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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로 자동 탐상 시스템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원자로 압력 용기는 원자력발전소의 기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이다. 이 원자로 압력 용기는 일반적으로 환형 주

조물과 노즐 파이프들을 용접하여 만들어진다. 원자로의 건전성을 보증하

기 위해서는 이 용접 부위들을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정

확하게 검사해야 한다.

이 검사는 지금까지 몇몇 회사에서 만들어진 대형 매니퓨레이터 방식의 

검사 장비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거대한 매니퓨레이터와 지지대를 가

진 현재의 검사 장비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검사 장비의 설치와 유지 보

수에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검사 장비는 5 meter가 넘는 매니퓨레이

터와 원자로 압력용기 플랜지 상단에 설치되는 거대한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비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으로 이 장비를 운반하

는데 많은 노력이 들고 또 매니퓨레이터를 발전소 격납 용기 내부로 옮겨

서 원자로 위에까지 운반하는데 현장의 폴라 크레인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야만 한다. 한편 원자로 근처에 검사 장비 설치를 위한 커다란 작업 공간

이 필요하고 장비 설치를 마치기까지는 몇 번의 교대 근무가 불가피하다. 

또한 기존의 제품들은 여러 개의 부속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날로

그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조작이 불편하고 인적 오류 및 

기계적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고장 시 진단이 어려우며 이 시스템

을 운전하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량 외국의 제품

을 도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 시 수리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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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형 이동 로보트에 의

한 검사 방식을 도입하여 레이저 유도식 원자로 자동 탐상 장비의 개발을 

통하여 가동중 검사의 핵심 기술 확립하고 검사 자동화의 초석을 이루고

자 한다.  또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첨단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제어, 레이저 유도식 로봇 제어, 지능형 결함 판독 등의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고성능의 기술 집약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궁극적인 목

표를 두고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가압 경수로 원자로 용기의 용접부를 

가동전/가동중에 검사하기 위한 자동초음파 검사장비로서 일명 

Mechanized UT 장비로 불리운다.  이 시스템은 가압 경수로 압력용기 

용접부에 대한 수중 자동 초음파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ASME Code, 

Boiler & Pressure Vessel, Section XI에서 정해진 검사 요건을 만족

해야 하며, 본 과제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의 소형 검사 시스

템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

을 수행하 다.

A. 원자로 수중 탐상 로보트 개발

   ∙ 시제품 수준의 실증용 수중 탐상 로보트 설계 제작

   ∙ 검사 속도 향상을 위한 수중 탐상기 고속 매니퓨레이터 개발

   ∙ 삼륜식 탐상로보트 및 착탈식 스캐너 개발

   ∙ 검사 항목별 탐촉자 어셈블리 설계 및 제작

   ∙ 원자로 전자동 검사를 위한 원자로 탐상 시스템 기하학적 해석

B. 로봇 제어기 개발 및 최적 제어

   ∙ 수중 탐상 로보트 내에 탑재되는 on-board 제어기 하드웨어 개발

   ∙ 탐상 로봇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

   ∙ 레이저 유도 제어

   ∙ 초음파 검사용 매니퓨레이터 제어



- iii -

C. 레이저 위치기 및 제어기 개발

   ∙ 고정 도 레이저 위치지시기 기구 설계 및 제작

   ∙ 고정 도 레이저 위치지시기 제어기 설계 및 개발

   ∙ 레이저 위치지시기 성능 개선

D. 주제어 컴퓨터 시스템 개발

   ∙ 주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본 설계 및 구현

   ∙ 원자로 사양 데이터 입력 및 처리 모듈 개발

   ∙ 자동 검사 프로시듀어 모듈 개발

   ∙ 수동 검사 및 진단 모듈 개발

   ∙ 검사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E. 용접부 결함 초음파 신호 수집/해석 컴퓨터 개발

   ∙ 신호수집 및 해석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 초음파 결함신호 수집 및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F. 원자로 검사 시스템 검증 방법론 개발

   ∙ 울진6호기용 원자로 탐상 시스템 검사 절차서 개발

   ∙ 원자로 탐상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 원자로 탐상 시스템 검증 방법론 구축

G. 통합 수중 탐상 실험․실증 실험

   ∙ 노즐 자동 검사 실험

   ∙ 원자로 Shell 원주방향 용접부 검사 실험

   ∙ 힘/위치 혼합 제어 개발하여 구현 핵심 요소 기능 실험

   ∙ 전자동모드 자동 검사 실험

   ∙ 울진 6호기용 실형 원자로 용기 실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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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개발 결과 및 활용 계획

본 과제를 통하여 연구 개발된 것은 가압경수로 원자로압력용기의 용접부

를 가동전/가동중에 검사하기 위한 자동초음파 검사장비이다. 현재 국내

에서 건설/운  중인 가압 경수로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하여 정기 검사 시

에 필수적으로 용접부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운전중이거나 건설중인 것이 20여기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

설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가동전, 가동중 검사 업무도 따라서 

늘어 날 것이며 검사 장비의 수요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과제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레이저 유도식 수중 탐상체 기술, 초고속 

대용량 초음파 신호처리 기술 등 획기적 성능의 원자로 압력 용기 검사 

자동화 기술 확립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종속의 악순환 차단하게 

되었으며, 압력배관 용접부 초음파 검사, 와전류 탐상, 선박수중검사, 극

한 환경 협곡지역 검사 등 관련 산업에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게 되었다. 

본 과제는 당초 목표가 실용화를 겨냥한 시스템 개발이었으며, 2년여의 

연속 수중 실험을 통하여 실용화를 위한 준비 사항을 착실히 마련하 다. 

향후 본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원자로 제

작검사 및 가동전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시스템이 실용화 

과정을 거쳐 제품화되면 국제 기술 경쟁력이 매우 높다.  본 과제에서 개

발한 결과물은 고난도의 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으로서  종래의 원자로 자

동검사 시스템에 비하여 크기와 무게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어 운반 조립 

운전에 관련된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원전 가동률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전략적 해외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 Set당 400만$ 이상 하는 장비 수입을 대체할 수 있으며 

외국 용역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본 과제의 결과물인 원자로 자동 탐상 시스템은 국내외 가압경수로 압력

용기 용접부의 가동전, 가동중 검사에 직접 사용되며, 그밖에 이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 가스 용기 등의 산업 구조물 안전성/건전성 검사 업무나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사용될 소형 작업 로봇 개발에 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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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n Automatic Reactor Inspection System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nuclear power plants, the reactor pressure vesse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ieces of equipment in view of its function and 

safety.  The vessels are usually constructed by welding large rolled 

plates, forged sections or nozzle pipes together.  

In order to assure the integrity of the vessel, these welds should be 

periodically inspected using sensors such as ultrasonic transducers or 

visual cameras.  Such inspections are usually conducted underwater to 

minimize exposure to the radioactively contaminated vessel walls, and 

have been performed using a conventional inspection machine with a 

big structural sturdy column.  This machine, however, is so huge and 

heavy that its maintenance and handling are extremely difficult, 

requiring much effort to transport the system to a site and also, the 

continuous use of the utility's polar crane to move the manipulator into 

the building and then onto the vessel.  Setup of this machine requires 

a large volume of area for work preparation and several shifts to 

complete.  

In this project, we intend to develop an automatic reactor inspection 

system with an underwater mobile robot guided by a laser pointer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system will reduce dramatically 

the critical path process for pre-service inspection of pressurized water 

reactors.  By adopting this compact system, overall inspection tim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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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greatly reduced by deploying two robots simultaneously in the 

vessel.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project, we intend to develop an automatic inspection system of 

light water reactor vessel welds, which is commonly called mechanized 

UT system.  This system should meet ASME code, boiler and 

pressure vessel, section XI. This project endeavors much efforts to 

develop a very compact inspection system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scope and contents of R&D activities in this 

report are as follows.

A. Development of the reactor inspection robot (RIROB) 

   ∙ The body and locomotion of RIROB 

   ∙ High-speed manipulator of RIROB 

   ∙ Three-wheel type inspection robot and linear scanner 

   ∙ Inspection probe assembly 

   ∙ Geometrical analysis of the inspection system  

B. Development of a controller for the inspection robot and its control

   ∙ Hardware of the controller  

   ∙ Software of the controller 

   ∙ Laser guidance control 

   ∙ Manipulator control for ultrasonic inspection 

C. Development of a laser positioning unit and its controller 

   ∙ Mechanical design of the laser positioning unit 

   ∙ Hardware and software of the laser positioning unit controller 

   ∙ Improvement of the laser positioning unit 

D. Development of a main control computer system 

   ∙ Establishment of system architecture (hardware an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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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ctor and inspection parts selection module 

   ∙ Graphic processing module 

   ∙ Automatic inspection module 

   ∙ Integrated manual control module 

   ∙ MCS GUI and operation procedures 

E. Development of an ultrasonic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system 

   ∙ Hardware of the system

   ∙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ystem software

F. Development of validation methodology for RISYS 

   ∙ Development of inspection procedure of RISYS 

   ∙ Reliability analysis of reactor inspection system 

   ∙ Construction of validation methodology of RISYS 

G. Integration test and field test 

   ∙ Automatic inspection test of nozzle welds 

   ∙ Automatic inspection test of circumferential welds 

   ∙ Critical function test 

   ∙ Full scope automatic inspection test 

   ∙ Field test at reactor for Ulchin unit 6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A new robotic inspection system for light water reactor vessel welds 

was developed in this project. Through this project, we established 

essential technologies for the inspection system, which include 

underwater mobile robot, laser guidance control, high speed ultrasonic 

data processing and digital system verifications,  and obtained much  

experiences in the underwater experiments of the integrated  reactor 

inspection system in the reactor vessel. Thus we can escape from 

technical dependence from foreign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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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ject had been performed in consideration of actual use of our 

system in the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is project, we have a plan 

to commercialize our inspection system. In Korea, more than 20 nuclear 

power plants are in operation or under construction and the reactor 

vessels should be periodically inspected.  So pre-service and in-service 

works will be so increased that our developed inspection system is  

increasingly demanded. 

When our system is used practically for reactor vessel inspection 

instead of conventional machines, a lot of benefits are expected to 

result, such as in critical path process reduction and handling safety 

improvement, examination reliability and  positioning accuracy and so 

on. In the economic point of view, we can also expect import 

substitution more than 4 million dollars. The established essential 

technologies for intelligent control and automation are expected to be 

synthetically applied to the automation of similar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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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 필요성

원자로 압력 용기는 원자력발전소의 기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이다. 이 원자로 압력 용기는 일반적으로 환형 주

조물과 노즐 파이프들을 용접하여 만들어진다. 원자로의 건전성을 보증하

기 위해서는 이 용접 부위들을 초음파 탐촉자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정

확하게 검사해야 한다.

이 검사는 지금까지 몇몇 회사에서 만들어진 대형 매니퓨레이터 방식의 

검사 장비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거대한 매니퓨레이터와 지지대를 가

진 현재의 검사 장비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검사 장비의 설치와 유지 보

수에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검사 장비는 5 meter가 넘는 매니퓨레이

터와 원자로 압력용기 플랜지 상단에 설치되는 거대한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 장비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원자로 벽면에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중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 에서도 역시 원자로 검사를 위해 이러한 장

비를 1985년부터 사용해 왔다. 그 당시에는 원자로 압력 용기를 검사하

는데 이러한 장비가 최선이었다. 하지만 이 장비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으로 이 장비를 운반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고 또 매니

퓨레이터를 발전소 격납 용기 내부로 옮겨서 원자로 위에까지 운반하는데 

현장의 polar crane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한편 원자로 근처에 

검사 장비 설치를 위한 커다란 작업 공간이 필요하고 장비 설치를 마치기

까지는 몇 번의 교대 근무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원격자동 초음파 탐상 장비 (Mechanized 

U.T.)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선진국의 산업체에서 오래전부

터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Westinghouse, SwRI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및 Rockwell International 

Cooperation, 독일의 KWU (Kraftwerk Union)와 TRC,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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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trol사, 일본 Mitsubishi Heavy Iudustry 등에서 상용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1984년 SwRI로 부터 PaR System 

(Programming and Remote Inspection System Corporation)과 관

련 탐상장비를 도입하여 국내의 원자로 검사를 수행해 오고 왔다. 그런데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원격자동초음파 탐상 장비는 대체로 80년

대에 개발된 것으로서 몇 가지 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첫째, 기존의 제품은 장비의 규모가 크고 따라서 중량이 크다. 

(1.7~12ton) 이로 인하여 원자로 건물 안으로 이 장비를 반입하려면 매

니퓨레이터를 분해한 상태로 운반하여 원자로 건물 내에서 다시 조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비의 조립 및 설치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24~72시간) 이는 곧 발전소 운 측면에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마

찬가지로 해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장비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제염작

업도 번거롭다

둘째, 이 장비를 신규 도입하려면 약 400만불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이 장비의 수요가 많지 않고 시장도 크지 않아서 당초의 개발

비의 상당 부분이 장비 가격에 포함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저급기

술과 저성능 컴퓨터와 제어기술을 사용함으로서 하드웨어 부분에 원가의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에 이를 대치할 만한 국

산 제품이 없는 것도 국제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

이다.

세째, 기존의 제품들은 여러 개의 부속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나로

그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조작이 불편하고 인적 오류 및 

기계적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고장 시 진단이 어려우며 이 시스템

을 운전하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

네째, 전량 외국의 제품을 도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 시 수리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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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원전 건설과 가동전/가동중 검사

제 2 절 연구개발 내용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과제에서는 로보트 분야의 최신 

기술을 응용하여 고성능의 진보되고 소형화된 로보트 검사 장비를 개발 

하 다. 새로 개발된 이 검사 장비는 가압 경수형 원자로의 검사 공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소형화된 장비를 채택함으로서 두 대의 로보트

를 원자로 내부에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체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새로 개발된 소형 수중 이동 로보트식 원자로 자

동 탐상 시스템에 관하여 서술하 다. 제2장에서는 원자로 검사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기술 현황을 기술하 으며, 제3장에서는 각각의 계

통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 다. 즉 제1절에서는 원자로 자동 탐

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서술하 으며, 제2절에서는 수중 탐상 

로보트, 제3절에서는 이 로보트에 탑재되어 로보트를 제어하는 제어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4절에서는 탐상로보트를 수중에서 유도하는 레

이저 위치 지시기와 그 콘트롤러, 제5절에서는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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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컴퓨터 시스템, 제6절에서는 초음파 신호처리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

하 다. 제7절에는 본 시스템의 검증에 관하여 분석하 으며, 제8절에서

는 이 계통들을 통합하여 수행한 수중 탐상 실험과 두산중공업이 제작 중

인 울진 6호기용 원자로 용기에서의 실증 시험을 수행한 내용과 결과를 

기술하 다. 제9절에서는 본 원자로 자동 탐상 시스템의 정비와 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 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는 본과제의 연구 목표 

달성도를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을 기술하 다.



05)00004.tif (2222x3359x2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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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국내외 원자로 압력용기 검사 장비 현황 및 비교

방식       제작사 국가 기계구동장치 (ROBOT) 초음파 데이터

수집/분석장치
검사방법

Rolls-Royce UK MMM (Main Mast Manipulator ) Micro Pulse 2 접촉법

SwRI USA PaR (Programmed and Remote) EDAS "

Westinghouse USA Reactor Vessel ISI Tool UDRPS-2 "

Inter Control France In-service Inspection Machine RTEA O/S 접속수침법

KWU Germany ZMM4 DEA 5 접촉법

ABB TRC Sweden PWR Mast Manipulator I/MX UX "

고정식

매니퓨레이터

Tecnatom Spain PaR (Programmed and Remote) SUMIAD "

Framatome Tech USA URSULA ACCUSONEX "

Mitsubishi Japan Advanced UT Machine EDAS "이동로보트식

KAERI Korea RIROB ?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화력발전소는 석탄이나 기름을 태워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고압 증기로 터어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듯이,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 

핵연료를 태워서 물을 데운다.  원자로 압력 용기란 이 고온 고압의 물을 

생성하는 거대한 용기를 말하는데 이 용기 안에 핵반응 물질이 들어 있다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용기의 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

나이다.  이 원자로 압력 용기는 일반적으로 환형 주조물과 노즐 파이프

들을 서로 용접하여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용접 부위는 상대적으로 취

약하기 때문에 용기의 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 용접 부위에 대하

여 결함이 생성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검사해야 한다.  현재까

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원자로 용기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초음파 탐촉

자로 용접 부위를 스캐닝하면서 반향된 신호를 판독하여 결함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업자가 이 용기 안으로 잠수하여 수중 작업

을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초음파 탐촉자를 장착한 기계 장치를 진입시켜 

검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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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고정식 검사 장비 (PaR)

제 1 절 고정식 검사 장비

1970년대부터 미국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각기 독자적인 방법으로 

검사 장치를 개발하여 원자로 압력 용기를 검사해 왔다.  그 검사 장치들

의 일반적인 특성은 원자로용기가 원통형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원자로용

기 중심에 전봇대같은 큰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안에 자동차의 안테나처

럼 직선 하향 운동을 하는 매니퓨레이터를 장착하고 그 하단에 원자로 용

기의 벽면까지 뻗을 수 있는 팔을 부착하 다.  그리고 이 팔 끝에 초음

파 탐촉자들을 장착하여 용접 부위를 차례 차례 스캐닝하면서 검사를 수

행하는 원리이다.  그림 2.1.1과 2.1.2는 이같은 방식의 대표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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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고정식 검사 장비  구성도

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선진 각국의 여러 회사에서는 매니

퓨레이터의 설치와 운동 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매니퓨레이터가 원자로 

용기 상단에 고정되었다는 점에서 고정식 검사 장비로 분류한다. 미국의 

SwRI, Westinghouse, 독일의 Kraftwerk Union, 프랑스의 

Intercontrol 및 스웨덴의 TRC 등이 대표적인 업체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에서도 역시 원자로 검사를 위해 이러한 장비

를 도입하여 1985년부터 사용해 왔다.  그 당시에는 원자로 압력 용기를 

검사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장비가 최선이었다.  하지만 이 장비는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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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고정식과 이동식의 성능 비교

고정식

(종래방식)

구분 수중 이동식

Rolls-Royce FTI

SwRI Mitsubishi

Westinghouse KAERI
Inter Control

KWU
ABB TRC

Tecnatom*

제작사

원통좌표식

매니퓨레이터
특징 레이저유도식

수중 이동체

1.6톤 이상 무게 80~300 Kg

10 m 이상 크기 0.8~1.5 m

400 만$ 이상 가격

15 days 검사시간 9 days

2 d Assemble 1 d

1 d Installation 0.5 d

10 d Examination 6 d

1 d Demounting 0.5 d

1 d
Disassemble
Cleaning 1 d

가 5미터가 넘고 무게가 10톤이 넘어 원자력발전소 현장으로 이 장비를 

운반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고 또 매니퓨레이터를 발전소 격납 용기 내부

로 옮겨서 원자로 위에까지 운반하는데 현장의 polar crane을 계속적으

로 사용해야만 한다. 한편 검사 장비의 운송, 조립, 설치 및 해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사를 수행하는 시간 또한 많이 걸려 검사를 위한 발전

소의 정지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제 2 절 이동 로봇식 검사 장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일본의 Mitsubishi 중공업과 미

국의 FTI사에서는 로보트 분야의 최신 기술을 응용하여 고성능의 진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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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이동식 검사 장비의 구성

RIROB

LAPOS

RPV

Water

MCS

laser

수중 로보트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이미 실용화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그간의 

원자로 검사 경험과 로보트 분야의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저 유도 방

식의 자석바퀴식 소형 로보트 검사 장비를 개발하 다. 이 검사 장비는 

소형 경량의 수중이동로보트 방식으로 운반 설치 및 해체가 간편하고, 두

대의 로보트를 원자로 내부에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체 검사 시간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Advanced UT Machine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의 원자력부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수중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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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A-UT Machine 구성도

로보트를 원자로 압력 용기 용접부 검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념 설계에 

착수하 다. 미쓰비시는 일본 내의 가압경수로의 원자로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가동전 및 가동중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아

울러 검사 수행을 위한 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현재까지 2회의 가동전 검

사와 2회의 가동중 검사에 사용하 다[2.2.1]. 

A-UT Machine은 7축 매니퓨레이터를 장착한 주몸체와 자동위치기와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체는 공기 중에서 약 300 Kg 이고 수

중에서는 자체 부력으로 인하여 0 Kg이 된다. 그림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몸체는 6개의 프로펠러를 구동하여 수중에서 이동할 수 있으며 원

자로 벽면에 흡착 빨판을 이용하여 고정된다.  주 몸체에 장착된 로보트 

매니퓨레이터 끝에 초음파 탐촉자를 부착하여 이 매니퓨레이터를 구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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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사 부위를 검사하게 되어 있다.

Positioning Units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로보트의 현재 위치를 산출하는 

시스템으로서 원자로 플랜지 상단의 스터드 볼트에 장착하는데 레이저 팬

틸트 장치와 CCD 카메라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Control Station은 

주 몸체와 Positioning Units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며 워크스테이션으

로 이루어진 Operation Station과 Manual Operating Box로 구성되

어 있다.

2. URSULA                

프랑스의 프라마톰사는 최근에 그동안 합작회사로 운 하 던 미국의 

BWNT (Babcok & Wilcox Nuclear Technology) 사를 인수하여 

FTI (Framatome Technology Inc)로 간판을 바꾸었다. BWNT에서는 

그동안 원자로 압력 용기의 보다 빠르고 편리한 검사를 위하여 URSULA

라는 수중로보트를 개발하 다[2.2.2]. 

4번의 현장 적용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장비는 일본 미쓰비시와 이동형

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구조와 형상은 다르다. URSULA는 그림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스부, 제어부, 추진부, 6자유도의 로보트 

팔과 초음파 탐촉자로 이루어져 있다. 경사측정계가 장착된 베이스부는 3

개의 흡착 빨판을 사용하여 원자로 용기 벽면에 부착될 수 있다.  

이 로보트는 검사 초기에 크레인에 줄로 매달아 원자로 용기 내부로 이동

시킨 다음 프로펠러를 추진하여 벽으로 이동시킨 뒤, 세개의 흡착빨판을 

사용하여 원자로 벽면에 붙는다. 이 상태가 로보트의 기준 위치가 되며 

그 이후는 레이저 포지셔닝 시스템을 가동하여 로보트의 현재 위치를 알

아내어 이것을 기준으로 로보트 팔이 움직여야 할 경로를 산출한다. 그 

다음 6축 로보트 팔을 사용하여 초음파 프루부 모듈을 잡은 다음 원하는 

검사 위치로 팔을 구동하여 스캐닝 한다. 한곳의 스캔이 끝나면  흡착빨

판을 떼어 다른 곳으로 베이스를 옮긴다.  URSULA는 두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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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URSULA robot assembly

Inspection Heads를 장착할 수 있으며 각각의 Inspection Head는 

2*2 배열의 다중 탐촉자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산업체와 국립연구소에서 수중이동형의 원

자로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현장 적용 경험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존의 고정식 매니퓨레이터 방식을 개선하여 좀더 빠

르고 편리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SwRI나 스페인의 Tecnatom 

등 많은 해외 기업에서 검사장비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 

3. RISYS (Reactor Inspection System)

한편 원자력 연구소는 소형 수중 이동형 로봇을 이용하여 원자로 검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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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RISYS: Reactor Inspection SYStem)의 핵심 기능을 개발하고 

있었다. 가압 경수형 원자로는 원통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upper 

shell에 inlet 노즐과 outlet 노즐들이 연결되어 있다. 용접 부위로는 원

주상의 접합면, 노즐과 upper shell의 접합면, 그리고 플랜지와 upper 

shell의 접합면 등이 있다. 원자로 용접 부위를 검사할 때는 검사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로 헤드와 내부 구조물은 다른 장소로 옮겨진

다. 원자로는 검사 중 방사능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canal 상부까지 

물로 채워져 있어서 검사 장비는 수중에서 동작 할 수 있어야 한다.

RISYS는 레이저 유도 방식의 수중 이동 로봇로서 자석 바퀴를 장착하여 

원자로 벽변에 부착된채 원하는 검사 부위로 이동하면서 검사를 수행하는

데, 원자로 검사 로보트 (RIROB: Reactor Inspection Robot), 레이

저 위치 지시기 (LAPOS: Laser Pointer), 그리고 원격 통합제어 시스

템 (MCS: Main Control St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검사 로봇 (RIROB)은 수중형 이동 로보트인데 공기 중에서 무게

가 약 40 Kg 정도이고 수중에서는 부력재(float)을 장착하여 자신의 무

게가 소멸되도록 개발되었다. 대부분의 가압경수형 원자로 압력 용기는 

탄소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스테나이트계 스텐레스강으로 내부가 피복

되어 있다. 원자로의 내부 벽을 타고 운동하기 위해 검사 로보트는 4개의 

자석 바퀴를 가지고 있다.  

수중탐상로봇 (RIROB)는 레이저 위치 지시기(LASPO)에 의해 유도되

는데 이 지시기는 원자로 상단 플랜지를 가로지르는 크로스빔(Cross 

Beam)의 중앙에 장착되어 있다. 이 장치는 항상 로보트가 다음에 가야

할 위치를 향해 레이저 빔을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로보트는 등에 부착

된 수광 센서 (PSD: Position Sensitive Detector) 를 이용해 PSD의 

중심과 현재의 레이저 빔 위치와의 편차을 찾아내어 이를 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졌다.

원격 통합 제어 시스템(MCS)은 검사용 로보트, 레이저 위치 지시기, 그

리고 초음파 신호 수집 장비를 원격에서 종합 관리, 제어하는 장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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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PC에 구현되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원자로의 

기하학적 정보가 들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3차원 그래픽 시뮤레이션과 검

사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검사 중에는 RIROB의 검사 경로

와 매니퓨레이터의 동작 명령들을 생성해서 전달해 주며 동시에 로보트의 

현재 위치와 자세를 그래픽으로 나타내고 또 로보트의 전방에 설치된 카

메라로 입력되는 상 신호를 보여 줄 수 있다. 검사가 끝난 후에는 검사

한 자료를 이용하여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MCS에는 또한 컴퓨터 제어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동 모드의 운전

도 지원 할 수 있다. 초음파 신호 수집 장비는 초음파 탐촉자 를 구동하

여 반사된 신호를 수집하고 표시하며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4. Foster-Miller사

Foster-Miller사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외부를 원격으로 검사하기 위한 

장비의 prototype을 개발하 다[2.2.3]. 이것은 수중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나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로봇과 같이 자석바퀴를 가지고 벽면을 움

직이는 등의 유사점이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에 의해 설정되고 USNRC regulatory에 의해 

확장된 Code에 따르면 vessel primary boundary weld의 100% 모두 

가동 중 10년마다 체적검사(examined volumetrically)를 해야한다. 또

한 체적검사에서 초음파 기술을 이용하고 음파가 0, 45, 60도의 각도로 

용접부를 따라서 통과할 뿐 아니라 용접 연결부의 양쪽 면을 향하여 금속

의 체적을 통과하도록 명시하 다. 어떤 상황에서는 용기의 벽에 구적

으로 부착된 부속에 의해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에 초음파 센서를 놓기 어

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 Code를 모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외가 된

다. 이외에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강한 방사능과 심한 오염이나 물에 잠

겨있는 경우 수동으로 검사하기 어렵다. 규제 환경의 변화로 vendor들은 

컴퓨터 화된 데이터 처리, 초음파 장비, 로보틱스의 기술적인 발전에 따

라 원자로 내부의 검사장비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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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용기는 내부 구조물을 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용접부 검

사를 해왔으며 모든 부분의 검사가 가능하다. 반면 BWR에서는 어떤 내

부구조물은 들어낼 수 없어서 외부에서 검사하여 왔으나 thermal 

insulation에 의해 접근이 어려운 부위가 있다. 최근 ABB, 

GE-Nuclear Energy와 JAPC/ Hitachi가 BWR의 내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검사 가능한 부위를 늘렸다. 그러나 아직 접근이 

어려운 용접부위가 있는데 bottom head의 용접 부이다. 이 부위는 항상 

검사 예외 부이다. 그림 2.3.3에서 보는바와 같이 거꾸로 세운 숲 언덕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vessel support skirt 안에 130개가 넘는 

152.4 mm(6 in) 직경의 control rod drive housing이 152.4 mm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 이 부분에 3개의 primary boundary weld가 있

으며 이들은 현존하는 휴대용 검사장비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 

Foster-Miller사는 이 부위를 검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비를 고려하

는데, 검사를 위한 작은 로봇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좀 큰 로봇의 두 

부분으로 된 로봇을 구상하 다. (그림 2.2.4) 검사 로보트는 CRD 

housing 사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작고 필요한 역을 커버하기 위하

여 기동성이 있다. 

이 로봇은 DC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4개의 자석 바퀴를 가지고 있다. 앞

의 두 바퀴는 bottom head의 곡면과 표면의 불균일을 고려하여 경첩이 

달려있는 부분에 설치되었다. 뒷바퀴는 방향 제어를 위해 경첩이 달린 회

전 부분에 설치되었다. 이 로봇은 초음파 모듈을 운반하는데 로봇의 추진 

방향에 대해 좌우로 움직이거나 회전할 수 있다. 카메라는 부품 검사와 

운전자의 운전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보조 로봇은 실제로는 cable 

handler이다. 이 것은 CRD housing foreset 밖에서 검사 로봇에 연결

된 탯줄(umbilical cable)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검사 로봇의 바퀴가 필

요한 접착력을 줄여준다. 보조 로봇은 CRD housing matrix의 밖에 있

는 circumferential weld를 따라 돌아간다.

Foster-miller사는 검사 로봇개발에 다섯 가지의 중요한 기술적 역을 

지적하 는데 그것은 size, navigation, umbili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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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BWR Under Vessel Area

magnetic attachment와 robot control이 그것들이다. 추진, 스티어링, 

원격 가시(remote visual), 초음파 검사, 제어와 위치 피드백을 포함하

는 검사 로보트의 컴팩트한 크기는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Navigational accuracy도 운전원이 특정한 위치를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요하다. 모터의 전원, 초음파 신호, motion 

control, 위치 피드백 신호, 카메라 전원과 상 등으로 많은 전선이 필

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탯줄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든다. 자기부착은 로봇

의 동작에 매우 중요하다. 로봇은 탯줄, 중력, 표면의 불균일을 극복하고 

적절한 크기의 견인력을 주기 위하여 충분한 부착력을 필요로 한다. 마지

막으로 인간공학을 고려한 로봇 제어가 필요하다. 

검사 로봇은 8 개의 DC 모터를 알루미늄 모체에 봉해 넣었다. 그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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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Foster Miller 사의 검사로보트와 보조로보트의 개념

들은 앞바퀴, 뒷바퀴, 뒷바퀴 스티어링, 초음파 모듈의 측면 움직임, 카메

라의 회전과 초음파 모듈의 회전에 동력을 전달한다. 모터들은 전류제어

로 구동되는데 이 것은 전자적인 차동(differential)의 역할을 하므로 각

각의 바퀴를 구동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Neodymium-Iron-Boron으로 만들어진 자석바퀴는 35 Gauss- 

Oesteds가 선택되었다. 부식과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 electroless 

nickel이 자석의 주위에 얇게 코팅되었다. 자화는 원통형 링의 축방향으

로 되었다. 

추적과 제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센서들이 사용되었다. 스티어링 할 수 

있는 뒷바퀴 부분에 회전 센서로 사용하기 위한 두 개의 근접센서와 함께 

설치된 스프링이 달린 비자석 바퀴가 있다. 뒷바퀴부분의 스티어링 각도

를 측정할 수 있는 포테셔미터가 있다. 자기 엔코더(magnetic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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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음파 모듈의 측면과 회전운동, 카메라의 회전, 스티어링 할 수 있는 

바퀴부분의 회전을 측정한다. 검사 로보트는 3 차원 위치 추적이 필수적

이므로 special roll, pitch, yaw solid state accelermeters가 구현되

었는데, 이 같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Gas Research Institute

에 권한이 있다. 탯줄은 부하문제가 발생할 때 각각의 전선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개개의 도선으로 사용되었다. DC 전원과 신호선으로 ultra 

flexible 26 gage wire가 사용되었다. 

검사 로봇의 콘트롤 패널은 benchtop unit으로 만들어졌다. 토  스위치

들은 모터와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초음파 모듈, 

카메라와 스티어링 휠의 엔코더 값을 표시하기 위해 디지털 미터가 사용

되었다. 검사 로봇의 이동과 속도는 2 축의 joystick이나 스티어링과 속

도를 위한 2개의 포텐셔미터로 제어할 수 있다. 

PC에서 구현된 추적 프로그램은 Quick Basic으로 쓰여졌다. 자기엔코더

와 근접센서, 포텐셔미터의 입력으로부터 위치를 추적하는데, 위치는 

VGA 모니터에 그래픽으로 표시된다. 개발된 로봇은 카메라와 초음파 장

비를 포함하여 2.7 kg이하의 무게를 가진 컴팩트한 것이다. 외형 크기는 

폭이 144.8 mm, 길이 238.5 mm, 높이 86.6 mm이다. 기동성이 뛰어

나고 제자리에서 90°회전 할 수 있었다. 수평방향으로 170 mm/sec, 

수직 방향으로 91.4 mm/sec의 이동속도를 낼 수 있다. 

제 3 절 요약

본 장에서는 최근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되어 사

용되는 원자로 압력 용기 검사 자동화 시스템에 관하여 소개하 다. 비록 

미국을 위시한 구미 선진국들이 원자력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타산업에 

비하여 신기술 투자가 미미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운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 고정식 매

니퓨레이터 방식을 탈피하고 장비의 운송 조립 해체 시간 단축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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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간 단축을 통한 경제적 이득 효과를 가능케 하는 수중 이동형 검

사 장비의 개발은 기술 발전의 자연스런 귀결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국내외 기술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견지해야 국제 경쟁력 있는 원전 운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기술 종속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략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07)00006.tif (2222x3359x2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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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자로 자동 탐상 시스템 개요

1. 시스템 구성

그림 3.1.1과 같이 가압 경수형 원자로는 원통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원자로 upper shell에 inlet nozzle과 outlet nozzle들이 연결되어 있다. 용

접 부위로는 원자로 shell 간의 접합면, nozzle과 upper shell의 접합면, 그

리고 플랜지와 upper shell의 접합면 등이 있다. 원자로 용접 부위를 검사

할 때는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로 헤드와 내부 구조물은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 원자로는 검사 중 방사능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canal 상부까지 물로 채워져 있어서 검사 장비는 수중에서 동작 할 수 있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원자로 검사장비 (RISYS: Reactor Inspection 

System)는 원자로 탐상 로보트 (RIROB: Reactor Inspection Robot), 레이

저 위치 지시기 (LAPOS: Laser Positioner), 초음파 신호 처리 시스템 

(Data Acquisition/Analysis System) 그리고 원격 주제어 시스템 (MCS: 

Main Control St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중 탐상 로보트는 두개

의 자석바퀴를 구동하여 원자로 벽면을 따라 검사할 경로를 주행하면서 

이 로보트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를 통하여 취득된 신호를 원격통합제어 

컴퓨터로 전송한다. 

원격컴퓨터에서는 검사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중 탐상 로보트가 주

행해야 할 경로를 산출하여 그 이동 명령을 수중 탐상 로보트에 전송하면, 

탐상 로보트는 그 명령대로 주행하면서 초음파 출력 신호를 컴퓨터로 전

송한다. 컴퓨터에서는 현재 탐상 로보트의 이동 상황을 그래픽 화면에 표

시하고, 수중 탐상 로보트에 장착된 카메라가 잡은 상을 전송받아 동시

에 화면에 출력한다. 또한 전송받은 초음파 신호를 화면에 체계적으로 표

시하여 운전원으로 하여금 용접 부위 내의 결함 유무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울러 검사 결과를 저장하 다가 최종적으로 프린터로 출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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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갖는다. 

수중 탐상 로보트는 자체에 Float를 장착하여 부력을 받음으로서 수중에

서 자신의 중량이 소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론적으로는 이 로보트가 

수중 임의의 점에 정지하면 외란이 없는 한 무중력 상태로 그 자리에 머

물러 있게 된다.

한편 수중 탐상 로보트를 정해진 경로대로 주행시키려면 주행제어기 설계

도 중요하지만 로보트의 현재의 절대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적인 요

소기술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네가지 센서를 장착하여 이들의 센서 데이터

를 상호 보완하여 정확한 위치를 산출하도록 설계하 다. 즉 구동바퀴의 

회전량을 측정하는 인코더. 로보트의 수직 방향의 위치를 산출하는 수압센

서 (깊이 센서), 로보트의 자세를 산출하는 2축 경사측정계, 그리고 로보트

의 절대 위치를 산출하는 레이저빔 스캐너와 수광센서(PSD)가 이용된다. 

레이져 위치 지시기는 원자로 상단을 가로지르는 Cross Beam의 가운데 

장착되어 탐상 로보트 등위에 설치된 PSD 센서를 항시 조준하도록 제어

한다. 자세한 원리와 기술 사양은 다음절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이밖에 이 탐상 로보트는 수중에서 동작되어야하고 방사선 오염 구역에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방수 및 봉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고 방사선 향에 관한 내용과 자력 분포에 의한 향 관계

도 해석되어야 한다.

탐상 로보트에는 가볍고 긴 매니퓨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끝에 초음

파 탐촉자가 부착되어 있다. 매니퓨레이터는 5개의 자유도를 가지는데, 다

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translation, twist, rotation, 그리고 4단 

연속 translation, probe rotation 이 그것이다. 매니퓨레이터는 4단 연속 

translation 링크를 이용하여 120 cm 거리까지 닿을 수 있다. 소형 로보트

에 이와 같은 긴 매니퓨레이터를 부착하려면 가볍고 크기가 작아야 하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기구학적으로 설계가 쉽지 않다.

또한 수중탐상로보트에는 카메라와 램프가 로보트의 전방에 부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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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카메라에 입력되는 상 신호는 원격 통합 제어 시스템에 전송되

어 나타내 진다. 탐상 로보트는 또한 경사측정계를 가지고 있어 이동 로보

트의 경사를 측정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로보트의 자세를 제어한다. 

수압의 측정과 로보트의 현재 고도를 계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수압 센

서도 장착되어 있다.

수중탐상로보트(RIROB)는 레이저 위치 지시기(LASPO)에 의해 유도되는

데 이 장치는 항상 로보트가 다음에 가야할 위치를 향해 레이저 빔을 내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로보트는 등에 부착된 수광 센서 (PSD: Position 

Sensitive Detector) 를 이용해 PSD의 중심과 현재의 레이저 빔 위치와의 

편차을 찾아내어 이를 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졌다.

원격 주제어 시스템 (MCS)은 탐상 로보트, 레이저 위치 지시기, 그리고 

초음파 신호 처리 시스템을 원격에서 종합 관리, 제어하는 장비로서 

IBC-PC에 구현 되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원자로의 

기하학적 정보가 들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3차원 그래픽 시뮤레이션과 검

사계획 수립을 할 수있게 되어 있다. 검사 중에는 RIROB의 검사 경로와 

매니퓨레이터의 동작 명령들을 생성해서 전달해 주며 동시에 로보트의 현

재 위치와 자세를 그래픽으로 나타내고 또 로보트의 전방에 설치된 카메

라로 입력되는 상 신호를 보여 줄 수 있다. 검사가 끝난 후에는 검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MCS에

는 또한 컴퓨터 제어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동 모드의 운전도 지원 

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초음파 신호 수집, 분석, 평가 장비는 초음파 센서

를 구동하여 반사된 신호를 수집하고 표시하며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제까지 설명한 각각의 시스템들을 상호간의 연관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하면 지역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자로 용기에 직접 설치되어 수중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서 수

중 탐상 로보트(RIROB)와 레이저 위치 지시기(LASPO)가 있고, 두번째로 

격납용기 내의 floor에 설치하여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서 레이저 위치지시

기의 제어반(LASPO-CON)과 전원 공급기가 있다.  상술한 시스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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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격납용기 내에서 운용되고, 이를 원격 조장하는 장비들은 격납용기 

밖의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운용된다. 즉 주제어컴퓨터 (MCS), 초음파 신

호 취득기(SODAS), 그리고 OFF-LINE으로 초음파 신호를 판독하는 초음

파 신호 판독 시스템(EVASOD)가 그것이다.

2. 시스템 기능

원자로 압력 용기는 여러 조각의 주조물을 용접하여 제작된다. 수중 탐상 

시스템은 원자로의 이러한 용접 경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

부위는 원자로 제작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원주방향의 접

합선(Circumferential Seam), 노즐 - Safe End, 노즐 - Upper Shell, 노즐 

Inner Radius, Shell Flange - Upper Shell, Ligament, 안전 분사노즐 등

이다. 이와 같은 부위를 검사하려면 탐상 로보트가 접합선을 따라 이동하

여야 하기도 하고, 노즐검사의 경우 노즐 근처에서 탐촉자봉을 이동시키면

서 신호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두번째 기능은 초음파 센서를 구동시키고 신호를 취득하여 처리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고 나아가 이 일련의 신호로부터 결함에 관한 판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기능은 검사 이력 관리 기능이다. 즉 검사계획

을 입력하고 그 검사 결과를 원하는 형태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 

계획은 scanning하여야 할 부위의 좌표값, 초음파 탐상 방법, Time 

Schedule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하여 입력 편집기능과 각 발전소의 원자

로에 관한 사양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검사 항목은 그 용접부에 결함이 발생하 는지를 검

사할 수 있는 방법론과 그 결과 도출된 검사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초음

파 탐촉자 어셈블리를 설계 제작하여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그림 3.1.2는 가압경수로 압력용기의 용접부와 본 원자로자동탐상로보트로 

이 용접부를 검사할 때 수중탐상로보트의 자세와 초음파 주사 방법을 도

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압경수로 압력용기는 전반적으로 (a) 원주방

향의 용접부, (b) 노즐 용접부 로 구분할 수 있다.  원주방향의 용접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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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원자로 검사 항목 및 탐상기 자세

Reactor Pressure Vessel

Nozzle 4
(inlet)

Nozzle 1
(outlet)

N1

C1

C2

C3

C4

(b)

(c)

(d)

(a)

Flange 와 Upper Shell 간의 용접부, Upper Shell 과 Middle Shell 과의 

용접부,  Middle Shell 과 Lower Shell과의 용접부, Lower Shell 과 

Bottom Head 와의 용접부로 나누어 진다. 노즐 용접부는 Inlet Nozzle 과 

Outlet Nozzle 모두 Nozzle과 Middle Shell과 의 용접부,  Nozzl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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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zle Pipe와의 용접부로 나누어 진다. 

이밖에 Flange Ligament에 대하여 결함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부 원

자로에서는 Safety Injection Nozzle의 용접부, Vertical Welds를 검사하여

야 한다. 표 3.1.1 과 표 3.1.2는 각각의 용접부에 대하여 사용되는 초음파 

탐촉자의 주사 각도와 RIROB을 이용하여 검사할 때의 Scan Path를 설명

해 주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용접부를 검사함에 있어 주사각을 달리하는 여러개의 초음

파 탐촉자를 사용하고, 발사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상하좌우의 네 방향에서 

Scan 하여야 한다. 표 3.1.1은 한국표준형 원자로에 대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검사 항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 표준형 원전의 경우 전부 6개

의 노즐이 있다고 할 때 노즐에 관련된 검사 항목은 전부 60 종이 되며, 

원주 방향의 검사 항목은 전부 16종이 된다.  따라서 Flange Ligament를 

포함하여 Full Scope PSI를 시행하려면 전부 77 종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밖에 육안 검사를 위하여 수중 탐상 로보트에 탑재된 수중카메라로 부

터 상을 전송하여 원격 주제어 컴퓨터의 모니터에 표시하는 기능이 있

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중 탐상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 선

결 조건으로 전제되는 것은,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지역이 방사선 오염 구

역으로서 모든 부품이나 장치는 방사선의 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이 장

비를 사용한 후 제염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탐상시스템은 수

중에서 작동되어야하므로 서보 모터의 회전축 부위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방수 봉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초음파 신호 취득이 수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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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한국 표준형 원전 원자로용기 검사 항목

Symbol
Scanning

Direction

UT Probe
Robot

Posture탐촉자

명 
주사각

1. Circumferencial Shell Weld
C1 DN   flange P2 10.5°, 4.0° -2.5° (a)

UP P1 0°,45°,60°, Slic (c)
CW  P1 0°,45°,60°, Slic (c)
CCW P1 0°,45°,60°, Slic (c)

C2 DN P1 0°,45°,60°, Slic (c)
UP P1 0°,45°,60°, Slic (c)
CW  P1 0°,45°,60°, Slic (c)
CCW P1 0°,45°,60°, Slic (c)

C3 DN P1 0°,45°,60°, Slic (c)
UP P1 0°,45°,60°, Slic (c)
CW  P1 0°,45°,60°, Slic (c)
CCW P1 0°,45°,60°, Slic (c)

C4 DN P1 0°,45°,60°, Slic (d)
UP P1 0°,45°,60°, Slic (d)
CW  P1 0°,45°,60°, Slic (d)
CCW P1 0°,45°,60°, Slic (d)

2. Nozzle (Inlet ; 0°; 60°; 180°; 240°)
NI InSide  bore측 P3 5°,45° (b)

OutSide shell측 P1 0°,45°,60°, Slic (b)
CW shell측 P1 0°,45°,60°, Slic (b)
CCW shell측 P1 0°,45°,60°, Slic (b)

NI-IRS CW P5 Slic (b)
CCW P5 Slic (b)

3. Nozzle (Outlet;  120°;  300°)
NO INS bore측 P4 10°,45° (b)

OUS  shell측 P1 0°,45°,60°, Slic (b)
CW shell측 P1 0°,45°,60°, Slic (b)
CCW   shell측 P1 0°,45°,60°, Slic (b)

NO-IRS CW   P6 Slic (b)
CCW  P6 Sli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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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초음파 스캐닝 경로

No Symb
ol Scanning Area

Scanning Procedure Robot
Postur

eScan Angle Scan Path

1 1. Circumferencial Shell Weld
C1 Upper Shell -to- 

Vessel Flange
10.5°
 4.0°

 -2.5°

(a)

C2 Upper Shell -to- 
Middle Shell

 0°
45°
60°

(c)

C3 Middle Shell -to- 
Lower Shell

C4 Lower Shell -to- 
Bottom Head

 0°
45°
60°

(c)

2 2 & 3.  Nozzle (Inlet & Outlet)
Ni Nozzle -to- 

Upper Shell
0°

45°
 60°

(b)

Ni-
IRS

Nozzle Inner Radius 40°

3. 시스템 설계 중점

위에서 언급한 탐상시스템의 기능과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설계

함에 있어,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설계의 중점을 두었다.

가. 소형 경량화: 종래의 원격자동 초음차 탐상 장비는 구조물이 견고하고 

매니퓨레이터의 좌표계가 간단하여 초음파 센서가 부착된 End-Effector의 

위치를 계산하기 간편한 반면,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따라서 무거워서 

(1.7~12ton) 여러가지 불편과 손실을 초래하 다. 즉 장비를 원자로 건물로 

반입하려면 모두 분해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고 원자로 건물 안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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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자로 압력 용기에 설치하 다. 따라서 설치 

시간이 많이 걸리고(24~72시간) 해체시간 역시 길고 제염도  번거로운 점

이 있다. 본 설계에서는 로보트의 형태를 벽면 부착 이동식으로 고안함으

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 다.

나. 통합관리제어 : 종래의 탐상 장비는 여러개의 부분 장치들로 분산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명의 운전원이 각각 담당한 장치들을 조작하고 

운전원 간에 서로 통신하는 일이 잦다. 예를 들면 탐상 매니퓨레이터를 운

전하는 장치, 초음파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수중카메라의 상을 표

시하는 모니터 등이 서로 분산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한 검사 진행이 쉽지 

않다. 본 설계에서는 로보트 제어 및 작동 상황, 초음파 신호 처리 및 표

시, 검사 이력 관리 등을 원격 주처리 컴퓨터에서 통합 처리하면 이들에 

관한 정보를 한개의 모니터 화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 주도록 

한다. 한편 종래의 각종 제어 판넬 및 주변기기의 동작 상황을 주컴퓨터에

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원의 동작 실수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킬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정 도 : 초음파 탐상 시험은 엄 한 정 도를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초음파 센서를 정확히 계획된 부위에 위치시켜야 하며 초음파 발진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중 이동 로보트의 구동 제어가 위치 허용 오차

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로보트의 각각의 부품 가공

의 정 도가 확보되어야하고 위치 측정과 관련된 센서들의 정 도 역시 

우수하여야 한다.

라. 신뢰도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원격 수중 탐상시스템은 원자

력 발전소의 핵심 시설인 원자로 용기 안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히 발전소의 정기검사 기간 중 제한된 시간내에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

다. 동작 중 오류의 발생은 안전성 측면에서나 경제성 측면에서 심각한 손

실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탐상시스템음 비교적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서 단계별로 시스템의 신뢰도가 검증되어야 하고, 향

후 실용화 연구에 들어가면 장기간의 실험과 검증 절차를 수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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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 이밖에 제품의 가격을 최소화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도록 설계

와 부품 선정에 각별한 고려를 수반하여야 한다.

4.  좌표계 및 주요 변수

원자로 압력용기 내의 정해진 용접부를 수중 이동 로봇을 사용하여 정확

하게 검사하려면 우선적으로 로봇의 위치에 관한 일련의 계산이 정립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관된 좌표계를 정립하고 많은 양의 변수들을 정의

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하학적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향

후의 모든 이론과 실험은 본 해석을 기본으로 수행된다.  표 3.1.3는 각각

의 좌표계를 나열한 것이다.

표 3.1.3 원자로 자동탐상 시스템 좌표계

Symbol Description

{Rx} Reactor coordinate system

{Las} Laser Pointer coordinate system

{Nozi} Nozzle # i  coordinate system

{ROB} Robot coordinate system

{PSD} PSD coordinate system

{Mi} Robot manipulator #i coordinate system

가. 좌표계 설정

종래의 고정식 매니퓨레이터 방식의 경우는 좌표계 정의가 간단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동 로보트 방식의 기구학적 계산은 그보다 복잡하게 

된다.

본 항에서는 본 원자로 자동 탐상 시스템의 모든 절차와 운동 및 제어를 

위한 일관된 좌표계를 정의하여 기구의 설계, 운동궤적 계산 등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즉 원자로좌표계, 로보트좌표계, 레이저 위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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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원자로 자동탐상시스템 좌표계 설명

Pan-tilt
Device

Description of the Inspection System

Water

Cable

Laser

PSD

Reactor Pressure Vessel

(inlet)

Hnoz

Xrob

Hrob

Ultrasonic
Transducer

Magnetic Wheel  

Support Beam

Nozzle 4

Ri

Zreactor

Hlas φlas-z

Nozzle 1
(outlet)

Welding Line

Yreactor

Zrob

Yrob

Xrob

Zn4

Xn4

Yn4

Hpsd

φlas-y

XpsdYpsd

Xreactor

Hrob(Φ)Hpsd(φ)

Rpsd(Φ)

Zpsdb

Ypsd

Φ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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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원자로 및 로봇 좌표계 설명 (Top View)

φlas-z

P

βn3

Nozzle 1

Nozzle 2

Nozzle 3

Nozzle 4

Nozzle 5Nozzle 6

Ri

{R}Θrob

{N3}

Lent3
Rn3

Yn3

Lnc3Zn3

Xn3

Xreactor

Yreactor

Zreactor

PSD

Hrob(Φ) Hpsd(φ)

Zpsdb

Ypsd
Yrob

시기 좌표계 및 부수적인 여러 좌표계를 정의한다. (그림3.1.3, 그림 3.1.4)

원자로 좌표계 (Reactor Coordinate System): 원자로의 기하학적위치에 

고정된 좌표계로서 모든 위치및 경로계산에 기준이 되는 좌표계이다. 원자

로 플랜지 면과 원자로 원통의 수직 중심선이 만나는 위치에 좌표계의 원

점을 주며, 수직하향으로  Z축을 설정하고 좌측방향으로 X축, 지면속을 

향하는 쪽으로 Y축을 둔다.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축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각을 극 좌표계Θ로 정의한다. 노즐의 번호는 앞의 X축

에서 가장 가까운 쪽을 노즐1번, 그이후는 시계방향으로 노즐의 번호를 부

여한다.



- 32 -

그림 3.1.4 매니퓨레이터 좌표계

노즐부 좌표계 (Nozzle Coordinate System): 각각의 노즐은 원통형 파이

프와 원뿔형 파이프가 접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노즐부 좌표계는 원뿔

의 중심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즐좌표계의 원점을 두고 노즐이 중

심선상에 X축을 둔다

로보트 좌표계 (Robot Coordinate System): 수중탐상로보트는 직경 

400mm의 원형으로 되어 있고, 레이저 빔을 수광하는 위치 감지 센서

(PSD)가 탑재되어있는데,  로보트좌표계는 원형로보트의 중심축이 두 구

동 바퀴의 축을 연결한 선과 교차하는 점에 좌표계의 원점을 둔다. 로보트

의 수직 상향으로 Zr축을 정의하고 로보트의 전면(Front)방향으로 Yr축을 

두며 로보트의 우측바퀴쪽으로 Xr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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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퓨레이터 좌표계 (Manipulator Coordinate System): 수중담상로보트

에는 초음파 탐촉자를 이동시킬 3자유도의 다단식 매니퓨레이터가 장착되

어 있는데, 이 매니퓨레이터 손 끝에 초음파 탐촉자가 달려 있고 여기에 

그리펴(Gripper) 좌표계를 둔다.  

레이저 위치지시기 좌표계 (LASPO Coordinate System): 본 자동화 시

스템은 원자로 상단 플렌지면에  원자로를 가로 지르는 Cross Beam을 설

치하고 그 중간 지점에 레이저위치지시기를 부착하는데 이 위치지시기의 

회전 중심에 레이저위치지시기 좌표계의 원점을 둔다. 이 레이저 위치지시

기는 2자유도로서 각각의 링크에 고유한 좌표계는 일반적인 로보트 좌표

계 정의 방식에 따른다.  이 밖에 여러가지 좌표계산을 위한 부좌표계들은 

필요에 따라 정의하여 사용한다.

나. 주요 변수 정의

원자로 압력 용기는 제작사에 따라 고유한 치수를 가지고 있다.  원자로 

용기의 용접부 의 위치도 제작 당시 일정 위치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치수에 간한 정보를 일관되게 정의하여 개발된 원자로 탐상 시스템

이 노형에 관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수로 정의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화 함으로서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국내 원전 중 일부와 

실험용 목업의 치수를 병기한 것이다. 

원자로는 제작회사에 따라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이동식 수중 탐상 로보트는 원자로 내에서의 위치제어를 위하여 많은 

양의 계산을 요한다. 원자로의 반경, 노즐의 반경과 위치, 로보트의 사양에 

관한 치수 등 많은 양의 변수를 정의하고 약어를 명명하여 그 내용을 표

3.1.04에 열거하 다. 이 표에는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주요 원자로에 대

한 주요사양이 입력되어 있고, Mockup은 본 연구 개발의 과정에서 

Prototype의 반복 실험을 위하여 사용한 모형 원자로에 대한 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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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원자로 주요 상수 정의

Symbol Description unit MockU
p

Ulch #1
Ulch #2

Ulch #3
Ulch #4
YK  #3
YK  #4

Rx Inner Radius of Reactor Shell mm 1449.0 1994.5 2083.3

Rxupper Inner Radius of Upper Shell mm 1449.0 1982.5 2070.1

Rflange Inner Radius of reactor flange mm 1449.0 1899.5 2079.6

Hnoz
Height of nozzle center based 
on vessel flange surface mm 2708.0 2094.0 3867.2

Hrxshell
Height of reactor shell based 
on vessel flange surface mm 6330.0 8553.0 9471.2

Hlas
Height of laser center point 
based on vessel flange surface mm    

Hbeam Height of Support Beam mm   

Rnozin Inner Radius of inlet nozzle mm 266.5 367.9 381.0

Rnozout Inner Radius of outlet nozzle mm 373 348.9 533.4

βnozin Cone Angle of nozzle(inlet) deg 5.417 0.0 5.417

βnozout Cone Angle of nozzle (outlet) deg 8.867 ? 8.867

Rnozentin Entry Radius of inlet nozzle mm 317.3

Rnozentout Entry Radius of outlet nozzle mm 383.5

Lnozentin
Entrance length of nozzle 
(inlet) mm 533 762.0

Lnozentout
Entrance length of nozzle 
(outlet) mm 130 185.7

Θnoz1 Azimuth Angle of nozzle #1 deg -  I)  35 O)    0

Θnoz2 Azimuth Angle of nozzle #2 deg I)   60  O)  85 I)   60

Θnoz3 Azimuth Angle of nozzle #3 deg O) 120 I) 155 O)  120

Θnoz4 Azimuth Angle of nozzle #4 deg - O) 205 I)  180

Θnoz5 Azimuth Angle of nozzle #5 deg - I) 275 O)  240

Θnoz6 Azimuth Angle of nozzle #6 deg - O) 325 I)  300

Rnoz1 Inner Radius of nozzle #1 mm - 348.9 533.4 

Rnoz2 Inner Radius of nozzle #2 mm 266.7 367.9 381.0

Rnoz3 Inner Radius of nozzle #3 mm 373.4 348.9 533.4

Rnoz4 Inner Radius of nozzle #4 mm - 367.9 381.0

Rnoz5 Inner Radius of nozzle #5 mm - 348.9 533.4

Rnoz6 Inner Radius of nozzle #6 mm - 367.9 381.0

  



- 35 -

Mockup은 수중 탐상 실험을 위하여 제작된 모형으로서 한국형 원자로 

( 광3,4호기 기준)의 70% 축소된 치수로 제작되었다. 

다. 로봇 좌표계 및 변수정의

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중 탐상 로봇의 경우도 고유한 치수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한 변수도 일관되게 정의하여 탐상기의 위치 제어

에 사용한다.

표 3.1.5 탐상 로봇 주요 상수 및 변수정의

Symbol Description Unit

Wrob Width of both robot wheels mm

Rrobwl Radius of robot wheel mm

Hrob
Height of RiROB wheel center from the shell 
surface mm

∆Hrob Height variation of RiROB mm

Hpsd Inner Radius of nozzle (inlet) mm

Hml Height offset of robot manipulator 1 mm

Hm3 Height offset of robot manipulator 3 mm

Hm4 Height offset of robot manipulator 4 mm

variable
θrobwleft Rotational angle of motor #1(left wheel) deg

θ
robwright

Rotational angle of motor #2(right wheel) mm

θµ1 Rotational angle of motor #1(slide) deg

θµ2 Rotational angle of motor #2(rotate) deg

θm3 Rotational angle of motor #3(translate) deg

θm4 Rotational angle of motor #4(hand) deg

θπσδπαν Rotational angle of motor #1(psd pan) deg

θπσδτιλτ Rotational angle of motor #2(psd tilt) deg

θlaspan Rotational angle of motor #1(Laser Pointer pan) deg

θlastilt Rotational angle of motor #2(Laser Pointer tilt)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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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탐상 로보트 및 매니퓨레이터 좌표계 및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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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수중 탐상 로보트 (RIROB) 외관

제 2 절 수중 탐상 로보트 (RIROB)

수중 탐상 로보트는 본 원자로 자동 탐상 시스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검사해야 할 용접 부위에 초음파 센서를 정확히 위치

시키고 그 반향 신호를 주제어 컴퓨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중 

탐상 로보트는 크게 몸체 및 주행 장치, 매니퓨레이터, 제어장치 및 센서

부로 구성되어 있다.

1. 탐상 로보트 몸체 및 주행 장치

가. 탐상 로봇 몸체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중 탐상 로보트 몸체는 기본 프레임, 매

니퓨레이터부, 주행 기구부, 부력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체는 직경 

800mm의 원형에 가깝고, 탐상 로봇의 좌우와 전후에 모두 네개의 자석바

퀴가 부착되어 있다. 그림 3.2.1에서 좌측 부분을 로봇의 전방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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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수중 탐상 로보트 (Top View)

때, 중단부에 가로로 로보트의 기본 프레임이 있고 세로로 매니퓨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로보트의 네 모서리 부분은 부력통 (Float)으로서 수중에

서 로보트의 무게를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이 부력통 안에 로보트 

제어 회로 및 각종 센서부가 장착되어 있다.  로보트 몸체는 수중에서

Manipulator

Main Frame

Float

Float Float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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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수중 탐상 로보트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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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원자로 탐상 로보트 (Side View) :구동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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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 방향의 힘이 없어져 무중력 상태가 되고, 로보트가 어떤 자세에서도 

모멘트를 받지 않도록 한다. 물론 로보트에 연결된 전원 신호 케이블의 장

력은 최적의 수치로 모델링 되거나, 케이블도 공기층을 피복하여 무중력화 

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로보트가 이동 중에 물에 의한 Drag Force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

하여 회전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향도 설계에 반 시킬 수 있

다. 그러나 초음파 탐상을 수행하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로보

트는 15cm/sec이내의 저속으로 이동하므로, 이로 인한 Drag Force는 무시

해도  큰 지장은 없다. 또한 초음파 탐촉자를 이동시키는 소형 매니퓨레이

터를 장착하여 탐촉자를 이동시킬 때,  로보트의 무게중심이 변화하게 되

는데 이 경우는 Mass Balancing 방법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본 수중 탐

상 로보트는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4조각의 부력재가 사용

되었다.

마지막으로 로보트의 방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전

자회로기판, 센서류 등 각종 부품은 주위를 둘러 쌈으로서 방수할 수 있

다. 방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중 환경이므로 냉각시키기 쉬운 잇

점이 있다. 문제는 모터의 축부분과 같이 회전체의 방수 부분이다.  방수

는 원자로의 수압이 약 2기압 (최대 수심 20m)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조

건 하에서  Mechanical Seal을 사용하 다.

나. 주행 장치(Locomotion)

탐상 로보트의  좌우와 전후에는 모두 네개의 자석 바퀴가 부착되어 있다. 

좌우에 설치된 자석 바퀴는 구동 바퀴로서 DC 서보 모터로 각각 구동 제

어되며, 전후의 자석바퀴는 단지 로보트 몸체를 받쳐주는 역할만을 하고, 

구동 바퀴에 의해 로보트가 진행하는데 기구학적으로 순응하도록 Caster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로보트의 이동 방향과 속도는 두 구동 바퀴의 회전속도의 차이나 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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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Caster Wheel의 평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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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정해지며 전방향 회전 및 이동이 가능하며 제자리에서 360°회전할 

수도 있다. 원하는 이동 방향과 속도가 정해지면, 두 개의 서보 모터의 회

전 속도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네 개의 바퀴 주행식은 평면상을 주행하기는 쉬우나 원

자로 용기와 같이 실린더 형의 곡면 주행은 속도계산이나 바퀴 부착 방법

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즉 네개의 바퀴가 모두 벽면에 부착되지 않고 

어느 한두 바퀴는 떠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여 원할한 주행

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두개의 Caster 바퀴는 별도의 지지판에 설치하여 

이를 원형 몸체에 기구학적 링크(Link)를 통하여 부착시킨다. 

그림 3.2.5에서 보는바와 같이 평행사변형 링크를 고안하여 어느 경우에도 

바퀴가 허공에 뜨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원형 몸체는 항상 Caster 지지판과 

평행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원형 몸체의 각도가 원자로 벽면과 항상 평행

을 유지하도록 하 다. 일반적으로 주행면의 굴곡을 수용하기 위하여 바퀴 

지지대에 스프링과 댐퍼(damper)를 장착하나, 본 연구에서의 수중 로보트

는 자력에 의하여 벽면에 부착된 상태로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스프링

을 사용하면 로보트가 벽면에서 떨어지는 방향의 스프링 복원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자석으로 제작된 Caster바퀴가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그림 3.2.6은 원자로 용기 곡면을 주행할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Caster

의 위치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6 (a)는 로보트가 벽면을 수

직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Caster바퀴는 구동륜

보다 낮아진다. 원자로 반경을 약 2m로하고 로보트의 구동휠간의 간격을 

32cm라 하면, Caster바퀴는 평지 주행째 보다 약 1cm 낮아진다. 그림 

3.2.6 (b)는 로보트가 원주방향의 곡면을 따라서 이동할 때를 나타낸다. 이

때는 Caster 바퀴들이 구동륜보다 약 1cm 높아진다. 이밖에 로보트가 사

선방향으로 이동할때나 제자리에서 회전할 때도 같은 원리로 안정하게 벽

면에 부착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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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곡면 주행시 로보트의 높낮이 변화

a) circumferential movement (Φ=90°) (b) vertical movement (Φ=0°)

구동 모터로서는 하모닉기어(Harmonic Gear)를 내부에 장착한 DC서보 모

터를 사용한다. 이것은 Harmonic Drive사의 제품으로 정격출력 8.6Watt, 

정격전압 24VDC, 정격토오크1.4Nm, 정격회전속도 60rpm, 최대회전속도 

100rpm이며 하모닉기어의 감속비는 1:100이다.

다. 자석 바퀴: 로보트가 벽면에 부착된 채 이동하려면 로보트가 벽면에 

부착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원자로의 내부 표면은 비자성체인 오스

테나이트계 스탠레스스틸로 얇게(4~6mm) 도장(cladding)되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재질은 자석에 붙는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석을 이용

하여 부착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력을 이용한 

벽면 구동 시스템을 채택한다. 이는 바퀴를 제작함에 있어 자석을 재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추가의 부품이 부착되지 않아 소형 경량화를 이룰 수 있

고, 자성에 향을 받는 관련 부품들은 자석바퀴와 어느정도 이상 거리를 

두어 향을 극소화 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구동바퀴의 자석은 히토류계의 네오다이미움(Neodymium)을 재질을 사용

하는데, Residual Induction이 12.9 kGauss 이고 Maximum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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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구동바퀴

Product가 40 MGOe인 외경 100 mm의 환형 자석을 사용한다.  N극과 S

극이 상하 장착된 이 자석을 바퀴의 외경부근에 자력선을 모으기 위하여, 

순철로 된 원판을 자석 양면에 부착한다. 이 순철의 원판은 자석과 완전히 

착되어야 자력선을 모아 이동시킬수 있으므로 연삭을 통한 고정  가공

이 되어야 한다. 한편 바퀴가 벽면을 굴러갈 때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석 외경부 밖에 마찰력이 큰 고무(우레탄)를 입히고, 자석 내경부에는 

비자성체인 듀랄루민이나 황동으로 모터의 축과 연결하는 지그를 삽입하

다.

본 연구에서는 두께 20 mm의 환형 자석의 양면에 그 순철판의 최적 두께

를 계산하 다. 이것은 로보트의 경량화를 이루기 위하여 충분히 두꺼운 

순철판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자

기장 해석을 수행하 다. 일차적인 시뮤레이션을 통하여 순철판의 최적 두

께는 5~10 mm의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두께5 mm, 8 mm, 10 mm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시뮤레이션을 수행하 다.    순철판 외경 

부분의 모서리는 힘 방지를 위하여 모따기가 된 경우를 가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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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Caster Wheel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서로 잡아 당기거나 부착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종류의 힘이 사용될 수 있다. 만유인력(중력), 전기장에 의한 힘, 자력, 분

사 추진력 외에도 힘(Force)를 발생시키는 Mechanism은 실로 다양하다. 

그런데 본 원자로 수중 탐상 시스템

이 만족하여야 할 기능과 제한 조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착력은 자

력과 분사 추진력의 두가지이다. 원

자로 초음파 탐상은 방사선 차폐를 

위하여 원자로에 물을 채운 상태에

서 수행하므로 프로펠러를 이용한 

물의 분사 추진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의 내부 표면은 비자성

체인 오스테나이트계 스텐레스스틸

로 얇게(4~6mm) Cladding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재질은 자석

에 붙는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으

므로, 자석을 이용하여 부착력을 발

생시킬 수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을 가

지고 있다. 분사 추진력을 사용할 경

우 프로펠러와 구동 모터가 부피와 

무게를 늘리고 전원이 추가로 공급

되어야 한다. 또 로보트가 정지시에는 이론적으로 분사 추진력이 일정하지

만 로보트가 이동할 때는 유체역학적으로 추진력이 변화할 수 있고 흡입

되는 유체 유동에 의한 drag force가 로보트의 주행에 어떤 악 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든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자석을 이용할 경우 최근에 개발된 초전도체를 사용하더라도 부착

력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 부착력 한도내에서 로보트가 임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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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PSD 장치 설계도

수 있도록 제반 Component가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장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주변 부품에 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주변 서보모터 

내의 아마추어 코일이나 자석에 향을 줄수 있고, 전자 회로 기판의 어떤 

소자나 도선에 향을 줄 수도 있다. 초음파 탐촉자 내의 진동 소자나 회

전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에도 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원자로의 탄소강 재

질에 자화 향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주행중에 원자로내의 철제 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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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나 수중의 철성분의 부스러기가 바퀴에 달라 붙는 경우도 가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바퀴를 제작함에 있어 자석을 재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추가의 부

품이 부착되지 않아 설계 중점 사항인 소형 경량화를 이룰 수 있고, 위에

서 언급한 각종 염려스러운 점은 관련 부품들은 자석바퀴와 어느정도이상 

거리를 두어 향을 극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자력차폐를 위한 별도

의 장치를 고안할 수도 있으나 장치가 커지고 자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

례하므로 자기장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바퀴가 벽면을 굴러갈 때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석 외경부 

밖에 마찰력이 큰 고무(우레탄)를 입히고, 자석 내경부에는 비자성체인 듀

랄루민이나 황동으로 모터의 축과 연결하는 지그를 삽입하 다. 모터의 축

과 지그는 핀으로 고정된다.

그림 3.2.9는 그 위에 봉 설치된 PSD의 조립도를 보여주고 있다.

2. 수중탐상기의 고속 매니퓨레이터

가. 매니퓨레이터 설계 요건

원자로의 특정한 용접부를 초음파 탐촉자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수중 탐상 

로보트가 검사할 용접 부위로 이동한 후 초음파 탐촉자를 용접부에 정확

히 착하여 주사시키면서 운동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탐상 로보트

가 초음파 탐촉자를 용접부에 위치 시킬 수 있는 로보트 팔 (매니퓨레이

터)을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니퓨레이터 설

계의 핵심적인 요건은 

첫째, 탐촉자의 이송 속도가 규정에서 초당 6인치 (152 cm/sec) 까지 속도

를 내도 되므로 매니퓨레이터의 이송 속도 능력을 이 조건에 맞춘다. 

둘째, 본 매니퓨레이터는 5축으로 설계한다. 탐상로보트 몸체는 두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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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탐상 매니퓨레이터 외관

동 바퀴를 가지고 있으므로 2축의 자유도를 가지므로 모두 합하여 7축으

로 설계되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상에서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축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원자로 

노즐 접합부를 검사함에 있어 로봇의 자세 변화가 빈번히 필요하게 되어 

총괄적인 검사 속도 향상을 위하여는 1축을 추가로 설계한다. 

셋째, 기존의 매니퓨레이터의 감속기 구조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백래쉬 (Backlash)가 수중 탐상기 전체에 미치는 향이 지대하여 원하는 

정 도를 낼 수 없으므로 본 매니퓨레이터 설계에서는 백래쉬를 최소화할 

수 이쓴 기어 구조를 고안한다.  

넷째, 탐상 로보트 전체의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매니퓨레이터 또

한 중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링크의 강도를 정 하게 계

산하여 팔 부분 부분에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 설계한다.      

상기와 같은 설계 요건을 반 하여 매니퓨레이터를 설계하여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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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니퓨레이터 최적 설계

설계 제작된 매니퓨레이터는 모두 다섯 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관절은 Slide Motion을 하고 제 2관절은 Tilt Motion을 하며 제 3관절은 

Rotate Motion을 하며, 제 4관절은 Stretch Motion을 하며, 제 5관절은 

Panning Motion을 한다. 본 설계에서는 매니퓨레이터의 출력을 증가시켜 

링크의 운동 속도를 검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서, 본 시스템의 장점이면서 최대의 구속 요건인 소형화의 취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3.2.1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부여된 매

니퓨레이터의 역할을 수행 가능하도록 상용의 서보 모터를 선정하고, 감속

기를 고안하여 최적 설계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제1관절(Slide): 그림 3.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관절은 제2, 3, 4, 5 

링크를 평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용도이다. 탐상 로보트 몸체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서 좌우로 이송될 수 있는 구조로서  구동 모터의 출력축에 

스크루우를 연결하여 스크루우의 회전에 따라 볼 너트가 장착된 제1링크

가 직선 운동하도록 되어 있다. 

제2관절(Twist): 그림 3.2.12의 상단에서 보면 매니퓨레이터 뭉치가 좌우

로 기울어져 있다. 제2관절은 우측 중하단에 모터와 스크루우를 사용하여 

중상부의 링크들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으며, 이 

관절은 좌우 15도 범위에서 회전하도록 제작되었다.  

제3관절(Rotate): 제 3관절은 매니퓨레이터의 최선단이 원하는 용접 검사 

부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잔여 링크들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 모터의 회전각이 약간의 편차가 있어도 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오차는 감속기어의 백래쉬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

로서 이것을 제거하려면 상당한 부피와 무게를 지닌 장치를 새로이 개발

하여야 한다.  소형화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는 본 시스템의 제한 요건으

로 인하여 이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본 매니퓨레이터에서는 그림 

3.2.11의 우측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형이면서 백래쉬를 극소화하기 위

한 운동 전달 기구를 고안하여 정  가공에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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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매니퓨레이터 관절별 모터 및 감속기 선정

관절명

선정모터

감속기 Train

감속비 출력 

토오

크모터명

정격회전수 

정격토오크 

정격  출력

정격속

도

제1관절

(Slide)
MAXON
RE ψ25

7000 rpm

(117 rps)

28 Nmm
20 Watt

Spur Gear : 1/14

Screw : 6 mm/rev

1/14

50 

mm/sec

0.39  

 Nm

제2관절

(Twist)
RH
5A5502

4400 rpm

(73 rps)

3.625 Nmm
1.7 Watt

HarmonicGear: 1/80
Screw : 1.25 mm/rev

Rolling Link : arctan(x/13) rad

환산 : 360/2πdeg/rad

1/5256

5 

deg/sec

19.1

Nm

제3관절

(Rotat

e)

MAXON
REψ25

7000 rpm

(117 rps)

28 Nmm
20 Watt

SpurGear : 1/14
Screw : 3 mm/rev

Rolling Link : arctan(x/30) rad

환산 : 360/2πdeg/rad

1/1056

39.9 

deg/sec

29.6

Nm

제4관절

(Stretc

h)

MAXON
REψ25

7000 rpm

(117 rps)

28 Nmm
20 Watt

Spur Gear : 1/28

Bevel Gear : 1/3

WireDrum : 40π mm/rev

1/84

175 

mm/sec

9.83

Nm

제5관절

(Pannin

g

RH
5A5502

4400 rpm

(73 rps)

3.625 Nmm
1.7 Watt

HarmonicGear: 1/80

환산 : 360/2πdeg/rad

1/80

52 

deg/sec

0.29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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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5축 수중 탐상 매니퓨레이터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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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매니퓨레이터 제1축(Slide)과 제2축(T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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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제3축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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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제4축     

      Stretch 전개도

제4관절(Stretch): 제4관절은 매니퓨레이터 

최선단에 달려 있는 초음파 탐촉자 뭉치를 

120 cm까지 뻗을 수 있도록 3단 연속 이송 

구조로 되어 있다. Wire Train 방식의 이 

텔레스코픽 매니퓨레이터는 구동 모터 출력

축에 베벨기어를 통하여 Wire Drum을 회전

시킨다. 이 Wire Drum에 감겨 있는 Wire에 

의해 매니퓨레이터 링크들이 전진 혹은 후

진한다. 그림 3.2.14는 매니퓨레이터 링크들

이 뻗어서 전개된 모습을 보여준다.  

제5관절(Probe Rotate): 제5관절은 초음파 

탐촉자 어셈블리의 자세를 회전시켜 초음파 

탐촉자의 주사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

할을 한다.  회전 토오크가 별로 크지 않아

도 되므로 초소형 서보 모터로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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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매니퓨레이터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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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자로 탐상 시스템 기하학적 해석

본 원자로 자동 탐상 시스템은 디지털 컴퓨터를 활용하여 모든 검사가 전

자동화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제3장 1절에서 설명한 국내외 가압경수로

의 원자로 사양과 용접부 위치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실제로 수중 

탐상로보트가 움직이는 경로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레이저 위치지시기의 

동작 명령, 그리고 탐상기에 부착되어 있는 매니퓨레이터의 각각의 관절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컴퓨터가 자동 계산하는 전산 코드

를 엔진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원자로 검사에 관련된 원자로의 복잡한 기하학적 데이터와 

탐상로보트에 관한 역기구학 등 일련의 기하학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해석을 통하여 정리된 시스템 해석 결과를 기반으

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C 언어로 작성된 이 전산코드는 수학 

계산식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약 2000 Line 정도로 개발되었다.  실험

과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결국 

이 전산코드에 프로그램으로 반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석 내용 중 일

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3.2.37 노즐 검사 궤적

R X

Y

Z

O

Z0 X0

k

Y

Z

α
β

θ

A(θ)
β

O Drθ

(a) (b)

α



- 82 -

가. 노즐 검사 궤적 유도

압력용기 구조물 중에서 노즐 부위는 이동로보트를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

함에 있어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음파 탐상시 탐상로보트는 

이 노즐 부위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노즐 부위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1) 원자로 쉘과 노즐 경계선 산출

우선 원자로 Shell 과 노즐이 만나는 경계선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곡선

의 형태는 3차원 공간상에서 원형 실린더와 원뿔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이를 수식으로 정형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222 RYX =+                              (3-2-6)

      
2

0
22

0
2 )()( XXkZZY −−=−+                      (3-2-7)

여기서 R은 원형 실린더인 압력 용기의 반지름이고 k는 원뿔 경사면의 

기울기이다. 여기서 0Z 를 0 이라고 가정해도 상관이 없으므로 원형 실린

더와 원뿔이 만나서 이루는 교점의 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03
222

2
2

1 =++−+ cZYRcYc                  (3-2-8)

단, )(3,2,1 22
0

2
0

2
2

2
1 RXkcXkckc +−==+= 이다. 여기서 이 곡선을 

Y-Z 평면에 투 시켜 놓고 (그림 3.2.27(b)), 투 된 곡선 위의 점과 원점

이 이루는 선분이 Y축과 이루는 각이 θr 일 때 곡선상 점의 원점으로 부
터의 거리를  θ라 하면 곡선 위의 점의 3차원 상의 좌표는 를 새로운 매

개 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cos,cos( 222 θθθ θθθ rrrR −                   (3-2-9)

(3-2-8), (3-2-9) 로 부터  θr 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면 결국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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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0cos 3
222

2
2

1 =+−+ brRbrb θθθ ,                 (3-2-10)

                    θ22
1 cos1 kb += ,     

                    0
2

2 2 Xkb = ,

                    )( 22
0

2
3 RXkb +−=

위의 식에서 제곱근이 들어있는 항을 우변으로 옮긴 후 양변을 제곱하면 

θr 에 대한 4차식이 구해진다. 여기서 수치해법 (Newton - Raphson 
Algorithm 등) 을 사용하면 근을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개변수 θ에 의

해 노즐 부위의 곡선 좌표가 구해지게 된다.  

