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00001 (2382x3432x2 tiff)

KAERI



00000002 (2380x3430x2 tiff)



00000003 (2380x3430x2 tiff)



00000004 (2380x3430x2 tiff)



00000005 (2380x3430x2 tiff)



00000006 (2380x3430x2 tiff)



00000007 (2380x3430x2 tiff)





00000009 (2380x3430x2 tiff)



00000010 (2380x3430x2 tiff)



00000011 (2380x3430x2 tiff)



00000012 (2380x3430x2 tiff)



00000013 (2380x3430x2 tiff)



00000014 (2380x3430x2 tiff)



00000015 (2380x3430x2 tiff)



00000016 (2380x3430x2 tiff)



00000017 (2380x3430x2 tiff)





00000019 (2380x3430x2 tiff)



00000020 (2380x3430x2 tiff)



00000021 (2380x3430x2 tiff)





00000023 (2380x3430x2 tiff)



00000024 (2380x3430x2 tiff)



00000025 (2380x3430x2 tiff)



00000026 (2380x3430x2 tiff)



00000027 (2380x3430x2 tiff)



00000028 (2380x3430x2 tiff)



00000029 (2380x3430x2 tiff)



00000030 (2380x3430x2 tiff)



00000031 (2380x3430x2 tiff)



00000032 (2380x3430x2 tiff)



00000033 (2380x3430x2 tiff)



00000034 (2380x3430x2 tiff)



00000035 (2380x3430x2 tiff)



00000036 (2380x3430x2 tiff)



00000037 (2380x3430x2 tiff)



00000038 (2381x3431x2 tiff)



00000039 (2380x3430x2 tiff)



00000040 (2380x3430x2 tiff)





00000042 (2380x3430x2 tiff)



00000043 (2380x3430x2 tiff)



00000044 (2380x3430x2 tiff)



00000045 (2380x3430x2 tiff)



00000046 (2385x3435x2 tiff)



00000047 (2384x3434x2 tiff)



00000048 (2380x3430x2 tiff)



00000049 (2380x3430x2 tiff)



00000050 (2380x3430x2 tiff)



00000051 (2380x3430x2 tiff)



00000052 (2381x3431x2 tiff)



00000053 (2380x3430x2 tiff)



00000054 (2383x3433x2 tiff)



00000055 (2381x3431x2 tiff)



00000056 (2380x3430x2 tiff)



00000057 (2380x3430x2 tiff)



00000058 (2381x3431x2 tiff)



00000059 (2380x3430x2 tiff)



00000060 (2380x3430x2 tiff)



00000061 (2380x3430x2 tiff)



00000062 (2380x3430x2 tiff)



00000063 (2380x3430x2 tiff)



00000064 (2380x3430x2 tiff)



00000065 (2380x3430x2 tiff)



00000066 (2380x3430x2 tiff)



00000067 (2382x3432x2 tiff)



00000068 (2380x3430x2 tiff)



00000069 (2389x3439x2 tiff)



00000070 (2381x3431x2 tiff)



00000071 (2380x3430x2 tiff)



00000072 (2381x3431x2 tiff)



00000073 (2382x3432x2 tiff)



00000074 (2383x3433x2 tiff)



00000075 (2382x3432x2 tiff)



00000076 (2381x3431x2 tiff)



00000077 (2380x3430x2 tiff)



00000078 (2382x3432x2 tiff)



00000079 (2380x3430x2 tiff)



00000080 (2382x3432x2 tiff)



00000081 (2380x3430x2 tiff)



00000082 (2381x3431x2 tiff)



00000083 (2380x3430x2 tiff)



00000084 (2380x3430x2 tiff)



00000085 (2380x3430x2 tiff)



00000086 (2380x3430x2 tiff)



00000087 (2380x3430x2 tiff)



00000088 (2380x3430x2 tiff)



00000089 (2382x3432x2 tiff)



00000090 (2381x3431x2 tiff)



00000091 (2380x3430x2 tiff)



00000092 (2380x3430x2 tiff)



00000093 (2380x3430x2 tiff)



00000094 (2380x3430x2 tiff)



00000095 (2381x3431x2 tiff)



00000096 (2380x3430x2 tiff)



00000097 (2380x3430x2 tiff)



00000098 (2380x3430x2 tiff)



00000099 (2380x3430x2 tiff)



00000100 (2380x3430x2 tiff)



00000101 (2380x3430x2 tiff)



00000102 (2380x3430x2 tiff)



00000103 (2382x3432x2 tiff)



00000104 (2384x3434x2 tiff)



00000105 (2380x3430x2 tiff)



00000106 (2380x3430x2 tiff)



00000107 (2380x3430x2 tiff)



00000108 (2380x3430x2 tiff)



00000109 (2381x3431x2 tiff)



00000110 (2380x3430x2 tiff)



00000111 (2380x3430x2 tiff)



00000112 (2380x3430x2 tiff)



00000113 (2380x3430x2 tiff)



00000114 (2380x3430x2 tiff)



00000115 (2380x3430x2 tiff)



00000116 (2380x3430x2 tiff)



00000117 (2380x3430x2 tiff)



00000118 (2380x3430x2 tiff)



00000119 (2380x3430x2 tiff)



00000120 (2380x3430x2 tiff)



00000121 (2381x3431x2 tiff)



00000122 (2382x3432x2 tiff)



00000123 (2380x3430x2 tiff)



00000124 (2380x3430x2 tiff)



00000125 (2380x3430x2 tiff)



00000126 (2384x3434x2 tiff)



00000127 (2381x3431x2 tiff)



00000128 (2380x3430x2 tiff)



00000129 (2380x3430x2 tiff)



00000130 (2380x3430x2 tiff)



00000131 (2380x3430x2 tiff)



00000132 (2380x3430x2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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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봇 제어시스템 

    가. 제어시스템 구성

  증기 발생기의 전열관를 검사/보수하는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산업

용 퍼스널 컴퓨터와 로봇 제어박스를 사용하여 그림 3.1.71과 같이 제어시스템을 

구성하 다. 제어 프로그램 NT기반의 OS에서 작성되며 로봇 제어기와 고속으로 

원거리 통신을 하기 위하여  Ethernet으로 통신하여 로봇을 제어한다. 

      (1) 주제어 컴퓨터 

  로봇의 주제어기는 산업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19 인치 격자 선반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어기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ISA버스를 이용하는 장치보드나 PCI

버스를 이용하는 장치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보드를 사용하 으며, 프

로그램에서 3차원 그래픽을 지원하면서 실시간으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1.5GHz의 CPU 보드를 사용하 다. 관리 제어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모니터

는 이동성을 고려하여 가벼운 17 인치 LCD 모니터를 사용하 다.

그림 3.1.71 증기발생기 검사/보수 로봇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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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어반 

  제어반은 이동성을 고려하여 바퀴를 갖는 형태를 선정하 으며 장비 설치의 편

의성을 고려하여 개방형 형태를 선정하 다. 제어반은 직접 로봇을 구동하는 제어

박스와 로봇의 공구에 부착된 카메라 상을 보여주는 모니터, 와전류 탐상 탐촉

자를 구동하는 전원 증폭기, 와전류 신호를 수집하는 신호수집기 등을 포함한다. 

제어 박스와 신호수집기에 케이블을 연결하기 쉽게 전면을 설계하 으며 전원스

위치를 부착하 다.

      (3) 제어박스 

  입/퇴실 장치와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장치는 효율이 높은 AC 서보 모터

(BLDC)를 사용하 으며 모터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 리졸버를 사용하 다. 서

보 모터의 위치제어를 위하여 보통 사용되는 엔코더는 방사능의 향으로 쉽게 

고장나는 전자소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고방사능 지역인 증기발생기의 수실 내에

서 작업을 수행하는 전열관 검사/보수 로봇에 사용되는 모터 위치 측정기로 리졸

버를 사용하 다. 

  로봇의 각 축을 구동하는 서보 모터를 제어하기 위하여 그림 3.1.72와 같이 제

어기를 제작하 다. 또한 제어기는 현장적용을 고려하여 방수가 되도록 제작되었

으며, 열악한 이동조건에서도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고안되었다. 크기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내부는 3단으로 설계하 고, 외형은 19" 랙에 장착할 수 있도록  그림

3.1.73과 같이 제작되었다. 

  제어기의 전면 판넬은 제어기와 드라이버의 냉각을 위한 냉각 팬, 공기 흡입구

에 공기 필터, 상위제어기와 통신을 위한 LAN포트 3개와 RS232C 포트, Trunk를 

제어하기 위한 전원 컨넥터와 신호 컨넥터,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전원 컨넥터와 

신호 컨넥터, 공구를 제어하기 위한 전원/신호 컨넥터, 상 출력 단자, 비상정지 

스위치, 전원 스위치와 전원 콘넥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필요한 곳에 방수 덮

개를 설치하 다.

