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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발전소 원자로헤드 CRDM 노즐부 결함 보수용 로봇의 

     원격제어 선형가이드 및 마스트 수직가이드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과 신뢰도 제고가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원

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과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성 관련 시설

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및 감시점검을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한다. 원자력 

안전성 관련 시설이 대부분 고방사선 지역이므로 원격 감시점검 기술 및 원격조

작 기술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기인 원자로 압력용기는 내부의 높은 온도, 

압력 및 고방사선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결함이 발생하 을 경우 보수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David-Besse 

원자로 상부 헤드 관통관 주위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로봇을 이

용하여 원자로 헤드 관통관 주위의 손상 부위를 제거한 후 용접하여 보수하는 기

술이 선진국에 의해 개발되어 있다. 원자로 헤드의 유지, 보수작업을 외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국내에서 수행하게 되면 비용도 막대하고, 유지보수 기술이 축적

되지 않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에 의존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시 자체 기술

에 의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원자로헤드의 유지, 보수 기술을 국산화하여 긴급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기술적 종속을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하면 수입대체

효과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의 수출을 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두산중공업에서 원자로헤드 관통관 손상부 용접보수 로봇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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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기 로봇을을 원자로헤드 하부에 위치 시켜주는 

원격제어 선형가이드 및 마스트 수직가이드를 개발하 다. 원자로헤드 보수 시 원

자로헤드는 헤드안착대에 놓이게 된다. 안착대는 원자로헤드가 놓이는 철골 구조

물과 방사선 차폐를 위한 이중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수 로

봇을 헤드 하부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이중의 원형 콘크트 구조물에 동일한 방

향으로 보수 로봇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를 만들고 입구 크기를 고려한 수평 이

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수 로봇 수평 가이드를 개발하여 로봇을 수

평 이송하며, 또한 로봇이 보수 작업을 수행할 때 전복을 방지하는 견고한 지지를 

제공하도록 하 다. 용접 보수 장치가 목표 관통관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2m 이상 올려주어야 하며, 또한 로봇이 출입하는 출입구의 높이가 제한되

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수직가이드를 개발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헤드 주변상황 및 보수로봇 제원 검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검사 기간 중에 원자로헤드의 관통관 주위 결함을 용접 

보수하기 위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수작업의 현장상황과 로봇의 작업 용이

성, 로봇의 입/퇴실 용이성, 고장 시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수 대상을 한국 표준형 원전의 원자로 헤드로 정하고 

보수작업 현장을 조사하 다. 

  격납건물 내의 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원자로헤드 안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기존의 원자로헤드 안착대를 이용할 경우 이

용 및 수정 방안을 제시하 다. 

  원자로헤드와 안착대의 3차원 모델을 생성하여 쉽게 작업 상황이 파악되도록 

하 다. 원자로헤드 관통관 주위의 결함을 용접보수하기 위해서는 보수 로봇을 관

통관 근처로 이동시켜야 하며 보수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베이

스를 견고히 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수 로봇의 크기 및 하중 등 제원을 검

토하고 3차원 모델을 생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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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평가이드 및 대차 개발

  수평가이드는 보수로봇을 원자로헤드 안착대 안으로 이송해 주고 작업하는 동

안 견고한 지지를 제공해 준다. 대차와 수직가이드, 로봇의 중량을 지지할 수 있

는 강도를 갖으며 전복되지 않도록 수평가이드를 개발하 다. 견고한 지지를 제공

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평가이드 전면부에 안착대 내벽 지지부가 있으며, 내벽 지

지부는 구동봉에 의해서 안착대 외부에서 수동으로 조작된다. 

  원자로헤드를 보수할 때 가이드 시스템을 원자로 건물 내부로 운반해야 하므로 

두 사람이 가이드 시스템을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가이드를 4개의 베이스로 개발

하 다. 수평가이드가 4개의 베이스로 분리되므로 전기적 결선이 없도록 리밋 센

서를 대차에 설치하고 센서 블록을 수평가이드에 설치하 다.

  수평가이드 베이스의 조립 시 발생하는 연결부의 단차에 의한 향을 줄이기 

위해 대차가 가이드레일 위를 구름 운동하도록 설계하 다. 원자로헤드 안착대 입

구 높이 제한과 보수로봇의 작업 역을 고려하여 대차를 개발하 다. 수직가이드

가 대차에 쉽게 조립되도록 가이드 바를 장착하고 제어기와 연결되는 커넥터 박

스를 대차에 설치하 다.  

  3.  수직가이드 

  원자로헤드 안착대 바닥으로부터 원자로헤드의 관통까지의 높이가 2.5m에서 

3.6m로 보수 로봇의 수직방향 이동량이 1.34m 필요하다. 보수 로봇이 원자로헤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의 높이 제한을 고려하여 로봇을 수직으로 이송시켜 

줄 수 있는 이동 메카니즘을 개발하 다. 운반성을 고려하여 로봇 고정부와 수직

구동부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 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량화 하 다. 

보수로봇을 수정하지 않고 수직가이드에 장착할 수 있도록 로봇 고정부 설계하

으며 보수로봇을 수직가이드에 장착하고 선단하중 30kg을 부가하여 구조적 건전

성과 선단 처짐을 확인하 다. 

  4.  제어 시스템 개발

  가이드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 가이드시

스템과 제어기와 연결되는 케이블의 수는 최소로 하고 전원에 의한 노이즈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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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전원 케이블과 신호 케이블로 분리하 다. 제어박스는 서버 모터 드라

이버, 모션제어기, 모터 브레이크 구동기, 주제어기와 통신을 위한 Ethernet 허브, 

프레임 그레버, 수동조작 회로/조작반, 전원공급 회로를 포함하며 이동시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제어박스는 가이드 시스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관

리제어 프로그램과 원거리에서 고속으로 통신하기 위해 Ethernet 통신을 적용하

다. 비상시 또는 관리 제어 컴퓨터가 없어도 가이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도록 

비상 구동 회로를 구성하 다. 

  작업상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3차원 그래픽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

스 모듈을 개발하 으며 가이드 시스템 구동모듈을 개발하고 두 모듈을 연동하도

록 관리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원자로헤드 안착대 내부의 가이드 시스템의 움직임과 보수로봇의 움직임을 감

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헤드 보수 작업의 현장상

황을 고려하여 보수 로봇의 원격제어 가이드 시스템을 개발하 다. 먼저 원자로헤

드와 헤드안착대의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여 가이드 시스템을 개념설계를 하 다. 

보수 로봇, 용접보수 장치, 수평이동 대차의 하중을 고려하여 수평가이드의 강도 

설계를 수행하고 수평가이드의 수평조절과 고정이 가능하며 이동성을 고려하여 

수평가이드를 설계/제작하 다. 원자로헤드 안착대의 입구 높이 제한과 필요한 수

직방향 이동량을 만족하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자체 하중이 작도록 수직

가이드를 개발하 다. 

  가이드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 다. 제어시스

템은 제어박스, 케이블 및 터미널 박스,  제어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제어박스는 

비상시 관리제어기 없이 가이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비상 구동 회로를 포함

하고, 제어프로그램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과 제어기 구동모듈로 구성

된다. 

  또한 원자로헤드 안착대 내부의 실제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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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원격제어 가이드 시스템은 실크기의 목업에서 시험 

운전 완료 후에 원자로헤드 관통관 주위 결함의 용접 보수작업에 투입되어 활용

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원자로헤드 보수 로봇의 원격제어 가이드 시스템 설

계 및 제어 기술은 원전 1차 계통 시설물의 점검보수용 장치의 핵심기술로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원전의 가동기간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자로

헤드 보수 로봇의 원격제어 가이드 시스템의 국외 수출이 가능하고 및 극한작업

용 자동화 장치 개발을 통한 대외 기술료 및 수입 의존도를 감축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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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배 경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과 신뢰도 제고가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원

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과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성 관련 시설

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및 감시점검을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한다. 원자력 

안전성 관련 시설이 대부분 고방사선 지역이므로 원격 감시점검 기술 및 원격조

작 기술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사선 집적선량이 매년 

증가하여 고방사선 구역 작업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따라서 원자력용 원격 감시점검/조작 기술의 확보하여 원자력 종사자의 고방

사선 작업 거부감 및 작업 기피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뿐 아니라 고방사선으로부

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작업 여건도 개선시키며 원전 이상사태를 효율적으로 감시

하고 점검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켜야한다. 

  최근 미국의 David-Besse 원자로 상부 헤드 관통관 주위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됨에 따라 원자로헤드의 정기적인 검사와 결함이 발생하 을 경우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원자로헤드는 고방사선지역으로, 보수작업을 위해서는 

원격으로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 필요하며 국내외에서 원자로헤드 관통관 

주위의 손상부를 보수하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헤드 관통관  손상부를 용접 보수하는 로봇을 원자로헤드 

아래에 위치 시켜주는 원격제어 선형가이드 및 마스트 수직가이드를 개발하 다. 

원자로헤드 보수 시 원자로헤드는 헤드안착대에 놓이게 된다. 안착대는 원자로헤

드가 놓이는 철골 구조물과 방사선 차폐를 위한 이중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수 로봇을 헤드 하부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이중의 원형 콘크트 

구조물에 동일한 방향에 보수 로봇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야 한다. 수평

가이드는 입구의 크기와 수평 이송 거리를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보수 로봇 수평

가이드는 로봇의 수평 이송뿐만 아니라 로봇이 보수 작업을 수행할 때 전복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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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견고한 지지를 제공하도록 개발되었다. 용접 보수 장치를 목표 관통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봇을 2m 이상 올려 주며, 로봇이 출입하는 출입구의 높이  

제한을 고려하여 수직가이드를 개발하 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원자로는 원자력발전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기로서 내부의 높은 온도, 압력 및 

고방사선 환경에서도 기계적 구조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내

식성을 보유해야 하는 원자력 안전성과 직결된 기기이다. 특히 원자로헤드의 관통

관을 통하여 제어봉이 승하강하며 붕산수로 핵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에 관통관 용

접 부분은 부식,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온, 고압 및 

부식의 조건에 있는 원자로헤드를 안전하게 보수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신뢰

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일차 계통인 원자로헤드의 보수작업 시 작업자가 받는 방사능 피폭은 

작업의 제약을 초래하고 원만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여 발전소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방사능 지역인 원자로헤드의 보수작업에 작업자

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격로봇의 활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원격로봇의 활용은 보수작업을 원격/무인/자동화하여 건전성 향상뿐만 아니라 작

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최근 가동중 정기점검 기간중에 원자로헤드의 관통관 주위의 안전검사를 위한 

로봇이 미국의 Westinghouse 등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관통관 주위의 보수로봇

도 미국의 Framatome 등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헤드의 보수작업을 외국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그 비

용도 막대하고, 유지보수기술 축적이 되지 않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에 의존

할 수밖에 없게 되며, 긴급상황 시 국내 자체 기술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대처가 어렵게 된다.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로헤드의 관통관 주위의 용

접보수로봇 기술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원자로헤드 

제작 시 로봇으로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원자로의 

기기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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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관련 핵심 기기인 원자로헤드의 관통관 

주위의 손상부 보수작업 로봇의 원격제어 선형가이드와 수직가이드를 개발하 다.  

  로봇 가이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원자력발전소의 작업현장에서 사용자

가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안정된 보수 작업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먼저, 보수 대상을 한국 표준형 원전의 원자로 헤드로 정하고 보수작업 현장상

황을 조사하고 로봇의 작업의 용이성, 로봇의 입/퇴실 용이성, 고장 시 회수 가능

성을 고려하 다. 

  원자로헤드 안착대 안으로 보수 로봇이 이송해 주는 수평가이드를 개발하 다. 