2) 로보트 주행경로 산출

θ  = θo 위에서 우리는 원자로 압력 용기의 노즐 근처에 대한 3차원상에

서의 곡선 방정식과 곡선의 실제 좌표를 구했다. 실제로 탐상 로보트의 위

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즐의 곡선이 아니라 로보트의 좌우 바퀴와 중

심부가 그리는 곡선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곡선은 모두 곡면의 형태와 

좌우 바퀴의 간격에 따라 다르게 되므로, 결국 주어진 노즐을 중심으로 바

깥 쪽의 3개의 곡선을 구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는 곧 주어진 곡면 위의 

곡선을 중심으로  θ를 매개변수로 하여 일정한 거리의 곡선을 구하는 문

제와 동치가 되며 이를 원자로 압력용기의 노즐에 한정시켜 풀면 다음과 

같다. 노즐의 곡선을  라 두고 이 곡선과의 거리가 D가 되는 원형실린더 

β상의 곡선을 , β의 Y-Z 공간상에 투 된 곡선이 매개변수 θ  = θ0 일 

때 원점과의 거리를 )(θA 라 정의하면 (3-2-9)로 부터

        )sin,cos,cos()( 222 θθθθα θθθ rr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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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os)(,cos)(()( 222 θθθθθθθβ AAAR −=                  

의 관계가 성립한다.  D=− )()( θβθα 로 부터

        
2222222 cos)(cos2))(( DArRAr −−−+− θθθθ θθ                

          )cos)()(cos(2 222222 θθθθ ARrR −−=

의 관계가 얻어진다. 여기서 D=− )()( θβθα  양변을 제곱한 후 )(θA 의 다항

식 형태로 재배열하면 )(θA 에 대한 4차 다항식이 얻어진다. )(θA 는 앞에

서 언급된대로 Newton - Raphson Algorithm을 사용하면 구할 수 있으므

로 여기서는 간략히 관계식만 언급하기로 한다. 

 
∑
=

=
4

0
)(),,,(

n

n
n ADRraP θθ θ                                        

단

222222244
0 44sin2sin),,,( RrRDrDDDRra θθθ θθθ +−−+=

)sin24cos2(2),,,( 232222
1 θθθ θθθθ rRrDDrDRra −−+=

)2)cos3(sin(2),,,( 22222
2 RDrDRra +−+= θθθ θθ .

θθ θθ
2

3 sin4),,,( rDRra −=  

θθ θ
4

4 sin),,,( =DRra

결국 원하는 곡선의 좌표는 P 다항식에서 D의 값을 변경시켜 구하게 된

다.

나. 탐상시스템 기구학:  탐상로보트의 위치( RROB,ΘROB,ΦROB  ) 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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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에서 도출한 탐상 로보트의 이동경로를 따라 탐상 로봇이 레이저 위

치 지시기의 레이저 빔을 따라 주행하려면 탐상 시스템의 기구학과 역기

구학을 구하여야 한다. 그림 3.2.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이저위치지시기

의 팬각과 틸트각을 움직여 탐상로보트에 장착된 레이저 수광부(PSD)에 

레이저를 발사하면 이 레이점 빔은 PSD 표면상에 맺히게 된다. 이 레이

저 빔 포인트의 위치를 Po라고 하자.  이때 레이저위치지시기 좌표계

(LAS), 탐상로보트 좌표계(ROB), PSD 좌표계 (PSD)간의 좌표변환식을 

활용하면  수중탐상시스템의 기구학을 얻을 수 있다.  

즉 레이저 위치 지시기의 Pan 과 Tilt의 각도 φLAS-Z,φLAS-Y  과 레이

저빔포인트의 위치 PSDPo가 주어지면, 현재 탐상 로보트의 위치 

( RROB,ΘROB,ΦROB)를 구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로봇의 방향각과 레

이저 포인터의 팬각과 틸트각 ( e x,ey,φ PSDX,φ PSDY  )으로 부터 탐상로보

트의 위치를 계산해 내는 것이다. 즉

     ▶ 측정 변수 : ΦROB, ex, ey, φ PSDX, φPSDY

     ▶ 주어진 상수 : HROB, HPSD, HLAS, DPSD, WROB, RRX, R ROBφ
 

     ▶ 구하려는 변수: 탐상로보트의 위치( RROB,ΘROB,ΦROB  )

레이저 위치지시기 좌표계(LAS)를 기준으로 본 레이저빔 포인트의 위치 

LASPo 는 PSD 좌표계를 기준으로 본 PSDPo와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지게 된다. 

                      o
PSDROB

PSD
LAS
ROBo

LAS PTTP =                (3-2-11)

이 좌표변환식(Coordinate Transformation) 을 전개하여 이 식 내에 포함

된 RROB,ΘROB,ΦROB  를 구해 낼 수 있다.   우변의 첫 번째 변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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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탐상 로보트 위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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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표기 될 수 있다. 여기서 RPSDΦ는 그림 3.2.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중심선으로부터 PSD 표면 상에 위치한 레이저 빔 포인트 P

까지의 거리(반경) 이며 로봇의 자세 ΦROB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함수이

다.  그밖에 변수들도 그림을 참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우변의 세항을 연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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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며 이것을 탐상로봇의 위치 ΘROB 과 ZROB 항으로 다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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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여태까지 계산한 우변과 좌변을 약호를 사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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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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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상기 식 (3-2-12)과 (3-2-13)을 (3-2-1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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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므로 이로부터 탐상로보트의 위치 ΘROB을 일차적으로 구할 수 있

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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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 ZROB 또한 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해를 다시 써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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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4)

이 된다. 여태까지 레이저위치지시기의 Pan 과 Tilt의 각도 

φLAS-Z,φLAS-Y  과 레이저빔포인트의 위치 PSDPo 가 주어졌을 때, 현

재 탐상로보트의 위치 ( RROB,ΘROB,ΦROB)를 구해내는 과정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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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탐상시스템 역기구학: ( RROB,ΘROB,ΦROB  => φLAS-Z,φLAS-Y)

한편 나항에서 도출한 탐상시스템 기구학의 역으로, 탐상로보트를 어떤 정

해진 위치 및 자세 ( RROB,ΘROB,ΦROB)로 유도시키려면, 레이저 위치 지

시기의 Pan 과 Tilt의 각도 ( φLAS-Z,φLAS-Y) 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도 좌표 변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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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단 여기서 PSDPo는 레이저 빔포인트가 

PSD 표면상에서 PSD 좌표계의 원점에 위치하는 경우 (ex=0, ey=0)가 되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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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쓸 수 있다. (3-2-15)의 우변은 전항의 식을 참조하여 간단히 쓸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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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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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쓸 수 있다. 좌변과 우변을 같다고 두고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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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역기구학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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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라. 탐상로보트 매니퓨레이터 기구학

로봇에 장착된 매니퓨레이터의 기구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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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obot 좌표계에서 PSD 좌표계로의 변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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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탐상로보트 기구학 역기구학 매니퓨레이터 기구학을 활용하

여 원자로 상의 임의의 위치 Q(XQ,YQ,ZQ)에 탐상로보트의 매니퓨레이

터 End Effector (탐촉자)를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

행하면 될 것이다.  

•먼저 로봇의 trajectory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로봇 trajectory를 주행하기 위한 레이저 위치 지시기의 

trajectory를 구한다.

•레이저 유도를 사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한 후 로봇의 orientation을 정정

한다.

•이로 인하여 PSD에서 발생된 오차와 레이저 위치지시기의 값을 이용하

여 현재 로봇의 실제 위치를 계산한다. 

•매니퓨레이터의 inverse kinematics로부터 매니퓨레이터를 제어한다. 

노즐 벽면상의 위치 Q 의 계산: 만일 로봇 매니퓨레이터의 End Effector

를 노즐상의 임의의 위치에 위치시켜야 할 경우에는 좌표 변환에 의한 계

산을 한번 거친 후 수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노즐상의 임의의 위치 Q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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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Reactor 상의 좌표계 {RX}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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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노즐 부 좌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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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니퓨레이터 역기구학 (Graphical Solution)

이제까지 노즐 검사를 위해 탐상 로보트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수식을 유

도하 다.  그런데 검사는 탐상 로보트의 매니퓨레이터 손 끝에 달린 초음

파 탐촉자를 정해진 용접부에 위치시킴으로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즉 매니퓨레이터의 역기구학 (Inverse Kinematics)을 풀어야 한다.  역기

구학을 푸는 방법은 행열식을 푸는 방법과 도형을 이용한 방법 (Graphical 

Analysis)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도형을 이용한 방법

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는 시각적으로 이해가 쉬운 장점도 있다.

그림 3.2.40은 노즐 용접부 검사를 위하여 탐상로보트가 매니퓨레이터를 

뻗어 탐촉자로 노즐 내면에 위치시키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로봇 관절의 변위를 구해내야 한다.  즉 제1관절 (Slide)의 

이송 변위를 lm1, 제2관절 (Rotate)의 회전 변위를 θm2, 제3관절(Stretch) 

의 변위를 lm3라고 할 때, 일단 θm2를 먼저 설정한다.  아래 그림에서 

Hm1과 Dm1은 탐상로보트 원점에서 제2관절 회전축까지의 높이와 변위이

고, Dm3는 매니퓨레이터 3번 링크가 초기상태로 있을 때 탐촉자 어셈블

리의 중심이 제2관절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이다.  Hm3는 탐촉자의 중심

이 제3번 링크의 원점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의 높이이며, Hprobe는 탐촉

자의 높이이다.  Doffset은 탐상로보트의 좌측 바퀴가 노즐과 원자로 원통 

쉘이 교차하는 선으로 부터의 거리이며, Wrobwheel은 탐상로보트의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간의 거리이다. 

노즐 입구의 경사각을 β라 할 때  그림 3.2.40은 쉽게 각각의 변위를 구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는 원통형 곡면이므로 

이처럼 단순하게 변위가 구해지지 않는다. 즉 보다 일반적인 해는 그림 

3.2.41를 통하여 구하여진다. 그림의 기하학적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관절 (Rotate)의 회전 변위를 θm2 

는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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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ΦΘ= robm2 --/2 βπθ

 

그림 3.2.40 노즐 검사용 매니퓨레이터 역기구학 (원자로 수직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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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노즐 검사용 매니퓨레이터 역기구학 (원자로 수평 단면도)

Nozzle 1

Nozzle 2

Ri

Yreactor

Zreactor

Xrob

Θrob?

θm2

|Θrob|
β

θm2 = (π/2-β) -|Θrob|

Xreactor

Hm3+Hprobe

Doffset

Hm1

HrobΦ

Hrobnozbd

Zrob

lmoffset



- 101 -

그 다음으로 lm1을 구하기 위해 그림 3.2.41로 부터 두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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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정식으로부터 lm1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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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식에서 변수 Hrobnozbd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이 변수를 

구하기 위해 참고 그림 3.2.42를 관찰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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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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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Hrobnozbd를 구하기 위한 참고도 (원자로 수직 단면도)

Nozzle 1

Nozzle 2

{R}

Yreactor

Zreactor

Xrob

Θrob?

θm2 = (π/2-β) -|Θrob|

Xreactor

Hm3+Hprobe

Hrob

Hrobnozbd

RrobΦ

Θnozbd

?

(Θrob-Θnozbd)

P(xbd,ybd)

Rrx

마지막으로  그림 3.2.43를 참조하여 제3번 링크의 변위 lm3 를 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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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lm3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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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여기까지 구한 식을 그림 3.2.40의 수직단면도에서 보면 검증해 볼 수 있

다.  즉 이 상태에서 탐상로보트의 방위각은 Φrob = 0 이므로 이 값을 

대입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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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쓸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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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lm3 를 구하기 위한 참고도 (원자로 수직 단면도) 

Nozzle 1

Nozzle 2

Nozzle 3

Ri

Yreactor

Zreactor

Xrob

Θrob?

θm2

|Θrob|
β

θm2 = (π/2-β) -|Θrob|

Xreactor

Hm3+Hprobe

Doffset

Hm1

Hrobnozbd

Zrob
Dprobet

바. 레이저 가림 방지 및 회피 알고리즘

수중 탐상 로봇이 원자로 용기 내벽을 주행하다 보면 자신의 팔을 들어 

검사 작업을 수행 할 때 수중 탐상 로보트의 경로를 유도하는 레이저 빔

이 자신의 팔에 맞아 원하는 주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는 본 탐상 시스템에서는 매우 심각한 경우로서 사전의 계산에 의해

서 팔 변위를 계산하여야 한다.  물론 탐상로보트의 현위치,  자세, 매니퓨

레이터 각 관절의 회전각, 레이저 위치지시기의 빔 발사각 등 의 모든 변



- 105 -

수가 관련된다.  

그림 3.2.44에서 레이저 빔이 탐상로보트에 부착된 레이저수광 센서와 이

루는 직선과 매니퓨레이터 제3링크의 중심선이 서로 만나지 말아야 하고 

링크의 두께로 인한 일정 범위의 곳에서는 레이저와 충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석하여 전산코드에 반 하고 실험에 활용하고 있다.

.       

그림 3.2.44 레이저 가림 방지 알고리즘

Hlas φlas-z

Xreactor

Laser

Zreactor

Yreactor

φlas-y

B(xb, yb, zb)

C(xc, yc, zc)
A(xa, ya, za)

 P

 Q
t

s

D(xd, yd, z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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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탐상 로봇 제어기 개발 및 제어

1. 제어기 하드웨어

가. RIROB-CONTROLLER(I)

(1) 제어기 하드웨어 구성

본 RIROB에 사용된 제어기는 일부 PSD 관련 회로를 제외하고 모두 자체 

개발된 것이다.  제어기가 하는 일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주제어 컴퓨터와 통신

- 2개의 바퀴 모터와 6개의 매니퓰레이터 모터의 제어

- 레이저 추종제어 및 초음파 프로브의 착 압력제어

- RIROB 자체의 자세 및 내부 습도의 감지 및  보고

- SODAS에 대한 초음파 펄스의 동기신호 제공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 요건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하 다.

(가) 주 CPU :

             16 bit이상

             직렬 통신

             타이머 내장

             보조 디지털 입출력 기능

(나) 보조 CPU :

             센서 신호 처리용 DSP

             32bit floating point

             8bit 혹은 직렬 인터페이스로 booting 가능

(다) Memory :

             주 CPU용 128 KB

             보조 CPU용 128 KB

             주/보조 CPU의 공유 16 KB

(라) Sensor 및 입력장치: 

            레이저 위치 감지용 PSD 센서 1

            자세 감지용 경사 센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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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대응 길이 감지용 LVDT 1

            수압 감지 센서 1

            습도 감지용 센서 1

            매니퓰레이터 home 위치 감지 센서 6

(마) Motor 제어:

            DC servo motor 제어

            Incremental 형의 광학식 shaft encoder 

            정격 3A이상의 H-bridge 사용

            32bit 이상의 위치 표현

            특정 위치 및 특이 상황에서 인터럽트 가능

             

본 제어기는 CPU, A/D 변환기 및 통신기능을 포함하는 주제어 보드와 

모터 제어를 담당하는 모터 제어용 보드 및 전원 공급용 보드와 PSD 신

호 처리용 보드 등 총 4종의 PCB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1에 본 

제어기의 전체 구성을 보 다.

80C196KC-20 Dual Port RAM TMS320C32

A/D 
Converter
8channel

MM

Motor 1~7

R
S
-
4
2
2

주제어 컴퓨터 

Motor driver

Laser 4
Depth 1
Incline 2
Force 1

Humidity 
Sensor

A/D ch 0

그림 3.3.1 RIROB 제어 보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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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기 부분별 상세 개발 내용

(가) Main CPU 부분

주제어용 CPU는 80C196KC - 20Mhz를 사용하 다. 이 CPU는 

accumulator가 없으며 그 대신 레지스터 파일과 이들에 대하여 직접 

연산을 할 수 있는 RALU(Register/Arithmetic Logic Unit)를 가지

고 있어서 소수의 특정 변수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빠른 연산 및 

변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내장된 I/O가 SFR(Special Function 

Register)을 통하여 일반적인 변수처럼 직접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

에 I/O 처리에 있어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다.

PROGRAM RAM
4300H-FFFFh

STACK
4100H-42FFH

DUAL PORT RAM
4000H-40FFH

BLANK
3020H-3FFFH

MOTOR
3000H-301FH

ROM
2000H-2FFFH

PIC
1000H-1007H

REGISTER RAM
0000H-01FFH

     

그림 3.3.2 RIROB 제어기의 메모리 맵(80C196)

RIROB에 사용된 제어기의 메모리 맵을 그림 3.3.2에 보 다. 이들 어드레

스의 디코딩은 입수 가능한 최소형 PLD(Programmable Logic Device)인 

두 개의 GAL16V8로 이루어져서 VHDL 소스 코드의 변경만으로 전체 메

모리 맵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 3.3.3에서 입출력 신호들을 대략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BHE : Bus High Enable. 16 bit bus를 억세스 할 때에 d8 ~ d15에 연결

된 데이터 버스에서 입출력 할 경우에 활성화된다. (logic 0 상태로 된다). 

워드 단위의 입출력 시는 항상 활성화되고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 시는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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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번지의 데이터를 입출력 할 때만 활성화된다. 

WR :  Write. CPU가 메모리나 I/O에 데이터를 쓸 때에 활성화된다.

RD :  Read. CPU가 메모리나 I/O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활성화된다.

A0 ~ A3, A13 ~ A15 : 어드레스 선택 신호.

ROM : Rom 번지에 해당되는 어드레스와 read 동작에서 활성화되는 출

력 신호이다.

BOOTW : 80C196에서 TMS320C32 DSP를 초기에 booting 시킬 때 바이

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활성화되는 출력 신호이다. 

RAM : Ram 번지에 해당되는 어드레스의 출력시 활성화되는 신호이다.

DPE : Dual Port Memory Enable. 80C196에서 DSP와 공유하는 메모리

를 억세스 할 때 활성화된다.

UBE :  Upper Byte Enable. 공유 메모리 중 상위 바이트(홀수 어드레스)

를 억세스 할 때에 활성화된다.

LBE :  Lower Byte Enable. 공유 메모리 중 하위 바이트(짝수 어드레스)

를 억세스 할 때에 활성화된다. 

SEM : 공유 메모리 중 semaphore 역을 억세스 할 때에 활성화된다.

PIC : 82C59 호환의 인터럽트 제어기를 억세스 할 때에 활성화된다.

MOTOR :  모터 제어기를 억세스 할 때에 활성화된다.

DIR :  현재의 CPU 동작이 입력인지 출력인지 결정하여 버스 드라이버의 

방향을 결정한다. 

INTA :  80X86 계열의 microprocessor와 사용하도록 개발된 82C59에서는  

인터럽트를 CPU가 알아차린 신호로서 인터럽트 acknowledge 신호가 입

력되기를 요구하고 이 신호가 입력되면 이 후에 오는 인터럽트를 다시 수

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신호가 80C196에는 없기 때문에 특정 메모리 

위치를 할당하여 이 번지를 억세스 할 때에 이 신호가 활성화 되도록 하

다.

BUSW : 현재 CPU가 억세스 하려는 위치의 외부 장치가 8bit 장치인지 

16bit 장치인지 CPU에 알려주는 신호이다.  현재 rirob에서는 dual port 

memory를 제외한 모든 장치는 8bit의 버스 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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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E
WR
RD
A0
A1
A2
A3
A13
A14
A15

A13

A1

A14

A3

A0

A15

A2

RD
WR
BHE

ROM
BOOTW
RAM
DPE
UBE
LBE
SEM
PIC

MOTOR
DIR
INTA
BUSW
SPARE

80C196의
 어어어어 어

제어제제

RIROB ,메메메
   메모 제어모 어

IO 장장장
U?

16V8

I0
1

I12

I23

I34

I45

I56

I67

I78

I89

I9
11

F0
12

F1 13

F2 14

F3 15

F4 16

F5 17

F6 18

F7 19

U?

16V8

I01

I12

I23

I34

I45

I56

I67

I7
8

I8
9

I911

F0 12

F1 13

F2 14

F3 15

F4 16

F5 17

F6 18

F7
19

그림 3.3.3 RIROB 어드레스 디코더 회로

본 CPU 보드에서 80C196을 초기화하고 주변 장치와의 적절한 인터페이

스를 하기 위하여 특정 어드레스들에는 특정 데이터가 항상 기록되어 있

어야 하며 이들은 ROM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정 어드레스로는 

CCB(chip configuration byte)와 리셋 스타트 위치 및 각종 인터럽트들의 

실행 어드레스가 있다.  RIROB 제어기의 전원인가 시 CPU는 통상적인 

리셋 절차와 함께 최초의 메모리에 대한 읽기 동작으로 2018h 번지에 있

는 CCB의 내용을 CCR(chip configuration register)로 가지고 온다. 이 

CCR에서는 외부 버스의 폭, 쓰기 동작을 위한 스트로브의 발생 방법, 어

드레스 유효 신호의 발생 및 웨이트 상태의 수 등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3.3.4에 CCR의 형식을 나타내었다. 

그림 3.3.4 Chip Configuration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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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LOC0과 LOC1은 내부 프로그램 메모리를 제어하는 것으로 현재 

RIORB에서는 내부 메모리가 없으므로 모두 1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IRC0

과 IRC1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즉, 주변 장치나 메모리의 속도가 느린 경

우 이 어드레스를 CPU가 억세스 하고자 할 때 속도가 느린 장치는 CPU

에 입력되는 READY 신호를 0 상태로 하게된다. 이 신호에 응답하여 

CPU는 한 사이클을 기다리게 되고 다시 메모리나 주변 장치가 준비되었

는가를 READY 신호를 통하여 확인하고 다시 0 상태이면 계속해서 연장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변 장치나 메모리는 자신의 동작이 불가능한 대

기 시간 동안만 READY 신호를 CPU에 주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주변 장치나 메모리는 자신이 선택된 후 내부 데이터를 출력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별도의 READY 신호와 같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별도의 카운터를 부착하여 일정 시간이 지

난 후 READY 신호를 1 상태로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카운터와 같은 

불필요한 로직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80C196에서는 IRC0과 IRC1을 제어

하여 최대 웨이트 수를 제어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정해진 최대 웨이트 수

가 지나면 CPU는 READY 신호를 무시하고 다음 버스 사이클로 진행하

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READY 신호는 웨이트가 필요한 어드레스가 

선택될 때 같이 ‘0’으로 만들어 주면 별도의 외부 카운터 없이 필요한 웨

이트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CPU에 연결된 2가지 이상의 

웨이트 상태가 필요한 장치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

하다. 

IRC1과 IRC0의 bit에 따른 동작은 다음과 같다.

00: 1 wait 

01: 2 wait 

10: 3 wait 

11: READY pin controlled

이중 ‘11’인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READY 신호의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3 웨이트 이상의 시간동안 대기하도록 하거나 2가지 이상의 웨

이트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본 RIROB 제어기에서는 모션 제어기 IC가 

어드레스 디코딩 과정을 포함하여 1 wait가 필요하므로 ‘00’을 IRC bi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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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하 으며 나머지는 모두 0 웨이트가 가능한 장치이므로 MOTOR 신

호를 CPU의 READY 입력 핀에 직접 접속하 다.         

ALE bit는 어드레스 유효 어드레스 신호가 발생되는 방법을 결정한다. 

‘1’인 경우 표준적인 버스와 쓰기 스트로브 모드로 사용하며 본 제어기에

서도 사용한 모드이다. 

WR bit는 16 bit 쓰기 스트로브 모드을 선택하는 bit 본 제어기에서는 ‘1’

을 설정하여 그림 3.3.5와 같은 표준 모드로 동작하도록 하 다. 이 설정이 

잘못되면 16bit 폭의 메모리에 바이트 단위의 쓰기를 수행하면 상 하위 바

이트가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3.3.5 표준보드의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BWO bit는 8bit 버스 폭인지 가변 버스 폭인지 결정하는 bit이다. 외부 

메모리나 장치들이 모두 8bit 데이터 폭을 가지면 ‘0’으로 설정하여 

BUSWIDTH 입력 핀의 신호를 무시하여도 되며 ‘1’로 설정하면 

BUSWIDTH 입력 핀의 상태에 따라 8bit/16bit 버스 폭을 결정한다. 

본 제어기에서는 DSP와의 공유 메모리가 16bit이므로 ‘1’로 설정하고 공유 

메모리가 선택 될 때 BUSWIDTH 입력이 ‘1’이 되도록 하 다. 일부의 

CPU에서는 CCB를 읽어올 때 16bit 의 외부 메모리에서 읽어 올 경우 버

스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CCB 다음의 어드레스인 2019H의 내용을 

20H로 설정할 것을 intel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또한 BUSWIDTH 신호를 외부에서 동적으로 변화 시켜서 8bit/16bit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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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경우 이 신호의 셋업 시간과 홀드 시간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CPU

가 필요한 어드레스를 내 보낸 후 정해진 시간 이내에 BUSWIDTH 신호

를 안정화 시켜야하는지 규정하는 셋업 시간(TAVGV)과 CPU의 CLKOUT 

신호가 ‘0’ 상태로 간 후 최소 얼마 이상 동안 BUSWIDTH를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홀드 시간(TCLGX)이 있다. 

PD bit는 전력 절약 모드를 사용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bit이다. 본 제

어기에서는 ‘0’을 설정하여 전력 절약모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절약 모드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이 bit를 ‘1’로 설정하고 IPDLD #2 명령어를 실행하

면 전력 절약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일단 CPU가 외부 메모리의 구성에 적합한 CCB를 성공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2080H 어드레스로 분기하여 명령어를 실행하게 된다. 이 후의 과정

에 대하여서는 소프트웨어 설명에서 계속 하 으며 여기서는 하드웨어 인

터럽트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제어기에 사용된 80C196KC에서는 원래의 80C196 시리즈와 인터럽트

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즉 2가지의 인터럽트 서비스 선택이 가능한 것이

다. 내장된 인터럽트 제어기에 의한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이외에 마이

크로 코드화된 하드웨어에 의한 인터럽트 수행 기능 (PTS: Peripheral 

Transaction Server)이 있다. 본 제어기에서는 직렬 통신을 위하여 PTS 

인터럽트를 사용하 다. PTS 인터럽트가 좋은 점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

틴의 작성이 필요 없으며  스택의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외에 일

반 인터럽트에 비하여 응답 시간이 빠르다는 점  등이 있다.

PTS 인터럽트도 정해진 PTS 동작이 완료되면 일반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수신 byte 수를 정해준 직렬 수신 PTS가 완료되면 직렬 

수신의 일반 인터럽트가 발생된다. 

또한 본 제어기에서는 TASK 간의 정확한 전환을 위하여 내장된 

HSO(High Speed Out) 출력을 NMI(non-maskable interrupt) 입력에 걸어

주어 일정 간격마다 NMI 가 걸리도록 하 다. PTS, NMI 등의 인터럽트 

이외에 일반적인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하여 초음파 탐촉자의 스캐닝 시 

초음파 탐상 장비와의 초음파 펄스의 위치 동기를 위한 펄스 발생신호의 

인터럽트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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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터럽트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2000H부터 시작되는 인터럽트 

벡터 위치와 2040H부터 시작되는 PTS 벡터 위치들 중 rirob에서 사용하

는 인터럽트 벡터의 위치를 ROM에 설정하 다. 표 3.3.1에 80C196KC의 

인터럽트 벡터 소스, 위치 및 우선 순위를 나타내었다. ()은 rirob의 설정 

치이다.

표 3.3.1 인터럽트 정보

Number
Interrupt

 Vector
Source(s)

Interrupt

 Vector

Location

PTS Vector 

Location

Prior

-ity

Special
Unimplemented 

Opcode
좌동 2012(FDF0) - -

Special Software Trap Trap 명령 2010(FDE0) - -

INT15 NMI NMI 203E(FDC0) - 15

아래의 마스크 가능 인터럽트들은 PTS의 우선 순위가 무조건 높다.

INT14 HSI FIFO Full 좌동 203C(-) 205C(-) 14

INT13 EXTINT P2.2 203A(FD70) 205A(-) 13

INT12 T2 overflow
T2

overflow
2038(-) 2058(-) 12

INT11 T2 capture T2 capture 2036(-) 2056(-) 11

INT10 HSI FIFO 4
HSI 4

entry
2034(-) 2054(-) 10

INT9 Receive RI Flag 2032(FDA0) 2052(00A0) 9

INT8 Transmit TI Flag 2030(FD80) 2050(00A8) 8

INT7 EXTINT P2.2 / P0.7 200E(-) 204E(-) 7

INT6 Serial Port RI and TI 200C(-) 204C(-) 6

INT5 Software Timer Software 200A(FD50) 204A(-) 5

INT4 HSI.0 pin HSI.0 2008(-) 2048(-) 4

INT3 HSO
HSO.0 ~

 HSO.5
2006(-) 204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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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속)

INT2 HSI available

HSI FIFO 

full/HSI 

Holding 

Reg. loaded

2004(-) 2044(-) 2

INT1 A/D done
A/D

complete
2002(-) 2042(-) 1

INT0 Timer overflow T1 or T2 2000(-) 2040(-) 0

위의 인터럽트들에서 우선 순위의 숫자가 큰 것이 순위가 높고, 모든 주소 

값은 16 진수이며 ()안의 값은 RIROB 제어기 상에 있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주소이다. 예를 들면 TASK 간의 스위칭을 위해 사용하는 NMI 

인터럽트의  벡터 주소는 203EH 이고 203EH 번지의 메모리에는 FDC0H

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RIROB 제어기 상에서 NMI 서비스 루틴의 주

소이다. 즉 TASK 스위칭 루틴의 시작 번지이다. 또 한 대응하는 PTS 인

터럽트가 있는 경우에는 PTS 제어 블록의 위치를 나타내며 이에 해당하

는 일반 인터럽트의 위치는 PTS 제어블록에서 지정하는 동작이 완료되었

을 때 실행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위치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안의 

값은 RIROB 제어기 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값이다. 예를 들어 직렬 입력

의 경우 주제어 컴퓨터로부터  데이터가 전송되면 00A0H 번지의 PTS 인

터럽트 제어 블록에 의해 정해진 바이트만큼 직렬 포트로부터 읽어서 역

시 PTS 인터럽트 제어블록에 의해 정해진 메모리 위치에 데이터를 기록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면 투명하게 이루어져 

내부 레지스터나 스택 등의 변화가 전혀 없이 일어난다.  정해진 수의 바

이트가 모두 수신되면 일반적인 직렬 수신 인터럽트 시와 같은 과정을 통

하여  2032H의 내용을 참조하여 FDA0H 번지로 분기하게 된다. 이 곳에

는 인터럽트 수신에 대한 처리 루틴이 있어서 PTS 제어 블록을 재 설정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블록 단위의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고 인터럽트는 

블록 전송이 끝난 것을 알린다. 

이상의 인터럽트 과정을 순서도 형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3.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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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o Interrupt

Transition 
Detected

Set Pending Bit

NMI Pending?

Mask Bit = 1?

PTS select bit 
= 1?

Global Int. 
Enable = 1?

Global PTS 
Enable = 1?

NMI

Any PTS 
Request

Interrupt
Vector
Table

PTS
 Vector
 Table

Interrupt
Service 
Routine

PTS 
Control
 Block

N

Y

Y

Y

Y

N

N

N

N Y

N

No Interrupt

Highest Priority 
Standard Interrupt

Highest Priority
PTS Interrupt

Y

그림 3.3.6 인터럽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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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PTS 인터럽트의 수행 과정은 그림 3.3.7과 같다.

1 PTS Cycle

Decrement 
PTSCOUNT

PTSCOUNT
 = 0?

Clear
 PTSSEL

 Bit

Set 
PTSSRV

Bit

Generate
End-of-PTS

Interrupt

Return to 
Program

PTS Interrupt

N

Y

 

그림 3.3.7 PTS 인터럽트의 흐름도

이상과 같은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을 다음의 

표 3.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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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인터럽트에 관계된 레지스터 

레지스터 약어 레지스터 이름 설명
INT_MASK

INT_MASK1

Interrupt Mask

 Registers

인터럽트 마스크가 가능한 인터럽

트를 가능 / 불가능하게 함

INT_PEND

INT_PEND1

Interrupt Pending

 Registers

인터럽트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나

타냄

IOC1
I/O Control

Register 1

INT0, IN2 및 INT7의 소스를 선

택하게 함

IOS1
I/O Status

Register 1

어떤 소스가 인터럽트를 발생시켰

는지 나타냄.

PSW Program Status Word

하나의 bit로 전체 마스크 가능한 

인터럽트의 가능/불가능을 제어 

함.  

PTSSEL PTS Select Register

이 15개의 인터럽트 중에서 PTS 

사이클의 인터럽트를 실행할지 일

반 인터럽트를 실행할지 결정 

PTSSRV PTS service Register
PTS 인터럽트의 끝을 알리는 것

으로 하드웨어에 의해 셋팅 됨

아래에 INT_MASK 레지스터의 내용을 보 다. PSW 레지스터의 2번 bit 

가 인터럽트 허용 상태일 때 이 레지스터는 해당 bit가 1인 경우에 인터럽

트를 허용한다. 

그림 3.3.8 INT_MASK 레지스터

아래에 INT_MASK1 레지스터의 내용을 보 다. 인터럽트의 허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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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_MASK 레지스터와 같으며 단지 해당 인터럽트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bit 7번인 NMI는 다른 인터럽트와 달리 허용여부를 제어할 수 

없고 항상 허용 상태이다.

그림 3.3.9 INT_MASK1 레지스터

아래에 IOC1 레지스터의 내용을 보 다. 이중에서 본 RIROB 제어기에서 

사용중인 인터럽트와 관계 있는 bit는 EXTINT_SRC bit이다. 이 bit가 ‘1’

인 경우 PORT0.7로부터 외부 인터럽트를 받으며 ‘0’인 경우 PORT2.2로부

터 외부 인터럽트를 받는다. 본 제어기에서는 ‘0’으로 설정하 다.

그림 3.3.10 IOC1 레지스터

아래에 PTS_SEL 레지스터의 내용을 보 다.  표준 인터럽트 마스크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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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터는 반드시 바이트 단위의 접근만 가능하나 PTS_SEL 레지스터는 

워드 단위로 접근 할 수 있다. 내용은 표준 인터럽트 마스크와 중복되며 

이 레지스터의 bit가 1인 인터럽트는 표준 인터럽트가 허용인 경우에도 

PTS 인터럽트만 걸리게되고 표준 인터럽트는 걸리지 않게 된다.

그림 3.3.11 PTS_SEL 레지스터의 내용

이와 같은 PTS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PTS 인터럽트에 

관계된 레지스터들을 조작하여야 하는데 본 RIORB에서 사용된 직렬 송수

신 PTS 인터럽트의 설정과 사용에 관하여 설명한다. 모든 PTS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PTSCB(PTS Control Block)을 사용한다. 항상 PTS 인터럽

트를 허용하기 전에 PTSCB의 내용을 먼저 설정하여야한다. 각 PTSCB는 

80C196의 내부 레지스터 램 안에서 8바이트 공간을 차지한다. (일부 국내 

발행 서적에서는 레지스터 램이 아닌 일반 외부 메모리 공간에 배치하여

도 되는 것처럼 설명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 첫 번째 바이트는 반드시 

8로 나누어져야 하며 표 3.3.1의 인터럽트 정보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해당 

PTS 벡터에 그 주소를 기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본 제어기에서는 직렬 

수신 PTS 벡터는 00A0h 이다. 즉 직렬 수신 PTS용 PTSCB는 00A0h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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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부터 시작하는 8 바이트의 레지스터 램이다. 본 제어기에서는 데이

터를 1 바이트 단위가 아닌 256 바이트를 1개의 블록으로 설정하여 전송

하므로 PTS 의 여러 기능중 단일 전송 기능을 사용하 다. 이를 위한 

PTS 제어 블록은 그림 3.3.12와 같다. 

 

Unused

Unused

PTSDST(HI)

PTSDST(LO)

PTSSRC(HI)

PTSSRC(LO)

PTSCON

PTSCOUNT

그림 3.3.12 단일 전송모드의 PTSCB

PTSCB의 첫 번째 바이트(RIROB의 직렬 수신의 경우 00A0h)는 항상 

PTSCOUNT 레지스터이다. 이 것은 소프트웨어의 간섭 없이 실행 할 수 

있는 PTS 사이클의 수를 의미한다. 1 바이트 값이므로 최대 사이클 수는 

256이다. PTS 사이클에 관하여서는 위의 PTS 인터럽트에 관한 그림 

3.3.7에 나타내었다.  PTSCOUNT 다음 주소의 바이트는  PTSCON 레지

스터이다. 아래에 PTSCON 레지스터의 bit 정의를 나타내었다.

표 3.3.3 PTS 모드선택

Bit 7 Bit 6 Bit 5 선택 모드
0 0 0 블록 전송 모드 (*)

0 0 1 HSI 모드

0 1 0 없음

0 1 1 HSO 모드

1 0 0 단일 전송 모드 (*)

1 0 1 없음

1 1 0 A/D Scan

1 1 1 없음

(*) 위의 표에서 intel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북에 오류가 있어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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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CON의 0~4 bit의 내용은 표 3.3.3의 모드에 따라 달라지며 본 제어기

에서 사용한 단일 전송모드 일 때의 내용은 다음 표 3.3.4와 같다.

표 3.3.4 PTSCON의 0~4 bit 내용

Bit 

번호

Bit 

약어
Bit 이름 설명

0 DI
PTSDST

자동 증가

1이면 PTSDST 레지스터의 값이 매 PTS 

사이클 마다 증가함

1 SI
PTSSRC

자동증가

1이면 PTSSRC 레지스터의 값이 매 PTS 

사이클 마다 증가함

2 DU
PTSDST

고침

마지막 PTS 사이클 후 PTSDST 내용

1: 끝난 상태 그대로 유지

0: 최초의 PTSDST로 복원

3 SU
PTSSRC

고침

마지막 PTS 사이클 후 PTSSRC 내용

1: 끝난 상태 그대로 유지

0: 최초의 PTSSRC로 복원

4 BW
바이트/워드 

전송

1: 바이트 단위(8bits)

0: 워드 단위(16bits)

 

다음으로는 PTSSRC와 PTSDST를 설정하면 되는데 송신의 경우 

PTSSRC가 출력용 메시지 버퍼의 시작번지 이고 PTSDST는 직렬 포트

인 메모리 0007h 번지가 되며, 수신인 경우 PTSSRC는 직렬포트가 되고 

PTSDST는 입력 버퍼의 시작 번지가 된다.   

이와 같이 PTS에 의한 직렬 송 수신을 설정하면 80C196의 TXD, RXD  

단자에서 TTL 호환 CMOS 레벨의 직렬 데이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외부에 RS-422A규격의 라인 드라이버 및 리시버를 장치하여 100 

m 정도 떨어진 주제어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 다. 

RS-422A방식이 RS-232C 방식에 좋은 점은 송수신 단의 그라운드 전위 

차에 의한 향이 적고 트위스트 페어 선로를 사용하는 차동(differential) 

송수신 방식이므로 외부 노이즈에 대하여 강하다는 것이다. 본 제어기에서

는 통신 설정을 57600 bps, 8 bit data, 1  stop bit, no parity로 하 다. 

또한 RS-422A 규격의 신호 전송 시 종단에서 반사되는 신호로 인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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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번 bit에 향을 주어 송수신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단에 임

피던스 정합 저항을 삽입하 으며 그 값은 일반 적인 신호선의 특성 임피

던스와 같은 100Ω이다. 그 결과 부하 저항에 의해 송신 단의 구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수신 단의 차동 전압이 그림 3.3.14에 나타난 RS-422A의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여 통신이 불가능하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AC 

종단 처리방법을 사용하여 종단에 100Ω 의 저항과 100nF의 캐패시터를 

직렬로 삽입하 다. 그림 3.3.13과 3.3.14에 RS-422규격의 신호 레벨을 나

타내었다. 

Voltage VAB

Permissible range

+6V
Permissible range

-6V

+2V

-2V

A

B

C

그림 3.3.13 RS-422 구동 신호 규격 

1/2Vi

-1/2Vi

Vcm

A

B

Voltage VAB

+6V

-6V

+200mV

-200mV

Transition
 region

Maximum
operating 

range

  

그림 3.3.14 RS-422 수신 신호 규격

(나) DSP 및 아날로그 부분

센서 신호를 보다 고속으로 처리하고 주 CPU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별도의 DSP를 두어 센서신호와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 다. 사

용 DSP는 Texas Instruments 사의 32bit floating point dsp중 메모리 폭

의 선택이 8, 16, 32 bits로 자유롭고 booting 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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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320C32의 최 고속 버전인 60Mhz를 사용하 다. 이 프로세서의 특징

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33ns 명령 수행시간

- 16/32 bit integer 와 32bit /40bit floating point 연산

- 32bit word 길이와 24 bit 어드레스 공간

- 다양한 booting 방법 제공

- 내장된 메모리 맵 상의 다양한 주변 장치(1 serial port, 2 32bit timer, 2 

DMA)

- 8/16/32 bit의 데이터 메모리와 16/32bit의 프로그램 메모리

- 8개의 일반 40bit 레지스터

- 8개의 보조 레지스터에 의한 2개의 어드레스 발생기 및 어드레스 연산 

장치

- 논리/연산기와 승산기의 병렬 싱  사이클 동작

- 블록 반복 동작 기능 및 제로 오버 헤드의 분기 명령

- 조건부 콜 및 조건부 리턴 명령

- 2가지의 메모리 공간 및 하나의 I/O 공간

- 독립된 메모리 공간의 웨이트 상태, 메모리 폭 및 데이터 크기 제어 가

능 

- 멀티프로세서 확장을 위한 쌍방 실행 시간을 동기 시킨 명령어 

(interlocked instruction)   

그림  3.3.15에 DSP의 메모리 공간에 대한 제어 신호 STRB0, STRB1 및 

IOSTRB에 관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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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DSP의 메모리 공간

주 메모리는 억세스 시간 15 ns의 32k x 8bits sram을 4개 사용하여 

32bits bus 폭의 0 wait 상태로 구성하고 이와는 별도의 16 bits 폭의 

dual port 메모리를 두어 주 CPU와 공유하도록 하 다.  TMS320C32 에

서는 외부 메모리나 I/O등을 연결하기 위하여 3가지의 스트로브 신호를 

제공한다. 스트로브 신호에는   IOSTRB, STRB0 및 STRB1이 있는데 

IOSTRB는 32bits를 한번에 억세스하고 나머지는 8, 16, 32 bits 모두 가능

하다. TMS320C32에서는 데이터형이 8, 16, 32 bits가 모두 가능하고 외부 

메모리의 폭도 8, 16, 32 bits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본 제어기에서는 32bit data와 32bit 메모리 폭의 인터페이스와 

16bit data와 16bit 메모리 폭의 인터페이스 2 종류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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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32bit width/32bit data interface

그림 3.3.17 16bit width/ 16bit data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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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320C32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메모리 폭과 데이터형의 

크기에 따른 인터페이스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Memory width (default value dependent on PRGW pin level)

 ● 8-bit-wide memory

 - STRBx_B3/A　1 and STRBx_B2/A　2 as address pins

 - STRBx_B0 as byte-enable/chip-select signal

 - STRBx_B1 unused

 ● 16-bit-wide memory

 - STRBx_B3/A　1 as address pin

 - STRBx_B1 and STRBx_B0 as byte-enable signal

 - STRBx_B2 unused

 ● 32-bit-wide memory

 - STRBx_B3, STRBx_B2, STRBx_B1, and STRBx_B0 as byte-

enable signals

 □ Data size

 - 8-bit data, physical address = logical address shift right by 2

 - 16-bit data, physical address = logical address shift right by 1

 - 32-bit data, physical address = logical address

즉 위와 같은 모두 9(3 x 3) 가지의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으며 

위의 그림 3.3.16과 3.3.17에는 본 제어기에 사용된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나타내었다. 억세스 하는 데이터의 물리적 논리적 폭 외에 메모리

의 억세스 속도를 고려하여 웨이트 상태를 제어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IOSTRB, STRB0 및 STRB1의 제어 레지스터에 의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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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STRB0 제어 레지스터

그림 3.3.19 STRB1 제어 레지스터

그림 3.3.20 IOSTRB 제어 레지스터

각 제어 레지스터들의 해당 bit들 중 rirob에서 사용된 bit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은 리셋 시 초기 값이다.

SWW (11) :  소프트웨어 웨이트 발생 모드.

WTCNT (111) :  SWW가 내부 웨이트 발생 보드 일 때의 웨이트 수를 

지정한다. 범위는 0 (000)에서 7(111) 까지의 H1/H3 싸이클이다.

Data type size (11) :  메모리에 쓸 때의 데이터형의 크기를 지정하며 

STRB0 와 STRB1에만 있다. 각 해당 bit 값에 따른 데이터형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129 -

표 3.3.5 STRB 제어 레지스터와 Data 형의 크기

bit 17 bit 16 size

0 0 8 bit

0 1 16 bit

1 0 reserved

1 1 32 bit

Strb0 나 STRB1의 물리적 메모리 폭(physical memory width)을 변경하

면 STRB0, STRB1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32bit의 메모리 폭으로 설정하

면 STRBxB0~STRBxB3 신호라인은 바이트 인에이블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3.16). 16 bit의 메모리 폭으로 설정되면 해당 STRBxB3/A-1 신호

는 어드레스 핀으로 사용되고 STRBxB0와 STRBxB1은 바이트 인에이블

로 사용이 된다(그림 3.3.17). STRBx_Bx 신호가 어드레스 핀으로 설정되

면 모든 외부 메모리 억세스에 대하여 활성화된다.

Sign ext/zero-fill  (0) :  STRB0 and STRB1에만 있으며 8bit 나 16bit 

정수 데이터를 32bit 정수 데이터형으로 외부 메모리에서 내부 메모리나 

레지스터로 옮길 때 상위 bit를 0으로 채울지 8 bit 나 16bit 의 정수 데이

터의 부호에 따라 채울지를 결정한다. 0 이면 부호 확장이며 1이면 상위 

bit에 0을 채워 넣는다. 

STRB config (0) :  STRB configuration. STRB0 나 STRB1의 메모리 

공간을 억세스 할 때 STRB0_Bx 가 작동할지를 결정하는 bit 이다. 즉 

STRB0 가 STRB1의 어드레스 공간에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bit이

기 때문에 하나의 메모리 뱅크에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데이터형을 저장

하게 할 수 있다.  

0 인 경우에 STRB0_Bx 신호는 0h~7FFFFFh and 880000h~8FFFFFh에서 

활성화 되고 STRB1_Bx 신호는 900000h~FFFFFFh에서 활성화되기 때문

에 두 신호는 완전히 다른 메모리 공간을 지시하게된다. 만약 1로 설정하

면 STRB0_Bx 신호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메모리 위치 0h~7FFFFFh, 

880000h~8FFFFFh 및 900000h~FFFFFFh에서 활성화된다. 반면  

STRB1_Bx 신호는 900000h~FFFFFFh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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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B0 과 STRB1이 서로 다른 데이터형을 가지도록 설정되면 90000h ~ 

FFFFFFh 사이의 메모리 공간은 두 가지 데이터형을 모두 가질 수 있다.

STRB switch (0) :  읽기 동작이 STRB0 와 STRB1 사이의 경계를 가로

지르면서 일어 날 때 별도의 싱  사이클을 삽입할지를 결정하는 bit이다.

0 이면   별도의 사이클 없이 활성화된 STRBx를 0 상태로 유지하면서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외부 메모리를 읽는다. 1 이면 STRBx가 1 이 되는 

별도의 싱  사이클이 삽입된다.

32bits 폭의 메모리는 DSP의 주 프로그램,  데이터 및 A/D 데이터의 입

출력용으로 사용되었고 16 bits 폭의 메모리는 16 bits 워드길이를 갖는 

프로세서인 80C196과 공유하기 위한 메모리로 사용하 다. 사용된 

TMS320C32 DSP 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모드와 마이크로 컴퓨터 모드 중 

선택하여 동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메모리 맵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 제어기에서는 booting을 위하여 마이크로 컴퓨터 모드로 작동을 시작

하여 booting 완료 후 마이크로 프로세서 모드로 전환하게 된다. 

그림 3.3.21 DSP 메모리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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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ing 시에는 표 3.3.1과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본 제어기에서는 8bits 

폭의 래치를 통하여 XF0와 XF1을 제어 신호로 사용하고  80C196으로부

터 전달되는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 다.

ÁÁÁ

Valid data Valid data

XF1

XF0

D31-0

IACK

i ii III iv

그림 3.3.22 Handshake data-transfer operation

표 3.3.6 DSP booting 방법

INT0 INT1 INT2 INT3 Boot Loader Mode Source Program Location
0 1 1 1 External memory Boot 1 address 1000h 

1 0 1 1 External memory Boot 2 address 810000h

1 1 0 1 External memory Boot 3 address 900000h

1 1 1 0
32-bit fixed-burst

serial
Serial Port

0 1 1 0
External memory with 

handshake

Boot 1 address 1000h,

XF0 and XF1 used in

handshaking

1 0 1 0
External memory with 

handshake

Boot 2 address 810000h,

XF0 and XF1 used in

handshaking 

1 1 0 0
External memory with 

handshake

Boot 3 address 900000h,

XF0 and XF1 used in

handsh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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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를 외부에서 booting 할 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은 그림 3.3.22에 

나타내었으며 본 제어기에서 사용된 "External memory with handshake" 

booting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DSP를 마이크로프로세서 모드로(MCBL/MP = '1')놓고  INT0~3까지를 

원하는 모드로 설정하고 리셋 입력을 가한다. INT0~3은 리셋이 가해진 이

후 변해도 무관하며 MCBL/MP는 booting 과정이 끝날 때까지 ‘1’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그림 3.3.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호스트에 해당하는 80C196 processor가 

데이터를 8bit latch에 써넣고 난 후 XFI를 0 상태로 만든다. 

3. DSP는 XFI를 확인 한 후 데이터를 읽고 XF0을 0 상태로 만든다.

4. 호스트는 XF0이 0상태가 되면 XF1을 1 상태로 하여 데이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DSP에 알린다.

5. DSP는 XF1을 확인 후 XF0를 1 상태로 하여 하나의 데이터가 전송 완

료되었음을 호스트에 알린다.

6. 2~5의 과정을 전체 booting용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한다.

7, booting이 완료되면 전송된 데이터에 포함되어있는 초기화를 설정하고 

최초의 시작번지부터 실행한다.

IACK 신호는 DSP가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일정 주기

로 반복된다. 이와 같이 DSP를 booting 하기 위하여서는 작성한 프로그램

을 정해진 형식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형식은 소프트웨어의 설명에

서 자세히 하 다.

표 3.3.7 DSP boot 소스의 형식

워드 내용 가능한 데이터
1 소스 메모리의 폭(8, 16, 32 bits) 8h, 10h, 20h

2 IOSTRB 제어 레지스터의 값

3 STRB0 제어 레지스터의 값

4 STRB1 제어 레지스터의 값

5

첫 번째 데이터 블록의 크기. 블록의 크기는 그 

블록의 워드의 개수이며 워드의 길이는 데이터

의 형에 의해 결정됨 이 자리에 0이 오면 데이

터 스트림이 끝남을 가리킴.

0 크기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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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적지 어드레스 
TMS320C32가 지정 가

능한 24 bit 어드레스

7
첫 번째 목적 어드레스의 메모리 폭 과 데

이터 형의 크기
SSSSSS6xh

8

․

․

․

첫 번째 블록의 첫 번째 워드

․

․

․

유효한 명령어나 데이터

․

․

․

n 첫 번째 블록의 마지막 워드 유효한 명령어나 데이터

m 마지막 데이터 블록의 크기

m+1 마지막 블록의 목적지 어드레스

m+2
마지막 블록의 목적지 메모리 폭과 데이터

형의 크기
SSSSSS6xh

m+3 마지막 블록의 첫 번째 워드 유효한 명령어나 데이터

j 마지막 블록의 마지막 워드

j+1 워드값 ‘0’. 0h

레이저 위치를 측정하는 PSD와 탐촉자의 착력을 측정하는 LVDT 등의 

센서로부터 바퀴와 매니퓰레이터의 속도를 구하기 위한 용도로 12 bits, 

±10 Volts 입력, 최대 100khz 샘플링 주파수를 가지는 샘플/홀드 내장형

의 A/D 변환기를 사용하 다. 여기에 8 채널의 아날로그 멀티플렉서를 부

착하여 8가지 센서 입력 값을 순차적으로 변환하도록 하 다. 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A/D 변환의 기준이 되는 변환 시작 신호는 80C196의 

Timer에 연동되는 HSO(high speed output)신호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신

호는 A/D 변환기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4bits의 up counter에도 클록으로

서 사용되며 이 카운터의 출력 중 하위 3 bits는 아날로그 멀티플렉서의 

선택 신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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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채널 아날로
그 멀티플렉서

12 bit A/D 변환기 
(D20 ~ D31)

80C196의 
HSO

TMS320C32 
DSP

4bit 카운터

D
0
 ~

 D
3
1

D0~D2

H
S
O

D
0
~

D
2

8 센서

그림 3.3.23 아날로그 신호 처리

그림 3.3.24 RIROB에 장치된 주제어 기판(위쪽)

(다) 모터 제어 부분

현재 RIROB에 사용된 모터는 모두 DC 서보 모터에 광학식 인크리멘털 

형의 엔코더가 부착되어 있다. 이들을 제어하기 위하여 각 모터 당 1개씩

의 모션 제어용 IC와 H-bridge형 드라이버가 부착되어있다. 본 제어기에

서는 여유 분을 포함하여 12개의 모션 제어기와 10개의 드라이버가(+12V

분 4, +24V 분 6) 내장되어있다. 또한 기판의 중간 부분을 절단/분리하게 

되면 모션 제어기와 H-bridge 드라이버가 분리되어 별개의 기판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모션 제어 부분은 다시 3 부분의 작은 모듈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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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의 모듈의 크기는 82mm x 25mm의 크기이며 모듈 당 4축의 모

션 제어가 가능하고 소켓에서 쉽게 분리 결합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매니퓰레이터 홈을 실행하기 위한 포토 인터럽트형의 홈 위치 감지기를  

8개까지 바로 연결 할 수 있다. 각각의 매니퓰레이터에 연결된 홈 위치 감

지기는 해당 매니퓰레이터에 연결된 위치 감지용 핀이 포토 인터럽트의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를 지날 때 이를 감지하게 된다. 포토 인터럽트의 센

서출력은 OP AMP.로 구성된 버퍼링 단계를 지나 비교기에 입력된다. 비

교기에서 전압 레퍼런스로 구현된 기준 값과 포토 인터럽트의 출력 값을 

비교하여 감지용 핀이 홈 위치 감지기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를 0, 1로 나

타내게 된다. 본 제어기에서는 홈 위치 감지기내에 핀이 있을 경우 1이며 

없을 경우에는 0이 출력되도록 하 다. 이 비교기의 출력은 주제어 프로세

서인 80C196의 내장된 IOPORT 에 입력된다.

필요한 전원은 모션 제어 부분을 위한 +5V와 이와 분리된 드라이버 쪽 

+5V 전원과 +12V 및 +24V의 모터 파워용 전원이 필요하며 모터 파워용

은 +55V 까지 가능하다. CPU 보드와 사진의 좌측에 보이는 플랫 케이블

을 통하여 8 bits 폭의 데이터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8개의 인터럽트가 

CPU 보드로 전달 될 수 있다.

그림 3.3.25 제작된 모터 제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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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어기는 모션 제어기로 LM629를 사용하고 있으며 DC 모터의 속도, 

가속도 및 위치제어를 할 수 있는 IC이다. 

COMMAND POSITION
SEQUENCE (32bit)

POSITION FEEDBACK
PROCESS (32bit)

DIGITAL 
PID FILTER (16bit)

HOST INTERFACE TO HOST PROCESSOR

PWM
H-BRIDGE

MOTOR

ENCODER

A, B, Z3

8

그림 3.3.26 LM629의 구성 및 연결도

그림 3.3.26에서 보는바와 같이 8 bit의 데이터 폭으로 호스트 프로세서와 

연결되어 제어 명령 및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A,B 및 Z 상의 인코더 입력

을 받아 PWM 신호와 방향 신호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PWM 출

력을 만들기 위해 기준이 되는 속도 및 위치 시퀀스를 만든 다음 실제 속

도 및 위치와의 차이에 의하여 일반적인 PID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결과

를 내보낸다. 속도, 가속도 및 위치는 32bit의 데이터로 표현되고 PID 상

수는 16bit의 값으로 표현된다. 비교적 상위 레벨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 

모션 제어에 있어서 CPU가 받는 부하를 현저히 줄여준다.  본 제어기에 

사용중인 명령어들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define RESET 0x00 : 소프트웨어 리셋 명령

#define DEFH 0x02 :  현재의 위치를 0으로 함

#define LPES       0x1a : 위치 오차 시 스톱

#define LPEI      0x1b : 위치 오차 시 스톱 및 인터럽트

#define SBPA    0x20 : 절대위치에서 인터럽트 발생

#define MSKI    0x1c : 인터럽트 마스크

#define RSTI     0x1d : 리셋 인터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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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LFIL      0x1e : 필터 값(PID gain) 읽기

#define UDF       0x04 : 필터 값 갱신

#define LTRJ   0x1f : 속도나 위치 프로파일 입력

#define STT     0x01 : 모션 시작

#define RDRP     0x0a : 실제 위치 읽음

H-bridge 드라이브는 LMD18200을 사용하 으며 이의 내부 구조를 그림 

3.3.27에 나타내었다. 이 IC는 3A의 연속전류의 출력이 가능하고 최대 전

류는 6A이며 55V의 전원까지 인가할 수 있다. PWM 신호와 방향 신호를 

TTL 레벨로 걸어 주면 되고 과열 알림 출력과 전류 감지를 위한 출력이 

있다. 

그림 3.3.27 LMD18200의 내부 구조

그림 3.3.27에서 BOOTSTRAP 은 스위칭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캐패시터

를 부착하는 단자이다. 일반적으로 PWM 방식으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스위칭 동작이 일어나는 시점에 가장 큰 전압이 스위칭 소자에 걸리고 

대부분의 발열은 이 시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이는 (스위칭 

속도의 개선) 것이 중요하다.  3A의 연속전류란 것은 최대 정션(junction) 

온도 -40。 ~ +125。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출력이 가능하다는 의미

이므로 모터를 연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방열 처리가 필요

하다. 데이터 북에 의하면 Θjc (thermal resistance from junction to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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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C/W이고 ΘjA (thermal resistance from junction to ambient)는 

30。C/W이다. Tj(max) = 125。C 이므로 방열판등의 방열처리가 없는 경우 

최대 허용 손실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D( max) =
Tj( max)-TA

θ jA

=
125-TA
30

 

이 식으로부터 주변온도 30。C에서 사용가능 한 허용 손실은 약 3.17 

Watts 가 된다.  100 % 온(on)된 상태에서 연속 운전된다면 허용 전류는 

I max = 
PD( max)

Rds(on)

 = 
3.17
0.33

로서 3.09 A 정도가 된다. 즉 주변온도가 30。C 이하라면 방열판 없이 연

속 동작으로 3A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수중에서 폐된 공간에서 다수

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70。C 이상 주변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온도에서 방열판이 없는 경우 위의 조건과 같은 

3.17 Watt 정도의 Pd(max)를 가지기 위해서는 θ jA가 17。C/W 이하가 되

어야한다.  따라서 

θ jA=θ jc+θ cs+θ sA

식으로부터 θ cs+θ sA가 16。C/W 이하가 되도록 방열판을 결합하면 70。

C까지 가능하게 된다. 본 제어기에서는 12V 급의 소형 하모닉 모터에서는 

방열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바퀴 및 스트레치 매니퓰레이터 등의 순간 전

류가 3A 이상인 모터의 드라이브 단에서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방열판의 재료, 두께 및 표면적에 의한 도

표로부터 8。C/W 정도의 소형 방열판을 부착하 다.    

나. RIROB-CONTROLLER(II)

(1) 제어기 하드웨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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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에서 설명한 RIROB 제어기에 있어서 설계 시 고려 안된 문제로 인

하여 실제 사용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및 모터 전력의 그라운드 사이의 절연 문제가 있었다.

모터 제어보드와 주제어 보드간의 절연이 안되어서 생기는 문제로 모터에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주제어 보드의 그라운드에 과도한 노이

즈가 유입되어 주제어 보드가 다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 다. 모터 제

어기와 서보 앰프 사이의 PWM 신호와 방향 신호를 광학적으로 절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다. 

또 다른 절연 문제는 주제어 컴퓨터와 직렬 통신선의 그라운드를 절연하

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모터의 회전 시 비교적 강력한 PWM 모터 구동

신호로부터 noise가 발생하여 통신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는 task scheduler의 융통성 부족문제가 있었

다.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task들간의 스위칭이 A/D 

변환기의 입력 채널 번호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력 채널이 하드웨어 적으

로 고정된 순차적인 변경 방식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로봇의 현재 작동상

태에서 불필요한 task로의 전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로봇 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여 초음파 탐촉자를 이동하면

서 검사를 실행하고 있는데 일정시간마다 계속하여 레이저의 상태를 확인

하고 로봇의 자세를 계산하는 등의 경우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예기치 못할 소프트웨어의 다운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

다. 따라서 다 채널의 동시 변환이 가능한 A/D 변환기를 사용하여 필요한 

채널을 선택하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하 다.

           

2. 수중 탐상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가. 소프트웨어 개발 

본 로봇은 실험 시 완전 방수된 상태에서 수중에서 원격으로 작동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의MDS(microprocessor 

development system) 장비 등을 실제 상황에서 운용 할 수 없는 어려움

이 있었다. 따라서 지상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발이 끝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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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제 상황에서 반복 실험에 의해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취하 다.  

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을 수중

에 있는 로봇에 전송한 후 필요할 때 실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지상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 다. 

나. 제어기 소프트웨어 

본 제어기에는 MCS와의 통신과 모터의 직접구동을 위한 80C196 

micro-controller와 각종 센서의 입력으로부터 필터링, 정규화 및 PID 

algorithm을 구현하는 TMS320C32 DSP가 사용되었다. 작성된 어셈블리어 

및 C언어는 compile, assemble 및 link 과정을 거쳐 MCS에 연결된 

RS-422 line을 통하여 download 되고 실행된다. 사용 tool은 IAR 사의 

8096용 assembler/C compiler 와 TI사의 TMS320C3X/4X series 용 

compiler kit와 code composer 이다.  MCS에 직접 연결된 80196은 비교

적 간단히 download 할 수 있지만 직접 연결되지 않은 DSP는 개발 tool

에서 출력된 프로그램 코드의 수정이 필요하다.

(가) 80C196 프로세서의 프로그램 설명 및 RIROB에서 실행 방법

본 RIROB 제어기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file들로 이루어져 있다.

MON02.S15 : ROM에 구워진 일종의 rom monitor 프로그램이다. RIROB 

제어기에 전원이 최초로 인가되었을 때 실행되며 인터럽트 벡터의 어드레

스나 CPU의 설정과 같은 특수한 데이터를 포함하게 된다. 포함하고 있는 

내부 기능으로 실제 제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인텔의 16진 형식으로 제작된 제어 프로그램을 직렬 포트를 통하여 다운

로드 한다. 

본 제어기의 주 프로세서인 80C196용 프로그램은 기능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RTC.S15 : 80C196용 어셈블리언어. RIROB 제어기 초기화, DSP booting, 

송 수신 PTS 설정 및 일반 인터럽트, TASK 관리 기능, 초음파 동기를 

위한 펄스 발생 등의 가장 낮은 레벨의 하드웨어 관련 프로그램이다.



- 141 -

TASKS.C : 80C196용 C언어. TASK scheduler에서 호출하는 C 의 주 함

수들을 모아둔 프로그램.

RIROB.C : 80C196용 C언어. RIROB의 매니퓰레이터의 조작과 바퀴 움직

임 등을 TASK.C로부터 LOWIO.C로 전달하는 중간 단계의 프로그램.

LOWIO.C : 실제 모터 제어기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과 홈 센서 처리 프

로그램. 

UNIT.C : RIROB에서 기구학적 치수에 따라 엔코더의 펄스 수 및 펄스 

속도 등을 MKS 등의 실제 단위로 변환 또는 역 변환하는 기능. 초음파 

탐상기와 인터페이스를 위해 초음파 펄스의 위치를 엔코더 펄스의 위치로 

환산하는 기능이 있음. 

먼저 RTC.S15의 기능을 설명한다.

RIROB 하드웨어 초기화 : 그림 3.3.28에 RIROB의 초기화 순서도를 나타

내었다

Serial 사용가능
EXT int. 사용가능

DSP boot 가능
Motion controller

reset 

Motion controller
S/W 초기화

DSP booting

초기습도 확인

마지막 
controller? 

Serial buffer
Interrupt enable

Synchronize DSP

Task scheduler
가동

Next Motor

MOTOR nn 
ERROR

Motion ok?

N

Y

N

Y

PID 설정

속도 가속도 설정

가상 모션

IDLE

 

그림 3.3.28 RIROB 초기화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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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C196에 내장된 직렬통신을 활성화하고 외부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는 내부 레지스터 IOC1의 값을 설정하면 된다. IOC1의 자세한 내

용은 부록에 나타내었으며 IOC1에 16진수 값 20h를 써 주면 된다. 다음으

로 DSP가 booting 가능하도록 BOOTen 신호를 활성화하고 DSP 및 전체 

모터 제어기에다 하드웨어적인 리셋 신호를 준다. 이는 주CPU인 80C196

을 제외한 모든 하드웨어를 초기화한다.  다음으로 모션 제어용 IC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초기화한다. 모션 제어용 IC의 초기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한다. 

PID 게인을 설정.

최대 위치 오차 값을 설정하고 과도한 오차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으로 

모터를 정지 할 것인지 파워를 절단 할 것인지 결정.

속도, 가속도 등을 설정

현재 위치로 이동하여 (제로 이동) 모션 제어기가 이상이 없는 지 판단.

모션 제어기의 초기화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MOTOR NN OK: 라는 메

시지를 주제어 컴퓨터로 보낸다. 여기서 NN은 주제어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RISYS에서 일관되게 정해진 모터의 번호이다. 실패한 경우는 모터

의 배선에 문제가 생겼거나 모션 제어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경우 혹

은 모터가 초기화 할 때 움직이고 있는 경우이며 이 때는 MOTOR NN 

ERROR: 와 같은 메시지를 주제어 컴퓨터에 준다. 

다음으로 DSP를 booting 하게 된다. 이는 하드웨어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NT0~INT3을 “0110”상태로 하고 DSP BOOT 레지스터에 booting 

용 메모리 폭 인 8h를 쓰고 난 후 DSPINIT 신호를 수 ms동안 ‘0’으로 하

다가 ‘1’ 상태로 보냄으로서 초기화된다. 실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은 

하드웨어의 설명에서 자세히 하 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DSP가 

booting 완료되면 DSP BOOTING DONE: 이라는 메시지를 주제어 컴퓨

터로 보낸다. 

다음으로 제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습도 센서를 읽어 오는 것이다. 

RIROB에 부착된 습도 센서는 절대 습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일단 현재 

값을 읽고 나중에 어떤 이유로 습도센서의 저항 값이  초기 값보다 커지

면 방수부분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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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직렬 송 수신 버퍼를 설정하고 PTS 인터럽트 및 일반 인터럽트

를 초기화한다. 

다음으로 DSP와 80C196간의 정해진 TASK와 A/D 변환기간의 동기를 맞

춘다. 동기화 하는 이유는 본 제어기의 A/D 변환기 특성상 2 번의 A/D 

변환이 하나의 TASK를 이루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레이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PSD의 채널이 X와 Y의 2축으로 이루어져 2번의 

A/D 변환이 필요하고 자세를 잡기 위한 경사센서도 90도 간격으로 어긋

난 2개의 센서이기 때문에 2번의 A/D 변환이 필요하다. 

즉 A/D 변환을 위한 펄스가 2, 4, 6, 8, ․․․2n 번 발생될 때 TASK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DSP측 소프트웨어가 

처음 구동한 후 A/D 변환기에 입력되는 아날로그 멀티플렉스의 채널 값

을 읽어 이 값이 6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처음의 TASK로 넘어가게 하

다. 채널 선택이 3bit로 되어있기 때문에 6 다음의 짝수 채널은 7, 0이 

되어 0번 채널부터 동작이 되도록 하기 이한 것이다. 채널 값이 6이 되면 

80C196에 내장된 HSO를 사용하여 매 2.5 msec 마다 A/D 변환이 일어나

도록 하 다. 이를 설정한 루틴을 다음에 보 다. 

 

Reset_Hso: 

        ldb     IOC2, #80h              ; Flush Cam

        ldb     IOC2, #50h              

        ldb     WSR, #01h

        ldb     T2CNTC, #01h

        ldb     WSR, #00h

        ldb     HSO_COMMAND, #0c0h      ; A/D part A start 

        ld      HSO_TIME, #1

        ldb     HSO_COMMAND, #0e0h       

        ld      HSO_TIME, #2

        ldb     HSO_COMMAND, #0e1h      ; NMI  

        ld      HSO_TIME, #5000

        ldb     HSO_COMMAND, #0c1h       

        ld      HSO_TIME, #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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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b     HSO_COMMAND, #0ceh      ; reset timer2 & int

        ld      HSO_TIME, #6250         ; 10 msec /ch

 ret

위의 소스에서 NMI가 발생되는 Timer 2가 5000이 되는 시간에 TASK 

변환이 일어난다. TASK간의 변환 방법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

; NMI interrupt (Task scheduler)  

;=====================================

        org     0fdc0h                 ; NMI vector

        pusha

        ldb     INT_MASK1, #03h

        ldb     INT_MASK, #80h

 dcb   0edh

        ei

        cmp    ONTASK, #00

        jne     skiptask

        inc     ONTASK

        ld      TASK, MpdChannel

        xorb    IO_PORT1, #21h          ; toggle ADCH & DAV 

        ld      TASK_TMP, #TASKS

        add     TASK_TMP, TASK

        ld      TASK_POINTER, [TASK_TMP]

        br      [TASK_POINTER]

skiptask:

        popa

        ret

위의 소스에서 ONTASK 변수는 이전의 TASK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한번의 TASK는 SKIP 하도록 하 다. MpdChannel은 

DSP가 A/D 변환 값을 읽을 때 동시에 읽은 채널 번호이며 공유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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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읽을 수 있다. 이를 #TASKS 변수에 기록된 각 TASK들의 주소

를 가지는 포인터의 첫 번째 값에다 더해주면 각 TASK들의 주소를 가리

키는 포인터 변수인 TASK_POINTER가 된다. TASK_POINTER는 각 

TASK들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므로 이 주소로 간접 점프를 하게되

면 해당 TASK를 실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한 포인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추후 변경 시 단순히 TASK들의 룩업 테이블을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TASK들의 삽입, 삭제 및 순서 등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에 TASK들의 룩업 테이블의 예를 보 다.

START_GENERAL_TASKS:

        dcw     HOME_PROC

        dcw     INPUT_PROC

        dcw     INTENSITY_PROC

        dcw     WRITE_PROC

        dcw     MOTOR_PROC

        dcw     SENSOR_PROC

END_GENERAL_TASKS:

TASKS:

dcw     SCANNING_TASK

dcw     TRACK_TASK

END_TASKS:

이외의 기능으로 SODAS를 위한 펄스 발생기능이 있는데 이는 LM629의 

breakpoint 인터럽트 기능을 이용하 다.  즉 펄스가 필요한 3번 매니퓰레

이터의 위치를 500개까지 미리 계산한 후 그 위치에 이르 을 때 인터럽

트가 발생되도록 하여 그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SODAS에 펄스를 주고 다

음 펄스 위치에서 다시 인터럽트가 발생되도록 3번 매니퓰레이터의 제어

기를 설정하 다. 또한 주제어로 보내는 C 스트링을 캐릭터 포인터 형식

으로 읽어서 checksum을 계산하고 PTS 송신버퍼에 기록하고 PTS를 설

정하는 기능과 주제어 컴퓨터에서 오는 C 스트링을 명령해석용 버퍼에 넣

고 checksum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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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C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전에 80C196과 DSP간의 공유 메모리에 

공유되는 정보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표 3.3.8에 공유 메모리의 주소

와 내용을 나타내었다. 공유 메모리내의 변수들 중 Dpmxx 는 주로 

80C196이 DSP로 주는 정보이고 Mpdxx 는 DSP가 80C196으로 주는 정보

이며 쌍방향의 경우 Mpdxx로 하 다.

표 3.3.8 공유 메모리의 위치 및 정의

변수이름
80C196 

어드레스

DSP

어드레스
설명

DpmTrack 4000h 884000h 레이저 위치 추적 플래그

DpmPsdHead 4002h 884001h PSD 센서의 방향

DpmScan 4004h 884002h 초음파 스캔 플래그

DpmScanForce 4006h 884003h 초음파 탐촉자 압력

DpmOrient 4008h 884004h 자세 제어 플래그

DpmDphi 400ah 884005h 원하는 로봇의 자세

MpdPsdIn 400ch 884006h 레이저의 입사여부

MpdLeft 400eh 884007h 왼쪽 바퀴의 속도

MpdRight 4010h 884008h 오른쪽 바퀴의 속도

MpdRotate 4012h 884009h 로봇의 회전 속도

MpdContact 4014h 884010h 로테이터 의 속도

MpdDepth 4016h 884011h 로봇의 수심(수압센서값)

MpdLength 4018h 884012h 탐촉자 LVDT의 길이

MpdConn 401ah 884013h LVDT 길이 제어 완료

MpdOrient 401ch 884014h 현재 로봇의 자세

MpdChannel 401eh 884015h TASK 전환용 채널

MpdDelta 4020h 884016h 초음파 압력 오차

    

TASK.C 의 기능은 실제 TASK들만 모아놓은 것이다. 입력은 RTC.S15

가 기록한 unsigned char   cmd_buf[50] 변수로부터 받으며 출력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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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ASK_MESSAGE[] 의 변수에 extern  int Send_Message(char *s1, 

char *s2)의 형식으로 RTC.S15에 전달하여 실행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RIROB.C의 모터제어 함수를 호출하기도 한다. 각 TASK들의 세부 기능

은 다음과 같다. 

void    Receive_CTask() : 직렬 입력버퍼에 마지막 자 ‘:’이 들어 왔을 

때 RTC.S15에서 계산된 checksum값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99’를 주

제어 컴퓨터로 보내고 실행을 종료한다.  이상이 없으면 'CS'를 보내고 

명령을 해석한 후 각 기능을 수행한다. ‘CS’를 보내는 버퍼와 명령을 실행 

한 후 보내는 버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선 ‘CS' 데이타가 모두 전송되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소프트웨어가 단순화 되도록 하 다. 이 와 같이 

별개의 전송용 버퍼에 쓰여진 내용은 다음에 설명할 Write_CTask에서 순

차적으로 보내게 된다.

void    Intensity_CTask() : PSD에 입사되는 광량을 확인 한 후 현재의 

상태에 맞는 보고를 하는 기능을 한다.  보내는 버퍼는 Psd_Message[] 이

다. 이 TASK와 관련된 상태는 레이저 threshold 계산, 레이저 기다림 및 

레이저 추종제어 상태이다.

레이저 threshold 계산 : DSP가 threshold 값을 계산 완료하면 (DpmPSD 

= 0) TH_DONE 메시지를 보낸다.

레이저 기다림 : PSD에 레이저가 입사되면(MpdPsdIn = 1) FIND_LASER 

메시지를 보낸다.

레이저 추종 제어: PSD에 레이저가 입사되지 않으면 (MpdPsdIn = 0) 

LOST_LASER를 보낸다.

void    Sensor_CTask() : 80C196의 A/D 채널 0번에 연결된 습도센서의 

값을 읽어서 보내는 기능을 한다. 보내는 버퍼는 Sensor_Message[] 이며 

보내는 형식은 HUM xxx 이다. 여기서 xxx는 0~255까지의 숫자이다.

void    Motor_CTask() : 전체 모터의 상태를 읽어서 에러가 발생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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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션을 완료한 모터가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만약 2

개 이상의 모터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경우 앞선 모터에 대한 메시

지를  보내고 다음 모터에 대한 메시지는 보내지 못하 을 경우 다음 번 

Motor_CTask에서 다시 시도하도록 하 다. 이는 Send_Message 함수에서 

리턴 값이 ‘0’인 경우에 현재 모터의 상태를 클리어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번 TASK에서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구현하 다. 

void    Track_CTask() : 현재 로봇의 상태가 레이저 추종 상태인 경우에 

DSP에서 계산된 MpdLeft와 MpdRight변수를 공유메모리로부터 읽어와 

바퀴 속도를 제어하는 루틴을 호출한다.

void    Orient_CTask() : 2개의 경사센서를 읽은 값을 사용하여 현재 로

봇의 자세를 알아낸다. 사용한 경사센서는 -90°~+90°까지의 범위를 sin 

함수 값으로 출력한다. 본 제어기에서는 이와 같은 센서를 90°어긋나게 

배치하여 현재의 로봇의 자세를 0°~ 360°까지를 역삼각 함수를 사용하

여 구하 다. 경사센서에서 나오는 값은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A/D 

변환하 을 경우 사인 함수의 경우 90。 근처에서는 역삼각 함수의 오차

가 크다. 따라서 가능하면 ±45。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

른 센서로 구하는 방법으로 오차를 줄 다. 이와 같이 알아낸 실제 경사각

과 기준이 되는 경사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제어를 하기 위하여  DSP가 

계산한 MpdRotate의 속도로 좌우 바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제어한다. 

T0 T1

T0

T1

그림 3.3.29 경사센서들의 신호 및 각각의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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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Home_CTask() : 매니퓰레이터의 홈 위치 이동 알고리즘은 다음

의 순서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순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매니퓰레이터의 홈 위치 감지용 핀이 이미 홈 감지 센서의 감지부 내에 

들어와 있을 경우인가를 먼저 확인한 후 들어와 있으면 감지용 핀이 센서

를 벗어날 때까지 움직인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홈 센서의 감지 범위

가 0이 아니므로(2 mm)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홈 위치를 잡

아야 반복시 정 도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순서도에서 Toward Home은 

미리 정해진 RIROB상의 매니퓰레이터 좌표 0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P i n  I n ?

L e a v e  S e n s o r

P i n  O u t ?

T o w a r d  S e n s o r

P i n  I n ?