  외부로 AC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션 제어기와 서버 드라이버를 각각 

따로 구동할 수 있도록 전원입력 설계하 다. 비상정지 스위치는 서버 드라이버의 

전원만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으다. 그림 3.1.74는 제어박스의 전원입력 설계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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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 로봇 제어기

그림 3.1.73 제어기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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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4 전원입력

  사용된 주요부품은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서보드라이버 7개, 독립모션 제어기, 

로봇의 홈 위치를 받는 홈센서, Trunk Plate의 수평신호를 받는 앰프등으로 구성

되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모션 제어기 

             - model : 6K8 

             - 제작사 : 미국, Parker 회사  

             - 다축(2,4,6,8축) 동시 스텝/서보 제어 

             - RS232C 와 Ethernet 통신제공

             - 디지털 I/O 및 아날로그 I/O의 확장가능 

             - 고속직렬연결로 동시에 7대 제어기 연결 가능 : 64축 제어 가능

             - 각 축마다 62.5 μsec 서보 업데이트

             - 각 축마다 홈, positive 및 negative 리밋 제공

             - 각 축에 대해 12MHz 엔코더 입력

        (나) 서보드라이버

             - 모델 : AU6552N280E110(30W), ---E120(50W), ---E130(100W)

             - 제작사 : 일본, Tamagawa

             - 고속의 DSP를 내장한 소형 서보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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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속도 및 토크 제어모드 제공

             - 트랜지스터 PWM에 의한 사인파 구동

             - 모터 속도와 토크 모니터 단자 제공

             - 랙 마운트 구조

        (다) 비접촉식 홈센서 증폭기

             - 모델 : ES-32DC

             - 제작사 : 일본, KEYENCE

             - 전원입력 : 10∼28 VDC

             - 신호출력 : Open collector, 100mA(40V) max, Residual voltage, 

1V max

             - 전류소모 : 18mA

        (라) 기울기센서, 홈센서 입력 모듈

             - 모델 : EVM32, 6K8 Expansion I/O 모듈

             - 제작사 : 미국, Parker 회사  

             - 전원 입력 : 12-24VDC, 

             - 32 channel expansion modules

             - 8 analog inputs : 12-bit (+/- 10 V)

             - 8 analog outputs : 10-bit (+/- 10 V)

             - 8 digital inputs : LEDs for visual reference 24 VDC, sourcing 

or sinking is jumper selectable

             - 8 digital outputs : LEDs for visual reference 24 VDC, sourcing 

or sinking, 300 mA current sink, short 

circuit protected

             - 8 reed relay outputs : 10 Watt max power* 

                                     0.5 A max current, 75 V max voltage*

                                     400 μs activation time typical

                                     100 μs release time typical

             - Compatible with Ethernet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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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주요부품들의 배치와 연결을 나타내는 결선도는 부록에 나타냈다.

      (4) 로봇 케이블 

  제어박스는 증기발생기 옆의 하단에 위치하게 되어 로봇과 제어박스 사이는 약 

10m의 거리가 있다. 로봇과 제어박스 사이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퇴실장치 케이블, 로봇 케이블 및 공구 케이블로 나누어 설계하여 제작

하 다. 입/퇴실장치 케이블에는 모터 구동용 전원선과 신호선, 리밋선 및 경사계 

신호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로봇 케이블에는 모터 전원선와 신호선, 리밋선 및 비

접촉 홈센서선이 포함되어 있고 공구 케이블에는 모터 전원선과 신호선, 리밋선 

및 상 신호선이 포함되어 있다. 로봇 뒷단에서 나오는 케이블은 45°각도를 갖도

록 설계하 다. 핀 구성과 모양 등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있다.

    나. 제어기의 이득 조정

  시간 지연 제어기(Time Delay Control : TDC)를 이용한 PID 제어기의 이득

(gain) 선정 방법을 이용하여 로봇 제어기의 이득을 선정하 다[부록참조]. 초기 

실험적으로 구한 PID 제어 이득 값과 TDC를 이용하여 구한 제어 이득값의 제어 

성능을 비교하여 보면 TDC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제어 

이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작기의 제어 성능 향상이 주된 목표이

기 때문에 상부팔과 하부팔의 2 자유도만을 고려하 으며, 베이스를 고정하기 위

한 트 크 틸트, 다리 틸트, 다리 지지부는 제외하 다. 표 3.1.16는 조작기의 기계

적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Tamagawa 드라이버에 내장된 PID 제어루틴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3.1.75와 같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최종적으로 모터에 들어가는 토크(torque)

를 계산하여 보면, 식 (3.1.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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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6 조작기의 기계적 제원

  구 분 물성치  기 호 제원값

마스트

조립체

  회전자의 관성모우멘트 Jmm 0.017×10-4 kgm2

  기어의 관성모우멘트 Jmr 1.1×10-6 kgm2

  볼스크류우의 관성모우멘트 Jmb 6.3×10-7 kgm2

  부하 질량 Mm 5 kg

  기어비 nmr 10 : 1

  볼스크류의 유효기어비 
  (= 2π / lead) nml 3142

  모터 최대 토크 Tm_max 0.29 Nm

상부 팔

  회전자의 관성 모우멘트 Jem 0.026×10
-4
 kgm

2

  기어의 관성모우멘트 Jer 6.0×10-7 kgm2

  하모닉 기어의 관성모우멘트 Jeh 0.413×10-4 kgm2

  부하의 관성 모우멘트 Jel 1.806×109 kgm2

  기어비 ner 8 : 1

  하모닉 기어의 기어비 neh 50 : 1

  모터 최대 토크 Te_max 0.48 Nm

하부 팔

  회전자의 관성 모우멘트 Jsm 0.026×10-4 kgm2

  기어의 관성모우멘트 Jsr 6.0×10-7 kgm2

  하모닉 기어의 관성모우멘트 Jsh 0.413×10-4 kgm2

  부하의 관성 모우멘트 Jsl 4.829×109 kgm2

  기어비 nsr 10 : 1

  하모닉 기어의 기어비 nsh 80 : 1

  모터 최대 토크 Ts_max 0.48 Nm



- 105 -

( ) ( ) ( )
0

0 0

0 0

( ) ( ) ( ) 1 where ( ) ( ) , ( ) ( )

( ) ( ) ( ) ( )

1 ( ) when 0

IM
PM VM

IM PM IM
VM PM

IM PM IM
VM PM MV VM d

Ks K E s V s K E s L e t V s L e t
s

K K KK K E s E s V s V s
s s

K K KK K K K s E s v
s

τ
τ

τ τ

τ τ

 
= − + + = = 

 
 

= − + + + 
 

    = − + + + =    
   

&

  (3.1.20)

여기서, Low-pass 필터는 고려하지 않았고 τ F=0으로 가정한다. 

  부록의 수식을 참조하여 상응하는 PID제어 이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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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21)를 이용하여 Tamagawa 드라이버 내장 PID 제어루틴의 입력 이득을 

구하면 KPM, KVM, KIM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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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PID 선정 방법에 의해 KD,KP,L, M을 결정하여 주

면, 식 (3.1.22)에 의해 Tamagawa 드라이버의 PID 이득 KPM, KVM, KIM를 선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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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5  PID 제어루틴의 블록 다이어그램

  실험은 그림 3.1.76과 같이 관성이 가장 큰 로봇의 위치에 대하여 공구를 장착

하지 않은 경우와 장착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 고, 원하는 모터의 회전각

으로는 1, 2축 모두 7200도를 주었다.

        

  (a) 공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b) 공구를 장착한 경우

그림 3.1.76 로봇의 초기 위치

    표 3.1.17은 초기에 실험적으로 선정한 PID 이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3.1.77

는 실험 결과이다. 이 결과는 원하는 모터의 회전각인 7200도에 비해 제어 오차가 

하부팔의 경우 0.27%, 상부팔의 경우 0.17%에 불과한 매우 좋은 제어 성능을 보

여주고 있다. 공구의 장착 여부는 이 이득에 의한 제어 성능에 별다른 향을 미

치지 못하므로 제어의 강인성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하부팔의 경우 상부팔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고, 오차의 형태가 진동하는 양상을 보여 실제 구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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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TDC를 이용한 PID 이득 선정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인을 찾고자 하 다.

표 3.1.17 초기 실험적으로 구한 PID 이득

항   목 KPM KIM KVM

하부팔 43 6.336 1

상부팔 100 0.704 5

   

 (a) 공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b) 공구를 장착한 경우

그림 3.1.77 초기 실험을 통해 선정한 PID 이득의 제어 성능

  하지만, 실제로 제안된 선정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 (3.3.2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수 τ 0와 샘플링 시간 L값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Tamagawa 모터 

드라이버의 매뉴얼에서는 이 값들을 제공해주지 않았다. 이 중에서 샘플링 시간 

L을 모르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샘플링 시간 L이 알려진 경우에는, 식 (3.1.22)에서 볼 수 있듯이, 

KVM의 값을 얻기 위하여 M를 조절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L값을 모르므로 

M  대신에 M/L  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다. 