로봇의 수평 이동량, 로봇의 중량과 운동을 고려하고 설치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하 다. 견고한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평가이드 전면부에 안착대 

내벽 지지부가 있으며, 내벽 지지부는 구동봉에 의해서 안착대 외부에서 수동으로 

조작된다. 수평가이드는 운반의 편의성을 위하여 4개의 베이스로 나누어 개발되었

으며 조립 시 발생하는 단차의 향을 없애기 위하여 대차가 가이드 레일 위를 

구름 운동하도록 하 다. 원자로헤드 안착대 입구 높이 제한과 보수로봇의 작업

역을 고려하여 대차를 설계하 으며, 수직가이드가 대차에 쉽게 조립되도록 대차

에 가이드 바를 장착하하 다.  

  원자로헤드 안착대 바닥으로부터 원자로헤드의 관통까지의 높이가 2.5m에서 

3.6m로 보수 로봇의 수직방향 이동량이 1.34m 필요하다. 보수 로봇이 원자로헤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의 높이 제한을 고려하여 로봇을 수직으로 이송시켜 

줄 수 있는 이동 메카니즘을 개발하 다. 운반성을 고려하여 로봇 고정부와 수직

구동부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 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량화 하 다. 

보수로봇을 수정하지 않고 수직가이드에 장착할 수 있도록 로봇 고정부 설계하

으며 보수로봇을 수직가이드에 장착하고 선단하중 30kg을 부가하여 구조적 건전

성과 선단 처짐을 확인하 다. 

  가이드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 가이드시

스템과 제어기와 연결되는 케이블의 수는 최소로 하고 전원에 의한 노이즈를 피

하기 위해 전원 케이블과 신호 케이블로 분리하 다. 제어박스는 서버 모터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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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모션제어기, 모터 브레이크 구동기, 주제어기와 통신을 위한 Ethernet 허브, 

프레임 그레버, 수동조작 회로/조작반, 전원공급 회로를 포함하며 이동시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제어박스는 가이드 시스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관

리제어 프로그램과 원거리에서 고속으로 통신하기 위해 Ethernet 통신을 적용하

다. 비상시 또는 관리 제어 컴퓨터가 없어도 가이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도록 

비상 구동 회로를 구성하 다. 

  작업상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3차원 그래픽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

스 모듈을 개발하 으며 가이드 시스템 구동모듈을 개발하고 두 모듈을 연동하도

록 관리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원자로헤드 안착대 내부의 가이드 시스템의 움직임과 보수로봇의 움직임을 감

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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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제 1 절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헤드 주변상황 및 보수

로봇 제원 검토

  1.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헤드 주변상황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검사 기간중에 원자로헤드의 관통관 주위 결함을 용접 

보수하기 위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하여 로봇의 작업 용이성, 로봇의 입/퇴실 용이

성, 고장시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수작업의 현장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보수 대상을 한국 표준형 원

전의 원자로 헤드로 정하고 보수작업의 현장상황을 조사하 다. 그림1은 한국 표

준형 원자력발전소를 나타낸다. 

그림 3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작업 현장까지는 그림1의 원자로 건물 오른편의 입구를 통해서 내부 통로를 지

나 터빈건물 방향쪽에 있는 에어록을 통하여 원자로 건물의 원자로 검사/보수 작

업을 수행하는 층으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로 건물의 해치(hatch)를 이용

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서 운반가능 하도록 가이드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 정기점검 기간 중에 원자로헤드는 원자로 풀에서 원자

로 헤드 스터드 볼트를 해체한 후 천정 크레인과 인양기구로 인양되어 헤드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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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놓이게 된다. 원자로 검사/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층에서 헤드 안착대가 있는 

방향을 0˚, 에어록(air lock)이 있는 방향, 즉 터빈건물이 있는 방향을 90˚, 가압기

가 있는 방향을 180˚, 해치가 있는 방향을 270˚로 설정하면 원자로 검사/보수 작업

을 수행하는 층에서 헤드 안착대의 주변상황은 그림2와 같다.

 

그림 4 원자로헤드 안착대 주변상황

헤드안착대
원자로 풀

증기발생기블럭
헤드인양기구

헤드스터드볼트
체결기구

레일

핵연료장전기구

브리지

원자로 하부
검사/보수작업영역

원자로 건물

가압기

에어록
해치

0°

90° 270°

180°

그림 5 인양되는 원자로헤드 그림 6 원자로헤드와 안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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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를 보면 원자로 건물내에 원자로헤드 보수작업에 편리한 안착대를 새로 

제작할 공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헤드의 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로헤드 안착대를 적절히 수정해야만 한다. 먼저 원자로헤드 안착대

의 형상을 확인 검토 하 다. 그림3은 인양기구를 이용하여 원자로헤드 조립구조

물을 인양하는 모습이며 그림4는 인양된 원자로헤드 조립구조물이 원자로헤드 안

착대에 놓여 있는 모습이다.

  정기점검 기간 중에 원자로헤드가 놓이는 헤드 안착대를 그림5에 나타내었고 

안착대의 구조는 그림6과 같이 원자로헤드 받침대, 내벽, 외벽, 그리고 제염 배관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원자로헤드 안착대

 

그림 8 원자로헤드 안착대 구조

  원자로헤드 받침대는 12"×12"×71"의 철골기둥으로 안착대 외벽과 바닥에 고정

되어 있고 120˚ 간격으로 3개가 배치되어 있다. 외벽과 내벽은 원자로헤드 안쪽 

면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각각 24"와 18"의 두꺼운 콘크리트 구

조물로 만들어져 있으며 입구가 52.5˚ 틀어져 위치하고 있다. 안착대 내벽 안에는 

원자로헤드 내면을 제염하기 위한 배관과 배수구가 있으며 외벽 내면과 내벽은 

스테인레스로 피복되어 있다.

  원자로헤드의 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로헤드 보수 로봇이 원자로헤

드 안착대 내부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고방사능 지역인 안착대 내부는 작업자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자로헤드 보수 작업동안 로봇은 필요한 공구들을 탈/

부착하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를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6으로부터 

레일 등을 이용해 로봇을 수평이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착대 외벽에 내

벽입구와 같은 방향에 입구를 만들고, 내벽 입구의 높이를 최대한 높여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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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 파이프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로헤드 보수 작업의 대상이 되는 한국 표준형 원자로헤드의 관통관은 83개

로 그 위치가 그림7과 같다. 

그림 9 원자로헤드의 관통관 위치 그림 10 원자로헤드와 안착대 3차원 모델

  2.  보수로봇 제원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보수 로봇의 가이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로

봇의 크기 및 하중 등의 제원을 조사하 다. 

  용접 로봇으로 사용될 로봇은 Westinghouse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1차측을 

그림 11 Genes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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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검사하고 보수하는 용도로 개발된 Genesis 2000으로 그림12에 증기발생

기 수실 내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Genesis Manipulator System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어실

에 Hewlett Packard (HP) 웍스테이션, 조이스틱 판넬이 있고, 둘째 원자로 건물 

내에 위치하게 되는 Genesis 제어기, 30VAC 변환기, 220VAC 변환기, Junction 

박스, 유압펌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증기발생기 수실에 위치하게 되는 Genesis 

Leg와 Genesis Arm이 있다. 그림 13은 Genesis Manipulator System의 

schematic diagram을 나타낸다. 

그림 12 Genesis Manipulator System

  Genesis 2000의 제어기는 유압펌프와 로봇 기능들을 모두 제어한다. 제어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HP 웍스테이션과 연결되고 30VAC, 110VAC 또는 220VAC를 

제공하는 두개의 변압기로부터 입력전원을 받는다. 제어기는 로봇의 작업 역 밖

의 원자로 건물 안에 위치하게 된다. 제어기를 통해서 로봇 위치의 정보가 실시간

으로 HP 웍스테이션으로 전달되고 시스템 전원의 상태와 회로보드의 정보들 또

한 통신으로 감지되어 시스템의 문제발생시 해결을 돕는다. 제어기와 웍스테이션 

사이의 통신이 두절되면 제어기는 로봇의 운동을 정지시킨다.

  로봇 가이드 설계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은 Genesis Leg와 Genesis Ar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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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은 열장이음으로 Leg에 장착된다. Leg는 두개의 강철 활주대로 만들어져 있

으며 암 열장이음을 갖는 대차가 강철 활주대를 따라 수직으로 운동한다. Arm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관절로 불리는 세 개의 회전관절로 이루어져 있다. 

Upper Arm Tube와 Lower Arm Tube는 고강성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 졌다. 

어깨 관절 뒤에는 수 열장이음을 갖고 있어 Leg에 장착되며, 손목 관절 앞에는 

공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작은 수 열장이음을 갖고 있다. 각 관절은 서보모터와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통해서 구동되며 리졸버를 통해 위치제어가 이루어진

다. Arm은 최대 75 lbs 무게의 공구를 장착할 수 있다. 이상의 Genesis Arm과 

Genesis Leg의 제원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Genesis Arm과 Genesis Leg의 제원

Genesis Arm Genesis Leg

Weight 65 lbs Weight 90 lbs

Max. toolhead weight 75 lbs Vertical travel 35 inches

Max. degrees of rotation

shoulder 228 deg. Lifting force 300 lbs

elbow 330 deg. Electrical connection 1/4 turn cannon connector

wrist 268 deg. Hydraulic connection Swageloc quick disconnect

Electrical connection
1/4 turn cannon 

connector
Pneumatic connection Swageloc quick disconnect

  3차원 그래픽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11과 같이 보수로봇의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 다. 내벽입구의 높이는 48"(=1.219m)로 Genesis Manipulator의 

Leg 길이 1.270m 보다 작다. 따라서 개발될 수평가이드의 높이를 고려해서 안착

대 내벽 입구의 높이를 최대한 높게 수정하여야 한다. 

  원자로헤드 받침 철골 구조물은 높이가 72"(=1.829m) 이고 철골 구조물에 받쳐

지는 플랜지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가 1.5"(=38.1mm)이므로 내벽 입구의 높이는 

최대 70.5"(=1.791m)까지 허용된다. 수평/수직 가이드 설계할 때 이 높이를 고려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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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Genesis Manipulator 3차원모델

12701270

164.5164.5

550550

535535

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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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평가이드 및 대차 개발

  1. 수평가이드 베이스 강도 설계

  원자로헤드 용접 보수 로봇을 헤드 안착대 내부에 위치 시키는 수평가이드는 

로봇을 수평이동 시켜주는 기능 외에 로봇을 견고히 지지해 주고 로봇의 위치 정

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원자로헤드의 스터드 볼트 

구멍을 이용하여 수평가이드를 견고히 지지하고 헤드와 로봇 사이의 위치관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원자로 헤드가 원자로에 고정되는 방향을 유지하며 인양되어 헤

드 안착대에 놓인다고 가정하여 그 위치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스터드 볼트 구

멍은 6˚40'으로 되어 있고 안착대 내벽의 입구 크기를 고려하여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간격의 고정할 구멍을 두개 설정하 다. 수평가이드의 개념설계에 

필요한 헤드 안착대의 주요치수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림 12 원자로헤드 위치와 안착대 주요치수

  그림 12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수평가이드의 길이나 수평가이드의 지지점

을 적절히 선정하여 그림 13에 수평가이드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3에 나타

난 것과 같이 안착대 내벽 입구와 같은 방향에 외벽 입구를 만들 경우에 외벽 밖

에서 로봇을 수평가이드에 장착할 수 있도록 수평가이드의 길이를 설계하 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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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팔이 좌우로 운동할 경우 전복 방지에 유리하도록 지지다리를 수평가이드 베

이스 판 옆에 위치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13 수평가이드 개략도

  필요한 단면형상을 설계하기 위하여 수평가이드 재질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

정하고 부정정 보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 최대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계산하

다. 알루미늄 합금의 인장강도는 약 3000 kgf/cm
2 이며 전단강도는 약 2000 kgf/ 

cm2 이다. 수평가이드를 단순지지보로 가정하면 그림 14와 같이 하중조건을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14 수평가이드의 하중조건

  여기서 P는 집중하중으로 용접 보수 로봇과 이동 대차 그리고 용접 공구에 의

해 수평가이드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135 kgf로 가정하 다. w는 알루미늄 자체하

중이며, 두 지지점 간의 거리 a 는 3.3 m, b 는 1.34 m 이다. x는 지지점 B로부터 

대차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수평가이드의 베이스는 너비 0.6 m, 두께 0.05 m의 

단면 형상이 일정한 판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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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점 A와 B에서의 반력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RA =
w (a + b )(a − b ) + 2Px

2a
= 111 kgf (2.1.1)

RA =
w (a + b )(a+ b ) + 2P (a − x )

2a
= 263.7 kgf (2.1.2)

  최대 전단력과 최대 굽힘 모멘트를 계산하여 단순 지지보의 안전율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전단력 선도를 구하 다. 대차의 이동에 따라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선도가 변하므로 대차가 지지점 A와 B 사이에 있을 때의 전단력 선도를 그림 15

와 같이 구하 다. 