T o w a r d  H o m e

M o t i o n  D o n e ?

D e f i n e  H o m e

Y

N

Y

N

Y

N

N

Y

그림 3.3.30 매니퓰레이터 홈 위치 가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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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0 위치와 홈 센서의 감지 위치와의 오프셋 값과 각 홈 센서의 입력

포트에 대한 정의는 mp.h에 MotorPara 구조체의 멤버 형태로 정의가 되

어있다. 아래의 리스팅은 MotorPara 구조체의 정의와 모터 4개에 대한 

PID 게인, 홈 위치센서의 포트 값, 최대 오차 한계, 기본 가속도와 속도, 

홈 위치 이동시 속도와 초기화에 사용되는 가상 이동위치와 위에서 설명

한 홈 위치의 오프셋을 보여주고 있다.  

#define ArmBase (*(char*)0x3000)

typedef struct

{       unsigned char   *address;

        int             Kp, Ki, Kd;

        unsigned char   HomeSwitch;

        int             ErrorLimit;

        long            Acceleration;

        long            Velocity;

        float           HomeVelocity;

        float           Position;

        float           HomePosition;

} MotorPara;

MotorPara       MP[4] = {

/*  Base           Kp    Ki    Kd  HmSw  ErLm  Acc  Vel  HVel  Pos  Hpos   */      

   {&ArmBase+6,  0x120, 0x20, 0x120, 0x20, 0x1000, 0x400, 1L, 30.0, 0.0, 285.0}

   {&ArmBase+10, 0x120, 0x10, 0x80,  0x08, 0x1000, 0x800, 1L, 12.0, 0.0, 0.0}

   {&ArmBase,    0x120, 0x10, 0x80,  0x00, 0x5000, 0x600, 1L, 1.1,  0.0, 0.0}

   {&ArmBase+8,  0x120, 0x10, 0x80,  0x00, 0x5000, 0x600, 1L, 1.1,  0.0, 0.0}

};         

void    Scan_CTask() :  초음파 탐촉자로부터 검사데이터를 취득할 때 

탐촉자가 검사 면을 일정한 힘으로 누르게 하도록 로테이터 매니퓰레이터

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정 압력 제어 방법은 초음파 검사용 매니

퓰레이터 제어에서 설명하 다.    

void move_motor(int arm_number, float velocity, float position) : 매니퓰

레이터 arm_number를 velocity의 속도로 position까지 이동한다. 이 때 실

제 mgs 단위로 되어 있는 velocity, position 등을 LM629에서 사용하는 

펄스 단위로 환산하는 함수 unit2pulse를 호출한 후 LM629의 매개변수로 

보낸다.



- 151 -

void velocity_motor(int arm_number, int vel) : 일부 매니퓰레이터의 경

우 일반적인 위치 제어가 아닌 속도 제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

면 로테이터 매니퓰레이터의 경우 초음파 스캔시 탐촉자의 착력 제어를 

위해 연속적으로 속도 제어를 해야한다. 이 경우 arm_number 매니퓰레이

터를 vel의 속도로 제어한다. 여기서 vel은 16bit의 정수이다.

void motors_init() : RTC.S15의 모션제어기 초기화에 호출되는 서브루틴

이다. 모션 제어기의 초기화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void move_wheel(float v1, float p1, float v2, float p2) : 일반적으로 

RIROB은 바퀴를 움직일 때 조이스틱 모드나 레이저 추종 제어 모드에서 

속도 제어를 하게된다. 이 서브루틴은 레이저나 조이스틱의 조작 없이 왼

쪽 바퀴를 v1의 속도로 p1위치로 이동하고 오른 쪽 바퀴를 v2의 속도로 

p2만큼 이동하기 위한 함수이다. 용도는 레이저 유도 없이 반복적인 초음

파 검사에서 사용한다.

void joystick_move(int velocity, int direction) : 조이스틱에 의한 바퀴의

수동 운전을 위한 서브루틴이다. 여기서 velocity는 로봇 중심의 속도를 

mm/sec. 로 나타낸 것이고 direction은 아래와 같은 9 가지의 방향을 나타

낸다.  4는 정지 상태이다.

7

6

3

0

1

2

5

8

4

      

그림 3.3.31 조이스틱 제어 시 direction과 로봇의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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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get_position(int arm_number, float *pos) : move_motor에 대응되는 

서브루틴으로 arm_number에 해당하는 매니퓰레이터의 현재 위치를 mgs 

단위로 가져온다. 특수한 경우로 arm_number가 음수이면 모든 매니퓰레

이터의 현재 값을 가지고 온다. 여기서 

0 : 슬라이더 

1 : 트위스트

2 : 로테이터

3 : 스트레치

4 : 프로브 로테이터

5 : PSD 로테이터 이다.

void get_sensor(int sensor_number, float *v) : get_position과 유사한 서

브루틴으로 sensor_number에 해당되는 센서의 값을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sensor_number가 음수이면 모든 센서 값을 가져온다. 여기서

0 : 자세

1 : 습도

2 : LVDT의 길이이다.

void scan (float velocity, float end_pos, float interval) : 초음파 탐촉자를 

스캔할 시 한번만 호출되어 스트레치 매니퓰레이터의 처음 위치에서 마지

막 위치까지 스캔하도록 하고 초음파 펄스는 얼마의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인지 정하며 단위는 mm, mm/sec 이다. 이 외에 펄스 발생을 위한 인터

럽트를 설정하는 일도 한다.

다음으로 실제 mgs 단위와 LM629에서 사용되는 펄스 단위를 RIROB의 

기구학적 치수에 맞추어 변환 해주는 UNIT.C에 대하여 알아본다.

void unit2pulse(int arm_number, float *velocity, float *position) : 각 매

니퓰레이터에 연결된 엔코더의 회전 당 펄스 수가 다르고 회전 당 진행하

는 매니퓰레이터의 이동 량이 다르며 LM629의 경우 시간당 변위 량을 측

정하는 방법이 자신의 클럭 주파수에 관계되므로 여러 단의 계산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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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속도 제어의 경우에는 

p
samp.

= 
mm
sec.

×
sec.
samp.

×
rev.
mm

×
p
rev.

×n×65536

p
samp.

= 
deg.
sec.

×
sec.
samp.

×
rev.
deg.

×
p
rev.

×n×65536

와 같은 두 가지 식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p는 엔코더의 

펄스 수, samp.는 LM629의 연산 샘플링 주기(256 x 10-6sec.)를 나타낸다.  

좌변 항은 실제 LM629에 주기 위한 값이고 우변 첫 번째 항은 주제어 컴

퓨터로부터 받은 이동 량이다. 두 번째 항 sec/samp.는 LM629의 클럭 주

파수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며 세 번째 항 과 네 번째 항은 각각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의 펄스 수를 4 체배 한 것과  RIROB의 매니퓰레이터의 기

구적 상수이며 n 은 기어의 감속 비이다. 즉 우변의 두 번째 항 이후의 

항들은 하나의 상수로 취급이 가능하므로 연산의 속도 증가를 위하여 미

리 계산된 값으로 하 다. 마지막 65536을 곱한 것은 LM629에서 속도를 

32bit로 요구하며 하위 16bit를 소수점 이하의 단위처럼 사용하기 때문이

다. 위치 제어인 경우에는

 
p = mm×

rev.
mm

×
p
rev.

×n

p = deg.×
rev
deg

×
p
rev
×n

과 같다. 여기서도 n은 모터의 감속 비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실제 RIROB에 사용된 상수 값들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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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실 단위 의 펄스단위 변환을 위한  위치 및 속도 상수

상수

Motor
위치상수 속도상수

SLIDE 1680.0 28190.0

TWIST (*) 11980800.0 157730.0

ROTATE (*) 19467.25 135130.0

STRETCH 249.89 4200.0

PROBE 320.0 5370.0

PSD 320.0 5370.0

FRONT 152.55 2559.36

FRONT

UP/DOWN
3645.57 61162.50

WHEEL 1112.97 18672.56

(*) 의 경우에는 회전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기구 적인 요소 

때문에 주제어 컴퓨터에서 받은 값에 바로 위치상수를 사용할 수 없다. 따

라서 Twist인 경우

θ= tan(deg.
π
180.0

)

의 수식을 거친 후 위치 상수를 적용하면 된다.

Rotate의 경우 

θ=30tan((deg.-45)
π
18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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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식으로 환산한 후 위치 상수를 적용하면 된다. 속도 상수인 경우 매

순간 속도상수가 변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 다. 따라서 RIROB의 매니퓰레이터 중에서 TWIST 와 ROTATE의 

경우에는 속도가 주제어 컴퓨터에서 주는 속도 그대로 일정하지 않으며 

매 순간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나) TMS320C32 DSP 의 프로그램 설명 및 RIROB에서 실행 방법

채널별 분리 

ADC

interrupt

PSD
X축 오차 
어레이

PSD 
Y축 오차 
어레이

탐촉자 압력 
오차 어레이

CH7

바퀴 제어   
알고리즘

매니퓨레이터제어
알고리즘

IDLE

채널 6 기다림.
RIROB TASK와 동기

그림 3.3.32 DSP의 프로그램 순서도

DSP 프로그램은 그림 3.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실행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80C196의 TASK가 0번부터 시작이 가능하도록 채널 6번을 

기다린다. 그 이후에는 센서 값과 채널 값에 따라 반복적으로 바퀴제어 및 

초음파 탐촉자의 일정압력 제어 등을 행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PID 제어

가 사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개발된 

프로그램을 RIROB에서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먼저 알아본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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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은 TI 사의 optimized C compiler와 code composer 이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 CPU인 80C196용 프로그램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서 다운로

드 할 수 있다.

1) compiler, assembler 및 linker 에 다음과 같은 command file을 사용하

여 out file을 만든다. 

-heap16 4096 /* malloc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크기 (words) */

-stack 512 /* stack 크기 (words) 

*/

-e c_int00 /* dsp 가 booting 후 

처음 실행을 시작하는 메모리 위치 */

MEMORY

{

   STRB0RAM  : org = 0x884000, len = 0x2000 /* 80C196과의 

공유 메모리 정의 */

   STACKRAM : org = 0x907000, len = 0x1000 /* DSP stack 

역 */

   STRB1RAM  : org = 0x900000, len = 0x7000 /* 주 프로그램 

역 */

}

SECTIONS

{

   .cinit > STRB1RAM

   .text > STRB1RAM

   .bss > STRB1RAM, block 0x1000

   .stack > STACKRAM

   .mysect > STRB0RAM /* 공유 메모리 섹터 정의 */

   .data > STRB1RAM

   .sysmem  > STRB1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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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ex utility를 사용하여 booting 가능한 hexafile을 만든다.

boot.out

-a

-memwidth 8

-bootorg  1000h

-iostrb 10000018h /* 32 bit io space */

-strb0 20051018h /* 16 bit memory space */

-strb1 300f0918h /* 32 bit memory space */

ROMS

{

   EPROM: org = 1000h, len = 1000h, romwidth = 8, /* 8bit eprom 

booting */

            files = {boot.hex}

}

SECTIONS {

   .cinit: BOOT /* download 후 실행 역 */

   .text: BOOT

   .const: BOOT

} 

3) 만들어진 16진 파일을 80C196 다운로드용의 format으로 변환한다.

4) 80C196용 프로그램에 include 하여 linker를 사용하여 80C196 주제어 

CPU의 프로그램과 link 한다.    

5) 최종으로 만들어진 단일 16진 파일을 download 하여 실행한다. 

6) 80C196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DSP를 booting 하고 실행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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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봇 기능의 세분화

로봇이 수행하는 기능을 세분화 한 후 각각에 time slot 개념을 도입하여 

지정된 time slot에서 고유한 기능이 수행 되도록 하 다. 이는 주CPU와  

DSP간의 최적화 된 data 전송 효율을 위해서 자체 아이디어로서 개발되

었다.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80C196의 실제 실행시간의 계산에 의해 수 

십 마이크로 초 이하의 오차로 DSP와 동기 되어 data를 주고받을 수 있

도록 하 다.  로봇의 각 기능은 주로 현재 처리중인 센서에 따라 달라지

므로 각 개별 센서의 처리 후 즉시 그 센서에 해당하는 로봇의 기능을 수

행하는 time slot을 실행하도록 하 다. 각 센서들과 해당 time slot의 기

능은 다음과 같다.

표 3.3.10 센서 대응 task들

Sensors Time slots(Tasks)

Laser X,Y Sensor Laser Tracking Task

Laser Intensity Sensor General Task(Laser Lost/Found Task)

Inclinometer 0,1
Orientation Evaluation and Control 

Task

LVDT(force feedback) Probe Scanning Task

Depth Sensor Depth Estimation and General Task

표 3.3.11 General task의 종류 및 기능

Read Task main computer에서 오는 명령어 해석 실행

Write Task 로봇에서 발생된 메시지의 전송

Home Task 각 모터의 home 동작에 대한 기능

Motor Task 각 모터의 상태에 관한 보고 메시지 발생

Humidity Task
방수의 안전성을 고려한 로봇내부의 습도보고 메시

지 발생(매 30sec)

Intensity Task 레이저가 입사되는 지 여부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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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RIROB 명령어 형식

 

COMMAND
PARAMETE

RS
FUNCTION

ARM_MOVE

arm_no,

speed,

position

arm_no로 정해진 매니퓨레이터를 spped

의 속력으로 position의 위치까지 이동

ARM_STOP arm_no arm_no로 정해진 매니퓨레이터를 정지

ARM_HOME arm_no
arm_no로 정해진 매니퓨레이터를 home 

위치로 이동

JOY
speed,

direction

로봇을 speed의 속력으로 direction에서 

정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

PSD none 로봇이 레이저를 추종제어 하도록 함

MAIN_SCAN

speed,

position,

interval

탐촉자를 speed의 속력으로 position까지 

일정한 압력으로 면서 interval 간격 마

다 초음파 펄스를 발생하기위한 동기 펄

스를 발생하도록 함 

MAIN_SD force
탐촉자를 force의 힘으로 검사면을 누르

도록 함.

PSD_WAIT none
로봇이 레이저가 센서에 입사 할 때까지 

기다림.

ORIENTATION dphi 로봇의 자세를 dphi각도로 맞춤

GET_POS arm_no
arm_no로 정해진 로봇의 매니퓨레이터의 

현재 위치를 보고함

GET_SENSOR sensor_no
sensor_no로 정해진 센서의 현재 값을 보

고함.

TH_AD none
주변광을 측정하여 레이저 입사여부를 판

정하는 threshold 값을 변경

WHL_MOVE s1, p1, s2, p2
좌우측 바퀴를 s1, s2의 속력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p1, p2만큼 움직임.

모든 time slot은 2.5 msec 이며 전체가 10 msec 마다 규칙적으로 실행된

다. 이 중 General Task는 다시 Read, Write, Home, Motor 및 Humidity 

Task로 나누어진다. 즉 각각의 General Task는 매 60msec 마다 실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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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각의 task는 고유의 메시지 전송용 버퍼를 가지고 있으며 Write Task

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자기 고유의 전송 버퍼가 아직 전송

되지 않았으면 이를 전송용 버퍼에 쓰는 데 실패 한 것을 알려준다. 따라

서 다음 번 자기 task에서 재 시도를 하게 된다. 일단 전송된 버퍼는 우선 

순위에서 최하위가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버퍼만 계속 전송되는 

것을 막아준다

본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RS-422A규격의 직렬 통신으로 정해진 명

령어를 보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명령어와 리포트 메시지의 형태는 거

의 자연어에 가깝게 설정되었으며 사용되는 단위는 mm, mm/sec. deg등

의 단위를 소수점 2자리까지 floating point로 사용하 다.

수중 탐상 로봇의 기능이 점차 복잡해지고 고 기능화 함에 따라 기존의 

100% 어셈블리 언어구조에서는 변경 및 확장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장 낮은 레벨의 하드웨어 조작 부분 이외의 부분을 C 언어로 대체하

다. 특히 레이저 위치 및 탐촉자 압력 등의 센서 신호에 따라 로봇의 모션

을 제어하는 부분은 digital PID 제어 방식으로 일반화 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공통으로 사용하 으며 본 로봇 시스템뿐만 아니라 digital PID 

제어가 필요한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① Digital PID 제어기 

일반적인  PID 제어식은 다음과 같다.

 u( t)=K(e( t) +
1
Ti
⌠
⌡

t

e(s)ds + Td
de(t)
dt
)

이 식을 digital 제어에 바로 사용할 경우 미분항에서 고주파 잡음에 대하

여 문제가 있으므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된 식은 다음과 같다.

U( s)=K(bUc(s)-Y( s)+
1
sT i
(Uc (s)-Y( s))-

sTd
1+sTd/N

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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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 항을 forward, 미분 항을 backward 이산화 하여 근사 화하면 다음과 

같다. 

I(kh+h) = I(kh)+
Kh
Ti
e(kh)

D(kh) =
Td

Td+Nh
D(kh-h)-

KTdN

Td+Nh
(y(kh)-y(kh-h))

   

비례항은 근사 화가 불필요하며 최종 제어 식은 다음과 같다. 

u(kh)=P(kh)+ I(kh)+D(kh)

위의 제어 식은 rirob에 내장된 DSP에서 8 개의 센서에 대하여 각각 0.5 

msec 의 sampling time으로 구현하 다.

② Anti-windup  

적분 항이 포함된 제어기에서 갑자기 큰 입력이 들어 왔을 때 integrator 

windup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Actuator가 응답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

어선 상태에서 적분 항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 actuator가 설정 값

을 넘게 되더라도 누적된 적분 항에 의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actuator는 반대 방향으로 응답하게 된다. 이는 rirob 이 초음파 탐촉자와 

벽면간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탐촉자를 벽면에 닿게 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  탐촉자가 벽면에 닿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센서로부터의 

길이 변화가 없으므로 적분 항이 계속 누적되어 탐촉자가 벽면에 닿은 후

라도 누적된 적분 항 때문에 계속 누르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어 모

터와 로봇 기구에 무리를 주게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제어기에서

는  그림 3.3.34와 같은 anti-windup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3.3.33에서 

점선이 integral windup 현상이고 실선이 anti-windup 제어의 경우이다.  

Integrator windup 현상이 발생되면 제어기의 출력을 과 포화되지 않도록 

( e( s)= 0  이 되도록) 비례항, 미분 항, 적분 항의 합이 제어기를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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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포화하도록 적분 항을 제한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33 Anti-windup

es

−

v ue

y−

tT
K

KT sd

K

s
1

tT
1

∑

∑∑
+

Actuator model Actuator

그림 3.3.34 Anti-windup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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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저 유도제어

레이저 유도 제어를 위하여 PSD(Position Sensitive Device)를 사용하여 

레이저의 위치를 감지하고 이를 추종 제어하도록 하 다. 

가. PSD의 특징과 원리  

PSD는 일반적인 광 센서와 달리 빛이 도달한 수광 부의 위치를 알 수 있

는 센서이다.  이 외에도 위치검출용 광 센서에는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Photo-diode array), 리니어 이미지 센서(Linear Image Sensor), 에어리어 

이미지 센서(Area Image Sensor)등이 있는데 이들은 일정 크기의 센서 

역이 합해진 분할형이나 PSD는 연속적인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

분할형이다. 또한 위치 해상도가 높고 주변회로가 비교적 단순하며 응답속

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3.35에 PSD의 원리를 나타내었다. 이 

센서는 p-i-n 접합 구조로 되어있고 P 층과 N 층은 균일한 저항 층이다. 

PSD에 입사한 광은 광 에너지에 비례하는 전하를 입사한 위치에 발생시

킨다. 이 전하는 P층의 양단에 설치된 전극을 향하여 균일한 저항 층에서 

분기하게 되므로 각 전극에 도달한 전하량은 전극과 입사 광과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광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 전하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광 전류

로부터 다음과 같이 입사광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림 3.3.35에서 

I 1 = 
1
2
(1+

2
L
XA)I o

I 2 = 
1
2
(1-

2
L
XA)I o

이며, L 과 Io 는  전극간의 거리와 광 에너지에 비례하는 전체 광 전류를 

나타낸다. 위의 식으로부터  

I 2-I 1
I 2+I 1

 = 2
XA
L

와 같이 광 에너지 Io에 관계없는 위치정보 만의 수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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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PSD 원리도

따라서 

 XA = 
L
2

I 2-I 1
I 2+I 1

이며 알고 있는 값 L 과 측정한 값 I1, I2 로부터 입사광의 위치 XA 를 광 

에너지에 무관하게 구할 수 있다. 식 3-3-2는 연산증폭기(Operational 

Amplifier)와 아날로그 제산기(Divider)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적으로 구현 

할 수 있으며  그림 3.3.36에 블록다이어그램으로 이를 나타내었다. 2차원 

PSD는 구조에 따라 위치 산출식이 달라지므로 각각에 맟는 회로를 사용

하여야 한다. 

    

그림 3.3.36 PSD 처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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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SD의 종류

   PSD는  용도에 따라  1차원용과  2차원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2차

원용은 구조에 따라 Duo-Lateral Type, Tetra-Lateral Type, 

Pin-Cushion Type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구조와 등가회로를 그

림 3.3.37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Duo-lateral Type  

   (a)에 나타낸 것과 같이 Photo-diode의 양면 모두에 전극이 있는 것. 

등가회로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치정보를 가진 광 전류는 두개의 저항층에

서 단지 2방향만으로 분기된다. 따라서 이 Type은 위치검출 오차가 작고 

해상도가 높다.  

(나) Tetra-lateral Type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Photo-diode의 전면에만 4개의 전극이 있는 

것.  광 전류는 동일한 저항 층에서 4방향으로 분기된다. Duo-Lateral 

Type에 비하여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오차가 크지만 바이어스(bias)

를 쉽게 가할 수 있고(p-i-n구조의 photo-diode에서는 보통 역 바이어스

를 인가한다.)  암 전류(dark current)가 작고 응답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

다. 

(다) Pin-Cushion Type   

   (c)에 나타낸 것과 같이 Tetra-lateral Type의 표면과 전극을 개선한 

것. Tetra-Lateral Type의 장점(bias, dark current, response time)을 가지

면서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서의 위치 오차를 현저히 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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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PSD의 종류

다. 레이저 유도제어 

PSD에 입사한 레이저를 로봇이 추종하기 위하여서는 레이저가 입사한 위

치가 항상 PSD의 중심에 오도록 하면 된다.

φ ̇ l = Kexe x+Keye y
φ ̇ r = Kexe x-Keye y

여기서 φ ̇ r , φ ̇ r은 각각 좌우 바퀴의 속도이고 e x, e y는 PSD의 중심에
서 레이저 입사 위치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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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 유도제어

본 과제에서 개발한 이동식 로봇 검사 시스템인 RISYS에서는 이동 로

봇을 절대위치로 유도하기 위하여 pan-tilt 방식의 레이저 위치 지시기를 

사용하 다. 이러한 방식은 정해진 경로의 자동 검사에는 편리하나 실제 

발전소에서 시험하여 본 결과, 조이스틱 등으로 로봇을 임의의 위치로 움

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레이저 위치 지시기를 로봇의 위치 

센서에 조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본 과제에서는 레이저 

위치 지시기가 자동으로 로봇을 유도하는 방식과 수동으로 로봇을 움직일 

경우 레이저 위치 지시기가 로봇의 위치 센서를 추종하도록 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이 단점의 해결을 시도하 다. 로봇에 부착된 경사센서에서 구한 

현재의 로봇의 방위각과  PSD 센서에서의 오차 값으로부터 로봇의 움직

임을 추종하기 위한  레이저 위치 지시기의 실제 필요 이동 량을 계산하

고 이를 제어기의 기준 입력으로 사용하 다. 먼저 레이저가 정확히 PSD 

면의 중앙에 위치하 을 때 로봇의 현재 좌표를  레이저 위치 지시기의 

좌표로 환산한 값을 ROBP  라하고 PSD 상에서 지시 오차 값 ex,e y  일 

때의 로봇의 좌표를 ROB P̃  라 하면 이 두 값의 차이로부터 제어기의 입력 

변수를 구할 수 있다. ROBP  는 로봇의 현재 좌표에서 쉽게 구할 수 있

으며 ROB P̃   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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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에 레퍼런스 입력으로 가하면 된다.  ROBP와 ROB P̃  값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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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PSD 상에서의 오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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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으로부터 레이저 위치 지시기의 각 축이 이동하여야 할 오차에 비

례하는 각도가 구해진다. 이를 레이저 위치 지시기의 제어기에 레퍼런스 

입력으로 가하면 된다.  이상의 수식 결과에 의한 제어 규칙은 다음과 같

다.

φ ̇ z=KzpΔφLAS-Z+KzdΔ φ ̇LAS- Z
φ ̇ y=KypΔφLAS-Y+KydΔ φ ̇LAS- Y

현재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상호 유도제어를 행한 결과 레이저 지시기

는 로봇을 추종하는데 실패하 다. 이는 경사센서의 응답특성이 느린 관계

로 ΘROB의 과도오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경사센서의 

settling time이 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사센서의 응답특성을 구하

고 이로부터 경사센서의 입력 값인 실제 경사 값을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력 값을 전달함수로 나누

는, 이른바  convolution의 역 연산방법이 있을 수 있다. 

5. 초음파 검사용 매니퓰레이터 제어

본 검사 로봇의 최종 목적은 초음파 탐촉자를 원하는 검사위치에서 일정

한 힘으로 누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탐촉

자가 상하 레일을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계수를 갖는 스프

링을 부착하여 변위에 비례하는 힘으로 탐촉자를 누르도록 하 다. 이 변

위를 LVDT(linear variable displacement transducer)를 사용하여 측정하

고 이의 변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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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초음파 스캔 실험

실제의 스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AIN_SD 명령으로부터 

rotate 매니퓰레이터를 사용하여  미리 정해진 변위 만큼 되도록 탐촉자를 

누른다. LVDT의 변위가 정해진 범위 안에 들어오면 SCAN_READY 메

시지를 보내고 정지한다. 이 메시지에 대하여 main control system은 

MAIN_SCAN s1, p1, interval 형식의 명령을 보낸다. 여기에서 p1은 탐촉

자의 마지막 위치이며 s1 은 탐촉자를 움직이는 속력이며 interval은 초음

파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동기 펄스 신호의 간격이며 소수점 2자리에서 

사사오입한 mm와 mm/sec의 단위이다. 

로봇은 현재의 rotator, stretch manipulator의 실제 단위(deg, mm)와 

LVDT의 변위(mm)를 구한 다음 interval 간격만큼 씩 탐촉자가 p1 방향

으로 이동 할 때마다 움직여야 할 rotate, stretch arm의 위치를 약 500개 

정도를 미리 계산하게 된다. 이 후 이를 기준 값으로 하여 primary 

controller가 제어하게 되고 벽면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외란의 향을 

secondary controller가 보상하게 되며 이 연산은 모두 DSP에서 행해지게 

된다.  펄스를 발생하여야 할 정해진 위치에 도달하면 모터 제어기에서 인

터럽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 main controller(80C196)는 폭 100usec

의 펄스를 초음파 해석 시스템으로 보낸다.  초음파 해석 시스템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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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신호를 발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로봇은 다음 펄스의 위치를 

모터 제어기에 입력하고 이 과정을 정해진 위치 p1에 도달 할 때까지 실

행하며 마지막 펄스 후 SCAN_DONE 메시지를 주제어 컴퓨터로 보낸다. 

이 때 사용된 일정 힘 위치 제어 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현하 다.

초음파센서

검 사 면 

q2

q1

X

Y

Fey

그림 3.3.40 매니퓰레이터 힘 위치 혼합 제어.

• Revolute motion을 q 1, Prismatic motion을 q 2라하고  dynamic 특성

을 구하면

           

[ ]I(q 2) 0
0 m

[ ]q 1̈ q 2̈  + [ ]B 1( q 1̇)
B 2( q 2̇)  = [ ]F 1(t)

F 2(t)
 - J'(q) [ ]0Fey

J(q) = [ ]q 2sinq 1 cosq 1
-q 2 cosq 1 sinq 1

와 같이 된다. 여기서 Fey  는 end-effector 에서 스프링에 의한 반작용이

다.  

전체 제어기는 Primary 제어기와 Secondary 제어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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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t) = ud(t) + û( t)

Primary 제어기는 다음과 같다.  

             

ud(t) = [ ]I(qd2) 0
0 m

ꀎ

ꀚ
︳︳
ꀏ

ꀛ
︳︳
qd1
̈

qd2̈

 + 
ꀎ

ꀚ
︳︳

ꀏ

ꀛ
︳︳

B 1( q
d
1
̇)

B 2( q
d
2
̇)  + J'(q

d)[ ]0Fdey

Secondary 제어기는 힘의 오차에 대하여 PI 제어를 하고 위치오차에 대하

여 PID 제어를 하 다.

               

û( t ) = -[K 3△qp + K 2
⌠
⌡△qp(σ)dσ + K 1△qp

̇]
 - K 4J'(q) [ ]0△Fey  + K 5

⌠
⌡J'(q) [ ]0

△Fey(σ)
dσ

초음파 데이터 수집 시 센서 폭의 1/2씩 중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step response를 구하기 위한 입력이 일정한 step구간을 이에 대응하도록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다음 스텝 값이 입력되기 직전 순

간에 초음파 데이터를 취득하므로 이 순간의 위치 및 힘의 오차를 고려하

여 K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어기의 settling time이 주어진 step 구간 

내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이 값을 결정하 다. 

여기서 q는 매니퓰레이터의 변위이며 Fe는 기준 변위와 LVDT의 변위와

의 차이를 힘으로 환산한 오차 값이다. 이를 적용하여 표면이 비교적 고른 

실험실과 스테인레스 스틸로 cladding 되어 표면에 물결 모양의 변위가 

있는 실제 원자로 벽면에서 초음파 검사 실증 실험을 하 다.  실제 원자

로 벽면에서는 ±2mm 정도 LVDT의 변위차가 있었으나 1.5kg/cm인 스

프링 상수를 고려 할 경우 300g 정도의 힘 차이이며 3kg의 힘으로 누르는 

기준 값에 비하여 10% 정도의 오차 값이다.  이 값은 rotate 암의 inertia

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 원자로 검사 현장에서 실험에 참여한 level 2자격의 비파괴 검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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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에 의하면 초음파 신호의 크기는 변화가 없고 매우 양호한 신호가 나

오며 검사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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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CPU 보드의 부품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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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CPU 보드의 부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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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CPU 보드의 납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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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CPU 보드의 GND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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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CPU 보드의 VCC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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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레이저 위치 지시기 및 제어기

1. 레이저 위치 지시기

원자로 상의 임의의 위치에 탐촉자를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로봇을 

우선 계산된  위치에 정확히 위치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원자로의 중심 상단 부에 pan-tilt 기능을 가지는 레이저 

위치 지시기를 놓고 레이저가 가리키는 지점으로 로봇이 추종제어 되도록 

하여 위치의 정확성을 기하 다.  로봇의 위치의 정확도는 레이저가 가리

키는 지점의 정확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레이저의 위치정확도가 매우 중

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위치 지시기를 원자로 상의 정확한 위치에 마운

트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위치 지시기 자체의 정 도에도 향을 받게 된

다. 위치 지시기의 정 도 향상을 위하여 100:1의 감속비를 가지는 하모닉 

기어 방식의 모터를 사용하 다. 다른 여타의 기어와 달리 백래쉬가 비교

적 적으나 부하 torque에 비례하는 백래쉬가 발생한다.  

본 레이저 위치 지시기는 torque의 변화가 거의 없어 1.4m 거리에서 레이

저가 지시하는 위치로부터 백래쉬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상수로 놓

고 모든 방향 전환시 적용하 다. 레이저의 위치 실측 오차를 0.5mm 라고 

할 때 백래쉬 오차는 ~0.02도(0.5/1400 rad) 정도이다. 또한 모터 1회전당 

엔코더 펄스 수는 1000 pulse이므로 백래쉬 및 비틀림을 배제한 이론적인 

각도 정 도는 360 / 100 / (1000 * 4) = 0.0009도 이다.

이밖에 운전의 편리성을 위하여 레이저와 같은 방향을 비추는 비디오 카

메라를 설치하 고 마운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1도의 범위를 정  측

정 할 수 있는 2축의 경사 센서를 부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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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틸트 몸체

팬틸트 제어기
-586급 PC104
-Laser Controller
-2축 제어기

TILT 회전부
- 레이저 다이오드
- CCD 카메라

PAN 회전부

그림 3.4.1 목업에 설치된 pan-tilt 

2. 레이저 위치 지시기의 제어기 

Pan-tilt의 제어를 위한 주제어장치인 DSP series controller는 보드형태로 

PC104 computer 내부에 장착되어진다. PC104 내에 장착된 controller는 

그림 3.4.2와 같은 내부 구조로 연결되어 데이터의 입출력 및 제어를 담당

하게 된다.   DSP보드의 스펙을 아래 표 3.4.1에 나타내었다. 서보제어를 

위한 입출력은 그림 3.4.4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며 레이저의 ON/OFF 제

어 및 홈 위치 센서의 입력을 위하여 유저 I/O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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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DSP 컨트롤러 보드규격

항   목 성    능

인터페이스 PC-104, I/O Map, Address, IRQ

서보루프 갱신

율

10.0kHz(1axis), 3.0kHz(4-axes, 최대), 

1.25kHz(기본값)

서보출력 ±10V DC,±18 mA, 100ppm 

스텝출력

최대 스텝주파수 : 325kHz, 

RS-422 라인 드라이브 출력

±20mA 

Non-linearity<1% at Full Scale 

범 위 위치: 32-bit, 속도 : 48-bit,가속도 : 48-bit

유저 I/O TTL, 20line, PC접속

정격전원 +5V, +12V, -12V

외부조건 0-60 ℃, 2--95% RH

구조 Full SMT; 4-layer PCB

위치피드백 입력주파수 : 5MHz(최대), 디지털노이즈 필터링

PC104에 장착되는 DSP보드의 Hardware주소를 Setting하기 위해서 

Board의 Dip-switch를 변경함으로서 간단히 설정할 수 있는데, 

Dip-switch의  ON-OFF에 따른 주소 값은 각각의 Board마다 설정양식이 

다르므로, 본 DSP Board에 첨부되어진 Manual을 참조하여 표 3.4.2와 같

이 board 아래쪽에 위치한 Dip-switch를 원하는 주소 값에 맞게 ON/OFF

설정을 해줘야 한다. Switch의 구성은 기본 I/O어드레스설정을 위한 SW1

과 인터럽트설정을 위한 SW2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소선택에 따른 스위치

의 설정은 표 3.4.2에 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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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DSP 보드 딥-스위치 설정

기본 어드레스 스위치 1
주 소 8 7 6 5 4 3 2 1
240 on on OFF on on OFF on on
250 on on OFF on on OFF on OFF
260 on on OFF on on OFF OFF on
270 on on OFF on on OFF OFF OFF
300* on on OFF OFF on on on on

310 on on OFF OFF on on on OFF
320 on on OFF OFF on on OFF on
330 on on OFF OFF on on OFF OFF
340 on on OFF OFF on OFF on on
350 on on OFF OFF on OFF on OFF
360 on on OFF OFF on OFF OFF on
370 on on OFF OFF on OFF OFF OFF

ON=low, OFF=high
인터럽트 스위치 2

인터럽트

No.
8 7 6 5 4 3 2 1

없슴*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IRQ2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N
IRQ3 off off off off off off ON off
IRQ4 off off off off off ON off off
IRQ5 off off off off ON off off off
IRQ10 off off off ON off off off off
IRQ11 off off ON off off off off off
IRQ12 off ON off off off off off off
IRQ15 ON off off off off off off off

* 설정값

 또한, DSP 컨트롤러는 104/DSP 내에서 6개의 주소가 이용되어지는데 각 

주소 및 주요기능은 표 3.4.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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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104/DSP보드의 할당주소 및 주요기능

주 소 주요기능 읽기/쓰기 크기

0x300 어드레스 Low 8비트 쓰기 전용

0x301 어드레스 High 8비트 쓰기 전용

0x302 데이타 Low 8비트 읽기/쓰기

0x303 데이타 High 8비트 읽기/쓰기

0x304 Set Reset 플리플롭 8비트 쓰기 전용

0x305 Clear Reset 플리플롭 8비트 쓰기 전용

연결모듈부품인 STC-50은 리본케이블로 연결된 DSP보드의 신호를 스크

류 터미널 커넥터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변환해줄 수 있는 장치이며, 

각종 I/O라인이나 , 모터와 엔코더의 피드백신호의 입출력 등 중간매개모

듈로 이용되어진다. 그림 3.4.2는 DSP 보드와 STC-50커넥터간의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104/DSP Lower Cable Axes

Upper Cable Axes

STC-50

STC-50

Motor and Encoder
 Signals Axes 2-3

Dedicated I/O Axes 2-3

User I/O Bits 8-13, 20-23

User I/O Bits 0-5, 16-19

Motor and Encoder
 Signals Axes 0-1

Dedicated I/O Axes 0-1

그림 3.4.2 DSP보드와 STC-50 커넥터와 연결방법



- 184 -

Controller Board

(104/DSP)

CBL-100

STC-50

Servo
Amp

Moter
Encoder

그림 3.4.3 레이저 위치 지시기의 제어기 연결도

  본 시스템에 적용된 10A 시리즈 PWM(펄스폭변조)서보 앰프는 브러쉬 

DC모터용으로 제작되었다. 1축용 마운팅 카드에 장착된 앰프는 모델명 

10A8 2개와 5A5 1개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각 앰프에 별도의 전원을 공

급하여 DSP 컨트롤러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연결 사용하게 된다.  

아래의 표 3.4.4는 모델별 서보 앰프의 주요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4 PWM서보 앰프 규격

 

모델명

성능항목
10A8 5A5

DC 공급전원 20-80V 20-50V

Low 전압공급 -
±11V ∼ ±16V 

@±5mA

피크전류값 ±10A ±5A

최대연속전류 ±6A ±3A

최소부하인덕턴스 200uH

변환주파수 33kHz

사용온도 -25℃∼+65℃

상시소비전원, 전류 20W @ 6A 12W @ 3A

과도전압한도(자동리셋) 86V 52V

밴드폭 2.5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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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저 위치 지시기 개선

현재 개발 완료된 pan-tilt는 내부에 제어기로 PC-104 type의 486-133급 

CPU를 내장하고 모터  제어기, driver등을 내장하여 완전 방수 처리하여 

사용하 다. 주위 기온이 낮은 경우 별 문제점은 없었으나 하절기의 경우 

온도 상승에 따른 오 동작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 다.  지상 실험의 경우

에는 냉각 팬을 설치하면 되지만 수중 실험의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

다.   이 발열의 원인은 폐된 공간에서 모터를 구동할 때 발생되는 열과 

CPU의 고속 스위칭 동작에서 발생하는 열이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모터 제어기 및 드라이버를  지상에 설치하고 

pan-tilt에는 발열의 가장 큰 원인인 모터 드라이버와 PC-104 type의 

CPU를 제거하 다. 그 대신 encoder 신호를 장거리 전송할 수 있는  별

도의 전송장치를  설치하 다.  이 경우 pan-tilt 각각의 encoder 신호선, 

전원선과 카메라, 레이저 등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케이블 가닥수

는 매우 많아 지게되고 이는 신호선 간의 간섭 뿐 아니라 고가의 방수형 

커넥터를 필요로 하고 작업 또한 어려워진다. 

본 과제에서는 소형의 micro controller를 사용한 신호 multiplexor(그림 

3.4.4)를 자체 제작하여 경사각 2축, encoder 신호 6종류를 직렬로 변환하

여 2가닥의 신호 선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하 다.  이렇게 함으로서 발열

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작고 가벼운 pan-tilt의 제작이 가능하

다.  또 한 카메라 신호 선이 모터 구동 선과 같이 장거리 전송되므로 

pan-tilt 회전 시 카메라 모니터의 화면에 수평으로 규칙적인 줄무늬 모양

의 신호가 나타나 운전자가 장시간동안 보고 있을 경우 눈의 피로도가 매

우 심하 다 .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면 이를 해결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별

도의 방수 커넥터 및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신호 선과 동축케이블을 같이 

포함하는 특수한 케이블과 커넥터가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고가이면서 

구하기 쉽지 않은 이러한 부품 대신에 일반 트위스트 페어 신호 선을 사

용하고 CCTV 전용의 밸런(balun)을 사용하여 이를 완벽히 해결하 다. 



- 186 -

그림 3.4.4 개선된 pan-tilt 제어기

4. 레이저 위치 지시기 개발의 시행착오 들

본 과제에서 제일 처음 개발한 레이저 위치 지시기는 반구형의 아크릴을 

정  가공한 후 그 반구의 중심에  pan-tilt의 회전 중심이 오도록 하여 

항상 레이저가 반구에 법선 방향으로 입사되어 나가도록 한 구조 다. 지

상실험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비교적 만족스런 성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수중실험을 시작한 첫날 지상에서 쌀알 크기이던 레이저가 수중 

목업 상에서 수박 만한 크기가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지상에서 공기-아

크릴(곡면)-공기의 순서로 진행하던 레이저빔이 공기-아크릴(곡면)-물(곡

면)로 진행하 기 때문에 아크릴과 공기 면사이의 곡면이 그 다음에 있는 

물에 의해서 오목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이저와 반구 사

이에 볼록 렌즈를 부착하여 해결하 다. 

이 문제를 해결한 후 레이저 유도 제어 실험을 하는 도중 틸트 각도로 약 

45도 근처에만 가면 추종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레이저가 입사되지 않음

을 보고)이 발생하 다. 레이저 센서의 이득을 올려보고 더 강한 레이저를 

사용하여 보았으나 결과는 항상 같았다.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로봇에 부

착된 PSD 센서가 수중용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되었다. 즉 PSD 센서를 방

수처리 하기 위하여 PSD의 바깥 면에 유리를 부착하 는데 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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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 사이에 공기 층이 존재하여 전반사 조건이 되는 것이었다. 이 문제

는 PSD와 방수용 유리면 사이를 광학 본드를 사용하여 착하여 해결하

다. 

이 문제 해결 이 후 노즐 부 주행 시 특정 위치에 가면 추종 제어가  안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 다. 이 문제는 반구형 레이저 위치 지시기를 조

립할 당시 조립자가 담배를 물고 작업한 것이 문제 다. 아크릴 반구의 레

이저가 나가는 특정 위치에 담뱃재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 외에도 처음 개발한 레이저 위치 지시기는 pan-tilt의 

모터로서 micro-stepping 구동 방식의 일종의 stepping 모터를 사용하 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많았고 소음 진동도 비교적 컸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하여 위의 그림 3.4.1에 보이는 pan-tilt를 개발하 다. 틸트 부를 

따로 분리하여 반구를 없애고 레이저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광학용 유리를 

설치하 다. 또한 레이저의 수중 입사 시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수직 

부착된 광학용 유리를 레이저의 파장인 670nm용으로 레이저 입사 면을 

코팅 처리를 하 다. 반대쪽 면은 물에 직접 닿기 때문에 광학용 유리와 

물 사이에는 코팅 처리가 불필요하 다. 구동 모터도 micro-stepping에서 

하모닉 기어를 사용한 DC 서보 모터로 바뀌었다. 

얼마간의 사용 후 레이저 다이오드가 상당히 약해졌는데 레이저 다이오드

의 금속제 케이스가 + 전위로 접지 처리된 방수용 하우징에 닿으면서 파

워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따라서 레이저 다이오드의 +전원단을 그라운

드 처리하고 그라운드 입력단에 -전원을 인가하는 처리를 하 다. 

또한 정 한 pan의 운동을 위하여 pan의 회전 시 잡아주는 베어링을 회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설계하여 이 부분에서 방수처리를 함으로서 토

크의 손실이 비교적 컸다. 따라서 하모닉 기어의 특성인 토크에 따라 변하

는 비틀림에 의한 back-lash 문제로 인하여 정 도가 나빠지게 되었다. 

이 문제는 방수장치를 제거하여 pan이 쉽게 회전하도록 하여 임시로 해결

하 으나  애초에 목표하 던 수중용 pan-tilt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

었다.  

이 문제 이외에도 원래 완전 방수로 제작되었던  pan-tilt 제어부가 여름

날 고온 시 이상을 일으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 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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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방수가 안 되는 구조 기 때문에 완전 방수를 풀고 냉각용 fan을 설

치하여 해결 할 수 있었다. 

또한 홈 위치를 잡기 위한 센서가 2mm 폭의 오차가 있어서 정 한 반복 

위치 정말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모터 엔코더에 있는 인덱스 상(Z상)을 

사용하여 해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pan-tilt가 과제 종료시점에 제작되

었으나 창원 실증 시험 때에는 완성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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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주제어 시스템

1. 주제어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음파 자동 탐상 시스템은 RIROB(수중 검사 로봇), 

LASPO(레이저 위치 지시기), SODAS(초음파 신호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과 이를 중앙에서 제어하는 주제어 시스템(Main Control System : 이하 

MCS)으로 구성되어있다.

RIROB은 초음파 탐폭자를 부착한 매니퓨레이터를 이용한 수중 검사 모바

일 로봇으로, 물이 채워진 원자로 안에서 자석 바퀴를 이용하여 벽면을 타

고 이동하면서 매니큐레이터 운동을 이용하여 초음파 신호를 수집한다. 

RIROB은 자체에 프로세서를 지니고 있어 매니퓨레이터의 움직임을 스스

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RIROB의 초음파 신호 수집을 

위한 바퀴의 이동 및 매니퓨레이터 운동에 관한 정보는 MCS로부터 전달

받게 되어있으며, RIROB의 에러 발생 정보는 MCS로 전달되어 검사의 진

행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MCS는 RIROB과 통신을 위한 통신 모

듈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 개발에서는 RS-422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

하 다.

LASPO는 원자로 검사 부위로 로봇을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기능을 제공

한다. 원자로에는 로봇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부착물과 홀(노즐)이 있으므

로 이를 피해서 이동을 해야한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로봇에 CCTV를 

부착하여 검사자가 직접 로봇의 이동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지만 육안으

로 선정한 위치가 잘못된 것일 경우에는 로봇이 노즐에 빠지거나 부착물

에 부딪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의 설계 데이터를 토대

로 검사 위치로의 로봇 이동에 필요한 레이저 표시기의 자동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이 장비를 구동시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MCS는 LASPO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LASPO와의 통신을 위하여 RS-422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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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AS 장비는 MCS와 별도로 구성되어있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항상 

MCS에서 제어가 가능해야한다. RIROB의 초음파 신호 수집에 대한 시작

과 종료에 대한 정보를 SODAS에 알려줘야 하는데, 이는 RS-232를 이용

하여 MCS가 제어하게 된다.

앞에서는 MCS와 다른 장비들과의 일대일 기능을 위주로 설명을 하 지

만, MCS는 이들 장비들의 상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검사 진행

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전송하고 확인해야한다. 다음은 이들 장비와의 복

합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MCS는 검사 대상 원자로의 각 검사 항목에 대한 자동 검사 파일을 작성

해준다. 이 자동 검사 파일은 LASPO와 RIROB의 레이저 감지 장치 좌표

를 3차원 공간에서 해석하여 RIROB을 레이저로 이동시키는 정보를 제공

한다. 또한 RIROB이 검사 위치에 도착하 을 때 초음파 신호 수집을 위

한 매니퓨레이터의 운동에 대한 값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RIROB이 검사 위치에 도착하여 신호를 수집하기 전에 SODAS에게 신호 

수집 준비 명령을 전달하고, RIROB의 신호 수집 실행을 명령한다. 

RIROB이 신호 수집을 시작하면 트리거를 발생시키고 SODAS는 신호를 

전송 받기 시작한다. 따라서 MCS는 RIROB, LASPO, SODAS와 자동 검

사 중에 지속적인 상태 확인을 수행하며, 어느 한 장비라도 이상 신호를 

보내면 검사를 중단하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MCS는 이러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듈을 제공하

는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모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현하

다. MCS는 원자로의 제작 데이터 입력, 검사 대상 원자로 선택, 자동 검

사 파일 생성, 검사 항목 선택, 시뮬레이션, 자동 검사 기능을 제공하는 한

편, LSAPO와 RIROB의 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매뉴얼 제어, 그래픽 

화면을 이용한 검사 시뮬레이션 및 검사 현황 디스플레이, SODAS 구동 

확인 기능 등 검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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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어 시스템 구조

가. H/W 구조

Windows 98

IBM Pentium PC

Visual C++

Serial  Communication

API 

Motion Lib.

그림 3.5.1 MCS의 H/W 구조

MCS는 윈도우즈98을 OS로 탑재한 IBM 펜티엄 산업용 PC 300MHz에서 

구현되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검사 장비들과의 인터페이스는 모두 

VIsual C++ 6,0을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툴은 사용하지 않았다.

RIROB과 LASPO 제어를 위하여 Motion Contro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

으며, RIROB과 LASPO와의 통신을 위해 RS-422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

을 사용하 고, 그리고 SODAS와의  통신에는 RS-232 프로토콜을 사용하

다.

따라서 MCS는 Visual C++과 Motion Control 라이브러리가 탑재되어 있

으며, 기본 PC 사양에서 제공하는 두 개의 콤 포트 외에 추가로 시리얼 

통신 포트가 장착되어 있다. 마우스와 키보드는 PS-2 타입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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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W 구조

자동검사

제어 

모듈

그래픽

처리 

모듈

RIROB,

LSAPO,

SODAS

제어 모듈

검사 대상 

선택 & 

자동검사

명령어 

생성

모듈

원자로 

데이터

입력  

모듈

RIROB

LASPO

SODAS

그림 3.5.2 MCS의 S/W 구성도

그림 3.5.2는 MCS의 S/W 구성도를 보여준다.

원자로 데이터 입력 모듈은 검사 대상 원자로에 대한 제작 데이터를 입력

하여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 모든 원자로의 

제작 데이터를 입력하여 프로그램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

으며, 새로운 원자로의 건설 후에는 그 원자로에 대한 연결 정보를 프로그

램에서 추가해주어야 한다.

검사 대상 선택 모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모듈에서는 국가별 

보유 원자로에 대한 선택을 하는 기능과, 선택된 검사 대상 원자로의 현재 

검사 항목 선택 기능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원자로를 보유한 전 세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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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자로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며, 검사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노즐, 원

주심 등과 같은 큰 분류 및 각 항목에 대한 세부 검사 방법 설정이 지원

된다.

자동 검사 명령어 생성 모듈에서는 입력된 원자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

자로의 그래픽 표현과 검사 전 항목에 대한 자동 검사 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이 모듈은 앞의 검사 대상 원자로 선택이 완료되면 검사 항

목을 선택하기 전에 자동으로 수행된다. 이 자동 검사 계획에 따라 원자로

에서의 RIROB 이동을 레이저 표시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하며, 검

사 위치로 이동한 RIROB은 계획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초음파 신호 수집

을 위한 매니퓨레이터 운동을 하게된다.

이 검사 계획 데이터를 이용하여 RIROB, LASPO, SODAS의 운 을 중앙 

제어하고, 서로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부분이 자동 검사 제어 모듈이다. 자

동 검사 제어 모듈은 선택된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계획 파일을 읽어 

RIROB의 검사 준비 단계부터 자동 검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제어하게된

다. 또한 이 모듈에서는 검사 전 검사 시뮬레이션과 검사 중 현황 디스플

레이 정보를 그래픽 처리 모듈에 전달하여 그래픽으로 검사에 대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픽 처리 모듈에서는 MCS 화면상에 그래픽 창을 띄우고, 2차원의 원

자로 그림과 로봇 그림, 그리고 센서 값에 대한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처리

한다.

RIROB, LASPO, 그리고 SODAS 제어 모듈은 각각 별도의 통신 클래스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MCS와 통신하며, MCS가 이 결과를 분석하여 서로의 

활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RIROB과 LASPO 제어 모듈은 수동 및 

자동으로 각각을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SODAS 제어 모듈은 

SODAS의 상태 확인과 같은 MCS와의 원활한 통신 상태 확인 기능 및 

MCS에서의 SODAS 제외 또는 포함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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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 모듈별 상세 기능

5.3절에서는 5.2절에서 설명한 S/W 모듈에 대하여 플로우 챠트, 소스 코

드 등을 이용하여 그 구조 및 제어의 흐름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프

로그램 속에 규정된 자료에 대해서도 기술하며, 프로그래밍에 있어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한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다음 그림은 MCS의 메인 화면을 보여준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자세히 기술되겠지만 5.3에서 설명하는 내용에서 참조

해야할 사항이 많은 관계로 메인 화면을 먼저 올린다.

그림 3.5.3 MCS 메인 화면

아래에 기술하는 내용 중에서 MCS의 GUI에 대한 설명은 이 그림을 참조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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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로 데이터 입력 모듈

원자로 데이터 입력 모듈은 원자로의 제작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모듈이다. 원자로의 제작 데이터에 의해 모든 자동 검사의 경로와 매니퓨

레이터의 운동이 정해지며, 검사 수행 중 그래픽으로 원자로의 그림을 표

현하여 RIROB의 움직임을 그 안에 표현 할 수 있다.

원자로 데이터 입력은 MCS 메인 메뉴의 FILE에서 서브 메뉴인 RX 

DATA EDIT을 선택하면 실행된다. 이 실행 화면의 초기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3.5.4 원자로 데이터 입력 초기 화면

초기 화면에서는 원자로의 이름과 단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생성된 데이

터 파일은 다음과 같다.

-1 Ulchin5 //원자로이름: 울진5호기/Korea/Asia

0 INCH //단위 표시

위 내용은 원자로 제작 데이터 파일 중 입력 초기 모듈에서 정의된 변수

를 정의한 부분이다. 맨 앞의 번호는 변수의 id이고 두 번째는 정의된 변

수 내용이며, 마지막은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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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울진 원자로 5호기의 제작 데이터로 단위는 INCH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MCS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모두 mm로 통일되어 

있으며, 데이터 파일의 단위에 따라 mm로 모두 바꾸어 사용하게 된다.

(1) GUI 및 데이터구조

원자로 데이터 입력 모듈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입력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원자로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입

력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나누어 놓았다. 데이터 클래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아이템 개수

아이템 수는 원자로를 구성하는 구성물의 숫자 개념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정의된다.

그림 3.5.5 아이템 개수 입력

위 입력 모듈에서 정의된 값들은 다음과 같다.

1 6 //NumOfNozzles Nozzle의 수

2 6 //NumOfSpecimens surveillance capsule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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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NumOfStabLugs Core Stabilizing Lug의 개수 

4 6 //NumOfStopLugs Core Stopping Lug 의 개수 

5 4 //NumOfCirWelds Circumferencial Welds

6 -1 //NumOfVerWelds Number of Vertical Welds

7 54 //NumOfStudHoles Number of Stud Bolt Holes

(나) 거리 변수

거리 변수는 원자로 중심 축(세로)으로부터 해당 부위까지의 거리에 대한 

변수 및 노즐의 지름에 대해 정의를 한다.

그림 3.5.6 거리 변수 입력

이 변수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1 98.91 //RrxFlgOutside RX 센터에서 flg 외벽의 반경

102 87.50 //RrxFlgSealOuter RX 센터에서 flg Seal의 외경 

반경

103 81.63 //RrxFlgSealInner RX 센터에서 flg Seal의 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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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04 77.85 //RrxIntSupportLedge RX 센터에서 flg 아래 계단 벽

면의 반경

105 92.70 //RrxFlgStudHoleC RX 센터에서 flg Stud Hole센

터의 반경

106 81.35 //RrxUpperShellInside RX 센터에서 Up. Sh. 내벽까

지의 거리

107 91.71 //RrxUpperShellOutside RX 센터에서 Up. Sh. 외벽까

지의 거리

108 81.84 //RrxMiddleShellInside RX 센터에서 Mid. Sh. 내벽까

지의 거리

109 90.06 //RrxMiddleShellOutside RX 센터에서 Mid. Sh. 외벽까

지의 거리

110 81.35 //RrxNozInThresHoldRX 센터에서 Inlet 노즐 턱까지의 

거리

111 77.54 //RrxNozOutThresHold RX 센터에서 Outlet 노즐 턱까

지의 거리

112 131.81 //RrxNozInletSEWeldRX 센터에서 Inlet SE 용접부 까

지의 거리

113 117.09 //RrxNozOutletSEWeld RX 센터에서 Outlet SE 용접

부 까지의 거리

201 15.0 //RnozInPipe Inlet 노즐의 반경 (Pipe 부분)

202 17.635 //RnozInCone Inlet 노즐의 반경 (cone 부분:

노즐입구)

203 30.63 //RnozInWeld Inlet 노즐의 용접부 반경

204 20.78 //RnozOutPipe Outlet 노즐의 반경 (Pipe 부

분)

205 22.43 //RnozOutCone Outlet 노즐의 반경 (cone 부

분)

206 33.85 //RnozOutWeld Outlet Nozzle의 용접부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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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3.37 //RflgStudHole Stud Bolt Hole의 내반경

208 82.87 //RbottomHead Bottom Head 의 반경

211 20.78 //Rnoz1Pipe Noz 1의 바깥 노즐 반경

212 15.0 //Rnoz2Pipe Noz 2의 바깥 노즐 반경

213 15.0 //Rnoz3Pipe Noz 3의 바깥 노즐 반경

214 20.78 //Rnoz4Pipe Noz 4의 바깥 노즐 반경

215 15.0 //Rnoz5Pipe Noz 5의 바깥 노즐 반경

216 15.0 //Rnoz6Pipe Noz 6의 바깥 노즐 반경

217 -1 //Rnoz7Pipe Noz 7의 바깥 노즐 반경

218 -1 //Rnoz8Pipe Noz 8의 바깥 노즐 반경

221 22.43 //Rnoz1Cone Noz 1의 Rx 벽측 반경

222 17.635 //Rnoz2Cone Noz 2의 Rx 벽측 반경

223 17.635 //Rnoz3Cone Noz 3의 Rx 벽측 반경

224 22.43 //Rnoz4Cone Noz 4의 Rx 벽측 반경

225 17.635 //Rnoz5Cone Noz 5의 Rx 벽측 반경

226 17.635 //Rnoz6Cone Noz 6의 Rx 벽측 반경

227 -1 //Rnoz7Cone Noz 7의 Rx 벽측 반경

228 -1.0 //Rnoz8Cone Noz 8의 Rx 벽측 반경

데이터 부분(두 번째 칼럼) 중에서 -1 또는 -1.0으로 설정된 것은 해당 변

수, 즉 해당 구조물이 없음을 말한다.

(다) 깊이 변수

깊이 변수는 원자로 플랜지 상단에서부터 해당 부위까지의 깊이를 정의하

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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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깊이 변수 입력

이 변수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1 3.0 //ZflgSealSurface flg Seal Surface (위쪽 계단) 

턱의 깊이

122 13.0 //ZintSupportLedge flg Internal Support Ledge 턱

의 깊이

123 24.0 //ZflgKeywayBottom flg Keyway 아래 경사 부분까

지의 깊이

124 153.75 //ZnozCenter 플랜지에서 노즐 중심까지의 

깊이

125 30.95 //ZupperShellTop 플랜지에서 Up Sh의 시작점 

의 깊이

126 217.72 //ZupperShellEnd 플랜지에서 Up Sh이 끝나는점 

까지의 깊이

127 223.72 //ZmiddleShellTop 플랜지에서 mid Sh의 시작점

까지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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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374.38 //ZmiddleShellEnd 플랜지에서 Mid Sh이 끝나는

점까지의 깊이

131 251.06 //ZspecimenUpper 플랜지에서 검사 시편 상단까

지의 깊이

132 350.80 //ZspecimenLower 플랜지에서 검사 시편 하단까

지의 깊이

133 361.13 //ZStabLugUpper 플랜지에서 Stab Lug 상단 까

지의 깊이

134 380.13 //ZStabLugLower 플랜지에서 Stab Lug 하단 까

지의 깊이

135 393.32 //ZStopLugUpper 플랜지에서 Stop Lug 상단까

지 깊이

136 412.32 //ZStopLugLower 플랜지에서 Stop Lug 하단까

지의 깊이

137 457.25 //Zrx Rx의 전체 깊이 (bottom Head 

포함)

141 30.95 //ZweldC1 플랜지에서 Cir Weld1 까지의 

깊이

142 114.45 //ZweldC2 플랜지에서 Cir Weld2 까지의 

깊이

143 244.65 //ZweldC3 플랜지에서 Cir Weld3 까지의 

깊이

144 387.35 //ZweldC4 플랜지에서 Cir Weld4 까지의 

깊이

151 -1 //ZweldV1Top vertical weld 1 상단 깊이

152 -1 //ZweldV1Bottom vertical weld 1 하단 깊이

153 -1 //ZweldV2Top vertical weld 2 상단 깊이

154 -1 //ZweldV1Bottom vertical weld 2 하단 깊이

155 -1 //ZweldV3Top vertical weld 3 상단 깊이

156 -1 //ZweldV1Bottom vertical weld 3 하단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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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 //ZweldV4Top vertical weld 4 상단 깊이

158 -1 //ZweldV1Bottom vertical weld 4 하단 깊이

159 -1 //ZweldV5Top vertical weld 5 상단 깊이

160 -1 //ZweldV1Bottom vertical weld 5 하단 깊이

161 -1 //ZweldV6Top vertical weld 6 상단 깊이

162 -1 //ZweldV1Bottom vertical weld 6 하단 깊이

163 -1 //ZweldV7Top vertical weld 7 상단 깊이

164 -1 //ZweldV1Bottom vertical weld 7 하단 깊이

(라) 각도 변수

각도 변수는 원자로 내부에 포함된 구조물의 위치 각도 및 구조물의 부위

별 경사각을 말한다.

그림 3.5.8 각도 변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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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1 0.0 //Qnoz1 Noz 1의 위치 각도

302 60.0 //Qnoz2 Noz 2의 위치 각도

303 120.0 //Qnoz3 Noz 3의 위치 각도

304 180.0 //Qnoz4 Noz 4의 위치 각도

305 240.0 //Qnoz5 Noz 5의 위치 각도

306 300.0 //Qnoz6 Noz 6의 위치 각도

307 -1 //Qnoz7  Noz 7의 위치 각도

308 -1 //Qnoz8 Noz 8의 위치 각도

311 -1 //QnozSI1 safety Injection Noz 1의 위치

312 -1 //QnozSI2 safety Injection Noz 2의 위치

321 83.0 //Qspecimen1 검사 시편 1의 각도

322 97.0 //Qspecimen2 검사 시편 2의 각도

323 104.0 //Qspecimen3 검사 시편 3의 각도

324 263.0 //Qspecimen4 검사 시편 4의 각도

325 277.0 //Qspecimen5 검사 시편 5의 각도

326 284.0 //Qspecimen6 검사 시편 6의 각도

331 0.0 //QStabLug1 Core Stablizing Lug1의 각도

332 60.0 //QStabLug2 Core Stablizing Lug2의 각도

333 120.0 //QStabLug3 Core Stablizing Lug3의 각도

334 180.0 //QStabLug4 Core Stablizing Lug4의 각도

335 240.0 //QStabLug5 Core Stablizing Lug5의 각도

336 300.0 //QStabLug6 Core Stablizing Lug6의 각도

341 16.0 //QstopLug1 Core Stopping Lug1의 각도

342 76.0 //QstopLug2 Core Stopping Lug2의 각도

343 136.0 //QstopLug3 Core Stopping Lug3의 각도

344 196.0 //QstopLug4 Core Stopping Lug4의 각도

345 256.0 //QstopLug5 Core Stopping Lug5의 각도

346 316.0 //QstopLug6 Core Stopping Lug6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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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1 //QweldV1 VerticalWeld 1의 방위각

352 -1 //QweldV2 VerticalWeld 2의 방위각

353 -1 //QweldV3 VerticalWeld 3의 방위각

354 -1 //QweldV4 VerticalWeld 4의 방위각

355 -1 //QweldV5 VerticalWeld 5의 방위각

356 -1 //QweldV6 VerticalWeld 6의 방위각

357 -1 //QweldV7 VerticalWeld 7의 방위각

381 5.0 //BnozInCone Inlet 노즐의 각도(beta)

382 8.0 //BnozOutCone Outlet 노즐의 각도

383 5.7 //BshellJunctionSlope Middle Shell의 커브 부분 각도(beta)

384 30.0 //BflgDownStairSlope 플랜지 아래 계단과 Upper 

Shell의 각도

(마) 높이, 너비, 두께 변수

이 변수는 용접부의 용접 두께, lug의 너비 및 lug와 Specimen의 높이를 

정의한다.

그림 3.5.9 각도 변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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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1 12.36 //TweldNozIn thickness of inlet nozzle weld

402 12.36 //TweldNozOut thickness of outlet nozzle weld

403 3.28 //TweldNozInSE thickness of inlet nozzle SE weld

404 4.345 //TweldNozOutSE thickness of outlet nozzle SE weld

411 15.0 //WstabLug width of core stabilizing lug

412 8.0 //WstopLug width of core stopping lug

413 8.0 //Wspecimen Surveillance Capsule 너비

421 7.34 //HstabLug core stabilizing lug 의 높이

422 14.59 //HstopLug core stopping lug 의 높이

423 4.0 //Hspecimen 검사 시편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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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대상 원자로 및 검사 항목 선택 모듈

검사 대상 원자로 선택 모듈은 MCS를 제작할 당시 이미 기존의 전 세계 

경수로 원자로 및 국내 향후 가동 경수로 원자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원자로에 대한 검사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MCS 프로그램을 

수정해야만 한다.

이 모듈은 GUI를 위주로 간단한 정보의 디스플레이 및 검사 대상 원자로 

제작 데이터의 연결 기능만을 제공하므로 특별한 데이터 구조는 없다.

MCS의 검사 메뉴 중 RX Selection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

난다.

그림 3.5.10 해당 검사 국가 선택

이 화면에는 원자로를 보유한 전 세계 국가가 디스플레이 되며, 해당 검사

국가를 선택한 후 OK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그 국가가 보유한 원자로

에 대한 자료가 디스플레이 되는 동시에 MCS의 그래픽 화면에 해당 원

자로의 2차원 평면도 및 로봇의 모습이 디스플레이 된다.

여기에서는 한국(Korea)을 선택하 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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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국가별 보유 원자로 화면

위의 화면은 한국이 보유한 경수로와 앞으로 보유할 원자로, 그리고 원자

력 연구소 내에 설치된 모형 원자로에 대한 정보가 디스플레이 된다. 검사 

대상 원자로를 선택한 후 OK를 선택하면 검사 대상 원자로 선정 작업은 

끝나며, 이때 검사 대상 원자로의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한 자동 검사 파일

이 MCS 내부 루틴에서 생성된다.

원자로 선정 작업이 끝나면 검사 항목을 선택해야한다. 검사 항목 선택을 

위해서 Part Sel & Setting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3.5.12 검사 항목 선택 화면

검사 항목은 원자로 검사 구조물을 Nozzle, Cir. weld, Ver. wel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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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 Flange의 5개 파트로 나누어 구분하며, Calibration은 LASPO의 

레이저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LASPO 캘리브레이션 메뉴이다.

다음 그림은 Nozzle, Cir. weld, Safety Injection에 대한 세부 검사 항목 

선택 화면이다.

그림 5.3.13 검사 항목 별 세부 검사 항목 선택 화면

검사 대상에 대한 정보는 MCS의 정보 메시지 창에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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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IROB 제어 모듈

RIROB 제어 모듈은 RIROB의 두 자석 바퀴, 레이저 감지 장치, 매니퓨레

이터, 센서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동작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모듈이다.

RIROB과는 통신 케이블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데, 본 시스템에서는 

MCS와 RIROB간에 RS-422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 다. RIROB의 동작 

제어는 자체 정의된 명령어 세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RIROB 제어 

모듈은 크게 시리얼 통신 모듈과 RIROB 명령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1) 시리얼 통신 모듈

시리얼 통신 모듈은 RComm.cpp와 RComm.h 파일에 정의되어 있다. 여기

에서는 RIROB과의 데이터 송수신 및 수신된 데이터의 해석 및 처리 기능

을 담당한다.

이 통신 포트는 MCS의 초기화 작업에서 열리게 되는데, 통신 포트 번호

는 RxTotSolView.cpp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며 컴퓨터의 포트 사

정에 따라 번호를 바꾸어 사용하면 된다.

#define RobotCom 5

#define RobotPort 5

보통 컴퓨터에는 COM 포트 0,1,2,3번이 제공되는데 본 시스템에서는 

RS-422 통신을 위하여 시리얼 카드를 별도로 부착하여 사용한다.

RIROB과 MCS 간의 통신을 위한 DCB 자료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세팅된

다.

   dcb.BaudRate = 57600;//전송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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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b.ByteSize = 8;//데이타 비트

   dcb.Parity = 0;//패리티 체크

   dcb.StopBits = 0;//스톱 비트

   dcb.fOutX = 1;

   dcb.fInX = 0;

   dcb.fOutxDsrFlow =0 ;//Dsr Flow

   dcb.fDtrControl = DTR_CONTROL_ENABLE ;//Dtr Control

   dcb.fOutxCtsFlow = 0 ;//Cts Flow

   dcb.fRtsControl = RTS_CONTROL_ENABLE ; //Ctr Control

   dcb.fInX = dcb.fOutX = 1; //XON/XOFF 관한것

   dcb.XonChar = ASCII_XON ;

   dcb.XoffChar = ASCII_XOFF ;

   dcb.XonLim = 100 ;

   dcb.XoffLim = 100 ;

   dcb.fBinary = TRUE ;

   dcb.fParity = 0 ;

   dcb.EvtChar = ':';

이벤트 캐릭터는 ‘:’를 사용하는데, RIROB에서 전송되어 오는 데이터에서 

이 이벤트 캐릭터를 만나면 스레드로 무한 루프를 도는 시리얼 통신 버퍼 

감시자가 데이터를 MCS로 가져오게 된다.

MCS와 RIROB간의 데이터 전송은 모두 아스키 코드로 이루어지며 규약

은 다음과 같다.

MCS->RIROB 전송 규약

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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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ROB->MCS 전송 규약

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

전송 규약 중 V는 블랭크를 의미하며, 데이터 세트는 블랭크에 의해 여러 

개의 데이터로 구성될 수 있다.

MCS와 RIROB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형태가 틀린 것은 MCS가 

Windows 기반하의 Visual C++을 사용하여 event character 기능을 사용

한 반면 RIROB은 통신 버퍼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다가 전송 

규약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즉, MCS는 Visual C++에서 제

공하는 이벤트 문자 처리 기능을 사용하고 RIROB은 통신 버퍼 데이터 확

인 루틴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다.

시리얼 통신 버퍼 감시 쓰레드는 RobotWatchProc이라는 메소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벤트 문자를 처리하는 곳은 코멘트를 하 다.

DWORD RobotWatchProc(LPVOID lpData)

{

   DWORD       dwEvtMask ;

   OVERLAPPED  os ;

   CRcomm*      npComm = (CRcomm*) lpData ;

   //idCommDev 라는 핸들에 아무런 com 포트가 안붙어 있으면

   // 에라 리턴

   if ( npComm == NULL || 

      !npComm->IsKindOf( RUNTIME_CLASS( CRcomm ) ) )

      return (DWORD)(-1);

   memset( &os, 0, sizeof( OVERLAPPED ) ) ;

   os.hEvent = CreateEvent( NULL,    // no security

                            TRUE,    // explicit reset 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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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 initial event reset

                            NULL ) ; // no name

   if ( os.hEvent == NULL )

   {

      MessageBox( NULL, "Failed to create event for thread!", "comm 

Error!", MB_ICONEXCLAMATION | MB_OK ) ;

      return ( FALSE ) ;

   }

   if (!SetCommMask(npComm->idComDev, EV_RXFLAG ))

      return ( FALSE ) ;

   

   dwEvtMask=EV_RXFLAG; //이벤트 마스크 처리

   while (npComm->fConnected )

   {

WaitCommEvent(npComm->idComDev, 

&dwEvtMask,NULL); // 이벤트 문자를 기다

림

if ((dwEvtMask & EV_RXFLAG) == EV_RXFLAG) // 이

벤트 문자가 입력되었을 경우

{

dwEvtMask=npComm->ChangeMask(dwEvtMask);

n p C o m m - > R e a d C o mm B l o c k ( ( L P S T R ) 

RobotReadData, MAXBLOCK); // 통신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RobotReadData로 읽어 옴.

npComm->SetReadData(RobotReadData); // 읽어온 

데이터 처리

dwEvtMask=npComm->ChangeMask(dwEvtMask);

}

   }

   CloseHandle( os.hEvent ) ;

   return(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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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Comm->SetReadData(RobotReadData);라는 라인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메소드를 부르게 된다. SetReadData(char *)는 통신 

버퍼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해석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송 받은 데이터의 

Check sum을 확인하여 전송된 데이터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송

된 명령에 의해 RIROB의 명령 이행 결과를 해석한다. 만일 전송된 데이

터에 이상이 있으면 에러를 리턴하여 RIROB에게 다시 데이터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

다음은 데이터 전송 규약에서 사용한 명령어 세트와 파라미터에 대한 정

의이다. <>안의 내용은 명령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send는 MCS에

서 RIROB으로 보내지는 데이터를, return은 RIROB에서 MCS로 보내지는 

데이터를 설명한 것이다.

<RIROB O/S Reset>

send::    RESET

Return::  cs check

<레이저 감지 장치 Threshold 조정>

send::    TH_AD

Return::  TH_DONE

<PSD Wait 모드>

send::    PSD_WAIT

Return::  cs check

<레이저 모드로 이동>

send::    PSD_MOVE

Return::  cs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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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모드로 이동>

send::    JOY_MOVE speed direction

Return::  cs check

<레이저가 레이저 감지 장치에 맞았음>

Return::   FIND_LASER

<레이저가 레이저 감지장치에서 벗어났음>

Return::   LOST_LASER

<Get Sensor Value>

send::     GET_SENSOR n

Return::   SENSOR_VALUE n value

<Get Manipulator Position>

send::     GET_POSITION ALL

Return::   ARM_POS pos1,pos2,·pos n

<Manipulator Home>

send::     ARM_HOME n (n=0,1,·)

Return::   AH_DONE## ex)AH_DONE00

<Manipulator Move>

send::     ARM_MOVE n speed position (n=0,1,·)

Return::   AM_DONE## ex) AM_DONE00

<Manipulator Stop>

send::     ARM_STOP n (n=0,1,·)

Return::   AS_DONE## ex)AS_DON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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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Error>

Return::   MS## ex)MS00

<경사 센서에 로봇 경사 맞추기>

send::     ORIENTATION degree

Return::   ORIENTATION_DONE

<스캐너를 검사 부위에 대기>

1. Main Scan Down

send::     MAIN_SD

Return::   MAIN_SD_DONE

2. Sub Scan Down

send::     SUB_SD

Return::   SUB _SD_DONE

<Scanning>

1. Main Scanning

send::     MAIN_SCAN speed duration position

Return::   MAIN_SCAN_DONE

2. Sub Scanning

 send::    SUB_ SCAN speed duration position

Return::   SUB _SCAN_DONE

<All Stop>

send::    E_STOP

RIROB은 운용 O/S를 MCS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실행한다. 이 메소드는 

RobotCtrl.cpp와 RobotCtrl.h 파일에 정의되어 있으며, 메소드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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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 CRobotCtrl::FileDownLoad(char * filename)이다. 이 O/S 파일은 

바이너리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RIROB의 시리얼 통신 모듈을 이용해 

RIROB으로 전송된다. 바이너리 데이터가 전송되는 관계로 앞에 설명된 

DCB의 세팅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이 메소드는 MCS의 ROBOT-LASPO Init. 버튼을 선택하면 수행되며 그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3.5.14 RIROB O/S 다운로드 화면

이 화면에서는 RIROB뿐만 아니라 LASPO의 O/S 다운로드도 포함되어 

있다. RIROB의 경우에는 O/S 다운로드 기능과 함께 RIROB의 모든 모터

를 초기화시키는 Run 버튼과 O/S를 Reset 하는 버튼이 함께 제공된다.

LASPO에 대한 설명은 LASPO운용 모듈에서 한다.

(2) RIROB 명령 모듈

RIROB 명령 모듈은 RobotCtrl.cpp와 RobotCtrl.h 파일에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RIROB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명령 세트와 RIRO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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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는 데이터 요구 처리 및 데이터 전송 확인 및 오류시 반복 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가) 바퀴 이동 메소드

다음의 소스 코드는 MCS 메뉴의 매뉴얼 RIROB 이동에 사용된다.

BOOL CRobotCtrl::JoyMove(int Dir)

{

// 방향을 설정하고 MOVE를 실행

SetRobotDirection(Dir);

if(!DoJoyMove()) return FALSE;

else{

m_rCtrlComm->m_rxTotView->JoySelect();

return TRUE;

}

}

BOOL CRobotCtrl::DoJoyMove()

{

memset(SendBuf,NULL,100);

sprintf(SendBuf,"JOY %d %d",RobotSpeed,RobotDirection);

return SendToRobot();

}

위의 JoyMove(int Dir) 메소드는 RIROB의 이동 방향을 설정한 후 

RIROB 이동 명령인 DoJoyMove()를 부르게된다. RIROB에 전달되는 명령

어는 JOY 이며, 이동 속도와 방향이 파라미터로 전달된다.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RIROB 정지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는 RIROB의 이동이 멈춰지

지 않는다. 매뉴얼 이동 메뉴는 MCS에 9개의 화살표 아이콘으로 제공된

다.

다음 소스 코드는 RIROB의 이동 거리를 포함하는 메소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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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 CRobotCtrl::WheelMove(double speed1, double position1,double 

speed2, double position2)

{

memset(SendBuf,NULL,100);

sprintf(SendBuf,"WHL_MOVE %.2f %.2f %.2f 

  %.2f",speed1,-1*position1,speed2,-1*position2);

return SendToRobot();

}

이 메소드는 LASPO를 사용하지 않고 RIROB 바퀴만을 이동 시키면서 검

사를 수행할 경우에 사용된다.

(나) 매니퓨레이터 관련 메소드

매니퓨레이터 이동 메소드는 다음과 같다.

BOOL CRobotCtrl::ArmMove(int ArmNum, double speed, double position); 

BOOL CRobotCtrl::ArmStop(int ArmNum);

매니퓨레이터 이동 명령 메소드는 ArmMove()이고, 운동 중인 매니퓨레이

터를 멈추는 메소드는 ArmStop() 이다. 매니퓨레이터는 slide, twist, arm 

rotate, arm stretch, sensor rotate의 5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

도로 레이저 감지 장치 회전 축인 psd rotate 1축이 추가되어 있다. 

ArmNum은 이들 각각의 축에 대한 id로 StdAfx.h 파일에 다음과 같이 정

의되어 있다.