  하지만, 여전히 식 (3.1.22)에서 상수 τ 0를 알아야만 KIM을 구할 수 있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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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Step 5의 

방법을 약간 수정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PID의 이득을 선정하 다.

Step 1

    Step 1의 목적은 전술한 문제점인 알지 못하는 상수 τ 0의 값을 추정하기 위

한 것이다. 초기 설정된 이득은 제어의 강인성을 보이며 매우 적은 오차의 제

어 성능을 보 다. 따라서, 우리가 선정하고자 하는 이득이 기존의 이득값으

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진 값이 아닐 것이라 추측하여, 먼저 고유 진동수 ω n, 

감쇄비 ζ, M/L, τ 0를 적절히 선정함으로써 식 (3.3.22)에 의해 얻어진 PID 

이득이 초기 설정 이득과 비슷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선정하 다. 특히, KIM의 

값이 기존의 값과 비슷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τ 0를 선정하 다. 이 때, 오차 

동역학이 임계감쇄 응답을 보이도록 감쇠비 ζ는 1로 선정하 다. 다음의 단

계부터는 이와 같이 선정된 값들을 기준으로 하여 τ 0를 제외한 다른 파라미

터들을 선정해나갔다.

Step 2

    조작기의 원하는 오차 동역학을 선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차 동역학이 

임계감쇄 응답을 보이도록 감쇄비 ζ는 1로 선정하 고, 고유 진동수 ω n는 가

능한 빠른 오차 동역학을 보이도록 선정하 다. 이와 같이 선정된 ζ와 ω n를 

이용하여 KP,KD 를 구한다.( KD=2ζω n , KP=ω n
2)

Step 3

    전열관 가이드와 조작기 자체 하중으로 인해 작용하는 부하를 정확히 구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M/L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안정하면서 

최고의 제어 성능을 보이는  M/L을 직접조절을 통해 결정하 다. 

Step 4

    식(3.3.22)을 사용하여 선정된 ω n,  ζ, M/L, τ 0로부터 로봇 조작기의 각 축에

적용되는 PID 제어기 이득을 결정한다. 

  표 3.1.18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PID 이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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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득을 주었을 때 제어 성능을 나타낸 것이 그림 3.1.78이다. 그리고, 그림 

3.1.79는 기존의 PID 이득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PID 이득의 오차 응답을 비교하

여 보여준다. 이 그림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선정한 PID 이득의 오차 응답이 기존

의 응답에 비해 더 좋은 제어 성능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차의 크기 면

에서 하부팔의 제어 성능이 매우 개선되었으며, 상부팔에서 기존에 보이던 진동하

는 양상의 오차 응답의 형태도 개선되어 실제 실험 시 조작기의 떨림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18 TDC를 이용한 PID 이득 선정 방법에 의해 선정된 PID 이득

KPM KIM KVM ζ ω n M/L τ 0

Lower arm 

& Upper arm
120 6 5 1 120 5 0.05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선정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실험의 경우 원칙적으

로 상수 τ 0와 샘플링 타임 L값이 주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값이 주어져 있지 않

은 상황에서도 본 선정 방법을 통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정 방법이 매우 체계적이고 이 방법을 통한 이득 

선정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 공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b) 공구를 장착한 경우

그림 3.1.78 TDC를 이용한 PID 이득 선정 방법에 의한 제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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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9 초기 제어 이득과 TDC를 이용하여 선정된 PID 이득의 

                  제어 성능의 비교

    다. 조작기 기준위치 및 기구부 보정 

  조작기에 장착된 와전류 검사 탐촉자가 3/4“ 직경의 전열관 내부의 중심에 정

확하게 위치하기 위해서는 조작기와 전열관 시트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와전

류 탐상 탐촉자나 전열관을 보수하는 공구를 목표 전열관에 정확히 위치시켜야 

한다. 공구를 목표 전열관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조작기의 각 관절의 변위를 구하

고 각 관절의 변위와 조작기 선단의 위치와 자세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작기 기구

의 수학적 모델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조작기의 수학적 모델과 실제 조작기의 차이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한다. 

조작기의 수학적 모델과 실제 조작기는 증기발생기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보

수 조작기의 제작오차, 열팽창으로 인한 증기발생기에 변형, 그리고 조작기를 증

기발생기에 설치할 때마다 바뀌는 조작기의 기준위치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 조

작기의 수학적 모델을 실제 조작기에 맞추는 것이 조작기 기구부 보정이다. 

  약 3m 지름의 증기발생기내의 전열관은 20mm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

므로 전열관 검사/보수 공구가 5mm 이상의 위치 오차를 갖게 되면 검사/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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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증기발생기에 전열관 검사/보수 조작기를 설치할 때마다 

조작기의 기준위치와 기구부를 보정해야 한다. 또한 검사 도중 위치오차가 커지면 

다시 보정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열관의 전열관 시트를 기준위치로 설정하여 공구에 장착된 카

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 절대좌표를 얻어 조작기의 기준위치와 기구부

를 보정하 다. 

      (1) 기구학 모델

  각 관절의 변위와 조작기 선단의 위치와 자세사이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구학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조작기의 기준위치와 기구부를 보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조작기의 기구학 모델을 구해야 한다.

        (가) D-H 모델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Denavit-Hartenverg 방법을 사용해 기구학 모델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1.80은 D-H 모델의 좌표계를 나타내며 표3.1.19는 

그림 3.1.80 조작기 D-H 모델 좌표계

X0

Z0

Y0

X0

Y0

Z0

X3

Z3

Y3

X2

Z2

Y2

X1

Z1

Y1

a0

b
0

d1

l2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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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9 Denavit-Hartenberg 변수

변환 θ d a α

B→0 0 d0 a0 90°

0→1 θ1 d1 l1 0

1→2 θ2 d2 l2 0

2→3 0 z 0 0

각 관절의 D-H 변수를 나타낸다.

  D-H 모델의 동차변환행렬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n-1An=

ꀎ

ꀚ

︳︳︳︳︳︳︳︳

ꀏ

ꀛ

︳︳︳︳︳︳︳︳

cosθ n - sinθncosαn sin θ nsinα n lncosθ n
sinθn cosθ ncosαn -cosθ nsinα n lnsinθn
0 sinα n cosα n rn
0 0 0 1

(3.1.23)

위의 동차변환행렬로부터 베이스 좌표계로부터 3-좌표계까지 변환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 BA 0
0A 1

1A 2
2A 3=

ꀎ

ꀚ

︳︳︳︳︳︳︳︳

ꀏ

ꀛ

︳︳︳︳︳︳︳︳

cos (θ1+θ2) - sin (θ1+θ2) 0 l 1cosθ1+l 2 cos(θ1+θ2)
sin (θ1+θ2) cos (θ1+θ2) 0 l 1sinθ1+l 2 sin(θ1+θ2)

0 0 1 d 1+d 2+z 3
0 0 0 1

(3.1.24)

위에서 구한 변환행렬을 이용해서 각 관절의 변위로부터 베이스에 대한 조작기 

선단의 위치와 자세를 표현할 수 있다.

        (나) Hayati 모델 

  다음 단계는 구한 좌표변환행렬로부터 조작기를 보정하는 것인데, D-H 모델은 

조작기 보정에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제한점이 있다.

- 기준 또는 베이스 좌표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

- 거의 평행한 회전축에 대해서 변환행렬의 상수값이 매우 커진다.

- 조작기의 기준 자세를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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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번째 제한성 때문에 변수 값을 구할 때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yati의 수정 D-H모델을 이용하 다. Hayati의 수정 

D-H모델은 연속한 회전축에 대해 비례성을 얻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3.1.81과 같이 연속한 회전축 n과 n+1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3.1.81 평행에 가까운 회전축

Joint n
Axis

Joint n+1
Axis

Z n-1

X n-1

Y n-1

Z n Y n

X n
O n

On-1

1

2

3

4

다음, 공통 법선 대신 n-1 좌표계의 원점 On-1을 통과하고 회전축 n에 수직인 평

면을 정의한다. 이 평면과 회전축 n+1의 교점을 n좌표계의 원점 On으로 정의한다. 

