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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is brought up the electric power shortage for
particular dense population areas. Due to this, the high quality
economical and eco friendly electric power facilities are needed. Also,
the inconvenience of maintenance is significantly increasing in case of
power cut and black out. For avoiding power failure of underground
electric power facilities, the precise preventive maintenance is
compulsory but there are apparent limitations. In this paper, the
intelligent rail mobile system is describ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1. 서    론

현재 지하구내의 전력설비 및 부대설비에 대한 점검은 인력 순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순시점검 만으로는 실시간 현상확인과
전력케이블(케이블, 접속함, 절연통보호장치등) 및 부속설비에 대한 효율
적인 점검이 불가하다. 접속부에 대한 열화상 진단의 경우 년 2회 실시
하는 것으로는 예방적 감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접속부내에 설치된 고정형 CCTV 카메라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
므로 전구간 감시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지능형 궤도주행 이동감시로봇 시스템을 소개한다.

2. 본    론

  2.1 시스템 구성
지능형 궤도주행 이동감시로봇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서 운영중인
DTS(Distributed Temperature Sensor)와 전력구내 설비감시(유압, 화재,
온도, 펌프, 인입, 환기) 및 On-Line PD(Partial Discharge)와 연계되며
발생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실시간 무인화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전원선, 통신형 레일, 경로주행이동 감시장치,
영상처리 및 제어시스템, 운영소프트웨어 등 4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종합
상황실에서 실시간 또는 자동/수동으로 감시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1> 시스템 구성

<표 1> 시스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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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력구내 지능형 궤도주행 이동감시로봇 설치 형상

  2.1.1 지능형 궤도주행 이동 감시로봇

지능형 궤도주행 이동감시 로봇은 20cm x 25cm 정도의 크기에 직경
45mm인 4개의 바퀴를 가지는 작은 자동차 모양으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
복합소재로 구성되었다. 자체적으로 팬, 틸트 및 주행 구동부와 PTZ 및
전후진의 4축 제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임베디드 시스템 제어부를
내장하면서도 가벼워 4:1 기어비와 1800RPM의 성능을 가지는 가벼운 12V
DC 모터로도 최대 3m/sec로 일정한 토크를 유지하면서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가지는 팬, 틸트 구동부에 사용 목적에 따라 열상
카메라와 일반 광학 카메라를 각각 또는 동시에 장착이 가능 하도록 제
작되어서 전력구 감시 이외에도 여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레일에서 제공되는 종단 및 중간 기본 위치 정보와 로봇 구동부에
장착된 중공축 엔코더를 사용한 위치제어와 구동 가감속 제어 및 정확한
PTZ 제어를 구현하여 주요 감시 지점을 사전 등록과 사용자 정의에
의한 자동 순찰 모드로 운영이 가능하다. 유사시에는 1km를 5분여에
주파가 가능하고 고속으로 주행하여 필요한 위치에 열화상과 일반영상
으로 동시에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체적으로 내장된 배터리와 영상
저장 장치는 유사시 레일 전원이 차단 되었을 때 로봇 자체 10분동안 최종
명령에 의한 이동과 감시를 수행하며, 영상 저장을 통하여 사고시 원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지능형 궤도주행 이동 감시로봇의 설계와 구동체 실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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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영상처리

영상처리시스템은 지능형 궤도주행 이동 로봇 시스템 본체와 이에 결
합되는 열화상 카메라 및 일반영상 카메라와 이들로부터 획득한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 합성하여 TCP/IP 전송된다. 열화상 카메라는
25µm pitch의 열상 검출기에서 7.5~14µm 파장의 적외선을 검출해 내어
서 열의 강도에 따른 색상의 변화로 온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준다. 즉,
이 같은 열상 신호는 영상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력구내 설비 및 전력
케이블의 열화 상태 및 지역별 분포온도의 측정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에 따른 경보를 단계별로 발생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일반
영상 카메라는 열화상 카메라가 표현하는 부분을 일반 영상으로 보여
주어 감시자로 하여금 직관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주며, 그 외 일반
감시 및 추적 기능과 오디오 기능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하
여 현장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영상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음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림 4>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온도 표현 및 일반 영상 화면

  2.1.3 전원선 통신형 레일

열화상 및 일반화상 동시 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궤도주행 이동감시 로봇
시스템은 지하구내 환경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 철재 성형에 전착
도장을 사용하여 내식성을 강화한 모델과 소재 자체에 내식성이 강한
알루미늄 압출 성형에 의한 모델의 두 가지 하우징을 사용하였으며,
TCP/IP 기반의 통신과 24vDC 전력을 공급하는 통신형 전원선을 감시
로봇 주행에 제약이 없도록 결합하였다. 또한 전력구내 환경특성상 상하
좌우 굴곡이 심한 개소에서도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림 5> 전력구 내 레일 모듈 하우징 및 통신형 전원선 결합 설치
               
  2.1.4 제어시스템 및 운영자용 프로그램

제어시스템은 TCP/IP 기반의 전원선 통신처리 코딩 프로세싱 및 원
격에서 실시간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신호처리를 하는 디코딩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처리 시스템이며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한다.
운영 소프트웨어는 원격 지능형 영상 감시제어 시스템 기반으로 설계
구현 되었으며, 실시간 동시 감시 화면을 최대 32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온도에 따른 단계별 경보를 정의 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선택한 자동
모드에 따라 지능적 서행 순찰 및 설정 지점을 순차적으로 순회 감시하는
등 다양한 감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DTS(Distributed
Temperature Sensor)와 전력구내 설비감시(유압, 화재, 온도, 펌프, 인
입, 환기) 및 On-Line PD(Partial Discharge)와 연계하여 각 선로별 온
도정보를 취득하며 이상개소(고장) 발생시 지능형 궤도주행 이동 로봇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상(고장)개소로 이동하여 열화상 및 일반영상
정보를 송신하고 통신선로 이상시 자체 저장장치로 저장한다.
유사시 지하구내 이상(고장)개소 지점으로 이동시 초당 3m의 속도로

주행하며, 단계별로 정의된 경보는 개인 휴대 단말기로 정의된 메시지를
송출한다. 운영자용 소프트웨어는 열화상과 일반영상을 동시에 또는 선
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DTS로부터 취득된 데이터와
열화상 신호처리 데이터를 결합하여 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6> 운영자용 프로그램 화면 

3. 결    론

본 시스템은 지하구내의 초고압 전력케이블에 대한 열화진단, 고장개소
진단, 화재(가스)연동 및 부대설비에 대한 인력순시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으며 점검 및 감시에 최적화 된 설계로 길게는 수십km에 달하는 전력구에
적용할 수 있어서 경제성 있는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전력구의 높이와 크기 및 제반환경에 따라 감시용 카메라 교환이 가능
하고 전원선, 통신, 영상처리 및 제어 시스템은 현재 활용중인 운영 시
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며 영상감시 시스템과 결합한 운영 소프트웨어는
보다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으로 상시감시체계 구축, 전력계통
안전화와 지하구내 고도화된 설비로 실시간감지를 통한 예방감시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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