그림 15 전단력 선도

 

  그림 15로부터 최대 전단력은 398.7 kgf 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전단응력은 

1.329 kgf/cm
2 이다. 이때 최대 굽힘 모멘트는 다음과 같다.

M =
2RA − w (a − x )

2
(a − x )  (2.1.3)

  식 (2.1.3)에서 구한 굽힘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거리 x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x =
2aP + a 2w + bw
2 (2P + aw )

  (2.1.4)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는 거리 x가 1.786 m 일 때 186.7 kgfm가 되

며 인장응력은 74.7 kgf/cm
2 가된다. 가이드의 두께가 2cm 인 경우 의 최대 굽힘 

모멘트는 141.258 kgfm 로 이때 인장응력은 353.1 kgf/cm
2 로 안전율이 약 9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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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평가이드 기구설계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평가이드 베이스 설치를 원자로

헤드를 헤드 안착대에 안착시키기 전에 수행하도록 계획하 다. 수평가이드의 베

이스는 길이가 4.5m 이상이며 폭이 약 0.5m, 높이가 약 0.1m 로 모양이 길고, 무

게가 90kgf 이상이며 수평가이드 전체의 무게는 200kgf 이상으로 무겁다. 따라서 

수평가이드 베이스는 2인의 작업자가 운반 가능하도록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도록 그림 16과 같이 개념설계를 하 다. 

그림 16 수평가이드 3차원 모델 개념설계  

  수평가이드 개념설계에서 수평가이드 베이스를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설계하

는데 이동할 때와 설치할 때 작업이 간단하도록 4개로 설계하여 제작하 다. 베

이스 각 부분의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알루미늄 프레임과 알루미늄 판재를 

이용하여 베이스를 설계 제작하도록 하 다. 수평가이드 베이스는 4개의 부분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므로 연결부에 단차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직선운동 

부에 볼 부시를 사용한다면 볼 손상과 수명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직선운동 

부를 가이드레일 위를 구름 운동하는 구동 시스템으로 설계하 다. 베이스 단품이 

연결되는 부분은 가이드레일이 겹쳐지도록 설계하여 연결판이 필요 없도록 하

다.

  베이스의 각 부분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구름 바퀴를 채용하여 운반 시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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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으며 각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7은 수평가이드 베

이스 단품의 3차원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17 수평가이드 베이스 모델

그림 18은 제작된 수평가이드와 대차를 나타낸다. 수평가이드 레일에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하여 내마모성과 내식성을 높 다.

  

그림 18 수평가이드와 대차

   크롬도금은 내마모성, 윤활성, 내열성, 이형성, 내약품성 향상을 위하여 적용된

다. 아름다운 광택이 주가 되는 경우의 도금 두께는 1μm ∼ 2μm까지로서, 식기 ·

기타 일용품에서 황동의 표면에 도금한 것이 많이 쓰인다. 내마모성을 얻기 위한 

경우는 경질 크롬도금이라고 하여 두께는 마모수명의 필요도에 따라 바뀌지만 5μ

m에서 0.1 mm에 미친다. 카메라렌즈의 나사고정부분, 정 기계의 끼워맞춤 부분, 

주형의 내면, 인쇄용 판면 등의 마모방지에 사용된다. 크롬도금에 사용하는 액속

의 크롬산·황산근의 농도에는 고농도와 저농도가 있다. 액의 농도 ·온도, 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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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즉 도금조건에 따라 아름다운 광택있는 면을 얻을 수 있다. 

  수평가이드를 안착대에 설치할 때 안착대의 내벽 입구를 통해 어 넣게 된다. 

이때 수평가이드의 안착대 내벽 지지부가 입구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착대 

내벽 지지부를 2링크로 설계/제작하 다. 손목관절부분과 팔굼치관절부분은 볼 플

런저(ball plunger)를 이용해 이동할 때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 다. 또한 지지

부 앞 면에 실리콘 고무를 부착해서 안착대 내벽에 흡집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

다. 그림 19는 안착대 내벽 지지부를 나타낸다.  

그림 19 안착대 내벽 지지부

안착대 내벽 지지부는 구동봉으로 연결되어서 그림 20과 같이 수평가이드의 후면

(안착대 입구쪽)에서 렌치로 구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수평가이드 4개의 부

분을 분리하 을 때 안착대 내벽 지지부를 구동할 수 없으며 렌치를 따로 보관하

여 갖고 다녀야 한다. 따라서 그림 21과 같이 작은 핸들을 이용하여 전용 공구를 

제작하 다. 

 
그림 20 수평가이드 후면부 그림 21 핸들 장착 모습

핸들은 구동봉 끝의 렌치 부분 또는 스플라인 부분에 삽입되는 스테인레스 파이

프, 파이프의 끝부분이 잘 수축할 수 있도록 만든 홈, 끝부분을 조여 주는 원통 

블록, 회전력을 입력하는 핸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전용 핸들을 사용하여 

수평가이드가 조립되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와 분리되어 있을 때에도 안착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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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지지부를 쉽게 구동할 수 있다. 그림 20에서 알 수 있듯이 수평가이드 전/후면 

마감판 안쪽에 실리콘 고무판을 부착하여 대차 충격 시 완충작용을 하도록 하

다

  구동봉은 그림 22의 수평가이드 연결부에서 스플라인으로 체결되어 구동력을 

전달하게 된다. 수평가이드의 베이스를 연결할 때 스플라인이 잘 체결되게 하기 

위해서 구동봉 중간에 키/홈과 스프링을 이용하여 수평가이드 베이스를 연결할 

때 간섭이 되지 않게 하 으며 후면에서 안착대 내벽 지지부를 구동할 때 치열이 

정렬되면서 스프링이 튀어나와 구동봉이 확실히 체결되도록 하 다. 그림 23는 키

/홈과 스프링을 적용해 설계/제작한 구동봉을 나타낸다. 

그림 22 수평가이드 연결부

그림 23 안착대 내벽 지지부 구동봉 

   베이스판이 연결되는 부위에서 수직하중 및 비

틀림에 대해 강성을 유지하도록 그림 21과 같이 

레일을 베이스판에 겹쳐서 연결되도록 하 으며 

레일 단면 가운데에 키/홈을 만들어 연결되도록 하

다. 

  수평가이드 베이스는 그림 21의 안쪽에 보이는 

편심핀에 의해서 체결된다. 편심핀의 구조는 그림 

24에 나타나 있으며 수평가이드 베이스 판 위 쪽

에서 육각렌치를 이용해 잠그고 풀도록 설계/제작 

되었으며 잠갔을 때 두개의 수평가이드 베이스 판을 끌어당기는 체결력을 발생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베이스판 위에 명판을 부착하여 편심핀의 상태를 표시하도

록 하 다. 

그림 24 편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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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가이드 베이스의 조립이 끝나고 보수로봇이 안착대 내부에 장착되어 작업

을 수행할 때 수평가이드에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진동의 발생을 억제하며 견고

한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림 25와 같이 안착대 입구에 설치되는 수평가이드 

고정장치를 설계/제작하 다. 그림 2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착대 입구와 접촉하

는 부분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안착대에 흠집 발생을 방지하 고, V

자로 홈을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 다.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구동하며 편

심 핀을 이용하여 고정되도록 설계/제작하 다. 

그림 25 수평가이드 고정장치 설치위치

  

그림 26 수평가이드 고정장치

  수평가이드 위를 직선운동 하는 대차의 한계 위치와 홈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서 광센서 타입의 리밋 센서를 적용하 다. 수평가이드의 경우 4개의 부분으로 나

누어져 이동되고 조립과 분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이곳에 신호선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리밋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

과 다르게 센서블록을 세 개를 만들어 수평가이드에 설치하고 이동하는 대차에 

리밋 센서 3개를 장착하 다. 센서블록은 수직가이드가 수평 왕복 운동을 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홈센서 블록과 안착대 입구방향의 센서블록을 수평가이드 가장

자리에 설치하 다.

  원자로헤드 안착대 내벽 방향에 위치하는 내부 리밋 센서 블록은 대차가 최대

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수평가이드 베이스1에 설치하 다. 센

서블록의 외부로 향하는 면과 수평가이드 앞판과의 사이가 30mm 이며, 고무판 

두께 10mm와 대차 앞판 두께 15mm 그리고 센서의 블록인지 깊이 3mm를 고려



- 20 -

하면 고무판과 대차 앞판의 충돌까지 2mm의 여유가 있다. 홈 위치는 보수 로봇

이 작업을 해야 하는 시작 위치보다 수mm 앞에 표시가 되도록 만들었다. 수평가

이드 베이스1의 앞판 안쪽 면부터 561mm 떨어진 곳에 홈 위치 센서 블록을 설치

하 으며 보수로봇의 어깨관절이 관통관 1번 위치에서 원자로헤드 안착대 입구 

방향으로 약 164m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안착대 입구 방향에 위치하는 외부 

리밋 센서 블록은 수평가이드 베이스4의 뒤판 안쪽 면에서 700mm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하 다. 그림 27는 설치된 센서 블록의 위치와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27 센서블록과 설치위치

  3. 대차 구동 모터 선정

  수평가이드의 취급하중은 용접툴 34kgf, 로봇 팔 30kgf, 로봇 다리 41kgf, 로봇

고정부 38kgf, 수직구동부 102kgf, 대차 25kgf 으로 가정했을 때 전체무게가 

270kgf 이다. 로봇의 총 이송거리는 4m 미만이며 1분 내에 끝까지 이송될 수 있

도록 이송속도를 0.1m/sec로 선정하고 감속기어와 구동모터를 선정하 다. 

  이 때 필요한 부하 토크(TL)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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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
(9.8µM+ F )D

2Rη
= (9.8 0.5 270 + F ) 0.1

2 100 0.7

   = 0.859(Nm) (2.3.1)

여기서 µ(0.5, steal-steal)는 마찰계수, M(270kg)은 직선운동부분 부하질량, F는 

추력, D(0.1m)는 피니언 직경, 1/R(1/110)은 감속비 그리고  η(0.7)는 감속기 효율

을 나타낸다. 

  필요한 모터 축 회전속도(NM)는 약 1910rpm 이며, 가속시간을 0.1sec로 가정했

을 때 소요 가속토크는 다음과 같다.