원점 On-1과 원점 On 사이의 그려지는 직선을 n 좌표계의 x축 방향으로 정의한

다. 주어진 정의에 따라 좌표계 n 과 좌표계 n-1 사이의 동차 변환 행렬은 다음

과 같다.

 
n-1
An=R(z,θn)T(rn,0,0)R(x,αn)R(y,βn) (3.1.25)

여기서, rn은 원점 On-1과 원점 On 사이의 거리이고 αn과 βn 은 z축을 회전축에 일

치시키기 위한 x축과 y축에 대한 회전을 나타낸다. θn은 joint 변수이다. 위의 변

환을 수행하고 나면 결과식은 다음과 같다.

 n-1An=

ꀎ

ꀚ

︳︳︳︳︳︳︳︳

ꀏ

ꀛ

︳︳︳︳︳︳︳︳

- sαnsβnsθn+cβncθ n -cαnsθn sαncβnsθ n+sβncθ n rncθn
sαnsβncθ n+cβnsθn cαncθn -sαncβncθn+sβnsθ n rnsθn

-cαnsβn sαn cαncβn 0
0 0 0 1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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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α는 sinα를 cα는 cosα를 나타낸다.  

  증기발생기 첫 번째 열의 중간지점을 기준 좌표의 원점으로 정의하고, D-H 모

델과 Hayati 모델을 함께 사용하면 조작기의 모델 좌표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82 조작기의 기구학 모델과 좌표계

X0

Z0

Y0

X
2

Z2

Y
2

X1

Z
1

Y1

a0

d0

l2

d2

l
1

X
3

Z3

Y3

ZB

XB

YB

표3.1.20은 각 관절의 기구학 모델 변수와 관절 변수를 나타내며, 표3.1.21은 각 변

수들의 공칭값을 나타낸다.

표 3.1.20 조작기 기구학 링크 변수

(형태 1 : D-H 모델, 형태 2 : Hayati 모델)

변환 형태
변수 번호 Joint

변수1 2 3 4

B→0 1 θ0 d0 a0 α0 없음

0→1 2 θ1 β1 l1 α1 θ1

1→2 1 θ2 d2 l2 α2 θ2

2→3 1 θ3 z3 a3 α3 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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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 조작기 기구학 링크 변수 공칭값

변수 값 변수 값 변수 값 변수 값

θ0 180° d0 0.5 m a0 0 m α0 180°

θ1 ․ β1 0° l1 0.73 m α1 0°

θ2 ․ d2
0 . 4 7 4 

m
l2 0.73 m α2 0°

θ3 0° z3 ․ a3 0 m α3 0°

  표 3.1.21의 조작기 기구학의 모델 변수로부터 구해진 베이스 좌표계로부터 3-

좌표계까지 변환행렬은 다음과 같다. 

TN=
BA 0

0A 1
1A 2

2A 3 (3.1.27)

위에서 구한 변환행렬을 이용해서 각 관절의 변위와 베이스에 대한 조작기 선단

의 위치와 자세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다음 단계는 구한 좌표변환행렬로부터 조작기를 보정하는 것인데, 먼저 조작기

의 기구학적 변수들의 미소 변화에 따른 조작기 선단의 위치와 자세 변화를 나타

내는 조작기의 기구학적 오차모델을 구해야 한다. 조작기의 기구학적 모델은 링크

의 기구학적 모델을 포함하므로 먼저 링크의 기구학적 오차모델을 구한 후, 조작

기의 기구학적 오차 모델을 구하 다.

      (2) 링크의 기구학적 오차모델

 링크변수의 미소 변화 Δθ i, Δdi, Δai, Δα i(또는 Δθ i, Δβ i, Δa i, Δα i) 에 따른 동차변

환 행렬  i-1Ai (≡Ai)  의 변화를 dAi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H 모델 : dAi=
∂Ai
∂θ i

Δθ i+
∂Ai
∂di

Δd i+
∂Ai
∂ai

Δai+
∂Ai
∂α i

Δα i (3.1.28)

Hayati 모델 : dAi=
∂Ai
∂θ i

Δθ i+
∂Ai
∂β i

Δβ i+
∂Ai
∂a i

Δa i+
∂Ai
∂α i

Δα i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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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매개변수 미소변화에 따른 동차변환행렬의 변화량을 동차변환행렬과 변화

량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Ai
∂θ i

=AiQ θ, Q θ=A
-1
i

∂Ai
∂θ i
,

∂Ai
∂d i

=AiQd, Qd=A
-1
i

∂Ai
∂d i
,

∂Ai
∂a i

=AiQa, Qa=A
-1
i

∂Ai
∂a i

∂Ai
∂α i

=AiQ α, Q α=A
-1
i

∂Ai
∂α i

∂Ai
∂β i

=AiQ β, Q β=A
-1
i

∂Ai
∂β i

(3.1.30)

따라서 동차변환행렬의 변화 dAi는 동차변환행렬과 변화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D-H 모델 : dAi=Ai(Q θΔθ i+QdΔdi+QaΔa i+Q αΔα i)
   =AiδAi

(3.1.31)

Hayati 모델 : dAi=Ai(QθΔθ i+Q βΔβ i+QaΔai+Q αΔα i)
   =AiδAi

(3.1.32)

      (3) 조작기의 기구학적 오차모델

  링크의 기구학적 오차모델을 조작기에 적용하여 각 링크의 4개의 파라미터의 

미소 변화에 따른 조작기 선단의 위치 및 자세 오차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조작기 선단의 위치와 자세는 변수들의 공칭값에 의해 예상되는 조작기 선단의 

위치와 자세 TN에 모든 링크 파라미터들의 미소 변화에 의한 오차 dTN 을 합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TN+dTN =(A 0+dA 0)(A 1+dA 1)(A 2+dA 2)(A 3+dA 3)

= ∏
3

i=0
(Ai+dAi)

, (3.1.33)

위 식을 전개하여 2차 이상의 고차 항을 무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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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TN≅TN+ ∑
3

n=0
A 0..An-1dAnAn+1...A 3 (3.1.34)

윗 식에 링크의 기구학적 오차모델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dTN= ∑
3

n=0
(A 0..An)δAn(An+1...A 3)

    = ∑
3

n=0
TN(An+1..A 3)

-1
δAn(An+1...A 3)

(3.1.35)

n번째부터 조작기선단까지의 동차변환행렬의 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Un ≡An...AN (3.1.36)

조작기 선단의 오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TN=TN ∑
3

n=0
U
-1
n+1δAnUn+1 (3.1.37)

따라서 조작기의 기구학적 오차모델은 다음과 같다.

dTN=TN δTN (3.1.38)

δTN= ∑
3

n=0
U-1n+1δAnUn+1. (3.1.39)

오차행렬 δTN은 또한 미소변위(dxN, dyN, dzN) 각각의 회전축(xN, yN, zN)에 대한 

미소회전(δxN, δyN, δzN)으로 표현할 수 있다.  

δTN=

ꀎ

ꀚ

︳︳︳︳︳︳︳︳

ꀏ

ꀛ

︳︳︳︳︳︳︳︳

0 -δzN δyN dxN
δzN 0 -δxN dyN
-δyN δxN 0 dzN
0 0 0 0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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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서 구한 조작기의 기구학적 오차모델로부터 미소변위와 미소회전을 

링크 변수의 미소변화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Jacobian 형태

로 나타내어진다.

[
dN

δ N ] = [ ]m1 m2 m3 m4

m2 0 0 m4

ꀎ

ꀚ

︳︳︳︳︳︳︳︳

ꀏ

ꀛ

︳︳︳︳︳︳︳︳

Δθ
Δd
Δa
Δα

= JKδk

(3.1.41)

여기서 JK는 Jacobian 행렬이고 δk는 4N×1의 열벡터이다.

      (4) 조작기 보정 시뮬레이션

  조작기의 링크 변수들을 보정하기 위해 앞 절에서 구한 조작기의 기구학적 오

차모델에 Linear Least-Squares 방법을 적용하 다. 그림3.1.84는 Linear Least 

-Squares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앞에서 정의된 변수 k는 초기에 조작

기 링크 변수의 공칭값으로 초기화된다. k와 관절 변수들의 벡터를 이용해서 조

작기의 공칭 변환행렬 TN을 계산하고 계측된 조작기 선단의 위치와 자세로부터 

관측오차를 계산한다. 