#define SLIDE 0 //slide

#define ROLL 1 //twist

#define TILT 2 //arm rotate

#define ARM 3 //arm stretch

#define SENSOR 4 //sensor rotate

#define PSD 5 //psd ro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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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IROB 정보 불러오기 관련 메소드

RIROB에는 경사 센서, 습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의 값은 각각 

RIROB의 원자로 내 위치 정보 조회와 RIROB 방수 현황 파악에 사용된

다. LASPO의 팬과 틸트 값으로 레이저 감지 장치의 위치를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이는 RIROB의 중심축 위치가 아니므로 RIROB의 경사 자세에 

따라 중심이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습도 센서는 일정 시간마다 지속적으

로 MCS에 RIROB내의 습도 값을 전송함으로써 RIROB의 내부에 물이 스

며드는지를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RIROB의 매니퓨레이터 위치 정보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매니퓨레이

터의 위치 정보를 알아야 검사 중 문제 발생 시 RIROB을 원자로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경사 센서 값을 읽어 오는 메소드이다.

BOOL CRobotCtrl::GetAddOnSensorValue()

이 명령의 수행 동안에는 센서 값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이 메

소드는 RIROB이 다른 명령을 보내지 않는 타이밍에 맞추어 사용해야만 

한다. 물론 RIROB 쪽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MCS로 전송하지 않도록 구성을 하 다.

이 메소드는 시스템의 사용자와 관련 없이 MCS 자동 검사 수행 동안 자

동으로 수행된다. 습도 센서 값의 경우 MCS 동작시에는 항상 RIROB으로

부터 그 값을 전달받아 그래픽으로 결과를 디스플레이한다.

다음은 RIROB 매니퓨레이터 값을 읽어 오는 메소드이다.

BOOL CRobotCtrl::GetArm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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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소드를 수행하면 RIROB은 MCS로 매니퓨레이터 정보를 앞에 정의

한 순서대로 전달한다.

매니퓨레이터 정보는 MCS의 ROBOT MOTOR HOME 모듈과 메인 메뉴

의 Manual에 있는 Manual Popup의 결과 창인 매뉴얼 다이얼로그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검사 도중이나 RIROB의 초기화 과정에서

만 이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라) RIROB 이동 모드와 관련한 메소드

RIROB은 MCS 메뉴상의 매뉴얼 이동 버튼에 의해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

능과 자동 검사 시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 이동 모드로 자동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매뉴얼에 의해 RIROB을 이동할 때에는 MCS에서 JOY라는 라디오 버튼

을 선택하면 매뉴얼 모드로 RIROB의 이동 모드가 바뀐다.

이 메소드는 다음과 같다.

BOOL CRobotCtrl::JoysticSelection();

레이저 모드로 이동할 때에는 RIROB을 레이저 모드로 변환해 주어야 한

다. 다음의 메소드는 MCS Gui에서 PSD라는 라디오 버튼을 눌 을 때 실

행되는 레이저 모드 변환용 메소드이다.

BOOL CRobotCtrl::PsdSelection();

RIROB은 원자로 벽면에 붙어서 이동하며, 레이저 모드를 사용할 때에는 

주변의 빛의 밝기에 따라 레이저 감지 장치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따

라서 레이저 모들 검사를 진행할 때에는 레이저 감지 장치의 threshold를 

조정해 주어야하는데 다음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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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 CRobotCtrl::THadjust();

레이저 감지 장치의 threshold를 조정한 후 RIROB이 threshold 조정이 끝

날 때까지 MCS가 기다리는 메소드는 다음과 같다.

BOOL CRobotCtrl::PsdWait(int G_or_L);

threshold 조정이 끝난 후 LSAPO의 팬과 틸트를 움직이면서 RIROB의 

레이저 감지 장치를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찾도록 하는 메소드는 다음과 

같다.

void   CRobotCtrl::PsdFindLaser();

자동 검사 시 레이저를 이용하여 RIROB을 이동시키면 그 위치에 따라 주

변광이 변한다. 따라서 일정 거리를 이동한 후에는 LASPO의 레이저를 끈 

후threshold를 조정하고 다시 레이저를 켠 후 레이저 모드로 바꿔주는 메

소드가 필요하다. 다음이 그 메소드이다.

BOOL CRobotCtrl::TH_and_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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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ASPO 제어 모듈

LASPO 제어 모듈은 팬, 틸트, 레이저 on/off 등의 제어에 관련된 모듈이

다. LASPO 제어 모듈도 MCS와의 통신에 의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므로 

LASPO용 전용 시리얼 통신 모듈이 필요하며, RS-422 프로토콜로 이를 

구현하 다.

LASPO 제어 모듈은 시리얼 통신 모듈과  LASPO 제어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 시리얼 통신 모듈

LASPO 시리얼 통신 모듈은 LComm.cpp와 LComm.h 파일에 정의되어 있

다. 여기에서는 LASPO와의 데이터 송수신 및 수신된 데이터의 해석 및 

처리 기능을 담당한다.

이 통신 포트 번호도 RxTotSolView.cpp에 정의되어 있다.

#define LaserCom 6

#define LaserPort 6

LASPO와 MCS의 통신을 위한 DCB 자료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세팅된다.

   dcb.BaudRate = 57600;//전송속도

   dcb.ByteSize = 8 ;//데이타비트

   dcb.Parity = 0;//패리티 체크

   dcb.StopBits = bStopBits;//스톱비튼

   dcb.fOutxDsrFlow =0 ;//Dsr Flow

   dcb.fDtrControl = DTR_CONTROL_DISABLE ;//Dtr Control

   dcb.fOutxCtsFlow = 0 ;//Cts Flow

   dcb.fRtsControl = RTS_CONTROL_DISABLE ; //Ctr Control

   dcb.fInX = dcb.fOutX = 0; //XON/XOFF 관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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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b.XonChar = ASCII_XON ;

   dcb.XoffChar = ASCII_XOFF ;

   dcb.XonLim = 100 ;

   dcb.XoffLim = 100 ;

   dcb.fBinary = TRUE ;

   dcb.fParity = 0 ;

   dcb.EvtChar = '*';

이 통신 모듈에서는 이벤트 문자로 ‘*’을 사용하며 통신 규약은 다음과 같

다.

MCS->LASPO 전송 규약

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

LASPO->MCS 전송 규약

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

RIROB과 MCS 간의 통신 규약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LASPO와 MCS 간

의 통신 규약이 동일하다. 이는 MCS와 LASPO의 프로그램이 모두 

Visual C++을 사용하여 이벤트 문자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송수신 및 해석 기능은 RIROB과 MCS 간의 통신에서 설명한 메

소드와 유사하여 생략한다.

이 통신 규약은 MCS와 RIROB간의 규약과는 달리 명령어에 2자의 숫자

를 대신 사용한다. 다음은 LASPO와 MCS간에 사용되는 명령어 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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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LASPO와 MCS간에 사용되는 명령어 세트

 MCS -> LASPO 

 

LASPO -> MCS 

 

Command Cmd # Send Data Set Cmd # Receive Data Set 

LASPO INIT 00  00  

Laser On 10  10  

Laser Off 11  11  

Speed Set 20 Speed 20  

Laser Home 30  30  

Rotate, Tilt 값 

가져오기 

40  40 Rotate Degree  Tilt Degree 

Rotate Thread 50 Rotate Degree 50  

Tilt Thread 51 Tilt Degree 51  

Rotate + Tilt 

Thread 

52 Rotate Degree    Tilt Degree 52  

Rotate + Tilt Non-

Thread 

53 Rotate Degree    Tilt Degree 53  

로봇 찾기(로컬) 60  60  

로봇 찾기(글로벌) 61  61  

로봇 찾기 정지 66  66  

FN Flag Setting 70  70  

LT Flag Setting 71  71  

모터 정지 80  80  

긴급 정지 81  81  

CS Error 99  99  

 

LASPO의 O/S/ 또한 RIROB과 마찬가지로 MCS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수

행된다. 다만 RIROB은 시스템 파워가 꺼질 경우 모든 O/S가 날라가지만 

LASPO의 경우에는 O/S가 저장 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림 5.3.12에서 보듯 Down & Run과 Run 버튼이 제공되는데, 전자는 

LASPO에 저장된 기존 O/S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MCS에서 새로 

제작된 O/S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한다는 뜻을 지닌다.

(2) LASPO 명령 모듈

LASPO 명령 모듈은 팬과 틸트 이동, 그리고 레이저 on/off에 대한 기계

적인 명령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LASPO의 동작은 자동 검사의 경우 

RIROB의 레이저 감지 장치의 상태와 긴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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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ROB의 상태 정보 중 LSAPO의 자동 끌기 기능에 향을 주는 정보는 

정확하게 MCS가 LASPO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음은 팬과 틸트를 움직이는 메소드로 LASPO를 움직이게 하는 버튼으

로 구성된 십자 형태의 GUI를 구성한 곳에는 각각 이 메소드가 정의된다. 

현재는 프로그램 진행 상 편의를 위해 이러한 형태로 같은 프로그램이 여

러 곳에 존재하지만 하나의 모듈만 남겨서 서로 다른 GUI 창에서도 사용

이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void CRxTotSolView::OnLF() // RxTotSolView.cpp.에 정의

void CManualCtrl::OnLFButton() // ManualCtrl.cpp에 정의

레이저 on/off 메소드도 마찬가지이다. 레이저 on/off GUI가 설치된 곳에 

각각의 메소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수정되어야할 사항이다.

void CRxTotSolView::OnMainLOnRadio() // RxTotSolView.cpp.에 정의

void CRxTotSolView::OnMainLOffRadio() // RxTotSolView.cpp.에 정의

void CManualCtrl::OnLaserOnRadio() // ManualCtrl.cpp에 정의

void CManualCtrl::OnLaserOffRadio() // ManualCtrl.cpp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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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ODAS 제어 모듈

SODAS는 MCS로부터 초음파 스캐닝의 시작과 종료에 다한 정보를 얻는

다. MCS는 자동 검사 스캐닝의 경우 SODAS에게 스캐닝이 시작됨을 알

려주고 RIROB의 매니퓨레이터를 움직이면서 스캐닝을 수행하도록 명령한

다. RIROB은 스캐닝 명령이 떨어지면 일정 간격마다 트리거를 발생하여 

SODAS가 신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SODAS는 MCS의 스캔 시작 명령을 받은 후 RIROB의 트리거 신

호를 받아야 신호 수집을 시작하며 종료는 MCS의 명령에 의해 이뤄진다.

이 모듈 또한 MCS와 통신하는 aebf이 필요하며 통신 프로토콜은 RS-232

를 사용하 다.

(1) 시리얼 통신 모듈

SODAS 시리얼 통신 모듈은 SComm.cpp와 SComm.h 파일에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SODAS와의 데이터 송수신 및 수신된 데이터의 해석 

및 처리 기능을 담당한다.

이 통신 포트 번호도 RxTotSolView.cpp에 정의되어 있다.

#define SodasCom 7

#define SodasPort 7

SODAS와 MCS 간의 통신을 위한 DCB 자료 구조는 다음과 같다.

   dcb.BaudRate = 9600;//전송속도

   dcb.ByteSize = 8;//데이타비트

   dcb.Parity = 0;//패리티 체크

   dcb.StopBits = bStopBits;//스톱비튼

   dcb.fOutxDsrFlow =0 ;//Ds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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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b.fDtrControl = DTR_CONTROL_DISABLE ;//Dtr Control

   dcb.fOutxCtsFlow = 0 ;//Cts Flow

   dcb.fRtsControl = RTS_CONTROL_DISABLE ; //Ctr Control

   dcb.fInX = dcb.fOutX = 0; //XON/XOFF 사용안함..

   dcb.XonChar = ASCII_XON ;

   dcb.XoffChar = ASCII_XOFF ;

   dcb.XonLim = 100 ;

   dcb.XoffLim = 100 ;

   dcb.fBinary = TRUE ;

   dcb.fParity = 0 ;

   dcb.EvtChar = ':';

이 통신 모듈에서는 이벤트 문자로 ‘:’을 사용하며 통신 규약은 다음과 같

다.

MCS->SODAS 전송 규약

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

SODAS->MCS 전송 규약

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

이 규약은 MCS와 LASPO간의 통신 규약과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명령

어 형태를 갖는다. SODAS의 프로그램은 X-Window를 사용하여 제작되

었는데 위와 같은 이벤트 문자 처리 기능을 SODAS에 유사하게 구현하여 

같은 규약을 사용한다.

다음은 SODAS의 명령어 세트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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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SODAS와 MCS간에 사용되는 명령어 세트

 MCS->SODAS SODAS->MCS 

Command Cmd 

# 

Send Data Set Cmd 

# 

Receive Data 

Set 

SODAS Ready 00  00  

검사 범위 10 x1(left)     y1(high)   x2(right)   y2(low) 10  

검사 간격 11 Width        Heigth 11  

섹션당 

스캐닝 횟수 

20 섹션당 총 

스캐닝 수 

20  

스캐닝시 

검사 좌표 

(스캔 1 회 시작) 

30 x1            y1        x2      y2 30  

스캐닝 1 회 

끝남을 알림 

40  40  

섹션 검사 끝 50  50  

비상 중단 44  44  

CS Errir 99  99  

 

SODAS의 메소드는 단지 SODAS와의 통신 상태 확인이나 스캐닝의 시작

과 끝을 알리는 정도로, 검사 수행 프로그램과 스캔 테스트 프로그램의 스

캐닝 명령 라인마다 이 명령 라인이 들어가 있으므로 메소드라기 보다는 

메소드에 삽입된 명령어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

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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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래픽 처리 모듈

그래픽 처리 모듈은 원자로 평면도, RIROB의 측면도, 매니퓨레이터 운동 

각도, RIROB 습도에 대한 정보를 그래픽으로 처리한다.

그래픽 처리를 위하여 MCS에서는 두 개의 윈도우 창을 사용한다. 그림 

5.3.1 MCS 화면의 오른쪽 위의 큰 화면이 원자로 디스플레이 용이며, 아

래쪽 작은 창이 나머지 작업을 처리하는 윈도우이다. MCS의 그래픽 처리 

모듈에서는 단순한 모형 디스플레이가 아닌 검사 시뮬레이션 기능과 검사 

현황 디스플레이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원자로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는 원자로 검사 전에 로봇이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면서 예상된 궤적을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실제 검사 시에는 RIROB의 위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원

자로 평면도 안에 디스플레이 해준다. 아래 작은 창에서는 검사 수행 중에 

RIROB의 매니퓨레이터의 움직임과 운동 방향을 디스플레이 해주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RIROB에서 전송되는 습도 데이터를 받아 습도의 위험 순

위를 세 단계로 나누어 막대 챠트 형태로 디스플레이 해준다.

(1) 검사 시뮬레이션 모듈

MCS에서 검사 대상 원자로를 선택하면 그 원자로에 대한 모든 검사 항

목에 대하여 자동 검사 파일이 생성된다. 이 자동 검사 파일의 생성과 함

께 이 파일을 만드는 똑같은 메소드에서 RIROB의 검사 시뮬레이션 파일

도 함께 생성된다.

자동 검사 파일은 검사 실행 명령어 파일과 검사 시뮬레이션 파일로 나누

어지는데, 전자는 RIROB의 레이저 감지 장치를 기준으로 LASPO가 이동

하는 경로 및 RIROB의 매니퓨레이터 움직임, 그리고 SODAS의 동작 제

어에 대한 명령어 세트를 담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LASPO가 이동하는 

경로 및 RIROB의 경사 값만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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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RIROB의 레이저 감지 장치 위치와 경사 자세만 가지고 RIROB이 

원자로의 어느 위치로 움직이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레이저 감지 장치의 위치는 LSAPO의 팬과 틸트 값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RIROB의 위치를 풀어내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Qrob = DEG( atan2((  cos(RAD(pan)) *   Dpsd * sin(RAD(Frob))

 + sin(RAD(pan)) * (-Hpsd + RrobPHI(RAD(Frob)))),

 (- sin(RAD(pan)) *   Dpsd * sin(RAD(Frob))

 + cos(RAD(pan)) * (-Hpsd + RrobPHI(RAD(Frob))))));

Zrob = (RrobPHI(RAD(Frob))-Hpsd)/

 (tan(PI/2.0 - RAD(tilt)) * cos(RAD(pan) - RAD(Qrob)))

 + Dpsd * cos(RAD(Frob)) + Hlas;

Qrob은 RIROB의 원자로 내에서의 방위각을, Zrob은 원자로 플랜지에서부

터 RIROB의 중심 위치까지 거리를, Frob은 RIROB의 경사각을 뜻한다.

다음은 울진 4호기 Nozzle 2번 Up(Bore)쪽 검사 시뮬레이션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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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5 검사 시뮬레이션 화면

(2) 검사 현황 디스플레이 모듈

검사 현황 디스플레이 모듈은 검사 시뮬레이션 상황이 아닌 실제 검사 중 

RIROB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 그래픽 화면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RIROB의 움직임과 LASPO의 움직임에 대해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일 뿐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요구하기에는 RIROB과 LASPO의 다른 기능 수행이 불

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모듈에서는 LASPO의 이동 시작과 끝점을 하나의 이벤트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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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 이 이벤트 하나가 끝날때 마다 RIROB의 위치를 화면에 다시 뿌려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매니퓨레이터의 경우는 RIROB의 O/S가 현재 너무나 많은 로드를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매니퓨레이터의 이동 값이 아닌 명령어 파일에서의 

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매니퓨레이터의 틸팅이나 스트레칭 같은 움직임은 

명령어 파일을 읽었을 때 미리 목표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표시된다.

현재까지는 이 방식을 수정하기 어려운데, 다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동

으로 RIROB 매니퓨레이터의 값을 읽어 그 상황을 현재 그대로 다시 디스

플레이 할 수 있도록 구현하 다.

아래 화면의 Arm Direction 그림은 원주를 중심으로 RIROB의 매니퓨레

이터가 어느 방향으로 팔을 뻗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 정보만을 제시한다. 

그 옆의 Humidity 화면은 그래픽 화면이 띄어져 있는 동안은 항상 

RIROB으로부터 습도 값을 받아 디스플레이 한다. 습도 갑의 단계는 3단

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상은 파란 막대, 주의는 파란 막대와 노란 막대, 

경고는 파랑, 노랑, 빨강 막대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차례대로 하나의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게 구현하 다. 만일 그래픽 화면이 띄워져 있지 않더라고 

습도 값은 MCS의 정보 메시지 창 아래에 수치로 계속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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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동 검사 모듈

자동 검사 모듈은 LASPO, RIROB, SODAS를 한꺼번에 감독하는 매우 복

잡한 플로우를 갖는다. 자동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RIROB의 검사 초

기 위치로 이동 및 자동 검사 수행의 두 단계가 필요하다. 다음 그림은 자

동 검사 모듈 전체 제어 흐름에 대한 플로우 챠트이다. 먼저 간략하게 포

시된 다음 챠트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두 단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다.

Start

Laser
Mode

Simulation
Done

SODAS
On

검사 파일 1 line read
명령 compile

End
Line

명령 execution, i=0

Error

명령 재실행, i++

Done

Y

Y

End

N

N

N

Y
Y

i < 5

Y

N
End

Y

RIROB Start Pos Go

Error

Y

N

N

Y

Start

Laser
Mode

Simulation
Done

SODAS
On

검사 파일 1 line read
명령 compile

End
Line

명령 execution, i=0

Error

명령 재실행, i++

Done

Y

Y

End

N

N

N

Y
Y

i < 5

Y

N
End

Y

RIROB Start Pos Go

Error

Y

N

N

Y

그림 3.5.16 자동 검사 전체 플로우 챠트

자동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RIROB의 현재 위치를 레이저 감지 

장치 위치 파악으로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RIROB은 레이저 이동 모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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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져 있어야 하며, 자동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

는지를 확인하게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RIROB을 현재 위치에서 검사를 시작하기 전의 초지 위

치로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는 실제 자동 검사 루틴을 수행하게 

되는데, 먼저 자동 검사 파일을 열어 검사 명령 라인을 가져온다. 그 명령 

라인을 해석하여 각 명령어 단위별로 파라미터와 함께 나누고 그 순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다. 각 명령의 수행 시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부분 

5회 정도의 반복 수행을 해보고 나서 검사 중지를 판단하게 된다. 검사 재

실행릐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며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 RIROB 검사 초기 위치로 보내기

자동 검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RIROB이 검사 시작 위치로 이동하는 절

차가 필요하다.

RIROB의 구조가 두 개의 전동 바퀴와 캐스터로 연결된 두 개의 보조 바

퀴를 장착한 형태에서 레이저 감지판 상에 레이저를 움직이면서 몸체를 

이동  시키기 때문에 항상 검사 파일의 첫 번째 검사 위치보다는 뒤쪽에 

위치해야하며 그 상태에서 반드시 LASPO의 틸트 값이 검사 파일의 첫 

번째 LASPO의 틸트 값과 일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첫 번째 검사 위치에 

도달했을 때 RIROB의 경사가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이 작업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RIROB 찾기 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재 RIROB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시작 위치로 가기 위한 경로를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RIROB 찾기 모듈은 MCS의 Find & Ready 버튼으로 실행된다. 이 버튼

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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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 RIROB 찾기 화면

RIROB 찾기는 LASPO의 팬과 틸트를 이동하면서 RIROB의 레이저 감지

판의 위치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Local과 Global로 나뉘어진다. 

Local의 경우에는 LASPO에 부착된 수중 카메라를 통해 RIROB의 위치가 

파악될 경우 수동으로 레이저를 RIROB의 레이저 감지판 부근에 이동시킨 

후 수행하는 국부 스캔 찾기 모드이고, Global의 경우에는 RIROB의 위치

를 전혀 알 수 없을 경우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RIROB의 수압 센서를 

읽어 RIROB의 플랜지 상단 대비 깊이를 알아내어 360도씩 LASPO 팬을 

좌우로 회전시키며 레이저 감지판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RIROB의 레이저 감지판을 찾게되면 원자로 그래픽 화면에 RIROB의 위

치가 나타나게 되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다음 단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나면 RIROB의 초기 위치 가기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듈은 MCS의 Go Start Pos.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수행된다. 이 버튼

이 선택되면 MCS내의 RIROB 초기 위치 보내기 메소드가 수행되어 현재 

RIROB의 위치에서 검사 초기 위치까지 RIROB이 원자로의 장애물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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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명령어 파일을 생성해준다.

이 명령어 파일은 LASPO의 팬과 틸트에 대한 이동 명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파일의 생성 메소드는 StartPos.cpp와 StartPos.h 파일에 정의되

어 있다.

자동 검사 모듈은 자동 검사 메소드는 물론 RIROB 초기 위치로 보내기 

메소드도 포함하고 있다. 이 메소드는 Inspection.cpp와 Inspection.h 파일

에 정의되어있다.

(2) RIROB 자동 검사 수행

자동검사를 시작하려면 MCS의 Auto Inspect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

에서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모든 검사 세부 항목은 각도에 의해 그 범위

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즉 노즐의 경우에는 노즐 원형을 기준으로 0도에서 

360도까지, 벽면 용접부의 경우에는 원자로 0도를 기준으로 360까지 초음

파 탐촉자의 오버랩 스캔을 고려하여 정해진 각도마다 검사를 수행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검사 파일의 검사 인덱스는 검사 각도를 따른다. 

그러나 모든 각도가 0~360까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로와 노즐 0도를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360~0도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RIROB의 매니퓨레이터가 팔 운동을 하는 방향에 따라 진행 위

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MCS에서는 검사 항목 선택과 동시에 자

동 검사 버튼 위에 있는 검사 각도 표시란에 검사 파일에서의 검사 시작 

각도와 검사 종료 각도를 자동으로 표시해준다. 또한 검사 중간에 어떤 문

제로 인하여 임의의 지점에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 검사 파일의 각도 

정의 순서에 따라 검사 범위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를 

감지 할 수 있도록 구현하 다. 따라서 사용자는 검사 인덱스인 검사 각도

의 증감에 대해 세 히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다만 임의의 지점부터 검

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파일의 검사 각도를 정확히 읽어서 다시 입력해

주면 된다. 검사 파일은 이 시스템이 설치된 디렉토리 아래의 data_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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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RIROB 타입별로 .cmd 파일로 표현되어있다.

자동 검사의 수행은 자동 검사 파일을 읽어오는 것부터 시작된다. 먼저 자

동 검사 파일의 라인을 읽어 명령어 라인인지를 구분하고, 명령어 라인의 

경우에는 이를 명령어 라인 인터프리터로 전송한다. 이 메소드는 

Inspection.cpp의 BOOL CInspection::CommandInterprete(char *buf, int 

count)에 정의되어있다. 여기에서는 명령 라인을 해석하여 명령어와 그 명

령어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나누고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도 판별한다. 이 

해석이 끝나면 각 명령에 대해 순서대로 명령 수행 메소드를 수행하는데 

이 메소드는 BOOL CInspection::ExecCommand(int arm, char* what, 

char* val, int no_wait, int count)에 정의되어있다. 

노즐 검사의 경우 RIROB이 노즐을 따라 이동하면서 매니퓨레이터 운동을 

하는 도중 레이저가 매니퓨레이터에 가려서 레이저 모드가 벗어나는 경우

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자동 검사 파일에 매니퓨레이터

의 움직임에 대해 레이저를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도록 설계하

지만, 만일 그래도 레이저가 가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자동 검사 모듈

에서는 레이저를 그 전 단계로 이동한 후 매니퓨레이터를 안전하게 접고 

다시 명령을 수행하도록 구현되었다. 이는 안전 문제상 한번만 재실행되도

록 하 다.

나머지 명령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에 걸리는 부분이 거의 없다. 따라서 매

니퓨레이터의 움직임에 있어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5회 이내에서 그 작

업을 다시 수행하도록 하 다.

SODAS의 동작은 매니퓨레이터의 운동 중 Scan 명령이 시작될 때 MCS

가 SODAS에게 준비 상태 명령을 보내며, Scan이 끝나면 이를 다시 알려

준다. 만일 SODAS가 준비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검사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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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사 수행 중 임의의 각도에서부터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즐과 벽

면 용접 부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노즐의 경우에는 RIROB이 검사 초

기 위치에서 임의의 각도로 한번에 움직일 경우 노즐에 빠지게 되며, 검사 

초기 위치로 이동하는 명령도 항상 한 자리에 고정되어야만 한다. 왜냐하

면 노즐 주위의 여건이 RIROB이 충분히 움직일 만한 안전 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즐의 경우 임의의 위치에서 검사를 시작하더라도 

RIROB은 반드시 검사 초기 위치로 보내기 명령을 수행한 상태에서 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작업은 임의의 위치에 대한 각도 인덱스를 따라 

LASPO만 이동하면서 RIROB의 매니퓨레이터 운동은 스킵하는 형태로 진

행된다.

그러나 벽면 용접 검사의 경우 노즐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재검사 

수행이 가능하나 검사 초기 위치에서 새로운 검사 시작 위치까지 이동하

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LASPO의 틸트 값을 

임의의 검사 각도 위치의 틸트 값과 동일하게 세팅한 상태에서 팬을 

RIROB 뒤쪽으로 10도 정도 후진시킨 후 RIROB 찾기를 하고 자동 검사 

모드로 직접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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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통합 매뉴얼 제어 모듈

이 모듈은 원자로 및 검사 항목 선택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윈도우에 구성한 매뉴얼 기능이 강한 모듈이다. 이 모듈은 ManualCtrl.cpp

와 ManualCtrl.h 파일에 구현되어있는데, 모든 기능이 앞에서 설명된 관계

로 GUI에 대한 설명만 기술한다.

MCS 메인 화면에서는 각 모듈별로 버튼이 하나씩 제공되며, 이 버튼을 

실행할 때마다 필요한 다이얼로그 창이 팝업되는 메뉴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 매뉴얼 제어 모듈은 이러한 다이얼로그 창들의 모든 기능을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 화면은 통합 매뉴얼 제어 화면이다.

그림 3.5.18 통합 매뉴얼 제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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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PO Manual Control 판넬에는 LASPO O/S 다운로드, 레이저 On/Off, 

LASPO 초기 위치 세팅 버튼(Home), 이동 거리 및 속도 세팅 위젯, 팬-

틸트의 값 가져오기 버튼(Pos.), 팬-틸트 각각 이동 및 동시 이동 버튼, 그

리고 정지 버튼이 구현되어있다. 그 옆의 판넬에는 LASPO의 팬과 틸트 

이동에 대한 속도 조절 슬라이드 바와 상하, 좌우 및 정지 버튼으로 구성

된 메뉴가 제공된다.

RIROB Manual Control 판넬에서는 RIROB O/S의 다운로드 및 리셋에 

대한 버튼, RIROB 이동 모드에 대한 버튼(JOY,PSD), 매니퓨레이터의 각 

축에 대한 초기 위치 세팅 버튼(Home), 이동 거리 및 각도 세팅 텍스트, 

이동 속도 세팅 텍스트, 캐니퓨레이터 위치 정보 가져오기 버튼(Pos.), 세

팅된 거리 또는 각도와 속도에 따라 이동 및 정지하기 버튼, 그리고 매니

퓨레이터의 이동, 이동 완료, 에러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Status 란이 구

현되어있다. 그 옆에는 RIROB의 속도 조절 슬라이드 바와 이동방향 설정 

및 정지 버튼으로 구성된 메뉴가 지공된다.

하단부의 첫 번째 판넬은 RIROB의 스캐닝에 대한 테스트 기능을 구현하

다. 이 판넬은 스캐너를 바닥에 누르기(Home), 스캔 속도와 탐촉자의 

지름 정의, 정해진 거리만큼 스캐닝 1회 수행하기 버튼(Scan+, Scan-), 그

리고 반복 스캐닝 테스트 버튼(Auto)으로 구성되어있다.

하단부 두 번째 판넬은 LASPO의 캘리브레이션을 담당한다. LASPO의 캘

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 항목 선택에서 Calibration 라디오 

버튼을 선택해야한다. 이 판넬은 레이저를 움직이면서 관찰 할 각도에 대

한 정의와 레이저 포인트를 캘리브레이션의 첫 번째 위치로 보내는 버튼

(Start Pos.), 그리고 정의된 각도를 따라 차례로 이동시키는 버튼(Move)

로 구성되어 있다. LASPO의 캘리브레이션 기능은 MCS의 메인 화면에서

는 제공되지 않는다.

하단부의 세 번째 판넬은 SODAS의 연결 설정 판넬이다. SODAS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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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수행하면서 초음파 신호를 받아낼 때에만 연결 상태로 있으면 된

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connect 상태로 바꿀 필요가 없다. 디폴트 

설정은 disconnect 이다.

RIROB 이동 매뉴 아래에는 자동 검사 수행을 위한 RIROB 찾기(Find 

Robot), 시뮬레이션(Simulation), RIROB 검사 초기 위치로 보내기(Start 

Pos.), 그리고 자동 검사 시작 버튼(Inspection)이 제공된다.

화면의 왼쪽에는 검사 수행 정보가 표시되는 메시지 창이 제공되며, 그 아

래에는 LASPO의 Motion controller 및 COM 포트를 리셋하는 LASPO 

Init. 버튼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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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어 시스템의 GUI 및 운용 절차

5.4 절에서는 MCS의 GUI 및 운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기술한다. 여기에

서 기술하는 내용 중에는 앞에서 설명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정확한 시스템 운용을 위해 간단히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가. 주제어 시스템의 GUI 설명

MCS는 메인 GUI와 통합 제어 매뉴얼 모드용 GUI로 구성되어있다.

메인 GUI에서는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한 프로시듀어를 버튼으로 

작성하여 버튼을 마우스로 선택할 때마다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이알

로그를 실행하거나 내부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구현되어있으며, 원자로의 

그래픽 표현과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그래픽 표현을 제공하는 윈도우를 

제공한다. 매뉴얼 모드용 GUI에서는 그래픽 기능을 제외한 메인 GUI에서 

제공하는 대부분 기능을 모두 제공하며, MCS에 숙달된 전문가용으로 제

작되었다. 메인 GUI는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원자로 및 RIROB 이동 

그래픽 디스플레이 창 

메인 메뉴 

 

 

 

 

자동 검사 

판넬 

검사 대상 정

 

메시지 창 

 

RIROB Arm Status 

그래픽 디스플레이 창 

RIROB 위치 

 

RIROB, 

 

LASPO 

그림 3.5.19 메인 GUI 구성도



- 243 -

다음 그림은 이러한 구조로 구현된 실제 메인 GUI의 초기 화면이다. 초기 

화면에서는 그래픽 디스플레이 창이 나타나지 않고 Copy Writer만 나타

나는데, 검사 대상 원자로와 검사 항목이 결정되면 메인 GUI 구성도에 나

타난 두 개의 그래픽 창이 생성된다.

그림 3.5.20 메인 GUI의 초기 화면

(1) 메인 메뉴

① FILE 메뉴

㉮ Rx Data Edit : 원자로 데이터 입력 및 저장한다.

㉯ Exit : LASPO의 레이저 팬-틸트 위치를 종료 위치 보내고 MCS 프로

그램을 종료한다.

② Robot Sel

㉮ Rirob-King(I) : KAERI에서 제작한 4-Wheel RIROB type 1을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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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 Rirob-King(II) : KAERI에서 제작한 4-Wheel RIROB type 2를 검사

에 사용한다.

㉰ Rirob-Baby(I) : KAERI에서 제작한 3-Wheel RIROB type 1을 검사에 

사용한다.

③ Manual

㉮ Manual Popup : 통합 제어 매뉴얼 GUI 실행한다.

④ LASPO

㉮ LASPO Home Setting : 레이저 홈 위치를 세팅한다.

그림 3.5.21  LASPO Home Setting

Get Home Offset은 LASPO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홈 오프셋 값을 통신

을 통하여 LASPO로부터 읽어 디스플레이 하는 버튼이며, Calc. Home 

Offset은 현재 설정된 홈 위치에서 상하, 좌우로 보정을 취할 각도를 넣어 

LASPO의 모터 펄스 값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Send 버튼을 선

택하면 새로 계산된 모터 펄스 값이 LASPO로 전달되어 세팅된다.

㉯ Last Position : LASPO에 저장되었던 팬-틸트의 마지막 이동 각도를 



- 245 -

읽어와서 보여준다.

⑤ Scanner

㉮ Scanner Setting : 탐촉자 지름과 스캐닝 속도를 세팅한다.

그림 3.5.22  Scanner Setting

스캔 속도는 SODAS의 데이터 전송 속도 문제 때문에 초당 80mm를 넘

지 않는 것이 좋다. 탐촉자 지름은 실제 검사 시 SODAS와의 검사 역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1인치 아래의 24mm 정수를 사용하 다. 매

니퓨레이터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LVDT가 30mm 눌리는 지점으로 세팅

하 다. 이 값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⑥ SODAS

㉮ Enable : MCS를 SODAS와 연결한 상태로 세팅한다.

㉯ Disable : SODAS를 MCS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세팅한다.

㉰ Test : SODAS와의 통신 확인 및 명령 세트 전달 확인을 테스트한다.

(2) 자동 검사 판넬

① Rx Selection : 검사 대상 국가와 원자로 선택한다.

㉮ 국가 선택 GUI : 검사 대상 국가 선택은 현재 경수로 원자로를 보유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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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3  국가 선택 GUI

㉯ 원자로 선택 GUI : 경수로 원자로를 보유한 국가별로 그 국가가 보유

한 모든 경수로 원자로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5.24 원자로 선택 GUI

② Robot-LASPO Init : RIROB과 LASPO의 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거나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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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5  Robot-LASPO Init. GUI

로봇 판넬의 DownLoad는 MCS로부터 로봇의 O/S를 RIROB으로 전송해

주며, Run은 전송된 O/S를 구동하여 로봇의 구동을 초기화한다. Reset 버

튼은 로봇이 현재 사용하는 O/S를 클리어 시킨다.

LASPO 판넬의 DownLoad & Run은 MCS로부터 LSAPO 구동 프로그램

을 새로 전송하고 실행시키는 버튼이며, Run은 LASPO에 현재 저장된 

LASPO 구동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시키는 버튼이다.

③ Robot Motor Home : RIROB의 매니퓨레이터에 대한 홈 위치를 세팅

한다.

H 버튼은 해당 매니퓨레이터의 홈 위치로 이동을 실행한다. Dist.와 

Velocity는 해당 매니퓨레이터의 움직이는 거리(각도)와 속도를 정의하는 

구간이고, G 버튼은 정의된 값에 의해 Arm을 이동시키며, S는 이 이동을 

중지시킨다.  Status는 해당 팔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홈 

버튼 실행의 결과는 HM으로, G 버튼의 실행 결과는 MV로 표현하며, 에

러 발생시에는 Error을 디스플레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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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버튼은 전체 Arm에 대한 현재 상태를 거리(각도)로 각각 디스플레이 

해준다. 하단의 창은 버튼 명령의 수행 상태를 디스플레이 해준다.

그림 3.5.26  Robot Motor Home GUI

④ Part sel. & Setting : 검사 항목 및 그 세부 항목을 선택한다.

㉮ 검사 항목 선택

그림 3.5.27  검사 항목 선택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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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목의 세부 사항 선택

그림 3.5.28  세부 검사 항목 선택 GUI

⑤ Find & Ready : 이 기능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RIROB을 이동시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자동 검사에서 사용되는 기능으로 RIROB의 

레이저 모드 이동 테스트에서도 사용된다.

이 방법에는 RIROB의 위치를 LASPO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하여 알 수 

있을 때 사용하는 Local Find와 그렇지 못할 때 사용하는 Global Find가 

사용된다.

그림 3.5.29  Find & Ready GUI

Local Find는 로봇의 레이저 빔 탐지 어셈블리 근처에서 국지적인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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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을 하여 찾으며, Global Find는 RIROB의 수압 센서를 이용하여 레

이저를 RIROB의 수심 부근부터 아래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360도 좌

우 회전을 하며 레이저 감지판을 찾는다.

따라서 레이저의 이동을 위한 메뉴가 제공되며, 레이저 감지 장치 찾기를 

성공하면 RIROB의 위치와 현재 자세를 자동으로 그래픽 화면에 디스플레

이 해주며, 이 값은 메인 GUI의 창에도 표시된다.  이때 메인 GUI의 원자

로 그래픽 창에는 로봇의 위치가 녹색 원으로 표시된다.

⑥ Simulation : 이 기능은 로봇의 자동 검사 경로를 실제 검사 전에 시뮬

레이션을 통해 미리 확인해 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이 기능을 실행하면 로봇이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여 검사 시작 위치로의 

이동 및 검사 항목의 검사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이 시뮬레이션 되며, 

그 이동 자취도 남게 된다.

그림 3.5.30  시뮬레이션 결과 화면



- 251 -

⑦ Go Start Pos : RIROB을 현재 위치에서 검사 대상 항목의 검사 초기 

위치로 이동시킨다.

⑧ Auto Inspect : 검사 항목을 선택하면 검사 파일이 만들어지며, 이때 

검사 구간의 시작과 끝 값이 자동으로 Auto Inspect 구간 텍스트에 표시

된다. 만일 검사 구간을 바꾸고자 하면 이 구간의 시작과 끝 값을 변경한 

후 검사를 수행하면 되는데, 잘못된 구간 설정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에러 

처리한다.

⑨ Robot Motor All Stop :RIROB의 모든 모터를 정지시킨다.

⑩ Emergency Stop : 모든 검사 작업을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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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대상 정보 창

국가, 원자로, 검사 항목 정보가 표시되는 창으로 검사 대상 국가와 검사 

대상 원자로 및 검사 항목이 결정될 때마다 차례대로 정보가 디스플레이 

된다.

① RIROB 위치 정보 창 : Find & Ready를 실행하여 로봇을 찾았을 때, 

원자로 안의 로봇 위치(원자로 플랜지에서 로봇 중앙까지의 깊이, 로봇의 

방위각, 로봇의 자세각)를 디스플레이 해준다.

② RIROB, LASPO 수동 제어 창

㉮ Rirob Manual : 로봇의 이동 속도 및 이동 방향을 제어한다.

㉯ Laspo Manual : LASPO의 레이저 이동 모터 속도 및 방향을 제어한

다. 또한 레이저의 On/Off 기능도 수행한다.

③ LASPO 제어 창

㉮ LASPO 홈 : LASPO 초기화에서 LASPO의 원점을 잡아준다.

㉯ LASPO의 레이저 모터 이동 : 텍스트와 스핀 바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레이저를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LASPO의 레이저 모터 위치 값 읽기 : 현재 LSAPO의 pan,tilt 각을 

읽어 바로 위의 텍스트에 디스플레이한다.

④ 메시지 창 : 검사 수행 중 발생되는 검사 진행 정보, 통신 정보, 상태 

정보 등을 디스플레이하며, 마우스 더블 클릭으로 클리어 된다.

⑤ 그래픽 디스플레이 창 : 그래픽 디스플레이 창은  2개의 창으로 구분

된다. 위쪽의 원자로 및 RIROB 이동 그래픽 디스플레이 창은 원자로의 

펼친 그림과 자동 검사 시 RIROB의 이동 모습을 보여주며,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아래쪽의 RIROB Arm Status 그래픽 디스플레이 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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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ROB의 매니퓨레이터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원자로 및 RIROB 이동 그래픽 디스플레이 창의 왼쪽은 원자로의 단면도

를 반만 디스플레이 한 것이고, 하얀 사각형 안의 그림은 원자로의 펼친 

그림이다.  이곳에는 자동 검사 시 RIROB의 이동 경로를 디스플레이 한

다.

RIROB Arm Status 그래픽 디스플레이 창은 RIROB의 매니퓨레이터 이

동에 대한 정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왼쪽의 Arm Move 화면과, RIROB 

매니퓨레이터의 검사 방향을 알려주는 Arm Direction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른쪽 끝의 Humidity는 RIROB으로부터 전송되는 RIROB 내의 습도 값

을 계속 디스플레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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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제어 시스템의 운용 절차

MCS 운용 절차에서는 원자로 초음파 자동 검사 시스템의 운용에 있어 

실무적인 내용을 위주로 기술한다. MCS가 RIROB, LASPO, SODAS를 관

장하는 중앙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시스템의 설치 방법부터 검사 진행까

지의 모든 절차를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이 검사 절차를 

지켜야만 한다.

(1) LASPO 설치 및 캘리브레이션

그림 3.5.31  LASPO 설치 화면

1. 원자로의 플랜지 상단에 Support Bar를 설치한다.

2. Support Bar에 LASPO를 장착한다.

3. LASPO에 전원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연결한다.

4. LASPO와 연결된 카메라의 화상을 전달받는 CCTV를 켠다.

5. MCS 컴퓨터를 부팅한 후 MCS를 실행한다.

6. LASPO용 Power Supply를 On 시킨다.

7. MCD의 메시지 창에 LASPO의 부팅 완료 신호인 "LA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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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ing Done"이 디스플레이될 때까지 기다린다.

8. MCS의 Robot-Laspo Init 버튼을 선택하여  LSAPO RUN을 실행

시킨다.

☞ MCS를 실행한 후 LASPO 관련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LASPO 

RUN을 먼저 실행해야 하며, LASPO의 부팅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기 전

까지는 LSPO와 관련된 어떠한 버튼도 실행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LASPO의 파워를 끄고 다시 부팅해야 된다.

☞ LASPO 운용 프로그램을 MCS에서부터 새로 다운로드 받은 후 실행

을 원한다면 LASPO DownLoad & Run을 선택하고, LASPO에 있는 프로

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LASPO Only Run을 선택한다.

9. LASPO 프로그램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LASPO Ready"라

는 메시지가 나오면 레이저가 ON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0. MCS의 LASPO Manual 판넬에서 속도 슬라이드 바를 세팅한다.

11. 레이저의 위치를 원자로 0도 위치에서 pan +30도, tilt +30도로 이

동 시킨다.

12. MCS의 LASPO Manual 판넬에서 Laser Home을 실행한다.

13. "LASPO Home Done" 메시지를 확인한다.

14. MCS의 Rx Selection 버튼을 선택한 후 검사 대상 원자로를 설정

한다.

15. MCS의 Part Sel. & Setting을 선택한다.

20. 원자로 검사 항목에서  Calibration을 선택한다.

21. calibration 대상 노즐을 선택한다.

22.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Manual Popup을 선택한다.

23. 매뉴얼 팝업 화면 하단 중앙의 Nozzle Calibration에서 Calibration 

구간(Area)을 설정한다.(0~360)

24. Nozzle Calibration의 Start Pos. 버튼을 선택한다.

☞ 이때 레이저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조이스틱 수동 모드에서 레

이저를 Calibration 노즐 부근까지 빠른 속도로 미리 이동시켜 놓은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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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레이저가 노즐의 0도 위치로 간 것을 확인한다.

26. Nozzle Calibration의 Move 버튼을 선택한다.

27. 노즐의 안쪽 모서리를 정확하게 맞추며 레이저가 이동하는지를 확

인한다.

28 레이저가 노즐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MCS의 메

인 메뉴의 LASPO 서브 메뉴인 Laspo Home Setting을 선택하여 홈 위치

를 교정해야 한다.

☞ 레이저가 노즐을 벗어나서 움직인다면 노즐을 벗어나는 좌우(pan), 상

하(tilt) 각도를 측정하여 pan과 tilt의 deg 값을 변경한 후 Send 버튼을 누

른다.

☞ Pan 값 : -값은 레이저 pan을 왼쪽으로 이동. +값은 오른쪽으로 이동

   Tilt 값 : -값은 레이저 tilt를 위쪽으로 이동, -값은 아래쪽으로 이동

29. LSAPO의 홈 Offset 값이 변경되므로 레이저의 위치를 

30,30(pan,tilt)으로 이동한 후 Laser Home을 다시 실행한다.

30. 노즐을 따라 레이저가 정확히 이동할 때까지 22 ~ 29번 과정을 반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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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ROB 원자로로 이동

그림 3.5.32  로봇 원자로 입수 화면

1. RIROB 매니퓨레이터가 모두 홈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2. RIROB의 메인 전원과 모터 전원을 Off 시킨다.

3. 로봇을 원자로 외부 아래로 이동시킨 후 케이블을 연결한다.

4.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자로 안쪽 벽면 안쪽의 수면 아래에 부착한 

후 크레인 줄을 제거한다.

 

(3) 시스템 부팅

1. MCS와 SODAS 컴퓨터를 부팅하고 프로그램을 실행 시킨다. 다만 

SODA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SODAS 부팅은 하지 않는다.

2. MCS 화면이 나타나면 RIROB과 LASPO의 Power Supply를 켠다.

☞ 이때 반드시 RIROB 메인 전원을 먼저 켜고 난 후 RIROB 모터 전원

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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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 MCS와 Power Supply 화면

3. LASPO에 부착된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켠다.

그림 3.5.34 LASPO와 연결된 CCTV 화면

4. MCS에 LASPO의 실행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LASPO Ready" 

메시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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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시작

(가) RIROB, LASPO, SODAS 초기화

1. MCS의 Robot-Laspo Init. 버튼을 선택한다.

2. Robot 판넬의 DownLoad를 선택하여 RIROB O/S를 다운로드 한

다.

☞ 다운로드가 끝나면 메시지 창에 'OK Robot Program DownLoaded'가 

디스플레이 된다.

3. 다운로드가 끝나면 Run 버튼을 실행한다.

☞ 메시지 창에 'OK Robot Go"가 디스플레이 된다.

4. LASPO 판넬에서 Run 버튼을 선택한다.

5. SODAS를 사용하는 경우 MCS의 메인 메뉴에서 Scanner를 선택

하고 검사에 사용할 탐촉자의 지름과 검사 스캔 속도를 세팅한다. 

6. SODAS를 사용할 경우에는 MCS의 메인 메뉴 SODAS를 선택하

여 enable을 선택한다.

(나) 검사 대상 원자로 및 검사 항목 선택

1. MCS에서 의 Rx Selection 버튼을 눌러 해당 국가와 검사 대상 원

자로를 선택한다.

2. MCS에서 Part Sel. & Setting 버튼을 눌러 검사항목을 선택한다.

☞ 세부 검사 항목을 선택하면 그 검사 항목의 자동 검사를 위한 LASPO 

자동 검사용 레이저 이동 속도 세팅 루틴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 결과로

는 메시지 창에 LASPO의 자동 검사 속도 계산을 위한 몇 가지 값을 전

송하 음이 디스플레이 되고, 그래픽 판넬에는 선택한 원자로의 펼친 그림

과 로봇의 상태 화면이 나타난다.

3. 레이저의 현재 위치가 원자로에 설정된 레이저의 홈 위치보다 왼

쪽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자로 0도를 기준으로 대략 (30,30)

의 위치.)

4. MCS의 Laspo Manual 판넬에서 Laser Home 버튼을 눌러 레이저

의 홈 위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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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IROB 검사 위치 부근 안전 지대로 이동시킨다.

☞ 원자로 벽면에 부착된 RIROB을 LASPO 카메라의 화상을 CCTV로 보

면서 MCS RIROB Manual 기능으로 안전 지대로 이동시킨다. 이동 방법

은 레이저를 수동으로 움직이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로봇을 찾고 검사 위

치 부근의 안전지대로 레이저와 로봇을 함께 이동시킨다.

로봇의 안전 지대 위치는 검사 항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노즐의 

경우 노즐 중앙에서 오른쪽, 노즐 상단의 위쪽에 로봇을 위치시키는 것이 

좋으며, 용접 검사의 경우 Up, Down에 따라 로봇의 팔이 상하로 뻗는 관

계를 이해하고 검사 시작 위치로부터 검사 방향의 반대쪽에 로봇을 위치

시키는 것이 좋다. 이는 로봇과 LASPO의 수동(조이스틱) 모드에서 수행

한다.

6. MCS의 Robot Motor Home 버튼을 선택하여 각 매니퓨레이터의 

H(홈) 버튼을 수행한다.

☞ H 버튼은 매니퓨레이터 홈 위치 가기 버튼으로 Dist나 Velocity를 설

정할 필요가 없다. H 버튼을 눌러 Status에 'HM'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

을 확인한다. 여기에 있는 모든 버튼 동시에 선택해도 된다.  각각의 

Status가 HM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RIROB-King 타입은 하단의 

F.Hori와 F.Ver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버튼은 RIROB-Baby 타입 

전용이다.

7. RIROB 케이블에 따른 RIROB 자세를 교정한다.

☞ RIROB의 후방에 있는 케이블이 로봇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

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RIROB 케이블의 상태를 검사 전에 설정

해 주어야 한다.

노즐 검사의 경우 RIROB이 노즐 상단 오른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RIROB

의 전방 쪽(레이저 감지판이 부착된 부분)이 비스듬하게 노즐의 중앙 쪽

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때 케이블은 RIROB의 후방에서 RIROB의 오른

쪽 몸체를 반 바퀴 감되 RIROB 매니퓨레이터의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하

여 원자로 하단으로 늘어지도록 한다.

용접부 검사의 경우 Down 방향일 경우 RIROB이 검사를 진행하는 방향

의 반대쪽으로 케이블이 위치하도록 하고 Up 방향인 경우에는 케이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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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하단으로 바로 늘어지도록 하면 된다. 이는 RIROB의 JOY 모드에

서 수행한다.

  

로봇팔노즐 

케이블 

 

Down

Up

그림 3.5.35 검사 방법에 따른 RIROB 케이블 상태

(다) RIROB 찾기 수행

1. MCS의 Find & Ready 버튼을 선택한다.

☞ RIROB 찾기에는 Local과 Global의 두 가지 모드가 있지만, LASPO의 

카메라로 RIROB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Local 방법을 쓰는 것

이 빠르다.  이때 레이저는 RIROB의 레이저 감지판의 상단 주위에 있어

야 한다.

2. Find Robot(Local)을 수행한다.

☞ 레이저가 RIROB의 레이저 감지판에 맞으면 레이저는 정지하고 

RIROB은 PSD의 중앙에 레이저를 위치시키기 위하여 약간의 이동을 하게 

된다.

이때 MCS의 RIROB 위치 정보란에 RIROB의 깊이, 방위각, 경사각이 표

시된다.  또한 MCS의 원자로 그래픽 창에는 녹색의 원으로 표시된 

RIROB이 디스플레이 된다.

3. 레이저가 레이저 감지판 중단 아래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RIROB 

찾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RIROB 찾기를 중단하고 2번 루틴을 다시 수

행한다.

(라) 시뮬레이션 실행

1. MCS의 Simulation 버튼을 선택한다.

☞ 이때 원자로 그래픽 창에 표시된 녹색의 RIROB 원이 자동 검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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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이동하며, 노란색 점선으로 RIROB의 시뮬레이션 이동 경로를 표

시해준다.

☞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Simulation 버튼이 활성화되고, Stop 버튼은 비활

성화된다.

(마) 검사 시작 위치로 가기

1. MCS의 Go Start Pos. 버튼을 선택하여 RIROB을 검사 시작 위치

로 이동시킨다.

2. 이 작업이 끝나면 시작위치로 가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다이얼로그

가 나타난다.

☞ 시작 위치로 가기가 끝나면 Go Start Pos.버튼이 활성화되고, Stop 버

튼은 비활성화된다.

3. 만일 에러가 발생하면 로봇을 수동으로 검사 항목 근처의 안전 지

대로 이동시킨 후 케이블을 정리하고 (다)의 RIROB 찾기 항부터 다시 수

행한다.

(바) 자동 검사 시작

1. MCS의 Auto Inspect 버튼을 선택하여 자동 검사를 실행한다.

☞ 자동 검사 구간은 검사 항목을 설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해당 검사 항

목 명령 파일에 표기된 전 범위를 기본으로 세팅해 주지만, 특정 부분 검

사와 같은 작업을 위해 검사 구간을 바꿀 수 있다

검사 항목 중 특정 부분만 따로 검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 검사 구간

에 그 구간만을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 검사 명령어 파일의 검사 구간 각

도에 대한 증감이 0~360으로만 세팅된 것이 아니므로 항상 해당 검사 명

령어 파일을 열어서 검사 구간의 정확한 각도를 입력해야 한다. 검사 명령

어 파일의 이름은 MCS의 정보 창에 나와있으며 본 프로그램이 설치된 

RxTotSol\Data_Cmd\ 디렉토리 밑에 RIROB 타입별로 확장자 '.cmd'의 

형태로 존재한다.

2. 검사 도중 문제가 발생하여 검사가 중단되거나 임의로 검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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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 을 경우에는 현재 RIROB 매니퓨레이터의 포지션을 파악한 후 매니

퓨레이터가 장애물에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매니퓨레이터를 접는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사) 검사 종료

자동 검사를 완료하면 먼저 RIROB을 원자로 밖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  

크레인에 RIROB을 매달 수 있는 위치로 RIROB을 이동시킨 후 RIROB의 

모터 전원을 먼저 끄고, 다음에 RIROB의 메인 전원을 끈다.  전원의 On, 

Off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 MCS 주 화면의 Exit  버튼을 누른다.  이때 레이저는 

30,30(pan,tilt)으로 이동하며, 이 작업이 끝나면 MCS 프로그램도 종료된

다.

2. LASPO의 전원을 끄고 카메라용 CCTV도 끈다.

3. SODAS를 종료한다.

4. RIROB을 크레인에 묶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5) RIROB, LASPO 매뉴얼 이동 방법

(가) LASPO 매뉴얼 이동 방법

LASPO의 매뉴얼 이동 판넬은 위 그림과 같이 조이스틱 판넬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동 각도를 입력하여 움직이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① 조이스틱 판넬 사용

다음 그림의 위쪽의 긴 바는 속도를 조정하는 슬라이더 바이며, 아래쪽 5

개의 버튼은 이동 방향을 설정한다.  중앙의 느낌표는 Stop 버튼이며, 나

머지 4개의 버튼은 화살표 방향으로 레이저를 계속 움직이게 한다.  따라

서 이동 방향 버튼을 누른 후에는 반드시 Stop 버튼을 눌러줘야만 한다.

속도 조절용 슬라이더 바는 마우스로 클릭할 때마다 10씩 값이 증가하며, 

마우스 드래깅도 가능하다. 속도의 범위는 0~1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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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3.5.36 조이스틱 판넬을 이용한 LASPO 매뉴얼 이동 메뉴

LASPO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속도를 설정해야 한다. 속도를 설정하

고 나면 방향 버튼을 눌러 LASPO를 이동하면 된다. 다만 방향 버튼을 눌

러 이동하는 동안에는 속도 버튼을 눌러 즉시 그 속도 값을 반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동 중 속도를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Stop 버튼을 누른 

후 속도를 바꾸고 다시 방향 버튼을 누르면 된다.

② 이동 각도 입력

 

Pan 

Tilt 

Move 

Stop

그림 3.5.37 이동 각도 입력을 이용한 LASPO 매뉴얼 이동 메뉴

이 판넬은 Pan, Tilt, Move All, Stop 버튼 및 pan, tilt에 대한 텍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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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Pan 버튼 우측의 텍스트는 pan의 이동 각도를 입력하는 

곳이며, Tilt 버튼의 우측 텍스트는 tilt의 이동 각도를 입력하는 곳이다. 

속도 조정은 LASPO 조이스틱 판넬의 속도 조절 슬라이드 바를 이용한다.

Pan 버튼을 누르면 pan만, Tilt 버튼을 누르면 tilt만 이동하고, Move All 

버튼을 누르면 pan과 tilt가 동시에 이동한다. 이동 중에 속도를 바꾸기 위

해서는 조이스틱 판넬과 마찬가지로 Stop을 누르고 속도를 조정한 후 다

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된다.

(나) RIROB 매뉴얼 이동 방법

 

i

그림 3.5.38 RIROB 매뉴얼 이동 메뉴

RIROB 매뉴얼 이동 판넬에서 속도 슬라이드 바의 값은 0~100까지 이며 

마우스 한 클릭 당 움직이는 값이 10이다. 또한  로봇의 이동 중에 속도 

조절 슬라이드 바를 클릭하면 그 즉시 로봇의 이동 속도가 변경된다.

LASPO의 조이스틱 판넬과는 달리 이동 버튼의 기능이 약간 다르다. 각각

의 버튼 설명은 다음과 같다.

 좌 상향      직진          우 상향

좌회전        
i
정지          우회전,

좌 하향       후진          우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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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용접부 결함 초음파 신호 처리 시스템

1. 용접부 결함 초음파 신호처리 시스템 개요

초음파 이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의 응용부문은 조선소에서 선박의 용접

부 결함검출, 화학공장에서 배관의 피로도 검사,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

사등 광범위한 응용사례를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안정성 확

보 측면에서 초음파 이론을 이용한 검사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가압경수로 압력용기(원자로) 용접부에 대하여, 원자로 가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용접부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빠른 

시간에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대용량 초음파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며, 접근이 불가능하여 원거리에서 조작해야 하므로 정 도와 안정성이 

우수한 운반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음파 신호 처리 시스템은 초당 5 Megabyte 이상의 

초음파 신호를 수집할 수 있고, 초음파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는 4 채널용 고속 초음파 신호 수집 시스템이다.

신호 분석을 위하여 A-Scan, B-Scan, C-Scan 출력의 3차원 신호해석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제작하 고, PC 기반 신호수집/해석 시스템에 

LAN(10M bps)기능을 부가하여 신호 수집 및 해석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MCS로부터 실시간으로 펄스를 입력받고, 

RS232C로 서로 연결되어 자동 검사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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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음파 신호 처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가. 초음파 신호처리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1) 초음파 신호처리 시스템의 Hardware

Pentium III 800 MHz PC를 초음파 신호처리용(신호수집 및 해석) 컴퓨터

로 선정하 고, 현재 상용으로 IBM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Real-Time, 

Multi-Tasking, Multi User OS 중에서 안정적이며, 많이 사용되는 Lynx

회사의 OS를 장착하 다.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 LAN기능을 부가하

여 시스템이 서로 분리시 상위 초음파 신호해석용 PC와 하위 초음파 신

호수집용 PC가 초음파정보를 공유하도록 하 다. (Real Time, Multi 

Tasking OS인 Lynx OS를 사용하므로 LAN사용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Lynx OS는 Unix계열이므로 다중 신호처리 소프트웨어 설계가 가능하다.

그림 3.6.1은 실제 국내 원자로 검사에 본 시스템을 적용할 때의 블록 다

이아그램을 나타내고 있고, 아울러 본 과제에서 개발된 시스템과 상위과제

에서 수행된 로봇과의 완벽한 인터페이스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Laser Positioning
Unit

Laser Positioning
Unit

Data Acquisition 
System

Data Acquisition 
System

Main Control 
Computer

Main Control 
Computer Data Analysis 

System

Data Analysis 
System

Reactor 
Inspection 

Robot

Reactor 
Inspection 

Robot

그림 3.6.1 초음파 신호처리 시스템과 주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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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에서와 같이 본 시스템은 On-Line하에서 운용하는 Data 

Acquision System과 Off-Line하에서 운용하는 Data Analysis System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과제에서 수행되는 Main Control Computer와 

인터페이스 하여 Laser Positioning Unit에서 위치정보를 펄스로 입력받아 

원자로를 검사한다. 그림 3.6.2는 본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신호 처리 시스

템 컴퓨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6.2 초음파 신호처리 시스템

(2) 초음파 보드 (UT Board)

로봇이 이동하면서 일정한 펄스를 초음파 신호처리 시스템으로 보내게 되

면 로봇 인터페이스 카드는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인터럽트 발생과 동시에 

초음파 보드는 1프레임(4Kbyte/1채널)의 초음파 신호를 중앙처리장치에 

보내고, 중앙처리장치는 이를 실시간으로 HDD에 저장된다. 이때, 신호처

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초음파 보드이다. 현재, 국내에서

는 이러한 초음파 보드의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는 

아니게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국내 원전 검사에 많은 경험과 신뢰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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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ABB사의 초음파 보드를 사용하 다. 본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음파 보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3.6.3 초음파 보드

(가) Two Channel UT Operation per Board (1 board for 2i)

(나) Pulser Section Features

   - Two Pulsers w/ Independent Control for Pulse Type and Damping

   - Spike or Square Wave Operation Selectable

   - Adjustable Pulse Amplitude: 50 to 400 V in 50 V steps

   - Square Wave Adjustable Pulse Width:  80 nsec to 1msec in 20 ns    

        Steps

   - Damping:  50, 100, 200, 400 Ohms

(다) Receiver Section Features

   - Frequency Response:  0.5 to 30 MHz

   - Gain Range: 0 to 98 dB, 0.5 dB Increments

   - High-Pass Filters:  One Pole (0.25, 2, and 4 MHz)

   - Low-Pass Filters:  One Pole (5 and 10 MHz)

   - Bandpass Filters:  Generated from Combination of Low and High 

                        Pass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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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ata Acquisition Section Features

   - Adjustable Digitization Rate Selectable of 1, 2,  5, 10, 25, 50, 

     and 100 MSPS(Mega Sampling Per second)

   - 100 MSPS A to D Conversion

   - 8 Kbytes Sample Memory Divided Between the Two Channels

   - External RF Input Available:  Voltage Range +/- 0.5 Volts

(마) Hardware Gates Features

   - One Dedicated Interface Gate per Channel, Storing TOF Data

   - Two Dedicated Flaw Gates per Channel, Storing Peak Amplitude  

        and TOF or Threshold  Based TOF Data

   - Independent Control of Delay, Width, and Threshold Values for 

     Each Channel

(바) Hardware DAC Section Features:

   - Dynamic Range:  40 dB

   - Maximum Slew Rate:  24 dB/msec

   - Maximum Number of Operator Selected Points:  16

   - Maximum Sample Range Size:  4 Kbytes, per Channel

(사) Data Recording Modes

   - Full RF Wave Data Collection/Storage Mode

   - Hardware Based, Positive, Negative, or Full Wave (Selectable) 

     Video Detection Data Collection/Storage Mode

   - Peak Amplitude/Time-of-flight Data Collection/Storage Mode 

   - Pulse-Echo, Pitch-Catch, or Through Transmission Modes 

(아) Data Compression Features

   - Hardware Threshold Based Run Length Encoding (T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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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deo Detection Mode Provides Data Compression and Extends 

     A-gate Width

   - Maximum Compression Achieved by Combination of Both   

     Features

(자) Permanent Storage of Test Setups

(차) Complete Digital Computer Control

(카) Interactive Graphics Emulate Conventional Ultrasonic Instruments

(3) RIROB과의 Interface

그림 3.6.4는 RIROB과 연결되는 Interface Card화면이다.

CPU Board

Robot Interface Card

2CH Ultrasonic Board

LAN Card

그림 3.6.4 초음파 신호처리 시스템의 본체 구조

(가) 시뮬레이터

위치정보의 발생을 위하여 서보모터와 엔코더를 사용하 다. 엔코더로부터

의 A상/B상 펄스열을 받아서 A상과 B상을 비교하여 증감하는 카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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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작하 다. 카운터의 출력을 24 Bit, 12 Volt Source 타입의 출력기

로 변환하는 회로를 설계/제작하 다. 즉, 시뮬레이터는 서보 모터로부터 

발생된 위치정보를 Binary 출력으로 변환하여 컴퓨터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에서는 시뮬레이터의 출력값을 받기 위해 32 Bit Digital Input 카드

를 수동 제작하 다. 32 Bit Digital Input을 컴퓨터의 IO Port Address 

(0300H) 에 배당하여 IO 명령으로 처리하 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

법이며, 단방향 정보 교환이다. 컴퓨터는 IO Read 명령어만으로 시뮬레이

터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이후의 Software Debugging에 적합

하다. 실제로 RIROB과 연결되지 않아도, Software 개발이 가능하 다.

 

(나) Interface Card 및 통신 Protocol

RIROB과 연결하기 위해 Polling 방식의 Interface Card를 만들었다. 

RIROB은 위치정보와 초음파 여기신호(Trigger Pulse)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초음파 신호처리시스템은 실시간으로 RIROB으로부터의 

위치정보와 초음파 여기신호를 받아야 한다. 위치정보와 초음파 여기신호

는 서로 함수관계이고, RIROB으로부터 받은 초음파 여기신호에 의해 1 

프레임의 초음파 신호를 받아 저장해야 하므로 초음파 여기신호만을 실시

간으로 받기로 하 다. RIROB의 펄스신호에 의해 플립플롭이 세트되고, 

신호해석 시스템의 IO Read 명령에 의해 플립플롭이 클리어된다.(Polling 

방식) 이때, 신호해석 시스템의 카운터가 동작되어 위치정보를 결정하게 

된다. 초음파 여기신호만으로 위치정보를 판단해야 하므로 Serial 통신을 

병용하여 검사 역 및 검사방법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 

RIROB과 초음파 신호처리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규약(통신 Protocol)은 

MCS에서 설명하 으나 간단히 다시 기술한다.

MCS->SODAS 전송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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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

SODAS->MCS 전송 규약

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명령어 V 데이터 세트 V Check Sum 이벤트 문자

(다) 내부 Data 규약

RIROB이 초음파 신호처리시스템에 주는 통신Data의 규약이다.

  ① RIROB/SODAS 통신

㉮ 연결 방식

㉯ 신호 방식

㉰ 신호 정의

  ② MCS/SODAS 통신

㉮ 연결 방식

㉯ 명령어 일람

- sodas check :

- sodas ready :

- inspection area spec : [원자로명], [검사 부위명], [채널 개

수],[채널 별 검사 방법#1, 검사방법 #2, 검사방법 #3],[채널별 

offset 값 #1, #2, #3], [검사부위의 총 section 개수]

- inspection area spec received :

- section-id : [section id 번호]

- section-id received : [section id]

- section inspection end : [section id]

- section end received : [section id]

- inspection temp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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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 stop received :

- inspection restart : [검사 부위], [section id]

- restart received : [검사 부위], [section id]

- inspection closed :

- inspection close received :

- emergency stop :

- emergency stop received :

  ③ 원자로의 위치 자료와 수집된 초음파 자료의 mapping

㉮ 배경

㉯ 검사 위치 계산 프로그램

㉰ 채널별 검사 위치 계산

㉱ 시나리오/시스템 별 명령어 순서

- 정상적 검사 시작 및 종료

- 검사 도중 일시 정지가 발생하고 다시 검사를 시작하여 정

상으로 검사종료

- 검사 도중 비상 정지

(라) Interface Card 개선

RIROB과 연결하기 위해 Polling 방식의 Interface Card를 만들었다. 

Polling 방식은 Software 개발과 실험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시간 초음파 

정보수집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Interrupt 방식의  Interface Card를 

다시 만들었다. 그림 3.6.5와 3.6.6은 설계 도면이며, 그림 3.6.7은 실제 

Interface Card의 PCB와 부품을 장착한 화면이다. Interrupt 방식의 

Interface Card는 울진 6호기의 원자로에서 실증시험을 할 때 사용하 다.

RIROB에서 받은 초음파 여기신호에 의해 플립플롭이 세트되고, 플립플롭

의 출력을 Interrupt에 연결하 다. 초음파 시스템의 ISR에서 IO 명령어로 

픞립플롭을 리세트시킴으로써 1 프레임의 초음파 정보 수집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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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인터페이스 카드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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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인터페이스 카드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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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인터페이스 카드

나. 초음파 신호처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

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Real-time, Multi-task OS인 LYNX OS 환경

하에서 C 언어로 개발되었다. 적당한 윈도우를 선택하여 시스템의 display

와 control이 가능하고, 마우스를 사용하는 pull down menu로 구성하 다. 

그리고 “point & click”의 동작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러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사용되는 마우스의 기능과는 달리 이 시스템

에서는 마우스의 기능중 단일(single) 버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더블클릭

을 사용한 경우에는 활성화할 창이 두 번 시행된다. 더욱이, 마우스의 두 

버튼을 동시에 클릭했을 때에는 중요 기능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UT Calibration』,『Exam』, 『UT Analysis』, 

『Trend Analysis』 및 『System Utiliti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의 메뉴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림 3.6.8은 이 시스템의 메인 메뉴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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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

그림 3.6.8 Main Menu

컴퓨터가 부팅되면 X-Windows 바탕화면이 나온다. 이때 마우스의 양쪽  

버튼을 동시에 클릭한 후, [MENU]를 선택하고 마우스의 왼쪽버튼을 클릭

하면 위의 메인 메뉴가 바탕화면에 나타나므로 사용자가 신속하게 시스템

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1) 초음파 보정 (UT Calibration)

이 보정 프로그램은 탐촉자를 적당한 표준블록 위에 놓고, 반사신호에서 

신호응답을 관찰한다. 초음파 시험 매개 변수 값들은 검사 절차서에 언급

된 신호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조절하여 얻는다. 메인 메뉴에서 UT 

Calibration 라벨을 클릭하면 그림 3.6.9와 같은 새 메뉴창이 활성화한다. 

이러한 메뉴들은 선택된 메뉴의 상단에 수평점선을 클릭함으로써 새 윈도

우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은 “Tear Off Menu”로 알려져 있다. 이 윈도우

는 다른 윈도우와 같이 조작되어질 수 있는 독립적인 윈도우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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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초음파 보정 화면

그림 3.6.9의 메인 메뉴에서 Transducer의 기능은 현재 채널에 대해서 탐

촉자의 변수값들을 조절하는데 사용되고, 그 변수값의 기능은 표 3.6.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림 3.6.9의 메인 메뉴에서 Settings는 

Compression, General Information, Component/Calibration Reference 

Information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변수값들의 기능과 속성들은 각

각 표 3.6.2∼3.6.4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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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초음파탐촉자의 속성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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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ype Range Comments

Connection 선택형 Single or Dual 탐촉자의 수신되는 배열을 정의

Insp. Angle 실수형 0∼90

피검체에서 탐촉자의 입사각으로 

깊이보정과 B-Scan화면에서 커서라

인의 각에 향을 준다.

Material Velocity 실수형 0∼999.99

검사체에서의 초음파 속도(㎜/㎲ )

로 거리 측정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다.

Wedge delay 실수형 0∼999.99

웨지에서 주항(周航)하는 초음파의 

시간(㎲)으로 깊이 측정을 결정하

는데 사용한다. 사용자는 검사체에 

대해 적당한 속도값을 입력해야 하

고, 반사파로부터 정확하게 측정된 

값으로 웨지 delay를 조절해야 한

다.

Transducer 

Frequency
실수형 0∼999.99 탐촉자의 공칭주파수

Mode 선택형
Shear or 

Longitudinal
탐촉자의 공칭주파수 모드

Skew Angle 실수형 0∼360

비대칭각(skew angle)을 0로 하고, 

펄스의 방향은 스캐너에서 언급된

다. 0°인 경우에는 B-scan 이미지

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하부쪽으로 

180°의 경우는 오른쪽 위에서 왼

쪽 아래를 향하여 각이 지향된다.

Scan Axis Offset 실수형 -99.99∼99.99 탐촉자 위치의 원점과의 차이(X축) 

Index Axis Offset 실수형 -99.99∼99.99 탐촉자 위치의 원점과의 차이(Y축)

Manufacturer 문자열 14문자

탐촉자의 제조회사

RX-탐촉자의 수신부

TX-탐촉자의 송신부

Model No. 문자열 14문자 탐촉자의 모델

Serial No. 문자열 14문자 탐촉자의 Seria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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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 데이터의 압축을 할 수 있다. 압축선택

변수는 압축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변수를 낱낱히 계산한다. 압축 알고

리듬은 진폭에 근거하고 있으며, RF 데이터는 정의된 데이터의 포인터 수

와 생성되는 데이터 압축에 대해서 반드시 규정된 진폭 미만이어야 한다. 

압축이 진행될 때의 초기 RF값은 데이터 포인트 수로 대체한다. 이 결과, 

데이터 파일의 사이즈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Compression에서 할 수 있다.

표 3.6.2 데이터압축의 속성과 설명

Variable Type Range Comments

Compression 선택형 TRLE, OFF 데이터에서 수행되는 압축여부

Cprs Thresh 정수형 1∼50
진폭 문턱값으로 신호는 데이터 압축 알

고리듬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

Cprs Range 정수형 4∼15

압축 알고리듬에서 사용되는 연속적인 데

이터 포인수의 수. 데이터가 기입된 문턱

값이하인 경우에는 RF 데이터에 기록되지 

않는다. 어떤 데이터 포인트도 문턱값을 

초과하게 되면 RF신호의 전후에 기입된 

데이터 포인트수만큼 기록된다.

표 3603에서는 사용자의 일반적인 정보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General Infor 

mation에 기입되는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고, 표 3604에서는 사용자가 검

사체 및 초음파 보정시험편(Calibration Block)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문서

화하는데 사용되는 Componet/Calibration Reference Information의 변수들

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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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General Information의 속성과 설명

Variable Type Range Comments

Exam Date 문자열 10 문자 검사수행일로 시스템에서 제공함.

Exam Time 문자열 5 문자 검사시작시간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함.

Exam End Time 문자열 5 문자 검사종료시간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함.

Test Site 문자열 40 문자 수행하는 검사 위치

Organization 문자열 40 문자 검사 수행자의 소속

Operator 문자열 40 문자 검사 수행자의 이름

Procedure 문자열 40 문자 검사수행중의 절차서 이름

Blank Field #1 문자열 80 문자 검사 수행자가 리스트에 빠진 내용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드.Blank Field #2 문자열 80 문자

표 3.6.4 Component/Calibration Reference Information의 속성과 설명

Variable Type Range Comments

Component 

Description
문자열 40 문자 검사 항목 서술

Part Number 문자열 40 문자 검사 항목의 Part No.

Serial Number 문자열 40 문자 검사 항목의 Serial No.

Zone/Location 문자열 40 문자 검사 항목의 장소

Material 문자열 40 문자 검사 재료 서술

Material Thickness 실수형 0∼9,999.99

9

검사체의 두께(inch, mm)

Temperature 실수형 0∼999.999 검사체의 온도(℉)

Cal/Ref Desc 문자열 40 문자 보정시 사용된 반사체 서술

Cal/Ref Part No. 문자열 40 문자 보정시 사용된 표본의 Part No.

Cal/Ref Serial No. 문자열 40 문자 보정시 사용된 표본의 Serial No.

Cal/Ref Material 문자열 40 문자 보정시 사용된 표본 재료

Cal/Ref Thickness 실수형 0∼999.999 표본재료두께(inch, mm)

Cal/Ref Temperature 실수형 0∼999.999 보정시 사용된 표본재료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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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3.6.8은 그림 3.6.9의 초음파 보정화면의 Screen Display에 대한 

설명이다. 이 Screen Display에는 크게 Current Channel, Acquisition 

Type, Pulser Preamp, Gate Adjust, Trigger, A-scope Display, Stats로 

구성되어 있다.

Current channel의 channel에는 채널의 수와 변수값들이 열거되어 있어 

지정된 채널이 Calibration 윈도우에서 모든 신호들을 보여주고, Gate에서

는 C 게이트의 수와 그 값들을 열거하여 보여준다. 소프트웨어 게이트로 

설정된 경우에는 Gate Adjust에서와 같이 A와 C의 설정값들을 정할 수 

있고, 기록된 데이터는 A-delay와 A-width에 기입된 시간범위에 대한 데

이터 수집형태의 매개변수로 열거된다. 하드웨어 게이트로 설정될 경우에

는 V와 H의 설정값들을 Gate Adjust에서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적당한 

하드웨어 게이트의 매개 변수값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UT 데이터를 살펴

볼 수 있다. 게이트의 설정은 하드웨어 게이트와 소프트웨어 게이트가 있

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소프트웨어 게이트만 설정하면 된다. 여기서, 각 

매개 변수값들은 각 채널과 게이트의 활성 화면을 설정한다.

표 3.6.5 Acquisition Type의 속성과 설명

Variable Type Range Comments

Acq.Type 선택형 Peak, RF
시스템에 기록할 데이터에 대해 정

의. 

A/D Rate 정수형
1, 2, 5, 10, 25, 

50, or 100

A/D Rate 초당 1×10
6
. 사용 탐촉자

의 중심 주파수보다 최소 4배 이상

이어야 한다.

Video Mode 선택형
Off, Full, Pos,

or Neg
하드웨어 비디오 결정 모드.

Video Filter 정수형 2∼16
비디오 필터를 정의. 이 시스템은 

n
th
의 데이터 포인트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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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Pulser/Preamp의 속성과 설명

Variable Type Range Comments

Width 정수형
80㎱∼1㎲

(증분치:20㎱)
Suare Wave의 펄스폭.

Voltage 정수형
50V∼400V

(증분치:50V)

펄스의 고도값. 이 변수는 1 CH에

서만 적용된다.

LP Filter 선택형 Off, 5, or 10㎒ Low Pass 필터 설정.

HP Filter 선책형
Off, 0.25, 2.0,

or 4.0㎒
High Pass 필터 설정.

Gain 실수형 0∼98 0.5㏈의 증분치로 제어.

Damping 정수형 50, 100, 200, 400Ω 템핑값을 설정

Pulser Type 선택형 Spike or Sq Wave

Spike는 Spike Pulser를, Sq Wave

는 Square wave pulser의 사용을 

의미한다.

표 3.6.7 Gate Adjust의 속성과 설명

Variable Type Range Comments

A Delay
* 실수형 3,276 이하

A-scope의 초기 펄스에서 첫 파형까지의 

거리 및 시간(mm, inch ; ㎲).

A Width
** 실수형 조절 범위내

A-scope의 초기파형에서 마지막 파형까

지의 거리 및 시간(mm, inch ; ㎲).

