에서 이용되는 프로펠러 

기술하였으며，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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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벽면 주행 로봇의 개념도 

로봇의 설계 주행 벽면 2.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계획된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세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로봇에게 

고 이에 맞는 로봇의 각 부분에 대해 그 구조를 설명하였다. 

있도록 설계되 수중 로봇은 노섬수조에서 자율적으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기본적으로 물속에서 원하는 위치와 자세로 충분 

갖추어야 한다. 기능을 

센서시스템이 적절하게 

요구되는 설계 조건들을 제시하 

있는 

。l~二
M '-

경로를 추종할 수 히 

2.1 로봇의 절계 조건 

로봇 

오염도를 측정하는 작업 

두 가지로 나건다. 첫번째로논 앞 부분의 

벽면의 센서를 부착하여 원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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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할 작엽은 크게 

측정 팔에 방사능 준위 

로봇이 



오염도가 높은 곳 

설계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검사작업)이고， 두 번째는 로봇 팔에 세척용 브라쉬를 부착하여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제염작업)이다. 로봇의 의 오염 

가능해야 한다. (최대 발전 시설의 내부에서 작업이 

같다[8]. 

(1) 물이 채워진 원자력 

직선 주행과 방향 전환이 가능해 벽면을 따라 앞 뒤 방향의 

수심 15m) 

(2) 로봇은 수직 

야 한다. 

(3) Al , 콘크리트 벽변에서 작업이 가능해야 하고 로봇은 벽면으로부터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이용될 매니플레이터를 부착하기 쉬운 (4) 로봇은 오염도 측정과 제염작업에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로봇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방사능 측정작업에 

도는 30crrνsec 이상이 요구된다. 

(6) 로봇은 스스로 자기위치와 자세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로봇이 자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어야한다. 

위의 

ι
-ι--, 

관 

유리하고 이때 

설계조건중 (1 )，(2) ，(3) ， (4)，(5)는 로봇의 구동 메카니즘과 전체 구조에 

한 설계조건이고 (6)은 로봇의 센서 시스템에 대한 설계조건을 나타낸다. 

유닛에서는 

로 

구조를 있는 

센서부로 나뀐다.5개의 

방향전환 

2.2 로훗 시스탬의 전채 구조 

로봇 시스템은 수중 로봇과 지상 제어 유닛으로 나뀐다. 지상제어 

로봇에 동작지령을 내리고 로봇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봇에 전원을 공급한다. 수중로봇은 물속을 유영하면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한다. 

수중로봇은 5개의 프로펠러에 의해 수직벽면을 따라 움직일 수 

가지고 았으며， 그 구성은 크게 기구부， 제어부와 위치인식 

1개의 주추진용과 2개의 벽면멸착용， 2개의 

4개의 

부력보상용으 

관리제어 

및 프로펠러는 

1개의 구성되는데， 

자세제어와 지상유닛과의 

Board로 CPU 제어부는 구성된다. 로
 

담당하 신
 

통
 

로봇전체의 (supervisory controD CPU는 

그리고， 

경사각 

설계되었다. 구동하도록 모터를 각각 2개의 모터제어용 CPU는 고， 3개의 

수중로봇의 형광반사체와 

대한 자세각은 

스캐너 레이저 위해서 파악하기 위치와 자세를 

이용한 위치인식 로봇의 

측정되고， 이 값은 레이저 스캐너에 

절대위치를 인식하는 데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로봇 

형광반사체의 위 

중력방향에 

감지되는 

설계하였다. λ1 까、 터1 걷L 
1- P ~즈 센서를 

경사각 센서로부터 

겸 섣명하고 그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가능섣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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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대해 자세히 

치각과 함께 

의 설계와 구성에 



과를 제시한다. 