  실제 실험에서는 보정하기 위해 선정한 위치로 조작기를 구동한 후 관절 위치

를 측정하거나 측정된 값들이 저장된 파일을 불러온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랜덤함

수를 이용해 조작기의 위치를 만들어 조작기의 위치와 관절 변수를 얻는다. 다음

으로 자코비안 행렬의 요소들이 계산되고 Linear Least-Squares 알고리즘이 수행

된다. 변수오차는 다시 변수 벡터에 더해진다.

k new= kold+δk (3.1.42)

  Linear Least-Squares 알고리즘은 반복 수행되고 알고리즘 반복을 멈추기 위해 

오차값 제곱의 합을 각 반복의 마지막에서 계산하여 수렴을 조사한다. 이상의 내

용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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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3 조작기 보정 흐름도

Start

Stop

Initialize Link Parameters

Compute Observation Errors

Compute Jacobian Matrix

Solve Linear Least Squares

Modify Link Parameters

Check Convergence
No

Yes

Measure Point or 
Call Data from file

그림 3.1.84 조작기 보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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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창 왼쪽박스에 임의의 공칭값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중간박스에 링

크변수들의 오차값들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공칭값들과 링크변수들

의 오차값들을 설정한 후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박스에 Linear 

Least-Squares 방법을 사용해 구한 오차 결과값을 표시하여 중간 박스에 설정한 

오차값들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 다. 그림3.1.8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정한 

링크 오차값과 구한 오차값의 차이가 매우 작으므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이 타당

하게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3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한 조작기 보정

  조작기를 보정하기 위해서 조작기선단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3차원 기준좌표를 

얻어야 한다. 먼저 6축 회전축을 갖는 3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하여 기준좌표를 

얻어 조작기를 보정하 다. 사용한 3차원 좌표 측정기는 FARO's Bronze 시리즈 

모델 06&08 이고 2시그마 오차 범위에서 한 점에 대한 반복도가 ±0.305mm이다. 

그림 3.1.85는 3차원 좌표측정기를 이용해 조작기를 보정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조

작기의 공구에 3차원 좌표측정기 고정기를 만들어 조작기 선단의 위치뿐만 아니

라 자세도 얻도록 하 다.

그림 3.1.85 3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한 조작기보정

  조작기를 보정하기 위해서 8개의 자세에 대하여 각 관절의 변위 값과 기준좌표

값을 측정하고 측정된 각 관절의 변위 값은 모션제어기를 통해 보정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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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고 기준좌표값은 3차원 좌표측정기로부터 RS232C를 통해 보정 프로그램으

로 보내진다. 측정된 각 관절의 변위 값과 조작기 선단의 기준 좌표값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서 앞 절에서 작성된 Linear Least Squares 방법으로 조작기 링크 변

수들의 보정 값을 계산한다. 표 3.1.22는 8개 측정 점의 각 관절의 변위 값을 나타

내고, 그림 3.1.86은 3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한 조작기 보정 프로그램을 나타낸

다. 표 3.1.23은 링크 변수의 공칭값과 보정값을 나타낸다.

표 3.1.22 측정점의 각 관절의 변위값

θ1 θ2 z3 (m) θ1 θ2 z3 (m)

1 190° -30° 0.0 5 170° 30° 0.0

2 190° -30° -0.05 6 170° 30° -0.05

3 200° -50° -0.05 7 160° 50° -0.05

4 200° -50° 0.0 8 160° 50° 0.0

그림 3.1.86 3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한 교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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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3 조작기 기구학 링크변수

변환 형태
θ(deg) d(m) a(m) α(deg)

공칭 보정 공칭 보정 공칭 보정 공칭 보정

B→0 1 0 1.94 -0.1 -0.76 1.75 1.25 -90 -89.56

0→1 2 0 -4.65 0°(β) -0.67° 0.73 0.72 0 -0.49

1→2 1 0 0.55 0.1 0.13m 0.80 0.79 0 0.34

      (6) 증기발생기 목업에서 조작기 링크변수 보정

  원자력 발전소 울진 1,2호기의 증기발생기 수실의 실물크기 목업에서 증기발생

기 전열관 검사/보수 조작기의 링크변수를 보정하 다. 울진 원자력 1, 2호기의 

증기발생기는 3,330개의 U자형 전열관이 있으며 전열관 공칭 내경이 0.775 inch 

(19.685 mm)이고 전열관 공칭 피치가 1.28 inch(32.512 mm)이다.

  조작기의 하부팔, 상부팔, 마스트를 다시 수정 제작하고, 전열관 탐상 탐촉자 가

이드 공구를 제작하여 조작기의 선단에 장착하여 실제 증기발생기 수실 내에서 

조작기를 보정하는 것과 같이 보정을 수행하 다.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시트 하단

면을 기준평면으로 정하고 제 1열의 중간위치를 원점으로 선정하 다. 보정점은 

전열관시트상에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전열관 8개를 선정하 다. 선정된 

전열관는 표 3.1.24와 같다. 

표 3.1.24 보정점으로 사용된 전열관 위치

순번 1 2 3 4 5 6 7 8

row 46 40 30 6 46 40 30 6

column 41 25 13 1 54 70 82 94

  조작기의 한가지 굽힘자세로는 조작기 선단이 모든 전열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3.1.87에서와 같이 1사분면에서는 오른팔, 2사분면에서는 왼팔의 자세

를 갖는다. 조작기는 모든 전열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작기 팔의 길이가 설계되

었고 조작기 베이스의 위치가 수실의 분리벽에서 떨어져 위치하기 때문에 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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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과 수실의 분리벽이 만나는 구석에서만 자세를 바꿀 수 있다. 즉 Arm 

Breaking이 양쪽 구석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조작기를 보정할 때 1, 2, 3, 4 보

정점을 측정한 후 바로 Arm Break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정점의 순서를 정하

다. 조작기가 증기발생기 수실에 입실하고, 입/퇴실 장치가 수평위치를 유지한 

후, 고정다리를 내려 지지한 후, 조작기는 그림 3.1.88와 같이 초기 위치를 갖는다. 

먼저 공구에 위치한 카메라의 상을 모니터로 확인하면서 탐촉자 가이드 끝을 

전열관시트에 접촉시킨 후 마스트를 30mm 하강시킨다. 이때, 조작기 셋팅 모드에

서 조작기의 초기위치 탐색을 수행하여 시작점을 잡는다. 다음 순서로 조작기를 

보정하게 되는데, 이 때 그림에서와 같이 프로그램의 오른쪽 탭에서 보정 모드를 

선택한다.  

그림 3.1.87 교정 위치와 조작기 자세

그림 3.1.88 조작기 초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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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를 보정점으로 보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3차원 그래픽에서 원하는 전열

관을 마우스를 클릭한다. 이때, 아직 조작기를 보정하기 전이므로 보정점을 바로 

클릭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정점 근처의 위치한 전열관을 선택한다. 선택한 전열관

이 적색으로 변하면 “Move” 버튼을 눌러 조작기의 탐촉자 가이드 선단이 보정점 

근처로 이동하도록 한다. 다음은 “Jog Off” 버튼을 눌러 “Jog On”이 되도록 한 

후, 공구 카메라의 상을 나타내는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Move” 버튼 주위의 화

살표 버튼을 눌러 탐촉자 가이드 선단을 보정점에 위치시킨다. 조작기의 위치를 

조금씩 바꿀때는 “Move” 버튼 주위의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고, 조작기를 빠르게 

큰 범위로 구동시킬때는 오른쪽 아래부분의 “Mast”, “Upper Arm”, “Lower Arm”

의 화살표 버튼을 이용한다. 탐촉자 가이드 선단을 전열관 시트에 접촉시킨 후 탐

촉자 가이드를 전열관과 정확히 맞춘후 다시 30mm을 하강시킨다.“←”, “H”, “→” 

버튼을 눌러 원하는 보정점의 전열관이 적색이 되도록 한 후, “Done”버튼을 누른

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7개의 보정점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보정점에 대한 측정이 모두 끝나면 “Calibration Tube Selection”박스 내에 있는 

“Start Calib”버튼을 눌러 보정을 수행한다. 표 3.1.25에 조작기의 링크변수들의 공

칭값과 보정된 결과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그림 3.1.89에 나타내었다.