C-Delay
*** 실수형 0∼ 조절범위

C-scope의 초기 펄스에서 첫 파형까지의 

거리 및 시간(mm, inch ; ㎲).

C-Width
**** 실수형 조절 범위내

C-scope의 초기파형에서 마지막 파형까

지의 거리 및 시간(mm, inch ; ㎲).

A-End Auto Auto A Delay와 A Width의 합

C-End Auto Auto C-Delay와 C Width의 합

Threshold 정수형 0∼100 진폭 문턱값.

Peak Mode 선택형
Max or

Threshold
C-Scan 최고점 형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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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7에 표기된 첨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화하여 수집된 파형의 초기펄스에서 첫 파형까지 시간

으로, 이 값은 주어진 채널에 대하여 모든 SW 게이트와 동일

해야 한다.

2. Metal Path값은 시간값과 동일한 값으로 inch(mm) 단위를 사

용한다. 이 거리는 Transducer 윈도우에 기입된 초음파 속도

와 웨지 딜레이(Wedge Delay)값에 의해 계산된다. 

** 1. 디지털화하여 수집된 첫 파형에서 마지막 파형까지의 시간으

로 0.2㎲ 증분치로 조절한다.

2. Metal Path값은 시간값과 동일한 값으로 inch(mm) 단위를 사

용한다. 이 거리는 Transducer 윈도우에 기입된 초음파 속도

와 웨지 딜레이(Wedge Delay)값에 의해 계산된다. 

*** 1. A게이트의 delay를 설정한 후나 동시에 설정하여야 하며, C게

이트에서 초기펄스에서 첫 파형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 

값은 주어진 채널에 대해서 모든 SW 게이트와는 차이를 보

일 수도 있다. 최대 C-delay는 A-delay와 A-width의 합과 같

다.

2. Metal Path값은 시간값과 동일한 값으로 inch(mm) 단위를 사

용한다. 이 거리는 Transducer 윈도우에 기입된 초음파 속도

와 웨지 딜레이(Wedge Delay)값에 의해 계산된다. 

****
1. C-gate에서 첫 파형에서 마지막 파형까지의 시간으로 C-gate

에 열거된 Width는 C-gate의 정보가 A-gate에 포함되도록 기

입되어야 한다. 이 값은 주어진 채널에 대해서 모든 SW 게이

트와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2. Metal Path값은 시간값과 동일한 값으로 inch(mm) 단위를 사

용한다. 이 거리는 Transducer 윈도우에 기입된 초음파 속도

와 웨지 딜레이(Wedge Delay)값에 의해 계산된다.

3. 최대 수용할수 있는 시간은 데이터 포인트가 4,026개이고, 전

체시간의 선택된 A/D rate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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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8 A-Scan Display의 속성과 설명

Variable Type Range Comments

Display 선택형 RF or Video

A-scope에서 파형의 형태를 설정. 

이 효과는 A-scope상의 데이터에서

만 적용되고, 기록된 데이터의 형태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cale Factor 정수형 1∼32
A-scope에서의 display length. 이 

값이 증가하면 시간축도 증가한다.

Cursor 선택형 Auto or Manual

A-scope에서의 Cursor 위치가 Auto

로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C-gate내에

서 Peak값이 위치하고, Manual일 경

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Background 선택형 Black or White A-scope 역의 바탕색 설정. 

Trigger의 기능은 파형 수집의 형태를 정의하는데 사용한다. Free run은 

A-scope의 연속적인 신호수집을 화면에 나타내고, Sigle은 단일파형을 화

면에 나타낸다. Stats는 지정한 커서 위치에서 Amplitude, TOF, Depth, 

Material Path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윈도우이며, Power function이 설정

될 때에는 그 값이 화면에 나타난다.

(2) 초음파 검사 (Exam)

사용자가 스캐너의 모든 동작과 제어에 필요한 변수값을 입력하고 동작상

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표 3.6.9는 변수들의 설명이

고, 그림 3.6.10은 검사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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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9 Exam Setup/Position 윈도우의 속성과 설명

Variable Type Range Comments

Scan Axis - 조절가능

Axis Setup 윈도우에서 Axis 라벨을 

입력한 값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

고, Scan축을 정의한다.

Index Axis - 조절가능

Axis Setup 윈도우에서 Axis 라벨을 

입력한 값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

고, Index축을 정의한다.

From 실수형
-9,999.999∼

9,999,999
scan의 초기 좌표값(mm, inch)  

To 실수형
-9,999.999∼

9,999,999
scan의 마지막 좌표값(mm, inch)

그림 3.6.10 초음파 검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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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can Start

이 기능은 초음파 신호수집을 시작하는 것으로, RIROB으로부터 오는 초

음파 여기신호(Trigger Pulse)에 따라 신호수집을 한다. Scan Start 버튼

을 활성화하고, 상위 주제어 컴퓨터로부터 허가 신호가 내려지고, RIROB

으로부터 여기신호가 올 때만 신호수집을 한다. (초음파 여기신호만으로 

위치정보를 판단해야 하므로 Serial 통신을 병용하여 검사 역 및 검사방

법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

(나) Scan Stop

Scan시 초음파 신호수집을 강제로 종료하는 기능이다. RIROB으로부터 오

는 여기신호를 계산하여 시스템에서 설정한 종료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호수집이 종료된다.

(다) A-Scope

이 기능은 현 채널과 게이트에서 스캔한 데이터의 정보를 A-scope의 화

면으로 보여주고, 초기 스캔하기 이전에 설정하여서도 볼 수 있다.

(3) 초음파 신호해석 (UT Analysis)

초음파 검사 메뉴를 수행할 때, 초음파 신호수집용 컴퓨터에서 LAN을 통

해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온 정보는 ON LINE 상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다. 이 정보들을 OFF LINE 상태에서 해석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 초

음파 신호해석은 A-Scan, B-Scan, C-Scan의 3 차원 해석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그림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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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스캔 화면

B 스캔 화면

A 스캔 화면

그림 3.6.11 초음파 신호해석 화면

(가) C-Scan

① Peak

진폭값이 최고값(Peak)을 갖는 C-scan형으로서, 각 파형에 대하여 C-gate

에서의 정류된 최대 진폭값을 나타낸다.

② TOF(Time of Flight)

각 파형에 대해 C-gate에서의 신호를 진행한 시간으로 화면에 표시한다. 

TOF는 C-gate내 최대 신호나 첫 문턱값을 지난 시간대에서 선택된다.

③ dB

C-scan의 형태가 dB 스케일로 표시된다.

④ Threshold Peak

C-scan의 형태가 문턱값의 피크값을 갖는 것으로, 배경색과 같이 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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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설정한 문턱값 아래값의 데이터는 모두 버리고 C-scan의 Peak

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⑤ Depth

C-scan의 형태가 깊이 정보로 표시되고, TOF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있지

만, 칼라맵에서 ㎲대신에 inch(mm)를 사용한다. 초음파의 속도와 웨지의 

delay값은 탐촉자 매개변수 설정 윈도우에 입력하고, 깊이 정보를 계산하

는데 사용된다. C-gate의 초기와 종료점에 의하여 최대 및 최소의 깊이 

정보를 알 수 있다.

⑥ Hide C-scan

이 기능은 화면에서 C-scan을 감추어 준다. 

(나) B-Scan

A-scan에서 깊이 정보를 단면으로 화면에 표시해주는 형태이다.

(다) A-Scan

① RF Mode : 수집된 데이터를 RF 모드로 화면에 뿌려준다.

② Video Mode : 수집된 데이터를 Video 모드로 화면에 뿌려준다.

③ Black Background : A-scan 화면에서 배경에 해당하는 바탕색이 검정

색으로 바뀐다.

④ White Background : A-scan 화면에서 배경에 해당하는 바탕색이 흰

색으로 바뀐다.

⑤ Hide A-scan : 이 기능은 화면에서 A-scan을 감추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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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원자로 탐상 시스템 검증 방법론 개발

1.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 및 안전성 기술 현황 분석

가. 배경

그 동안 로봇 산업 분야에서는 설계 및 제작 그리고 응용 기술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로봇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도 많아지게 되자 

최근에는 로봇에 관련된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에 대한 연구 및 현장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7.1]. 그리고 이러

한 산업 현장의 추세에 맞추어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진국의 로봇 

관련 각 기관들(미국의 ANS, 일본의 JISHA, EC)과 각종 국제 표준기구

(ISO, IEC)에서는 로봇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관련된 표준 및 법령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3.7.1][3.7.23]. 

한편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기법 분야에서는 이 분야가 그 동안 로봇 산

업분야에서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계나 제작 분야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으며 근래에서야 관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기술은 다른 분야에서 입증된 여러 

가지 분석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상태이다. 본 과제로 개발중인 원자로 

검사 장비에는 로봇 서브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장비의 품질 및 

안전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 로봇 서브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분석 

기법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매우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요구하며 또 일반적인 신뢰도평가에 더하여 

원자력발전소라는 특수한 운전 환경, 예를 들면 방사선에 의한 부품이나 

기기의 열화와 고장 문제 그리고 원격운전 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기존의 각종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기법들 그리고 실제 적용 사

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본 장비의 신뢰도와 안전성 향상에 활용

하고 또 장비의 개발 완료 후 품질 보증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활용하고

자 본 기술 현황을 조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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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분석된 내용은 로봇 산업분야를 비롯하여 여타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기법, 로봇 시스템이 타 

시스템이나 장비들과 구별되는 로봇 시스템 고유의 특성,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이 고려되어야 할 원자력발전소의 특수한 환경 요인, 선진 각 국에서 

수행된 로봇 시스템이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 사례와 조사 분석된 항목에 

대한 요약과 결론 및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 및 안전성 연구분야의 앞으로

의 경향이다.

나.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 기법

현재까지 문헌상에 나타난 신뢰도 및 안전성 평가 기법들은 30여 가지가 

넘는다. 이들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대상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모델

과 기법들을 선택하는 일이다. 각 기법들은 서로 다른 적용 범위와 검증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개발 제품의 생명주기 전체에 걸쳐 수 개의 

기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래에 기술된 기법들은 어느 한 기법이 다른 

기법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없다. 어떠한 종류의 기법도 모든 프

로젝트나 모든 목표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하

나의 중요한 점은 이들 기법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이다. 이는 이들 기법들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심스럽고 적절

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 기법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안전

성 분석에 사용되는 것과 신뢰도 분석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누어 기술한

다. 두 용도에 모두 사용되는 기법들은 한 곳에만 내용을 기술하고 다른 

곳에서는 용도상의 차이에 대해서 기술하 다.

(1) 안전성 분석 기법

시스템 분석의 일부로서 시스템 안전성 분석은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일

찍부터 사용되어 왔다. 분석의 목표는 시스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에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이들 요소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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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Clemens에 의하면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과 관련된 기법은 30여가지가 넘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3.7.1][3.7.4][3.7.5][3.7.29].

  o Management Oversight and Risk Tree(MORT) Analysis

  o Interface Analysis

  o High potential method 

  o Fault Tree Analysis(FTA)

  o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FMEA)

  o Event Tree Analysis(ETA)

  o Critical incident technique, 

  o Change analysis, 

  o Audits, 

  o Criticality Analysis

  o Job safety analysis, 

  o Flow analysis, 

  o Sneak circuit analysis, 

  o Systematic inspections

  o Single point failure analysis 

  o Prototype

  o Subsystem Hazard Analysis

  o Technique of human error rate prediction

  o System hazard analysis, 

  o Random number simulation analysis

  o Industrial hygiene methods

  o Generic preliminary hazard analysis

  o Naked man method

  o Procedure analysis

  o Networks login analysis, 

  o Preliminary hazard analysis

  o Worst case condition technique



- 294 -

  o Operating and support hazard analysis

  o Energy analysis 

  o Contingency analysis

  o Scenario technique

이들 안전성 분석 기법 중에서 효용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 각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기법들을 다음에 요약하 다.

(가) Checklists

안전성에 관련된 항목 체크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특별히 안전성 

분석 기법이나 모델로 분류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기초적이며 그 적

용의 간단함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 방법에서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내

포되어 있고 또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각 체크 항목들은 과거의 실패 

사례나 경험에서 얻어진 교훈 그리고 각종 절차나 표준들을 이용하여 작

성되며 많은 다른 기법들이 이 체크리스트의 형태를 그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시스템의 설계나 제작 그리고 기술이 급속히 변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적절

하게 갱신된다면 그 조직의 고유한 분석 절차의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

다. 제품의 생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고 생명주기의 한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 기법은 설계자

와 검토자에게 모두 사용하기 쉽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단점으로는 리스트

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는 점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질문 항목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질문 항목 개수는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면 그 시

스템은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다는 거짓 믿음을 갖기 쉬운 점과 리스트 상

의 각 항목에 관련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면 오

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 Hazard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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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법은 화재, 폭발, 또는 화학적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는 것으로 프로세스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Dow Chemical Company Fire and Explosion Index Hazard 

Classification Guide(간략하게 Dow Index)가 그 대표적인 예다. 처음에는 

보험과 화재 방지 방법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일반적인 

위해도 규명이나 잘 알려진 위험의 위해도 수준을 평가하거나 기존 공장

을 감사할 때도 효용성이 있다. 이 기법은 주어진 설계에서 위해도의 잠재

성을 정량적으로 제공한다. 설계와 장비가 표준화되고 변경이 별로 없는 

프로세스 산업에서는 매우 유용한 기법이지만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스

템이나 기술이 급속도로 변하는 경우에는 효용성이 별로 없다. 또 Index

들은 단지 제한된 위해도 관련 항목들만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해

서도 위해도 수준만을 결정해준다. 따라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원인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기법이다. 이

런 이유로 이 기법은 단독으로는 완전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다른 기법들

을 보완하는 형태로 주로 사용된다.

(다) Management Oversight and Risk Tree(MORT) analysis

US. Nuclear Regulatory Agency의 Johnson에 의해 1970년대에 개발되었

으며 원래는 로직 다이아그램(fault tree)에 근거한 사고(accident) 모델인

데 안전성 분석에도 사용된다. MORT는 사고 조사용으로 작성된 체크 리

스트 형태로 사고에 포함된 모든 요인들이 로직 게이트(and/or)로 연결되

어 있다. 98개의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1500여 개의 기본 사건들이나 요

인들이 MORT 수목(tree)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고에 의한 손실은 예

상하지 않은 에너지의 전이에 의해 발생하며 이의 원인은 장벽이나 제어

의 결함으로 보고 있다. 손실은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데 그것은 

(i) specific job oversight and omissions (ii) the management system 

that controls the job 이다. 이 모델은 특히 사고에 있어서 변화의 역할을 

중시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o non-routine operating mode, such as trials and tests(Chernobyl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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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o maintenance and inspection(TMI 경우)

  o changeover or repair(Foxborough 경우)

  o starting or stopping, special jobs, troubleshooting, incipient

    problems

사고들은 일반적으로 연속된 에러나 변화처럼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MORT는 사고순서를 개별적인 사건으로 분해해 주는 방

법을 제공하며 그러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7.3].

  o technical information system

  o design and planning

  o maintenance

  o inspection

  o immediate supervision and high-level management

  o barriers

  o unwanted energy flow

  o policy

  o management system

MORT는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방법이 가

진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의 특기할 만한 장점은 조

직이나 정보 시스템 관리 절차 기업의 원칙이나 목표와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하 다는 점이지만 그 사용상의 복잡성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다.

(라) Fault Tree Analysis(FTA)

항공, 전자, 원자력산업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1961년 Bell 

연구소에서 H.A. Watson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Minuteman Launch 

Control System의 평가가 그 목적이었다. 그 후 Bell 연구소에서 통신장비

에 사용 중이던 Boolean Logic 방법이 FTA에 채용되었고 보잉사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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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분석 절차를 개발하 다. FTA의 주목적은 위험 사건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위험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목(tree)의 최상

위사건(top event)은 미리 알려져 있어야 하며 이는 종종 다른 분석 기법

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FT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o 시스템 정의

  o Fault Tree 구성

  o 정성적 분석

  o 정량적 분석

① 시스템의 정의

FTA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로 최상위 사건, 초기조건, 기존 사건

들 그리고 허용불가 사건들을 결정한다. 최상위 사건의 결정은 매우 중요

한데 시스템 분석에 필요한 모든 최상위 사건이 나오지 않으면 그 분석 

결과는 결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② Fault Tree 구성

시스템이 정의가 되면 다음 단계는 수목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먼

저 시스템의 상태와 정점 사건(top event)을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정

점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을 찾아내어 logic symbol을 이용하여 연결

해 내려간다. FTA에 사용되는 logic symbol은 그림 3.7.1과 같다.

③ 정성적 분석

Fault tree가 만들어진 다음 수행되는 정성적 분석의 목적은 정점 사건을 

야기 시키고 더 이상 수를 줄일 수 없는 minimal cut sets이라는 기본사

건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Cut set은 Cut set 내의 어느 한 사건이라도 일

어나지 않으면 정점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정의된다. Minimal cut 

set은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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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나
결함으로 개선이 가능

발생 확률이 주어질 수 있는 기본 결함
(일반적으로 특정 회로, 부품, 인간 실수)

정보, 시간 혹은 가치가 없어 개선되지
않는 결함

AND Gate. 모든 입력 사건이 주어졌을때
발생하는 출력 사건

OR Gate. 하나  이상의 입력 사건이  주어
졌을때 발생하는 출력 사건

금지 Gate. AND Gate와 비슷하나 조건부
사건을 적용할 때 사용

정상 가동시 예상되는  사건

그림 3.7.1  고장 수목 logic symbol

④ 정량적 분석

정량적 분석은 minimal cut set을 이용하여 기본사건이 일어날 확률로부

터 정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FTA의 일반적인 정량적 

분석 절차는 그림 3.7.2와 같다. 정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통계적으로 독

립적인 모든 cut sets 확률의 합이다. Fault tree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 할 

때 자주 일어나는 오류는 빈도(frequencies)와 확률(probabilities)을 곱하게 

되는 경우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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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Tree 도

기본적인

결함 자료 수집

확률치 계산

치명도 결정

수리 조치 결정

부품 고장률,  인간 실수 확률,

인간 성능,  적용 계수

AND Gate : )()(
1 i

n

i
xPAP

=
Π=

OR Gate : )](1[1)(
1 i

n

i
xPAP −Π−=

=

치명도  = )/()( ii xMPxP

재설계 영역, 구성품 선택,

설계/구매 기준 ,

정비 절차, 검사 절차, 품질 관리

그림 3.7.2  FTA 절차

(마)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FMEA)

이 기법은 기기의 신뢰도를 예측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위해나 위험보

다는 기능의 성공적 수행에 강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상 기기나 시스템

이 정해진 시간동안 고장 없이 성공적으로 운전될 전체적인 확률을 구하

는 것이 이 기법의 목표이다. 분석의 첫 단계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을 나열하고 가능한 운전상태에 따른 고장 모드를 열거하는 것

이다. 그리고 각 고장모드 별로 시스템의 다른 부품에 미치는 향과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밝혀낸다. 마지막으로 각 고장모드별 결과의 심각

성과 확률을 계산한다. 각 부품의 고장율은 과거의 경험이나 제작자로부터 

얻어지는 일반화된 고장율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분석 대상 부품이 사

용될 환경이 얻어진 고장율 데이터가 생성된 환경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뢰도 데이터의 생성환경과 운전 환경이 

많이 다를 경우 각 부품의 고장율은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는 테이블 형태로 작성되는데 일반적 양식은 다음 표 3.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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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FMEA 테이블 양식 예

Component
Failure 

probability
Failure mode

Percent 

failures by 

moce

Effect

FMEA는 단독 부품이나 단독 고장에 대한 분석에 유효하며 분석의 완전

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만큼 시간과 비용을 많이 요구

한다. 따라서 모든 부품이 표준화되어 있고 고장 모드가 미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FMEA가 주로 적용되는 단계는 상세 설계가 완료되고 

모든 하드웨어 부품이 결정된 후의 단계이다.

(바) Event Tree Analysis(ETA)

FTA가 시스템 고장의 정량화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

법은 시스템이 복잡해 질 경우 고장 수목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지기 때

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ETA는 WASH-1400의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SA)의 FTA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 , 경제 분야에서 당시 널리 사용되던 결정

수목(decision tree) 기법을 채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FTA가 가

능한 작은 단위로 분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TA는 주어진 초기 사건

(initiating event)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찾아내게 되

는데 초기 사건들은 시스템의 고장이나 또는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사건

이 될 수 있다. 사건 수목(event tree)은 초기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각 단계별 진행은 다른 시스템이나 기기의 성공과 실패

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자력발전소 보호 계통의 경우 어떤 초기 사건(예: 

파이프 파열 등)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한 보호 계통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들 보호 계통을 구성하는 각 시스템들이 사건 수목의 heading이 되고 

초기 사건의 진행은 이들 heading에 위치한 각 시스템의 성공 또는 실패

에 의해 분기하는 형태로 작성된다. 분기는 두 가지 경우가 되는데 (i) 보

호계통이 성공적으로 동작하는 경우(upper branch), (ii) 보호 계통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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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lower branch)이다. 수목이 완성되면 초기 사건부터 최종 결과

까지 경로(path)들이 생기게 되고 이들 각  경로가 사고(accident)의 순서

(sequence)가 된다. ETA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하다.

  o 사고의 확률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방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

여 그들의 고장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o 다음 단계의 분석 작업이 되는 FTA의 정점 사건을 확인한다.

  o 단일 초기 사건으로부터 야기될 여러 가지의 사고 시나리오를 표시한

다.   

반면 ETA는 시간 순서가 있는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이 많을 경우 극단적

으로 복잡한 수목이 생긴다는 것과 초기 사건들 별로 수목이 그려지기 때

문에 복합된 초기사건의 향이나 상호 작용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것 등

이다. 생명주기 상에서 ETA가 주로 사용되는 단계는 대부분의 설계가 끝

난 다음이다.

(사) Hazards and Operability Analysis(HAZOP)

HAZOP은 국의 Imperial Chemical 회사에 의해 1960년대 초에 개발되

었으며 화학공정 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절반 이상

이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3.7.31]. 이 기법은 이름에서 나타나듯 

위험(hazard) 분석과 더불어 효율적인 운 에 대한 분석도 겸하고 있다. 

이 기법은 정량적 분석 기법으로 설계에서 의도되었던 운전상태로부터 벗

어나는 모든 상황과 이런 상황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찾아내는 것이 주목

적이다. 체크리스트와 같은 다른 기법들과는 달리 HAZOP은 새로운 설계

에서의 위험이나 예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위험도 찾아낼 수 있고 이 점

이 다른 기법들과는 다른 가장 큰 특징이다. HAZOP의 분석 내용은 다음

과 같다.

  o The design intention of the plant

  o The potential deviations from the design intention

  o The causes of these deviations from the design intention

  o The consequences of such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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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 과정에서는 지침 단어(Guidewords)가 사용되는데 그 내용은 표 

3.7.2와  같다.

표 3.7.2 Guide words for HAZOP

지침 단어 의 미

NO, NOT, NONE
The intended result is not achived, but 

nothing happens

MORE
More of any relevant physical property than 

there should be

LESS
Less of a relevant physical property than 

there should be

AS WELL AS

An activity occurs in addition to what was 

intended, or more components are present in 

the system than there should be

PART OF
Only some of the design intentions are 

achived

REVERSE
The logical opposite of what was intended 

occurs

OTHER THAN
No part of the intended result is achieved, 

and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happens

(아) Cause-Consequence Analysis(CCA)

CCA는 1970년대에 Neilson에 의해 개발되었다[3.7.32]. 분석은 critical 

event라는 초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의 원인을 찾아내고

(top-down or backward search) 또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찾

아낸다(forward search). Cause-sequence diagram은 사건들 간의 시간 종

속성과 인과 관계를 보여준다. Cause-sequence diagram에 사용되는 

symbol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o AND gate, OR gate, AND vertex, Mutually exclusive/exhaustive 

OR vertex, 

  o Mutually exclusive OR vertex(used after time delays), 

  o EITHER/OR vertex(decision box), Condition vertex, Basic condition,

  o Initiating event(maybe critical event), event, 

  o Significant consequences, Condition, Fixed time delay, Variable tim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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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는 FTA에 비해 사건의 순서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CC 

(Cause-consequence) 다이아그램은 기동이나 정지 그리고 다른 순서 제어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플랜트의 블록 다이아그램이나 배선

도로부터 체계적으로 다이아그램을 생성하는 기법이 있다. 또 CC 다이아

그램은 ETA에 비해 time delays, alternative consequence paths, 

combination of events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점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으

며 정량적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각 초기 사건에 대해 별

도의 다이아그램이 필요하며 분석 결과들은 분석 대상이 되는 원인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2) 신뢰도 분석 기법

(가)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FMEA)

FMEA는 로봇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에서뿐만 아니라 신뢰도 분석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기법은 로봇 구성품의 고장 모드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그들 고장의 효과가 전체 시스템의 기능 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신뢰도 분석에 있어서 이 기법의 주요 장점은 고장

의 근원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fail-safe나 

시스템 redundancy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는 재 설계를 하여 고장의 확률

이나 고장 결과의 치명도를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분석시의 단점으로는 단

일 고장 (singularity-failure) 분석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고장

이 복합된 효과에 대하여는 평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나) Fault Tree Analysis(FTA)

이 기법 역시 FMEA와 마찬가지로 로봇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도 분석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설계, 공장 시험 혹은 실

제 자료 분석 동안에 발견된 고장 유형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FTA 절

차는 기본적인 결함을 발견하여 이들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고 이들의 

발생 확률을 결정하는 반복적인 기록 과정으로 특징 지워진다. 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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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과  안전 위험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결함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고장 

수목 논리도를 작성하고 확률 값 계산을 위해 기본적인 결함 자료와 고장 

확률 자료를 수집한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결함을 분석하고 고장 유형

에 대한 확률을 결정, 치명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FTA 절차는 시

스템의 생명주기 어느 단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에 가장 효

과적이다. 

① 기초적인 설계단계에서 설계정보와 실험실 혹은 기술적 시험 모델에 

근거하여 적용할 경우

② 최종 설계자가 끝나고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생산 설계와 초기 

생산 모델을  근거하여 적용할 경우

첫 번째 경우는 고장 유형을 결정하고 다른 대안(일차적으로 설계분야에

서)을 구성할 때 수행된다. 두 번째 경우는 신뢰도와 안전도 관점에서 시

스템의 생성이 수용 가능한가를 보여주는데 사용된다. 두 번째 분석으로부

터 도출된 정정 조치나 척도는 제조에 따른 설계 구조의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는 관리나 체계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점: 고장수목으로 표현하면 시스템의 고장 프로세스와 고장 전파를 명

확히 파악할 수 있다.

단점: 고장수목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다중 구성의 시스템을 다루는데

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 단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o 시간 표현 : 다단계 임무(multiphase mission) 는 수행시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기기구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고장수목을 가지고 나타내기

가 쉽지 않다. 또한 다중 시스템에서 전환 시에 걸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 간격을 표현 할 수 없다.

  o 고장의 심각도 :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다중고장과 같이 고장유형도 

복잡할 수 있다. 기기가 기능을 못하는 것과 기기는 향이 적으나 

인명이 위태로운 경우 등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o 고장 순서 : 복잡한 다중 시스템에서는 고장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고장 순서가 중요하다. 시스템의 대응이 고장 순서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중요한 다중 시스템에서는 고장 발생 순서가 더욱 중요

하다. 그러나 고장 수목은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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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고장 중복 : 동일한 형태의 고장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데 이것을 구분하여야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

  o 고장 전파 : 다중 시스템에서 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되면 이 고장

을 복구 또는 우회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성이 동적으로 변경된다. 즉 

동적 신뢰도 모델이 필요하나 고장 수목으로는 이를 표현할 수 없다.

  o 복구 및 보수 : 다중시스템에서는 복구와 보수가 중요한 운전 상태이

다. 그러나 고장수목으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표현할 수 없다.

(다) Reliability Block Diagram(RBD)

RBD는 시스템의 구성 부품별 성능 및 이들의 연결에 의거해 전체 시스템

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기법에서 시스템의 

신뢰도 측정을 위한 첫 단계는 시스템의 고장모드를 찾아내고 모든 부품

의 신뢰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블록 다이아그램 상에서 성공 확률이

나 고장율이 부여된 블록들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부품을 나타낸다. 이

들 블록들은 서로 연결되어 신뢰도 망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스템 

각 구성 부품의 신뢰도 의존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RBD 모델 기본 규칙

은 다음과 같다.

  o Failure Independence Of Block Failures 

  o Bimodal Device Status 

  o System Operational If All Devices Operate 

  o System Failure If All Devices Fail 

  o A Device Failure Cannot Make a Failed System Operational 

  o System Remains Operational After Any Device Repair 

  o All Block Connecting Lines Have A Reliability Of 1 

  o A Block Fails If Any Part Of the Block Fails 

RBD의 신뢰도 망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성되는데 각 구성 형태에 따른 연결 및 신뢰도 계산은 다음 표 3.7.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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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3 RBD의 연결형태 및 신뢰도 계산

연결 형태 다이아그램 신뢰도 계산

Series BA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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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

simple parallel 

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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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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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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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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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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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RaRb-R

2
aR

2
b

serial-parallel

redundancy

A

A

B

B
(2Ra-R

2
a)(2Rb-R

2
b)

RBD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와 적용이 쉽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부품이

나 서브시스템의 열화 고장모드를 모델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마) 복합 모델(Combinational Models)

시스템의 신뢰도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두 개 이상의 기법을 사용하는 방

법은 널리 사용되어 왔고 대부분의 시스템 분석에서 표준 기법으로 채용

되고 있다[3.7.27].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FTA와 RBD를 사용하는 방

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제약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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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allow for various types of 

dependencies such as repair, near coincident faults, transient and 

intermittent faults and standby systems with spares

  o The nature of the combinational approach requires that all   

combinations of events for the entire time period must be 

included. For complex systems, this results in complicated models.

  o A fault tree is constructed to predict the probability of a single  

failure condition. If a robot has many failure conditions, separate  

fault trees must be constructed for each one of them.

(마) Markov Models

Markov 확률 모형은 두 확률변수의 함수로써, 시스템의 상태(state)를 나

타내는 확률변수 X와 관측시간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t의 함수이다. 여기

서 X와 t가 각각 이산적(discrete)인가 연속적(continuous)인가에 따라 

Markov 모형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상태가 이산적이고 

관측 시간이 연속적인 모형은 신뢰도 공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

태와 관측시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4칸으로 나누어진 나무상자의 

경우에, 이 나무상자의 4칸 중의 하나에 탁구공을 넣어 상자의 밑바닥을 

치면 공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4칸 중에 하나에 다시 떨어진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공이 상자 밖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가정한다). 

나무상자의 4칸을 상태(state)라 하고 상자의 밑을 친 직후 탁구공이 튀어 

올랐다가 다시 어떤 칸으로 떨어지는 시각을 관측시간이라고 하자. 만약 

상자 밑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5초에 한번씩 친다면 상태도 이산적이고 

시간도 이산적이므로 이런 모형을 Markov 사슬(chain) 모형이라고 한다. 

만약 상자 밑을 치는 시각이 주기적이 아니라면 관측시간은 연속변수

(continuous variable)이고 이런 모형을 Markov 과정(process)이라고 한다. 

만약 상자의 칸을 없애고 상자의 길이(l)에 따라 x=0부터 x=l까지의 척도

를 가지고 공이 떨어진 위치를 측정한다면 x=0 ∼ l 의 연속적인 상태를 

생각할 수 있게 되며 관측 시간이 이산적인가 연속적인가에 따라 연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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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변수를 갖는 모형도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Markov 모형은 어떤 상태 i 에서 다른 상태 j 로의 천이(transition) 확률

의 집합 Pij로 정의된다. 위의 이산 상태의 예에서 상자의 칸의 크기를 모

두 같게 해 준다면 천이 확률은 모두 같을 것이고 좀더 일반적으로 칸들

의 크기를 모두 다르게 한다면 추이 확률도 각각 달라질 것이다. Markov 

모형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천이 확률 Pij가 상태 i 와 j 에만 달려 있

어서 과거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independent). 

Markov 과정은 연립 미분 방정식과 초기조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단지 

최종상태만이 확률을 결정한다는 Markov 과정의 기본 가정 때문에 항상 

연립 1계 미방(first-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얻게 된다. 연립 미방에

서 계수들을 추이 행렬(transition matrix)로 만들어 명시할 수 있다. Row

는 과정이 시간 t에 있을 상태를 나타내고 column은 과정이 시간 t+dt에 

추이할 상태를 나타내며 전자를 초기상태(initial state), 후자를 최종상태

(final state)라 한다. 여기서 Pij는 시간 간격 dt사이에 시스템이 초기상태 

i 에서 최종상태 j 로 추이할 확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된 미분 방정

식을 풀어 시스템이 각 상태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Markov 모형을 모사하기 위해서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는 마

디(node)와 추이 확률을 나타내는 지선(branch)로 이루어진 Markov 

graph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바) Simulation Technique(Monte-Carlo)

Monte-Carlo 모의실험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의 고장율에 의거 분산

된 시간상에서 각 부품의 고장을 모의함으로서 신뢰도를 계산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아이템 고장과 수리 분산(repair distribution)으로부터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많은 양의 무작위 숫자를 필요로 한다. 

고장이나 수리 또는 동작과 같은 매 사건이 각 시간 단위마다 표본추출 

되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의 시스템이 되면 이의 모의 실험은 매

우 많은 시간의 컴퓨팅 시간을 요하게 된다. 이 기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신뢰도를 계산 할 수 없거나 다른 기법을 사용할 경우 가정을 단순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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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는데 이러한 가정의 단순화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 기법의 단점으로는 계산에 필요한 비용이 높다는 점과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전체 모의를 다시 해야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기존의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 기법들 중에서 각 기법

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또 그 분석 결과의 효용성과 적용의 용이성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평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가장 적합하여 로봇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도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3.7.4].

  o 로봇의 안전성 분석 기법

    ◇ Fault Tree Analysis(FTA)

    ◇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FMEA)

  o 로봇의 신뢰도 분석 기법

    ◇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

    ◇ Fault Tree Analysis(FTA)

    ◇ Reliability Block Diagram(RDB)

    ◇ Combinational models(FTA와 RDB 등)

    ◇ Markov models

    ◇ Simulation Technique(Monte-Carlo 등)

한편 위의 방법들은 그 동안 여러 산업과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

고 그 실용성이 입증된 방법들이지만, 이들 방법들조차 최근의 로봇 시스

템에는 거의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전자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즉 디지

털 시스템 부분의 안전성과 신뢰도 분석에는 그 효용성과 정확성을 보장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정량적 분석에는 거의 적

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다. 이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기술 분야의 연구는 원자력 분야를 포함해서 군수, 화학, 운수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중이며 Advanced Markov 모델, 

Bayesian Belief Nets와 같은 새로운 기법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

고 시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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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봇 시스템의 특성

(1) 고장의 특징과 메카니즘

기존의 여러 가지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 기법들 중에서 로봇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에 적합한 기법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로봇 시스템의 특성 

및 고장 메카니즘을 고려해야 한다.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 

시 다른 시스템과 차별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7.1].

  o 로봇은 다른 장비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유도와 넓은 작업 범위를 가진

다.

  o 로봇의 동작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작용이 다른 기기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고 그 향이 큰데 이것은 로봇 시스템의 고장 확률

을 높인다.

  o 로봇의 설계 제작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신뢰도 분석

기술은 로봇의 설계 분야에서 주된 개념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설계 제작과 신뢰도 구현에는 괴리가 있는 상태이다.

  o 로봇이 적용되는 분야는 다른 장비가 사용되는 분야에 비해 서로 다

른 형태의 다양한 에너지원(source)이 존재한다 - kinetic, chemical, 

thermal, electrical, laser, X-ray 등.

  

또한 로봇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또 여러 형태의 복잡한 

구성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구조 또한 매우 복잡하다. 대부분의 로봇

은 기계적인 부분, 수압을 사용하는 부분, 공기압을 사용하는 부분, 전자 

부분 그리고 제어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다양한 부분

들은 다양한 형태의 고장 원인과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로봇 

시스템의 고장 범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o 구조적 이상으로 인한 고장

  o 기술적 이상으로 인한 고장

  o 행위적 이상으로 인한 고장

구조적 고장은 온도나 압력 등의 변화에 향을 받기 쉬운 재질로부터 주

로 발생하고, 기술적 고장은 구성 부품의 랜덤 고장이나 하드웨어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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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결함에서 주로 기인한다. 그리고 행위적 고장은 

운전이나 유지보수 중에 일어나는 인적 오류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로봇

의 신뢰도 분석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에서 기술한 여러 고장 가능

성과 관련된 잠재적인 설계상의 취약점을 밝혀내야 하는데 여기에는 로봇

이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경우와 각 고장 모드의 원인, 각 고장 모드가 로

봇 시스템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 그리고 각 고장 모드의 발생 가능 확

률을 고려해야 한다. 

실례로 일본 로봇 산업계에서 발표된 로봇의 사고 원인들과 전체 사고에

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3.7.17].

  o incorrect action by the robot during manual operation (16.6%)

  o incorrect movement of peripheral equipment during teaching or

    testing(16.6%)

  o erroneous movement of the robot during teaching or testing(16.6%)

  o incorrect movement during checking, regulation, and repair(16.6%)

  o sudden entry of the human to the robot area(11.2%)

  o incorrect movement of peripheral equipment during normal

    operations(5.6%)

  o erroneous movement of robot during normal operations(5.6%)

  o others (11.2%)

한편 General Motors Corporation에서 보고된 로봇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o The presence of an authorized person in the robot operating 

enclosure

  o The robot operating enclosure may simply be defined as the 

utmost operating boundaries of the robot, including any 

attachments to the robot or its arm

  o Workers were not vigilant to adjacent robots.

  o People with authorization ignorant of the robo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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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fications

로봇 시스템의 부정확한 동작이나 고장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발전소 환경, 

로봇의 형태(stationary or mobile), 작업대상 기기/시설에 가해지는 로봇

의 힘 등으로 이로 인한 위험 범주들을 다음과 같다[3.7.19][3.7.21].

  o Fire

  o Flooding

  o Release of poison or radioactive material

  o Electrical harm

  o Loss of plant control

  o Damage to plant structure

또한 General Motors에서 발견한 예방 가능한 로봇 사고의 특성들은 다음

과 같다.

  o no effort was spent to plan the task

  o there was no anticipation of the injury

  o there was no development of specific safeguard methods

  o the injured workers himself took initiatives to rectify the situation

(2)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봇 시스템의 고장과 사고의 원인은 매우 복잡

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로봇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① 안전성 문제 해결 방안

로봇 시스템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

려되어야 한다[3.7.1][3.7.25].

  o 로봇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o 기계적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의 설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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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로봇의 유지보수와 운전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요원들에 대하여 적절

한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o 로봇의 상태에 대한 효과적인 지각적 감지 능력 개발한다.

  o 모든 로봇 동작 단계에 안전 소프트웨어 제어를 포함시킨다.

  o 인간/로봇 워크스테이션 배치에 적절한 인간 공학적 요인을 고려한다.

  o 로봇 시스템의 설계 단계에서 적절한 인간 공학적 요소를 고려한다.

② 설계 및 제작상의 요구사항

로봇 시스템은 기계적 부분과 제어 부분이 공존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

이다. 따라서 로봇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시에는 기계적 부분, 제어 부

분, 그리고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에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그 기본이 되는데 각 부분별 그리고 전체 시스

템에서의 요구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3.7.18][3.7.24].

  o 기계적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 작업 대상 물체나 시설로의 로봇 경로는 명시되어야 하고 이 경우 

매니퓨레이터의 동작 범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니퓨레이터의 

동작 범위와 경로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며 동적이거나 정적인 힘에 

의해  매니퓨레이터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적 요

소가 반드시 설계되어야 한다.

   ◇ 매니퓨레이터 드라이브 기능은 정해진 특정 작업을 하기에 충분한 

힘을 제공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로봇의 제어나 기계적 부

분의 고장으로 인해 작업 대상 기기를 파손할 정도로 강하지 않게 해

야 한다.

   ◇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 대상 기기나 설비에 대하여 각각에 맞는 전

용 매니퓨레이터를 개발해야 하며 다목적(all-purpose) 매니퓨레이터의 

사용은 실증이 되어야 한다.

   o 제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제어 시스템은 프로그램 기반의 제어와 원격 수동 제어 둘 다 가능

해야 한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 주기의 초기화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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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대상 시설/장비나 로봇 자체의 rigging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제어 시스템의 고장 방지를 위해 그 상태가 감시 가능한 적합

한 인터록을 제공해야 한다.

   ◇ 어떤 한 모드의 운전을 위해 제공된 인터록은 다른 모드의 운전을 

방지해야 하고 한 모드에서 다른 모드로의 임의적 변경이 허용되어서

는 안 된다.

   ◇ 제어 시스템은 자체 진단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계상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면 로봇 시스템의 동작을 

멈추게 하는 신호가 자동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메시지가 

오퍼레이터에게 전해져야 한다.

   ◇ 제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오퍼레이터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 운전 모드

     - 매니퓨레이터의 동작 준비 상태

     - 인터록 운전

     - 고장 경보

   ◇ 제어 시스템은 운전원의 명령에 의해 동작하는 비상정지 장치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상정지 장치가 동작하면 로봇은 그 동작을 

멈추어야 한다. 또한 반복된 로봇의 초기화는 오퍼레이터 명령에 의해

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로봇의 정지로 인

해 작업 대상 장비/시설이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이다. 비상 정지 기능의 구현에는 이 경우를 예상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o 종합 및 일반적 요구사항

   ◇ 로봇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외부적 상황(예: 지

진)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그런 외부적 상황이 일어날 

경우 로봇 시스템이 원자력발전소의 장비/시설의 고장 원인이 되거나 

또는 비상상태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나 방사선 향을 고려해야 한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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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부분의 전자기기나 부품들)

   ◇ 로봇의 설계 및 제작 재질들은 방사능 제염(decontamination)이 가

능하도록 해야한다.

   ◇ 고 방사능에 의한 로봇 시스템의 고장을 고려해야 한다.

라. 원자력 환경

(1) 배경

원자력 산업에서는 초기부터 원격제어 매니퓨레이터가 사용되어 왔다. 그

리고 최근에는 더욱 진보된 형태의 로봇을 사용한 원격 작업들이 수행되

고 있는데 로봇의 기계적인 장치인 매니퓨레이터 부분은 그 속성상 방사

선에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진보된 로봇에

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센서와 드라이버 그리고 전자 회로 등은 방사선

에 매우 민감하여 원자력분야 특히 방사선 구역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로

봇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설계 및 제작상의 주

의가 요구된다[3.7.8]. 그리고 원자력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 시스템은 대

부분 원격 제어라는 특징이 있다[3.7.22]. 일반 산업용 로봇 시스템 특히 

대량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로봇 시스템의 경우에는 신뢰도 및 안전성 분

석의 주안점은 작업자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과 로봇 기술의 유용성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있고 따라서 로봇이 다루는 대상(상품이나 기기 등)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반면 원자로 검사에 사용되는 로봇은 원

격으로 조종되고 동작되며 그 로봇이 다루는 기기가 매우 중요하고 고가

이므로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의 주안점은 로봇 동작의 안전성과 정확성

에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즉 검사 대상 기기인 원자로의 잠재적인 손상 가

능성과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로봇이 운전되는 원자력 환경

의 특수성 중에서 타 산업 분야와 가장 구별되는 방사능의 향과 이를 

고려한 신뢰도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방사능에 향을 받는 로봇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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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던 로봇 시스템과는 달리 고도의 기능을 가

진 현대의 로봇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부품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최근의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들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3.7.9][3.7.28].

  o 드라이버

    electrical actuators with bearings, gear boxes, 

    position feedback devices

  o sensors

    distance and force sensors, viewing systems, microphones

  o cables and other communication devices

    line driver, multiplexing circuits, analog to digital converters,

    radio links, pre-amplifiers for sensors

이들 부품에 대한 방사선 내구성은 그들이 위치와 사용빈도에 의해 결정

되고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가 방사선에 의해 받는 향은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o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에 얼마나 치명적인 향을 미치는가

  o 부품 열화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sudden failure or progressive failure)

  o 해당 부품의 방사선 내구도는 어느 정도인가

일반적으로 현대의 로봇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서브 시스템에 향을 미치

는 방사선 열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Drive mechanisms

방사선에 의해서 전기 모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나는 매카니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직접적 향에 의한 것>

  o loss of insulation in the motor coils or in the connection wires

  o embrittlement of the connections

  o hardening of the lubricant in the bearings and gear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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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egradation of the commutation electronics

<간접적 향에 의한 것>

  o gamma heating causing too high an internal temperature 

  o halogen release from polymetric materials and lubricants inside the

    motor leading to the corrosion of critical parts

모터는 매니퓨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구성품이므로 이의 고장은 joint의 고

장으로 연결되고 따라서 전체 로봇 시스템의 동작 고장을 유발한다. 그래

서 fail-safe 브레이크와 기어상자의 풀기 기능은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 신뢰도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계, 제작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o use of radiation hardened motors

  o use of radiation hardened cables for coils and leads

  o use of radiation hardened lubricants in the bearings

    (or grease free bearings)

  o careful design of the connections to remove any source of fatigue

  o no electronics should be located at the motor level

프로토타입 시스템에 대해 실험을 한 결과 수십 Megagray 피폭량까지 안

전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있다. 그리고 고장 양상은 어느 순간

에 기능을 상실하는 돌발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주원인은 고온에 의한 열

화 후 연결 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점진적인 lubricant 열

화와 급작스런 엔코딩 결함들은 시스템의 비정상적 동작으로 나타나게 된

다.

② 일반적 센서들

센서 시스템은 고 기능을 갖춘 컴퓨터 제어시스템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원격제어의 경우 오퍼레이터와 제어 시스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들 센서 시스템이 사용되는 용도는 장애물의 

발견, 목표 대상물 탐지, 접촉 상태 측정 등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위한 

것과 장비의 충돌 방지와 같은 안전 기능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의 



- 318 -

진보된 로봇 시스템에는 smart sensor라고 불리는 자체에 신호처리 기능

을 가진 센서 시스템이 많다. 이들은 그 기능과 크기 등에서 장점이 많지

만 견고하며 passive한 형태의 트랜스듀서가 적합한 원자력 분야의 적용

에는 문제점이 많아 그 적용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③ 거리 센서(Distance sensors)

거리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트랜스듀서의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세 종

류이다[3.7.10].

  o electromagnetic for short distances

와전류 측정에 기반을 둔 센서의 경우 적절하게 설계된다면 20MGy 까지 

사용될 수 있다. 미세한 de-calibration만이 필요하고 갑작스런 센서 시스

템의 고장은 주로 연결상태의 결함에서 발견된다. 짧은 거리의 측정에 사

용되며 safety limit 스위치로도 사용된다.capacitive 효과를 사용한 센서는 

주로 충돌 회피용으로 사용된다. 이 센서 타입의 방사선 내구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사선 환경에서 동작하는 기

판이나 전단 전자기기에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다.

  o ultrasonic for large distance and wide angular coverage

장거리 측정용으로 매니퓨레이터를 원하는 위치에 가져가는 경우 등에 사

용된다. 주된 장점은 각도와 거리에 있어서 넓은 범위를 가지는 점으로 장

애물과 목표 물체의 탐지에 적합하다. 1% 이내의 오차로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나 공기나 온도와 같은 환경 요인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capacitive 

membrane 형태(angular coverage 30 deg.)와 piezoelectric crystal 형태

(angular coverage 10 deg.)의 두 가지 설계 형태의 트랜스듀서가 원자력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두 형태 모두 10 MGy까지의 감마선 피폭량에 

견딜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방사선에 대한 내구성이다.

  o optical systems for accurate angular resolution

정확한 각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대상 물체의 표면상태에 대해 매우 민감

하고 주요 활용분야 중 하나는 근접 충돌 방지용이다. 방사선 환경에서 사

용될 경우 이 센서를 구성하는 light emitter와 receiver가 방사선에 의해 

열화되는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전체적 성능 저하가 생긴다. 내 방사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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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도 방사선 열화 효과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

고 단지 그 열화 속도를 감소시키는 정도이다.

④ Force sensors

force 센서는 매니퓨레이터의 팔에 장치되어 힘의 강약을 조절하는 부분에 

정확한 신호를 제공하거나, force control 또는 매니퓨레이터나 도구에 과

한 부담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이 형태의 센서는 변형

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방사선에 대한 내구도가 강해서 원자로 

운전 중에 원자로 내부에서 사용된 경우도 있다. 내방사선 타입의 strain 

gauge, load cells, 6축 force/torque 센서의 경우를 실험한 결과 1MGy까

지 de-calibration 효과 없이 잘 동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Viewing systems

원거리 관찰은 원격 조종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카메라와 같이 이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는 방사선에 매우 취약하다. 방사선에 민감한 부분들

은 다음과 같다.

  o optical elements: lenses

  o drive mechanism: pan/tilt, focus, zoom

  o  image sensors: tube, CCD

  o image transport system: prisms, periscope, optical fibre bundle or

    cables

  o front end equipments: scan circuit, power supply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방사선이 약한 부분에 위치하는데 이런 경우 상용 

CCD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반면 어떤 경우는 카메라가 매니퓨레이터의 

끝에 부착되어 매우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용도

를 위해 방사선에 내구성이 있는 특수한 카메라도 일부 회사에서 제작하

고 있지만 이들 조차 10-100 Gy가 한계이다. 또한 이들 내방사선 카메라

들도 방사선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화질이 저하된다. 이와 관련된 신뢰

도 문제는 운전원이 이렇게 방사선에 의해 저하된 화질을 통해 작업하면

서 비정상적인 사건들을 간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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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udio feedback

로봇의 원격 운전에 있어서 audio feedback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ERN에서 MANTI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작업을 한 경험에 의하

면 force reflexing 없이 audio feedback 기능만을 가지고 매우 복잡한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audio feedback을 위해서는 마이크로폰이 

주로 사용된다. 이 마이크로폰을 이용해서 로봇이 작업하는 장소의 주위 

소리나 또는 매니퓨레이터 첨단부분이 대상 물체와 접촉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이크로폰은 capacitive/piezoelectric 센서의 일종으로 초음파 센

서의 제작과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상용 마이크로폰에 대한 내 방사선 데

이터는 현재까지는 문헌상에 나타난바가 없지만 매우 높은 피폭수준까지 

무난히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⑦ Communication systems

원격 조종되는 장비에서 신뢰성과 관련하여 가장 치명적인 부분 중 하나

가 control station과 on-board 부품간의 연결이라는 것이 그 동안의 경험

으로부터 알려져 있다. 이는 전기나 공기압에 의한 서비스 부분과 신호 선 

모두에게 해당된다. 전체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에 중대한 향을 주는 다

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o 많은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이동 시스템의 관리상 어려움

  o 케이블에 따른 많은 connector가 존재하고 이들 중 일부는 방수와 같

은 특수한 상황을 처리해야 함

  o multiplexing이나 무선을 이용한 해결 방법은 전자회로의 내 방사능 

문제를 야기 시킴

  o 트랜스듀서와 신호처리 장비간의 원거리는 신호/잡음 비를 높이고 이

는 다시 A/D 변환, 조화된 line driver, front-end pre-amplificaton과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킴

  o 케이블에 의해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기계적 스트레스가 생김

⑧ Electrical cables and connectors

원자력발전소 환경하의 케이블 수명에 대한 경험은 많이 축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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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그런데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의 케이블은 polymeric insulation 기

반으로 되어있고 이들 케이블은 저 방사선 구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원

자로 근처나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주로 mineral insulation 형태이며 

최근에는 방사선에 대해 내구성이 높은 polymeric insulation 타입의 제품

도 나오고 있다. 방사선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케이블과 컨넥터의 신뢰

성 관련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매니퓨레이터의 작업수행 부분에 부착된 센서나 actuators 에 연결된 

    케이블의 경우 방사선 피폭량이 많고 또 bending stress가 높다.

  o PVC나 PE와 같은 polymeric insulation 형태의 케이블은 방사선에 매

우 취약하여 낮은 레벨의 피폭에도 그 전기적, 기계적 속성이 저하된

다.

  o 방사선에 대해 저항력이 높은 Radox, PEEK, Kapton재질은 유연성이 

적은 단단한 타입이기 때문에 컨넥터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o polymeric 재질의 케이블은 방사선에 의해 halogen 가스 누출과 같은 

화학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o 경험에 의하면 전기 소켓은 고장을 일으킬 정도로 부식될 수도 있다.

  o PEEK 타입의 컨넥터는 10MGy 및 섭씨 120도 환경에서 전기적 기계

적 특성을 잃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알려졌다.

한편, 위와 같은 방사선에 의한 향 외에도 케이블과 컨넥터의 신뢰성에 

중대한 향을 주는 것은 적절하게 마운트 하는 것과 과도한 부담과 진동

으로부터 방지하는 일이다.

⑨ 신호전송 전자기기(Electronics for signal communications)

전자 기기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대의 원격 조종 고기능 로봇 시스템의 경우 이들 전자 기기가 방사능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동작중인 매니퓨레이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다. 

매니퓨레이터 내부의 on-board 신호처리, front-end pre-amplification, 

A/D 변환, 광통신의 경우 on-board opto-electronics, mobile 로봇의 경우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하는 각종 통신용 전자기기 등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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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이런 기기를 방사선에 의한 열화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o 각 기기들의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여 방사선에 향을 적게 받도록 

특수한 설계를 한다. 이 방법에 의해 설계된 전자기판을 이용한 디지

털 스위치 운전이 6MGy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3.7.12].

  o 각 부품의 제조과정에서 내방사선 기능은 주로 insulation 기법을 사

용하여 이루어진다. 우주에서의 사용을 주목적으로 개발된 내 방사선 

CMOS는 1 - 10 kGy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3.7.13].

  o 10kGy을 초과하는 경우는 SOI(Silicon on Insulation)과 GaAs(fallium 

arsenide)가 유력하다. 최근의 실험 결과는 위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은 1MGy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7.14][3.7.15].

이상과 같은 방법에 더하여 전자기기의 신뢰성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점은 열화 행동의 정확한 이해와 그에 적합한 방지 대책이다.

위에서 언급한 서브 시스템들의 방사선 환경에서의 사용 한계 예는 다음 

표 3.7.4와 같다[3.7.8].

표 3.7.4 Limit of usability for subsystems

Sub-system Limit(MGy)

Drive mechanisms 10 

Distance sensors 20

Force sensors 1

Viewing systems 1

Audio feedback 1

Electrical cables and connectors 10

Electronics for signal communications 1

(3) 부품 고장에 미치는 방사능 향 모델링



- 323 -

사용 시 방사능 환경에 위치하게 되는 부품의 신뢰도 데이터는 방사능에 

의한 향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신뢰도 데이터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열화 요인 (radiation degradation factor) 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7.16].

Δ =

(Po - Pt)/(Po - Pf) for Po≥Pt<Pf or Po≤Pt<Pf

        0         for Po>Pt>Pf or Po<Pt<Pf 

        1         for Po>Pt>Pf or Po<Pt<Pf 

where,

Po = value of a characteristic parameter(e.g., the modulus of elasticity 

     of a polymer) before exposure

Pt = value of the characteristic parameter after a total radiation dose Dt

Pf = value of the characteristic parameter at failure

파라미터 값은 해당 부품이나 서브 시스템의 radiation degradation 

function으로부터 추정되는데 radiation degradation function은 부품의 특

정 재질이나 형태상 특성이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나타낸다. radiation degradation function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부품의 신뢰도 데이터 상에서 Pf만 가능할 경우는 단순 형태

인 그림 3.7.3과 같은 함수가 사용되고 Pt의 값이 구해질 경우에는 그림 

3.7.4와 같은 piece-wise linear radiation degradation function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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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t fa 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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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 eter value

P 0

그림 9.7.3 Simple radiation degradation function

f :  a t  fa i lu r e
t :  a t  t im e  t

D fD t

0 D o s e

P a r a m e te r  v a lu e

P 0

그림 3.7.10 Piece-wise linear radiation degradation function

마. 외국의 로봇 시스템 신뢰도 분석 사례

(1) 개요

원자력 분야에 사용된 로봇들은 대부분 방사성 물질의 취급과 원자력발전

소의 감시 및 운전에 사용되었다. 본 장에서는 그들 중 대표적인 로봇 시

스템들에 대하여 시스템의 개요와 사용된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 기법 그

리고 분석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요약하 다. 조사된 대상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o Remote Reconnaissance Vehicle(RRV)

   o Remote Work Vehicle(R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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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eigh and Leak Check System(WALS)

   o INGRID

   o ROBUG III

   o Gripper

   o Waste Retrieval Manipulator

(2) 사례 분석

① Remote Reconnaissance Vehicle(RRV) [3.7.5]

  o 시스템 개요 

Carnegie Mellon 대학에서 개발하여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TMI-2의 Clean 

up project에 투입되었다. 원자로 건물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수 

및 방사능 오염 방지에 대한 설계가 되었고 6개의 모터로 구동되는 바퀴

를 가지고 있다. 주요 임무는 video/radiation survey, sampling of 

concrete walls, sludge deposit washdown of structures 이다. 

  o 신뢰도 분석 기법

FTA와 FMEA가 사용되었다. 정점 사건으로 “RRV irretrievable"이 정의  

되었고 이것은 그 원인이 되는 다음의 세 개의 서브 카테고리 고장으로 

구성되었다.

(i) Loss of hoisting capability for retrieval from the Reactor 

Building(RB) basement

(ii) Loss of drive force

(iii) Loss of systems required for operator remote guidance

이들 서브 카테고리는 다시 더 세부 사건들로 졌는데 “Loss of drive 

force"의 경우를 보면 각 부품의 고장, 오일 공급 고장, 연결 고장 등과 같

은 수준까지 나누어졌다. FMEA는 bottom up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RRV의 기본 구성부품 고장을 가정하고 RRV의 회수 불능에 향을 미치



- 326 -

는 효과를 분석하 다.

  o 특징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신뢰도 개선 전략이 개발되었다. 이 전략은 

redundancy, diversity, 그리고 assurance의 세 가지 전제를 포함하고 있고 

이 전제를 사용하여 다수의 설계 개선 권고 안이 작성되었다. 세 개의 권

고 안은 “Highly recommended", "Recommended", ”Marginally 

recommended"로 나누어 졌는데 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i) Highly recommended

   설계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신뢰도 개선에 있어서 그 효과가 

현저한 항목

(ii) Recommended

   신뢰도 개선에 효과가 현저하나 설계의 변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

구되는 항목

(iii) Marginally recommended

   설계의 변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나 신뢰도 개선 효과는 미미

한 항목

RRV의 경우 “highly recommended" 항목만이 실제로 구현되었으며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전체 시스템에 큰 향을 주는 부품 리스트를 기초로 하여 

pre-mission check list를 개발하고 구현할 것. Pre-mission check 

list는 다음과 같다.

. structural integrity of upper boom support columns and light 

assembly, 

. leak tightness of electronics enclosure and O-rings seals,

. connectors to each camera and light, hydraulic pumps and

        filters,

. wheel bolts, tether cable, idle roller for tether cable and

        cap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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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aulic hoses and fittings, 

. hydraulic fluid level, 

. boom hose track assembly, 

. boom tip assembly, 

. camera and light functions, 

. reservoir nitrogen pressure, 

. on-board sensors, 

. telemetry diagnostics on console monitor

  o Implement a procedural constraints that requires retrieval of the 

RRV upon recognition of a failure of one of the identified 

redundant components

  o Practice returning to the hoist location without the tether retrieval

    capability

  o conduct an environmental test of the RRV by storage in and

    appropriate environment and inspect selected components

② Remote Work Vehicle(RWV)[3.7.5]

  o 시스템 개요

RRV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TMI-2에서 사용되어 졌으며 

Carnegie Mellon 대학에서 제작되었다. RRV보다 더욱 진보된 형태의 로

봇으로 원자로 건물 내부의 장비나 설비 철거 및 파괴와 같이 RRV 수행 

임무보다 더 실질적인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원격 조종과 전

자 수압방식이며 무게는 5톤이 넘는다. 정  움직임은 4개의 바퀴에 의해 

조종되었고 모듈화 및 오염 방지가 설계에 반 되었다. 

  o 신뢰도 분석 기법

시간과 자원의 제약 때문에 FTA만 수행되었다. RRV보다 훨씬 복잡하고 

큰 로봇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정점사건의 정의되었는데 “RWV 

irretrievable"과 ”RWV fails to complete mission"이다. “RWV 

irretrievable”은 RWV를 원자로 건물 베이스먼트에서 지상 레벨로 회수하

지 못하는 것이고 “RWV fails to complete mission”은 RWV가 고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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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없이 정해진 시간동안 정해진 특정 임무를 완수하는데 실패하는 것

으로 정의되었다. 정점 사건 “RWV irretrievable”에 대한 수목 구성은 

RRV와 유사하고 “RWV fails to complete mission”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 Loss of steering capability,

. loss of propulsion capability,

. loss of hydraulic power source,

. RMS telemetry systems fails, 

. tether management system fails, 

. loss of boom control, 

. loss of stiffleg control, 

. loss of video system, 

. master control arm fails, 

. slave control arm fails, 

. loss of graphics display

  o 특징

분석 결과에 의거 RRV와 마찬가지로 3가지 등급의 권고 사항을 도출하

고 그 중 “Highly recommended", "Recommended" 사항을 구현하 다. 

RRV의 ”Highly recommended"에 포함된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포함하

으며 이 외에 filter bypass line의 단일 고장으로부터 오는 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hydraulic 시스템의 구성이 재 설계되었다.

③ WALS(Weigh and Leak Check System)[3.7.6][3.7.20]

  o 시스템 개요

WALS는 그 당시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미국 Department of 

Energy(DOE) Pantex 시설의 무기에 사용된 원자력 물질의 처리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로봇 시스템으로 Sandia National Lab.에서 개발되었다.  

시스템은 track-mounted Fanuc Model S-700 로봇과 수대의 워크스테이

션으로 구성되었는데 한 워크스테이션은 원자력 물질이 부착된 고정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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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립 및 해체를 담당하고 다른 두 개의 워크스테이션은 무게와 누설 

체크를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또 다른 워크스테이션은 수동 

검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o 안전성 분석 기법

미국 원자력발전소 내의 모든 설비는 그 안전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WALS의 경우 그 요구사항은 DOE Order 5480.23을 기준으로 했다. DOE 

Order 5480.23에 의하면 안전성 분석은 정량적 분석이 요구되었으나, 예외

적으로 원자로 시설이 아니고 그 위해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정성적 

안전성평가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WALS는 FMEA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를 수행했다.

  

  o 특징

시스템의 안전성 분석에 있어서 로봇의 동적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을 개

발하여 적용했다. 기존의 안전성 평가 기법들은 정적 상태를 모델링하기 

때문에 로봇과 같이 동적 특성이 강한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

분 문제가 프로젝트에서 허용한 자원을 초과하는 한계점이 있다. WALS

의 안전성 분석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의 전체 과정을 관

리 가능한 로직의 스텝으로 세분한 다음 각 스텝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FMEA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안전성 분석 결과를 설계

에 반 하여 재 설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명세와 위해도 레벨이 모두 

당초 계획된 수준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여 수행하 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고장 데이터는 로봇 제작자로부터 입수했으며 이 데이터는 테스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WALS와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된 

로봇에 대한 서비스 콜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을 사용했다.

 

④ INGRID(Intelligent Nuclear Gantry Robot Integrated Demonstrator)  

[3.7.7]

  o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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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가 수행하는 Teleman Phase II 프로그램의 5개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만들어졌으며 원자력 산업에서 사용할 진보된 원격조종 로봇 기술을 실현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British Nuclear Fuel Sellafield 사이트에 설치되었

다. 재처리 공장이나 고 방사능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설

계되었고 7축의 개조된 Puma robot이다. 개발된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로

봇의 임무를 계획하고 자동으로 수행하는 원격 조종 워크스테이션을 구현

하는 것이다. 수행해야 할 수 개의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들 연속된 사건

들에 대해 방사능 향을 고려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 다.

  o 신뢰도 분석 기법

신뢰도 모델은 4개의 시나리오와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Inspection, Cutting and Welding of Pipe

  o Dismantling of the constant volume feeder

  o Decontamination of calciner surface and tray

  o Removal of heavy components

  o Loss of robot(event)

이들 시나리오와 사건들은 연속된 task들을 포함하고 있다. 검토와 분석이 

용이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 task들은 다시 연속된 elementary task들

로 분해되고 모듈화 되었다. 그리고 elementary task들은 관련된 센서 시

스템과 도구들 그리고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어 시나리오 task들을 정의하

도록 만들어졌다. 시나리오 분해 예는 표 3.7.5와 같다.

표 3.7.5 Scenario decomposition with elementary task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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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task 

description

Elementary 

task no.

Additional features

sensor type no. Tool type no. Other no.

Position nut 

runner
3.1 3

Operate nut 

runner
3.3 10 16

Stop nut 

runner
3.5 5

Remove nut 

runner
3.1 10

Change tool 1.2 1-+22 17

다음 단계는 각 elementary task에 포함될 장비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와 오퍼레이터를 포함한다. 텔레오퍼레이터 모드의 예

는 표 3.7.6과 같다. 최종적인 모델의 구축은 각 elementary task들에 대해 

정점사건(top event)을 정의한 다음 이의 원인이 되는 각 사건들로 고장수

목(fault tree)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표 3.7.6 Equipment requirements for elementary tasks. Teleoperator 

mode

Equipment/Personnel Elementary task

Text
Model top 

event no.

3.1 Manual 

tool 

positioning

3.2 Jib 

operation

3.3 Tool 

task

3.4 Move 

robot away

3.5 Stop 

tool 

operation

RHWS, TOM 5002 X X X X X

RS, HTC 5010 X - X X X

GS 5011 - X - X -

Joint ctr. 5054 X - X X X

NEATER 5058 X - X X X

robot 

operator
various X X X X X

 

INGRID 고장수목은 모두 212개의 기본 사건들과 143개의 gate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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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편 정량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신뢰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해

졌다.

  (i) 표준화된 부품 또는 표준화된 부품과 유사한 부품

    o IEEE Std. 500-1984, IEEE Guide to collection and presentation of 

electrical, electronic, sensing component and mechanical 

equipment reliability data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

    o Handbook of reliability data for electronic components, RDF 93,

      CNET,1993

    o Smith, D.J., Reliability, Maintainability and Risk Practical 

Methods for Engineers, Oxford, 1993

    o FARADIP.THREE, Failure Rate Data in perspective, Failure 

rates, Failure Modes and Failure Mode and Effect package, 

Technis, UK, 1994

    o Guidelines for Process Equipment Reliability Data with Data 

tables,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1989

  (ii) 프로토타입 부품

부품의 신뢰도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어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거하여 추정

하 다. 예를 들면, 많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장비의 고장율은 부품

의 개수와 각 부품의 평균 고장율에 의거하여 구한 다음 각 범주별 고장

율을 표 3.7.7에서와 같이 적용하 다.

표 3.7.7 Failure rates for equipment category



- 333 -

Category No.
No. of 

components

Average no. 

of comp.

Failure 

rate(h-1)

1 1 - 10 5 4*10-7

2 11 - 50 30 2*10-6

3 51 - 300 175 1* 10-5

4 301 - 1000 650 5*10-5

  o 특징

전통적인 신뢰도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발생 확률에 의거 cut set이 작

성되고 정점 사건의 전체 확률이 계산되었다. 그러나 신뢰도분석에 사용된 

각 부품 데이터에 불확실성이 많았기 때문에 정점 사건의 전체확률에 대

해서는 큰 비중이 두어지지 않았다. 대신 cut set 리스트들은 시스템의 고

장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설계 개선을 주안점을 찾

는데 사용되었다. “Failure of Inspection, Cutting and Welding of Pipe"의 

cut set list 예는 표 3.7.8과 같다.

표 3.7.8 Top event: Failure of Inspection, Cutting and Welding of Pipe

Cut Set(Basic event)
Probability of 

occurence

Operator error in the operation: tool task 0.1

Operator error in the operation: Tools into rack 0.1

Operator error in teleoperator mode by jib operation 0.1

Gripper unit failure 0.3 * 10-02

Gantry subsystem controller software failure 0.5 * 10--03

HTC software failure 0.5 * 10--03

Semi autonomous Controller software failure 0.5 * 10--03

Sensor support unit software failure 0.5 * 10--03

Sensor support system failure 0.5 * 10--03

Auxiliary hoist drum cable or hook failure 0.5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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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operator error가 전체 시스템 고장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INGRID 분석 팀은 이 operator error의 신뢰도 

수치가 어느 정도 과대하게 추정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고려하

더라도 다른 요인들에 비하면 이 시스템의 신뢰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친

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고장율에 대해서는 이 표에 나

타난 수치에 불확실성이 매우 많다고 인정하고 있다. 방사선에 의한 신뢰

도 향 평가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운전시간인 2000시간 동안의 누적 피

폭량을 최저 예상치와 최대 예상치로 나누고 또 피폭 지역을 6개의 구역

으로 나누어 각 경우별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표 3.7.9와 같다. 

표 3.7.9 Top event: Failure of Inspection, Cutting and Welding of pipe

Cut set(basic event)
Relative radiation

Low dose case High dose case

Force torque sensor unit failure 0.18 1.00

Force sensor unit failure 0.18 1.00

1 of 8 optical fibre heads failure 0.17 1.00

1 of 4 electronic modules failure 0.00 0.00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른 설계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Cut set list중에서 방사능에 의한 열화 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설계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i)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가능하다.

    - make the equipment tolerant

      Semiconductor electronics와 같이 방사능에 강한 버전의 부품이 있

는 경우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 내 방사성 부품은 값이 비싸다는 단

점이 있다.

    - reduce doses

      방사선 구역에 들어갈 때 오염 제거를 하거나 또는 방사선 구역에

서 보다 그 향이 적은 장소를 준비해 장비를 그곳에 위치하게 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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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lace the equipment in time before it fails

      장비의 상태 감시나 dose monitoring을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장비

를 교체하는 방법이다. 

⑤ ROBUG III [3.7.8]

  o 시스템 개요

국 Portsmouth 대학과 PORTECH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발에 흡착판이 

부착되어 있어서 벽을 오르거나 천장을 타고 다닐 수 있게 설계되었다. 방

사능 구역, 제한 구역,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서 감시, 정비, 수리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o 신뢰도 분석 기법

ROBUG III은 8개의 다리를 제어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에 방사선에 취약한 전자부품과 기타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따라서 

신뢰도 분석은 방사선에 의한 고장과 방사선에 의해 시스템이 고장날 때

까지의 예상 시간의 추정에 초점이 두어졌다. ROBUG의 작업 시간은 100 

시간이고 감마선 누적 피폭량은 1000 Gy/h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정점 사

건으로는 다음의 4가지 경우가 선정되었다.

  (i) Failure of more than 3 legs

    (max. 2 legs on the same side of the robot)

  (ii) Loss of communication with the robot

  (iii) Navigation failure

  (iv) Foot adhesion failure

위의 정점 사건의 구성은 시스템이 본래 의도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로봇을 방사선 지역에서 잃게 되는 위험을 검사하는 데에도 

초점이 두어졌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설계된 기

능대로 시스템이 적절하게 동작될 경우에는 로봇의 상실 위험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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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G III의 고장수목에는 643개의 기본사건과 270여 개의 게이트가 사

용되었다.

  o 특징

INGRID 시스템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cut set listing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INGRID 시스템보다는 더 확신된 값을 가진 정

점사건의 확률 값이 계산되었다. 표 3.7.10은 “Failure of ROBUG 

communication with the robot" 정점 사건에 대한 cut set list이다.

표 3.7.10 Top event : Failure of ROBUG communication system

Cut Set (basic event) Prpbability

graphic workstation software failure 2.50E-04

graphic workstation hardware failure 2.50E-04

control computer software failure 2.50E-04

control computer hardware failure 2.50E-04

communication cable failure 1.40E-05

umbilical supply cable failure 1.16E-05

back plane supply cable failure 7.60E-06

rectifier-stabilizer failure 6.20E-06

graphic workstation communication failure 2.60E-06

control computer communication card failure 2.60E-06

back plane pcb failure 4.00E-07

U8 chip LM393 failure 1.60E-07

Total probability 0.1049E-02

제어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분석 기술이 미비한 관

계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운 되는 하드웨어와 동일한 값이 사용

되었다.

⑥ The Gripper[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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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스템 개요

Advanced gripper라는 명칭의 이 시스템은 로봇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

는 서브 시스템으로 네델란드의 Delft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회전하는 손가락들과 screwdriver 등을 조작할 수 있는 “active palm"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가락들과 active palm은 전자모터와 수압으로 구동된다. 

이런 기능을 가진 서브 시스템은 많은 로봇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방사능 구역에서 작업할 경우 이 부분이 방사능이 가장 강한 부분에 위치

하기 때문에 신뢰도 분석은 전통적 신뢰도 분석보다는 radiation tolerance 

부분에 치중되었다.

  o 신뢰도 분석 기법

Gripper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과 hydraulic, electronic 시스템 그리고 제어 

시스템 일부가 분석 대상이 되었고 소프트웨어와 오퍼레이터 고장은 제외

되었다. 이 gripper는 전체 커다란 로봇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Loss of 

equipment in radiation area"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주어진 임무 즉 

정확한 위치로 이동해서 처리할 대상을 적절한 압력으로 잡는 것과 같은 

기능적 측면이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Fault Tree Analysis가 사용되었고 

189개의 기본 사건과 83개의 gate로 고장수목이 구성되었다.

  o 특징

Gripper를 구성하는 부품의 대부분이 프로토타입 제품이었기 때문에 신뢰

도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대부분의 데

이터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운전시간은 8시간, 장비는 

“not-repairable"로 설정되었다. 정점 사건 ”Failure of normal gripper 

function"의 cut set list의 일부는 표 3.7.11과 같다

표 3.7.11 Cut set list of top event: Failure of normal gripp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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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Set Probability

Actuator unit finger 1 link 2 motion failure 4.80E-04

Actuator unit finger 1 link 1 motion failure 4.80E-04

Pancake rotation motor, finger 1 failure 4.80E-04

Rotation gear, finger 1 failure 3.20E-04

Sensor controller unit failure 2.80E-04

Wire for force sensor finger 1 failure 1.60E-04

Pancake rotation motor finger 1 failure 1.60E-04

Force sensor finger 1 failure 1.44E-04

Pump motor finger 1 link 1 failure 1.20E-04

Gear, pump motor finger 1 link 1 failure 8.00E-05

Mechanics, finger 1 link 1 failure 8.00E-05

Rotation mechnism, finger 1 failure 5.60E-05

Pressure sensor finger 1, link 1 failure 4.80E-05

O-rings before canal 1.1, finger 1 link 1 failure 2.24E-05

O-rings of actuator finger 1, link 1 failure 2.24E-05

Current sensor finger 1, link 2 failure 8.00E-06

Hydraulin pump finger 1, link 1 failure 8.00E-06

Rotation position sensors finger 1 failure 6.40E-06

Hydraulic hose, finger 1 link 1 failure 4.80E-06

Actuator unit finger 1 link 1 pressure failure 2.24E-06

O-rings finger 1 link 1 sliding failure 8.00E-07

Pump position sensor with finger 1, etc 2.56E-08

Motor axis position sensor with finger 1, etc 2.56E-08

Total probability 1.22E-02

  

  

방사선 효과의 계산에 있어서는 운전시간 2000 시간에 해당하는 피폭량 

200 kGy와 운전시간 10,000 시간에 해당하는 피폭량 1MGy의 경우에 대

해 수행하 다. 결과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향을 받는 부분은 hydraulic 

hose와 O-ring들로 나타났지만 이들조차 완전히 동작 불능상태로 될 가능

성은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gripper 시스템은 정해진 조건의 환경에서는 

충분한 내 방사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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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WRM(Waste Retrieval Manipulator) [3.7.26]

  o 시스템 개요

미국 Hanford 원자력 사이트에 있는 폐기물 탱크의 오염 제거를 위해 제

작된 로봇시스템으로 manipulator arm-based retrieval 시스템의 일종이

다. 기계적인 구성은 지상에 telescoping mast가 있고 지하에 매설된 폐기

물 탱크 속으로 로봇 manipulator가 들어가게 되어있다. 그리고 

manipulator의 끝에 폐기물질을 처리하는 End effector가 부착되어있다. 

제어 구조는 수 개의 처리 유닛이 연결되어 구성되었는데 대표적 유닛은 

다음과 같다.

  - Input device(operator interface)

  - Supervisory Computer(planning functions)

  - Subsystem controller

  - Individual Joint Controller

  - Low-level Actuator Drivers

  - Analog to Digital Converters

그리고 arm의 kinematics는 다음과 같다.

  - first joint motion - vertically down into the tank

  - rotation about the vertical axis

    (rotate the arm in the tank to all directions around the tank)

  - the following joints are all in the same plane

    (perpendicular to the ground)

  o 신뢰도 분석 기법

정성석 Fault Tree 분석이 수행되었고 다음의 2개 시나리오에 대해 집중

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i) The failure scenario of a collision with a vertical riser within the

     tank

  (ii) The failure scenario of the inability to remove the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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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underground storage tank

또 고장 수목을 구성하는데 설정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i) The position of any risers are presumed to be reasonably 

accurately known

  (ii) The operator is assumed to have access to a monitor with 

camera feed from inside the tank

  (iii) The actuators are assumed to be hydraulic, driven by 

hydroelectric valves. 

  (iv) Arm/mast collision scenario is caused primarily by motion of 

one joint, by rotation about a horizontal axis

  o. 특징

분석 결과를 설계의 개선에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발견된 

설계상의 취약점과 권고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i) redundant sensors

    처음의 설계에는 센서가 하나 뿐이었으나 redundant sensor를 추가하

여 로봇이 정해진 코스에서 현격하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 다.

  (ii) sensor fault detection

     Redundant sensor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잘못된 센서를 가려내

고 정상 신호만을 joint controller로 보내주기 위한 것이다.

  (iii) kinematic redundancy

     Manipulator arm mechanism 고장에 대한 fault tolerance를 제공하

기 위해 joint failure 레벨에 kinematic reconfiguration 기능이 추가 

되었다.

  (iv) Emergency stop

     로봇 arm의 동작을 오퍼레이터가 수동으로 멈추게 하는 기능이다. 

로봇 팔이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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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Reflex control module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전체 제어 시스템 체계 내에서 잘못된 명령이 

발생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비상 정지를 수행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vi) Hardware limiters

     Actuator driver 기판의 하드웨어 리미트 스위치로서 특정 범위를 벗

어나는 joint 동작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vii) Model-based preview

     오퍼레이터가 로봇에게 실제 작업 명령을 내리기 전에 미리 계획된 

동작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알려지

지 않은 장애물 등 작업 환경의 모델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한다.