camera 

movmg 
direction 

side thruster 
steering thruster 

K그때 main thruster 

side thruster 

(a)로봇의 정면도 

(b) 로봇의 측면도 

그림 2. 로봇의 전체 구성도 

수중로봇이 물속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동 메카니즘의 선정이 펼요 

하다. 초기 단계에 휠 구동형， 흡반달린 다리를 이용한 보행형， 관절 구동형등 여러 

가지 이동방식에 대해 서로의 장단점과 특정을 비교한 후에 수중에서의 이동에 가 

장 유리한 프로펠라 추진방식을 선택하였다. 전체 로봇의 질량은 로봇의 부피에 비 

례하므로 전체 부피를 작게 설계해야 하며 물속에서의 항력의 영향을 적게 하기위 

해 전체 모양이 저항을 적게 받는 유션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로봇이 자율적으로 

운통하기위해서는 로봇이 자기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자기위치 인식 시스템이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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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작업을 하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물속에서 

내부에 

시스템으로 부터 수적이다. 그리고 센서 

적절하게 제어하는 

위하여 고정시키는 

구동이 용이하도록 

구성을 나타내었다. 다음 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 /-‘ 

" 댐
 
민
 

제어기를 로봇을 기위해 

내부 회로시스템을 

프로펠라를 배치하여 

로봇 같이 2와 그림 대비하기 에 

control box를 두었고 그리고 적절한 수의 

그림 2는 이러한 로봇의 대략적인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하였다.아래 

각각의 

요소 구성 로봇 시스템의 3. 

3.1 로봇 71듀부 

3.1.1 옴체(body) 

몸체는 유체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로봇 

몸체는 물속에서 작업하므로 완전한 방수가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옴체는 중력 의 

유지가 가능하게 해야한다. 

비례하므로 제어와 센싱 

제어입력 없이도 자기위치 

들어가는 내부 장치들 크기에 

들어가는 회로들과 전자장치들을 될 수 

맞추어 

크기는 로봇 내부에 

을 위해 내부에 

과 부력을 동일하게 

몸체의 

있는대로 작게 설계해야한 

몸체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로 제작하였고 내부의 회로를 보호 

뒷부분에는 전원을 공급 

데이타선이 지상과 연결되 

누수에 대비하였다. 로봇의 

전송하기위해 전원선과 

연 결 선(tether)이 라고 한다. 

하기위해 

하거나 얻어진 데이타를 외부로 

어있다. 이러한 션을 외부 

벽을 2중으로 만들어 

다.로봇의 

구 

3.1.2 로봇의 구동 메카냐즘 

이러한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로봇의 설계안을 검토하였다. 로봇의 

동 에카니즘을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인데 로봇의 이동과 자세제어 

에 관련되는 기구이고 다른 하냐는 로봇플 벽면에 흡착하는 기구이다. 먼저， 로봇이 

이통하는 구동 메카니즘으로는 다절몸체 방식과 보행로봇 방식 그리고 휠구동방식，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정속주행이 가능하고 비 있다. 각각의 프로펠라 구동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 

기구가 펼요 안정적으로 주행하려면 

한데 이라한 방볍으로는 흡반과 프르펠라가 었다. 흡반의 경우 부착과 탈착을 거쳐 

충분한 부착력플 가해주는 

구동방식과 프로펠라 구동방식이 

벽변에 

그 구조가 간단한 휠 

벚며으 
’ '-- ~--

교적 

다. 

유리하다 이용한 흡착방법이 더 있는 프로펠라를 야하므로 연속적으로 주행 할 수 

동역학 특성에 

다른 가능하고 비교적 

비션형적인 

운동이 

의한 추진 방식은 추진기의 

연속적인 어려워지지만 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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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비교해 빠른 이동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프로펠러의 구 

동 방식을 선택하였다. 

