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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로 건물 내부에는 원자로의 안전운전을 위한 다수의 계통, 구조물 및 기기들이 위치하고 
있다. 원자로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계통 변수 (수위, 압력) 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확인이 
요구된다. 원자로 가동 중에 운전원에 의한 안전계통변수의 현장확인이 용이하도록 원자로 건물 
내부의 출입구 (2 중문) 부근에 수위계, 압력계 등의 현장계기가 위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
본의 ㈜ 동경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1 호기 원자로건물의 IC (비상용 복수기, 
isolation condenser) 조사영상에 나타나는 현장계기의 영상인식에 대해 기술한다. 조사 영상의 분석

에 의하면 현장계기들은 기계식의 아날로그 타입이다. 아날로그 타입의 기하구조를 이용하여 계
기판 눈금을 인식하고, 계기판 바늘의 기울기 계산을 통해 계기판을 영상 판독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계기판의 영상판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고방사선 피폭 우려로 인해 사람대신에 로
봇이 원자로 건물내부에 진입하여 주요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현장계기를 판독한다고 가정하면, 
유용한 기능이다.  

 

1. 서론 

최근에 ㈜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

소 1 호기 원자로 건물 4 층에 위치한 비상용복수기 
(IC, isolation condenser, 이하 IC 로 기술) 조사 영상을 
공개하였다 [1][2]. 이는 일본 국회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 IC 의 현장조사 
불발에 따른 불만을 언론에 토로하는 과정에서 ㈜ 동
경전력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의 사고조

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IC 의 기능상실이 대지진 충
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 동경전력은 
대지진 발생 이후에도 IC 는 정상 작동하였으며, 쓰
나미에 의해 IC 가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논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는 IC 의 현장조사를 추진하였으나, ㈜ 동경전력은 상
기 동영상 (2011 년 10 월 18 일 촬영)을 2012 년 2 월 
25 일경에 조사위원에게 보여주고, 1 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의 상황(조명)이 열악하여 상세조사가 어렵다고 
설명하여 현장조사를 단념하게 하였다. 최근에 국회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 언론에 IC 조사 중단의 
문제점을 토로하여 일반 (동경전력 Web Site) 에게 공
개된 것이다. 1 호기 원자로의 IC 작동문제는 후쿠시

마 제 1 원자력 발전소를 사고에서 재난 수준으로 확
대시킨 중요한 열쇠이다. 대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일
단락된 뒤에 1 호기 원자로 주제어실의 당직장은 IC 
작동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발전소 본부에 증기분출의 

육안확인을 의뢰하였으며, IC 수위의 현장확인조사를 
위해 운전원을 원자로건물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운

전원은, 방사선 레벨이 평소보다 높았기 때문에 건물

입구에서 철수하였다 [3].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

만, 1999 년에 발생한 일본 도카이무라(東海村) JCO 우
라늄 정련공장의 임계사고를 계기로 2001 년 초에 개
발된 원자력 비상대응 로봇들이 유지보수 및 설계개

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

소에 긴급 투입될 수 있었다면, 개발된 로봇 시스템 
(JAEA RaBOT 및 미쯔비시 중공업의 MARS-A) 들의 
제원에 근거하여 추론하면, 1 호기 원자로 건물 4 층에 
위치한 IC 수위계의 영상판독임무는 수행할 수 있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4][5]. 원자력시설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제한치 (100mSv / 5years) 와 JCO 임
계사고 이후 개발된 로봇 시스템의 내방사선 설계 특
성 (10Sv/h × 2 hours) 을 고려하면, 운전원이 진입을 
주저하였던 당시의 원자로 건물 감마선 선량율 ( 약 
100 mSv/h ) 환경에서 로봇은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에 원자력 비상대응로봇

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로봇에 탑재되는 관측 카메

라를 이용한 영상판독기능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일본 ㈜ 동경전력이 발표한 1 호기 원자로 건물 4
층의 조사 동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원자로 건물내에 
위치한 주요 계통, 구조물 및 기기들의 상태를 파악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부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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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에 대한 영상판독을 위한 영상처리기법을 개발

하였으며, 이에 대해 기술한다.  
  