  (viii) Heartbeat monitor

     각 프로세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모듈이다. 시스템 내의 

각 프로세서가 정해진 실시간 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과도한 작업일정이나 비정상적 시스

템 정지로 프로세서가 응답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잘못된 데이터가 시스템 전체로 퍼져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ix) Communication network redundancy

     매니퓨레이터 제어와 감시를 수행하는 모든 주요 프로세서간에 통신

용 이중 버스 및 케이블 설치가 권고되었다.communication network

이 고장날 경우 back-up 용이다.

  (x) Fail-safe brakes

     Dual redundant power hardware unit으로 구성된 fail-safe 브레이크

이다. power-on release 방식이기 때문에 전원이 고장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브레이크는 수동 비상 정

지나 자동 emergency shutdown(ESD) 신호(로봇 제어기, watchdog 

computer, reflex control에서 나오는 신호)로서 동작된다.

위의 모든 분석 및 권고사항은 정성적 분석에 의한 것이다. 시스템의 정량

적 분석은 로봇에 관한 신뢰할만한 고장율 또는 신뢰도 데이터가 없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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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수행되지 않았다.

바. 결론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에 관련된 기존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조

사하고 실제로 로봇의 안전성과 신뢰도 분석에 적용된 사례들을 분석하

으며 이들 조사된 기법들 중에서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에 

가장 적합한 기법들을 선정하 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 시 고려해야 할 로

봇 시스템의 특성들과 원자력발전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기는 사항들

을 도출하 다. 수행된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기술 현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적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 기법과 원전 로봇 시스템 분석

현재까지 문헌상에 나타난 신뢰도 및 안전성 평가 기법들은 30여 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이들 기법들 중에서 실제 각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기법들

은 많지가 않고 또 각 분야별 특수성에 맞추어 몇 가지 방법들만이 사용

되고 있다. 이들 기법들 중에서 로봇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에 적합한 기

법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로봇 시스템의 특성 및 고장 메카니즘을 고려

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경우에는 추가로 고려

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원격 제어 및 운전과 방사능 효과가 있다.

기존의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 기법들 중에서 위에서 기술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또 그 분석 결과의 효용성과 적용의 용이성 그리고 비

용 측면에서 평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o 로봇의 안전성 분석 기법

    - Fault Tree Analysis(FTA)

    -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FMEA)

  o 로봇의 신뢰도 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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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

    - Fault Tree Analysis(FTA)

    - Reliability Block Diagram(RDB)

    - Combinational models(FTA와 RDB등)

    - Markov models

    - Simulation Technique(Monte-Carlo)

위의 방법들은 그 동안 여러 산업과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고 그 

실용성이 입증된 방법들이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조차 최근의 로봇 시스템

에는 거의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전자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즉 디지털 

시스템 부분의 안전성과 신뢰도 분석에는 그 효용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정량적 분석에는 거의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수

준이다. 이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기술 분야의 연구는 원

자력 분야를 포함해서 군수, 화학, 운수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활발

히 진행중이며 Advanced Markov 모델, Bayesian Belief Nets와 같은 새

로운 기법들이 각 분야에서 적용 시도되고 있다.

◇ 로봇의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 사례

원자력 분야에 사용된 로봇들은 대부분 방사성 물질의 취급과 원자력발전

소의 감시 및 운전에 사용되었는데 이들 시스템의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 

은 FTA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FMEA와 ETA가 일부 사용되었다. 분석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전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은 해

당 로봇 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방사선에 의한 부품 열화와 같은 

원자력환경이라는 특수성의 고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제어 소프트웨어

의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기술 수준이 미비한 관계로 적절한 분

석이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프트웨어어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분야는 현대의 산업 기술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로봇 산업분야 뿐 아니라 원자력 분

야와 군수, 항공 분야 등 각 분야에서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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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기술 현황 분석에서 조사 분석된 내용들을 본 과제에서 개발한 원자로 검

사 장비의 로봇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추

후 새로운 로봇 시스템의 설계와 제작 시 신뢰도와 안전성 요건의 작성에 

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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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탐상 시스템의 검사 절차서 개발

가. 배경

원자로 검사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은 탐상 시스템의 신뢰성, 검사

자의 자질 그리고 검사 절차이다. 일반적인 검사 요건은 ASME Code 

Section XI과 같은 코드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 절차는 사용되는 검사 장비나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외국

의 검사 업체들이 사용하는 절차서는 그들 고유의 장비와 검사 방법에 의

거 작성된 것으로 당 연구소에서 개발된 RISYS 장비를 이용하는 검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개발된 검사 장비에 적합하고 효

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RISYS 장비의 특성을 고려한 검사 절차서를 

작성하 다.

나. RISYS를 이용한 검사 절차서

(1) 검사 절차서 개요

o 개발된 장비의 특성을 고려한 검사 부위별 검사절차서 작성

외국의 원자로 전문 검사 기관(SwRI, ABB)의 검사 절차서를 기반으로 하

여 연구소에서 개발한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로의 각 검사 부위별 

검사 절차서를 작성하 다. 참고 자료로 사용된 외국 전문 검사기관의 자

료는 [3.7.33][3.7.34][3.7.35][3.7.36]이다.

 - 개발된 시스템의 자동 검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검사에 용이한 절

차 수립

 - 수중 이동로봇, 주제어 컴퓨터, 신호수집 및 분석 컴퓨터와 같은 서브 

시스템 별  그리고 검사자와 각 서브 시스템의 운전원 별로 단계적이

고 동기화 된 절차 개발

o 검사에 수반되는 내용에 대한 검사 절차서 작성

검사 장비의 설치/회수 그리고 검사 도중이나 검사 후 원자로에 이물질 

등을 남겨 원자로의 안전에 악 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제거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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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각종 절차서 작성

작성된 검사 절차서는 다음과 같다.

  o RISYS 장비 설치/회수 절차서(STD-0001)

  o 노즐/파이프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2)

  o Vessel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3)

  o Flange-to-Shell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4)

  o 노즐 IRS 부위 검사 절차서(STD-0005)

  o Foreign Material Exclusion 관리 절차서(STD-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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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검사 절차서

(가) 노즐/파이프 부위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2)

 F-1. 노즐/파이프 부위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2)

1.0 범위

본 절차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노즐/파이프 용접부의 검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기

술한다. 검사 방법은 다음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1) 파이프 측에서 용접부위를 향해 초음파 검사 모듈 P8A(각도: 45)를 사용하여 수

행한다.

(2) 노즐 입구 측에서 용접부위를 향해 초음파 검사 모듈 P8A(0, 45T, 60T)을 사용하

여 수행한다.

(3) 용접부위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초음파 검사 모듈 P6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4) 용접부위를 따라 역시계 방향으로 초음파 검사 모듈 P6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2.0 관련 문서

2.1 ASME Code Section V, XI, 1989 Edition

2.2 장비 설치 절차서(Procedure STD-0001), KAERI

2.3 장비 설계/제작 명세서, KAERI

2.4 검사 부위 목록(첨부)

3.0 Procedure Compliance

본 절차서에 기술된 검사는 ASME Code Section XI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다만 원

자로 내부의 부착물이나 원자로 구조형태에 따른 접근 제한에 의하여 검사가 불가능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기록한다.

4.0 검사 요건

4.1 검사 각도 및 범위

    (1) 원자로 압력용기 노즐과 파이프의 용접부 및 용접부의 양쪽 인접 부위(1/2 T)

를 초음파 검사 모듈 P8A와 P6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2) 용접부의 검사 범위는 본 절차서의 검사부위 그림(첨부-1)에 명시되어 있다.

  (3) 초음파 검사 모듈의 이동 속도는 초당 6를 넘지 않아야 한다.

    (ABB 절차서의 경우 4)

(4) 검사부위 표면의 상태나 또는 다른 조건에 의하여 전체 검사범위를 검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검사자는 검사하지 못하는 범위와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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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검사의 시작 점은 다음과 같다.

(1) 노즐 1번(outlet nozzle) : 방위각 0도, 원자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 mm

(2) 노즐 2번(outlet nozzle) : 방위각 180도, 원자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 mm

(3) 노즐 3번(inlet nozzle) : 방위각 60도, 원자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 mm

(4) 노즐 4번(inlet nozzle) : 방위각 120도, 원자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 mm

(5) 노즐 5번(inlet nozzle) : 방위각 240도, 원자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 mm

(6) 노즐 6번(inlet nozzle) : 방위각 300도, 원자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 mm

4.3 초음파 검사 주파수

  검사에 사용될 모든 초음파 주파수는 2.25 MHz로 한다.

5.0 장비 요건

5.1 검사 장비

   본 절차서에 명시된 용접부 검사 부위의 검사에는 다음의 검사 장비를 사용한다.

o RISYS(RIROB, LASPO, MCS, SODAS, 기타 부대 장비)

o 초음파 검사 유닛 : P6, P8A

o Calibration block: IIW block

o 기타 필요한 장비

6.0 검사 시스템 Calibration

6.1 기본 장비 Calibration

Level II 또는 Level III 검사자와 각 서브 시스템 운 자는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

본 장비의 calibration 및 setting을 수행한다.

6.2 Beam Calibration and spread/Bean spread

 Beam Calibration and spread/Bean spread는 KAERI  Flange-to-Shell Calibration 절

차서에 따른다.

7.0 검사 절차

원자로 압력용기 Nozzle-to-pipe 용접부의 검사는 파이프 측에서 용접부를 향해 수

행하는 검사, 노즐 입구에서 용접부를 향해 수행하는 검사, 용접부를 따라 시계 방향

으로 수행하는 검사 그리고 용접부를 따라 역시계 방향으로 수행하는 검사의 4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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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파이프 측에서 용접부를 향해 수행하는 검사 절차

  검사 절차는 SODAS, RIROB, MCS 각각에서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7.1.1 SODAS 운 자

(1) 검사 부위의 순서 및 해당 정보가 기록된 요약 검사 계획표를 확인한다.

(2) SODAS의 전원을 켜고 신호수집 프로그램을 구동한다.

(3) 신호수집 프로그램과 초음파 검사 모듈의 Calibration을 수행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SODAS의 해당 입력 화면에 작성하여 입력한다.

(5) SODAS의 신호수집 프로그램을 검사 준비 상태로 대기 시킨 후 MCS 운

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6) MCS 운 자로부터 검사 시작 통보가 오면 신호수집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7) MCS 운 자로부터 검사 종료 통보가 오면 모든 검사 자료가 파일로 저장되

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 자료를 작성한다.

7.1.2 RIROB 운 자 (Refuel Floor part)

(1) 검사 부위 및 해당 검사 모듈의 스케치와 번호가 기록된 요약 검사 계획표

를 확인한다.

(2) I-Beam에 부착된 전등의 전원을 켜고 상태를 확인한다.

(3) RIROB과 LAPOS의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a. RIROB-MCS간의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b. LAPOS-MCS간의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c. RIROB-SODAS간의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4) RIROB의 전원 상태를 확인한다. (전원이 꺼져 있으면 켠다)

(5) LAPOS의 전원 상태를 확인한다.( 전원이 꺼져 있으면 켠다)

(6) RIROB과 LAPOS에 부착된 카메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렌즈 부위를 점검/청소

한다.

(7) 초음파 검사 모듈 P2를 RIROB의 Gripper에 장착한다

(8) RIROB에 추를 장착한다

(9) 물 밑 2미터 정도 위치로 1단계 하강 시킨다.

(10) RIROB을 2단계 하강하여 원자로 벽면에 부착시킨다.

(11) 추를 떼어낸다.

(12) MCS 운 자에 RIROB의 검사 준비 대기 완료 상태를 통보한다.

(13) 해당 부위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한다.

(14) MCS 운 자로부터 검사 종료 통보가 오면 RIROB을 Refuel Floor의 초음파 

검사모듈 교환 위치로 회수한다.

(15) RIROB의 초음파 검사 모듈을 P1으로 교체한다.

(16) 검사 모듈을 교체한 다음 (3)  (6)번과 (8)-(14)번을 차례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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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MCS 운 자

(1) 검사 부위의 순서가 기록된 요약 검사 계획표를 확인한다.

(2) MCS-SODAS간의 케이블 상태를 확인한다.

(3) MCS-RIROB 간의 케이블 상태를 확인한다.

(4) MCS-LAPOS 간의 케이블 상태를 확인한다.

(5) MCS의 전원을 켜고 검사 주제어 프로그램을 구동 시킨다.

(6) SODAS와의 통신 상태를 점검한다.

(7) SODAS운 자로부터 검사 준비 대기 상태를 확인한다.

(8) Refuel Floor에 있는 RIROB 운 자로부터 검사 준비 대기 상태를 확인한다.

(9) RIROB과 LAPOS에 부착된 카메라로부터 오는 비디오 상태를 확인한다.

(10) 주제어 화면에서 검사 대상 원자로와 검사 부위를 선택한다.

a. 주제어 화면의 Rx Selection 버튼을 누른 후 국가 선택 화면이 나오

면 해당 국가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른다.

b. 주제어 화면의 Inspection Part Sel. 버튼을 누른 후 원자로 검사부

위 선택 화면이 나오면 해당 검사 부위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른다.

(11) 주제어 화면에서 RIROB Check 버튼을 눌러 RIROB의 상태를 확인한다.

(12) 주제어 화면에서 Find & Ready 버튼을 눌러 원자로 내부 벽면에 위치한 

RIROB을 찾고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13) 주제어 화면에서 Simulation 버튼을 눌러 선택된 검사 부위의 검사 모의 실

험을 수행하고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14) 주제어 화면에서 Go Start Pos 버튼을 눌러 RIROB을 검사 시작 위치로 이

동 시킨다.

(15) Refuel Floor에 있는 RIROB 운 자에게 RIROB이 해당 위치로 이동하 는지 

확인한다.

(16) 주제어 화면에서 Auto Inspect 버튼을 눌러 해당 검사 부위의 자동 검사를 

수행 한다.

(17) 검사 작업이 끝나면 주제어 화면에서 RIROB to Home Pos. 버튼을 눌러 

RIROB을 원자로 내부의 RIROB Home 위치로 이동시킨다.

(18) Refuel Floor에 있는 RIROB 운 자에게 RIROB이 Home 위치로 이동하 는

지 확인한다.

(19) SODAS와 RIROB 운 자에게 해당 부위 검사 종료를 통보한다.

(20) SODAS와 RIROB 운 자에게서 다음 검사 부위 준비 완료의 통보가 오면 

(10)번(19)번을 차례대로 수행한다.

7.2  노즐 입구 측에서 용접부를 향해 수행하는 검사

검사 절차는 주제어 프로그램에서 검사 부위를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7.1. 파

이프 측에서 용접부를 향해 수행하는 검사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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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용접부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수행하는 검사.

검사 절차는 주제어 프로그램에서 검사 부위를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7.1. 파

이프 측에서 용접부를 향해 수행하는 검사  절차와 동일하다. 

7.4 용접부를 따라 역시계 방향으로 수행하는 검사

검사 절차는 주제어 프로그램에서 검사 부위를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7.1. 파

이프 측에서 용접부를 향해 수행하는 검사  절차와 동일하다. 

8.0  검사 기록

  

8.1 검사 기록의 증명(Certification)

검사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해당되는 검사 기록을 작성하고 사인을 한다.

8.2 절차의 수정 및 추가

검사 중 변경되거나 추가된 검사 절차는 검사 계약자의 품질보증 절차서에 따라 작

성하여야 한다.

(나) Vessel Welds(Circumferential)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3)

검사 시작 시 MCS에서 검사 부위를 원자로 원주 부위 용접부로 선택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즐/파이프 부위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2)“와 

동일하다.

(다) Flange 부위 검사 절차서(STD-0004)

검사 시작 시 MCS에서 검사 부위를 원자로 Flange 부위로 선택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노즐/파이프 부위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2)“와 동일

하다.

(라) Safety Injection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6)

검사 시작 시 MCS에서 검사 부위를 Safety Injection 부위 용접부로 선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즐/파이프 부위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2)

“와 동일하다.

(마) Vertical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7)

검사 시작 시 MCS에서 검사 부위를 원자로 Vertical 부위 용접부로 선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즐/파이프 부위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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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하다.

(바) 노즐 IRS 부위 검사 절차서(STD-0005)

검사 시작 시 MCS에서 검사 부위를 노즐 IRS 부위로 선택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노즐/파이프 부위 용접부 검사 절차서(STD-0002)“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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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비 설치/해체 절차서(STD-0001)

F-6. 장비 설치/회수 절차서(AINA STD-0001)

1. 목적

   본 절차서는 원자로 용접부 초음파 검사장비(RISYS)의 설치와 회수 절차 및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2. 관련 문서

2.1 RISYS 설계/제작 명세서, KAERI

2.2 FME 관리 절차서, STD-0008, KAERI

2.3 Calibration 절차서, KAERI 

3. 설치/시험 절차

      RISYS의 설치는 서브 시스템인 수중이동로봇(RIROB), 레이저 위치 지시기

(LASPO), 주제어 컴퓨터(MCS), 초음파 수집/분석 장비(SODAS), 기타 부대 장비의 

개별적 설치와 이들 장비의 통합 설치 및 시험으로 구성된다.

3.1 RIROB 설치

(1) RIROB을 Refuel Floor 위치로 이동 시킨다.

(2) RIROB-MCS 케이블(ID: R-Calbe-1)을 연결한다.

(3) RIROB-SODAS 간의 케이블(ID: R-Cable-15)을 연결한다.

(4) RIROB에 부착된  Connector들의 연결 상태를 점검한다.

(5) RIROB에 부착된 카메라의 렌즈 부위를 점검한다.

3.2 LASPO 설치

(1) LASPO-MCS 케이블(ID: L-Cable-1)을 연결한다.

(2) LASPO에 부착된 Connector들의 연결 상태를 점검한다.

(3) LASPO에 부착된 카메라의 렌즈 부위를 점검한다.

(4) LASPO를 I-Beam에 부착한다.

3.3 MCS 설치

(1)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를 MCS 컴퓨터에 연결한다.

(2) MCS-SODAS 간의 시리얼 통신 케이블을 연결한다.

(3) MCS-RIROB 간의 케이블(ID: R-Cable-1)을 연결한다.

(4) MCS-LASPO 간의 케이블(ID: L-Cable-1)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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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ODAS 설치

(1)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를 SODAS 컴퓨터에 연결한다.

(2) MCS-SODAS 간 케이블(ID: S-Cable-1)을 연결한다.

(3) SODAS-RIROB 간 케이블(ID: R-Cable-15 )을 연결한다.

a. 초음파 신호 선  연결 

b. 트리거 선 연결

3.5  I-Beam 설치

(1) 조명등을 I-Beam에 부착한다.

(2) I-Beam을 Flange 상단에 설치한다.

3.6 장비 Setting/시험

3.6.1 MCS Setting/시험

(1) MCS의 전원을 켠다.

(2) MCS의 주제어 프로그램을 구동한다.

(3) MCS의 시험은 서브 시스템과의 통합 시험 시 수행한다.

3.6.2  SODAS Setting/시험 

(1) SODAS의 전원을 켠다.

(2) SODAS의 신호수집 프로그램을 구동한다.

(3) SODAS의 시험은 Calibration 수행 시 수행한다.

3.6.3 LASPO Setting/시험

(1) LASPO의 전원을 켠다.

(2) 카메라 및 램프의 작동을 확인한다.

(3) LASPO 기본 동작을 점검한다.

MCS의 운 자는 주제어 프로그램에서 매뉴얼 제어 화면을 구동 시킨 후 다음의 

내용을 시험한다. 제어 모드는 수동 모드(조이스틱 모드)로 설정한다. LASPO 운

자는 MCS 운 자로부터 시험 내용을 통보 받은 다음 LASPO가 시험 계획 내

용에 따라 적절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MCS 운 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a. 경사 측정

MCS 운 자는 LASPO에 설치된 경사 센서의 값을 읽어 확인한다.

b. 원점 확인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 있는 Laser Go Home 버튼을 누른 다음 현

재 위치 표시 버튼을 눌러 올바른 값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LASPO 운 자는 

LASPO에서 나온 레이저빔이 지정된 원점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MCS 운 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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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anning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 있는 Rotate 입력란에 90, 180, 270, 360도에 

대하여 각각 입력한 후 Move All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현재 위치 버튼을 누른 

후 올바른 값이 표시 되는지 확인한다.  LASPO 운 자는 LASPO의 레이저 빔

이 시험 계획된 각도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MCS 운 자에게 이를 통보한

다.

d. Tilting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 있는 Tilt 입력란에 0, 30, 60, 90도에 대하여 

각각 입력한 후 Move All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현재 위치 버튼을 누른 후 올

바른 값이 표시 되는지 확인한다. LASPO 운 자는 LASPO의 레이저 빔이 시험 

계획된 각도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MCS 운 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e. 노즐 경계면 주사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 있는 Read File 버튼을 누른 후 노즐 1번 

측정 파일(Noz1Bd.cal)을 선택한다. 그리고 Go Start Pos 버튼과 Move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주제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LASPO 운 자는 레이저 빔이 시험 계획된 1번 노즐의 경계면을 따라 움직이는 

지 확인하고 이를 MCS 운 자에게 통보한다. 노즐 2번부터 6번까지 동일하게 

시험한다.

3.6.4 RIROB Setting/시험

RIROB의 Setting과 시험은 RIROB을 refuel floor에 둔 상태에서 수행한다. 

RIROB 운 자는 시험 전에 매니퓨레이터의 최대 동작 범위 내에는 장해 물체

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험 중에는 이 동작 범위 밖에서 위치하여 RIROB의 모든 

동작을 관찰한다.

(1) RIROB의 전원을 켠 후 MCS 운 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2)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을 구동 한 후 RIROB 운  프로그램을 다

운로드 시킨다. 그리고 주제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3) Wheel motor Torque의 인가 확인

RIROB 운 자는 RIROB을 손으로 어 Torque 인가 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MCS 운 자에게 통보한다.

(4) Manipulator Home 위치로 이동

MCS 운 자는 주제어 프로그램에서 매뉴얼 제어 화면을 선택한 다음 3개의 매

니퓨레이터 Slide, Rotate, Stretch의 Home 동작을 차례로 수행한다. 그리고 주제

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RIORB 운 자는 3개의 매

니퓨레이터가 Home 동작을 올바로 하는지 확인하고 MCS 운 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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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IROB 기본 동작 점검

MCS의 운 자는 주제어 프로그램에서 매뉴얼 제어 화면을 구동시킨 후 다음의 

내용을 시험한다. 제어 모드는 수동 모드(조이스틱 모드)로 설정한다. RIROB 운

자는 MCS 운 자로부터 시험 내용을 통보 받은 다음 RIROB이 시험 계획 내

용에 따라 적절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MCS 운 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a. 왼쪽 바퀴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른다. 그리고 주제어 화

면의 메시지 상자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RIROB 운 자는 RIROB의 왼쪽 

바퀴가 올바로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MCS 운 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b. 오른쪽 바퀴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른다. 그리고 주제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RIROB 운 자는 RIROB의 오

른쪽 바퀴가 올바로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MCS 운 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c. Slide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서 Slide 메뉴의 거리와 속도를 입력한 다음 

Go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주제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

한다. RIROB 운 자는 RIROB의 Slide 매니퓨레이터가 올바로 동작하는 지 확

인한 다음 이를 MCS 운 자에게 통보한다.

d. Rotate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서 UpDown 메뉴의 각도와 속도를 입력한 다

음 Go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주제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RIROB 운 자는 RIROB의 Rotate 매니퓨레이터가 올바로 동작하는 

지 확인한 다음 이를 MCS 운 자에게 통보한다.

e. Stretch(Translate)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서 Stretch 메뉴의 거리와 속도를 입력한 다

음 Go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주제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RIROB 운 자는 RIROB의 Translate 매니퓨레이터가 올바로 동작하는 

지 확인한 다음 이를 MCS 운 자에게 통보한다.

f. Gripper(Hand)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서 Sensor 메뉴의 거리와 속도를 입력한 다

음 Go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주제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RIROB 운 자는 RIROB의 Gripper(Hand) 매니퓨레이터가 올바로 동작

하는 지 확인한 다음 이를 MCS 운 자에게 통보한다.

(6) Scan 시험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서 Scan 메뉴의 Slide, Up-Down, Stretch, 

Scan Dist. 입력란에 값을 입력한 후 Scan+ 버튼과 Scan- 버튼을 누른다. 그리

고 주제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RIROB 운 자는 

RIROB의 Gripper(Hand) 매니퓨레이터가 올바로 동작하는 지 확인한 다음 이를 

MCS 운 자에게 통보한다



- 357 -

3.6.5 RIROB 입수

(1) RIROB에 추를 장착한다.

(2) 물 밑 2 미터 정도 위치로 RIROB을 1 단계 하강시킨 후 육안으로 방수를 

점검하고 습도를 점검한다.

(3) RIROB을 2단계 하강하여 원자로 벽면에 부착시킨다.

(4) 추를 떼어낸다.

3.6.6 RIROB 수중 초기화

(1) MCS 운 자는 수동 모드(조이스틱 모드)에서 RIROB을 원자로 내 

RIROB-Home 위치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Under Water Init. Dialog 화면을 구동시

킨 후 Local Find 메뉴의 Find Robot(Local)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Water Depth 

표시 칸에 적절한 값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2) MCS 운 자는 주제어 화면의 Get RIROB-LASPO Status 버튼을 눌러 

RIROB에 부착된 센서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a. 경사 센서

주제어 화면의 RIROB Pos. Info. 칸의 Orientation 값을 확인한다.

b. 수압 센서

 주제어 화면의 RIROB Pos. Info. 칸의 깊이(Z) 값을 확인한다.

c. PSD threshold 조정

PSD threshold 조정 기능은 Under Water Init. Dialog 화면의 Local Find 메뉴의 

Find Robot(Local)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행된다. MCS 운 자는 주제어 프로

그램의 메시지 표시 상자에 올바른 메시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3) RIROB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MCS 운 자는 주제어 화면의 RIROB Pos. Info. 칸의 정보를 확인하여 RIROB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3.6.7 FIND RIROB 시험

(1) Local Find

a. MCS 운 자는 카메라를 통하여 레이저빔을 RIROB의 근처에 위치하게 한다.

b. Under Water Init. Dialog 화면을 구동한 다음 Local Find 칸의 Find 

Robot(Local) 버튼을 누른다.(자동으로 PDS 모드로 전환 됨)

c. Under Water Init. Dialog 화면의 Get Position 버튼을 누른 후 주제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성공 메시지가 나오면, Rotate와 Tilt 값 그리고 RIROB의 Depth 

Azi. Ang. Orientation 값이 올바로 표시되는 지 확인하고 값을 기록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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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lobal Find 

a.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을 구동시킨 후 RIROB을 수동 모드로 설정

하고 LASPO Go Home 버튼을 누른다.

b. 주제어 화면의 Get Position 기능과 RIROB 운 자를 통하여 레이저 빔이 

Home의 위치에 정확히 도달하 는지 확인한다. 

c. 매뉴얼 제어 화면에서 RIROB을 PSD 모드로 설정한다.

d. Under Water Init. Dialog 화면을 구동한 다음 Global Find 칸의 Find 

Robot(Global) 버튼을 누른다.

e. 주제어 화면의 메시지 상자에 성공 메시지가 나오면 Local Find 시험 시 기

록한 값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6.8 RIROB을 초음파 검사 모듈 교체 위치(refuel floor)로 복귀시킨 후 최초 검사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

4.0 회수 절차

   모든 검사가 종료되면 각 장비별 운 자는 관련 자료의 작성을 완료한 후 모든 검

사 장비를 회수한다.

4.1 RIORB 회수

(1) MCS 운 자는 매뉴얼 제어 화면에서 RIROB을 수동 모드로 설정한 후 동 

화면의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RIORB을 초기 입수 위치로 이동시킨다.(LASPO 

카메라 활용). 그리고 RIROB이 초기 입수 위치에 도착하면 RIROB 운 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2) RIROB 운 자는 MCS 운 자로부터 RIROB이 초기 입수 위치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RIROB을 원자로로부터 회수한다. 그리고 RIROB의 전원을 끈 

다음 RIROB-MCS 연결 케이블(ID: R-Cable-1)을 분리한다.

(3) FME 관리 절차서에 따라 원자로 내부와 작업 지역에 있는 모든 도구와 물

체들을 정리한다.

4.2 I-Beam/LASPO 회수

(1) LASPO 운 자는 I-Beam을 플랜지 상단에서 분리한 후 회수한다. 그리고 

LASPO의 전원을 끈 다음 LASPO를 I-Beam에서 분리하고 LASPO-MCS 연결 케

이블(ID: L-Cable-1)을 분리한다.

(2) 램프의 전원을 끄고 I-Beam에서 분리한다.

(3) FME 관리 절차서에 따라 원자로 내부와 작업 지역에 있는 모든 도구와 물

체들을 정리한다

4.3 SODAS

(1) SODAS의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2) SODAS의 전원을 끈다.

(3) SODAS-MCS 연결 케이블을 분리한다.

(4) 키보드와 마우스를 분리한다.



- 359 -

4.4 MCS 

(1) MCS의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2) MCS의 전원을 끈다.

(3) MCS-DODAS 연결 케이블(ID: S-Cable-1)을 분리한다.

(4) MCS-RIROB 연결 케이블(ID: R-Cable-1)을 분리한다.

(5) MCS-LASPO 연결 케이블(ID: L-Cable-1)을 분리한다.

(6) 키보드와 마우스를 분리한다.

5.0 기록

 본 절차에 의하여 기록되는 모든 문서는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소의 관련 절차서

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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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FME 관리(Control) 절차서(STD-0008)

F-7. Foreign Material  Exclusion(FME) 절차서(STD-0008)

1.0 목적

본 절차서의 목적은 원자로압력용기 내부에 이물질(foreign material)이 투입되는 것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물질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핵연료 

재장전 브릿지도 그것이 FMC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FMC 구역의 일부로 관

리되어야 한다.

본 절차서는 다른 발전소 절차에 의하여 FMC 구역을 가로지르는 물건들에 대하

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0 관련 문서

2.1  장비 설치/해체 절차서(STD-0001), KAERI

3.0 Precautions and Limitations

3.1 매여져 있지 않은(loose) 불필요한 물건들(예를 들면 지갑, 동전, 시계, 연필, 보석 

등)은 이물질 관리구역으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3.2 정상적으로는 투명한 플라스틱이나 유리 제품은 이물질 관리구역으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품의 반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반드시 얻

어야 한다.

3.3 책상, 의자, 컴퓨터, 비디오 카트와 같은 커다란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원자로 안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리고 이런 커다란 물품은 원자로 안으로 떨어지

더라도 쉽게 발견되어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물품들을 밧줄 등을 이용하여 

브리지 구조물에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물건들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밧

줄 등은 안전이나 보행에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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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절차

4.1 일반 기록 절차

4.1.1 기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

A. 구적으로 설치된 발전소 장비(fuel prep machines, hand rails)는 FMC 책임 

기록장(Accountability Log)의 기록 요건에서 제외된다.

B. 작업이 끝나고 FMC 구역 밖으로 가져갈 소모용품(휴지 가방, 테이프, 로프, 

헝겊조각, 플라스틱 커버 등과 같은 물품) 들은 기록 요건에서 제외된다.

C. 발전소의 다른 승인된 절차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건들이 FMC 구역을 지나

갈 때에는 이들 물품은 기록 요건에서 제외된다.

D. FMC 구역에 들어가는 개인에게 안전하게 부착된 선량측정기나 개인 용품은 

기록 요건에서 제외된다.(여기에는 드라이버와 같은 휴대용 공구가 포함된다)

E. 크기나 무게 그리고 다른 특성상 물에 빠지더라도 쉽게 확인 될 수 있는 물

품은 기록 요건에서 제외된다. 책상, 의자, 컴퓨터, 막대, 호스 등이 여기에 속한

다. 만약 기록 요건의 적용이 애매한 물품인 경우에는 FMC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업관리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4.1.2 FMC Log Book

A. FMC log book은 기록과 추적이 용이하도록 섹션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분

류체계는 사업관리자의 재량이다.

B. 장기간 FMC 구역에 있을 물건들을 위하여 FMC log book에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야 한다.

C. 모든 기록은 읽기 쉽게 되어있어야 한다. 기록에 감독자의 이름만 나열되는 

것은 불충분하며 최소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D. FMC 구역에 들어간 물품들은 반드시 표 3.7.12와 유사한 양식에 기록되어야 

한다. 5.1.1.에서 언급된 물품들은 기록에서 제외된다. 기록은 최소한 a) 물건의 

이름과 설명, b) 물건을 구역 안으로 가져간 사람의 이름, c) 그 물건이 사용되

는 장소, d) 물건이 구역 안으로 들어간 일자와 시간, e) 물건이 구역 밖으로 나

간 일자와 시간이다.

  

4.1.3 FMC 구역 내에서 장비의 해체

만약 FMC 구역 내에서 어떤 장비를 유지보수 또는 고장수리를 위하여 해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작업 시 관련된 부품들이 원자로 내부 속으로 빠지지 않게 

적절하게 용기에 보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체하기 전에 해당 장비

를 재장전 브리지로부터 치워야 된다. 그리고 장비로부터 나온 부품들을 묶어둘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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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구성품의 고정(Capture)

물건의 고정은 lock wire, upset threads, locking compound, duct tape, rope, tack 

welds등을 사용한다. 만약 기구가 이미 만들어진 고정 장치나 도구를 가지고 있

다면 별도로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Jam nut이나 double nutting은 상시적 고정방

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표 3.7.12 Foreign Material Control Accountability Log

Foreign Material Control Accountability Log 

 
 

책임자 
 

물품설명 
Lanyards attached

(yes/no) 
가져가

는 장소
반입 

일자/시간
반출 

일자/시간
 

비고 
       
       
       
       
       
       
       
       
       
       
       
       
 

다. 검사 계획서

(1) 기본 검사 계획서

기본 검사 계획서는 다음의 문서를 기본으로 작성되었다.

o Examination plan for automated nondestructive examination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and piping welds at ULCHIN nuclear power 

plant, unit 3, SwRI Project 17-8827-302, 1997

o Examination plan for mechanized ultrasonic testing o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at Yong Gwang #2, Project 2008521, 2000

o Reactor pressure vessel nozzle inspection, Final report for Yong 

Gwang UNIT #1, ABB, 1999

o RISYS 설계/제작 자료, AINA,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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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론

본 계획서의 목적은 울진 5호기 원자로 용접부 검사 작업의 개요와 검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상세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2.0 검사 계획

2.1 목적

  본 검사 계획은 ASME Section XI, 1989 Edition의 요건에 적합하게 울진 5호기 원

자로 용접부 초음파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2 Scan Increments

  ASME Section XI, 1989 Edition의 요건에 따라 search unit의 50% 중첩으로 원자로 

및 파이프 부분 용접부의 검사를 수행한다.

2.3 Examination Beam Mode Propagation

별도로 　refracted longitudinal: RL　 표기가 없는 한 40도에서 70도 사이의 검사각도

는 모두 refracted sheer waves이다. 그 외의 다른 검사 각도에는 straight-beam 또는 

refracted longitudinal wave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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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동 검사 방법

원자로 및 파이프의 자동검사는 RISYS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RISYS는 크게 

수중 이동 로봇(RIROB), 레이저 위치 지시기(LASPO), 초음파 수집 및 분석 장비

(SODAS) 그리고 주제어 컴퓨터 시스템(MCS)으로 구성되어 있다.  RISYS를 구성하는 

각 서브시스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O RIROB: 원자로 내부 벽면을 따라 주행하면서 본체에 장착된 팔을 사용하여 초

음파 

           검사 모듈을 동작시킨다.

O LASPO: RIROB을 검사 경로에 따라 움직이도록 지시한다.

O SODAS: 초음파 수집과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O MCS: 검사 계획의 전반적 수행 관리와 서브 시스템의 종합적 제어를 수행한다.

이들 장비의 상세 정보는 부록-B에 수록되어 있다.

  부록-A에는 검사 대상 부위와 검사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부

록-B에서 부록-F에는 본 검사에서 활용될 검사 장비와 검사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절차서, 도면, 스케치 등)가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용접부 및 원자로와 연결된 파이프 용접부의 검사는 ASME 

Section XI에 기술된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리고 ASME Code는 일반적 검사 방

법과 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검사 내용에 있어서는 본 검사계획서에 첨부

된 각 용접부위별 검사 절차서를 따른다. 원자로 용접부 각 부위의 자동검사 방법과 

기술은 다음과 같다.

 2.4.1 원자로 원주부분 용접부

0도 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원자로 원주부위 용접부의 초음파 검사를 수행한다. 그

리고 45도와 60도 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4방향(시계 방향, 역시계 방향, 용접부 위쪽, 

용접부 아래쪽)에서 초음파 검사를 수행한다.

원자로 원주부분 3 부위(upper shell to inter. Shell, inter. shell to lower shell, lower 

shell to bottom head)에 대한 상세한 검사 방법 및 절차는 　원자로 원주부위 용접부

(Circumferential welds) 검사 절차서: STD-0003)　에 따른다.

플랜지와 원자로 연결 용접부의 검사는 0도, 45도, 60도의 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수행하며 3방향(시계 방향과 역시계 방향 그리고 용접부의 아래쪽 방향)에서 수행한

다. 또한 플랜지 표면에서 2.5도, 4도, 10.5도 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플랜지와 원자로 연결 용접부에 대한 상세한 검사 방법 및 절차는 　Flange 부위 

검사 절차서: STD-0004)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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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Inlet, Outlet Nozzle-to-Shell 용접부

  

Inlet 및 Outlet 노즐과 원자로의 연결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0도, 45도, 60

도 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3 방향(시계 방향, 역시계 방향, 용접부 외측 방향)에서 수

행한다. 

그리고 추가로 Inlet노즐의 경우에는 보어(bore) 위치에서 5도, 45도 검사 모듈을 사

용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Outlet 노즐의 경우에는 보어 위치에서 10도, 45도 검사 모

듈을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노즐과 원자로 연결 용접부에 대한 상세한 검사 방법 및 절차는 　원자로 원주부위 

용접부(Circumferential welds) 검사 절차서: STD-0003)　에 따른다

 2.4.3 Inlet, Outlet Nozzle Inner Radius Region

  

Inlet Inner Radius 부분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50도, 70도 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검

사를 수행하고 Outlet Inner Radius 부분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40도 검사 모듈을 사

용하여 수행한다.

노즐 Inner Radius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노즐 IRS 부위 검사 

절차서: STD-0005)　에 따른다.

 2.4.4 Inlet, Outlet Piping 용접부

Safe end와 노즐 연결부 용접 부위에 대한 검사는 노즐 보어 위치에서 0도, 45도 

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45도 검사 모듈은 4방향(시계 방향, 역시계 방향, 용

접부 외측 방향, 용접부 내측 방향)에서 수행한다.

노즐과 파이프 연결 용접부의 상세한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노즐/파이프 부위 용

접부 검사 절차서: STD-0002)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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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검사 요약표

본 계획에 의하여 수행될 검사의 요약은 다음의 표와 같다.

 

검사부위 ID 검사 부위 개수 검사 기술 
A Circumferential weld 3 0도, 45도, 60도 
B Flange to shell weld 1 원자로 벽면: 

0도, 45도, 06도 
플랜지 표면:  
2.5도, 4도, 10.5도 

C Nozzle to shell welds Inlet: 4 
Outlet: 2 

Outlet nozzle(bore): 
10도, 45도 
Outlet nozzle(wall): 
0도, 45도, 60도 
Inlet nozzle(bore): 
5도, 45도 
Inlet nozzle(wall): 
0도, 45도, 60도 

D Nozzle IRS 6 Outlet nozzle IRS:  
10도, 45도 
Inlet nozzle IRS: 
50도, 70도 

E Nozzle to pipe 6 45도 
 

3.0 Documentation Implementation

3.1 검사 기록 관리

  모든 검사부위의 검사 결과는 검사 시점에서 기록되며 검사 결과가 기록될 양식은 

검사부위별 해당 검사 절차서에 수록되어 있다.

3.2  검사 보고서

검사보고서는 검사 결과의 요약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Weld Identification Figures

(2) Applicable Procedures

(3) Instrument Certifications

(4) Transducer Certifications

(5) Material Certifications

(6) Certificates of Personnel Qualifications

(7) Coverage Report

3.3 검사자료 저장 및 관리

검사자료의 저장과 관리는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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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 부위 목록

o Nozzle-1, Outlet Nozzle @ 0

검사 부위 ID

(Nozzle 1: @0)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

on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n 

Blocks

Noz1INS

(Bore)

Outlet nozzle to 

shell
B3.90 10, 45 P4 TWD STD-0003

RV-03/RV-0

4/RV-01

Noz1OUS

(Wall)

Outlet nozzle to 

shell
B3.90

0, 45, 

60
P1 TWD STD-0003

RV-03/RV-0

4/RV-01

Noz1TrCW
Out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CW STD-0003

RV-03/RV-0

4/RV-01

Noz1TrCCW
Out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W STD-0003

RV-03/RV-0

4/RV-01

Noz1SeTrCW
Out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8B CW STD-0002 PP-01

Noz1SeTrCCW
Out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8B CCW STD-0002 PP-01

Noz1SeTWD
Outlet nozzle to 

Pipe
B9.11 45 P8A TWD STD-0002 PP-01

Noz1SeAWY
Outlet nozzle to 

Pipe
B9.11 45 P8A AWY STD-0002 PP-01

Noz1IrsCW Outlet nozzle IRS B3.100
SLIC40

T
P6 CW STD-0005 RV-03

Noz1IrsCCW Outlet nozzle IRS B3.100
SLIC40

T
P6 CCW STD-0005 R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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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zzle-2, Outlet Nozzle @ 180

검사 부위 ID

(Nozzle 2: 

@180)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

n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n 

Blocks

Noz2INS

(Bore)

Outlet nozzle to 

shell
B3.90 10, 45 P4 TWD STD-0003

RV-03/RV-

04/RV-01

Noz2OUS

(Wall)

Outlet nozzle to 

shell
B3.90

0, 45, 

60
P1 TWD STD-0003

RV-03/RV-

04/RV-01

Noz2TrCW
Out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W STD-0003

RV-03/RV-

04/RV-01

Noz2TrCCW
Out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CW STD-0003

RV-03/RV-

04/RV-01

Noz2SeTrCW
Out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8B CW STD-0002 PP-01

Noz2SeTrCCW
Out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8B CCW STD-0002 PP-01

Noz2SeTWD
Outlet nozzle to 

Pipe
B9.11 45 P8A TWD STD-0002 PP-01

Noz2SeAWY
Outlet nozzle to 

Pipe
B9.11 45 P8A AWY STD-0002 PP-01

Noz2IrsCW
Outlet nozzle 

IRS
B3.100

SLIC40

T
P6 CW STD-0005 RV-03

Noz2IrsCCW
Outlet nozzle 

IRS
B3.100

SLIC40

T
P6 CCW STD-0005 R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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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zzle-3, Inlet Nozzle @ 60

검사 부위 ID

(Nozzle 3: @60)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

on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n 

Blocks

Noz3INS

(Bore)

Inlet nozzle to 

shell
B3.90 5, 45 P3 TWD STD-0003

RV-03/RV-0

4/RV-01

Noz3OUS

(Wall)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 

60
P1 TWD STD-0003

RV-03/RV-0

4/RV-01

Noz3TrCW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W STD-0003

RV-03/RV-0

4/RV-01

Noz3TrCCW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CW STD-0003

RV-03/RV-0

4/RV-01

Noz3SeTrCW
In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7A CW STD-0002

PP-02/RV-0

1

Noz3SeTrCCW
In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7A CCW STD-0002

PP-02/RV-0

1

Noz3SeTWD
Inlet nozzle to 

Pipe
B9.11 45 P7B TWD STD-0002

PP-02/RV-0

1

Noz3SeAWY
Inlet nozzle to 

Pipe
B9.11 45 P7B AWY STD-0002

PP-02/RV-0

1

Noz3IrsCW
Inlet nozzle 

IRS
B3.100

SLIC50/

70T
P5 CW STD-0005 RV-03

Noz3IrsCCW
Inlet nozzle 

IRS
B3.100

SLIC50/

70T
P5 CCW STD-0005 R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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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zzle-4, Inlet Nozzle @ 120

검사 부위 ID

(Nozzle 4: 

@120)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

n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n 

Blocks

Noz4INS

(Bore)

Inlet nozzle to 

shell
B3.90 5, 45 P3 TWD STD-0003

RV-03/RV-

04/RV-01

Noz4OUS

(Wall)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 

60
P1 TWD STD-0003

RV-03/RV-

04/RV-01

Noz4TrCW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W STD-0003

RV-03/RV-

04/RV-01

Noz4TrCCW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CW STD-0003

RV-03/RV-

04/RV-01

Noz4SeTrCW
In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7A CW STD-0002

PP-02/RV-

01

Noz4SeTrCCW
In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7A CCW STD-0002

PP-02/RV-

01

Noz4SeTWD
Inlet nozzle to 

Pipe
B9.11 45 P7B TWD STD-0002

PP-02/RV-

01

Noz4SeAWY
Inlet nozzle to 

Pipe
B9.11 45 P7B AWY STD-0002

PP-02/RV-

01

Noz4IrsCW
Inlet nozzle 

IRS
B3.100

SLIC50

/70T
P5 CW STD-0005 RV-03

Noz4IrsCCW
Inlet nozzle 

IRS
B3.100

SLIC50

/70T
P5 CCW STD-0005 R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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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zzle-5, Inlet Nozzle @ 240

검사 부위 ID

(Nozzle 5: 

@240)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

n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

g No.

Calibration 

Blocks

Noz5INS

(Bore)

Inlet nozzle to 

shell
B3.90 5, 45 P3 TWD STD-0003

RV-03/RV-04

/RV-01

Noz5OUS

(Wall)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 

60
P1 TWD STD-0003

RV-03/RV-04

/RV-01

Noz5TrCW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W STD-0003

RV-03/RV-04

/RV-01

Noz5TrCCW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CW STD-0003

RV-03/RV-04

/RV-01

Noz5SeTrCW
In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7A CW STD-0002 PP-02/RV-01

Noz5SeTrCCW
In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7A CCW STD-0002 PP-02/RV-01

Noz5SeTWD
Inlet nozzle to 

Pipe
B9.11 45 P7B TWD STD-0002 PP-02/RV-01

Noz5SeAWY
Inlet nozzle to 

Pipe
B9.11 45 P7B AWY STD-0002 PP-02/RV-01

Noz5IrsCW
Inlet nozzle 

IRS
B3.100

SLIC50/

70T
P5 CW STD-0005 RV-03

Noz5IrsCCW
Inlet nozzle 

IRS
B3.100

SLIC50/

70T
P5 CCW STD-0005 R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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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zzle-6, Inlet Nozzle @300

검사 부위 ID

(Nozzle 6: 

@300)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

n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n 

Blocks

Noz6INS

(Bore)

Inlet nozzle 

to shell
B3.90 5, 45 P3 TWD STD-0003

RV-03/RV-04

/RV-01

Noz6OUS

(Wall)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 

60
P1 TWD STD-0003

RV-03/RV-04

/RV-01

Noz6TrCW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W STD-0003

RV-03/RV-04

/RV-01

Noz6TrCCW
Inlet nozzle 

to shell
B3.90

0, 45T, 

60T
P1 CCW STD-0003

RV-03/RV-04

/RV-01

Noz6SeTrCW
In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7A CW STD-0002 PP-02/RV-01

Noz6SeTrCCW
Inlet nozzle 

to Pipe
B9.11 45T, 0 P7A CCW STD-0002 PP-02/RV-01

Noz6SeTWD
Inlet nozzle 

to Pipe
B9.11 45 P7B TWD STD-0002 PP-02/RV-01

Noz6SeAWY
Inlet nozzle 

to Pipe
B9.11 45 P7B AWY STD-0002 PP-02/RV-01

Noz6IrsCW
Inlet nozzle 

IRS
B3.100

SLIC50/

70T
P5 CW STD-0005 RV-03

Noz6IrsCCW
Inlet nozzle 

IRS
B3.100

SLIC50/

70T
P5 CCW STD-0005 R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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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주부위-1, Upper shell to Intermediate shell

검사 부위 ID

(Shell Weld: 

G2)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n

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

n Blocks

Cir1Up
Upper shell to 

Inter. Shell
B1.11

45, 60, 

0
P1 UP STD-0003 RV-03

Cir1Dn
Upper shell to 

Inter. Shell
B1.11

45, 60, 

0
P1 DN STD-0003 RV-03

Cir1TrCW
Upper shell to 

Inter. Shell
B1.11

45T, 

60T, 0
P1 CW STD-0003 RV-03

Cir1TrCCW
Upper shell to 

Inter. Shell
B1.11

45T, 

60T, 0
P1 CCW STD-0003 RV-03

o 원주부위-2, Intermediate shell to Lower shell

검사 부위 ID

(Shell Weld: 

G3)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

n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

n Blocks

Cir2Up
Inter. Shell to 

Lower shell
B1.11

45, 60, 

0
P1 UP STD-0003 RV-02

Cir2Dn
Inter. Shell to 

Lower shell
B1.11

45, 60, 

0
P1 DN STD-0003 RV-02

Cir2TrCW
Inter. Shell to 

Lower shell
B1.11

45T, 

60T, 0
P1 CW STD-0003 RV-02

Cir2TrCCW
Inter. Shell to 

Lower shell
B1.11

45T, 

60T, 0
P1 CCW STD-0003 RV-02

o 원주부위-3, Lower shell to Bottom Head

검사 부위 ID

(Shell Weld: 

G4)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n

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n 

Blocks

Cir3Up
Lower shell to 

Bottom Head
B1.21

45, 60, 

0
P1 UP STD-0003 RV-01

Cir3Dn
Lower shell to 

Bottom Head
B1.21

45, 60, 

0
P1 DN STD-0003 RV-01

Cir3TrCW
Lower shell to 

Bottom Head
B1.21

45T, 

60T, 0
P1 CW STD-0003 RV-01

Cir3TrCCW
Lower shell to 

Bottom Head
B1.21

45T, 

60T, 0
P1 CCW STD-0003 R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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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lange 부위, Flange to Upper shell

검사 부위 ID

(Flange Weld: 

G1)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

n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n 

Blocks

FlangeTrCW
Flange to 

Upper shell
B1.30

45, 60, 

0
P1 CW STD-0003

RV-03/RV

-06

FlangeTrCCW
Flange to 

Upper shell
B1.30

45, 60, 

0
P1 CCW STD-0003

RV-03/RV

-06

FlangeSurf
Flange to 

Upper shell
B1.30

10.5, 

4.0, 2.5
P1 DN STD-0003

RV-03/RV

-06

FlangeUp
Flange to 

Upper shell
B1.30

45, 60, 

0
P1 UP STD-0003

RV-03/RV

-06

o Shell vertical 부위-1,  @ 0

검사 부위 ID

(Virtical Weld 

@0)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n

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n 

Blocks

Vir1Left Vertical weld @0 Left STD-0007

Vir1Right Vertical weld @0 Right STD-0007

Vir1TrUp Vertical weld @0 Up STD-0007

Vir1TrDn Vertical weld @0 Dn STD-0007

Vertical welds 개수만큼 추가. 검사방법 확인 후 보완. 관련 코드 확인 후 보완.

o Safety Injection 부위,  Safety Injection to Upper shell

검사 부위 ID

(Safety 

Injection)

Weld 

Description

ASME 

sec. XI

Catgy 

Item #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n

ent

관련 

절차서

Ref. 

Drawing 

No.

Calibration 

Blocks

SinjTrCW
Safety Injection to 

Upper shell
CW STD-0006

SinjTrCCW
Safety Injection to 

Upper shell
CCW STD-0006

SinjBore
Safety Injection to 

Upper shell
TWD STD-0006

검사방법, 관련코드 확인 후 보완.

(나) Module Configuration Ske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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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 참조

(다) Calibration block drawings

검사 시 해당 발전소에서 제출함

(라) 검사 부위 도면 및 Scan path ske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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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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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o240o180o120o60o

284o277o263o104o97o8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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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verse
Coverage

0.16"

10.36" t

5.87"

2.67"

-2.5o4.0o10.5o

Weld C/L
30.95"

Module Pivot Point 39.45

Module Pivot Point 22.45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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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10.36" t

Angrl Beam Incident Point

Module Pivot Point 87.99
0o Incident Point

Module Pivot Point 105.45

Transverse
Coverage

Module Pivot Point 123.45

Module Pivot Point 140.91
0o Incident Point

Angrl Beam Incident Point

Weld C/L
114.45"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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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8.22"  t

Angrl Beam Incident Point

Module Pivot Point 87.99
0o Incident Point

Module Pivot Point  237.15

Transverse
Coverage

Module Pivot Point  252.15

Module Pivot Point 140.91
0o Incident Point

Angrl Beam Incident Point

Weld C/L
244.65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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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l Beam Incident Point

Module Pivot Point 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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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Pivot Point  235.65

Transverse
Coverage

Module Pivot Point  253.65

Module Pivot Point 140.91
0o Incident Point

Angrl Beam Incident Point

Weld C/L
244.65

E-5

Module Pivot Point  235.17

Module Pivot Point  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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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Pivot Point  3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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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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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Pivot Point  367.71
(Hoist w/adapto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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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실증 실험 시 사용된 검사 계획서

울진 6호기 원자로 제작 검사 계획-검사부위(2002.3.22)

@ G2(C2) Upper shell to Inter. Shell, UP

검사 세부 부위 

명

MCS 각도구간
SODAS Y 

axis 구간

SODAS X 

axis 구간

X, Y axis 

Interval(mm)

비고

(MCS file 

name)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X Y

RPV-G2-04560

-UP1
0.000 89.448

0

(0)

3238.6

(255)
2.0 12.7 Cir2Dnward

RPV-G2-04560

-UP2
89.800 179.600

3251.2

(256)

6489.7

(511)
2.0 12.7 Cir2Dnward

RPV-G2-04560

-UP3
179.952 269.751

6502.4

(512)

9740.9

(767)
2.0 12.7 Cir2Dnward

RPV-G2-04560

-UP4
270.104 359.903

9753.6

(768)

12992.1

(1023)
2.0 12.7 Cir2Dnward

@ G2(C2) Upper shell to Inter. Shell, CW

검사 세부 부위 

명

MCS 각도구간
SODAS Y 

axis 구간

SODAS X 

axis 구간

X, Y axis 

Interval

비고

(MCS file 

name)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X Y

RPV-G2-04560

-CW1
0.000 89.448

0

(0)

3238.6

(255)
2.0 12.7 Cir2CW

RPV-G2-04560

-CW2
89.800 179.600

3251.2

(256)

6489.7

(511)
2.0 12.7 Cir2CW

RPV-G2-04560

-CW3
179.952 269.751

6502.4

(512)

9740.9

(767)
2.0 12.7 Cir2CW

RPV-G2-04560

-CW4
270.104 359.903

9753.6

(768)

12992.1

(1023)
2.0 12.7 Cir2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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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C2) Upper shell to Inter. Shell, CCW

검사 세부 부위 

명

MCS 각도구간
SODAS Y 

axis 구간

SODAS X 

axis 구간

X, Y axis 

Interval

비고

(MCS file 

name)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X Y

RPV-G2-04560

-CCW1
0.000 89.448

0

(0)

3238.6

(255)
2.0 12.7 Cir2CCW

RPV-G2-04560

-CCW2
89.800 179.600

3251.2

(256)

6489.7

(511)
2.0 12.7 Cir2CCW

RPV-G2-04560

-CCW3
179.952 269.751

6502.4

(512)

9740.9

(767)
2.0 12.7 Cir2CCW

RPV-G2-04560

-CCW4
270.104 359.903

9753.6

(768)

12992.1

(1023)
2.0 12.7 Cir2CCW

@ G2(C2) Upper shell to Inter. Shell, Dn (안-1: 검사부위 2개로 나눔)

검사 세부 부위 

명

MCS 각도구간
SODAS Y 

axis 구간

SODAS X 

axis 구간

X, Y axis 

Interval

비고

(MCS file 

name)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X Y

RPV-G2-04560

-Dn1
16.903 163.048

609.6

(48)

5880.1

(463)
2.0 12.7 Cir2Upward

RPV-G2-04560

-Dn2
196.855 343.000

7099.3

(559)

12369.8

(974)
2.0 12.7 Cir2Up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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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C2) Upper shell to Inter. Shell, Dn (안-1: 검사부위 4개로 나눔)

검사 세부 부위 

명

MCS 각도구간
SODAS Y 

axis 구간

SODAS X 

axis 구간

X, Y axis 

Interval

비고

(MCS file 

name)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X Y

RPV-G2-04560

-Dn1
16.903 89.800

609.6

(48)

3238.5

(255)
2.0 12.7 Cir2Upward

RPV-G2-04560

-Dn2
90.152 163.048

3251.2

(256)

5880.1

(463)
2.0 12.7 Cir2Upward

RPV-G2-04560

-Dn3
196.855 269.751

7099.3

(559)

9728.2

(766)
2.0 12.7 Cir2Upward

RPV-G2-04560

-Dn4
270.104 343.000

9740.

9

(767)

12369.8

(974)
2.0 12.7 Cir2Upward

@ G1(C1) Flange to Upper Shell, Dn

검사 세부 부위 

명

MCS 각도구간
SODAS Y 

axis 구간

SODAS X 

axis 구간

X, Y axis 

Interval

비고

(MCS file 

name)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X Y

RPV-G1-04560

-Dn1
0.000 89.448

0

(0)

3238.6

(255)
2.0 12.7 Cir1Upward

RPV-G1-04560

-Dn2
89.800 179.600

3251.2

(256)

6489.7

(511)
2.0 12.7 Cir1Upward

RPV-G1-04560

-Dn3
179.952 269.751

6502.4

(512)

9740.9

(767)
2.0 12.7 Cir1Upward

RPV-G1-04560

-Dn4
270.104 359.903

9753.6

(768)

12992.1

(1023)
2.0 12.7 Cir1Up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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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C1) Flange to Upper Shell, CW

검사 세부 부위 

명

MCS 각도구간
SODAS Y 

axis 구간

SODAS X 

axis 구간

X, Y axis 

Interval

비고

(MCS file 

name)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X Y

RPV-G1-04560

-CW1
0.000 89.448

0

(0)

3238.6

(255)
2.0 12.7 Cir1CW

RPV-G1-04560

-CW2
89.800 179.600

3251.2

(256)

6489.7

(511)
2.0 12.7 Cir1CW

RPV-G1-04560

-CW3
179.952 269.751

6502.4

(512)

9740.9

(767)
2.0 12.7 Cir1CW

RPV-G1-04560

-CW4
270.104 359.903

9753.6

(768)

12992.1

(1023)
2.0 12.7 Cir1CW

@ G1(C1) Flange to Upper Shell, CCW

검사 세부 부위 

명

MCS 각도구간
SODAS Y 

axis 구간

SODAS X 

axis 구간

X, Y axis 

Interval

비고

(MCS file 

name)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X Y

RPV-G1-04560

-CCW1
0.000 89.448

0

(0)

3238.6

(255)
2.0 12.7 Cir1CCW

RPV-G1-04560

-CCW2
89.800 179.600

3251.2

(256)

6489.7

(511)
2.0 12.7 Cir1CCW

RPV-G1-04560

-CCW3
179.952 269.751

6502.4

(512)

9740.9

(767)
2.0 12.7 Cir1CCW

RPV-G1-04560

-CCW4
270.104 359.903

9753.6

(768)

12992.1

(1023)
2.0 12.7 Cir1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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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zzle, Inlets

검사 세부 부위 

명

MCS 각도구간
SODAS Y 

axis 구간

SODAS X 

axis 구간

X, Y axis 

Interval

비고

(MCS file 

name)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X Y

RPV-IN2-045-

Bore
0.000 360.637

0

(0)

2819.4

(222)
2.0 12.7 Noz2Bore

RPV-IN3-045-

Bore
0.000 360.637

0

(0)

2819.4

(222)
2.0 12.7 Noz3Bore

RPV-IN5-045-

Bore
0.000 360.637

0

(0)

2819.4

(222)
2.0 12.7 Noz5Bore

RPV-IN6-045-

Bore
0.000 360.637

0

(0)

2819.4

(222)
2.0 12.7 Noz6B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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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탐상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가. 원자로 탐상 시스템 개요

원자로 압력용기의 용접부를 검사하여 결함을 찾아내는 기존의 검사 시스

템은 고정식 매니퓨레이터 방식으로 장비의 규모가 크고 가격이 비싸며 

많은 검사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수중 

이동 로봇에 의한 검사 방식을 연구 개발하여 현재 실증실험 수행 중이며, 

이 장비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첨단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

털 제어, 레이저 유도식 로봇 제어, 지능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능형 결

함 판독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개발된 원자로 검사 장비

는 기존의 검사 장비에 비해 획기적으로 소형화 경량화 된 지름 80Cm, 

무게 50Kg의 로봇을 검사 부위에 접근시킬 수 있어 장비의 운전이 매우 

간편하며 이에 따라 검사 시간이 단축되어 원자로의 가동률 향상 가능하

고, 검사를 위한 로봇의 이동을 위해 자석 바퀴를 사용함으로써 원자로 내

부 벽면을 자유로이 주행할 수 있으며 검사 부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정 한 레이저 위치 지시기를 이용한 주행 기법을 개발되어 구현되

었다. 수중 이동 로봇(RIROB)은 개발된 원자로 검사 장비의 핵심적인 장

치로서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3.7.38].

(1) 시스템 개요 및 주요 기능

  원자로 내부의 벽을 따라 수중에서 이동하며 초음파 탐촉자가 부착되어 

있는 5 자유도의 소형 매니퓰레이터를 가지고 있다. 무게는 약 50Kg이며 

수중에서는 RIROB 본체에 장착된 Float로 인해 무게가 소멸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레이저 위치 지시기인 LASPO의 제어에 따라 원자로 내부 벽

을 자석바퀴를 사용하여 이동하며 경사계와 수압계 센서를 비롯한 각종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세 제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로봇 전단에 

카메라와 램프를 부착하고 있어 원자로 검사 중 검사자가 육안으로 검사

진행 상황을 감시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확한 검사 위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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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용 초음파 탐촉자 모듈 제어

    - 초음파 신호수집 장비에게 동기 신호 전송

(2) 특징

  o 획기적으로 소형 경량화 된 수중 이동 로봇이 원자로 내부 벽면을 따

라 자석 바퀴로 주행하면서 용접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

  o 최적 설계된 자석 바퀴 식 구동 장치, 특수 캐스터 지지판, 긴 스트로

크이면서도 소형 경량인 매니퓨레이터, 수중 무중력 화 및 방수 시스

템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다.

  o 로봇의 절대 위치 및 자세 산출을 위한 센서 응용 연구, 곡면 주행 연

구, 벽면 부착력 향상 및 방수 처리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반 되었다.

  o 로봇의 위치 제어는 외부에 설치된 레이저 위치 지시기와 로봇의 상

판에 부착된 위치 감지 센서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 으며 곡면 

상에서의 경로 추정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과 로봇의 정확한 자

세 제어를 위한 경사 센서를 활용하는 연구가 반 되었다.

개발된 수중 이동 로봇은 원자로의 용접부 결함 검사 뿐 아니라 검사 부

위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위험하여 수 작업 검사가 어려운 다양한 설비의 

자동 검사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

다.

  o 선박 벽면의 수중 검사

  o 대형 정유탱크의 안전성 검사

  o 파이프 검사

  o 기타 수중에 설치된 설비들

나. 신뢰도 분석 방법

원자로 탐상 시스템의 하드웨어 신뢰도 분석은 시스템의 전자적 부분과 

기계적 부분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다시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의 신뢰도 

분석과 이들 부품이 합쳐진 전체 하드웨어의 신뢰도 분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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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부분의 기본 부품과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은 전자 부품의 신뢰도 분

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MIL-HDBK-217[3.7.39]를 기본으로 사용하 고 

일부 자체 제작된 부품과 모듈에 대해서는 Bellcore TR-332[3.7.40] 방법

을 사용하 다. MIL-HDBK-217은 개개 부품의 고장율을 결합하여 시스

템 전체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part stress 

analysis)과 부품 카운트 분석법(part count analysis)이 있는데 이 분석법

들은 적용 할 때 요구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은 상당량의 상세 정보가 필요하고 부품 카운트 분석법은 다소 적

은 량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부품 개수, 부품 품질 그리고 적용 환경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품 카운트 분석법은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에 비해 보수적 추정치(conservative estimate), 즉 보다 높은 고장

율을 유발한다. 부품 카운트 법에 적용하는 고유 고장율 데이터는 부품 스

트레스 법의 공식(모델) 에 기본 값( default value)을 적용한 것으로서 일

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원자로 탐상 시스템의 전자 부분 하드웨어 신

뢰도 분석에는 각 모듈별로 자료의 입수 정도에 따라 부품 스트레스 방법

과 부품 카운트 방법을 적용하 다. 시스템의 기계적 부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그리고 전자적 부분과 기계적 부분이 결합된 전체 시스템의 하드웨

어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은 제7절 1에서 기술된 고장수목 분석법(FTA)을 

사용하 다.

다. 하드웨어 모듈 및 시스템 신뢰도 분석

(1) RIROB 전자 부분 하드웨어

RIROB의 전자 부분의 신뢰도는 MIL-FHBK-217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각 부품에 대한 상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분석을 사용하

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품 카운트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리고 부품

에 대한 정확한 신뢰도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부품의 

자료를 사용하 다. 신뢰도 계산을 위한 기준 시간은 백만 시간으로 설정

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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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ROB 전자부분]

o 1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100시간) 기준

Failure Rate: 452.863

Reliability : 0.956

MTBF: 2208.171

o 10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1000시간) 기준

Failure Rate: 452.863

Reliability : 0.636

MTBF: 2208.171

RIROB의 전자 부분 각 모듈 별 상세 신뢰도 예측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자 부분의 신뢰도 계산 및 부품 자료 그리고 앞으로 기술할 고장 수목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는 Relex[3.7.41]을 사용하 다.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452.863339

Temperature   30.00                                        MTBF         2,208

      Assembly Name        Part Number     Ref Des    Qty     Failure Rate         MTBF

-------------------------|--------------|-----------|------|---------------|------------------|

RIROB                    |System        |           |  1.00|     452.863339|             2,208|

-------------------------|--------------|-----------|------|---------------|------------------|

 Controller              |              |           |  1.00|     106.105199|             9,425|

-------------------------|--------------|-----------|------|---------------|------------------|

  Capacitor              |              |           |  1.00|       2.890502|           345,961|

-------------------------|--------------|-----------|------|---------------|------------------|

  Connector              |              |           |  1.00|      90.909200|            11,000|

-------------------------|--------------|-----------|------|---------------|------------------|

  Inductor               |              |           |  1.00|       0.015455|        64,705,017|

-------------------------|--------------|-----------|------|---------------|------------------|

  Resistor               |              |           |  1.00|       2.591977|           385,806|

-------------------------|--------------|-----------|------|---------------|------------------|

  IC                     |              |           |  1.00|       8.217780|           12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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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              |           |  1.00|       1.480284|           675,546|

-------------------------|--------------|-----------|------|---------------|------------------|

 Motor Driver            |              |           |  1.00|      84.667201|            11,811|

-------------------------|--------------|-----------|------|---------------|------------------|

  Capacitor              |              |           |  1.00|       2.893084|           345,652|

-------------------------|--------------|-----------|------|---------------|------------------|

  Connector              |              |           |  1.00|      68.663300|            14,564|

-------------------------|--------------|-----------|------|---------------|------------------|

  Varistor               |              |           |  1.00|       0.076363|        13,095,324|

-------------------------|--------------|-----------|------|---------------|------------------|

  resistor               |              |           |  1.00|       1.138883|           878,053|

-------------------------|--------------|-----------|------|---------------|------------------|

  Semiconductor          |              |           |  1.00|       4.693584|           213,057|

-------------------------|--------------|-----------|------|---------------|------------------|

  IC                     |              |           |  1.00|       7.201986|           138,851|

-------------------------|--------------|-----------|------|---------------|------------------|

 Main Control Board      |              |           |  1.00|     262.090939|             3,815|

-------------------------|--------------|-----------|------|---------------|------------------|

  Capacitor              |              |           |  1.00|      14.878304|            67,212|

-------------------------|--------------|-----------|------|---------------|------------------|

  Diode                  |              |           |  1.00|       0.281471|         3,552,765|

-------------------------|--------------|-----------|------|---------------|------------------|

  Connector              |              |           |  1.00|     182.299800|             5,485|

-------------------------|--------------|-----------|------|---------------|------------------|

  Inductor               |              |           |  1.00|       0.000966|     1,035,280,276|

-------------------------|--------------|-----------|------|---------------|------------------|

  Resistor               |              |           |  1.00|      24.919987|            40,128|

-------------------------|--------------|-----------|------|---------------|------------------|

  IC                     |              |           |  1.00|      39.042077|            25,613|

-------------------------|--------------|-----------|------|---------------|------------------|

  OSC                    |              |           |  1.00|       0.668333|         1,496,260|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2.890502

Temperature   30.00                                        MTBF         345,961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RC0805           | Capacitor            |c1-c7         |      0.241883|     7.00|      1.693181|

-----------------|----------------------|--------------|--------------|---------|--------------|

CERAMIC0.58      | Capacitor            |c8-c17        |      0.119732|    10.00|      1.197321|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90.9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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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30.00                                        MTBF         11,000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JP1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JP2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JP3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JP4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0.015455

Temperature   30.00                                        MTBF         64,705,017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RC0805TYPE       | Inductor             |l1-l32        |      0.000483|    32.00|      0.015455|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2.591977

Temperature   30.00                                        MTBF         385,806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RC0805           | Resistor             |r1-r24        |      0.107999|    24.00|      2.591977|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8.217780

Temperature   30.00                                        MTBF         121,687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LM629            | Integrated Circuit   |u1,u2,u6,u7,u-|      0.603959|     8.00|      4.831671|

                 |                      |11,u13,u15,u16|              |         |              |

-----------------|----------------------|--------------|--------------|---------|--------------|

SN75175          | Integrated Circuit   |u3,u8,u12,u17 |      0.487590|     4.00|      1.950358|

-----------------|----------------------|--------------|--------------|---------|--------------|

74ACT245         | Integrated Circuit   |u4-u5         |      0.378532|     2.00|      0.757065|

-----------------|----------------------|--------------|--------------|---------|--------------|

74ACT14          | Integrated Circuit   |u9            |      0.378532|     1.00|      0.378532|

-----------------|----------------------|--------------|--------------|---------|--------------|

74ACT138         | Integrated Circuit   |u10           |      0.300153|     1.00|      0.300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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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1.480284

Temperature   30.00                                        MTBF         675,546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22V10            | Integrated Circuit   |u14,u18       |      0.538748|     2.00|      1.077496|

-----------------|----------------------|--------------|--------------|---------|--------------|

CLK/XTAL_OSC     | Miscellaneous        |u19           |      0.402788|     1.00|      0.402788|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2.893084

Temperature   30.00                                        MTBF         345,652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TYPE1            | Capacitor            |              |      0.077098|    23.00|      1.773262|

-----------------|----------------------|--------------|--------------|---------|--------------|

TYPE2            | Capacitor            |              |      0.049008|     5.00|      0.245041|

-----------------|----------------------|--------------|--------------|---------|--------------|

TYPE3            | Capacitor            |              |      0.074322|     8.00|      0.594577|

-----------------|----------------------|--------------|--------------|---------|--------------|

TYPE4            | Capacitor            |              |      0.037001|     1.00|      0.037001|

-----------------|----------------------|--------------|--------------|---------|--------------|

TYPE5            | Capacitor            |              |      0.041157|     3.00|      0.123471|

-----------------|----------------------|--------------|--------------|---------|--------------|

TYPE6            | Capacitor            |              |      0.119732|     1.00|      0.119732|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68.663300

Temperature   30.00                                        MTBF         14,564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HEADER2          | Other                |jp1           |     22.727300|     1.00|     22.727300|

-----------------|----------------------|--------------|--------------|---------|--------------|

HEADER4          | Other                |jp2           |     22.727300|     1.00|     22.727300|

-----------------|----------------------|--------------|--------------|---------|--------------|

HEADER8          | Other                |jp3,jp4       |     22.727300|     1.00|     22.727300|

-----------------|----------------------|--------------|--------------|---------|--------------|

DRIVER           | Other                |jp5           |      0.481400|     1.00|      0.481400|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0.076363

Temperature   30.00                                        MTBF         13,0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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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PK6              | Semiconductor        |rv1           |      0.076363|     1.00|      0.076363|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1.138883

Temperature   30.00                                        MTBF         878,053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RESISTOR         | Resistor             |r1-r40        |      0.028472|    40.00|      1.138883|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4.693584

Temperature   30.00                                        MTBF         213,057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TLP2631          | Semiconductor        |u1-u8         |      0.545605|     8.00|      4.364837|

-----------------|----------------------|--------------|--------------|---------|--------------|

AD580            | Semiconductor        |u9            |      0.328747|     1.00|      0.328747|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7.201986

Temperature   30.00                                        MTBF         138,851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LM393A           | Integrated Circuit   |u12,u15,u18,u-|      1.214165|     4.00|      4.856661|

                 |                      |21            |              |         |              |

-----------------|----------------------|--------------|--------------|---------|--------------|

LMD18200         | Integrated Circuit   |u10,u11,u13-u-|      0.293166|     8.00|      2.345326|

                 |                      |17,u19,u20    |              |         |              |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14.878304

Temperature   30.00                                        MTBF         67,212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T1               | Capacitor            |c1,c2         |      0.085823|     2.00|      0.171647|

-----------------|----------------------|--------------|--------------|---------|--------------|

T2               | Capacitor            |c3,c4         |      0.142511|     2.00|      0.285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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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 Capacitor            |c5            |      0.150146|     1.00|      0.150146|

-----------------|----------------------|--------------|--------------|---------|--------------|

T4               | Capacitor            |c6-c12,c15-c2-|      0.184719|    38.00|      7.019340|

                 |                      |8,c30-c31,c33-|              |         |              |

                 |                      |-c42,c75,c77--|              |         |              |

                 |                      |c80           |              |         |              |

-----------------|----------------------|--------------|--------------|---------|--------------|

T5               | Capacitor            |c13,c29       |      0.241883|     2.00|      0.483766|

-----------------|----------------------|--------------|--------------|---------|--------------|

T6               | Capacitor            |c14           |      0.227255|     1.00|      0.227255|

-----------------|----------------------|--------------|--------------|---------|--------------|

T7               | Capacitor            |c32           |      0.235701|     1.00|      0.235701|

-----------------|----------------------|--------------|--------------|---------|--------------|

T8               | Capacitor            |c43,c45,c54-c-|      0.227255|    12.00|      2.727055|

                 |                      |63            |              |         |              |

-----------------|----------------------|--------------|--------------|---------|--------------|

T9               | Capacitor            |c44           |      0.106495|     1.00|      0.106495|

-----------------|----------------------|--------------|--------------|---------|--------------|

T10              | Capacitor            |c46-c49, c71  |      0.279584|     5.00|      1.397921|

-----------------|----------------------|--------------|--------------|---------|--------------|

T11              | Capacitor            |c50-c53,c70   |      0.184719|     5.00|      0.923597|

-----------------|----------------------|--------------|--------------|---------|--------------|

T12              | Capacitor            |c64           |      0.099200|     1.00|      0.099200|

-----------------|----------------------|--------------|--------------|---------|--------------|

T13              | Capacitor            |c65-c66       |      0.108476|     2.00|      0.216953|

-----------------|----------------------|--------------|--------------|---------|--------------|

T14              | Capacitor            |c67-c68       |      0.227255|     2.00|      0.454509|

-----------------|----------------------|--------------|--------------|---------|--------------|

T15              | Capacitor            |c69           |      0.172584|     1.00|      0.172584|

-----------------|----------------------|--------------|--------------|---------|--------------|

T16              | Capacitor            |c72-c73       |      0.086563|     2.00|      0.173125|

-----------------|----------------------|--------------|--------------|---------|--------------|

T17              | Capacitor            |c74,c76       |      0.016993|     2.00|      0.033986|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0.281471

Temperature   30.00                                        MTBF         3,552,765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IN4148           | Semiconductor        |d1-d3         |      0.093824|     3.00|      0.281471|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182.299800

Temperature   30.00                                        MTBF         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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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DSP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SENSOR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CONTROLLER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MCS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AUX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ANALYZER1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ANALYZER2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CYPRESS          | Other                |              |     22.727300|     1.00|     22.727300|

-----------------|----------------------|--------------|--------------|---------|--------------|

POWER            | Other                |              |      0.481400|     1.00|      0.481400|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0.000966

Temperature   30.00                                        MTBF         1,035,280,276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600Z             | Inductor             |l3            |      0.000483|     1.00|      0.000483|

-----------------|----------------------|--------------|--------------|---------|--------------|

L2               | Inductor             |l2            |      0.000483|     1.00|      0.000483|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24.919987

Temperature   30.00                                        MTBF         40,128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R SIP9           | Resistor             |rp1           |      0.265106|     9.00|      2.385956|

-----------------|----------------------|--------------|--------------|---------|--------------|

R SIP10          | Resistor             |rp2-rp3       |      0.265106|    20.00|      5.302125|

-----------------|----------------------|--------------|--------------|---------|--------------|

VARISTOR         | Resistor             |rv1-rv3       |      0.265106|     3.00|      0.795319|

-----------------|----------------------|--------------|--------------|---------|--------------|

OTHERS           | Resistor             |r1-r62        |      0.265106|    62.00|     16.436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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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39.042077

Temperature   30.00                                        MTBF         25,613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74AC573          | Integrated Circuit   |u1,u3,u6      |      0.378532|     3.00|      1.135597|

-----------------|----------------------|--------------|--------------|---------|--------------|

74AC245          | Integrated Circuit   |u2,u4         |      0.378532|     2.00|      0.757065|

-----------------|----------------------|--------------|--------------|---------|--------------|

80C196KC20       | Integrated Circuit   |u5            |      0.679373|     1.00|      0.679373|

-----------------|----------------------|--------------|--------------|---------|--------------|

74AC14           | Integrated Circuit   |u7            |      0.261527|     1.00|      0.261527|

-----------------|----------------------|--------------|--------------|---------|--------------|

74AC74           | Integrated Circuit   |u8            |      0.261527|     1.00|      0.261527|

-----------------|----------------------|--------------|--------------|---------|--------------|

SW-PUSH-DC-MUSH  | Switching Device     |u9            |      1.606262|     1.00|      1.606262|

-----------------|----------------------|--------------|--------------|---------|--------------|

MC3487           | Integrated Circuit   |u10           |      0.229818|     1.00|      0.229818|

-----------------|----------------------|--------------|--------------|---------|--------------|

TLP2631          | Semiconductor        |u11,u13       |      0.545605|     2.00|      1.091209|

-----------------|----------------------|--------------|--------------|---------|--------------|

MC3486           | Integrated Circuit   |u12           |      0.229818|     1.00|      0.229818|

-----------------|----------------------|--------------|--------------|---------|--------------|

MAU102           | Semiconductor        |u14,u25,u36   |      0.064126|     3.00|      0.192379|

-----------------|----------------------|--------------|--------------|---------|--------------|

27C256           | Integrated Circuit   |u15           |      0.531547|     1.00|      0.531547|

-----------------|----------------------|--------------|--------------|---------|--------------|

KM62256AL        | Integrated Circuit   |u16           |      0.571957|     1.00|      0.571957|

-----------------|----------------------|--------------|--------------|---------|--------------|

CY7C025          | Integrated Circuit   |u17           |      1.735656|     1.00|      1.735656|

-----------------|----------------------|--------------|--------------|---------|--------------|

37000-44         | Integrated Circuit   |u18           |      1.229926|     1.00|      1.229926|

-----------------|----------------------|--------------|--------------|---------|--------------|

60MHZ            | Miscellaneous        |u19           |      0.000000|     1.00|      0.000000|

-----------------|----------------------|--------------|--------------|---------|--------------|

TMS320C32        | Integrated Circuit   |u20           |     10.502818|     1.00|     10.502818|

-----------------|----------------------|--------------|--------------|---------|--------------|

74AC157          | Integrated Circuit   |u21           |      0.300153|     1.00|      0.300153|

-----------------|----------------------|--------------|--------------|---------|--------------|

74AC02           | Integrated Circuit   |u22           |      0.261527|     1.00|      0.261527|

-----------------|----------------------|--------------|--------------|---------|--------------|

AD7862           | Other                |u23,u28       |      0.000000|     2.00|      0.000000|

-----------------|----------------------|--------------|--------------|---------|--------------|

74AC138          | Integrated Circuit   |u24           |      0.300153|     1.00|      0.3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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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6164002        | Integrated Circuit   |u26-u27       |      1.266783|     2.00|      2.533567|

-----------------|----------------------|--------------|--------------|---------|--------------|

AD627            | Integrated Circuit   |u29           |      0.151298|     1.00|      0.151298|

-----------------|----------------------|--------------|--------------|---------|--------------|

LM324A           | Integrated Circuit   |u30,u33,u34   |      4.053260|     3.00|     12.159780|

-----------------|----------------------|--------------|--------------|---------|--------------|

TL082A           | Integrated Circuit   |u31           |      1.990374|     1.00|      1.990374|

-----------------|----------------------|--------------|--------------|---------|--------------|

AD1819           | Other                |u32           |      0.000000|     1.00|      0.000000|

-----------------|----------------------|--------------|--------------|---------|--------------|

AD580            | Semiconductor        |u35           |      0.328747|     1.00|      0.328747|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0.668333

Temperature   30.00                                        MTBF         1,496,260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20MHZ            | Miscellaneous        |y1            |      0.326250|     1.00|      0.326250|

-----------------|----------------------|--------------|--------------|---------|--------------|

24MHZ            | Miscellaneous        |y2            |      0.342083|     1.00|      0.342083|

-----------------|----------------------|--------------|--------------|---------|--------------|

(2) Pan-Tilt 전자 부분 하드웨어

Pan-Tilt 장치의 신뢰도 분석 방법과 내용도 RIROB과 동일하나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구성 부품이 포함되지 않았다. Pan-Tilt 장치의 전

자 부분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PanTilt 전자부분)

o 1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100시간) 기준

Failure Rate: 50.521

Reliability : 0.995

MTBF: 19793.494

o 10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100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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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Rate: 50.521

Reliability : 0.951

MTBF: 19793.494

Pan-Tilt 장치의 전자 부분 각 모듈별 상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50.521650

Temperature   30.00                                        MTBF         19,793

      Assembly Name        Part Number     Ref Des    Qty     Failure Rate         MTBF

-------------------------|--------------|-----------|------|---------------|------------------|

PanTilt                  |System        |           |  1.00|      50.521650|            19,793|

-------------------------|--------------|-----------|------|---------------|------------------|

 Capacitor               |              |           |  1.00|       2.519062|           396,973|

-------------------------|--------------|-----------|------|---------------|------------------|

 DC Converter            |              |           |  1.00|       0.169689|         5,893,151|

-------------------------|--------------|-----------|------|---------------|------------------|

 IC                      |              |           |  1.00|       3.494328|           286,178|

-------------------------|--------------|-----------|------|---------------|------------------|

 Resistor                |              |           |  1.00|       7.195232|           138,981|

-------------------------|--------------|-----------|------|---------------|------------------|

 connector               |              |           |  1.00|      33.496500|            29,854|

-------------------------|--------------|-----------|------|---------------|------------------|

 Inductor                |              |           |  1.00|       0.000975|     1,025,275,700|

-------------------------|--------------|-----------|------|---------------|------------------|

 Opto Coupler            |              |           |  1.00|       1.636814|           610,943|

-------------------------|--------------|-----------|------|---------------|------------------|

 Crystal                 |              |           |  1.00|       0.402788|         2,482,693|

-------------------------|--------------|-----------|------|---------------|------------------|

 Switch                  |              |           |  1.00|       1.606262|           622,563|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2.519062

Temperature   30.00                                        MTBF         396,973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C-USC2012        | Capacitor            |c1-c4, c6,    |      0.147387|    15.00|      2.210809|

                 |                      |c8-c1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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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L-USTT2D5     | Capacitor            |c5, c7, c18   |      0.044060|     3.00|      0.132180|

-----------------|----------------------|--------------|--------------|---------|--------------|

C-US205-024X044  | Capacitor            |c19, c20      |      0.088036|     2.00|      0.176072|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0.169689

Temperature   30.00                                        MTBF         5,893,151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NMA(35063)       | Integrated Circuit   |dc1           |      0.169689|     1.00|      0.169689|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3.494328

Temperature   30.00                                        MTBF         286,178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SN75175D         | Integrated Circuit   |ic9-ic10      |      0.487590|     2.00|      0.975179|

-----------------|----------------------|--------------|--------------|---------|--------------|

AD7862BR         | Other                |ic1           |      0.000000|     1.00|      0.000000|

-----------------|----------------------|--------------|--------------|---------|--------------|

MAX481CSA        | Integrated Circuit   |ic4-ic5       |      0.151235|     2.00|      0.302470|

-----------------|----------------------|--------------|--------------|---------|--------------|

7805             | Integrated Circuit   |ic3           |      0.056553|     1.00|      0.056553|

-----------------|----------------------|--------------|--------------|---------|--------------|

SX52BD           | Integrated Circuit   |ic2           |      1.676072|     1.00|      1.676072|

-----------------|----------------------|--------------|--------------|---------|--------------|

LM317EMP         | Integrated Circuit   |ic7-ic8       |      0.026419|     2.00|      0.052838|

-----------------|----------------------|--------------|--------------|---------|--------------|

74AC00D          | Integrated Circuit   |ic6           |      0.261527|     1.00|      0.261527|

-----------------|----------------------|--------------|--------------|---------|--------------|

DA1R5(35063)     | Integrated Circuit   |ic11          |      0.169689|     1.00|      0.169689|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7.195232

Temperature   30.00                                        MTBF         138,981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R-US_R2012       | Resistor             |r1-r21,       |      0.234788|    25.00|      5.869701|

                 |                      |r28-r31       |              |         |              |

-----------------|----------------------|--------------|--------------|---------|--------------|

R-US_2404/5      | Resistor             |r22-r26       |      0.265106|     5.00|      1.32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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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33.496500

Temperature   30.00                                        MTBF         29,854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M04              | Other                |isp           |     11.148300|     1.00|     11.148300|

-----------------|----------------------|--------------|--------------|---------|--------------|

M03              | Other                |r/p           |     11.148300|     1.00|     11.148300|

-----------------|----------------------|--------------|--------------|---------|--------------|

M06              | Other                |sl4           |     11.148300|     1.00|     11.148300|

-----------------|----------------------|--------------|--------------|---------|--------------|

CONSLOT60        | Other                |              |      0.051600|     1.00|      0.051600|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0.000975

Temperature   30.00                                        MTBF         1,025,275,700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L-USL2012C       | Inductor             |l1-l2         |      0.000488|     2.00|      0.000975|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1.636814

Temperature   30.00                                        MTBF         610,943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2631(HCPL2630)   | Semiconductor        |ok1-ok3       |      0.545605|     3.00|      1.636814|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0.402788

Temperature   30.00                                        MTBF         2,482,693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XO8              | Miscellaneous        |qg1           |      0.402788|     1.00|      0.402788|

-----------------|----------------------|--------------|--------------|---------|--------------|

Environment   NS - Naval Sheltered                         Failure Rate 1.606262

Temperature   30.00                                        MTBF         622,563

   Part Number           Category           Ref Des     Failure Rate,   Quantity  Failure Rate

-----------------|----------------------|--------------|--------------|---------|--------------|

10-XX            | Switching Device     |sl3           |      1.606262|     1.00|      1.6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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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계적 부분과 전체 하드웨어

기계적부분과 전체 하드웨어의 신뢰도 분석은 고장수목 분석법을 사용하

는데 RIROB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그림 3.7.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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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RIROB 하드웨어 구성도

고장 수목 분석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전체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 신뢰

도 값들은 다음과 같다.