3.1.3 추진71의 배치 

로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움직이게 하기위해서는 프로펠러 추진기의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이 로봇에 필요한 추진력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후 방향의 추진력， 방향전환의 추진력， 중력/부력 보상 추진력 그리고 벽면방향의 

흡착을 위한 추진력이다. 방향전환을 위한 두 개의 프로펠라는 중력/부력 보상 추진 

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수중 로봇은 중력과 부력의 균형이 일치하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로봇에는 로봇 팔이 부착되어 있 

으므로 로봇 팔의 자세 와 팔 끝에 부착되 어 있는 end-effector (방사능 계측기 브러 

쉬)의 종류에 따라 중력과 부력의 균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중력방향에 대해 로봇의 변위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한 개의 프로펠라로는 

이 변위를 보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라한 오차를 쉽게 보상하고 방향전환이 용이 

하도록 두 개의 프로펠라를 이용하여 로봇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추진기의 배치는 

기존의 수중 로봇과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았다. 이와같이 다섯 개의 프로펠 

라를 사용하는 경우에 추진기에 의해 작용하는 힘은 각각의 축이 다른 축과 독립적 

이 되어 제어에 용이한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홉착력을 얻는 수직 추진기는 고정 

된 속도로 일정한 추진력을 발생시키면 되므로 서보제어가 필요한 추진기의 수는 

모두 3개이다. 

3.1 .4 추진71의 선정 

로봇의 운동을 위해 적절한 크기의 추진기의 선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터의 회전수와 토오크 그리고 추진력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프 

로펠러의 성능은 프로펠러의 diameter와 pitch로 결정되어진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간단하면서 널리 사용되는 모델을 이용하여， 프로펠라의 추진력을 해석하여 추진기 

의 선정에 반영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할 프로펠러는 직경이 130mm이고 프로펠러의 

블레이드의 수가 4개인 것을 사용하였다.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 관성이 적 

고 직경에 비해 피치가 커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 큰 힘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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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로펠라의 schematic diagram 

프로펠라의 선정을 위해 프로펠라의 추진력을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 구하였다. 

그림 3은 프로펠라에 대한 schematic diagram을 나타냈다. 프로펠라의 단면적은 

A이고 유체의 밀도는 p, 프로펠라에 물이 들어가는 속도는 VA이고 (1)-지점에서의 

속도는 VA1 이고 (2)-지점 에서의 속도는 VA2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는 유체의 운동에너지로부터 저장이 되고 외부의 주변 유체의 

유동은 무시하였다. 그리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체는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무시하였다. 

그림 3과와 같이 프로펠러에 유체가 VA의 속도로 들어가고， 유체가 프로펠라를 

거쳐 나오는 (2)-지점의 속도를 V A2 라고 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 입출력 에 

너지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진력과 power의 관계식을 얻는다. [9]. 

Poweγ = 
U / , ‘ 

、

따라서 얻고자하는 추진력이 결정되면 필요한 Power를 구할 수 있다. 추진력은 

프로펠라가 내는 힘을 나타내고 여기에 펼요한 power는 모터에 의해 작용되는 값 

이므로 이 식으로 부터 적절한 모터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10]. 

본 로봇에서 사용할 프로펠라는 다음과 같은 제원을 갖는 프로펠라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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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펠라의 제원 

구분 제원 

propeller diameter 130 rnm 

hub diameter 42 rnm 

pitch 100 rnm 

section type Kaplan type 

material plastic 

No. of blade 4 

위와 같은 프로펠라와 위에서 얻은 모터 파워식에 의해 적절한 모터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때 선정된 모터의 정격 출력은 60Watt이고 정격 전류는 4.1A 

모터 의 정 격 속도는 3000rpm이 다. 

표 2. 모터의 제원 

구분 제원 

Rated output 60 Watt 

Rated speed 3000 RPM 

Rated torque 1.8 kg-cm 

Rated current 4.1 A 

Weight 0 .45 kg 

Size φ 41 x 104 rnm 

3.1.5 로봇 팔 71구 

검사와 제염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로봇의 앞 부분에 로봇 팔을 부착하였다. 