TP =
2π NM (JM+ JL)

60ta
+TL

           = 2π 1910 (6.6 10− 5 + 7.726 10− 5 )
60 0.1

+ 0.859

           = 1.02(Nm)

(2.3.2)

부하 관성모멘트(JL)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JL = JW+ JG+
JP

R 2
= 7.58 10− 5

(kgm
2
) (2.3.3)

여기서 JW( 5.58 10− 5kg‧m2)는 직선운동부 관성, JG( 2 10− 5kgm2, bayside ps60)

는 기어/커플링 관성 그리고 JP( 7.726 10− 5kgm2)는 피니언 관성이다. 

  따라서, 정격토크가 소요 가속토크(TP) 1.02Nm의 약 1.2배인 1.27Nm, 모터 관

성모멘트가  6.6 10− 5kgm2 그리고 위치센서로 리졸버를 갖는 400W Tamagawa 

모터를 구동모터로 선정하 다.  

  4.  대차 기구부 설계

  원자로헤드 용접 보수 로봇 선단이 원자로 헤드의 83개 관통관에 모두 도달할 

수 있도록 로봇 팔의 길이를 설계해야 한다. 원자로헤드 안착대 내부에 놓이게 되

는 수평가이드의 중심선으로부터 최외각에 존재하는 관통관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림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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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로봇중심으로부터 관통관까지의 거리 

  

  그림으로부터, 수평가이드의 중심선에 보수 로봇의 어깨관절 중심이 놓이도록 

설계를 하면 보수 로봇의 shoulder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관통관까지의 거리는 

약 1,475mm 임을 알수 있다. 보수 로봇의 팔의 길이는 어깨관절로부터 손목관절

의 공구 고정부까지 1,311mm 이다. 따라서 손목관절의 공구 고정부로부터 용접툴

의 관통관 고정부까지의 거리가 164mm 이상만 되면 보수 로봇의 선단이 모든 관

통관에 도달할 수 있다. 상완 링크와 하완 링크를 고려해서 3째번 링크를 300mm

정도의 길이로 가정하면, 위의 기구학적 관계에 따라 수직가이드 고정부에 회전관

절을 추가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다. 

  수평가이드는 4개의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고 보수작업을 수행할 때 조립하게 

되므로 레일의 조립부분에 단차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차로 인해 130 kgf이상

고중량인 용접 공구, 로봇, 수직가이드, 수직가이드 고정부의 조립체가 수평가이드 

위를 직선운동하며 수평가이드 레일의 조립부분을 지날 때 충격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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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송기구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계속

적인 반복사용에 대한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 수직가이드 고정부를 구름 마찰하는 대

차형태로 설계하 다. 좌우로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림 29와 같이 구름 바퀴를 양

옆으로 레일 베어링을 부착하 다. 대차는 구

동모터에 의해 앞바퀴가 구동되며, 슬립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앞바퀴에 체인을 걸어 뒷바퀴로 구동력을 전달한다. 

   원자로 헤드 안착대의 입구 높이가 낮고 수직가이드가 2단으로 올라가야할 높

이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차 밑부분의 공간까지 행정거리가 나오도록 설계

하 다. 따라서 그림 29에서 보이는 모터와 베벨기어를 수직으로 세우도록 설계했

다. 대차 구동에 사용된 베벨기어는 감속비가 2:1 이며, 모터 앞단에 장착되는 감

속기는 감속비가 55:1이다. 

그림 30 대차 크기 결정

그림 29 대차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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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의 폭은 레일의 폭과 같이 500mm로 설계하 으며 길이는 모터, 수직가이드, 

Genesis가 놓일 자리를 고려하여 그림 30과 같이 800mm로 설계하 으며 제작된 

모습은 그림 18에 나타나 있다.   

  Genesis의 용접공구와 전/후처리 공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대차는 대차구

동 모터가 있는 쪽이 먼저 원자로헤드 안착대로 진입하도록 개념설계 하 다. 이 

때 Genesis의 공구가 안착대 입구 반대쪽에 있는 원자로헤드 관통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직가이드가 장착되는 위치를 최대로 앞으로 배치하 다. 대차 상판 밑면

의 이동바퀴를 고정하기 위한 부품들을 고려하여 수직가이드를 배치한 결과 상판

의 사각형 관통부의 위치는 456.5mm로 제작 되었으며, Genesis의 Shoulder 위치

는 대차 앞부분에서 72mm로 제작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평가이드에 신호선이 배선되지 않도록 대차에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도록 설계하 다. 수평가이드에 설치된 센서 블록이 수평가이드 

이동시에 방해를 주지 않고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기 편리한 위치를 수평가이드 

안쪽 레일 가까이로 판단하여 센서 블록을 설치하고 대차 앞판의 아래쪽에 리밋 

센서를 장착하도록 설계하 다. 센서의 탈부착을 용이하도록 대차에 장탈착이 가

능한 센서블록을 제작하 으며 대차 앞판에 센서블록이 장착되는 홈을 가공하고 

신호선을 대차 상판 위로 전달하기 위하여 대차 앞판 상부에 길게 홈을 가공하

다. 그림 31은 수정된 대차 앞판과 센서블록, 리밋 센서, 신호선을 보여준다. 

그림 31 대차 앞판과 리밋 센서

 적용된 리밋 센서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모델 : EE-SX670A

    - 제작사 : 미국, OMRON 사

    - Light-ON 동작 가능(터미널 회로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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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주파수 : 1kHz

    - 넓은 작동 전압 역 : 5∼24VDC

    - 사용 커넥터 : EE-1001

  대차의 구름 바퀴가 레일 위를 수평 운동

할 때에 구동체인의 장력을 유지하도록 바

퀴사이의 거리를 조정하고, 진동을 최소화하

도록 베어링과 레일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조정볼트를 그림 32와 같이 네 바퀴 옆에 

설치하 다. 

  가이드 시스템을 이송할 때 편리하도록 

대차와 수직이송 구동부를 분리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대차와 수직이송 구동부의 

분해/조립을 편리하도록 조립용 바를 제작하 고 그림 33에 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33 대차

  또한 수직이송 구동부를 대차에 조립할 때 용이하도록 수직이송 구동부 전후의 

위치를 안내하는 수직이송 구동부의 뒤판의 가이드 홈과 수직이송 구동부의 좌우

를 가이드하는 가이드블록을 추가로 설계하 다. 

  수직가이드의 모터를 구동하는 전원선과 레졸버와 리밋 센서의 신호선을 외부

그림 32 대차바퀴 조정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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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하기 위한 컨넥터 박스를 대차의 전면부에 설치하 다.  

  부록에 수평가이드의 주요치수를 나타낸 조립도와 부품도를 첨가하 다.

  5.  작업 역

  설계된 대차에 Genesis와 수직가이드가 고정되어 수평가이드 위를 이동하면서 

Genesis의 공구가 원자로헤드의 모든 관통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로봇 팔의 회전 가능 각을 Genesis의 초기 점자세로부터 알아보면 첫 

번째 링크의 회전 가능 각이 ±115〫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4 Genesis 초기 점자세와 로봇 팔의 각도

 

65O

30O

15O

   

그림 35 대차 최대 진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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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팔의 길이가 원자로헤드 중심부에서 가장자리 관통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이지만, 첫 번째 링크의 회전 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한 위치

에서 보수 공구가 모든 관통관에 도달할 수 없다. 또한 원자로헤드 관통관이 원자

로헤드 안착대 내벽을 벗어난 위치에도 위치하여 있고 수평가이드는 내벽 안쪽까

지만 위치하기 때문에 대차가 안착대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된다. 그 

위치를 조사하여 그림35에 나타내었으며, 그림으로부터 Genesis의 첫 번째 관절의 

위치가 원자로헤드 1번 관통관으로부터 432.4mm 떨어진 곳까지 진입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대차의 이동을 최소로 하면서, 즉 Genesis의 

첫 번째 관절이 그림36과 같이 첫 번째 관통관과 400mm 떨어진 위치와 관통관 

바로 밑의 위치 두 가지 위치에만 위치하면서 보수공구가 모든 관통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원자로헤드 안착대 안쪽의 관통관들은 수평가이드를 

중심으로 원자로 헤드의 역을 이등분하여 로봇 팔이 첫 번째 링크와 두 번째 

링크의 자세가 왼팔과 오른팔로 되어야 도달 가능하므로 원자로헤드 좌반구에서

는 왼팔, 우반구에서는 오른팔 자세로 정하고 도달 위치를 조사하 다. 

 

그림 36 Genesis의 작업 역과 로봇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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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관의 용접부는 타원형으로 경사져 있다. 따라서 공구의 초기위치를 가장 높

은 곳, 또는 가장 낮은 곳으로 위치하기 편리하도록, 세 번째 링크가 헤드 중심을 

향하는 방사형으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만약 방사형 자세가 나오지 않거나 부

자연스러운 것은 자세를 조금씩 바꾸도록 작업자세를 구하 다. 그림 37과 그림 

38은 세 번째 링크의 연장길이가 250mm인 경우, 즉 세 번째 링크의 길이가 

476mm인 경우 로봇의 공구가 관통관에 도달하는 로봇의 자세를 나타낸다. 

그림 37 어깨관절과 1번 관통관 사이 거리가 0mm에서 로봇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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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어깨관절과 1번 관통관 사이 거리가 400mm에서 로봇자세 

  그림 37에서 제일 아래 그림이 400mm 떨어진 거리에서 도달할 수 없는 관통관

을 나타내었고, 그림 38에서 제일 윗 그림이 0mm 떨어진 거리에서 도달할 수 없

는 관통관을 나타내었다. 다른 두가지 그림은 0mm와 400mm 떨어진 거리에서 모

두 도달할 수 있는 관통관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Genesis 어깨관절과 1번 관통관 사이 거리가 0mm와 400mm, 두

가지 위치에서 보수 공구가 대부분의 관통관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링크의 길이가 476mm로 9번 관통관과 83번 관통관이 0mm와 400mm, 두 

위치 모두에서 보수 공구가 도달하지 않으므로 Genesis 어깨관절 위치를 원자로

헤드 안착대 입구쪽으로 1번 관통관과 200mm 떨어진 위치에 작업위치를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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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로봇자세를 구하 다. 그림 39에 Genesis 어깨관절과 1번 관통관 사이 거리가 

200mm 떨어졌을 때 로봇자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39 어깨관절과 1번 관통관 사이 거리가 200mm에서 로봇자세

  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대차의 위치를 로봇 어깨관절과 1번 관통관 사이의 

거리를 200mm, 0mm, -400mm, 떨어진 3곳으로 작업위치를 정하면 보수공구가 

83개의 관통관에 모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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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직가이드 개발

  1. 수직가이드 개념 설계

  원자로헤드 안착대 내벽입구의 높이는 48"(=1,219mm)로 Genesis Manipulator의 

Leg 길이 1,270mm 보다 작다. 따라서 내벽입구를 높게 수정해야 하며, 개발될 수

평가이드의 높이를 고려해서 내벽입구를 최대한 높게 수정하여야 한다. 

  원자로헤드 받침 철골 구조물은 높이가 72"(=1,829mm) 이고 철골 구조물에 받

쳐지는 플랜지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가 1.5"(=38.1mm)이므로 내벽 입구의 높이는 

최대 70.5"(=1,791mm)까지 허용된다. 수평/수직 가이드 설계할 때 이 높이를 고려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원자로헤드 안착대 내벽입구를 수정하여 입구의 높이를 약 1,790mm 까지 높일 

수 있고, 바닥으로부터 수직가이드 고정부 윗면까지의 높이가 약 260mm 이다. 따

라서 수직가이드 길이의 최대값는 1,530mm 이다. 