[100시간 기준(1회 검사소요 시간)]

o 시스템 전체(pan-tilt 장치 제외)

Unreliability: 0.1576

Number of Failures: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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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위 레벨 기능/모듈별 Unreliability

 - 레이저빔 추종 기능 오류: 0.066

 - 로봇 이동 오류: 0.055

 - 로봇 자세 오류: 0.031

 - 매니퓨레이터 동작 오류: 0.048

 - 트랜스듀서 모듈 동작 오류: 0.036

 - 주제어 컴퓨터 오류: 0.031

발생 빈도가 많은 Gate/event는 다음과 같다.

o Failure of RIROB main control board

o Failure of motor driver board

o Failure of encoder board

이것은 디지털 시스템이 포함된 장비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장비의 기능 

수행 시 CPU를 비롯한 전자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전자 부분의 신뢰도가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한편, 작성된 고장 수목도의 기본 사건 대부분이 Cut Set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설계가 부품이나 기능상의 redundancy가 없는 것이 주요 원인이

다. 따라서 국부적인 한 부품/기능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의 고장으로 직접 

연결되는데 이 점은 시스템의 구성하는 모듈이나 부품들을 짧은 시간 내

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

다.

분석을 위해 작성된 상위 레벨 고장 수목도와 상세 레벨 고장 수목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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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ure of Twist encoding func

Twist encoding  레레 주주

B-Failure ofTwist encoder1

Twist encoder 주주

B-Failure of encoder board

RIROB  encoder 의

controller board 주주

To Page 17

R-Failure of Stretch function

Stretch  레레 주주

B-Failure of Stretch Gear1

Stretch  레주 주주

Failure of motor drive functi

   초매 제의레의 레레 주주

B-Failure of Stretch motor1

Stretch  초매 주주

-Failure of motor driver boar

RIROB    의 초매 제의레의

 제제 주주

lure of Stretch encoding fun

Stretch encoding  레레

주주

B-Failure of Stretch encoder

Stretch encoder 주주

B-Failure of encoder board

RIROB  encoder 의

controller board 주주

To Pag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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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in transducer manipula

   초초초 초초 자자 레레

ailure in transducer module c

    탐케자 초초 주주 레레

레레

ilure in pressing transducer m

   초초초 지초초초홈 초초

  누누레 레레 레레

Failure of spring at press mod

press module   상 에모

 초스스 주주

ailure of bearing in press mod

press    초초상 에모 모주스

주주

Failure in pressing power con

  pressing  탐케자 초초 레

   레레 위 주주 레레

B-Failure LVDT sensor1

  LVDT 거거거설 홈홈 주주

ailure of RIROB main control b

main controller board

ailure in transducer module ro

    탐케자 초초 탐모 주주

레레

ailure of tranducer module mo

   지초초초홈 초초 모자

 초매 주주

ailure of transducer module g

   지초초초모 초초 레주

주주

lure in transducer module enc

   지초초초모 초초의 모모모

주주

R-Failure in transducer modu

  탐케자 초초 주주

Failure in ultrasonic transduc

  초초초 지초초초홈 주주

B-Failure in transducer cable

SODAS    와 와와와 초초초

  센센신신 와레와 주주

To P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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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 탐상 시스템의 검증방법론 구축

가. 배경

전술된 바와 같이 기존의 신뢰도 평가 방법들 단독으로는 원자로 자동검

사 시스템과 같이 디지털 시스템이 포함된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적절

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신뢰도 모델링 시 하

드웨어만을 고려하면 되었으나 디지털 시스템은 하드웨어만으로는 그 기

능을 모델 할 수 없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만을 제공하며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이 두 가지가 복합된 것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

로그 시스템에 비해 높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서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완성된 시스템의 신뢰도 추정에는 이점을 

고려하여야 하나 기존의 분석 기법들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누어 각각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많이 개발되

어 있으나 이들 방법도 아직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자리잡고 있지 못하며 

이들을 통합하여 다루는 분야도 현재 연구 중에 있다[3.7.42].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신뢰성에는 기본 소자의 신뢰성을 포함한 하드웨어 

신뢰성과 소프트웨어 신뢰성, 인적(human) 신뢰성이 포함된다. 기존의 기

계 설비나 아날로그 회로의 경우 하드웨어 신뢰성과 기본 소자 신뢰성이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에 큰 향을 미친다. 미국의 Reliability Analysis 

Center 에 의하여 조사된 전자 시스템의 고장율 분포는 그림 3.7.6과 같다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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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22%

단발성 오류
20%

제조
15%

외부요인
12%

설계
9%

마모(열화)
9%

소프트웨어
9%

시스템관리
4%

그림 3.7.6  디지털 시스템의 고장율 분포

각 고장율 분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o 부품 고장

   마이크로회로나 트랜지스터, 저항, 연결 단자 등의 부품 고장으로 인한 

것

 o 단발성 오류

   고장으로 발견되었으나 재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실제 고장이 아닐 수

도 있다. 

 o 제조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이다. 

 o 외부 요인

   전기적 충격이나 잘못된 보수로 인한 고장을  의미한다. 

 o 설계

   허용 한계 누적, 로직 불 합리, 내환경 미비 등의 설계상의 오류로 인

한 것을 의미한다.

 o 마모

   기기의 열화로 인한 고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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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 인한 고장을 의미한다.

 o 시스템 관리

   시스템 요건 해석 오류나 설계, 구축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부품을 비롯한 하드웨어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이나 그 이외에 설계, 제조, 소프트웨어, 외부요인, 미확인 단발성 요

인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경우는 

9%로 비중은 작지만, 최근의 추세는 전체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

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개발 연구비의 60%이상을 소프트웨어 신뢰성 

연구에 투자하여야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고장이 시스템 신뢰도에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에는 기존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에 의한 결과만

으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신뢰도 측정이 곤란하므로 설계, 제조, 

외부요인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신뢰도 평가 방안이 요구된다.

나. 분석 방법론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원자로 자동검사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방법론은 

시스템의 신뢰도에 관련된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각 요인들

이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한 다음 기존 신뢰도 평가 

방법들의 결과를 포함한 각 요인들의 신뢰도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BBN을 이용하여 정형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시스템의 최종적인 신뢰도

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o 신뢰도에 관련된 시스템의 요인들을 확인

 o 확인된 요인들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 기법의 선정 및 신뢰도 계산

 o BBN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모델을 구축

 o 관찰된 증거들을 BBN 모델에 입력하여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계산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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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은 최근에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 결정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

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이나 군수 장비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 평가 분야에도 적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

안된 분석 방법론의 기반이 된다. BBN 및 분석 방법론의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N

(가) BBN 개요

BBN은 지식의 확률적 표현으로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적용

되어 왔고 최근에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 결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BN의 근간이 되는 베이시안 확률

이론 (Bayesian Probability Theory)은 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적 문제의 해

결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복잡한 확률 계산을 처리하는 알

고리즘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구현한 소프트웨어 도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이다[3.7.44]. 의료, 원유 가격 예측, 기계 고장 진단 분야에서는 90년

대 초부터 실제 문제의 해결에 적용되어 왔고 특히 의학적 진단과 기계적 

고장 진단 분야에서는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는데 마이크로 소프트의 오피

스에 내장된 Answer wizard와 지능형 프린터 고장 진단 시스템이 최근의 

성공적인 응용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안전 중

요(Safety critical)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및 평가에 적용

이 시도되고 있다[3.7.45].

BBN의 특징은 인과관계에 의한 모델링과 불확실성의 명시적 모델링 그리

고 다양한 유형의 증거(정성적 평가 증거와 정량적 평가 증거)를 일관된 

프레임 안에서 정형적으로 처리하여 정량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 시스템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나 안전성 평가

에는 인지적 한계와 현실적 제약이 수반되므로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포

함되고 또 평가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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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BN은 이런 모든 상황을 포함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나) BBN의 정의

BBN은 노드(Node), 노드들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선(arcs 또는 directed 

edges) 그리고 각 노드에 속한 확률 테이블(Node Probability Tables: 

NPT, or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CPT)로 구성된다. 노드는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을 나타내며 노드 연결선은 노드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BBN상의 노드는 무작위 변수를 나타내고 이들 무작위 변수는 몇 개의 상

태(예: 낮음, 중간, 높음 등)를 가지고 있으며 각 상태의 확률 값의 합은 1

이 된다. 각 노드에 연결된 노드 확률 테이블은 노드간의 연결 강도 즉 종

속성 정도를 결정하며 모 노드(parent node)의 각 상태에 대한 조건부 확

률로 표현된다. BBN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3.7.44].

 (a) 변수들의 집합과 이들 변수들을 연결하는 방향성을 가진 연결선들

 (b) 각 변수는 유한한 상호 배타적 상태 집합을 가지고 있다

 (c) 변수들과 연결선은 서로 합쳐져서 유도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DAG)를 형성한다. 유도 비순환 그래프는 A1 -> A2 

-> ... An -> A1으로 되는 직접적 경로가 없는 그래프를 의미한다. 

따라서 BBN에서는 그래프 내에 순환 연결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d) 모 변수 B1, ... Bn을 가진 각 변수 A는 조건부 확률 테이블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CPT) 또는 노드 확률 테이블(node 

probability table: NPT) P(A|B1, ..., Bn)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변

수 A가 모 변수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unconditional) 확률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의 변수 A는 prior 확률 값을 가지게 되어 모

델에 편견이 도입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런 선 확실성 

평가 (prior certainty assessment)는 인간이 확실성을 추론할 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e) BBN에 d-separation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든지 자신의 

Markov blanket 내의 다른 변수들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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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paration은 노드들 간의 조건부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노드의 값이 다른 노드에 향을 미치는 여부를 결정하며 노드들간

의 연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 노드 확인 및 그래프 작성

목표 노드의 값을 구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건이나 증거를 결합하는 과

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델 하고자 하는 역의 모든 변수들이 확인되어

야 하고 그 다음 이들을 연결하여 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까지는 없으나 목표 노드로부터 시작하여 이에 

향을 미치는 노드를 작성하는 것과 상위 레벨의 정보를 가진 망을 구성한 

후 이들을 세분화하여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노드간의 연결 방향을 결

정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하지만 정성적 노

드들의 연결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보다 일반적 개념을 지닌 노드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지닌 

노드로 방향을 정하거나 또는 상위 단계의 추상적 개념을 가진 노드에서 

하위 단계의 추상적 개념을 가진 노드로 방향을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이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각 노드의 상태 공간을 설정하게 된다. 한 노드

에 연결된 모노드가 많은 경우 상태 공간이 많아져서 노드의 확률 값을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noisy-or 나 divorcing[3.7.44]과 같은 

기법이 사용된다.

(라) 노드 확률 테이블

그래프가 작성되면 다음 단계는 각 노드별 확률 테이블(NPT)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얻고 이를 확

률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런 지식의 추출은 개별 면접, 그룹 회의, 그

리고 Delphi situations과 같은 형태로 수행되고 일반적 순서는 다음과 같

다.

 (a) 문제 역과 특정 질문의 작성

 (b) 질문의 정련(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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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전문가(들)의 선정

 (d) 추출 구성품의 선택

 (e) 적용분야에 알맞게 선택된 구성품 정련

 (f) 추출 연습 및 필요한 교육 수행

 (g) 전문가의 판단을 추출하고 문서화

노드 확률 테이블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점은 편향(bias)의 회피이

다. 이것은 BBN 방법론 뿐 아니라 전문가의 지식을 추출하는 모든 작업

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로 지식 공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3.7.45][3.7.46].

(마) 계산(computation)

그래프의 작성과 NPT 작성이 끝나면 관찰된 증거를 입력하고 계산을 수

행한다. 계산은 특정 노드에 자료를 입력했을 때 이것이 구성된 망의 구조

와 NPT에 따라 전체 노드의 값을 갱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노드 값의 갱신 계산은 베이스 확률규칙(Bayes rule)과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 정리 그리고 종속성 차단(d-separation) 정리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계산 작업은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데 80년대 후반에 발견된 효과적인 계산 알고리즘과 이를 구현한 

소프트웨어 도구는 BBN을 실용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하 다.

(2) 신뢰도에 관련된 시스템의 요인들을 확인

분석을 위한 첫 단계는 분석 대상 시스템의 신뢰도에 관련된 요인들을 확

인하는 것이다. 제 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스템의 신뢰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다양하나 분석에서 이들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 중에서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형태로 관찰 

가능하여 분석에 이용 가능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후 분석 단계

에 활용한다. RIROB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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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 설계

   - 시스템 설계 부분

   - 하드웨어 설계 부분

   - 소프트웨어 부분

   - 설계 단계에 필요한 자원(인력, 시간, 비용 등)

  o 하드웨어 서브 시스템의 신뢰도

   - 기계 부분

   - 전자 부분

   - 하드웨어 전체

  o 제작(자체 제작 및 외부 수주 제작)

  o 개발 각 단계의 시험 결과

(3) 확인된 요인들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 기법의 선정 및 신뢰도 계산

앞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그 특성이 모두 달라 이들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뢰도 분석 기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각 요인별로 적절한 신뢰도 분석 기법을 선정한 후 선정된 방

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가) 설계 부분

설계 부분에서 고려하여야 할 항목들은 시스템 설계, 하드웨어 설계, 소프

트웨어, 설계 단계에 필요한 자원(인력, 시간, 비용 등)이다. 기존에 사용되

는 신뢰도 분석 기술들은 대부분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소자의 고장율

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므로 설계상의 오류를 고려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설계에 관련된 표준이나 절차의 채용 및 이의 준수 여

부에 대한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처리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

이다. 제안된 방법론에서는 현행 표준이나 절차에 근거한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BBN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형적으로 결합하고 정량화 하는 방안을 

구축하 다. 설계 부분에서 신뢰도 분석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 요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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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o 요구사항의 복잡도

 o 설계의 복잡도

 o 설계 팀의 품질

  - 설계 팀의 경험

  - 설계 팀의 전문성

 o 개발 방법론의 품질

  - 관련된 표준 또는 절차의 채용 및 준수 여부

 o 설계 과정의 품질

 o 설계에 대한 확인 및 검증

 o 설계 문서의 품질

 o 설계에 필요한 자원의 충분성

 o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위에서 기술된 요인들을 결합하여 만든 BBN 그래프는 다음 그림 3.7.7과 

같다.

  

그림 3.7.7 설계 부분 BBN 그래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의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공

학 분야에서 신뢰도 분석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지금까

지 여러 가지 신뢰도 분석 기술이 나와있으나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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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본 방법론

에서는 OECD Halden Reactor Project의 하나로 수행된 “BBN을 이용한 

프로그램 가능한 시스템의 신뢰성 추정” 연구[3.7.46]에서 제시한 방법을 

채용하 다. 여기에서 나타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의 주요 요인들은 다

음과 같다.

 o 개발자의 품질

 o 개발 과정의 적절성

 o 문제의 복잡성

 o 구현의 복잡성

 o 분석의 적절성

 o 구현 과정의 평가

위의 요인들을 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부분 BBN 그래프는 다음 그림 

3.7.8과 같다.

  

그림 3.7.8 소프트웨어 부분 BBN 그래프

(나) 하드웨어 부분

시스템 하드웨어 부분의 신뢰도는 각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

존의 신뢰도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하드웨어의 신뢰도 분석은 다시 전자

적 부분과 기계적 부분 그리고 이들을 통합한 전체 하드웨어로 구분되는

데 각 부분의 분석을 위하여 선정한 분석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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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적 부분

전자적 부분의 신뢰도는 부품의 신뢰도와 부품이 결합된 시스템의 신뢰도

로 구분할 수 있다 부품의 신뢰도는 실제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적 자료나, 

MIL-HDBK-217[3.7.39] 또는 Bellcore TR-332[3.7.40] 에 의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들 부품들을 조합한 시스템의 신뢰도는 신뢰도 블록도 

법, 고장 수목 분석법, 상태 공간 분석법, 시뮬레이션 모델 등으로 구할 수 

있다. 원자로 자동검사 시스템의 전자적 부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기법은 

부품과 시스템 모두 MIL-HDBK-217(일부 부품은 Bellcore TR-332) 방법

을 이용하 다.

o 기계적 부분

기계적 부분의 신뢰도 계산은 고장수목 분석법을 이용하 는데 이 방법은 

기계적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o 전체 하드웨어 시스템

전자적 부분과 기계적 부분을 통합한 전체 하드웨어의 신뢰도 분석은 고

장 수목 분석법을 이용하 다. 이 방법은 로봇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에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3.7.47].

(다) 제작(자체 제작 및 외부 수주 제작)

제작에 관련된 요인들은 세부적으로 제작의 복잡성, 제작 절차의 적절성, 

제작자의 품질, 제작 검사의 적절성, 시험, 제작 능력, 제작 과정의 품질로 

나누어진다. 이 부분 역시 설계에 관련된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신

뢰도 분석 기법들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데 본 방법론에서는 각 세부 

요인들에 대한 평가자의 판단을 정형적으로 결합하여 정량적 결과를 추론

할 수 있는 BBN 방법을 이용하여 구현하 다. 제작 부분의 BBN 그래프

는 다음 그림 3.7.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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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제작 부분 BBN 그래프

(라) 개발 각 단계의 시험 결과

개발 각 단계에서 수행된 시험 결과를 해당 단계 별 신뢰도 측정의 한 변

수로 다루었으며 역시 BBN 방법을 이용하여 구현하 다.

(4)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BBN 모델 구축

설계와 제작 그리고 시험을 포함한 모든 요인들을 결합하는 전체 시스템 

신뢰도 분석 모델을 BBN으로 구축한다. 구축된 전체 시스템의 BBN 그래

프는 다음 그림 3.7.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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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0 시스템 전체의 BBN 그래프

(5) 관찰된 증거들에 근거하여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계산 및 분석

구축된 신뢰도 분석 BBN 모델에 각 요인들을 평가하여 얻어진 증거나 결

과들을 입력한 후 전체 시스템의 최종 신뢰도를 계산하고 분석한다. 

다.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

기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신뢰도 분석 방법들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이들 기법 단독으로는 디지털 시스템이 포함된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이로 인해 전문가가 개발과 최종 제품에 

관련된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상황이나 이 방법도 전문가의 편향이나 비 정형적 추론 과정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러 산업 분야의 규제나 표준에

서는 정형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방안을 도입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방법론의 기반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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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디지털 시스템을 포함한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BBN 방법론을 이런 분야에 적용하게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BBN의 특성 때문이다.

  o 신뢰도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증거들(정성적 또는 정량적 형태의 증

거들)을 일관된 평가체제 안에서 정형적으로 결합하여 정량적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o 모델의 직관적 그래프 형태가 평가에 관련된 복잡한 연관 관계와 감

추어진 가정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투명도와 감사도(auditability)를 높일 수 있다.

  o 신뢰도 평가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증거들을 

평가 틀에 포함시킬 수 있다.

  o 모델을 위한 엄격하고 수학적인 의미론(semantics)을 가진다.

  o 복잡한 확률 계산을 쉽게 해 주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다.

  o 예측이나 평가를 위해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BBN의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면 정성적 평가 기준에 근거한 현재의 평

가 체제를 정형적으로 모의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정량적 신뢰도 분석 기

법들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 결과를 정량화하여 신

뢰도 평가에 관련된 여러 형태(정성적, 정량적)의 모든 증거들을 단일 모

델 안으로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정량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한편, 외국의 BBN 적용 연구[bbn기술현황분석보고서]에서 나타난 BBN 

모델 작성 시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전문가의 지식에 근거한 그래프 작성

과 NPT 작성 등)은 그 해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BBN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묵

시적, 정성적 또는 비 정형적으로 처리되던 신뢰도 평가에 관련된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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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이 명시적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어서 개발자와 신뢰도 평가자 간의 

논의에 도움을 주고 의사결정의 투명도와 감사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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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 및 추후 연구 내용

가. 검사 절차서

작성된 검사 절차서는 전체 검사 업무 중 검사 계획과 검사 장비의 운전

에 관련된 부분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초음파 신호의 수집에 관련된 부분

은 일부만 작성되었는데 이는 시스템의 제작이 완료된 후 실제 원자로에

서 충분한 실험을 수행하지 못한 관계로 제작된 장비의 특성에 맞는 절차

를 수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초음파 신호 수집/분석 장비의 캘리브레이션 및 일반적 신호 수집 파

라미터 설정 절차

  o 탐촉자의 시험 및 검증 절차

  o 검사 환경(온도 등)에 따른 시스템 파라미터 설정 절차

  o 검사 방법에 따른 신호 수집/분석 파라미터 설정 절차

  o 검사에 관련된 기록 자료 관리 절차

  o 전체 검사 장비의 주기적 시험 절차 및 검증 기준 설정

나. 원자로 탐상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부품의 신뢰도 자료는 전체 시스템의 하드웨어 

신뢰도를 계산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부품 신뢰도 자료 데이터

베이스(MIL-HDBK-217, Bellcore, QuestLink 등)의 경우라도 대부분의 자

료는 생산된 후 수년이 지나고 많이 사용되는 부품의 자료만을 가지고 있

고 생산 이력이 적거나 소량 생산되는 부품의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와 같이 신기술이 사용되고 또 장비의 소형 

경량화를 위해 고집적도로 모듈화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사

용한 경우에는 기본 구성 부품의 정확한 신뢰도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

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 초기부터 사용할 부품의 신뢰도 자료를 제조

회사로부터 입수하거나 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자체 실험 등을 통하여 신

뢰도 자료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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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증 방법론

현재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MIL-HDBK-217이나 Bellcore 그리고 고장수목 분석 방법들은 시스템

의 구성 부품에 근거하여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완성된 제품의 

실제 신뢰도는 구성 부품의 신뢰도 외에도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설계와 

제작 상의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 외부 설계나 제작이 있는 경

우에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렇게 완제품의 신뢰도에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BBN을 

이용한 종합적인 신뢰도 분석 방법론이나 여타 각 산업분야에서 연구 중

인 종합적인 신뢰도 분석 방법론들은 아직 연구 단계이며 실용적인 목적

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증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

다. 특히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경우에도 종전의 기계적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방법들로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서 신뢰도 분석이 더욱 복잡해지고 많은 불확

실성을 내포하게 되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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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통합 수중 탐상 실험 및 실증 실험

1. 모형 수중 탐상 실험 시설

실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본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

서 필요한 수중 실험을 위하여 모형 원자로를 제작하여 원자력 연구소에 

설치하 다.

이 모형 원자로는 실형 원자로의 70% 축소 모형으로 그 모습은 다음 사

진과 같다.

그림 3.8.1 모형 원자로 설치 모습

다음은 모형원자로 제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 70 % Reduction of Korean standard reactor

- 높이 4 m, 직경 2.898 m 

- 2 Nozzles (Inlet & Outlet)

- 3 Monitoring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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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d Water Pipes

- Ladder; Working Floor

- 재질 : Carbon Steel

이 원자로의 제원은 MCS에서 사용하는 원자로 모형 제작 데이터 파일에 

다음과 같이 저장되어있다.

-1 MockUp //원자로이름: 목업/Korea/Asia

0 MM //단위 표시

1 2 //NumOfNozzles Nozzle의 수

2 6 //NumOfSpecimens 검사 시편 개수

3 6 //NumOfStabLugs CoreStabilizingLug의개수

4 6 //NumOfStopLugs CoreStoppingLug의개수

5 4 //NumOfCirWelds Circumferencial Welds

6 6 //NumOfVerWelds Number of Vertical Welds

21 0 //NozInOrOut1 Outlet Nozzle

22 1 //NozInOrOut2 InletNozzle

23 0 //NozInOrOut3 Outlet Nozzle

24 0 //NozInOrOut4 Outlet Nozzle

25 1 //NozInOrOut5 InletNozzle

26 0 //NozInOrOut6 Outlet Nozzle

27 1 //NozInOrOut7 InletNozzle

101 1600.0 //RrxFlgOutside RX 센터에서 flg 외벽의 반경

102 1442.0 //RrxFlgSealOuter RX 센터에서 flg Seal 외반경

103 1442.0 //RrxFlgSealInner RX 센터에서 flg Seal 내반경

104 1442.0 //RrxIntSupportLedge RX센터에서flg밑계단벽면 반경

105 1442.0 //RrxFlgStudHoleC RX센터에서StudHole센터 반경

106 1442.0 //RrxUpperShellInside RX 센터에서 Up.Sh. 내벽거리

107 1600.0 //RrxUpperShellOutside RX 센터에서 Up.Sh. 외벽거리

108 1446.0 //RrxMiddleShellInside RX 센터에서 Mid.Sh.내벽거리

109 1600.0 //RrxMiddleShellOutside RX 센터에서 Mid.Sh.외벽거리

110 1442.0 //RrxNozInThreshold RX 센터에서 Inlet 노즐턱거리

111 1386.0 //RrxNozOutThreshold RX 센터에서 Outlet노즐턱거리

112 3348.0 //RrxNozInSEWeld RX 센터에서 InletSE웰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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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974.0 //RrxNozOutSEWeld RX센터에서OutletSE 웰딩거리

121 60.0 //ZflgSealSurface flg Seal Surface턱의 깊이

122 250.0 //ZintSupportLedge flgInternalSupportLedge턱깊이

123 400.0 //ZflgKeywayBottom flg Keyway 아래 경사 깊이

124 2746.0 //ZnozCenter 플랜지에서 노즐 중심 깊이

125 0.0 //ZupperShellTop 플랜지에서 UpSh의 시작 깊이

126 6330.0 //ZupperShellBottom 플랜지에서 UpSh의 끝 깊이

127 0.0 //ZmiddleShellTop 플랜지에서 MidSh시작점 깊이

128 6330.0 //ZmiddleShellBottom 플랜지에서 MidSh 끝점 깊이

131 4600.0 //ZspecimenTop 플랜지에서 검사시편상단 깊이

132 6000.0 //ZspecimenBottom 플랜지에서 검사시편하단 깊이

133 6200.0 //ZStabLugTop 플랜지에서 StabLug 상단깊이

134 6410.0 //ZStabLugBottom 플랜지에서 StabLug 하단깊이

135 6430.0 //ZStopLugTop 플랜지에서 StopLug 상단깊이

136 6630.0 //ZStopLugBottom 플랜지에서 StopLug 하단깊이

137 8400.0 //Zrx Rx의 전체 깊이

141 550.0 //ZweldC1 플랜지에서 CirWeld1까지 깊이

142 2034.0 //ZweldC2 플랜지에서 CirWeld2까지 깊이

143 4463.0 //ZweldC3 플랜지에서 CirWeld3까지 깊이

144 6887.3 //ZweldC4 플랜지에서 CirWeld4까지 깊이

151 550.0 //ZweldV1Top vertical weld 1 상단 깊이

152 551.0 //ZweldV1Bottom vertical weld 1 하단 깊이

153 550.0 //ZweldV2Top vertical weld 2 상단 깊이

154 551.0 //ZweldV1Bottom vertical weld 2 하단 깊이

155 550.0 //ZweldV3Top vertical weld 3 상단 깊이

156 551.0 //ZweldV1Bottom vertical weld 3 하단 깊이

157 4462.0 //ZweldV4Top vertical weld 4 상단 깊이

158 4463.0 //ZweldV1Bottom vertical weld 4 하단 깊이

159 4462.0 //ZweldV5Top vertical weld 5 상단 깊이

160 4463.0 //ZweldV1Bottom vertical weld 5 하단 깊이

161 4462.0 //ZweldV6Top vertical weld 6 상단 깊이

162 4463.0 //ZweldV1Bottom vertical weld 6 하단 깊이

163 4463.0 //ZweldV7Top vertical weld 7 상단 깊이

164 4464.0 //ZweldV1Bottom vertical weld 7 하단 깊이

201 266.5 //RnozInPipe Inlet 노즐의 반경 (Pipe 부분)

202 317.3 //RnozInCone Inlet 노즐의 반경 (cone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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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320.3 //RnozInWeld Inlet 노즐의 웰딩부 반경

204 373.5 //RnozOutPipe Outlet 노즐의 반경

205 394.0 //RnozOutCone Outlet 노즐의 반경

206 403.0 //RnozOutWeld Outlet Nozzle의 웰딩부 반경

207 70.0 //RflgStudHole Stud Bolt Hole의 내반경

208 1442.0 //RbottomHead Bottom Head 의 반경

209 317.0 //RNozInThreshold Inlet 노즐 턱까지의 반경 

210 494.0 //RNozOutThreshold Outlet 노즐 턱까지의 반경

211 373.5 //Rnoz1Pipe Noz 1의 바깥 노즐 반경

212 266.5 //Rnoz2Pipe Noz 2의 바깥 노즐 반경

213 373.5 //Rnoz3Pipe Noz 3의 바깥 노즐 반경

214 373.5 //Rnoz4Pipe Noz 4의 바깥 노즐 반경

215 266.5 //Rnoz5Pipe Noz 5의 바깥 노즐 반경

216 373.5 //Rnoz6Pipe Noz 6의 바깥 노즐 반경

217 -1 //Rnoz7Pipe Noz 7의 바깥 노즐 반경

218 -1 //Rnoz8Pipe Noz 8의 바깥 노즐 반경

221 394.0 //Rnoz1Cone Noz 1의 Rx 벽측 반경

222 317.3 //Rnoz2Cone Noz 2의 Rx 벽측 반경

223 394.0 //Rnoz3Cone Noz 3의 Rx 벽측 반경

224 394.0 //Rnoz4Cone Noz 4의 Rx 벽측 반경

225 317.3 //Rnoz5Cone Noz 5의 Rx 벽측 반경

226 394.0 //Rnoz6Cone Noz 6의 Rx 벽측 반경

227 -1 //Rnoz7Cone Noz 7의 Rx 벽측 반경

228 -1 //Rnoz8Cone Noz 8의 Rx 벽측 반경

301 0.0 //Qnoz1 Noz 1의 위치 각도 없으면 - 

값302 61.6 //Qnoz2 Noz 2의 위치 각도

303 121.9 //Qnoz3 Noz 3의 위치 각도

304 180.0 //Qnoz4 Noz 4의 위치 각도

305 240.0 //Qnoz5 Noz 5의 위치 각도

306 300.0 //Qnoz6 Noz 6의 위치 각도

307 -1 //Qnoz7  Noz 7의 위치 각도

308 -1 //Qnoz8 Noz 8의 위치 각도

311 -1 //QnozSI1 safety Injection Noz 1의 위치

312 -1 //QnozSI2 safety Injection Noz 2의 위치

321 83.0 //Qspecimen1 검사 시편 1의 각도

322 97.0 //Qspecimen2 검사 시편 2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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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104.0 //Qspecimen3 검사 시편 3의 각도

324 263.0 //Qspecimen4 검사 시편 4의 각도

325 277.0 //Qspecimen5 검사 시편 5의 각도

326 284.0 //Qspecimen6 검사 시편 6의 각도

331 0.0 //QStabLug1 Core Stablizing Lug1의 각도

332 60.0 //QStabLug2 Core Stablizing Lug2의 각도

333 120.0 //QStabLug3 Core Stablizing Lug3의 각도

334 180.0 //QStabLug4 Core Stablizing Lug4의 각도

335 240.0 //QStabLug5 Core Stablizing Lug5의 각도

336 300.0 //QStabLug6 Core Stablizing Lug6의 각도

341 16.0 //QstopLug1 Core Stopping Lug1의 각도

342 76.0 //QstopLug2 Core Stopping Lug2의 각도

343 136.0 //QstopLug3 Core Stopping Lug3의 각도

344 196.0 //QstopLug4 Core Stopping Lug4의 각도

345 256.0 //QstopLug5 Core Stopping Lug5의 각도

346 316.0 //QstopLug6 Core Stopping Lug6의 각도

351 95.0 //QweldV1 VerticalWeld 1의 방위각

352 215.0 //QweldV2 VerticalWeld 2의 방위각

353 335.0 //QweldV3 VerticalWeld 3의 방위각

354 45.0 //QweldV4 VerticalWeld 4의 방위각

355 225.0 //QweldV5 VerticalWeld 5의 방위각

356 135.0 //QweldV6 VerticalWeld 6의 방위각

357 315.0 //QweldV7 VerticalWeld 7의 방위각

381 3.1 //BnozInCone Inlet 노즐의 각도(beta)

382 2.0 //BnozOutCone Outlet 노즐의 각도

383 1.0 //BshellJunctionSlope Middle Shell의 커브 부분 각도(beta)

384 10.0 //BflgDownStairSlope 플랜지 아래계단과 Up.Sh 각도

401 263.0 //TweldNozIn thickness of inlet nozzle weld

402 20.0 //TweldNozOut thickness of outlet nozzle weld

403 100.0 //TweldNozInSE thickness of inlet SE weld

404 100.0 //TweldNozOutSE thickness of outlet SE weld

405 184.0 //TweldC1 thickness of cir. weld 

406 184.0 //TweldC2 thickness of cir. weld

407 146.0 //TweldC3 thickness of cir. weld

408 146.0 //TweldC4 thickness of cir. weld

409 120.0 //TweldC5 thickness of cir.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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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50.0 //WstabLug width of core stabilizing lug

412 100.0 //WstopLug width of core stopping lug

413 100.0 //Wspecimen Surveillance Capsule 너비

421 200.0 //HstabLug core stabilizing lug의 높이

422 200.0 //HstopLug core stopping lug 의 높이

423 200.0 //Hspecimen 검사 시편의 높이

이 데이터를 보면 모형 원자로가 실형 원자로와 똑 같은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로 실형 원자로의 모든 구조물을 

모형 원자로에 실현하지는 못하 다. 모형 원자로는 높이 4020mm, 반경 

1442mm의 3mm 강판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파일에는 원자로 바

텀까지 계산하여 6m가 훨씬 넘는 높이로 저장되어있다. 모형 원자로에는 

61.6도에 Inlet과 121.9도에 Outlet 노즐만이 하나씩 제작되어 있으며, 나머

지 데이터는 실형 원자로를 기준으로 가상으로 설정하여 MCS에서 

RIROB의 이동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 다. 본 시스템의 실험에 있

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노즐과 벽면 검사 기능의 확인이었으므로 이 

정도의 모형으로도 목적한 바를 충분히 실험 할 수 있었다.

이 모형은 원자로 헤드와 바텀 부분이 없으며, 지상에 설치된 관계로 모형 

원자로 상단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와 발판을 장치하 다. 또한 RIROB의 

모형 원자로 내 입수 작업을 위하여 전동 크레인을 설치하 다.

모형 원자로 상단에는 파란색의 보호 장비를 덮어 씌웠다. 그 이유는 

RIROB의 자동 검사가 레이저 감지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햇빛에 치명적

인 향을 받기 때문에 빚을 차단하기 위한 이유와, 30톤에 달하는 모형 

원자로 내 물의 수질 보호를 위한 것이다. 외부의 먼지 등 오염물질 침투

로 인해 모형 원자로 내 물의 수질이 나쁠 경우 시계 불량으로 인하여 카

메라를 이용한 RIROB의 감시가 불가능해지고 불순물에 의해 레이저 가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깨끗한 수질을 유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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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즐 자동 검사 실험

원자로 압력용기 가동 전 및 가동 중 검사 시의 한국표준형 원자로 기준

으로 77개 검사 항목 중 노즐 용접부에 관한 것이 모두 60항목으로서, 검

사 항목의 숫자상 비중이 높고, 수중 레이저 유도식 수중 이동 로봇을 사

용하여 검사할 때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검사이다.

노즐 검사를 위해서는 LASPO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RIROB이 노즐 둘레

를 정확하게 돌아야 하며, 매니퓨레이터의 움직임 또한 정확한 계산에 의

해 수행되어야 한다.

원자로가 원주 형태이면서 그 중간에 원형의 노즐을 제작하 기 때문에 

실제 노즐은 원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레이저 유도에 의한 

RIROB의 이동 경로 생성이 매우 까다롭다. 원자로 벽면이 원주형이기 때

문에 RIROB이 노즐을 따라 이동할 때 RIROB의 바퀴가 원자로 벽면에 

수평으로 닿을 때와 수직으로 닿을 때 레이저 감지판의 높이가 약간씩 달

라진다. 더욱이 경사를 이루며 측면을 닿을 때는 경사각에 따라 그 높이가 

계속 변하게 된다. 또한 RIROB의 경사 센서를 이용한 자세 잡기 및 매니

퓨레이터의 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즐 용접부 자동 검사를 위

한 검사 시스템의 역기구학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를 MCS의 한 모듈로 

프로그램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다.

레이저 유도를 위한 LASPO의 레이저 발사 장치가 플랜지 상단 중앙에 

설치된 관계로 RIROB이 노즐을 돌면서 매니퓨레이터 운동을 할 때 레이

저가 매니퓨레이터에 가리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

동 검사 파일 생성 루틴에서 RIROB의 매니퓨레이터가 레이저를 가리는 

각도를 계산하여 그 부근에서는 매니퓨레이터를 레이저에 맞지 않도록 하

다. 만일에 대비하여 매니퓨레이터에 레이저가 가려 레이저 감지판이 레

이저를 놓치는 경우 레이저의 백트래킹과 매니퓨레이터 조작을 통하여 자

동으로 검사를 재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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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ROB이 원자로 벽면에 붙어 매니퓨레이터를 거의 90도 가깝게 꺾어 노

즐 안쪽을 스캐닝 해야 하므로 노즐 검사용 탐촉자 모듈 바닥은 매니퓨레

이터가 90도 꺾인 상태에서 항상 매니퓨레이터의 하단부를 향하도록 제작

되어야한다. 즉 노즐 스캔 시 항상 노즐 벽면으로 탐촉자 바닥이 행하도록 

해야한다.

40여 차례가 넘는 반복적 실험을 통하여 RIROB과 원자로의 구조에 따른 

정 도 문제와 매니퓨레이터 동작 수치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해법을 마

련하고 적용하 으며, 검사를 위치 정 도 5mm 이내를 만족하는 수준까

지 시스템을 완성하 다.

다음은 모형 원자로 내에서 RIROB이 노즐 검사를 수행하는 사진이다.

그림 3.8.2 원자로 내부에서 본 노즐검사 (45°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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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원주 방향 용접부 자동 검사 실험

원자로 압력용기의 원주방향 용접부 (Flange to Upper-Shell; Upper-Shell 

to Middle-Shell; Middle-Shell to Lower-Shell; Lower-Shell to 

Bottom-Head) 검사는 모두 16개 항목으로 압력용기의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검사 항목이다.

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RIROB의 자세는 항상 원자로와 수평을 이루어

야 한다. 즉 RIROB은 원자로 벽면을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

동하게된다. 반시계 방향일 경우에는 매니퓨레이터가 원자로 하단을 향하

게되고 시계 방향일 경우에는 원자로 상단을 향하게된다. 시계 방향의 경

우 매니퓨레이터를 중력 반대 방향으로 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

문에 RIROB의 모터에 적지 않은 부하가 걸린다. 따라서 매니퓨레이터 전

체의 무게에 각별히 주의해야하며 부력재를 장착해주는 것이 좋다.

원자로 벽면 용접부는 G1, G2, G3, G4의 4개가 존재하며, 각 용접부 마다 

그 용접 라인을 따라 주변의 구조물 상태가 모두 다르다. 그러나 각 용접

부 마다 검사를 해야하는 검사 구간은  이미 정해진 상태이므로 RIROB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검사 구간 길이와 함께 정확히 계산해야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스캐닝 하는 매니퓨레이터의 틸팅 각도가 심하게 차이가 나

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틸팅각이 커지는 경우는 RIROB의 이동 경로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때문에 검사 구간에 가까워지는 경우이다. 이때 탐촉

자 모듈이 이 각도에도 유연하게 벽면에 착하여 이동할 수 있어야하므

로 매니퓨레이터 끝에 달린 탐촉자 모듈의 운동 유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만 한다. 노즐과는 달리 스캐닝 시 매니퓨레이터는 RIROB의 몸체와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하므로 탐촉자 모듈 바닥은 항상 원자로 벽면을 향하도

록 제작해야한다. 모형 원자로 실험에서는 모형 특성 때문에 G1, G2 용접

부에 대한 검사 실험만을 수행하 다.

노즐과 마찬가지로 원자로 벽면 용접부 자동 검사를 위해서도 RIRO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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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ROB과 LASPO 사이의 역기구학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모두 컴퓨

터 프로그래밍 하 다.

다음은 RIROB이 모형 원자로 안에서 벽면 용접부 검사를 수행하는 사진

이다.

그림 3.8.3 원주방향 탐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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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요소 기능 실험

원자로 수중 탐상을 위한 핵심 실험 요소는 매니퓨레이터 힘 위치 혼합제

어 실험, 경사계 기반 RIROB 자세 제어, 레이저 포인터의 RIROB 추적 

실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매니퓨레이터 힘 위치 혼합제어 실험

RIROB을 이용한 원자로 용접부 검사는 결국 RIROB의 매니퓨레이터를 

이용하여 원자로 내부를 스캐닝 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음파 탐상 자동 스캐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정한 힘과 

속도로 탐촉자를 누르면서 이동하는 것이다. 만일 탐촉자가 검사 바닥면을 

누르는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검사 신호의 크기가 달라진다. 또한 스캐

닝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일정

한 스캔 거리마다 탐촉자에서 초음파 신호를 쏘고 받아 내야 하는데, 스캔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초음파 신호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신호가 끊겨서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로 검사 규정상 자동 검사는 

일정한 범위내의 일정한 스캐닝 속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를 준수해야만 한다.

RIROB에서는 LVDT를 사용하여 탐촉자를 누르는 힘을 제어한다. LVDT

는 매니퓨레이터 끝단과 탐촉자 모듈 사이에 장착되어 있으며, 거리를 감

지하는 침이 있어 이 침이 눌릴 때 눌린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다. 매니퓨

레이터는 수평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RIROB의 몸체 중간에 매니퓨레이터

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바닥면을 스캐닝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니퓨레이터

를 상하 반향으로 틸팅야만 한다. 매니퓨레이터를 틸팅하는 동안 LVDT 

값이 정해진 거리 값에 도달하면 누르기를 중단한다. 이 상태에서 매니퓨

레이터의 직진 및 후진 운동이 시작되는데 경사진 매니퓨레이터를 수평의 

바닥면으로 직선 운동시키면 탐촉자가 계속 바닥으로 눌리거나 들리게되

어 결국은 RIROB의 몸체가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탐촉자가 허공에 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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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직진 운동 상황에서도 LVDT의 거리 값, 즉 

탐촉자가 눌리는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RIROB이 매니퓨레이터를 일정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SODAS에게 트리거를 발생하여 초음파 신호를 수집하도록 구현하 다. 

따라서 일정한 힘으로 탐촉자를 누르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동안 

일정 거리마다 트리거를 발생해야만 한다. 매니퓨레이터가 경사각을 이루

며 탐촉자만을 바다에 대해 직선 운동을 시키므로 매니퓨레이터가 직진 

운동하는 거리가 탐촉자가 이동한 거리는 아니다. 즉 삼각 함수를 사용하

여 매니퓨레이터가 움직이는 거리를 계속 계산해야만 탐촉자의 정확한 이

동 거리를 산출해 낼 수 있다.

LVDT를 이용한 탐촉자의 일정한 누르기 유지와 매니퓨레이터의 이동 거

리에 따라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작업은 모두 RIROB 안에 내장된 프로세

서에서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처리한다.

그림 3.8.4 노즐입구에서 본 매니퓨레이터의 힘위치 혼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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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사계 기반 RIROB 자세 제어

자동 검사 파일에서는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간격이 정의되어 있다. 원자

로 원주를 360도로 볼 때 만일 1도마다 스캐닝을 한다면 검사 간격은 0부

터 360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경우, RIROB이 해당 검사 위치에서 취해야하는 경사 값은 이

미 정해져있다. 따라서 자동 검사 파일에는 각 검사 위치마다 RIROB의 

경사각이 함께 정의되어있다.

RIROB이 LASPO의 레이저를 따라 자석 바퀴로 기계적인 이동하기 때문

에 임의의 검사 위치에서 RIROB이 취해야할 경사 값과 실제 경사 값 사

이에는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MCS에서는 

해당 검사 위치에서의 RIROB 경사 값을 RIROB에게 보내어 주는데, 이때 

RIROB은 스스로 좌우 회전을 하여 움직이면서 경사 센서의 값을 읽어 

MCS에서 보낸 경사 값과 일치할 때까지 자세를 교정하게된다. 

다. 레이저 포인터의 RIROB 추적 실험

자동 검사 파일에 수록된 레이저 팬-틸트의 경로는 RIROB의 레이저 감

지 장치를 기준으로 한 값이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값에 따라 RIROB 

없이 그냥 레이저를 움직일 경우에 노즐 검사의 경우 레이저 포인터는 노

즐 안에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 벽면 용접부의 경우에도 RIROB이 갈 수 

없는 위치로 레이저 포인트가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레이저 이동 값이 원자로 벽면에 대한 좌표 

값이 아니라, 3차원 공간 해석을 통해서 원자로 벽면에 부착된 RIROB의 

레이저 감지 장치의 중앙 좌표에 대한 값이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는 이러한 좌표 이동에 대한 검증을 마쳤지만 실제로 RIROB이 

노즐에 빠지지 않고, 원자로 구조물에 부딪치지 않으면서 자동 검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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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지에 대한 검증 실험이 필요하다.

이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레이저 감지 장치의 좌표에서 다시 원자로 벽면

에 대한 좌표를 산출하여 LASPO 노즐 검사 이동 경로 확인용 캘리브레

이션 파일을 만들고 RIROB 없이 레이저 포인터만을 이동하는 실험을 수

행하 다.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레이저를 이용한 RIROB의 자동 검사 경

로 이동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경로의 안전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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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동 모드 자동 검사 실험

한국표준형 원자로 압력용기의 가동 전 검사 77개 검사 항목 중에 모형 

원자로에서 실험 가능한 몇 개의 항목에 대하여 전자동 실증 실험을 수행

하 다.

모형 원자로에서 수행 가능한 검사는 벽면 용접부인 G1, G2, 노즐 Inlet과 

Outlet인 2, 3번 노즐이다. RIROB을 이용한 전자동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RIROB의 이동 경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매니퓨레이터 운동은 수학

적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이 과정을 반복 실험을 통해 검증한 후 전자동 

모드에서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전자동 모드 검사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검사원이 이 검사 시스템에 친숙

한 환경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MCS의 모든 검사 관련 GUI는 검사 

수행 순서에 따라 버튼으로 배치되었으며, 각 버튼에 대해 명령 수행 관련 

GUI를 따로 띄우는 방식을 채택했다.

전자동 검사를 수행한다고 해도 전자동 검사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

지 수행해야할 작업들이 있다. 이 작업에는 LASPO 초기화, RIROB 찾기, 

검사 초기 위치로 보내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작업 또한 버튼 클릭

만으로 모두 자동 수행된다. 전자동 검사 버튼을 실행하면 정해진 검사 항

목의 검사 구간은 MCS, LASPO, SODAS가 서로 연동하여 완전 자동으

로 수행되며, 에러 발생이나 레이저 탐지 장치 가림 현상 발생 시 자동으

로 이를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만일 각 시스템 별로 복구 불능 판단

이 내려지면 MCS가 자동 검사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검사를 자동으로 

중단한다.

전자동 검사는 자동 검사 파일에 정의된 검사 명령어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검사 파일에는 LASPO, RIROB, SODAS의 검사 관련 명령

이 기록되어 있으며, 자동 검사 루틴은 각 검사 명령 라인을 읽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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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시스템에게 순차적 또는 병렬로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다. RIROB에 

장착된 매니퓨레이터의 움직임은 매니퓨레이터를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

들이 동시에 병렬로 수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MCS는 각 명령에 대한 

지시와 이 명령의 수행 완료 여부, 에러 발생 확인, 에러 복구 및 검사 중

단에 대한 판단 등 총괄적인 중앙 제어를 하게된다.

SODS의 경우에는 원자로 벽면 용접부와 노즐 벽면의 초음파 신호를 받

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이지만, 모형 원자로에서는 그 기능의 확인이 

매우 어려웠다. 원자로 모형 자체가 3mm의 철판으로 제작된 관계로 원자

로 검사에 사용되는 초음파 탐촉자로는 벽면 신호를 분석하기가 불가능했

으며, 다만 RIROB의 초음파 스캐닝 시 바닥 신호를 이용하여 탐촉자가 

벽면을 일정하게 누르면서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가 가능했

다. 따라서 SODAS의 신호 분석 실험은 실험실 안에서 시편을 가지고 수

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으나, 원자로 수중에서의 상황과 공기 중

에서의 실험 상황에 대한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

웠다.

검사원은 기본적으로 각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숙지하고 있어야하지만, 전

자동 검사를 수행하는 절차는 MCS 안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

으며, 검사원에게는 GUI를 통한 검사 수행 과정과 결과만을 보여주기 때

문에 매우 쉽게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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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 실험을 위한 개선점 도출 및 해결

실형 원자로 실증 실험에 앞서 모형 원자로에서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로 수중 검사 중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실형 원자

로에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여 대비해야한다. 더불어 검

사 현장으로의 시스템 이동에 관련된 장비 이송 및 현장 설치 문제와 같

은 세세한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

18개월 간의 수중 반복 실험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다. 그 

문제점들은 대부분 시스템 개념 설계가 잘못된 경우, 내구성 결함 발생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오류, 기계 부품의 선정 오류, 제작 상세 설계 시 오

류, 기타 엔지니어링 문제 으며, 단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전자동 검사 

실험을 성공하지 못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수중 반복 실험을 통하여 도

출되어 해결된 300여 문제점 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방수 문제

RIROB에는 많은 전기적 장치들이 설치되어있다. 이들 장치들은 서로 전

선을 이용하여 연결되어있는데 RIROB의 구조상 내부적으로 모든 연결이 

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

는 경우가 있으며, 반드시 외부로부터 전원과 통신 케이블의 연결이 필요

하다. 또한 몸체는 분해가 가능해야 하므로 조립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

되어있다. 이러한 연결부분과 조립 부분들은 방수에 있어 상당히 취약하

다.

초기 RIROB의 설계에서는 전선은 모두 몸체 안에서 해결하면서 원기둥의 

몸체 위에 뚜껑을 씌워 방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뚜껑과 몸체 사이

에는 링을 사용하 으며 둘 사이의 조립은 나사를 이용하 다. 그러나 시

간이 지나면서 해체 작업이 반복되는 동안 나사와 나사 구멍에 문제가 생

기기 시작했으며, 링도 나사의 전방위적인 고른 힘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

에서는 방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외부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의 연결은 



- 451 -

플러그 소켓 방식을 이용하 는데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새로 제작된 RIROB은 부력을 위한 둥근 통을 몸체 중앙 양쪽에 부착시킨 

형태로 제작되었다. 두 개의 통은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었으며 몸체 구조물

에 양쪽에서 나사선 방식을 이용하여 회전시키면서 조립하는 구조로 제작

되었다. 몸체 구조물과 부력통의 접착 부분에는 링을 설치하 으며, 이로

써 이 부분에 대한 방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부력통 안에는 RIROB의 모든 전자 장비가 설치되어있으며, 양쪽 통 

사이와 같은 통 사이에서의 배선 문제로 인한 외부 연결로가 필요하게 되

었다. 문제는 전선들이 통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통속으로 들어갈 때 통에 

생기는 구멍에 대한 방수 문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는 세

탁기의 배수관 연결 방식을 응용하여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소켓을 설치하

다.

RIROB의 매니퓨레이터에 부착된 모든 모터는 두랄루민으로 그 외형을 커

버하는 구조로 방수 문제를 해결하 다.

나. 레이저 탐지기 전반사 문제

초창기 실험에서 RIROB을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모형 원자로 아래로 이

동시키던 중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 다. RIROB이 일정한 깊이로 이

동하면 레이저 감지판이 레이저를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레이저 감지판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때 분명히 레이저가 그 중심에 맞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 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레이

저 감지판에 감지되는 레이저 광의 세기를 측정해본 결과 LASPO의 틸트

가 15도 이상 기울어질 때 그 깊이 아래에서는 그 세기가 아주 미약해짐

을 알 수 있었다. RIROB의 레이저 탐지기에 레이저를 비출 때 비추는 각

이 커지면 전반사가 발생하여 탐지기가 레이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 문제는 레이저 탐지기 외부의 방수용 유리와 레이저 탐지기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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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공기층이 전반사를 일으켜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레이저 감지 센서와 방수를 위한 유리판 사이에 특수 

오일을 삽입함으로써 레이저 전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다. RIROB 매니퓨레이터 운동 문제

처음에는 4개의 매니퓨레이터 축과 1개의 레이저 탐지기 축으로 구성된 

RIROB을 제작하 으나, 이 구조로는 노즐의 중앙을 향해 팔을 뻗을 수 

없는 구조임을 알게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니퓨레이터 전체

를 좌우로 롤링할 수 있는 축을 새로 하나 추가하 다.

스트레치, 틸트에 사용되는 모터를 초기 설계 시 너무 약한 것을 사용한 

관계로 탐촉자 모듈을 달고 스캐닝을 할 때 무게의 부하 때문에 모터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 다. 또한 매니퓨레이터의 움직이는 속도

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터의 힘이 더 센 것을 

사용하 으며, 그 크기가 커져 무게가 더 무거워져 부력통에 대한 재시공

이 필요했다.

모터의 힘이 크더라도 원자로 수중 검사 시 RIROB 바퀴가 매니퓨레이터

의 벽면을 미는 힘에 의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한다. 따라서 각 모터 마

다 에러 한계값을 주어 그 힘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에러를 리턴하

는 루틴이 추가되었다.

검사 수행 시간 단축을 위하여 스캐닝 후 탐촉자를 원자로 면에 누른 상

태로 RIROB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험하 는데, 원자로 벽면 용

접부의 경우 매니퓨레이터가 하늘을 향하는 운동 구조에서는 매니퓨레이

터의 운동 거리와 RIROB 자석 바퀴의 힘에 따라 RIROB이 제대로 이동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이에 따라 삼발이 형식의 

RIROB-Baby(I)을 개발하여 탐촉자 자체가 이동하는 방식을 도입하 다. 

결과적으로 노즐의 검사에는 네발 타입의 RIROB-King(I)이, 벽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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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삼발이 타입이 사용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라. 통신 문제

MCS는 RIROB, LASPO, SODAS와 시리얼 통신을 한다. 바이너리 코드가 

송수신되는 모드에서 발생하는 통신 문제는 대부분 통신 모듈에 세팅된 

DCB 구조가 잘못된 경우이다. 이 부분은 5절에서 상세히 설명하 으므로 

문제 발생 시 제일 먼저 참조하는 것이 좋다.

통신 중 S/W와 H/W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의 결정적인 이유는 MCS와 통신 대상 

장비간에 필요한 그라운드 상의 문제가 대부분 이었다. 그라운드가 깨끗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 중 노이즈 신호가 겹쳐서 송수신된다. 이러한 문제

는 불규칙하게 발생되는데, 통신 중 가끔씩 통신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이 부분을 의심하는 것이 좋다.

마. 탐촉자 문제

여러 형태의 탐촉자 모듈을 제작하여 RIROB의 매니퓨레이터에 교체로 탈

착하는 검사 방법을 채택하 다. 스캐닝 시에 검사 부위 바닥에 일정한 누

르기 힘이 전달되어야 한다. 로봇 매니퓨레이터가 탐촉자 어셈블리를 바닥

에 일정한 힘으로 누르면서 스캐닝을 해야 하므로 실시간 매니퓨레이터의 

제어와 탐촉자 어셈블리의 원활한 마찰이 문제가 되었다.

누르는 힘의 균일함을 위하여 LVDT를 이용한 실시간 제어 루틴을 로봇

에 추가로 내장하 으며, 탐촉자 모듈들에 대해서는 라운딩 작업과 수직 

압력에 대한 힘의 분배를 이용하여 바닥 면과의 과도한 마찰 및 충돌을 

피하도록 하 다. 탐촉자 모듈들은 모두 실형 원자로의 곡면에 따라 라운

딩이 되어있다. 그러나 원자로 내부는 클래딩 작업에 의해 상당히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따라서 탐촉자 모듈을 달고 있는 축 자체가 스프링에 의해 

상하로 힘을 완충할 수 있어야하며, 탐촉자 모듈 자체도 전후좌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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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이 충분히 보장되어야한다.

바. 장비 패킹 문제

연구소 실험실에서 원자로 현장으로 이동할 때에는 장비의 패킹이 큰 문

제가 된다. 장비가 너무 분산되어있으면 패킹 시 중요 장비나 부품을 빼먹

을 수도 있고, 패킹된 장비가 너무 무거우면 이동에 문제가 생긴다. 다라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비의 최소화 및 경량화, 그리고 장비 

운송용 케이스 제작이 필요했다.

시스템 제작 초기에는 RIROB과 LASPO에서 사용되는 전원이 24V, 

+18V, -18V, +9V, -9V 등 다양하여 파워 서플라이가 여러 대 필요하 으

며 전원의 분배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워 서플라이

에서는 24V와 9V 전원만 제공하도록 간소화하고 나머지 전원은 RIROB과 

LASPO 자체 내에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랙에 마운트하기 위하여 파워 서플라이 하나로 각 

장비의 전원을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하 고, MCS와 SODAS 컴퓨

터는 랙에 설치하되 그라운드 및 케이블 교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

도록 다음 그림과 같이 개선하 다.

 

그림 3.8.5 랙에 마운트된 MCS, SODAS, 파워서플라이 본체

RIROB, LASPO의 이동을 위하여 스폰지로 내장 처리된 특수 박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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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이동시 흔들림 등 외부 상황에 향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 다. 따

라서 랙과 장비용 특수 박스 2개, 그리고 기타 박스 2개 정도로 모든 장비

를 패킹할 수 있도록 하 다.

탐촉자는 여러 가지 모듈을 하나의 박스에 보관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제

작하 다. 다음 그림은 탐촉자 모듈과 이를 보관하는 박스이다. 이 케이스

는 007 가방을 개조하여 그 안에 스티로폼으로 탐촉자 모듈을 담을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3.8.6 제작된 탐촉자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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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형 원자로(울진 6호기) 실증 실험

본 시스템을 이용한 원자로 실증 실험을 위해서 두산 중공업에서 제작중

인 울진 6호기를 실험 대상으로 선택하 다. 이 원자로는 수압 테스트를 

끝낸 상태에서 본 시스템을 이용한 PSI 실험을 수행하게되는데, 이를 위

해서 상당히 많은 사전 준비 작업을 수행하야만 했다.

가. 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상세 작성 및 검토

(1) 원자로 검사 범위 및 세부 검사 방법

두산 중공업에서 제작 중인 울진 6호기용 원자로에 대한 실증 실험을 위

한 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제작이 요구된다. 검사 계획서는 RIROB을 이

용한 원자로 초음파 탐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주요 사안이었으며, 검사 절

차서의 경우 초음파 검사 전문가들이 탐촉자의 캘리브레이션부터 검사 범

위 설정 및 데이터 처리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 다.

원자로의 제작 공정과 원자로 보호를 위하여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용 탐

촉자의 캘리브레이션, 초음파 신호 장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입증,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범위 결정,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이 두산 중공업 비파괴 검사팀에 의해 모두 확인 절차 과정을 밟아야

했다.

원자로 검사부위는 그림 3.8.7과 같이 G1, G2, G3, G4의 원주방향 용접부

와 N1, N2,…, N6의 노즐 용접부로 나눌 수 있고, 미리 프로그램밍된 원

자로 자동 검사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여 RIROB이 여러 각도의 탐촉자 

모듈을 이송하여 원자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3.8.7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원자로 검사 부위와 로봇 구동에 대한 식별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

기서, 원자로 용기 두께방향의 화살표는 탐촉자의 빔방향이다. 해당 용접

부를 충분히 포함되도록 탐촉자의 각도와 크기 및 주파수를 선정해 초음

파 보정시험편에서 자동초음파처리 시스템과 함께 검사 보정 후 이 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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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의해 초음파 신호를 수집하고 해석하게 된다. 

Reactor P ressure Vessel

N ozzle 4N ozzle 1
(outlet)

N1

C1C1

C2

C3

C4

(b)

(c)

(d)

(a)

C2

C3

C4

(b)

(c)

(d)

(a)

G1G1

G2

G3

G4

(b)

(c)

(d)

(a)

(inlet)

그림 3.8.7 원자로 검사 식별도

(가) 원자로 원주부분 용접부

0°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원자로 원주부위 용접부의 초음파 검사를 수행

한다. 그리고, 45°와 60°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4방향(CW/CCW, 

UP/DN)에서 초음파 검사를 수행한다. 원자로 원주부분은 아래와 같이 3

개의 검사 부위가 있다.

- Upper shell to inter. Shell : G2

- Inter. shell to lower shell : G3

- Lower shell to bottom head : G4

플랜지와 원자로 연결 용접부의 검사(G1)는 0°와 45° 및 60°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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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을 사용하여 수행하며 3방향(CW/CCW, DN)에서 수행한다. 또한 G1 

용접부의 UP에 관한 검사는 플랜지 표면에서 2.5°와  4°및 10.5° 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나) Inlet, Outlet Nozzle-to-Shell 용접부

Inlet 및 Outlet 노즐과 원자로의 연결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0°

와 45°및 60°검사 모듈을 사용하여 3 방향(CW/CCW, Shell 벽면방향)

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추가 탐상각으로 Inlet 노즐의 경우에는 보어(bore) 

위치에서 5°와 45°로 검사하고, Outlet 노즐의 경우에는 보어 위치에서 

10°와 45°로 검사한다.

(다) Inlet, Outlet Nozzle Inner Radius Region

Inlet Inner Radius 부분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50°70°로 검사하고,  

Outlet Inner Radius 부분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40°로 검사하며, 그림

3614의 (b)에 잘 나타나 있다. 

(라) Inlet, Outlet Piping 용접부

Safe end와 노즐 연결부 용접 부위에 대한 검사는 노즐 보어 위치에서 

0°, 45°검사(CW/CCW, UP/DN)로 검사 한다.

(2) 검사 계획 및 절차

원자로 초음파 검사를 위한 상세한 신호 수집 방법 절차는 표 3.8.1과 같

이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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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Scanning Procedure

No. 검사 부위 식별번호 검사 기술 Scan Path

A
Circumferenti

al weld

G1

G2

G3

G4

0°

45°

60°

B
Flange to

shell weld
G1

2.5°

4°

10.5°

C

Nozzle to

shell welds

(Inlet: 4 ea

Outlet: 2 ea)

Outlet 

nozzle

(bore)

10°45°

Outlet 

nozzle

(wall)

0°

45° 

60°

Inlet 

nozzle

(bore)

5° 45°

Inlet 

nozzle

(wall)

0° 

45°

60°

D
Nozzle IRS

(6 ea)

Outlet 

nozzle 

(IRS)

10° 45° 

Inlet 

nozzle 

(IRS)

50° 70°

E
Nozzle to 

pipe (6 e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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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사 절차에 맞추어 실증 검사를 하기에 앞서 실제 검사 상황에 

대한 검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두산 중공업에서 제작 중인 울진 6호기 원

자로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 다. 우리가 제작한 시스템을 이용하

여 원자로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내부

에 물이 담겨져 있어야 하나 작업 공정 상 레이저를 이용한 자동 탐상 조

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래 사진과 같은 상태 다.

그림 3.8.8 수압 테스트 전 실형 원자로 전경

검사 계획을 위한 우리측 스케쥴 기간에 울진 6호기는 클래딩과 러그 등

의 작업을 위해 원자로가 누워있는 상태로 과제의 진행 상 두산 중공업과 

협의하여 현 상태에서 벽면 웰딩 부위 일부와 노즐의 극히 일부만을 매뉴

얼 모드로 RIROB을 이용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이 실험을 

수행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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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수압 테스트 전 실형 원자로 실험

이 데이터를 토대로 원자로 각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시간을 산출해 내

고 우리 쪽에 주어지는 원자로 사용 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는 항목에 대

해 선정을 끝내야 했다. 다음은 울진 6호기 PSI에 대한 검사 계획이다.

표 3.8.2 검사 계획

o Nozzle-3, Inlet Nozzle @ 60 

검사 부위 ID 

(Nozzle 3: 

@60) 

Weld  

Description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 

Beam 

Component 

예상 검사 

소요 시간 

Noz3INS 

(Bore) 

Inlet nozzle to 

shell 

5, 45 P3 TWD 96분 

 

o Nozzle-4, Inlet Nozzle @ 120 

검사 부위 ID 

(Nozzle 4: 

@120) 

Weld  

Description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 

Beam 

Component 

예상 검사 

소요 시간  

Noz4INS 

(Bore) 

Inlet nozzle to 

shell 

5, 45 P3 TWD 9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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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ozzle-5, Inlet Nozzle @ 240 

검사 부위 ID 

(Nozzle 5: 

@240) 

Weld  

Description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 

Beam 

Component 

예상 검사 

소요 시간 

Noz5INS 

(Bore) 

Inlet nozzle to 

shell 

5, 45 P3 TWD 96분 

 

 

o Nozzle-6, Inlet Nozzle @300 

검사 부위 ID 

(Nozzle 6: 

@300) 

Weld  

Description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 

Beam 

Component 

예상 검사 

소요 시간 

Noz6INS 

(Bore) 

Inlet nozzle to 

shell 

5, 45 P3 TWD 96분 

 

 

노즐 총 검사 소요 시간 : 384분(약 6.4시간)

 o 원주부위-1, Upper shell to Intermediate shell 

검사 부위 ID 

(Shell 

Weld: G2) 

Weld  

Description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nent

예상 검사 소요 

시간  

Cir1Up Upper shell to 

Inter. Shell 

45, 60, 0 P1 UP 138분 

노즐방해부분제외

Cir1Dn Upper shell to 

Inter. Shell 

45, 60, 0 P1 DN 208분 

 

Cir1TrCW Upper shell to 

Inter. Shell 

45T, 60T, 0 P1 CW 192분 

 

Cir1TrCCW Upper shell to 

Inter. Shell 

45T, 60T, 0 P1 CCW 192분 

 

원주-1 전체 검사 소요 시간 : 730분(약 12.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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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주부위-2, Intermediate shell to Lower shell 

검사 부위 ID 

(Shell 

Weld: G3) 

Weld  

Description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nent 

예상 검사 소요 

시간  

Cir2Up Inter. Shell 

to Lower shell

45, 60, 0 P1 UP 178분 

시편부분제외 

Cir2Dn Inter. Shell 

to Lower shell

45, 60, 0 P1 DN 208분 

 

Cir2TrCW Inter. Shell 

to Lower shell

45T, 60T, 0 P1 CW 192분 

 

Cir2TrCCW Inter. Shell 

to Lower shell

45T, 60T, 0 P1 CCW 192분 

 

원주-2 전체 검사 소요 시간 : 770분(약 12.8시간) 

o  Flange 부위, Flange to Upper shell 

검사 부위 ID 

(Flange 

Weld: G1) 

Weld  

Description 

검사 각도 

(기술) 

모듈 

Conf.

Beam 

Component 

예상 검사 소요 

시간  

FlangeTrCW Flange to 

Upper shell 

45, 60, 0 P1 CW 192분 

 

FlangeTrCC

W 

Flange to 

Upper shell 

45, 60, 0 P1 CCW 192분 

 

FlangeUp Flange to 

Upper shell 

45, 60, 0 P1 UP 208분 

 

Flange to Upper shell 전체 검사 소요 시간 : 592분(약 9.9시간) 

검사 계획서에 보면 각 검사 항목별 검사소요 시간과 검사 방법에 대하여 

나타나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원자로 전체 검사에 필요한 시간은 2746

분인 약 42 시간이다. 이 시간은 단순히 RIROB이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검사를 수행하여 성공하 을 경우의 수치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시스템의 

설치에서부터 각 검사 항목에서 취해야하는 작업 등 많은 시간이 더 요구

된다. 더욱이 플랜지 검사의 경우 원자로 모형의 특성상 한번도 실험을 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문제점이 상존한다고 판단하 다. 더욱이 Outlet 노즐

의 턱이 울진 4호기 보다 훨씬 넓은 상태로 울진 4호기를 기준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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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RIROB으로는 구조상 검사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울진 6호기 실증 검사에서는 원자로 벽면 G1, G2, 그리고 Inlet 노

즐 한 개를 검사 대상으로 선택하여 실증 실험을 수행하기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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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증 예비 운전 절차 시범

실형 원자로에 대한 본 시스템의 실증 실험을 위해서는 실형 원자로를 소

유한 두산 중공업 측의 사전 양해 및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원자로 

작업 공정의 중요도로 볼 때 함부로 공정을 조정하기가 곤란하며, 실무자

들에 의해 본 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만 실증 실험

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진 6호기에 대한 실증 실험을 진행

하기에 앞서 자동 검사 시스템의 총 점검 및 관계자들에게 시연을 하기 

위하여 두산 중공업 원자로 비파괴 담당 부서장과 실무진, 그리고 비파괴 

검사 전문 기관을 초빙하여 2001년 12월 19일 연구소에 제작된 모형 원자

로에서 예비 운전을 시행하 다.

그림 3.8.10 시스템 및 운전 절차 설명

먼저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운전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관계자들과 토의 형식으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모형 원자로에서

의 실험에 착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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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11 모형 원자로 실험 시연회

이 시연회를 통해 실형 원자로에서의 검사에 대한 관계자들의 확신이 있

었으며, 이 시연회에서 종합된 토론 내용을 시스템에 적용하여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3개월 뒤에 창원에 위치한 두산 중공업 울진 6호기에 대한 

실증 실험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림 3.8.12 두산 중공업에 이동 설치된 모형 원자로

2002년 3월에는 연구소에 설치되어있던 모형 원자로를 두산 중공업으로 

이동 설치하고, 실형 원자로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 모형 원자로에서 직접 실험해 보는 한편 제작사인 

두산 중공업의 감독 기관에게 이 과정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울진 6호기에 

대한 최종 검사 실험 허가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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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형 원자로 압력 용기 초음파 검사 실증 실험

실형 원자로 용기에 대한 실증 실험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원자로 자동 

초음파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두산 중공업에서 제작중인 울진 6호기 실형 

원자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하여 두산 중공업 비파괴 검사부의 검사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그 성능을 입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 검사 현장 상황

본 시스템을 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02년 3월 22일 오후 5시

부터 3월 24일 오후 5시까지로 협의되었다. 검사에 필요한 탐촉자 캘리브

레이션은 3월 21일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원자력 공장 내의 검사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검사 시기가 3월인 관계로 

공장 안의 온도는 매우 낮았다. 더욱이 주어진 검사 시간이 짧았던 관계로 

철야 작업까지 감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추위가 가장 큰 문제 다. 따

라서 원자로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려 하

으나, 공장 여건 및 RYSIS 케이블 현황 상 컨테이너 설치는 불가능하

다.