로봇 팔은 두 축의 메니플레이터로 이루어져있으며 end-effector에는 용도에 따라 

radiation detector나 제염용 brush가 부착된다. 두 축의 메니플레이터는 봄체와 연 

결된 부분에서는 회전운동을 radiation detector나 brush가 붙는 부분에는 높이를 조 

절할 수 있도록 상하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3.2 채어 /./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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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할 여러 작업을 작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상위 제어 시스템은 로봇이 

택하였다. 저l 어기를 사용하는 hierarchical 구조를 레벨 제어기와 3개의 하위 레벨 

7 1-..9... 이 간 λl 이 
w、2. 21-‘• 。 .1각각의 하위 레벨 제어기에서는 주로 모터를 제어하고 각각의 센서 

계산하고 적절한 입력값을 모터에 얻어진 센서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제어기에서는 

하위 레벨 제어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CPU는 Intel 80C196을 사용하였다. 이 

있고 PWM port와 A/D 잇점이 개발이 쉬운 빠르고 프로그램의 비교적 연산이 
」-'--

이 

있다는 

그리고 

제어기를 사용할 수 

있기때문다. 갖고 구조를 

7 1- 。•-

내장하는 

80C196을 사용하므로 

장점이 있다. 개발된 제어기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모두 

용이한 

제어기 

모터제어에 

레벨 상하위 

c 
。converter를 

얻어진 값을 바탕으로 로봇의 자세와 위치 

동역학 모델을 계산하여 하위레벨 

통신을 담당한다. 상위 레 벨 

제어기 

저l 어 

3.2.1 상위 레벨 제어기 

제어기에서는 센서로 부터 

이 값의 제어를 위해 로봇의 

전탈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상 유닛과의 

로봇의 동역학 모델로부터 하위 레벨 제어기의 

상위레벨 

를 파악하고 

에 

기는 떼
 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계산하므로 하위 을
 

값
 

려
 「

-
줄
 전체 시스템이 계산 시간을 줄여주므로 제어기의 

있도록 해준다. 

벨 

명령에 따라 모터를 제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출력값을 읽어 상위레벨 

위치 

3.2.2 하위레벨 저l 어기 

저l 어기의 주목적은 상위레벨 

얻어진 값을 읽어 상위레벨 

리고 로봇 팔의 위지를 제어하고 각종 센서들의 

한다. 레이저 자기위치 인식 시스템으로부터 

제어기의 

저l 어기에 

하위레벨 

센서로부터 

저l 어기에 

각각의 

감지하 

하위레벨 

신호를 

읽는다. 각각의 값을 방사능 

역할플 

방사능 계측기와 RS-232로 통선을 통해 

제어가는 2개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다. 

전탈하는 

고 

3.2.3 제어기 사이의 통신 

여러개의 제어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어기 사이에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 

→응i'근 
~~:J 동기 통신과 비동기 통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보의 신하는 방법에논 크게 

소자인 사용되는 통신에 。l사용하였다. tlJ- λ1 ..9... 
。기근 통신 비동기 유연한 훨선 。l

단자를 사용하여 구조는 같은 RAM을 서로 다른 제어 DPRAM(dual port RAM)의 

두개의 프로세서가 읽고 쓸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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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로봇의 제어가 구조 

3.3 챙서 시스탱 

로봇이 벽면을 자율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펼요한 센서들은 다음과 같은 센서 

들이 있다. 

3.3.1 수십측정 

수중벽면 로봇은 벽면에 부착된 상태에서 평변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 로봇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로봇의 위치와 자세를 결정짓는 것은 x-z 평면상의 
좌표와 바닥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 세 가지의 위치/자세 정보이다‘ 이중에서 수면 

으로부터의 깊이 정보는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3.2 경사각 센서(1 nclínometer) 

경사각 센서는 중력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이 센서 

는 중력방향에 대해 센서가 기울어지는 경우， 내부의 토크 모터가 기울어진 양을 

위치센서로 측정하여 기울어진 양만큼 모터의 전류입력으로 변환시켜준다. 토크 모 

터의 토크값과 기울어진 정도는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 이 경사각 센서는 0 ’ 

180' 사이의 값을 측정할 수 있다. 