  그림 40로부터 용접툴의 길이를 최대로(700mm이상) 설계하고 수평가이드의 높

이를 최소(200mm)로 하고, 직선운동부의 블록의 길이를 200mm로 가정했을 때 

약 1,350mm의 이송거리를 확보하여 수직가이드를 2단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림 40 로봇의 최대 수직 이송거리

  수직이송거리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대차형태의 수직가이드 상판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수직운동 블록이 대차 상판 아래까지 내려가도록 수정하 고, 구동모

터는 수직으로 장착하여 수직가이드 뒤쪽에 장착되도록 설계하 다. 그림 41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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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가이드의 개념설계를 나타낸다. 

   

그림 41 수직가이드 개념설계

  로봇을 수직가이드에 장착하 을 때 수직가이드가 견고히 고정되도록 버팀판을 

그림 41와 같이 사다리꼴로 설계하 다. 수직가이드의 직선운동부는 강성과 중량

을 고려하여 바깥지름 60mm, 안지름 45mm의 중공형 가이드봉을 사용하 고 지

름 28mm, 리드 6mm의 볼스크류를 사용하 다. 

  2.  수직가이드 기구설계

  그림 42에 수직가이드 조립도와 Genesis 고정부와 가이드부를 나타내었고 그림 

43에 Genesis 고정부의 조립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Genesis 

고정 블록에 옆판을 추가하여 강성을 보강하 으며 뒷판에 LM가이드를 추가함으

로써 이동블록과 함께 Genesis 선단의 공구 무게에 의한 모멘트를 감당하도록 보

강하 다. 수직가이드의 이송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이송블록의 윗면에 

홈을 가공하 다. 이 홈의 깊이만큼 수직 가이드 구동 풀리와 이송블록이 간섭을 

피하게 되어 홈의 깊이만큼 이송거리를 확보된다. 



- 33 -

그림 42 수직가이드 조립도 

 

그림 43 Genesis 고정부 조립도 

그림 44 수직이송 구동부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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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는 수직이송 구동부 조립도를 나타낸다. 볼스크류와 가이봉, LM가이드

는 레이던트 처리로 방청처리를 하 다. 레이던트 처리는 검은색의 침투성 피막형 

처리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모재표면의 얇은 피막 (1-2㎛)형성과 모재 내부의 생

성되는 중간 확산층이 고도의 부식 방지력과 도장하지성 (도료와 재질간의 강력

한 착력을 나타냄)등을 발휘한다. 또한 이 처리는 특이한 결정형을 (비대칭 경

사형)을 구성하기 때문에 열선의 복사, 흡수, 흡착 활성에 현저한 작용을 나타내

고 있다고 판명되고 있다. 레이던트 처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⑴ 내식성이 우수하다. - 내염수분무시험 (3%의 소금물로 인공부식유발) : 

72시간 시험후에도 적청발생 안됨

⑵ 소재 파단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착력을 가지고 있다. 

   소재의 반복 굴곡에 대해서도 피막이 착 되어 있다.

⑶ 흑체도와 함께 태양열 집열 효율에도 뛰어나다. 

   일정한 파장에 대한 선택성, 활성은 다른 용도에 응용할 수 있다. 

⑷ 가공성이 우수하다. - 얇은막, 저온가공에 의한 변형이 없으며 기계 가

공후 완성된면에 직접 RAYDENT처리 할 수있으며, 용접 부위에도 처

리가 가능하다. 

⑸ 피막이 얇으며, (1-2㎛) 균일하다. 

 ⑹ 저온 가공이기 때문에 소재의 변형 및 뒤틀림이 생기지 않는다.

⑺ 비닐 조각의 박리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수명과 CLEAN ROOM에는 

향을 주지 않으며 분진 발생이 없다.

⑻ 세라믹계초미립자 적층체인 초미세한 크랙군에 의해 부식 도는 낮아

져 분산되며 합금성 확산 부동태화 효과가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내식

성의 장기 향상을 일으키며 우수한 피막  성능을 발휘한다. 

⑼ 수소 취성이 없다.

  수직가이드를 경량화하기 위해 옆면 보강판에 홈 가공을 하 으며, 수직가이드 

상판을 크게 설계하여 구동모터를 양단 지지하도록 하 다. 

  보수로봇을 수직 이송할 때 기준점과 한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직이송 구동부

에 리밋 센서를 설치하 다. 수평가이드에 사용한 리밋센서와 같은 사양의 리밋 

센서이며 모양이 변형된 것으로 모델명이 EE-SX672A 이다. 

  로봇 고정부 캐리지에 ‘ㄹ' 자 모양의 센서블록이 설치하 으며 상부 리밋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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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여서 설치하 으며 홈 센서와 하부 리밋 센서는 하부에 5cm 간격으로 설치

하 다. 리밋 센서 신호선은 수직가이드 뒤판에 작은 홈을 통하여 수직이송 구동

부 뒷면으로 연결되고 케이블 홀더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도록 하 다. 그림 45에 

수직이송 구동부의 센서를 나타내었다.    

그림 45 수직가이드 리밋 센서

 

  3.  수직가이드 경량화

  수직가이드 직선운동부의 Genesis와 선단공구를 포함하는 부하가 130kgf이며 

선단공구에 의한 Moment 부하를 고려하여 수직가이드를 제작하 다. 수직가이드

는 수직가이드가 고정되는 대차와 수직이동부, 로봇고정부로 이루어 있으며 한 몸

체로 설계/제작되어 하중이 표2에 나타낸바와 같이 무게가 213kgf이다. 

  원자로헤드 용접보수 로봇이 한 곳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정기점검에 따라 필요할 때 마다 설치/철거가 되므로 213kgf의 수직가이드의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수직가이드의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3개의 

부분(대차, 수직이동부, 로봇 고정부)으로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수직가이드를 

수정하 다. 또한 2인이 이동과 분해조립을 가능하도록, 응력해석을 통하여 가이

드 봉을 안지름 30mm 중공에서 45mm 중공으로 수정하여 무게를 감량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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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가이드 뒷판, Genesis 고정부의 옆판과 뒷판을 감육하여 무게를 감량하 다. 

표2에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무게를 나타내었다. 

표 2 수직가이드 무게

수정 전 수정 후

대차 25kgf 25kgf

수직 이동부 137.6kgf 102kgf

로봇 고정부 50.1kgf 37.9kgf

합계 212.6kgf 164.9kgf

  

  수직가이드 기구부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감량하기 위하여 범

용유한요소해석 코드인 Design Star를 이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3차원 

CAD를 사용하여 SOLID 모델링을 수행하고 선형 사면체 솔리드 요소(Linear 

tetrahedral element)를 사용하 다. 수직가이드 기구부의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 

60계열로 하 으며 이의 기계적인 물성은 표 3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46에 유한요

소 모델을 나타내었다. 

표 3 수직가이드 재질의 기계적 물성

항   목 내   용

Yield Strength(σY) 240 N/mm
2

Young's Modulus (E) 70,000 N/mm2

Poisson's Ratio(ν) 0.3

Density(ρ) 270E-6 kg/mm
2

  응력해석을 위해 부품들의 연결부위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며, Genesis 선단의 

공구는 30kgf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 고, 중력을 고려하여 자체중량

의 효과를 포함하 다. 이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수직가이드에 가장 큰 응력이 발

생할 수 있는 Genesis의 자세를 고려하여 수직가이드 상승높이 50mm,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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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수직가이드 유한요소 모델

1280mm, 1350mm에 대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먼저 로봇 고정부에 대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여 수정설계를 한 후, 수정된 로봇 고정부와 수직이동부가 조립

된 형태로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47은 로봇 고정부에 대한 응력해석을 나타낸다.

그림 47 로봇 고정부 응력해석 결과 I 



- 38 -

  그림 47로부터 로봇 고정부 뒤판의 로봇고정하판과 이송블록 사이 부분에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봇고정부 뒤판과 로봇고정하판 사

이에 보강 판을 추가하고 응력발생이 적은 부분을 링가공으로 감량하 다. 그림 

48은 수정된 로봇 고정부의 응력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8 로봇 고정부 응력해석결과 II 

 

  그림 48로부터 수정된 로봇 고정부에 발생하는 응력이 골고루 분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가공을 통하여 12kgf이 감량되었다.  

  수정 설계된 로봇 고정부를 사용하여 수직이동부의 응력해석을 수행하고, 응력

해석 결과를 토대로 수직이동부의 감량을 수행하 다. 그림 49와 그림50은 각각 

수직이동부의 수정전과 후의 응력해석결과를 나타낸다. 수정가공을 통하여 중량이 

35kgf 감량되었으며, 그림 50으로부터 35kgf 감량된 수직가이드에 발생하는 응력

이 충분히 안전함을 알 수 있다.

  부록에 수직가이드의 주요치수를 나타낸 조립도와 부품도를 첨가하 으며, 그림 

51은 제작된 수직가이드의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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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수직이동부 응력해석결과 I 

그림 50 수직이동부 응력해석결과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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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수직가이드

  4. 수직이송부 구동 모터 선정

  수직가이드의 직선운동부분의 부하질량M은 143kgf 이며 이송거리는 약 1.4m 

이다.  이송속도를 0.01m/sec로 설정하면 필요한 부하 토크(TL)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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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
(9.8M+ F)PB

2πRη
=  (9.8 143 + 0 ) 0.006

2π 20 0.7

   = 0.1 (Nm) (3.4.1)

여기서 µ(0.01)는 볼나사의 마찰계수, F는 추력(1401.4N), PB(6mm)는 볼나사의 

리드, 1/R(1/20)은 감속비 그리고  η(0.7)는 볼나사와 감속기의 효율을 나타낸다. 

  필요한 모터 축 회전속도(NM)는  2000rpm 이며, 가속시간을 0.1sec로 가정했을 

때 소요 가속토크는 다음과 같다.

TP =
2π NM (JM+ JL)

60ta
+TL

           = 2π 2000 (6.6 10− 5 + 2.22 10− 5 )
60 0.1

+ 0.1

           = 0.28(Nm)

(3.4.2)

부하 관성모멘트(JL)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JL = JW+ JG+
JB

R 2
= 2.22 10− 5

(kgm
2
) (3.4.3)

여기서 JW(3.26 10− 7kgm2)는 직선운동부 관성, JG( 2 10− 5kgm2)는 기어/커플링 

관성 그리고 JB(7.52 10− 4  kgm2)는 볼나사의 관성이다.

  따라서, 정격토크가 소요 가속토크(TP) 0.28Nm의 약 4.5배인 1.27Nm, 모터 관

성모멘트  6.6 10− 5kgm
2, 그리고 위치센서로 리졸버를 갖는 400W Tamagawa 

모터를 구동모터로 선정하 다.  

  5.  로봇 고정부 

  보수로봇을 수정 없이 로봇 고정부에 고정하기 위하여 로봇 고정부의 상판과 

하판을 수정하 다. 그림 52는 수정 제작된 로봇 고정부 상판과 하판을 나타낸다. 

  먼저 보수로봇 하부를 로봇 고정부 하판 장착 홈에 올리고 어서 상판 로봇 

장착 홈에 함께 착시킨 후 상판 로봇 고정블록을 볼트로 고정하고 하판 로봇 

고정블록을 볼트로 고정하여 로봇을 고정한다. 