2. 후쿠시마 1호기 원자로 IC 동영상 분석 

㈜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1 호

기 원자로 건물 4 층에 위치한 IC 조사 관련 동영상

을 3 개 공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관점에서, 
1 층의 건물 입구에서 4 층의 목표지점까지 접근하는 
내용들이 담긴 2 개의 동영상들을 분석하였다. 최초 
공개된 동영상은 2011 년 10 월 18 일자 촬영영상이며, 
1 년 경과된 2012 년 11 월 30 일자에 촬영한 동영상을 
추후 공개하였다. 2011 년 10 월 18 일자 동영상을 
frame 단위로 분해한 결과, 작업원이 원자로 건물 입
구에서 IC 계기판 위치 지역까지 접근하는데 4 분 소
요되었다. 사람의 걷기 속도 (6km/h) 와 로봇 (JAEA 
RaBOT 및 미쯔비시중공업 MARS-A) 의 주행속도 
(2km/h) 를 감안하여, 로봇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12
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서, 로봇의 조작 
및 원자로 건물의 지형 및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충
분한 훈련을 통해 완전히 숙지가 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림 1, 2 에는 1 호기 원자로 건물 4 층에 위치한 주
요 계기판을 나타낸다.  
 

 
(그림 1) 1 호기 원자로 건물 4 층의 주요 계기판(1) 

 
(그림 2) 1 호기 원자로 건물 4 층의 주요 계기판(2)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계기는 기계식의 아날

로그 타입이었으며, 육안 판독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계기판 바늘의 색상으로 적색을 사용한 것 도 있었다.  

1 호기 원자로 건물은 노심용융에 의한 수소폭발로 
쓰레기 잔해들이 널려 있었으며, 사람의 진입이 용이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된 동영상은 안정된 자세에

서 촬영되지 않아 유용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계기판 영상 판독의 시험 영
상으로 그림 1 을 사용하였다. 이는 로봇이 진입할 경
우, 원격조작에 의해 안정된 상태에서 주요 계통, 구
조물 및 기기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3. 계기판 영상 인식 

그림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IC 의 주요 계기판은 
아날로그 형태이다. 계기판 패널에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 바늘의 끝이 지시하는 눈금의 값을 읽는 방식

으로 계기를 판독한다. 계기의 영상 판독은 크게 2 가

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계기판의 눈금을 인식하는 것
이고, 두번째는 계기판 바늘의 방향(기울기)을 파악하

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기판 눈금을 인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계기판은 육
안판독을 고려하여 시인성 (색의 대비)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백색면에 흑색의 눈금자와 값들이 표시되어 
있다. 백색의 계기판 영역은 주변의 배경에 비해 휘
도가 크기 때문에 간단한 2 진화 처리로 계기판 영역

의 추출이 가능하다.  이를 그림 3 에 나타낸다.  
 

 
(그림 3) 2 진화 처리에 의한 계기판 영역 분리 

 
Size Filter 처리를 통해 계기판 영역 이외의 작은 

영역들을 제거한다. 이러한 작은 영역들은 외부 조명

이 계기판 프레임에 반사되어 밝게 나타나는 영역들

이다. 추출된 영역을 타원으로 fitting 하여 타원의 중
심을 구한다. 타원의 중심을 계기판 눈금자의 중심으

로 가정한다. 그림 4 에 계기판 영역의 타원 모델링 
결과를 나타낸다. 계기판은 진원이다. 그러나 카메라

를 계기판 정면과 수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타원으로 관측된다. 눈금 영역을 구하기 위해 
donut 모양의 형상 (그림 5)을 임의로 만들어 donut 
형상에서 2 진화 영상 (그림 3)을 감산 처리하면, 그림 
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눈금 영역만 추출된다. 계기판

의 눈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

하면, 계기판에서 가장 중요한 눈금은 최소눈금 (LSS, 
least significant scale) 과 최대눈금 (MSS, max. significant 
scale) 표시자 이다.  본 논문에서는 타원의 중심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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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를 이용하여 그림 5 의 donut window 의 일부 
영역만을 이용하여 LSS 와 MSS 를 용이하게 추출하

였다. 이를 그림 7 에 나타낸다. 
 