3.3.3 위치 인 섣 센션(Loeαlízatío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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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reflector 

reflect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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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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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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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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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62 : 
φ: 

(b) 로봇 위치인식의 원리 

5. 로봇 자기 위치 인식 시스템 그림 

위치인 인석하는 위치를 스스로의 로봇 작업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자율적으로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 센서는 위치인식 사용되는 로봇에 본 필요하다. 시스템이 "-1 --, 

주위에 회전 로봇 이용하여 모터와 광학시스템을 5에서와 같이 레이저를 그림 다. 

다시 

。l측정한다. 

반사되어 

위치를 

형광반사체에 

벽면에서의 

뇨; 。
융 τr 

로봇의 

부착시켜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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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로봇이 중력에 대하여 기울어진 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사각 센서 

(inclinometer)를 사용한다. 이때 로봇이 기울어진 각도를 f라고 하고 두 벽면에 붙 

여놓은 형광반사체의 측정각을 각각 81 , 82라고 하면 수심 h와 벽면에서의 거리 d 

는 각각 다음과 같다. 

h = d . tan(lþ + θ ) 

d = D .tan(lþ+82) 
-

tan(lþ+82) -tan(lþ+θ) (2) 

로봇은 벽면을 이동하는 2차원 운동을 하므로 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I二

T 값을 측정하면 자기의 

3.3.4 카메라 

로봇의 작업을 지상에서 관찰하기 위해 로봇의 앞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 카메라에서 얻어진 영상정보는 지상에서 로봇의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로봇의 

동작을 모니터링 하는데 쓰인다. 

윤닛 

로봇의 작업을 지시하고 로봇의 작동과 필요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 

제어 유닛을 설치한다. 로봇에 펼요한 작업을 지상에서 명령으로 줄 

로봇 앞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로봇의 작업 환경을 지상에 전송해 

로봇에 필요한 전원은 지상에서 공급해야한다. 로봇과 지상과의 데이터 

전송과 전원공급을 위해 연결된 선을 tether이라고 한다. 

3.4 Àl장 재어 

지상에서 

기위해 지상 

수 있으며 

준다.또한 

4. 추진기 성능 질험 

4.1 실험의 목적 

벽면주행기의 정확한 위치제어를 위해서는 외력으로서의 추진력을 

생시키기 위해 추진기의 응답특성이 좋아야하는 문제외에도 추진기에 

전압에 대한 추진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장된 모터의 입력전압과 모터의 회전 속도 그라고 추진기가 발생하는 

관관계들 도출하기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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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장치 

이를 위해 

이용하여 

베이링을 

수직빔의 수상 임의점에 

추진력을 측정하였다. 프 

그림 

있게 하였다. 힌지가 된 

설치하였다 강체 

부터 

전용 실 。1 느; 
/아、 '-않은 추진기만을 테스트 할 수 부착되지 벽면주행기에 

;ζ 

I 원리를 모멘트 6과 같이 설계 제작하였다. 실험장치는 험장치를 

진기가 발생시키는 

설치하였고 

볼
 땐

 
부
 
’ 힘을 측정할 수 

유니트를 

작용하는 

추진기 하단에는 

설치하여 모터의 힘으로 여기에 로드셀을 

위해 

알루 

tll-까‘ 근 
。 I능흐 

재질은 

모터축의 

mechanical seal 방식으로 방수처리를 하였다. 이 추진기 실험 장치의 

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었고 추진기도 역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었다. 

사용하였고 사양을 선정한 앞에서 모터는 로펠라와 

장치 그림 6 프로펠라 추진기 실험 

및 결과 닙L 남1 
。1:'14.3 실험 

부착 속도는 모터에 행하였다.모터의 추진기는 정， 역회전에 대해 따로 실험을 

전원공급 들어가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였고 모터 입력에 이용하여 된 타코메타를 

범위는 모터 회전수 추진기의 

정하였다. 