  그림 53은 보수로봇을 로봇 고정부에 장착한 모습을 나타낸다. 보수 툴은 아직 

장착하지 않은 상태 이므로 보수 tool을 장착하 을 때 선단 처짐을 알아보기 위

하여, 보수로봇을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선단에 15kg과 30kg 하중을 부가하여 선



상판 로봇 고정블록

상판 로봇 장착 홈

하판 로봇 장착 홈

하판 로봇 고정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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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제어 시스템 개발

  1. 제어 시스템 구성 

  원자로헤드 보수로봇 가이드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그림 55와 같

이 산업용 컴퓨터와 제어박스를 사용하여 제어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림 55 제어 시스템 구성 

  가이드 시스템의 모터와 센서 신호는 근거리에 있는 모션 제어 박스에서 모션

제어기가 처리하며, 모션제어기는 관리 제어 컴퓨터와 고속으로 원거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Ethernet으로 통신을 수행한다. 로봇의 관리 제어기는 산업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제어기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ISA버스를 이용하는 장치보드나 PCI버스

를 이용하는 장치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보드를 사용한다. 제어 프로그

램은 윈도우 기반의 OS에서 작성하 다. 작업상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3차

원 그래픽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하 으며 가이드 시스템 구동모듈

을 개발하고 두 모듈을 연동하도록 관리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가이드 시스템의 움직임과 보수로봇의 동작은 모니터링 카메라에 의해서 감시

되며 모니터링 카메라는 줌 기능과 팬/틸트 기능을 구비하 다. 모니터링 카메라

는 근거리에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증폭기 박스와 연결되며 증폭기 박스는 모

니터와 카메라 제어기를 포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어기 박스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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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커넥터 박스와 케이블

  가이드 시스템 내부의 모터를 구동하고 센서들을 제어기에 연결하기 위하여, 모

터 구동 케이블과 센서케이블을 대차 상단의 커넥터 박스에 연결하 다. 그림 56

은 제작된 커넥터 박스를 나타낸다. 내부 연결면은 수평가이드의 3개의 커넥터와 

수직가이드의 3개의 커넥터(모터전원, 레졸버 신호, 리밋 센서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기와 연결되는 케이블의 수를 최소로 하고 전원에 의한 노이즈를 피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케이블을 전원 케이블 1개와 신호케이블 1개, 두 개의 케이블

로 제작하 다. 따라서 외부 연결면을 2개의 커넥터, 모터 전원 커넥터와 레졸버 

신호와 리밋 센서 신호로 이루어진 신호 커넥터 구성하 다. 

그림 56 커넥터 박스

  커넥터 박스는 대차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 하단에 위치하도록 하 다. 그림 57

과 같이 수직가이드 커버를 수정하여 커넥터 박스의 외부 연결면의 두 개의 커넥

터가 돌출되도록 하 다. 

  케이블은 이동할 때 따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양단을 커넥터로 제작하 다. 또

한 가이드 시스템과 제어기 사이의 거리가 멀 때 연장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8은 제작된 케이블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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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커버 수정 그림 58 케이블

  3.  제어박스

  원자로헤드 보수로봇 가이드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버 모터 드

라이버, 모션제어기, 모터브레이크 구동기, 주제어기와 통신을 위한 Ethernet 허

브, 상입력을 캡쳐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IEEE-1394 케이블로 전송하는 프

레임 그레버, 수동조작을 위한 스위치류와 회로도, 전원공급기와 기타 회로를 포

함하는 제어박스를 제작하 다. 제작된 제어박스는 이동시 총격을 완화하기 위하

여 방진박스에 장착하 다. 그림 59는 제어박스 내부와 방진박스에 장착된 전면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59 제어박스 

  수평/수직 가이드에 사용되는 구동장치는 효율이 높은 AC 서보 모터(BLD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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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터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위치센서는 레졸버이다. 서보 모터의 위

치제어를 위하여 보통 사용되는 엔코더는 방사능의 향으로 쉽게 고장 나는 전

자소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고방사능 지역인 원자로헤드 밑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수평/수직 가이드에 사용되는 모터 위치 측정기로 리졸버를 사용하 다. 

  보수로봇이 작업을 수행할 때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이드를 servo-off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가이드 시스템을 견고히 고정하기 위하여 모터에 브

레이크를 적용하 다. 브레이크는 솔레노이드로 작동이 되며 직류 24V를 사용한

다. 브레이크에 장시간 전원을 입력하면 브레이크의 발열로 뜨거워진다. 전원을 

입력하고 1시간이 경과하 을 때 모터 하단의 브레이크 부분의 온도가 43℃가 되

었다. 모터의 사용온도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오는 정도이나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줄이고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브레이크 on/off를 쉽게 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PWM 구동보드를 적용하 다. 브레이크 PWM 구동보드와 servo-on 신호와 연동

하기 위한 회로를 그림 60에 나타내었다. 

그림 60 브레이크 PWM보드 구동 회로

  제어기의 전면 판넬은 드라이버와 모션 제어기 각각의 전원입력 스위치, 모터 

전원 커넥터와 신호 커넥터, 주제어기와 통신하기 위한 LAN 포트 3개와 RS232C 

포트, 상입력을 위한 BNC 단자와 상 출력을 위한 IEEE-1394 단자, 메인 전

원 입력 커넥터, 비상정지 스위치, 그리고 수동조작 스위치들로 구성되어있다. 

  수동조작 스위치들은 주제어기를 켜지 않고도 가이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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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편리함을 제공하며, 제어 관리프로그램과 제어기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비상

시에도 모터 드라이버만으로 모터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며 회로를 구성하 다.  

그림 61에 비상구동 회로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60에서 상단 중앙에 수동 구동 스

위치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1 수동 구동 스위치 회로

  수평가이드와 수직가이드에 장착된 리밋 센서는 제어박스 전면 신호 컨넥터와 

내부 VM25 단자대를 통해 모션제어기에 연결된다. 모션제어기는 리밋 센서신호

상태를 Ethernet으로 주제어기에 보낸다. 그림 62는 리밋 센서 연결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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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리밋센서 연결 회로

  이상에서 설명한 제어박스에 장착되는 주요 기기의 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서보 드라이버

 - 모델 : TS4609N80007E200

- 제조사 : 일본, Tamagawa 사

- 고속의 DSP를 내장한 소형 서보 드라이버

- 위치, 속도 및 토크 제어모드 제공

- 트랜지스터 PWM에 의한 사인파 구동

- 랙 마운트 구조

    (2) 모션 제어기

- 모델 : 6K4

- 제조사 : 미국, Parker 사

- 다축(4축) 동시 스텝/서보 제어

- RS232C와 Ethernet 통신 제공

- 디지털 I/O 및 아날로그 I/O 확장가능

- 고속직연결로 동시에 7대 제어기 연결 가능 

- 각 축마다 62.5 μsec 서보 업데이트

- 각 축마다 홈, positive 및 negative 리밋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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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축에 대해 12MHz 엔코더 입력

    (3) 브레이크 PWM 보드

- 모델 : ELSOPWM400

- 제조사 : 미국, Magnetic Sensor Systems 사

- Supply Input Voltage : 8∼40 VDC

- Continuous Power : 35W 

- RMS Current : 3A

- Command (Trigger) Range : 2∼40 VDC

- Command Input Resistance : 50 KOhms

- Operating Temperature : 0∼80 Deg C

- Storage Temperature : -40∼125 Deg C

- PWM Frequency : 25 KHz

- Output to Input Voltage Ratio 5∼85%

    (4) 프레임 그레버

- 모델 : DFG/1394-1e

- 제조사 : 독일, The Imaging Source 사

- video to FireWire converter

- video formats : PAL/NTSC, RS-170/CCIR

- Composite video inputs : 2

- Y/C inputs : 1

- FireWire : uncompressed image data stream without audio

  4.  관리제어 프로그램

  원자로헤드 용접 보수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상황을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며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수와 위치가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작업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헤드의 용접 

보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원자로헤드 용접 보수 작업을 관리하고 작

업자와 로봇 가이드 간의 인터페이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3차원 실

시간 그래픽 모듈을 개발하 다. 그림63은 프로그램 초기 실행창으로 프로그램의 

최초 실행 시에 표시되는 창을 보여 주고 있다. 원자로헤드의 용접보수 작업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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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순서에 따라 작업자가 작업을 변경할 때 편리하도록 대시보드(dash board) 형

태로 설계하 다.

그림 63 프로그램 초기 실행창

  그림 63의 ‘Setup’ 버튼에 원자로헤드 보수로봇 가이드의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

한 프로그램 초기 설정기능이 부여되었다. 향후 프로그램에 새로운 로봇이나 새로

운 제어기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 64와 같이 설정 창을 추가하 다. 

그림 65는 로봇 제어기와의 통신 포트 설정에 관련된 창이다. 시스템의 데이터 설

정이 끝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정보가 프로그램의 도큐먼트 클래스의 

내부 데이터 구조체에 저장되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림 64 프로그램의 초기 설정창

그림 65 제어기 설정창

  ‘Guide Setting’ 버튼과 ‘Robot Setting’ 버튼은 작업버튼으로 가이드의 설정과 

가이드의 위치를 교정하는 기능이 각각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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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6은 수평/수직 가이드와 Genesis의 3차원 모델을 프로그램 내에 삽입하

고 원자로헤드의 Part1을 안보이게 하여 내부가 보이도록 한 모습이다. 또한 그림

66의 오른쪽에서 수평가이드와 수직가이드를 조작할 수 있는  “Guides Setting” 

탭이 삽입된 것을 볼 수 있다. “Guide Setting” 탭과 제어기와 연동모듈을 개발하

여 “Guide Setting” 탭의 버튼을 조작하여 실제 가이드를 제어하도록 하 다. 또

한 그래픽 연동 모듈을 추가하여 실제 가이드의 운동에 따라 그래픽 속의 가이드 

모델이 움직이도록 개발하 다.  

그림 66 수평/수직 가이드 모델과 제어모듈 탭

  그림에서 파란색의 상하 화살표는 토  버튼으로 수평가이드의 출입과 수직가

이드의 상하 운동 명령을 내린다. 화살표 토  버튼 위의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이

송속도를 조정한다. 또한 미세 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녹색의 좌우 누름 버튼을 

이용하여 누루고 있는 동안만 느린 속도로 움직이도록 하 다. 화살표 버튼 좌측

에 있는 짙은 회색의 원은 릿밋 센서와 모터 드라이버 오류 신호를 표시하는 

LED로 Home 위치에서는 녹색으로 다른 신호가 발생하 을 때에는 적색으로 표

시되도록 하 다. 또한 우측 하단에 “Emergency Stop” 버튼을 크게 만들어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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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서 가이드를 멈추도록 하 다.

  보수 로봇 Genesis는 가이드 시스템과는 분리되어 웍스테이션으로 작동되나 가

이드 시스템의 관리제어 프로그램에서 보수 로봇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보

수 로봇의 3차원 그래픽 모델을 삽입하 으며 “Guide Setting” 탭과 같이 “Robot 

Setting” 탭을 삽입하여 보수로봇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 다.  

  “Utility” 탭은 그림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헤드 안착대와 원자로헤드,  

그리고 로봇 시스템의 부분들을 트리구조로 나타내었다. 원자로헤드는 4개의 부분

으로 나누어 모델을 삽입하 고, 관통관 83개와 관통관 끝단에 부착되는 콘을 개

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델을 생성하여 삽입하 다. 용접로봇이 보수작업을 수행

할 때 주위의 관통관, 콘, 헤드 부분, 내벽, 외벽 그리고 기둥들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트리구조에 있는 각 객체들을 ‘보기기/숨기기’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

하 다. ‘Utility’ 탭의 각 객체 위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기기/

숨기기’ 명령이 팝업되어 장면에 보여 질 부분과 숨겨질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 

트리구조 아래에 로봇의 관절 각도와 가이드 시스템의 위치를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 다.