 
(그림 4) 계기판의 눈금 중심점 설정 

 

 
(그림 5) 계기판 눈금영역 추출을 위한 donut window 
 

 
(그림 6) 추출된 계기판 눈금영역 

 

 
(그림 7) 계기판의 최소 및 최대눈금 영역추출 

 

앞서 구한 타원의 중심과 LSS 및 MSS 를 연결하

는 선분을 구하고, 이들 선분의 기울기를 계산한다. 
그림 8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타원의 중심과 LSS 연결

선과 MSS 연결선의 각도가 계기판의 유효계측 영역

에 해당한다.  
 

 
(그림 8) 계기판의 유효 계측 영역 계산 

 
앞서 기술한 계기판 눈금자 추출방법과 동일한 방법

을 사용하여, 그림 5 의 donut window (size 변화) 와 
그림 (3) 의 2 진화 영상을 감산처리하면 계기판의 바
늘 성분만을 추출할 수 있다. Size filter 를 이용하여 
바늘성분만을 추출하고, line fitting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바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를 그림 9, 10 에 
나타낸다.  
 

 
(그림 9) 계기판 바늘영역 추출 

 

 
(그림 10) 계기판 바늘의 기울기 계산 

 
그림 8 에 나타낸 계기판의 유효 측정영역 (각도)과 
계기판 바늘의 각도 비를 구하면 게기판의 판독 값이 
된다. 그 결과를 그림 11 에 나타낸다. 그림 8 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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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바와 같이 계기판의 유효 계측 영역은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θ 	 	 	 θ 	 	θ 	π   (1) 
 

식 (1) 에서, θ  는 타원의 중심과 LSS (최소 눈금) 
를 연결하는 선분의 기울기(각도)이고, θ  는 타원

의 중심과 MSS (최대 눈금)을 연결하는 선분의 기울

기이다. 그리고, 그림 10 에서 판독한 계기판 바늘의 
기울기 성분, 	θ  을 이용한 계기판 지시치는 식 
(2) 와 같다.  
 

θ 		 	 	 θ 	 	θ    (2) 
 
식 (1)과 식(2) 로부터 계기판의 영상판독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θ 		 	 	 	

	
   (3) 

 

 
(그림 11) 계기판의 영상판독 결과 

 
그림 11 로부터 그림 1 에 나타낸 IC 계기판의 영상 
판독결과는 65.2% 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 동경전력이 공개한 후쿠

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1 호기 원자로건물 4 층의 IC 
조사영상에 나타나는 현장계기의 영상인식에 대해 기
술하였다. 조사영상에 의하면 현장계기들은 기계식의 
아날로그 타입이다. 아날로그 타입의 기하구조를 이

용하여 계기판 눈금을 인식하고, 계기판 바늘의 기울

기 계산을 통해 계기판을 영상 판독할 수 있었다. 계
기판의 배경과 같은 타원 모양의 donut window 를 만
들고, 이를 2 진화 처리로 구한 계기판 배경과 감산 
처리함으로써 계기판 눈금 및 계기판 바늘 영역을 간
단히 추출할 수 있었다. 계기판 배경의 타원 중심점

과 최소 및 최대 눈금을 연결하는 선분을 구하고, 2 
선분이 이루는 각도를 계기판의 유효 계측영역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계기판 바늘 선분의 기울기를 
line fitting 으로 구하고, 이를 유효계측영역과 비교함

으로써 계기판의 지시치를 영상 판독할 수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고방사선 피폭 우려로 
인해 사람대신에 로봇이 원자로 건물내부에 진입하여 

주요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현장계기를 판독한다고 
가정하면, 계기판의 영상판독기능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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