모터 모터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이 조절하여 

과부하가 걸리지 

기에서 

추진시스템은 설계된 (Q-12volt)으로 않는 0-500 RPM 

정격용 기 계 적 마찰등에 의 한 dead zone, 모터 의 내장 연결부의 mechanical seal 및 

시스템 

제어입력과 

따른 saturation 등을 포함하는 

모터 연구에서는 본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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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의 작동에 

회귀모델이 고려된 

량을 초과하는 회전수 

비선형성이 이므로 



모터 회전수의 상관관계 그리고 모터의 제어입력과 추진기가 발생하는 추진력의 상 

관관계를 다음식과 같이 제어 입력 전압 V에 관한 다항식의 형태로 유도하였다 

Dll 
추진 력 = an x vn 

+ an • 1 x Vn 1 + ...... + a1 x V + ao 

회 전수 = bm x Vm + bm 1 X Vm l + ------ + b1 X V + bo 

그림 7. (a)은 추진기의 입력전압과 출력회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로 RPM 

은 입력전압 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표 3-1. 프로펠라 추진기 회귀모델의 계수 (motor input - RPM, thrust) 

a3 a2 a1 aO 
output mput order 

b3 b2 b1 bO 

RPM volt (v) 3 0.1 53 0.1 18 16.03 -2.61 

force (N) volt (v) 3 0.003 0 -0.038 -0.014 

위의 표와 이 결과는 3차로 칩t되었으며 그림 7. (b)는 추진기와 입력전압과 출 

력회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로서 전압이 작을 경우에는 mechanical se머의 마 

찰에 의해 dead zone이 발생하고 또한 모터의 전압이 큰 경우에는 saturation이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입력 전압과 RPM, thrust 사이의 관 

계는 고차 계수는 작은 값이고 주로 1차 계수에 많이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RPM과의 식은 1차식의 계수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모터의 회전수와 추진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계를 

두 변수사이의 관계를 구하였다. 그림 7. (c)는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삼차로 회 

귀모델을 세웠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추진 력 = Cl X Rl + Cl l X Rl l + ---… + Cl X R + Co 

이때 R은 모터 회전 속도 RPM을， c는 각각의 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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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터 

그림 



표 3-2. 프로펠라 추진기 회귀모델의 계수 (RPM -thrust) 

output mput order c3 c2 cl cO 

force (N) 
RPM 

(rev/min) 
3 4.19469E-8 5.12327E-7 0.00278 0.c)()99 1 

모터의 RPM과 추진력과의 관계를 삼차의 회귀모델로 구한 결과 표 3→2와 같 

은 계수들을 얻었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노심 수조의 벽면을 주행하변서 검사하기 위한 수중 벽면 주행 

로봇을 설계하였다. 노심 수조 내부의 검사에 펼요한 설계조건을 선정하여 사용 목 

적에 맞도록 로봇의 구동방식을 프로펠라 구동방식으로 선정하였고 로봇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에 대해 설계조건을 기술하였다. 기구부는 붐체의 전 

체 외형이 유선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전체의 부피가 작아야 하며 로봇의 구동 메 

카니즘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프로펠라 구동방식으로 결정하였고 로봇의 운 

동을 고려하여 프로펠라 추진기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로봇의 제어에 필요 

한 로봇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로봇의 제어기는 hierarchical한 구조로서 상위 제어 

기와 하위 제어기로 나누어지며 상위 제어기는 로봇 전체의 자세제어와 지상과의 

통신을 담당하고 하위제어기는 모터를 구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로봇은 또한 벽 

변을 운동하면서 자기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레이저와 형광반사체 

를 이용하여 자기위치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추후 과제로서는 설계된 각각의 부분을 실제로 제작하고 전체적인 통합시스템 

을 구성해야 한다. 앞에서 설계된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제 로봇 시스템을 제작하고 

물속에서 주행 실험을 통해 각 부분이 최적화하여 로봇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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