그림 67 유틸리티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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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제어 프로그램은 3차원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그래픽 사용자 인

터페이스가 제공한다. 여기서 사용된 3D 그래픽은 오픈인벤터(Open Inventor)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오픈인벤터는 실리콘 그래픽사에서 개발한 3D 그래픽 툴킷으로서 OpenGL을 

기반으로 하고 C++ 언어로 구현되어 있으며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3D 그래픽 라

이브러리이다. 복잡한 그래픽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사실상의 표준 그래픽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이고 Template Graphics Systems 

(TGS, www.tgs.com), Silicon Graphics (SGI, www.sgi.com) 등에서 상용 또는 

GPL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리고 상업용과는 별

도로 오픈인벤터와 호환되는 API가 개발되고 있는데 Coin3D (www.coin3d.org)라

는 커뮤니티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버전도 있다. 오픈인벤터는 인벤터 자체의 코어 

API 뿐만 아니라 윈도우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그래픽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싱을 

담당하는 별도의 API가 용구되는데 Linux, Unix, Window와 같이 여러 가지 그

래픽 운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운 체제에 맞는 인터페이싱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SoXt는 Xt/Motif를 사용하여 X Windows 시스템에서 오픈인벤터를 지

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이고 SoQt는 Trolltech사에서 개발한 플랫폼 독립적인 라

이브러리로서 Linux, Unix, Windows, Mac OS X 등을 지원한다. SoWin은 

Microsoft Windows의 Win32 API와의 인터페이싱을 지원하고 SoGtk 는 리눅스

에서 많이 사용하는 GTK+와의 인터페이싱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인벤

터 코어 API는 Coin3D라는 공개된 오픈 소스 API를 사용하 고 윈도우 기반으

로 작성하 기 때문에 그래픽 시스템 인터페이싱 라이브러리는 SoWin을 사용하

다. 

  오픈인벤터를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픈인벤터와 호환되는 

파일 포맷은 일반적인 3D CAD 툴에서 쉽게 제작이 가능한 VRML(Virtual 

Reality Markup Language)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의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다. 둘째, 오픈인벤터는 3D 모델을 장면 데이타베이스(Scene Graph 

Database)라는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델의 삽입과 삭제, 변경이 용이하고 로

봇 가이드와 같이 각 링크간의 의존 관계를 가진 시스템을 구현하기에 유리하다. 

셋째, OpenGL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상용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는 

하드웨어 그래픽 가속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네째,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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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등과 같은 인간-기계 인터페이싱 장치와의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실감 있

는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벤터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각종 

3D 모델을 다루는 함수, 예를 들면 충돌 감지, 랜더링, 순기구학, 역기구학 계산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열거한 원자로헤드 용접보수 로봇 가이드 설치를 위한 프로그램은 오픈인

벤터를 기반으로한 3D 그래픽으로 작성되어 있다. 오픈인벤터의 장면 데이터베이

스를 정리하면 그림 68과 같다. 헤드 안착대의 철골기둥이나, 벽면, 헤드부분, 노

즐 그리고 콘 등 모양과 크기가 같은 객체들은 Shared Instancing of Nodes를 사

용하 다. 즉 Cone1과 같은 객체를 하나 생성한 후 Cone2, Cone3, Cone4 등에서 

호출하여 사용하 다. Shared Instancing of Nodes을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용량

과 메모리 사용에서 경제적이 된다. 

그림 68 3차원 그래픽의 장면 데이터베이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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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화면은 모델관측 모드와 모델선택 모드로 구성되며 모델 관측 모드는 

3D 화면을 회전, 확대/축소, 이동시키는 기능으로서 관측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구

현하고 3D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관측하기 위한 기능이다. 각각의 기능은 마우스

의 버튼과 이동의 조합과 키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의 회전     :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시킨다.

   -모델의 확대/축소 : 왼쪽과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시킨다.

    확대 (Z+버튼, F1), 축소 (Z-버튼, F2), 

    전 역으로 확대 (All버튼, F3), 설정확대 (Fit버튼, F4)

     평면뷰 (Plane버튼, F7), 전면뷰(Front버튼, F8)

   -모델의 이동 : 중간 마우스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시킨다.

  모델 선택 모드에서는 3D 모델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하는 기능으로 여기에서는 

그래픽 객체를 선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진다. View / Model버튼으로 모

드를 변환한다.

  5.  모니터링 시스템

  수평/수직 가이드가 헤드 안착대 안으로 입/퇴실하는 것과 구동되는 모습을 외

부에서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그림 69와 같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림 69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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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보호 하우징 내에 조립되고 하우징 상부에는 조절이 가능한 조명을 설

치하 다. 카메라는 확대/축소 기능이 있으며, Pan/Tilt 모듈위에 설치되어 상/하/

좌/우를 감시하도록 하 다. 카메라 확대/축소와 Pan/Tilt를 조정할 수 있는 제어 

및 감시부를 제작하 으며, 방진 박스 내에 계장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 다. 

그림 70은 제작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나타며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시스템 컨트롤러

- 모델 : SCC-3000

- 제작사 : 한국, 삼성 테크윈

- Total 255개의 스피드 돔 카메라, CCTV

리시버, Samsung Digital Video Recorder

의 제어 가능

- 스피드 돔이 단방향 수신(RESPONSE 

OFF 설정)일 경우, 마스터 포함 최대 16

대의 서브 컨트롤러 연결 가능

- 스피드 돔이 반이중 방식(RESPONSE ON 

설정)일 경우, 마스터 포함 최대 12대의 

서브 컨트롤러 연결 가능

- 조이스틱, 줌 버튼, 포커스 버튼을 통한 

카메라 제어 가능

- 간편한 카메라 프리셋 위치 설정 및 이동

- 자동 조작 모드를 통한 카메라 무인 제어 

가능

    (2) CCTV 리시버 유닛

- 모델 : SRX-100B

- 제작사 : 한국, 삼성 테크윈

- Controller와의 데이터 통신으로 pan/tilt zoom lens 또는 camera/light 

power을 제어

- 통신 방식 : RS485, RS422, TTL 통신 Port 내장

그림 70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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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55까지 설치하여 각각 제어 가능

- Preset board를 별도로 사용하면 64개 Preset control 8개 센서 접점 사

용 가능

- 원거리 전송을 위한 RS422 Data dirver 회로 내장

- pan/tilt의 전압을 AC24V, AC110V, AC220V 로 선택 가능

- 정전 시 Camera power on/off 상태를 기억하여 정전 복구 시 원상태로 

회복

- 필요에 따라 zoom lens의 제어 전압을 6V, 9V, 12V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

- test switch로 설치시 현장에서 기기의 동작 상태를 체크 가능

    (3) CCD 카메라

- 모델명 : SDZ-160

- 제작사 : 한국, 삼성 테크윈

- 역광보정 기능 내장

- 해상도 : 41만 화소

- 움직임 감지 기능

- 1m ∼ 무한대까지 피사체에 대한 자동 초점 조절

- 16배 광학 줌과 8배의 디지털 줌에 의한 최대128배의 줌 가능

- 전자 셔터 기능 : ×30 ∼ 1/10000 초까지 연속적인 셔터 자동제어가 가

능

- OSD 메뉴를 이용해 카메라를 제어하거나 원거리에서는 RS-232C/ RS- 

485 단자를 이용해 카메라 제어 가능

- 내부/외부 전원동기 동기 선택가능

    (4) 상 분할기

- 모델명 : SCQ-041

- 제작사 : 한국, 삼성

- 컬러나 흑백 카메라를 4대까지 접속하여 사용 가능

- 4화면 분할, 전체화면 기능 및 자동 순차 전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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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ze(화면정지) 기능으로 4분할 화면상에서 사용자가 정지시키고자 하

는 채널의 화면을 단독으로 정지시켜 볼 수 있음

- 알람신호 문자표시 및 해당 채널 표시

- 채널 Loss 검출 기능

- RS232C 통신으로 PC에서 원격제어가능 

- 75Ω의 자동종단저항 기능의 커넥터 : 4대의 카메라를 연결하 을 경우 

각각의 입력 신호를 별도의 VDA 없이 다른 장비로 연결하기 쉽게함

  6.  상처리

  보수로봇 선단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보수로봇 선단과 목표 관통관 사이

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다. 먼저, 카메라로부

터 오는 상신호를 제어박스에 포함된 프레임 그래버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

여 주제어기로 송신하면 주제어기의 상처리 프로그램이 획득한 상으로부터 

경계선을 검출한다. 다음에 관통관의 밑면은 원형이나 보수로봇 선단에 카메라가 

관통관을 비스듬히 바라보게 되므로 관통관의 밑면이 타원으로 보이게 된다. 따라

서 타원추출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타원의 중심을 계산하고 보수로봇 선단과의 거

리를 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헤드에 설치된 관통관 상에서 2개의 관통관 상을 이

용하여 원자로헤드에 대한 로봇의 위치와 방향을 추정한다. 

그림 71 좌표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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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71과 같이 반경 r을 가지는 2개의 원통 노즐 중 하나의 기준 노즐 C1의 중

심점 O1을 원점으로 하여 고정 좌표계 [xw,yw,zw]를 설정할 때, zw축은 상부 헤드를 

향하며 노즐에 평행하고, xw축은 평면 π1상에 있으며 인접 노즐 C2 의 중심 쪽을 

향하고, yw축은 xw,zw축에 각각 수직하도록 한다. 이때, 고정 좌표계 [xw,yw,zw]에 대

한 인접노즐 C2의 중심점 O2의 좌표는 [dx,0,dz]이다. 카메라에 투 된 각 노즐들의 

위치를 알고 있으며, 따라서 반경 r과 dx,dz는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원형 노즐 C1,C2는 카메라의 초점 O를 통해 다음 그림과 같이 e1,e2로 투 된다.

  렌즈의 비선형 왜곡을 포함한 Tsai의 카메라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점 [xw,yw,zw]
T가 상 좌표 [ ]x fd,y fd 에 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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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3×3  행렬 R은 회전 행렬이며 3×1  벡터 T는 고정좌표계의 원점을 나

타낸다. 카메라 보정 파라미터들중 이들은 외부 파라미터(External Parameter, 

Extrinsic Parameter)라고 하며 이를 통해 고정좌표계에 대한 카메라의 위치/방향

을 알 수 있다.

  렌즈 왜곡을 보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되며 내부 파라미터 행

렬 K는 별도의 보정판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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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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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획득된 2개의 타원 상으로부터 카메라 외부 파라미터를 보정

하기 위해 무한 직선 l∞과 소실점 vz∞을 이용한 방식을 제시한다.

  그림72에서 l∞는 xw-yw평면 상의 무한 거리에 있는 점들 [ ]xw,yw,0,0의 투  

상이며 소실점 vz∞는 zw축 상의 무한 거리에 있는 점들 [ ]0,0,zw,0의 투  상

이다.

그림 72 무한직선과 소실점의 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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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파라미터를 구할 때, 이와 같은 무한 직선 l∞과 소실점 vz∞을 이용할 경

우,  이들은 병진 벡터 T와 무관하기 때문에 외부 파라미터들 중에서 회전 행렬 

R을 먼저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다음 그림73과 같은 6면체 상의 

경우 그 모서리 선들의 연장선의 교점 상으로 부터 무한 직선 l∞과 소실점 vz∞

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 61 -

그림 73 무한직선과 소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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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CRDM 노즐과 같은 타원 상에서는 무한 직선 l∞과 소실점 vz∞을 구

할 수 있는 특징이 직접 관찰되지 않는다.