그림 3.1.89 보정 결과

wx

wy

wz 0x

0y

0z

0.0033
+0.1954

1x

1y

1z

+0.6912

2x

2y

2z
-8.499

+0.83850.439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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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5 조작기 기구학 링크변수

변환 형태
θ(deg) d(m) a(m) α(deg)

공칭 보정 공칭 보정 공칭 보정 공칭 보정

B→0 1 180 180.203 -0.01 0.003 0.15 0.195 90 89.965

0→1 2 0 -0.802 0°(β) 0.902° 0.69 0.691 0 0.036

1→2 1 0 -0.320 -0.1 0.439 0.84 0.839 0 -8.50

2→3 1 0 0 0 0 0 0 0

  조작기의 선단에 전열관 가이드에 지시봉을 고정하여 보정점 측정 시와 보정후

의 조작기가 보정점으로 선택한 전열관에 도달하는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3.1.26에 보정점에서의 전열관과 지시봉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조작기 보정 후 탐촉자 가이드에 탐촉자 푸셔를 연결하여 보정점에서 와전류 

탐상 탐촉자를 전열관에 삽입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중심쪽의 전열관으

로 조작기 선단을 이동할수록 오차가 커져서 전열관 삽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오

차의 발생 원인은 입/퇴실 장치가 조작기의 위치에 따라서  비틀림이 발생하고, 

조작기 자체의 선단 처짐이 변하기 때문이다. 입/퇴실 장치의 비틀림 향을 최소

로 하기 위하여 조작기의 보정을 전열관 시트에서 1사분면과 2사분면으로 나누어 

따로 보정을 수행하거나 작은 역에 대하여 조작기의 보정을 실시하여 전열관의 

와전류 탐상 검사를 실시한다. 표3.1.27은 1사분면에서 보정점으로 사용된 전열관 

위치를 나타내고 그림 3.1.90은 보정점 위치에서 탐촉자가 전열관에 삽입되는 모

습을 나타낸다. 또한 고리 원자력 연수원에서 조작기 보정과 전열관 삽입, 브러싱 

공구의 현장 적용 시험을 하 다. 연수원에 있는 목업은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목업이다. 고리 2호기 증기발생기에는 5,625개의 U자형 전열관이 

있으며 전열관 공칭 내경이 0.608 inch(15.4432 mm)이고 전열관 공칭 피치가 0.98 

inch(24.892 mm) 이다. 1사분면에 대하여 8개 보정점을 정하고 보정을 수행하

으며 모든 보정점에서 탐촉자가 잘 삽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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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0 탐촉자 삽입

표 3.1.26 보정 결과

보정점1 보정점2 보정점3 보정점4

보정점

확인

보정후

보정점5 보정점6 보정점7 보정점8

보정점

확인

보정후

 

  
표 3.1.27 1사분면에서 보정점으로 사용된 전열관 위치

순번 1 2 3 4 5 6 7 8

열 3 10 3 13 38 38 13 3

행 3 2 20 20 25 30 31 34



- 127 -

      (7) 기구학 모델 수정 후 증기발생기 목업 1, 2 사분면에서 링크변수 보정

  1좌표계에서 2좌표계로의 변환에 D-H 모델을 사용하여 2좌표계에서 3좌표계으

로의 변환에서 Jacobian에 종속적인 열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독립 링크변수 12개

사용하여 보정을 실시하 다. 여기서 1좌표계에서 2좌표계로의 변환에 Hayati 모

델을 사용하면 독립 링크변수 13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좌표계의 원

점을 0좌표계과 1좌표계의 원점과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도록 기구학 모델을 수정

하고 1좌표계에서 2좌표계로의 변환을 Hayati 모델을 사용하여 보정을 실시하

다.  그림 3.1.91은 수정된 조작기의 기구학 모델을 나타내며 표3.1.28은 수정된 모

델의 기구학 링크변수를 나타낸다.

그림 3.1.91 수정된 조작기의 기구학 모델

X
0

Z
0

Y
0

X1

Z1

Y1

a
0

d0

l
2

d2

l1
Yw

X
w

Zw

X3

Z3

Y3

X
2

Z2

Y
2

표 3.1.28 조작기 기구학 링크변수

변환 형태
θ(deg) d(m) a(m) α(deg)

공칭 보정 공칭 보정 공칭 보정 공칭 보정

B→0 1 180 180.083 0.01 0.083 0.15 0.198 90 89.2498

0→1 2 0 -2.943 0°(β) 0.993° 0.69 0.702 0 0.2982

1→2 2 -180 -181.050 -0.1 -20.099 0.84 0.833 0 -25.862

2→3 1 0 0 -0.001 -0.0184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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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발생기의 2사분면에서도 따로 보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획득한 

보정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장된 파일을 읽어들여 조작기를 사용

할 위치에서 보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 다. 1사분면에서 조작기 링

크변수의 보정을 수행하고 바로 Arm Breaking을 수행하여 2사분면에서 보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 3.2.29와 같이 16개의 전열관을 보정점으로 설정하 다. 

표 3.1.29 보정점으로 사용된 전열관 위치

순번 1 2 3 4 5 6 7 8

1사

분면

열 38 38 13 3 3 13 10 3

행 25 30 31 34 20 20 2 3

2사

분면

열 38 38 13 3 3 13 10 3

행 70 65 64 61 75 75 93 92

 1사분면에서의 1좌표계에서 2좌표계로의 변환이 D-H모델인 경우와 Hayati 모델

인 경우에 보정을 수행하여 구해진 링크변수로 보정점에 대하여 순기구학을 이용

하여 좌표값을 구해 비교하 다. 표 3.1.30의 결과로부터 두 경우 모두 최대 오차

가 2mm, D-H 경우 오차평균이 1.22mm, Hayati의 경우 오차평균이 1.10mm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탐촉자를 삽입 테스트 실험에서는 Hayat모델

을 사용하 을 경우가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1.30 1사분면에서 보정결과 비교

순번
절대 좌표값 DH-H-DH-DH DH-H-H-DH

x y z x y z x y z

1 -1.2029 0 -0.7315 -1.2033 -0.0004 -0.7323 -1.2031 -0.0003 -0.7321

2 -1.2029 0 -0.5690 -1.2034  0.0003 -0.5691 -1.2032  0.0003 -0.5687

3 -0.3901 0 -0.5364 -0.3891  0.0007 -0.5348 -0.3891  0.0006 -0.5357

4 -0.0650 0 -0.4389 -0.0640 -0.0005 -0.4401 -0.0640 -0.0004 -0.4391

5 -0.0650 0 -0.8941 -0.0668 -0.0001 -0.8939 -0.0670 -0.0001 -0.8938

6 -0.3901 0 -0.8941 -0.3902 -0.0002 -0.8943 -0.3904 -0.0002 -0.8952

7 -0.0650 0 -1.4468 -0.0644  0.0005 -1.4475 -0.0645  0.0005 -1.4470

8 -0.2926 0 -1.4793 -0.2927 -0.0004 -1.4780 -0.2924 -0.0004 -1.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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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실내 작업 감시 모듈 

    가. 전열관 위치 추출을 위한 관측 카메라

      (1) 전열관 위치 추출을 위한 관측 카메라의 설치위치 고찰

  조작기의 전열관에 대한 위치를 관측하기 위한 카메라는 그림 3.1.92에 보여주

는 것처럼 로봇을 고정하는 맨웨이 플랜지, 조작기의 베이스, 마스터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3.1.92 전열관 위치 관측용 카메라의 설치 위치

  설치 위치 1의 맨웨이에 설치하는 경우는 관측 거리가 1,500㎜ 정도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작기의 각 관절이 관측 카메라의 FOV에 장애물로 작

용하므로 구조적인 관측불가 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조명에 의한 그림자 등의 

shading에 따라 관측불가 역이 커질 수 있다. 표 3.1.31에 맨웨이에 설치했을 경

우의 CCD 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에 따른 관측 역과 픽셀 분해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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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1 맨웨이에 설치했을 경우의 관측 역 

관측거리 Focal Length Pixel Resolution Monitoring Area

1,500㎜

1/2“ CCD

6㎜ 2.08㎜  1600×1200 [㎜]

7.5㎜ 1.67㎜  1280 X 960 [㎜] 

20㎜ 0.625㎜  480 X 360 [㎜]

50㎜ 0.25㎜  192 X 144 [㎜]

  조작기의 베이스에 설치하면 조작기의 이동에 대해 관측 FOV가 장애를 받지 

않는다.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좌표정보를 이용하여 로봇 팔의 자세를 추정할 

수 있다. 관측거리가 500㎜ 로 짧아지기 때문에 초광각의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한 

전열관 전체를 FOV에 담을 수 없다. 마스트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없으며 조

작기의 움직임에 따른 장애를 받지 않도록  카메라를 Housing 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필요로 한다. 

표 3.1.32 베이스 설치 시의 관측 역 (거리 : 500㎜)

적용 렌즈
픽셀 해상도 

[㎛]

감시 역 

 [㎜]
전열관관측 상 

6㎜ 0.69㎜  533.33 X 400

18㎜ 0.23㎜  177.78X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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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탐촉자의 전열관 중심부의 장/탈입을 정  관측할 

수 있다. 관측거리가 100㎜ 이내로 렌즈의 M.O.D(최소관측거리) 에 근접한다. 

FOV가 극히 제한되므로 전열관이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몇 번째에 위치하고 있

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 렌즈의 M.O.D를 무시하면 1/2“ CCD 카메라에 6㎜ 렌즈

를 부착하 을 경우 41㎜ 관측 거리에서 전열관 하나만을 전체 모니터 화면에 담

을 수 있을 뿐이다. M.O.D를 고려하면 100㎜ 거리에서 11개 정도의 전열관을 관

측할 수 있다. 이를 표 3.1.33에 나타내었다. ZETEC 의 SM-계열의 조작기도 와

전류검사 탐촉자의 장/탈입을 관측하기 위해 마스터 암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탐촉자가 제대로 전열관 중앙에 삽입되는지의 여부를 관측하기 위해 카메라

가 전열관의 Z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내외의 기울기를 갖고 있고 렌즈 왜곡과 

가우시안 분포의 조명램프특성으로 인해 관측 역 전체에 대해 고른 조명을 줄 

수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효한 관측 범위는 5개 이하이다.