본 시스템을 이용한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주변광이다. 공

장 내에는 낮에는 햇빛이 수시로 비추고 밤에는 교류를 사용한 백열등이 

비추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변광을 차단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원자로를 인수한 시기가 수압 테스트를 끝낸 바로 직후 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은 원자로 수압 테스트를 위해서는 원자로 안의 물의 온도를 90

도까지 올린다는 것이었다. 모형 원자로 내에서는 하의 온도에서도 실험

을 성공하 지만 90도의 뜨거운 물에서의 실험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뜨

거운 물에서는 전자 장비들이 어떤 오동작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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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 테스트를 위한 배수 관계로 원자로 0도 부근의 Outlet 노즐에서부터 

원자로 바텀까지 배수관이 설치되어있었다.

현장 상황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서 부딪

칠 때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 다.

(2) RYSIS 설치

(가) MCS의 설치

RYSIS의 상태는 원격 30m 이내의 작업 환경으로 세팅되어져 있었다. 원

자로는 거대한 정반 위에서 노즐부터 지상에 드러난 상태로 서 있었으며, 

작업 케이블은 원자로 5m 주변 정도 밖에는 여유가 없었다. 컨테이너를 

원자로 바로 앞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MCS를 다음 사진과 같이 설치하 다. 

그림 3.8.13 울진 6호기 앞에 설치된 MCS와 SO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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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바로 옆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MCS, SODAS, 그리고 CCTV용 모

니터를 설치하 다. 이 두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40분 정도

으며, 설치상의 문제점은 없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 위에

서는 LASPO의 설치가 진행되었다.

(나) LASPO의 설치

다음 사진은 울진 6호기 플랜지에 LASPO를 설치하는 장면이다.

그림 3.8.14 울진 6호기 플랜지에 설치되는 LASPO

LASPO의 서포트 바는 울진 4호기 PSI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원자로의 0

도와 180도 위치에 바의 끝단을 정확히 맞추기만 하면 된다. LASPO를 켜

고 회전을 시키면서 플랜지 바로 아래의 키 홈에 대해 위치를 확인함으로

써 바 중앙의 휜 정도를 계산하고 이를 시스템에 재 입력하여 준비 작업

을 완료하 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서포트 바가 오랜 

시간동안 약간의 변형이 있었으며 중앙 부분이 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

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시간이 다소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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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ODAS 설치

SDOAS는 MCS의 바로 옆자리에 설치하 다. SODAS와 RIROB 간에는 

트리거를 위한 케이블을 연결하 으며, MCS와는 통신을 위한 통신 케이

블을 연결하 다. SODAS 시스템의 설치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지만, 

SODAS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음파 관련 보정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SODAS를 현장에 설치하기에 앞서, 검사장비와 시스템을 보정하 다. 기

본 보정시험편으로는 울진 6호기 Calibration Block으로, RV-03, RV-02, 

RV-04를 사용하 고, 표준시험편으로는 IIW와 DC 보정시험편을 각각 사

용하 다.

검사에 적용된 탐촉자는 국내 원전에서 원자로 검사의 경험이 많은 SwRI

사의 중심주파수 2.25㎒이고, 크기가 1˝인 원형 탐촉자이고, 사용된 탐촉

자 모듈의 형태와 굴절각은 그림 3.8.15에 나타나 있다.

탐상방향

45° 0° 60°

      

탐상방향

5° 45°

그림 3.8.15 탐촉자 모듈의 형태와 굴절각

다음 표 3.8.3은 각 Block에 대한 반사체의 초기 보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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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3 Calibration 데이터

Block 명칭 탐상각 채널 에코높이(%)
초음파 

전파시간(㎲)

기준감도

(dB)

RPV-RV03

0° 1CH

80 28.120

45.541 50.680

19 72.760

45° 2CH

80 70.050

50
55 125.730

29 177.490

13 286.050

60° 3CH

80 89.640

62
50 157.200

29 222.720

12 340.200

RPV-RV02

0° 1CH

80 25.430

-

70 44.630

53 63.830

45° 2CH

82 63.810

49 111.810

29 157.810

13 247.970

60° 3CH

81 89.540

39 142.580

29 194.060

13 308.540

RPV-RV04

5° 1CH

79 72.570

54.5
54 98.970
41 111.210
38 123.090

45° 2CH

81 251.970

6052 308.490

34 37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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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IROB의 원자로 입수

다음은 RIROB을 원자로에 입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RIROB의 입수는 

원자력 공장내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원자로가 발전소의 경우

처럼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간단히 들어서 입수를 위해 이동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원자로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원자로 상단까지 올라가는 계단 또한 협소한 관계로 사람이 이동시키기는 

불가능했다. 다음 그림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RIROB을 원자로로 끌어올리

는 사진이다.

그림 3.8.16 크레인을 이용한 RIROB의 원자로 입수 과정

RIROB은 부력을 가지고 있어 물에 뜨는 관계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자

로 안쪽 수면에 RIROB을 위치시킨 후에 막대를 이용하여 자석 바퀴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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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원자로 벽면에 부착되도록 하 다. 원래는 RIROB을 원자로로 입수

시키기 위한 가이드 판이 있었으며 울진 4호기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RIROB 입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위의 방법을 사용하 다.

(마) 주변광 차단 장비 설치

RIROB의 원자로 입수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공장 내의 햇빛과 전등 빛에 

대한 처리가 필요했다. RIROB의 레이저 감지판이 공장 천정에 설치된 일

반 전등의 빛과 사방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의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로 상단에 다음과 같이 40분에 걸쳐 주위 광원 차단

용 천막을 설치하 다.

그림 3.8.17 주변광 차단을 위한 천막 설치

천막을 설치하면 원자로 내부는 매우 어둡게되어 CCTV를 이용한 RIROB 

관찰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수중등을 설치하여 원자로 안을 발게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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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 수중등은 직류를 사용하는 백열등이므로 RIROB에게는 아무런 

향도 미치지 않는다.

(바) RYSIS 기능 실험

장비 설치부터 완료까지 총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렇게 실험 준비가 

완료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 다. 원자로의 접수 시기가 수압 

테스트가 끝난 바로 직후 기 때문이었다.

수압 테스트를 위해서 원자로 안의 물의 온도를 90도까지 올린 상태 다. 

다른 시스템들은 이상이 없었으나 수중에 입수한 RIROB이 작업을 시도하

려할 때마다 오동작을 일으켰다. 또한 원자로 벽면에서 레이저에 방해가 

되는 수많은 기포가 올라오고 있었다. 따라서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며, 원자로 안의 물이 많은 관계로 RIROB이 

정상 동작하는 온도까지 떨어지는데 하루가 소요되었다. 물의 온도가 40도 

이하로 떨어져야 센서들이 오동작을 하지 않음을 현장에서 알 수 있었다. 

특히 레이저 감지판에 부착된 센서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 센서 다. 온도

가 일정치 이상만 올라가면 그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 다.

다음날인 3월 23일 오후가 되어서야 RIROB이 정상으로 동작하기 시작하

으며, 전 자동 검사를 위한 준비 기능을 모두 테스트할 수 있었으며 

RYSIS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



- 475 -

(사) 실형 원자로 울진 6호기 실증 실험

① 원자로 벽면 G1, G2 자동 초음파 탐상

원자로의 검사는 3월 23일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본 시스템을 이용한 검사의 경우 G1 보다는 G2 검사에 더 많은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먼저 G2 용접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시스템이 원하

는 결과를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하기로 하 다.

그림 3.8.18 원자로 용접부 G2 검사

원자로 벽면 G2 검사는 탐촉자 모듈 방향을 90도 돌린 상태로 검사를 수

행하는 CW(시계방향) 검사와 -90로 돌린 상태로 검사를 수행하는 CCW

(반시계방향) 검사, 탐촉자 모듈 방향 0도 상태의 Upward 검사, 그리고 

탐촉자 모듈 방향 180도 상태의 Downward 검사가 수행된다.

따라서 G2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RIROB이 총 4번 원자로 벽면을 돌

아야만 한다. 이 검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초음파 검사 데이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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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중간에 발생할지 모를 인터럽트나 에러에 의한 데이터 보호를 위

하여 각 검사 구간을 4등분하 다.

RYSIS의 검사 알고리즘이 RIROB 찾기, 검사 초기 위치로 이동하기, 자

동 검사 시작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중간에 발생하는 인

터럽트와 에러 때문에 이 순서를 계속 지켜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

능했다. 즉, 검사 진행도중 문제가 발생하여 자동 검사를 중지해야 할 경

우가 자주 발생하 는데, 이때마다 원자로 0도 부근에서 수행하는 RIROB 

초기 위치 보내기 및 검사가 재시작될 구간으로 끌고 오기에는 너무나 많

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원자로 벽면 검사의 경우 RIROB은 항상 원자로의 일정한 깊이에서 수평

이동만 하게된다. 이를 이용하여 검사 중간 부분부터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RIROB을 LASPO 팬 10도 만큼 후진시킨 후 재검사 구간을 설

정하여 바로 재시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 다.

이렇게 검사를 수행한 결과 CW와 CCW의 검사 경우 각각 3시간 30분의 

검사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Up-Down 검사의 경우 각각 4시간 20분 정도

의 검사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각각의 경우 스캐닝 구간이 다르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결과이며, 검사 계획에서 제작하 던 검사소요 시간 데이터와 

거의 근접하는 결과를 보 다. G2 구간에 대한 실증 실험은 4개의 검사 

항목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그러나 실제 검사 시간에 비해 현장 

여건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전과 프로그램 수정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10시간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검사를 완벽하게 수행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수된 신호

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이 신호의 수집 및 평가 시스템인 SODAS는 

각 검사의 검사 구간에 따라 원자로 원주 방향 거리에 맞게 세팅을 하여 

데이터를 입수하 으며, 실증 검사 동안 검사 전문가는 검사 신호 입수에 

있어 RYSIS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을 판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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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검사 또한 G2 검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이 검사에서는 RIROB의 

매니퓨레이터가 G2에서와는 달리 원자로 Up-Down 방향으로 운동 시 상

당히 긴 거리를 운동하도록 세팅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형 원자로 실험에

서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 다. 매니퓨레이터의 운동 거리가 중력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뻗을 정도로 스캐닝이 이뤄지면 모터에 이상이 발

생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G2에서처럼 운동 길이를 다시 조정하여 수행

할 수도 있지만, 처음 수행하는 현장 실증 실험의 미숙함으로 인해 G2 검

사에 부가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한 관계로 노즐을 검사를 위해 포기

하 다.

② 원자로 Inlet 노즐 자동 초음파 탐상

원자로 Inlet 노즐 검사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실증 실험을 위한 원자로 

인수 시간이 2시간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노즐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탐촉자 모듈을 교체해야 하고 장시간 수중에서 

RIROB이 운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 시간이 

요구되었다. 또한 G1 검사에서 매니퓨레이터를 최대한 길이까지 이동시킬 

때 모터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노즐 검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원자로 벽면 용접부와 노즐에서의 매니퓨레이터 운동 

방향이 다르므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 다.

탐촉자 교체와 기본적인 확인 과정을 끝낸 후 RIROB은 120도 위치의 

Inlet 노즐을 검사 대상으로 하여 Bore 검사만을 수행하기로 하 다. 먼저 

이 검사를 위하여 노즐용 LASPO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하 다. 

이는 육안으로 레이저 포인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능인데 원자로 안에

서는 조명을 설치하 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포인터의 움직임 확인이 불

가능하 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몇 군데 구간을 확인한 후 실험

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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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검사는 50도 부근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RIROB의 오동작이 

발생하 다. 주어진 검사 시간을 모두 소모한 관계로 노즐에서의 RIROB 

검사가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③ 실증 실험 결과

본 검사에 사용된 탐상의 주사감도는 Calibration시의 기준감도에서 14dB

를 높여 검사를 수행하 다. 이는 20%를 80%로 증대하여 결함 검출을 쉽

게 하고, 검사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다.

결함검출을 위한 주사는 그림 3.8.19와 같이 용접부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사용된 탐상각 45°, 60°횡파를 이용하여 용접부와 나란한 결함검출을 위

한 주사(Scan No. 1, 2), CW, CCW 방향으로 용접부에 대해 수직방향으

로 존재하는 결함검출을 위한 주사(Scan No. 3, 4)를 수행하 다.

FLOW

SCAN CONVENTION

4

1 2

3

그림 3.8.19 원자로 용접부 자동 초음파검사 Scan Convention

종파인 0°와 횡파 45°, 60°사각빔을 이용하여 용접선과 나란한 결함들

을 검사하 으며, 용접선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양편에서 모두 수행하 다. 

노즐용접부는 5°, 45°를 사용하 다. 또한, 용접선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존재하는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시계 및 반시계 방향으로 검사를 수행하

다. 그림 3.8.20 ∼ 그림 3.8.33은 원자로 용접부에 대한 검사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 그림제목은 용접부-탐상방향-탐상각 순으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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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얻어진 화면의 상단 그림은 원자로 용접부를 주사한 C-Scan 화

면(신호의 크기를 평면도상에 색표시)으로써 가로좌표와 세로좌표는 원자

로 용접부에서 탐촉자가 움직인 위치의 좌표를 나타내고 색깔은 탐촉자가 

있는 위치에서의 반사체로부터 얻어진 신호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화면의 

중간그림은 초음파빔이 실제 용접부 내부를 진행하여 반사체로부터 얻어

진 신호 크기를 색깔로 나타낸 것으로 가로좌표는 상단 그림의 가로좌표

와 같고, 세로좌표는 빔이 진행한데 걸린 시간 즉, 빔이 진행한 거리이다. 

화면의 하단 그림은 실제 탐촉자가 놓인 위치에서의 신호를 나타낸 것으

로 가로좌표는 신호가 나온 위치까지의 거리 또는 빔이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이며 세로 좌표는 신호의 크기를 나타낸다.

자동초음파검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검사부위 용접부에서 일정거리 만

큼 떨어진 곳에서 RIROB이 검사를 수행하 다. 검사수행결과는 하드디스

크에 저장되었고, 수록된 데이터는 Software에 의한 다양한 화상처리를 

통해 결함지시를 평가하 다. 울진6호기에 투입되어 본 검사 장비가 검사

한 결과, 용접부 G2와 노즐 N3는 관련규격(ASME Sec. XI 1989년)의 허

용치를 초과하는 결함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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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0 G2-CCW-0

그림 3.8.21 G2-CCW-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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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2 G2-CCW-60

그림 3.8.23 G2-C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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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4 G2-CW-45

그림 3.8.25 G2-CW-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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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6 G2-DN-0

그림 3.8.27 G2-D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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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8 G2-DN-60

그림 3.8.29 G2-U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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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0 G2-UP-45

그림 3.8.31 G2-UP-60



- 486 -

그림 3.8.32 N3-BORE-5

그림 3.8.33 N3-BORE-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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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실증 실험에서 발생한 문제점

① 장비 연결 케이블 길이

MCS와 RIROB, LASPO 간의 연결 케이블이 짧은 관계로 작업 환경을 원

자로 주위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케이블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는 것

이 필요하며,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 전기와 통신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야한다.

② RIROB의 매니퓨레이터

G1 검사에서 보듯이 매니퓨레이터의 운동이 최대로 될 때 모터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니퓨레이터 자체의 무게를 대폭 줄이고 부력

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③ 레이저 감지 장치의 주변광 간섭

레이저 감지판이 주변광, 특히 햇빛이나 교류를 사용하는 전등에 치명적인 

향을 받는 관계로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는 차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④ 자석 바퀴

원자로가 클래딩 되어 있는 관계로 RIROB이 미끄러지거나 매니퓨레이터 

운동에 의해 벽면에서 려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자석 바퀴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자석의 성질이 약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편리하

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

⑤ 검사 절차

항상 검사 초기 위치에서 모든 자동 검사가 수행되도록 제작하 으나, 현

장 여건상 시간이 매우 중요한 팩터이므로 임의의 위치에서도 검사 초기 

위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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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MCS와 SODAS의 연계

현재는 각각의 시스템이 검사 계획에 따른 데이터 입력을 각각 수행하지

만, MCS에서 이를 총괄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좋다. 또한 탐촉자의 캘

리브레이션이 끝나면 MCS의 운전자가 SODAS 운전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⑦ LASPO 서포트 바

스터드 볼트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한번에 정확한 위치를 잡아 장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바가 필요하다. 원자로 내부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번 

실증 실험에 사용된 방법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⑧ 벽면 용접부 검사 전용 RIROB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RIROB-Baby 타입을 의미한다. 다축 매니퓨레이터

를 장착한 RIROB-King 타입은 노즐 검사에 주로 사용하고, 벽면 용접부 

검사에는 몸체에 스캔 축이 부착되어 있는 RIROB-Baby 타입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타입의 검사 로봇은 완성되어 있으나 시간 관계 상 실험을 거치지 못

하여 이번 실증에서는 사용하지 못하 다.

⑨ SODAS 성능 개선

현재는 초당 80mm 정도의 속도로 스캐닝을 수행한다. RIROB의 경우에는 

최고 200mm 까지 스캐닝이 가능하나 SODAS 내부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 때문에 스캐닝 속도를 높일 수가 없다. SODAS에 사용되는 P/R 보

드와 A/D 보드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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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RISYS 장애 및 정비보수

1. 모형원자로 (KAIRO) 

가. 레이저 위치 지시기 (Pan/Tilt) 수평 및 수직 잡기 

(1) 크로스바에 pan/tilt를 장착 후 KAIRO의 정 중앙에 일치하도록 올려

놓는다.

(2) Tilt를 동작하여 수평선 지점에 Laser를 일치시킨다.

(3) Pan을 동작하여 360도 회전하면서 Laser가 수평선과 일치하는가 지켜

본다.

(4) Laser Point가 수평선보다 올라갈 경우에는 크로스바의 높이 조절용 

볼트 (4개) 중 Laser 쪽의 크로스바 양쪽에 있는 2개의 볼트를 돌려서(반

바퀴 정도) 높이를 내리고 Laser Point 가 내려갈 경우는 높이를 올린다. 

(5) 수직 맞추기는 수직 추를 원하는 각도에서 내려 정착시킨 후 pan을 

동작하여 수직 추의 실선에 Laser point를 일치시킨 후 Tilt를 동작하여 

내림과 올림을 반복하여 Laser Point가 실선에 맞는지 지켜본다.

(6) Laser Point가 내려가면서 실선에서 좌 방향이나 우 방향으로 계속 벗

어나면 Pan/Tilt를 내려서 Tilt 부분을 정 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나. 물 채우기

(1) 물높이 - Pan/Tilt의 회전부위 정도 높이면 Pan/Tilt 동작에 적당함

(2) KAIRO의 물높이 조절용 구멍 - 물 채우기 중 만약의 경우 물이 필요

이상으로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KAIRO에 배수용 구멍(∅10mm)

이 있음.

다. ROBOT 비상구출

ROBOT에 이상이 생겨 제어가 불가능할 경우, 크레인 고리를 ROBOT 손

잡이에 걸고 ROBOT의 상태에 따라서 조정을 하여 수면까지 끌어낸다.

라. 볼탑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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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조절용 볼탑을 ROBOT이 후진하면서 무리하게 떠미는 바람에 볼탑 

고정쇠가 파손 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요함

마. 이물질 제거

KAIRO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벌레 같은 이물질이 많이 생기는

데 이물질제거용 얼거미를 이용해서 걷어낸다.

바. 철재류 제거

(1) KAIRO에서 작업 중 실수로 작업 공구 등이 떨어졌을 경우 자석을 끈

에 매달아 철재류를 붙여서 끌어올린다.

(2) 자석이 KAIRO의 면에 잘 달라붙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사. KAIRO 청소

(1) 외부의 배수 밸브에 소방호스를 연결 후 밸브를 열어 밸브 높이까지 

물을 배수시킨다.

(2) 사다리를 타고 내부의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의 마개를 큰 몽키 스패

너로 연다.

(3) 물이 다 빠지면 샴푸를 풀어서 노즐과 바닥의 이물질 수세미로 깨끗

이 닦아낸다.

(4) 수면 높이에도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으므로 잘 닦고 물 호스를 이용

해 깨끗이 세척한다.

(5) 바닥의 물마개를 잠  때는 테프론 테이프를 나사 선을 거의 덮을 때

까지 감고 잠근다.

아. 동절기 관리

(1) 히터가동 - 얼음을 완전히 녹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4 시간이 소

요된다.

(2) 실험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최소한 PAN/TILT 의 Cable 높이 까지 

물을 배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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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절기관리 

(1) 하절기에는 벌레 및 탑세기 같은 이물질이 많이 생기므로 자주 이물

질을 걷어내야 한다.

(2) 하절기에는 수온이 올라가므로 물이 혼탁해지기 쉬우므로 물을 적당

량씩 빼주고 새물로 채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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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ROB 관련

가. 부력통 방수문제

(1) 뚜껑을 돌려서 닫거나 열므로 O링에 나쁜 향을 준다. 여닫는 횟수

에 따라서 O링을 교체해야한다.

(2) 물이 침투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뚜껑 내부에 방습제 (아기 기저기)를 

붙여 놓으면 물이 어느 정도 침투를 해도 전자회로 (기판)에 향을 주지 

않는다.

(3) 부력통 뚜껑을 양쪽으로 돌출 되어 있으므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손상을 입게되어 방수부위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이동시 주의를 

해야한다.

나. 부력재

(1) 특수 부력재 - 부피에 비해서 자체 무게 관계로 인하여 부력역할이 

미미함.

(2) 볼탑용 공 - 부력 조정량 만큼의 크기대로 맞추어 장착할 수 있는 장

점은 있으나 장착 위치에서 너무 돌출 되는 단점이 있음.

(3) 장식용 스치로플 - 장착 위치에 적당한 구조와 적당한 크기로 모형조

정이 가능하나 외부충격에 약하다.

다. ROBOT 자세 잡아주기

상향 Scanning 시에 과도하게 누르는 경우 자석바퀴가 떨어지면서 

ROBOT이 하강하게 되는데 부력의 힘으로 한쪽 바퀴만 살짝 붙어서 매달

려 있게 되었는데 크레인 고리에 손잡이를 걸어서 상하 좌우로 당겨가면

서 ROBOT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라. ROTATE ARM 90도 꺾기

NOZLE 검사 시 93도까지 꺾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95도 정도도 동작 

할수 있게 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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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ILT ARM 15도 꺾기

최대 15도로 꺾이면 기어간의 간섭 때문에 동작이 불량하므로 10도 정도

만 동작하게 교정함.

바. Connector 조임 불량

main connector 의 볼트를 1차로 조인 후 2차로 조여 주어야 하나 그대로 

수중실험을 해서 Robot에 물이 새어 들어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주의 요함.

사. 조명등 파손

Robot에 camera와 조명등을 설치하고 조명등을 폐시키고 공기 중에서 

장시간  Robot Test를 하면 조명등에 과다한 열이 발생하여 파손됨.

아. 레일의 볼 베어링 이탈

레일의 왕복 운동시 볼 베어링 왕복 운동 방향에 따라 동작을 잘하지 못

하여 힘이 가해지면 베어링 가이드가 구겨지거나 이탈하게 된다.

자. Cable 가이드

가이드 안에 cable이 꽉 차이도록 넣으면 cable가이드의 동작이 불량하여 

cable 피복에 손상을 입힌다.

차 cable 모음

Slide 판의 전후 동작 시 여러 가닥이 모인 cable이 굽힘과 펴짐 동작을 

잘하도록 cable Tie로 묶어서 했었으나 동작이 불량하여 3등분하여 얽어 

매는 것이 좋음.

카. 방수 콘넥터 파손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된 콘넥터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콘넥터 원형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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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되어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함

타. Wire 끊김

Stretch용 wire는 항상 힘을 받아서 신축작용이 생기므로 한 올씩 끊어지

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한 올이라도 끊어지면 wire전체가 쉽게 끊어질 수 

있다. 처음에는 wire의  탄성이 강한 것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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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tor 관련

가. Case 부분 

(1) 빈번한 분해 조립만 없다면 한번 조립 후 방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반  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Case 제작은 반드시 규격 에 맞는 O링을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나. 콘넥터 부분 

(1) 주위 온도에 따라서 방수한 부분에 수축현상이 발생하므로 수시로 방

수실험을 하여야 한다.

(2) 콘넥터 크기에 맞는 cable을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 방수는 될 수 있으

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고무링 부분과 cable 이 맞닿는 부분에 수축현상으

로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cable 안쪽에 크기에 맞는 파이프를 

삽입시켜서 콘넥터를 조이면 수축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견고해지므로 

반 구적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3) 콘넥터 크기에 차이가 크면 cable 외경에다 파이프를 끼워 넣어 야 하

는데 이때는 파이프와 cable 간에 방수제 (Araldite) 혼합용으로 잘 발라서 

처리 후 사용하면 역시 장기간 방수 될 수 있다.

다. Cable 부분

(1) 피복과 콘넥터 부위 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cable의 양쪽 끝단

에도 방수제 (Araldite)로 발라주면 좋다. 

(2) cable의 양쪽 끝단 연결 상태 관계로 cable의 완전 교체가 곤란할 경

우 중간에서 끊고 이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역시 cable 이음작업 후 방

수제로 1차 처리 후 연결 부 위에 파이프를 이용하여 방수제로 완전 폐

시킨다.

라. 실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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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터 축과 함께 항상 회전하므로 구적인 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실

링 수명에 맞게 교체하는 것이 좋다.

(2) 실링은 충격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ROBOT을 무리하게 다루지 

안아야 한다.

마. Motor Cable 연결작업

(1) Encoder 선 작업은 총 8가닥이므로 선 배치 연결 시 각부에 어긋나게  

연결이 되면 모터작동이 불규칙하고 제어가 어렵다.

(2) Power 선 작업은 Encoder 선이 맞게 연결되어도 A상과 B상에 맞게 

⊕⊖를 연결해야 한다. ⊕⊖가 엇갈리면 제어가 불가능 함.

(3) 수분이 침투했을 경우 모터 제어가 불규칙하게 되고 거의 최고 속도

로 돈다. 

(4) Encoder 선 불량 - 8 가닥 중 사용하는 선 중 1가닥이라도 불량하면 

Motor의 제어 불가함.

바. 자석바퀴

(1) 자력이 강하여 이동시에 강하게 달라 붙는 성질이 있으며 주의하지 

않으면 모터 회전축 방수부위 (메카니컬 실)이 파손 될 수 있고 손에 있

는  금속 도구들을 잡아당기므로 위험할 수도 있다.

(2) 탈착 문제 - 왼쪽바퀴는 나사의 풀림 방향으로 많이 회전하므로 고정

용 나사가 풀려서 바퀴의 흔들림이 생기므로 특수 와샤를 사용하여 고정

시키면 풀림 상태를 방지할 수 있다

(3) 보조바퀴 - 장기간 사용하면 회전부위 (베어링)에 이물질이 끼며 회전

운동에 힘이 많이 걸리게 되어 로보트가 주행하는데 방해가 되어 운전이 

중단될 수도 있다.

(4) 바퀴 지지 대를 여러 조각 내어 나사로 고정시킴으로 해서 그 부위가 

느슨해지고 힘을 받으면 바퀴가 지지 대에 꼭 끼이게 되는데 로보트가 주

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므로 가끔 상태를 check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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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nsor 관련

가. Home Sensor

(1) 방수 - cable 연결 부위에 홈을 내여 cable을 착시켜서 납땜 후 방

수제로 채워 넣는다. 공간이 협소하므로 완전한 방수 작업이 곤란하므로 

cable의 양쪽 끝단에 방수제를 잘 바른다. 

(2) 동작 : Cable 연결 후 정상동작 Test는 Diod와 Ground에 5V를 걸고 

Tr과 GND 전압이 4V - 5V 이면 정상이다.

(3) 직접부착 : sensor가 돌출 되기 때문에 이동시나 동작시 부딪치면 깨

지거나 손상을 입게 되어 부적합하다.

(4) sensor가이드에 부착 : 어떠한 경우에는 고정나사를 1개만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역시 외부 충격시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Home sensor 제어가 어렵다.

(5) sensor집 제작 부착 : 외부충격에도 강하고 고정도 용이하며 방수 부

분도 보호할 수 있다.

(6) 사용중 장애 : 수신부와 발신부 표면에 공기방울이 맺히면 동작이 불

량한 상태가 되므로 주기적으로 한번씩 표면을 깨끗이 닦아 내야한다. 

나. PSD

(1)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내부 저항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작상태

가 의심스러우면, PSD-Board를 check하고 내부저항 상태를 조정해야 한

다.

(2) Motor 작동불량으로 360도 이상 회전하게 되면 수동으로 cable 감김 

상태를 풀어야 한다.

(3) 관리 - 수신부 면은 항상 물에 접촉하므로 이물질이 잘 묻어 있으므

로 자주 닦아주어야 한다. 

다. 경사 Sensor

(1) 한번 setup되면 이변이 없는 한 반 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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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ROB 내부에 물 침투만 되지 않는 한 장기간 사용 가능함.

(2) 경사 Sensor 는 ROBOT의 수평과 수직 상태를 제어하므로 2개를 90

도 방향으로 부착시켜서 ROBOT 과 평행 상태를 잘 맞추어야 한다.

라. 수압 Sensor 

(1) 한번 Setup되면 반 구적으로 사용가능

(2) 물 흡입구의 막힘 여부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마. 습도 Sensor

(1) Sensor 의 표면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표면을 문지르거나 이물질

과 접촉이 심하면 정상값 보다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2) RIROB 시동시 초기 값에 비해 20%이상 상승하면 내부에 물이 침투 

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3) 주의사항 - 습도 Sensor 표면은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손이 닿기 

쉬우므로 표면을 문지르거나 닦으면 표면이 손상을 입게 되어 동작이  불

량하게 된다.

바. LVDT 

(1) 물 침투시 제어가 불가능 하므로 Scanning 시 이상동작이 발생하면 

즉시 LVDT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홀 내벽에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적당한 크기의 봉에 헝겁을 감아

서 홀 안으로 어 넣는 동작을 반복하여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3) 수분 침투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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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IROB 동작 부위의 관리

가. Slide Part

(1) 레일을 타고 왕복운동을 하므로 레일과 베어링상태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나. Stretch Part

(1) 레일을 타고 4단 접이로 wire에 의해서 직선 반복운동을 하므로 레일

과 베어링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하며 wire의 상태 (느슨함, 자리 이탈, 가

닥 끊김)을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

(2) 무리하게 수동작으로 작동시키면 베어링에 손상을 입게되는데 stretch 

동작이 불량하면 베어링 교체나 수리 및 간격 조정을 해야한다.

(3) wire감기 - wire 감을 때 풀리는 쪽과 감기는 쪽을 시작점 위치를 잘 

조정해야한다. wire가 감길 때와 풀릴 때 롤러의 옆으로 이동하므로 wire 

home 위치를 이탈하게 된다.

다. Rotate Part

(1) worm 기어 사용 시 worm에 너무 무리한 힘이 걸리면 slide 판이 쏠

리는 경우가 발생함.

(2) screw 기어 사용 시 팔의 흔들림 향이 모터에 향은 없으나 worm

기어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장치의 부피가 크고 복잡하다.

라. Tilt Part

(1) 좁은 공간에 장치를 해야하므로 문제가 발생함

(2) 백래쉬 문제  : 기어를 최대한 정 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기어의 맞물림 상태에서 한쪽방향으로 과하게 이동시 기어물림 상태

가 생기며 물림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고정나사를 들고 손으로 돌려서 초

기상태로 돌려야한다.



- 500 -

마. PSD Part

(1) ROBOT 내부에 물 침투 시 Motor 의 Encoder 부분에 물이 침투하므

로 분해하여 잘 닦아내고 건조시키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2) Motor 가 이상 동작하여 360도 이상 돌았을 경우에는 Power를 끄고 

수동으로 Home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바. Probe Part

(1) Motor가 오작동하여 360도 이상 회전하면 cable이 감기는데 수동으로 

풀어 주어야한다.

(2) Slide 부분 은 약간의 이물질이 끼어도 동작이  불량하므로 잘 관찰해

야하며 LVDT 제어에 큰 향을 주게된다.

(3) 레일과 베어링 사이에 이물질이 끼면 분해하여 이상여부를 가린 후 

Slide판 (레일의 착부분)을 청소하여 조립 후 사용한다.

(4) 탐촉자 Connector 의 방수는 Connector 부위에 vacuum 구리스로 도

포 한다.

(5) Cable에 Connector 부착시 선 연결 방식대로 연결하되 방수되어야 할 

부분은 수축 튜브로 마감처리를 잘 한다.

(6) 탐촉자 위치 교정 - 전후 좌우 10도 정도로 제작되었으나 30도정도 

꺾어지게 교정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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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N/TILT 관련

가. PAN 문제

(1) cable이 회전 방향에 따라 감기므로 한쪽 방향으로 400도 이상의 회전

은 불가능함.

(2) 한쪽방향으로 400도 이상 돌 땐 cable이 당겨서 더 이상 돌지 못하여 

Pan 동작이 불량하므로 수동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적당한 중간 

위치에서 Home 점을 잡아야한다.

나. Tilt 문제

(1) Home 점에서 - 방향으로 25도 이상이면 물리적으로 더 이상 돌지 못

함.

(2) Home 점에서 + 방향으로 100도 이상이면 Camera와 Laser connector

의 cable에 무리가 가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3) Home Sensor에 공기방울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Tilt동작이 불

량하므로 Pan/tilt 사용 중인 경우에 이물질 제거용으로 Compressor Air가 

가장 적합하다.

(4)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Tilt 동작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손으로 Tilt를 움직여서 동작을 부드럽게 해주면 Tilt동작이 된다.

(5) PAN/TILT 물에 잠김 - PAN/TILT를 방수용으로 사용하 으나 

PAN의 회전부위가 너무 큰 문제로 인하여 PAN 동작 시 힘이 많이 걸려

서 링을 빼고 작동하는 중 방수가 안되므로 물높이를 잘 조절해야 했으나 

실수로 물이 KAIRO의 최대 높이 까지 넘쳐버렸다.

(6) TILT 부위 이탈 - TILT 부위는 항상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이므로 겨

울에 얼어붙어서 얼음의 높이가 내려가면서 TILT부위를 잡고 내려가므로 

인해서 MOTOR의 축에 고정장치가 빠졌음.



23)00032.tif (2222x3359x2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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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본 과제는 가압 경수로 원자로용기의 용접부에 대한 제작검사 및 가동전

검사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여 실형 원자로에

서 성능시험을 하도록 목표를 설정하 다.  

본 과제의 1차년도 (1999)에는 핵심 요소기술 위주로 방법론 개발과 요

소 기술별 확인 실험이 주로 수행되었으며,  2차년도(2000) 에는 모형 

원자로에서 종합적인 수중 탐상 실험을 위주로 과제가 수행되었다.  실험

을 위한 개별 기기의 개발에 이어, 야외에 설치된 원자로 모형에서 자동

검사를 위한 수중 실험이 강도 높게 수행되었으며,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

점을 도출하 다. 총 43회의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1회의 실험은 수중탐

상 로보트를 모형원자로의 수중에 진입시키고 소정의 수중 실험을 수행한 

후 다시 진출시켜 실험실로 반입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3차년도에는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각의 개선된 시스템을 제작하여 

4개 부시스템을 통합하여 전자동 검사를 실험하 다.  탐촉자를 장착한 

수중 탐상로보트 손끝의 위치 오차를 10 mm 이내로 만족시켜야하고 77

개 검사 항목을 컴퓨터 제어로 완전 자동화하여야 하는 본 시스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현재 전자동 검사 기능을 완비하여 내구성 실험을 반복하고 창원소재의 

두산중공업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가는 울진 6호기용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제작검사 수준의 실증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 2001년 12월 

19일 원자력연구소 야외 실험동에서 두산중공업, 카이텍, KAERI 이 참

석한 가운데 RISYS 기능 및 운전 절차 설명과 모형원자로에서 수중 탐

상 실험 시연하는 실증실험 예비 설명회 및 검사 시연회를 개최하 으며, 

2002년 1월 9일 ~ 2002년 1월 13일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의 울진6

호기용 원자로용기에서 원자로 시편 실험 (초음파 탐촉자의 건전성 시험)

과 원자로용기 내 원주 용접부 및 Outlet 노즐의 결함 검사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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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YS 핵심 기능 예비 실험을 실시하 다. 

2002년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에 KAERI 

의 모형원자로를 두산중공업에 옮겨 설치하고 실제 원자로 제작검사와 동

일한 순서로 반복 실험 수행하는 실증 모의 실험을 하 으며, 2002년 3

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 울진 6호기용 원자로

용기의 수압검사가 종료된 직후 원자로용기 제작검사에 준하는 실증실험

을 실시하여 본 원자로 자동 탐상 시스템의 성능을 실증하 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인 원자로 자동탐상 시스템 실증을 위하여 실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 다. 엄격한 원자로 검사 요건과 77개 검사 항목을 컴퓨터 

제어로 완전 자동화하여야 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과제는 원자로 자동 검사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 기기를 완성하고, 이 기기를 통합하여 종합적

인 수중 탐상 실험을 위주로 과제가 수행되었다. 야외에 설치된 원자로 

모형에서 자동검사를 위한 강도 높은 수중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두산중

공업의 울진6호기용 원자로 용기에서의 실증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과제는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고 보여지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 다고 판단되며, 본 과제

의 연구 개발 결과는 가압경수로 압력용기의 가동전중 검사 장비로 직접 

활용될 것이다.  향후 별도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본 시스템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과제의 세부 수행 목표 및 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 수중 탐상 로보트 개발

• 수중 탐상기 고속 매니퓨레이터 설계 및 제작: 탐상기의 검사 속도 향

상을 위한 기계적 요건 고려하여 제작 완료 사용 중

• 착탈식 스캐너 설계 및 제작: 노즐 용접부의 Rx Shell 측 검사를 위

한 특수 스캐너 제작하여 성능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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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목별 탐촉자 어셈블리 제작: 총 6 SET의 탐촉자 어셈블리 설

계 제작 및 두중의 원자로 시편에서 Calibration 검증 완료

• 탐상기 원자로 진입/진출 장치 개념 정립: 향후 가동중 검사를 대비한 

RISYS의 진입/진출 요건 사전 설계

• 원자로 탐상 시스템 기하학적 해석: 원자로 전자동 검사를 위한 필수

적인 해석으로 검증 완료

• 실증용 수중 탐상 로보트 설계 제작: 시제품 수준의 탐상로보트 설계 

완료 및 제작 

2. 로봇 제어기 개발 및 최적 제어

• 수중 탐상 로봇 on-board 제어기 하드웨어 개발: 수중 탐상 로보트 

내에 탑재되는 제어기로서 18 개월간 실험을 통하여 성능 검증 

• 탐상 로봇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 수중 탐상 로보트 제어컴퓨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실시간 기능 검증 완료

• 초음파 검사용 매니퓨레이터 제어: 초음파 탐촉자를 일정한 압력으로 

용접부 표면에 압착시키는 제어 기법으로 정상 신호 획득으로 검증

• 레이저 위치지시기 설계 및 개발: 레이저 위치지시기의 고정 도 달성 

(분해능 0.02도)

3. 주제어 컴퓨터 시스템 개발

• 주제어 컴퓨터 시스템 제작: 실증을 위한 주제어 컴퓨터 시스템 제작 

완료 및 현장 예비 시험시 정상 작동 확인

• 주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본 설계 및 구현: 주제어컴퓨터의 실시간 

작동을 위한 OS 및 관련 함수의 적합성이 검증됨 

• 원자로 사양 데이터 입력 및 처리 모듈 개발: 본 모듈을 통하여 국내 

16개 호기와 모형 원자로의 사양 입력 및 실증 (울진6호기)

• 자동 검사 프로시듀어 모듈 개발: 본 시스템으로 23개 항목의 자동 

검사 수행시 오류 없음

• 수동 검사 및 진단 모듈 개발: 필요시 수동검사 기능 검증 완료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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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실증 예비 실험시

• 검사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검사 시뮤레이션 결과와 실제 동작과의 

일치성 확인

• 전자동검사 Command Generation 전산코드 개발: 전자동 검사를 

위한 각 부시스템의 명령어 자동 생성 및 실험으로 기능 확인

• 노즐부 자동 검사를 위한 기하학 해석: Inlet 노즐과 Outlet 노즐 검

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함

4. 용접부 결함 초음파 신호 수집/해석 컴퓨터 개발

• 신호수집/해석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4 Channel) : 신호수집시스템

이 초음파 신호 4채널 동시 신호 처리 가능. 두중 예비 실험시 최종 

확인

• 초음파 신호수집 소프트웨어 개발: 초음파 신호 수집 소프트웨어가 정

상적으로 작동되어 Display 됨

• 초음파 결함신호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A, B Scan Display가 원자

로 시편 (Calibration Block) 시험에서 최종 확인됨

• 시스템 통합 시험: 상기 기능을 통합하여 신호 수집 및 해석 시스템 

정상 동작

5. 원자로검사시스템 검증 방법론 개발

• 로봇 신뢰도 및 안전성 기술 현황 분석: 기술현황분석보고서 2권 발간

• 원자로 탐상 시스템 검사 절차서 개발: 울진6호기용 원자로 압력용기 

제작검사 절차서 작성 완료

• 원자로 탐상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학술 논문 4편 발표

• 원자로 탐상 시스템 검증 방법론 구축: Fault Tree 작성 및 고장시 

원인 추적에 활용

6. 통합 수중 탐상 실험․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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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탐상 실험시설: 모형 원자로 및 제어실 구축하여 수중 탐상 반복 

실험 수행

• 노즐 자동 검사 실험: 노즐 자동 검사 실험 65회 수행 및 35종의 문

제점 도출 및 해결

• 원주방향 용접부 검사 실험: 원자로 Shell 용점부 검사 기능 정상 수

행 및 검증 완료

• 핵심 요소 기능 실험: 탐촉자의 접촉력 균일화를 위한 힘/위치 혼합 

제어 개발하여 구현

• 원자로 탐상 시스템 : 전 시스템의 최종 정 도 달성 (10 mm 정 도 

향상: 이내)

• 전자동모드 자동 검사 실험: 현재 시스템은 전자동으로 구동되며 예비

실증실험에서 최종 확인

• 실증 실험을 위한 개선점 도출 및 해결: 56개 개선점 도출 및 해결

7. 실증 실험 (두중 울진6호기용 원자로 용기) 

• 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상세 작성 및 검토: 원자로용기 제작 검사에 

준하는 검사 절차서 작성 및 검토

• 실증 예비 운전 절차 시범: 두산중공업, 카이텍, 원자력연구소가 협동 

수행할 실증 실험을 위한 관련자 운전 교육 실시

• 실형 원자로 용기 실증 실험: 두산중공업이 제작중인 울진 6호기용 원

자로 용기에서 실증 실험 수행



24)00034.tif (2222x3359x2 tiff)



- 507 -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과제를 통하여 연구 개발된 것은 가압경수로 원자로압력용기의 용접부

를 가동전/가동중에 검사하기 위한 자동초음파 검사장비로서 일명 

Mechanized UT 장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운  중

인 가압 경수로 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하여 정기 검사 시에 필수적으로 용

접부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운전중이거나 건

설중인 것이 20여기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설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가동전, 중 검사업무도 따라서 늘어 날 것이며 검사장

비의 수요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측돤다. 원자로압력용기는 원전 안전등

급 기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설비로서 본 연구에서 원자로 자동 탐상 장

비의를 개발함으로서 가동중 검사의 핵심 기술 확립하고 검사 자동화의 

초석을 이루었다.

본 과제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레이저 유도식 수중 탐상체 기술, 초고속 

대용량 초음파 신호처리 기술 등 획기적 성능의 원자로 압력 용기 검사 

자동화 기술 확립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종속의 악순환 차단하게 

되었으며, 압력배관 용접부 초음파 검사, 와전류 탐상, 선박수중검사, 극

한 환경 협곡지역 검사 등 관련 산업에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게 되었다. 

또한 외국장비 도입하여 사용할 경우 고장수리를 위하여 오랜 시간과 경

비가 발생하는 애로를 극복하게 되었다.

또한, 본 시스템은 원자로 압력용기를 검사함에 있어 작업자가 방사선 피

폭을 받지 않도록 로봇이 대신하여 전자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므로 방사선 환경과 같이 악조건에서의 인간의 피해를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원전 기기 중 가장 핵심되는 원자로 

압력 용기의 건전성 평가에 활용함으로서  원전 안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

이다.

본 과제는 당초 목표가 실용화를 겨냥한 시스템 개발이었으며, 2년여의 연

속 수중 실험을 통하여 실용화를 위한 준비 사항을 착실히 마련하 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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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본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원자로 제작

검사 및 가동전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시스템이 소정의 실용

화 과정을 거쳐 제품화되면 국제 기술 경쟁력이 매우 높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결과물은 고난도의 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으로서  종래의 원자로 

자동검사 시스템에 비하여 크기와 무게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어 운반 조립 

운전에 관련된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경제 산업적 측면으로는 종래 장비와 대비하여 검사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원전 가동률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검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

키는 첨단 장비로서 전략적 해외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상황

에서 볼 때 1 Set당 400만$ 이상 하는 장비 수입을 대체할 수 있으며 

외국 용역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본 과제의 결과물인 원자로 자동 탐상 시스템은 국내외 가압경수로 압력

용기 용접부의 가동전, 가동중 검사에 직접 사용되며, 그밖에 이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 가스 용기 등의 산업 구조물 안전성/건전정 검사 업무나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사용될 소형 작업 로봇 개발에 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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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RISYS 정비 보수 도면

1. 모형원자로(KAIRO)

가. 외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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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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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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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ain Control Rack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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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PU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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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riv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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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Pow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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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ncod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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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SD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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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Motor 연결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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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품연결도

(1) Motor

(가) Slide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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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retch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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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ilt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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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SD motor

  

PSD Motor

흑T백T 청갈 적

녹녹백

7531

8642-

+

방수con
방수 부력통

(+) (-) (A) (B) 백 흑 S(+5V) (GND)

S적

CN2 6 7

CN3 6 7

G

B

A

+5V

녹

백 흑

J5

Encoder board

흑 녹

적 백

RH5

흑적

백

S

S

1번 line

5번 line

1번 line 5번 line

Driver board

방수 선통로

H1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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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Probe motor

 

Porbe Motor

흑T백T 적갈 황

녹회분

7531

8642-

+

분

방수
connector

방수con

방수 부력통

(+) (-) (A) (Z) 백 흑 S(+5V) (GND)

S황

CN2 10 11

CN3 10 11

G

B

A

5V

회

갈 백

J5

Encoder board

녹
백

S

황 갈

RH5

(B)

Driv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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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Rotate motor

   

RH-11B-6006

ROTATE-Motor

흑백 흑백 청갈 녹적

적청 흑 녹 회분백

1197531

12108642-

+

백

방수
connector

방수con

방수 부력통

각도회전

(+) (-) (+5) (GND) (A) (A) (B) 황 등 S(B) (Z) (Z)

S갈

CN2 22 23

CN3 22 23

G

B

A

5V

청

8 7 6 5 4 3 2 1

9 10 11 12 13 14 15 16

104
MC3486

10K적

갈

녹

분

회 보

갈
녹

AA

BB

16

황

Driver board

Encod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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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석바퀴-우 motor

자석바퀴(우) Motor

흑T백T 청갈 녹적 등황

갈회백

1197531

12108642-

+

회

방수 
connector

방수con

방수 부력통

(+) (-) (A) (B) (Z) 백 흑 S(VCC) (G)

S분

CN2 14 15

CN3 14 15

G

B

A

5V

백

녹 청S S

Motor 축

J6

Encorder board

분청

S

갈 녹

Driver board

RH-11b-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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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석바퀴-좌 motor

RH-11B-6006

자석바퀴(좌) Motor

흑T백T 청갈 녹적 등황

갈회백

1197531

12108642-

+

백

방수 connector

방수con

방수 부력통

(+) (-) (A) (B) (Z) 백 흑 S(VCC) (G)

S분

CN2 16 17

CN3 16 17

G

B

A

5V

회

녹 청S S

J6

Encorder board

갈
청

S

분 녹

Driv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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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nsor 

(가) Home sensor 

Home sensor.

1 2 3 4 5

1 2 3 4 5 G

44 39 42 11 10 4 8

9

L625291H

CPU board

+5V

JP10

JP4

+5V

1

G

JP1

2 3 4 5 6 7 8SV3

T D
8

T D
67 5

T D
4

T D
23 1

SV6

4 3 2 1

Stretch Rotate Tilt Slide

T D
8

T D
67 5

T D
4

T D
23 1

SV7

4 3 2 1

Scanner
Home2

PSD ProbeScanner
Home1

Driver board

10489 11 44 39 42P
rob

e

P
S
D

S
can

-H
1

S
can

-H
2

S
lide

T
ilt

R
o
tate

S
tretch

gnd
gnd
Tr
Diod

gnd
gnd
Tr
Diod

gnd
gnd
Tr
Diod

gnd
gnd
Tr
Diod

gnd
gnd
Tr
Diod

gnd
gnd
Tr
Diod

gnd
gnd
Tr
Diod

gnd
gnd
Tr
D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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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SD sensor

PSD sensor

황분 회갈 S

황분 회갈 S

1

2

3

6

7

8

9

4

5

7

8

2회

10

11

12

13

14

15

1녹4

5

3회

4회

5회

6녹

7회

8회

1

2

3

6

7

8

9

4

5

S

방수 connector

10번 cable
15p9pin

PSD

Control board

12

13

14

15

8

7

6

5

4

3

2

1

1 2 3 4 5 6

JP8

JP5

CPU board

방수 cable  통로

Usx

xo

-15V

+15V

U
sy

y
o

SGND
GND

10번
cable

분

갈

황

회
FF2

RF2

FF1

RF1

PSD sensor

H1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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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사 sensor

경사 Sensor

적흑

적흑

녹백

녹백

S

S

흑 적 백 녹 S

경사1

C D EA B

경사2

C D EA B

적흑

적흑

녹백

녹백

S

S

H2

6번 cable

7번 cable

H1

방수 Cable 통로(CAB-통로)

6번 cable

흑 적 백 녹 S

7번 cable

1 2 3 4

8

7

6

5

4

3

2

1

CPU board

JP7

gnd

-15V

+15V

JP8

(+15v) (sgnd) (-15v) (sgn) (+15v) (sgnd) (-15v) (sgn)

경사-Sen1 경사-Se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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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VDT

LVDT

적흑 청녹

적흑 백 녹 S

방수 
connector

8

7

6

5

4

3

2

1

10 1 2 3 4

JP8

JP2

(-) (+) (GND) (sgn)

(-) (+) (sgn)(G)

JP7

백 청

적(+15v)

흑(gnd)

input out
104 10μF

+

-

LVDT

CPU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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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압 sensor

수압 Sensor

적S

S

황백

백

청

녹

CPU Board

321

5 4 3 2 1

JP3

JP6

수압 Sensor

(+5V ) (gnd) (sgnd)(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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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습도 sensor

습도 sensor

                   1
     jp3 

       1
  jp9 

                   1
                   2
         sv1

1
 jp4 

1
  jp10 

1
   jp11 

1 +5v
2 tilt home sensor
3 gnd
4 +5V
5 x

CPU board

습도 
SENSOR 2

습도 
SENSOR 110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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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nector 연결도

(가) Main connector 

Main connector

A

B

C

D

E

F

G

H

J

K

L

M

N

P

RS

T

Ms-20-29s
fixed socket

1                         4
     cn2

j6

2

    11
    j4

Gnd  +24v     

1                                                 
   jp2 

1                                                 
   jp7 

1                                                 
   jp5 

1                                 
   jp6 

분(x)

회(gnd)

백녹(+24v)

갈녹(gnd)

실드

청(gnd)

백(+24v)

보(puls gnd

황(puls sgn)

적(Tx+)

흑(Tx-) 녹(Rx-)

갈(Rx+)

Power board 1

Driver board

CPU board

         1                                     
  jp11 

1 x
2 x
3 x
4 puls gnd 
5 puls sgn

CPU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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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22-RJ45 connector

1234

1
     cn1

422, RJ45 connector

Tx +
Tx -
Rx -
Rx +

 2  Tx
 3  Rx 
 7  redy
20 gnd

 cn2

422 convert

rj45 connector

    Cn1

1   2  3   4  5   6  7  8

2  Rx -
3  Rx +
4  Tx  -
5  Tx  +
6  gnd

422-con RJ45-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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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OBOT Connector 위치도

수 압  
sensor

psd 
home 
sensor

ro
ta

te

h
o
m

e
 

s
e
n
s
o
r

T ilt 모터  tilt
home 
sensor

p
ro

b
e

h
o
m

e
s
e

n
s
o
r

s
lid

e

h
o
m

e
 

s
e
n
s
o
r

s
tr
e
tc

h

h
o
m

e
 

s
e
n
s
o
r

Cpu board Power board

Encoder motor board

우 -자석 바 퀴 모터

우 -자 석 바 퀴

Stretch-모 터

습 도 sensor 1

습 도 sensor 2

Rotate 모 터

좌 -자석 바 퀴모 터

좌 -자 석 바퀴

PSD

Psd  모 터

Psd board

Slide 모터  

p
ro

b
e
 모

터
 

p
ro

b
e
 탐

촉
자

 

경사  
sensor1

경사  
sensor2

Psd 방 수  콘넥 터

Robot-
con1

전
 후

 C
a
b
le

 통
로

 

Robot-
con2

lv
d
t 

ROBOT 전 개 도

ROBOT

Robot-
con3

Robot-
con4

Robot-
con6

Robot-
con7

Robot-
con9

Robot-
con8

Robot-
con11

Robot-
con12

Robot-
con10

Robot-
c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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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ACK Connector 위치도

Sodas

Mcs

power

Connector pannel

Mcs-
con1

Mcs-
con2

Com 1 com2

com1

422 
convert

com7 com6 com5

Dc 24 vDc 24 v

Mcs-
con3

Mcs-
con4

Mcs-
con5

Mcs rack

Dc 24 v Dc 9 v Dc 9 v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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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ble 연결도

(가) Main cable

A
M

L

K

J

H

G

F

E

D

C

B

N

T

SR

P

Ms-20-29s
plug socket

Main cable

분(ccd sgn)

회(ccd gnd)

백녹(+24v)

갈녹(gnd)
실드

청(gnd)

백(+24v)

보(puls gnd

황(puls sgn)

적(Tx+)

흑(Tx-)녹(Rx-)

갈(Rx+)

A
M

L

K

J

H

G

F

E

D

C

B

N

T

SR

P

Ms-20-29s
plug socket

분(ccd sgn)

회(ccd gnd)

백녹(+24v)

갈녹(gnd)
실드

청(gnd)

백(+24v)

보(puls gnd

황(puls sgn)

적(Tx+)

흑(Tx-)녹(Rx-)

갈(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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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odas-pulse cable

54
9

321

876

9pin femail  

54
9

321

876

5 4
9

3 2 1

8 7 6

Sodas-puls cable

9pin mail  

9pin femail  9pin mail  

Sodas cable Puls cable

5 4
9

3 2 1

8 7 6

청

백녹

녹

Rack 

Sodas

백청 등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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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ble 방수통로

방수 Cable 통로

Cable 통로

1번선(RS232c)

2번선(RS232c)

3번선(RS232c)

4번선(RS231c)

5번선(RS231c)

6번선(RS231c)

9번선(RS231c)

7번선(RS231c)

8번선(RS231c)

2번선(pl12)

10번선(pl10)

11번선(pl10)

H1 H2

방수 Cable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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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N/TILT 

가. PAN/TILT 의 구조

(1) PAN/TILT 의 전개도

(가) PAN/TILT 

방수
콘넥
터

방수
콘넥
터

방수 콘
넥터

Amp board

pc104

Encoder board

Power board

Sensor board

방수
콘텍터 방수

콘텍터

방수
콘텍터

방수
콘텍터

방수
콘텍터

Camera
방수

콘텍터

Laser
방수

콘텍터

방수
콘텍터

Pan
 모터 

Tilt 모터 

홈 쎈서

홈 쎈서 

크로스바

Lasercamera

Pacn/tilt

Mcs rack
pan/tilt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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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ack 장치

Sodas

Mcs

power

Connector pannel

robot 
connector 

Pan/tilt
 connector

Com 1 com2

com1

422 
convert

com7 com6 com5

Dc 9 vDc 24 v

Puls
connector camera

connector
camera

connector

Dc 24 v Dc 24 v Dc 9 v

Mcs rack

Rack 장치

Pan/t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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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C104 board

PC104 board

+12V gnd

CN1
1

1

2

11

COM1 COM2

RS-422

11 - Tx+

12 - Tx-  

13 - Rx+

14 - Rx-  

+5V

1
CN3

1

J1

   CN4
1

-12V

g
n
d -5V

CN2

PC104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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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MP board

AMP board

U11A U13A

U12A U14A

LED

U12B U14B

U11B U13B

+
H
V

G
N
D

g
n
d

+
10

V

-
M
1

+
M
1

-
T
1

+
T
1

+
C
1

-
C
1

i
n
H
1

g
n
d

1 2 3 4 5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
M
2

+
M
2

-
T
2

+
T
2

+
C
2

-
C
2

i
n
H
2

g
n
d

P3 P4P2

-
1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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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DSP board

DSP board

         1
         2
cn1

red      red      red       red     red 
  1        2         3          4        5  

8
7
6
5
4
3
2
1

8
7
6
5
4
3
2
1

Sw2

      on

Sw1

      on

IRQ select

Base address

DSP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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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ensor board

Sensor board

G G G G+6V -5V 39번 +24V
PA0

Camera
Power

Laser
power

Laser
on/off

Input
power

Senso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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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ower board

Power board

1
     cn1

1
     cn2

1
     cn3

1
  cn4

1
  cn5

        1
cn6

        1
cn7

        1
cn8

        1
cn9

1  +24v
2  gnd

1  +24v
2  gnd
3  +8v

1  diod1
2  tr1
3  gnd
4  diode2
5  tr2
6  gnd

1  home2
2  home1

1  pa0
2  gnd

1  gnd
2  +6v

1  +6v
2  sgnd
3  gnd

1  gnd
2  ccd out

1  +5v
2  +12v
3  -12v
4  gnd
5  +15v
6  com
7  -15v

Pow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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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품연결도

(1) Motor

(가) PAN motor

PAN Motor

흑T백T 청갈 녹적 등황

회백

(+) (-) (A ) (B) (Z) 백 흑 S(V CC) (gnd)

+
H
V

G
N
D

g
n
d

+
10

V

1 2 3 4 5

P2

-
10

V

Amp board

         1
         2
cn1

Encoder board

53 55 57 59 61 63

3149 656785

(-A ) (-B) (-Z)

        1

cn9

Power board

1  
    cn5

1 2 3 4 5 6 7 8

-
M
1

+
M
1

-
T
1

+
T
1

+
C
1

-
C
1

i
n
H
1

g
n
d

P3

1
     cn1

1  +24v
2  gnd

1  pa0
2  gnd

1  +5v
2  +12v
3  -12v
4  gnd
5  +15v
6  com
7  -15v

40

RH-11B-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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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ILT motor

Tilt Motor

흑T백T 청갈 녹적 등황

회백

(+) (-) (A) (B) (Z) 백 흑 S(VCC) (gnd)

+
H
V

G
N
D

g
n
d

+
10

V

1 2 3 4 5

P2

-
10

V

Amp board

         1
         2
cn1

Encoder board

54 56 58 60 62 64

10
0

666886

(-A) (-B) (-Z)

        1

cn9

Power board

1  
    cn5

1 2 3 4 5 6 7 8

-
M
2

+
M
2

-
T
2

+
T
2

+
C
2

-
C
2

i
n
H
2

g
n
d

P4

1
     cn1

1  +24v
2  gnd

1  pa0
2  gnd

1  +5v
2  +12v
3  -12v
4  gnd
5  +15v
6  com
7  -15v

40

RH-11b-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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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nsor 

(가) Home Sensor

home sensor

1
     cn1

1
     cn2

1
     cn3

1
  cn4

1
  cn5

        1
cn6

        1
cn7

        1
cn8

1  diod1
2  tr1
3  gnd
4  diode2
5  tr2
6  gnd

gn
d

gn
d

T
r

D
io

d

gn
d

gn
d

T
r

D
io

d

         1
         2
cn1

Encoder board

3132

1  home1
2  home2

Egg.5k
fixed 
socket

1 2 3

7 6 5 4

1
3

1
1

1
0

8

9

1
6

1
5

1
4

1
2

Egg.5k
plug 
socket

3 2 1

4 5 6 7

8
1
0

1
1

1
3 1

2
1
4

1
5

1
6

9

tilt home pan home 

Pow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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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aser

Laser

G G G G+6V -5V 39번 +24V
PA0

Camera
Power

Laser
power

Laser
on/off

Input
power

         1
         2
cn1

Encoder board

4050

1 2 3

7 6 5 4

8 1
0

9

1
1

1
31

2
1
6

1
5

1
4

Egg.5k
fixed 
socket

3 2 1

4 5 6 7

1
3

1
11

2

1
0 8

9
1
4

1
5

1
6

Egg.5k
plug
 socket

Laser

Senso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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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mera

Camera

1
     cn1

1
     cn2

1
     cn3

1
  cn4

1
  cn5

        1
cn6

        1
cn7

        1
cn8

1  +24v
2  gnd

1  +6v
2  sgnd
3  gnd

1 2 3

7 6 5 4

8 1
0

9

1
1

1
3

1
2

1
6

1
5

1
4

Egg.5k
fixed socket

3 2 1

4 5 6 7

1
3

1
1

1
2

1
0 8

9

1
4

1
5

1
6

Egg.5k
plug socket

gnd

+6vsgn

1 2

3 4 5 6

Fvn.3v
fixed 
socket

1
1

1
2

7 8 9 1
0

WAT 205A

Pow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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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nector 연결도 

(가) 본체 Connector 1

본체 connector1

Egg.5k
fixed socket

1 2 3

7 6 5 4

1311108

9

16 15 14

12

Tilt motor

Pan motor

camera laser

Tilt
home-sensor

pan
home-sensor

보(gnd)적청(+5v)

흑(Z)

회분(-Z)

분(Z)

청(-Z)

황갈(gnd)

백(sgn) 갈(+6.5v) 회(gnd) 갈녹(-5v)

적(Diod)

녹(gnd)

황(Tr)

백황(Tr)

Main 
connect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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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체 Connector 2

본체 connector 2

1 2

3 4 5 6Main 
connector-2

1
1

1
2

7 8 9 1
0

Pan motor

Tilt motor

흑T(gnd) 백T(+24v)

녹T(A) 적T(-A) 흑T(B) 백(-B)

백(gnd)적(+24v)

녹(B) 적(-B)황T(-A)황T(A)

Fvn.3v
fixed 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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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통 Connector 1

보조통 connector 1

1 2

3 4 5 6

Fvn.3v
fixed socket

1
1

1
2

7 8 9 1
0

백녹(+24v) 갈녹(gnd)

회(Tx+) 분(Tx-) 보(Rx+) 황(Rx-)

녹(gnd )갈(  )적(ccd-sgn )흑(gnd)

백(+8v)청(Fgnd)

1
     cn1

1
     cn2

1
     cn3

1
  cn4

1
  cn5

        1
cn6

        1
cn7

        1
cn8

1  +24v
2  gnd
3  +8v

1234

1
     cn1

2   Tx
3   Rx 
7   sgnd
20 DTR

 cn2

422 convert

Power board

Egg.5k
plug socket

3 2 1

4 5 6 7

8101113

12

14 15 16

9

Main connector 1

백녹(gnd)

백(sgn)

        1

cn9

1  +5v
2  +12v
3  -12v
4  gnd
5  +15v
6  com
7  -1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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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조통 Connector 2

보조통 connector 2

보조통 connector 1

1
     cn1

1
     cn2

1
     cn3

1
  cn4

1
  cn5

        1
cn6

        1
cn7

        1
cn81  +24v

2  gnd
3  +8v

Power board

Encoder board

        1

cn9

1  +5v
2  +12v
3  -12v
4  gnd
5  +15v
6  com
7  -15v

1 2

3 4 5 6

1
1

1
2

7 8 9 1
0

적(ccd-sgn )흑(gnd)

Egg.5k
plug socket

3 2 1

4 5 6 7

8101113

12

14 15 16

9

3 2 1

4 5 6 7

8101113

12

14 15 16

9

분(PZ)

백(sgn)

황갈(+6v)적청(+5v)보(gnd)

갈녹() 갈(gnd)회()

회분(T-Z)백녹(sgn)적(PT-Diod)

녹(PT-gnd)

황(T-Tr)

청(P-Z)흑(TZ)백황(P-Tr)

Fvn.3v
fixed socket

         1
         2
cn1

61626364

G G G G+6V -5V
39
번

+24V
PA0

Laser
power

Laser
on/off

Las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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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조통 Connector 3

보조통 connector 3

Fvn.3v
plug socket

+
H
V

G
N
D

g
n
d

+
10

V

-
M
1

+
M
1

-
T
1

+
T
1

+
C
1

-
C
1

i
n
H
1

g
n
d

1 2 3 4 5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
M
2

+
M
2

-
T
2

+
T
2

+
C
2

-
C
2

i
n
H
2

g
n
d

P3 P4P2

-
10

V

2 1

6 5 4 3

1
2

1
1

1
0 9 8 7

백녹(+)갈녹(-)

회(A)분(-A)보(B)황(-B)

흑(A)적(-A)갈(B)녹(-B)

청(-)백(+)

5
3

5
4

5
5

5
6

5
7

5
8

5
9

6
0

         1
         2
cn1

AMP board

Encoder c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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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422-RJ45 Connector

1234

1
     cn1

422, RJ45 connector

Tx +
Tx -
Rx -
Rx +

 2  Tx
 3  Rx 
 7  redy
20 gnd

 cn2

422 convert

rj45 connector

    Cn1

1   2  3   4  5   6  7  8

2  Rx -
3  Rx +
4  Tx  -
5  Tx  +
6  gnd

422-con RJ45-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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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AN/TILT Connector 위치도

방수
con3

PT-
con2

PT-
con1

Amp board

pc104

Encoder board

Power board

Sensor board

PT-
con2

PT-
con1

PT-
con5

PT-
con4

PT-
con3

PT-
con8

PT-
con7

PT-
con6

Pan
 모터 

홈 쎈서

홈 쎈서 

크로스바

Connector 위치도

Amp board

보조통

본체

Connector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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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RACK Connector 위치도

Sodas

Mcs

power

Connector pannel

Mcs-
con1

Mcs-
con2

Com 1 com2

com1

422 
convert

com7 com6 com5

Dc 9 vDc 24 v

Mcs-
con3

Mcs-
con4

Mcs-
con5

Dc 24 v Dc 24 v Dc 9 v

Mcs rack

Rack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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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ble 

(가) Main cable

Pan/tilt

Main cable

Ms-14-19s
plug socket

M

L

GF

E

D

C

AB

N

J

H

P

T

KU

S

VR

Fvn.3v
plug socket2 1

6 5 4 3

1
2

1
1

1
0 9 8 7

백녹(+24)갈녹(GND)

회(Tx+)분(Tx-)보(Rx+)황(Rx-)

흑(ccd gnd)적(ccd sgn)갈(x)녹(5v gnd)

청
(GND)

백
(+8V)

흑(ccd gnd)적(ccd sgn)

갈(x)녹(5v gnd)

회(Tx+)분(Tx-)보(Rx+)황(Rx-)

청(GND)

백(+8V)백녹(+24)

갈녹(GND)

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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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ILT motor cable

                      

Egg.3k
p lug socket

4

5

6

7

10 9

3

2

1

8

T ilt m o to r cab le

황 (-Z)

녹 (Z)

청 (-B)

회 (-A)

갈 T(-) 백 T(+)
갈 (A )

흑 (GND )

백 (+5V)

적 (B)

Egg.3k
p lug socket

4

5

6

7

10 9

3

2

1

8

황 (-Z)

녹 (Z)

청 (-B)

회 (-A )

갈 T(-) 백 T(+ )
갈 (A)

흑 (G ND )

백 (+5V)

적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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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aser-Camera cable

Egg.0k
plug socket

3 2

14

적(-5v)

흑(gnd)

3 2

14

적(-5v)

흑(gnd)

3 2

14

백( ) 적(+6v)

흑(gnd)녹(sgn)

3 2

14

백 적(+6v)

흑(gnd)녹(sgn)

Egg.0k
plug socket

Egg.0k
plug socket

Egg.0k
plug socket

Laser-camera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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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발 ROBOT

가. 삼발 ROBOT의 구조

(1) 삼발 ROBOT 의 전개도

(가) ROBOT

S
c
a
n
 

h
o
m

e
 s

e
n
s
or

tilt 

home sensor

Robot main connector

Power board

Sensor board

Cpu board

Encoder board

자석바퀴(좌)
자석바퀴(우)

자석바퀴(우) 모터 자석바퀴(좌) 모터

PSD

Scanner connector

Scan 모터

Tilt 모터LVDT

탐촉자 홀더

Scanning robot

Mcs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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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ack 장치 

Sodas

Mcs

power

Connector pannel

Mcs 
connector 

1

Mcs
 connector

2

Com 1 com2

com1

422 
convert

com7 com6 com5

Dc 24 vDc 24 v

Puls
connector Bnc

connector
Bnc

connector

Mcs rack

Dc 24 v Dc 9 v Dc 9 v

Rack 장치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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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PU-Sensor board

31  -15v(경사 sensor 1,2)
33  sgn(경사 sensor 1)
34  sgn(경사 sensor 2)
36  gnd(경사 sensor 1,2)
37  +15v(경사 sensor 1,2)
44  gnd(psd )
45  +15v(psd)
46  -15v(psd)
47  psdx(psd)
48  psdy(psd)
49  sumx(psd)
50  sgnd(psd)

1
2
       jp2

1
2
       jp3

1
    jp9

Jp4
       1

CPU board

1  +15v
2  gnd
3  -15v
4  vcc
5  gnd

 1  Tx+
 2  Tx-
 3  Rx+
 4  Rx-
 5  sync+
 6  ync-
 7  gnd
 8  x
 9  x
10 x

CPU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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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ncoder board

1   vcc (자 석 바 퀴 좌 )      2 5   vcc (자 석 바 퀴 우 )
2   g nd (자 석 바 퀴 좌 )     2 6   gnd (자 석 바 퀴 우 )
3   - A (자 석 바 퀴 좌 )      27   - A (자 석 바 퀴 우 )
4   A (자 석 바 퀴 좌 )        2 8   A (자 석 바 퀴 우 )
5   - B (자 석 바 퀴 좌 )      2 9   -B (자 석 바 퀴 우 )
6   B (자 석 바 퀴 좌 )        3 0   B (자 석 바 퀴 우 )

2

1

       jp 1

2

1

       jp 2

E nco rd e r b oa rd

2

1

       jp 3

1         g nd

       jp 4

1   +5v
2   gnd

En co rde r boa rd



- 574 -

(마) Driver board

1  +5V
2  gnd

Driver board

2

1

       jp5

1
 jp1

1
 jp3

1
 jp4

1
 jp2

1  +24V
2  gnd
3  +12V
4  gnd

1  자석바퀴-좌 + 
2  자석바퀴-좌 -
3  x
4  x
5  x
6  x
7  scan-pan +
8  scan-pan -

1  자석바퀴-우 + 
2  자석바퀴-우 -
3  scan-tilt +
4  scan-tilt -
5  x
6  x
7  x
8  x

Driv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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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Power board

Ps25-2412

Ppd3-24-1515

Power board

Ps06-2405

1         
   cn1

Ps25-2405

+V

-V

In 24V

CNT

+V

-V

 out 
12V 2.1A

TRM

+V

-V

In 24V

CNT

+V

-V

 out 
12V 2.1A

TRM

In 24V

+V

-V

+V

-V

 out 
5V 1.2A

+V

-V

In 24V

+V

-V

 out 
+/-15V +/-0.1a
    COM

1  +24V
2  gnd
3  FG
4  gnd
5  +24V

Pow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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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SD board

PSD-board

 4  Usx
 5  Xo
 7  -15V
 8  +15V
12  Usy
13  Yo
14  sgn
15  gnd

3  FF2
4  FF1
7  RF1
8  RF2

1
      cn1

          1
cn2

PSD-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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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품 연결도

(1) Motor

(가) 자석보퀴(우) Motor

RH-14b-6006

자석바퀴(우) Motor

1 2 3 4 5 6 7 8 9
1
0

Encoder board

Driver board

2

1

       jp1

1
 jp1

1
 jp3

1
 jp4

1
 jp2

백녹(+v)

백(-v)

vcc gnd -A A -B B -Z Z

Motor ribbon cable

2
5

2
6

2
7

2
8

2
9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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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석바퀴(좌) Motor

RH-14b-606

자석바퀴(좌) M otor

1 2 3 4 5 6 7 8 9
1
0

Encoder board

Driver board

2

1

       jp1

1
 jp1

1
 jp3

1
 jp4

1
 jp2

백녹(+v)

백(-v)

vcc gnd -A A -B B -Z Z

Motor ribbon cable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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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can-Pan Motor

Maxon 118752

Scan-H-Motor

흑적 녹 황

녹회분

방수
connector

방수con

(+) (-) (A) (B) 갈 백(+5V) (GND)

황 갈 백

회 (Z)

NPQ KLM

YZ WX

CD B

GHJ EF

TUV 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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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can-Tilt Motor

RH5

Scan-V Motor

흑T백T 갈 적

녹회분

방수
connector

방수con

(+) (-) (A) (B) 백 흑 S(+5V) (GND)

S분 갈 백

Scan connector

황 (Z)

NPQ KLM

YZ WX

CD B

GHJ EF

TUV 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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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nsor

(가) Home Sensor

Home sensor.

g
n
d

g
n
d

T
r

D
io

d

1
2
       jp2

CPU board

5 8 9 12 21

g
n
d

g
n
d

T
r

D
i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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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VDT 

LVDT

적흑 청녹(-) (+) gnd (Sgn)

input out

LVDT

1
2
       jp2

CPU board

38 39 4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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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SD Sensor

PSD sensor

황녹 녹갈

방수 
connector

15pin9pin

PSD  board

녹

갈

황

녹
FF2

RF2

FF1

RF1

RF2 (3)    
RF1 (4)
FF2 (7)
FF1 (8)

1
2
       jp2

CPU board

44 45 46 47 48 49 50

 4  갈(Usx)
 5  녹(Xo)
 7  흑(-15v)
 8  적(+15v)
12  황(Usy)
13  보(Yo)
14  분(sgnd)
15  회(gnd)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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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사 Sensor

경사 Sensor

적흑

적흑

녹백

녹백

경사1

C D EA B

경사2

C D EA B

적흑

적흑

녹백

녹백

1
2
       jp2

CPU board

3731 33 34 36

(sgn)(+15v) (-15v)(Com) (+15v) (Com) (-15v)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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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nector 연결도

(가) Main connector

Main connector

N

P

K

L

M

C

D

B

G

H

J E

F

T

RS

A

MS20-29s 
fixed socket

          1
jp4

백(+24v)

갈(Tx+)

회(gnd)

녹(Tx-)

백녹(+24v)

갈녹(gnd)

FG

청(gnd)

흑(Rx-)

황(sgn)

적(Rx+)

보(gnd)

분(sgn)

1
  cn1

Motor 
power

422 convert 
gnd

puls

CPU board 
power

Power board

CPU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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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canner Connector

Scanner 메인콘넥터

12 92185

CPU-board

R

QPNMLK

T

JHGFE

DCBA

S U V

ZYXW

363534333231242322212019

home-H
sensor

home-V
sensor

scan-H
motor scanN-V

motor

Encoder board

JP1

Driver board

청-(gnd)-흑

백(Diod)

흑-(gnd)-청

적(Tr) 흑(gnd) 적(Diod) 백(Tr)

백(gnd) 갈(vcc) 녹(sgnd) 적(+15v) 갈(vcc) 백(gnd)

황(B)

회(-) 회(-)분(+) 분(+)

녹(A) 백(sgn) 녹(A) 황(B)

LVDT

MS24-26 
Fixd Socket)

JP2

4341 39 38

1
 jp1

1
 jp3

1
 jp4

1
 j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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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22-RJ45 Connector

1234

1
     cn1

422 RJ45 connector

Tx +
Tx -
Rx -
Rx +

2 Tx
3 Rx 
7 redy
20 gnd

 cn2

422 convert

RJ45 connector

    Cn1
1  2  3  4  5  6  7  8

2  Rx -
3  Rx +
4  Tx  -
5  Tx  +
6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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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OBOT Connector 위치도

S
c
a
n
 

h
o
m

e
 s

e
n
s
or

tilt 

home sensor

robot-con1

Power board

Sensor board

Cpu board

Encoder board

자석바퀴(좌)자석바퀴(우)

자석바퀴(우) 모터 자석바퀴(좌) 모터

PSD

robot-con2

Scan 모터

Tilt 모터LVDT

탐촉자 홀더

Connector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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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RACK Connector 위치도

Sodas

Mcs

power

Connector pannel

Mcs-
con1

Mcs-
 con2

Com 1 com2

com1

422 
convert

com7 com6 com5

Dc 24 vDc 24 v

Mcs-
con3

Mcs-
con4

Mcs-
con5

Mcs rack

Dc 24 v Dc 9 v Dc 9 v

Rack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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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ble 

(가) Main cable

Main cable

A
M

L

K

J

H

G

F

E

D

C

B

N

T

SR

P

Ms-20-29s
plug socket

백녹(+24v)

갈녹(gnd)
FG(실드)

청(gnd)

백(+9v)

Ms-14-19s
plug socket

M

L

GF

E

D

C

AB

N

J

H

P

T

KU

S

VR

적(ccd
 sgn

흑(ccd
 gnd)

녹() 갈()

백녹(+24v)

갈녹(gnd)

FG(실드)

청(gnd)

백(+9v)

분(Tx-) 회(Tx+)보(Rx+)황(Rx-)

분(Tx-)

회(Tx+)보(Rx+)

황(Rx-)

적(ccd
 sgn

흑(ccd
 gnd)

녹()

갈()



28)00040.tif (2222x3359x2 tiff)



28)00041.tif (2164x3378x2 tiff)



29)00001.tif (2480x3504x2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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