 타원 상 e는 다음과 같은 다항식 또는 행렬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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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타원 e1,e2의 연립 방정식의 해로서 복소 교점들을 포함한 4개의 점들이 

구해지며 이들 중 두 개의 교점들은 켤레 복소수 관계를 가지므로 복수 교점들을 

z1,z1과 z2,z2라고 표현할 때, 이들 중 한 쌍은 무한 직선 상에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

z TK-TK-1z=0    (4.6.6)

  따라서 두 쌍의 복소 교점 z1,z1과 z2,z2 중에서 윗 식을 만족시키는 교점 z,z를 

구할 수 있으며 두 교점 z,z를 지나는 무한 직선 l∞는 다음과 같이 벡터 외적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실계수를 가진다.

l ∞=z× z    (4.6.7)

 2개 원형 노즐 중심 O1,O2의 투 점 o1,o2는 pole-polar relation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구해진다.

o 1= e1̃
-1
l∞,  o 2= e2̃

-1
l∞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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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음 식으로부터 vz∞를 구할 수 있다.

zK-TK-1v z∞=0    (4.6.9)

 xw방향으로의 무한 소실점 vx∞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키는  o'2를 구함으로

써 구할 수 있다.

cr(o 1,q 1,o' 2,v x∞)=
d(o 1,o' 2)

d(o 1,v x∞)
×
d(q 1,v x∞)

d(q 1,o' 2)
=
dx
d x-r   (4.6.10)

yw 방향의 무한 소실점 vy∞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v y∞= e1̃
-1
(o 1×v x∞)   (4.6.11)

  구해진 3개의 무한 소실점 상 v x∞,v y∞,v z∞들로부터, 행렬 R을 구성하는 열 벡

터 r1,r2,r3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다.

r 1≡[ ]r 11,r 21,r 31 ,r 2≡[ ]r 12,r 22,r 32 ,r 3≡[ ]r 13,r 23,r 33

v x∞=Kr 1  →  r 1=K
-1
v x∞,||r 1||=1

v y∞=Kr 2  →  r 2=K
-1
v y∞, ||r 2||=1

r 3=r 1×r 2,||r 3||=1
  (4.6.12)

  또한 병진 벡터 T 와 비례 계수 s1,s2  는 다음 관계식으로부터 구해진다.

s 1o 1=KT,  s 2o 2=K(r 1d x+r 3d z+T)   (4.6.13)

  따라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외부 파라미터 R과 T 를 완전하게 보정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노즐 : r=57mm,  d x=349mm,  d z=-125mm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는 별도의 보정판을 이용한 보정 결과 값 활용하 다.

 Simulation의 결과에서 Tx,Ty에 비해 Tz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며 회전 각도 

오차는 3도 내외로서  카메라와 노즐 간의 상대 위치에 따라 측정 오차도 달라 

질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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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xv

1o

2o

2'o
1'o

Given Result

Tx(mm) 400 410.1

Ty(mm) -300 -307.6

Tz(mm) 1200 1230.2

Rx(deg) 20 17.1

Ry(deg) -60 -60.6

Rz(deg) 60 63.4

   그림 74. 시뮬레이션 1

2O

2'O

1O

1'O

Given Result

Tx(mm) -10 -9.9

Ty(mm) -200 -197.8

Tz(mm) 1000 988.8

Rx(deg) 20 20.2

Ry(deg) -20 -19.8

Rz(deg) 80 79.4

     그림 75. 시뮬레이션 2

실험 결과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보정

카메라 모델/사양 : 삼성 SCC-C4201

카메라 보정 실험 상 : 눈금간격이 40mm인 오목한 직각 3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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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카메라 보정 실험 상

표 4 보정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f (mm) 7.089159
 
d px=0.01008 (pixel/mm)
d py=0.0098 (pixel/mm),  기준

 κ(mm-2) -0.001079585 

 c x(pixel)  346.157365

 c y(pixel)  251.579458

 s x 1.033528

  그림 77. 실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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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8. 외곽선 상

∞l

∞xv

1o

2o

그림 79. 타원 및 무한직선 ( l∞), 소실점 ( v z∞)의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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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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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 검사 기간 중에 원자로헤드 관통관 주위의 결함을 보수

하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하여 로봇의 작업 용이성, 로봇의 입/퇴실 용이성, 고장

시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한국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헤드 관통관 주위의 결함을 보수할 때 

작업의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상황과 보수로봇의 제원을 고려한 보수 로봇의 

원격제어 수평가이드 및 수직가이드 시스템을 설계하 다.

    수평가이드는 보수 로봇, 용접보수 장치, 수평이동 대차의 하중을 고려하여 

강도 설계를 하 으며, 이동성과 설치 편리성을 고려하여, 베이스를 4개로 설계/

제작하 다. 또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안착대 지지부를 안착대 외벽 

밖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구동봉을 수평가이드 베이스 좌우의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제작하 으며, 수평가이드가 안착대 입구를 출입할 때 안착대 입구에 

지지부가 간섭받지 않도록 안착대 내벽 지지부를 2개의 링크로 설계/제작하 다. 

안착대 지지부는 수평가이드가 조립되어 있을 때 조작가능하나 분리되어 있을 때

에도 조작할 수 있도록 전용 공구를 설계/제작 하 다. 

  리밋 센서들을 움직이는 대차에 장착하고 수평가이드에는 리밋 센서 블록을 설

치하여, 수평가이드를 이동하고 설치할 때 즉, 분해/조립할 때 전선에 의한 불편

한 점이 없도록 하 다. 사용된 리밋 센서들은 광타입이며, 리밋 센서들은 대차 

앞판에 설치되며 장탈착이 편리하도록 센서블록을 제작하여 대차 앞판에 분해/조

립이 가능하게 하 다. 또한 대차의 구동 체인의 장력과 바퀴와 레일 사이의 간격

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격 조정 블록을 추가하 다. 또한 대차에 수직이송 구동부

를 장탈착 하기 편리하도록 조립용 바를 추가하 으며 조립이 정확하게 될 수 있

도록 전후 위치를 가이드하는 가이드 홈과 전후 위치를 가이드하는 가이드 블록

을 추가하 다. 가이드 시스템을 제어부과 연결하기 위해 대차에 컨넥터 박스를 

장착하 으며 외부 컨넥터가 돌출 되도록 수직가이드 커버를 수정하 다.   

    원자로헤드 안착대 바닥으로부터 원자로헤드의 관통까지의 높이가 2.5m에서 

3.6m로 보수 로봇의 수직방향 이동량이 1.34m 필요하다. 보수 로봇이 원자로헤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의 높이 제한을 고려하여 로봇을 수직으로 1.34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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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시켜 줄 수 있는 이동 메카니즘을 개발하 다. 운반성을 고려하여 로봇 고정

부와 수직구동부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 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량화 

하 다. 수직이송 구동부에도 광 타입의 리밋 센서를 적용하 으며 수직가이드 뒤

판의 홈을 통하여 컨넥터 박스로 연결되게 하 다. 보수로봇을 수정하지 않고 수

직가이드에 장착하기 위하여 로봇 고정부의 상판과 하판에 로봇 장착홈 가공하고 

고정블록을 제작하 다. 제작된 로봇 고정부에 보수로봇을 장착하고 선단하중 

30kg을 부가하여 선단 처짐 실험을 수행하여 선단 처짐에 대한 수직가이드의 

향이 적은 것을 확인하 다.

  가이드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 가이드시

스템과 제어기와 연결되는 케이블의 수는 최소로 하고 전원에 의한 노이즈를 피

하기 위해 전원 케이블과 신호 케이블로 분리하 다.  방진 기능이 있는 제어박스

를 제작하 다. 제어박스에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결선하고 제어박스 전

면에 스위치들을 실장 하 다. 

  실시간 3차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과 가이드 시스템 제어 모듈을 개

발하고 두 모듈이 연동되는 관리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리밋 센서 정보를 

나타내도록 하 다. 또한 원자로헤드 안착대 외부에서 수평/수직 가이드 시스템이 

안착대 내부로 입/퇴실하는 것과 동작하는 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시

스템을 설계/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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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 : 수평가이드 및 수직가이드 도면 

도면목록

1. 베이스1 조립도 

2. 베이스1 상판 

3. 베이스2, 3 상판 

4. 베이스4 상판

5. 베이스 1 하판 

6. 베이스2, 3 하판 

7. 베이스 가로 보강프로파일 

8. 베이스1, 2, 3, 세로 보강 프로파일 

9. 베이스4 세로 보강 프로파일 

10. 프로파일 연결 지지대 

11. 수평가이드 레일 

12. 베이스1 레일덮개 (좌우대칭 2조) 

13. 베이스2, 3 레일덮개 (좌우대칭 4조) 

14. 베이스4 레일덮개 (좌우대칭 2조) 

15. 베이스1 벽면방향 프로파일 커버 

16. 입구방향 프로파일 커버 

17. 벽면방향 프로파일 커버 

18. 베이스4 입구방향 프로파일 커버 

19. 베이스1 정지판 

20. 베이스4 정지판 

21. 베이스 연결 편심핀 블록 

22. 편심핀 

23. 편심핀 렌치 

24. 고정핀 

25. 고정핀 고정블록 

26. 안착대 내벽 지지대 

27. 벽면지지대 연결링크1 (좌우대칭 1조) 

28. 벽면지지대 연결링크2 (좌우대칭 1조) 

29. 벽면지지대 힌지 

30. 벽면지지대 링크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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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베이스1 벽면지지대 구동봉1 

32. 베이스1 벽면지지대 구동봉2 

33. 베이스1 벽면지지대 구동봉3 

34. 베이스1 벽면지지대 구동봉 긴 나사 

35. 베이스1 벽면지지대 구동봉 베어링연결1 

36. 베이스1 벽면지지대 구동봉 베어링연결2 

37. 베이스1 벽면지지대 구동봉 톱니 

38. 베이스2, 3, 4 구동봉 벽면방향 톱니 용접 

39. 베이스2 구동봉 큰봉 

40. 베이스2 구동봉 큰봉 중간 연결 

41. 베이스2 구동봉 작은봉 연결 

42. 베이스2 구동봉 작은봉 

43. 베이스2, 3 구동봉 입구방향 작은봉 톱니 

44. 베이스3 구동봉 큰봉 

45. 베이스3 구동봉 큰봉 연결 

46. 베이스3 구동봉 작은봉 연결 

47. 베이스3 구동봉 작은봉 

48. 베이스4 구동봉 

49. 베이스4 구동봉 육각용접 

50. 대차 조립도 

51. 대차 상판 

52. 대차 옆판 (2개) 

53. 대차 앞판 (2개) 

54. 레일 가이드 베어링 지지대 (4개) 

55. 기역자 지지대 (좌우대칭 2조) 

56. 수직가이드 고정부 베벨기어 

57. 필로우형 볼 베어링 

58. 롤러 (4개) 

59. 축 

60. 감속기 축 지지대 (2개) 

61. 감속기 축 연결대 (2개) 

62. 축 커플링 

63. 기어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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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번호35 15t 기어 (4개) 

65. 클램프 조립도 

66. 클램프 하판 

67. 클램프 중간판 

68. 클램프 베어링 

69. 클램프 상판 

70. 클램프 기둥 

71. 대차 상판 추가 가공 

72. 수직가이드 옆판 

73. 수직가이드 옆판 

74. 수직가이드 하판 

75. 수직가이드 하판 보강대 

76. 볼 스크루 

77. 가이드 봉 

78. 스크루 베어링 하우징 

79. 스크루 풀리 

80. 수직가이드 상판 

81. 모터 축 풀리 

82. 모터 고정판 

83. 수직가이드 덮개 

84. Genesis 고정 뒷판 

85. 이송블록 가이드판 

86. Genesis 고정 상판, 하판 

87. Genesis 고정 옆판 

88. 이송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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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B : 제어박스 전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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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C :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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