표 3.1.33 마스터 암 설치 시의 관측 역 (적용렌즈 : 6㎜)

관측거리

[㎜]

픽셀 해상도 

[㎛]
감시 역 [㎜] 전열관 관측 상

관측 가능 

전열관수

30 41.67  32 ×24 1

50 69.44  53.33 X 40 2

100 138.89  106.67 X 80 11

마스트에서 전열관 시트로부터 30㎜ 떨어진 위치에서 6㎜ 렌즈로 잡았을때의 증

기발생기 전열관 상을 그림 3.1.93에 나타내었다. 



- 132 -

그림 3.1.93 관측거리가 30㎜ 일경우의 전열관 상 

      (2) 탐촉자 감시용 카메라

  탐촉자 감시용관측 카메라는 그림 3.1.92의 설치위치 3에 해당하는 마스트 상단

에 위치하여 와전류 검사 탐촉자의 위치상태를 감시한다. 이를 위한 카메라의 필

요사항을 표 3.1.34에 나타내었다. 표 3.1.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감시 카메라는 광

각의 FOV를 가지면서 M.O.D (최소관측거리) 가 짧은 것이 요구된다. CCD 카메

라는 센서의 유효면적이 큰 1/2“ 소자를 선택한다. 1/3” 소자에 비해 동일한 거리

에서 많은 전열관들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센서의 크기가 2/3“인 소자는 

1/3”에 비해 2 배의 전열관들을 관측할 수 있으나 1/2“ 소자에 비해 M.O.D. 가 

짧은 상용 렌즈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3.1.35에 ZETEC SM-22 조작기의 감

시 카메라 구성을 나타내었다. SM-22 는 Sony 의 1/2” CCD 카메라에 5.5㎜ 렌

즈를 부착하 다. CCD 소자를 비롯한 전자 부품 및 적용 렌즈의 기술 발전 속도

가 빨라서 SM-22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와 렌즈는 현재에는 단종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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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4 관측 카메라의 구성 요건

 검토 항목  필요 사양

 CCD 카메라  1/2“ 크기의 IT 방식의 범용 CCD 카메라

 적용 렌즈 
 M.O.D ≤ Min. 100㎜ 

 F.O.V ≥ 70°

 조명  고휘도 LED 또는 할로겐 램프 

 (※ 기타)  저조도 CCD 카메라 

표 3.1.35 ZETEC SM-22 의 감시 카메라 구성

 검토항목  필요사항

 CCD 카메라

 SONY HVM352 B/W CCD 카메라

 Image Device: 1/2" Hyper HAD CCD

 Sensing Area: 6.4 X 4.8㎜

 Lens Mount: Special Mini Bayonet Mount

 Dimension[W X H X D]:  52 X 32 X 100 ㎜ 

 적용 렌즈 

 VCL-06HS (Wide Angle Supplementary Lens)

 Focal Length: f = 5.5㎜

 F Number: F1.84

 Lens Mount: Special Mini Bayonet Mount

 FOV:  ≒ 70°(Diagonal Direction)

        (가) 촬 거리(M.O.D)가 짧은경우의 렌즈선정 

           ① 사용렌즈, 촬 거리 및 접사링(ring) 계산방법

  그림 3.1.94에 촬 거리(M.O.D)가 짧은 렌즈의 모델을 나타내었으며 모델의 파

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표 3.1.36에 나타내었다. 그림 3.1.95에 CCD 소자의 크기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내고 표 3.1.37에 CCD 크기에 따른 수평 및 수직방향의 유효

크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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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4 M.O.D 가 짧은 렌즈의 선정

표 3.1.36 렌즈파라미터 설명

 파라미터  내   용

 A  물체의 크기(수평 또는 수직방향)

 B  CCD 소자의 크기 (수평 또는 수직방향)

 M  배율( B / A)

 f  초점거리

 H1  제1 주시점위치

 H2  제2 주시점위치

 △H  주시점간격 (△H = H1 - H2)

 d  초점면에서 렌즈몸체 끝단까지의 거리

 f.M  접사링의 길이

 O  렌즈몸체 끝단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그림 3.1.95 CCD 소자 크기 정의 

H

VD

H

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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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7 CCD 표준 화면 크기[단위:㎜]

 크 기  H  V  D

 1/3"  4.8  3.6  6

 1/2“  6.4  4.8  8

 2/3“  8.8  6.6  10.991

 1“  12.70  9.525  15.875

   식(3.1.43)과 같이 f'를 대략적으로 구한다.

      f ' = MO (3.1.43)

여기서 M = B/A  이다. 식 (3.1.44)에서 물체로부터 CCD 소자까지의 거리 L을 

구한다.

      L = f/M + f + f + ΔH + f⋅M (3.144)

여기서 렌즈의 광학데이타 표로 부터 f'에 근사한 f 값을 선정한다.

렌즈 끝단에서 물체까지의 거리(O), 접사링 길이(f.M), f는 식(3.1.45)와 같이      

구한다.

O = L - d - f⋅M

f⋅M = L - O - d (3.1.45)

f = 
L - O - d

M

           ② 1/2“ CCD 카메라로 80㎜ 크기의 피사체를 100㎜ 거리에서 관측할  

경우의 렌즈 및 접사링(ring) 계산

  배율 M은 식(3.1.46)과 같이 구한다.

   M = B/A = 4.8/80 = 0.06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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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체의 각도는 화면의 수직방향으로 촬 하면 수평방향으로도 동일하게 촬

되므로 수직방향의 CCD 크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렌즈의 대략적인 초점거리는 

식 (3.1.47)와 같이 구한다.

f =  M⋅O =  0.06 × 100 =  6㎜ (3.1.47)

   f = 6㎜ 렌즈는 COSMICAR/PENTAX 렌즈군의 광학데이타 자료로부터      

HS614B 와 HS612A 의 2가지 타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3.1.38에      

나타내었다.

표 3.1.38 COSMICAR/PENTAX LENS의 광학데이타

 모 델  마운트  f △H H1  H2  I d

 HS614B  CS 6.00 23.88 29.88 6.00 47.30 48.20

 H612A  C 6.19 32.83 39.02 6.19 58.31 63.53

  표 3.1.38의 렌즈 특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L을 구한다.

      L = f/M + f + f + ΔH + f⋅M (3.1.48)

      L = 6.00/0.06 + 6.0 + 6.0 + 23.88 + 6.0×0.06 = 136.24  (HS614B)

      L = 6.19/0.06 + 6.19 + 6.19 + 32.83 + 6.19×0.06 = 148.75 (H612A)

   여기에서 f⋅M  의 값은 접사링의 길이이다. 렌즈 몸체의 종단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O = L - d - f⋅M

     O = 136.24 - 48.20 - 6.00×0.06 =  87.68 (HS614B) (3.1.49)

     O = 148.75 - 63.53 - 6.19×0.06 =  84.85 (H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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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2“ CCD 카메라로 80㎜ 크기의 피사체를 HS614B, H612A 렌즈를 사용

하고 0.36㎜ 의 접사링을 조합하면 87.68, 84.85 ㎜ 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9에 HS614B, H612A 렌즈의 기타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3.1.39 근접 촬  LENS(HS614B, H612A)의 기타 특성

 모델  마운트 초점거리 조리개(F#)
FOV[수평방향]

비고
1/2“ 2/3“

 HS614B  CS 6.00㎜ 1.4∼Close 57.82° ⁃

 H612A  C 6.19㎜ 1.2∼Close 56.93° ⁃

        (나) M.O.D(≒ 100㎜) 가 짧은 광각 렌즈들의 특성

  와전류 검사 탐촉자 감시용 관측카메라의 CCD 센서를 1/2“ 로 했을 경우에 적

용가능한 렌즈군의 모델을 표 3.1.40 ∼ 3.1.45 및 그림 3.1.96 ∼ 3.1.100에 나타내

었다. 

표 3.1.40 Fujinon LENS의 상세 특성

 모 델 DF6HA-1 HF9HA-1

 초점 거리 6.00㎜ 9.00㎜
 IRIS 범위 F1.2∼ Close F1.4∼ Close

  동작
 초점 수동 수동

 IRIS 수동 수동

FOV

[HXV]

1/2" 56.09 X 43.36° 39.09 X 29.52°

2/3" ⁃ 52.06 X 40.16°

초점 범위 0.1m ∼ ∞ 0.1m ∼ ∞

물체크기

@ M.O.D

1/2" 122 X 92㎜ 79 X 59㎜

2/3" ⁃ 108 X 81㎜

Back Focal Distance 11.44㎜ 13.48㎜

Filter Thread M27 X 0.5㎜ M27 X 0.5㎜

Mount C C

무게 45g 45g

Exit Pupil Position -46㎜ -27.9㎜

크기[ΦXL] 29.5 X 36.7㎜ 29.5 X 35㎜ 

가격 ￥27,000 ￥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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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6 Tamron 12FO05 렌즈

표 3.1.41 Tamron 12FO05 렌즈 특성

 모  델 12FO05

 Focal Length 5.00㎜

 IRIS 범위 F2.8∼ Close

  동작
 초점 수동

 IRIS 수동

FOV

[HXV]

1/2" 83 X 56°

2/3" ⁃

Focusing Range 3.9" ∼ ∞

Back Focal Distance ⁃

Filter Thread ⁃

Mount CS

무게 7.5g

Exit Pupil Position ⁃

크기[ΦXL] 20 X 24.5㎜ 

가격 US$ 42.00

 

그림 3.1.97 Canon PHF3.5 16 렌즈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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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 Canon PHF3.5 16 렌즈의 상세 특성

 모 델   PHF3.5 16

 초점거리 3.5㎜

 IRIS 범위 F1.6∼ Close

  동작
 초점 수동

 IRIS 수동

FOV

[HXV]

1/2" 84.9 X 68.9°

2/3" ⁃

초점 범위 0.1m ∼ ∞

물체크기

@ M.O.D

1/2" 237 X 164㎜

2/3" ⁃

Back Focal Distance 17.526㎜(Mechanical)

Back Focal Distance 11.45㎜(Optical)

Filter Thread M43 X 0.75㎜

Mount C

무게 90g

크기[ΦXL] 45 X 37.5㎜ 

그림 3.1.98 Computar H0612F1 렌즈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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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8 Computar H2615FICS-3 렌즈의 외관

표 3.1.43 Computar H0612FI LENS 계열의 상세 특성

 모  델   H0612FI H2616FICS-3

  초점 거리 6㎜ 2.6㎜

 IRIS 범위 F1.2∼ 16C F1.6∼ 11C

  동작
 초점 수동 수동

 IRIS 수동 수동

FOV

[HXV]

1/2" 57.2 X 43.7° 127.9 X 98.2°

2/3" ⁃ ⁃

초점 범위 0.1m ∼ ∞ 0.1m ∼ ∞

물체크기

@ M.O.D

1/2" 109 X 80㎜ 409 X 231㎜

2/3" ⁃ ⁃

Flange Back Distance 17.526㎜ 12.5㎜

Back Focal Distance 11.65㎜ 7.6㎜

Effective 

Lens 

Aperture

 Front 22.5㎜ 23.2㎜

 Rear 15.0㎜ 7.5㎜

Filter Thread ⁃ ⁃

Mount C CS

무게 55g 45g

크기[ΦXL] 39 X 33.5㎜ 34.5 X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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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0 Rainbow H3.5 1.6/CS 렌즈

표 3.1.44 근접 촬  LENS(Rainbow)의 상세특성

 모  델   HF3.5 1.6/CS
 초점 거리 3.5㎜

 IRIS 범위 F1.6∼ Close

  동작
 초점 수동
 IRIS 수동

FOV

[HXV]

1/2" 84.9 X 68.9°

2/3" ⁃

초점 범위 0.1m ∼ ∞

Back Focal Distance 11.45㎜(Optical)

Filter Thread M43 X P0.75㎜
Mount C

무게 90g

크기[ΦXL] 45 X 37.0㎜ 

표 3.1.45 Panasonic WV-LF6 렌즈의 상세 특성

 모  델   WV-LF6 WV-LM4R5A

 초점 거리 6㎜ 4.5㎜

 IRIS 범위 F1.4∼C F1.4∼C

  동작
 초점 수동 수동
 IRIS 수동 수동

FOV

[HXV]

1/2" 56.7. X 43.5° 72.6 X 56.7°

2/3" ⁃ ⁃

초점 범위 ? ?

Filter Thread ⁃ ⁃
Mount CS, Special C CS, Special C

무게 38g 93g

크기[ΦXL] 38 X 41㎜ 44 X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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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명

  탐촉자 감시용 카메라의 조명은 일반 림프를 이용한 방법과 고휘도 백색 LED

를 이용한 방법 및 저조도 적외선 LED 조명에 적외선 투시 Filter를 부착하는 방

법이 있다. 이러한 3 가지 방법 중에서 전력 소모, 소형 경량화, CCD 카메라 구

동전원 등을 고려하여 고휘도 백색 LED를 광원으로 선정하 다. 탐촉자 관측용 

카메라의 광원으로는 직경이 5㎜인 백색 LED를 20개 병렬로 구성하 으며 전열

관 세정 브러시 및 관막음용 카메라 조명은 직경 10㎜의 고휘도 백색 LED를 8개 

병렬로 구성하 다. 그림 3.1.101, 3.1.102에 와전류 검사 탐촉자 관측 및 관막음용 

관측 카메라의 조명광원을 나타내고있다. 

그림 3.1.101 관막음용 조명광원 

 

그림 3.1.102 탐촉자 감시용 조명광원 

    나. 증기발생기 수실내 모니터링 시스템 

  증기발생기 수실내의 전열관 검사 및 보수 로봇의 작동 상태와 로봇 제어용 케

이블과 와전류 검사 검사용 탐촉자 케이블의 상호 간섭 및 엉킴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수실내부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작하 다. 수실내부 감시 카메라에서 전

송되는 상정보를 이용하여 조작자는 제어실에서 로봇을 원격제어한다. 또한 전

열관 검사 및 보수작업을 종료한 다음 로봇을 철수한 후에 증기발생기 수실내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지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데 활용된다. CCD 카메라는 

방사선에 강한 구조인 Hyper HAD 타입의 CCD 센서를 선정하 으며 관측의 유

연성을 높이기 위해 10배의 전동 줌 기능을 갖도록 하 다. 또한 수실내부는 폐

된 공간이기 때문에 CCD 센서의 최적 관측조도를 유지하기 위해 할로겐 램프를 

조명으로 설정하 다. 3 자유도를 갖는 조작기 관절 및 링크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팬/틸트 조향 장치 위에 관측카메라를 탑재하는 구조로 제작하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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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3에 증기발생기 목업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링 카메라의 외관을 보이고 있

다.

표 3.1.46 증기발생기 수실내부 관측 카메라 제원 

 항   목  사   양

 CCD 카메라

 1/4“ Super HAD CCD 

  유효 Pixel 수: 768 X 494 [H X V]l

  Video Signal: NTSC 

  최소관측거리: 100㎜ (Wide), 600㎜ (Tele)

  최저조도:   3.5 ㏓(F1.8) 

 적용 광학계 

 10배 전동 ZOOM 렌즈

  Focal Length : 3.1㎜ ~ 31㎜

  Digital 4X Zoom

 조명 광원 
 할로겐 램프

  12V / 50W X 2 EA

 FOV 조향 
  PAN Angle : ± 100°

  TILT Angle : ± 25°

 전원 공급  DC + 12V / 10A 

그림 3.1.103 증기발생기 수실내부 관측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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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현장 통신 시스템

   방사선 구역인 증기발생기 수실 내부의 로봇 설치, 수실 외부에 위치하는 와전

류 검사 탐촉자 유도용 푸시풀러 및 관련 케이블 등은 신속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방사선 통제구역 밖에 위치한 제어실의 로봇 조작자 및 전열관 검사 및 보

수 관련 전문가들과 증기발생기 구역과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 제어

실의 조작자들이 증기발생기 검사에 사용되는 로봇의 설치 및 철수 등의 제반 상

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통신이 긴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작업종사자와 제어실내의 원격조작자간의 통신 지원을 위해 상 4 채널 및 쌍방

향 음성 통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장통신 시스템을 구축하 다. 또한 설치 및 철

수 상의 문제점을 보완 및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작업 분석을 위한 상 및 음성 

통화기록을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부가하 다. 그림 3.1.104에 현장통신 시스템의 

구성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104에서 4개의 상채널은 전열관 검사 및 보수작업

을 관측하기 위해 마스트암에 장착되는 와전류 검사 탐촉자/관막음/브러싱 작업공

구 모니터링 상, 수실내부의 조작기의 움직임 및 제어 케이블 감시 상, 와전

류 검사 탐촉자 유도용 푸시풀러 동작상태 감시 상, 그리고 전열관 내부의 세정

결과를 검사 및 이물질 여부를 찾아내는 육안관측 상 등의 전송채널로 구성된다. 

그림 3.1.104 현장 통신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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