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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력발전소에서는 노후화되어 가는 발전설비의 안

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업자에 의한 감

시점검 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

발전설비 내의 매우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작

업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 측면에서 작업자를 대신하

여 발전설비의 감시점검을 수행하는 로봇 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 로봇 팔과 카메라를 이용하PSE&G

여 원격으로 감시 작업을 수행하는 과SURBOT

를 개발하였고SURBOT T ,‐ (1~3) 일본 동경전력에서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카메라 마이크로폰과CCD ,

적외선 카메라로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점검로봇을

개발하였다.
(4) 일본 도시바 는(Toshiba) Laser Doppler

카메라와 마이vibrometer, Machzender interferometer,

크로폰을 탑재한 점검 로봇 TOSRIS (Toshiba Remote

를 개발한 바 있고Inspection System) ,
(5) 최근 일본 미

츠비시 중공업에서는 발전 설비 감시점검 작업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humanoid)

행되고 있다.
(6)

하지만 휴머노이드를 제외한 상기의 로봇들은,

년 이전의 구식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되었기 때2000

문에 로봇의 크기가 커서 발전소 내의 좁은 환경에,

적용하기가 사실상 적합하지 않다 반면 휴머노이드. ,

로봇의 경우 기술 자체로는 가장 진보한 기술이나,

로봇의 복잡한 기구학적 구조로 인하여 제어하기가

쉽지 않고 이동 속도도 매우 낮아서 높은 이동성

이 요구되는 발전소와 같은 극한 환경 내(mobility)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화력발전소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유진로봇의 ROBHAZ㈜ (7)를 기반으로 개발

된 화력발전설비 감시점검용 필드 로봇 시스템에 대

하여 다룬다 이 로봇 시스템은 발전설비 내의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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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guarante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obsolete thermal power plants, on site routine patrol in

their facilities has been done by human workers. Due to their poor working environments, however, a

patrol robot system has been gradually required instead of the human workers from the viewpoint of

the workers’ safety and work efficienc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resents a patrol robot, controllers,

and its control scheme. Especially, this robot system uses a line tracing algorithm, which uses a vision

camera instead of IR sensors, and an RFID system for its patrol operation. We confirmed its

effectiveness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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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SE&G

(b) Tokyo Electric Power (c) Toshiba

Fig. 1 Patrol robot systems for power plants

에 적합한 궤도형 이동 메커니즘을 채택(track type)

하였고 감시점검 경로 의 보다 빠른 추종을, (path line)

위하여 센서 대신에 비전 카메라를IR(Infrared) (vision)

이용한 라인 트레이싱 기법을 적용하였(line tracing)

다 또한 작업 환경의 점검 및 모니터링. , (monitoring)

을 위하여 적외선 줌 카메라 열 영상 카메(IR zoom) ,

라 복합가스 측정기 소음 측정기 등의 다양한 센서, ,

와 를 장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

착하였다 이 외에도 센서 초음파 센서. IR , , AHRS

등이 장착되(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

어 있다 로봇의 제어기는 로봇을 직접 제어하는 로.

컬 제어기 와 원격 제어를 위한(local control station)

주 제어기 로 구성되는데 두 제어(host control station) ,

기는 무선 과 무선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중계기 를 통하여 서로 통신한다LAN (access point) .

2. 작업 환경

는 감시점검 대상의 사례로서 보령 화력Fig. 2

(a) Boiler room(bottom ash area)

(b) Turbine room

Fig. 2 Working environments

발전소의 보일러실과 터빈실을 보여준다 보일러.

실은 그 중심에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주위에는,

냉 온수 또는 고압 증기를 담고 있는 많은 파이ㆍ
프와 철제 프레임이 존재하여 통로가 협소하다.

터빈실에는 증기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있고,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고압의 증기가 터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압의 증기로 나오며 발전기의,

여자기 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수소 가스가 사(exc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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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터빈실도 보일러실과 마찬가지로 많은.

파이프들이 존재하고 또한 높이가 낮은 각 층 사이,

에는 의 단 높이와 도의 경사각을 갖는 계250mm 35

단이 존재한다 게다가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

터빈이 항상 회전하고 있고 보일러실에 물을 공급하

기 위하여 펌프가 항상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이 심하게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설비 내 공기의. ,

탁도 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turbidity) .

3. 필드 로봇 시스템

3.1 로봇 기구부

이동 로봇은 주행 메커니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8)

(1) 차륜형 평탄한 지형에 적합(wheel type):

(2) 궤도형 차륜형에 비해 비평탄 지(track type):

형의 주행에 적합하고 보행형에 비해 에너지 소모

가 적음

(3) 보행형 비평탄 지형에서 최고(walking type):

의 이동성 을 보여주는 반면 구조가 복잡(dexterity) ,

하여 제어가 쉽지 않음

상기의 주행 메커니즘 중에서 작업 환경의 협소

한 통로 및 계단과 이동 속도를 고려하여 개발할

로봇의 주행 메커니즘으로 궤도형을 선택하였다.

은 궤도형 메커니즘의 여러 유형을 보여준Fig. 3

다 우선 단일 궤도 와 이중 궤도. (single track)

를 비교해보면 단일 궤도에 비해 이(double track) ,

중 궤도가 더 낮은 무게 중심과 더 큰 안정성 여

유 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stability margin)
(8) 삼각.

형 궤도 는 이중 궤도의 하나로 장애(triangle track)

물 승월 능력이 일반 이중 궤도에 비해 더 뛰어나

다 본 로봇 기구부에 적용할 궤도로는 이중 트랙.

에 비해 개 더 많은 여유 자유도로 인해 장애물1

승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의 삼중 트랙Fig. 3(d)

을 선정하였다(triple track) .

은 선정된 로봇 기구부의 상세사양을 보Table 1

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할 로봇 시스템에 사.

용될 로봇 기구부로서 상기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유진로봇에서 를 기반으ROBHAZ㈜
로 수정제작한 로봇기구부를 사용하였다.

Table 1 Mechanical specifications for robot mechanism

(a) Single track (b) Double track

(c) Triangle track (d) Triple track

Fig. 3 Track types (L1<L2; l=l1+l2)

Fig. 4 ROBHAZ of YUJIN ROBOT Co., Ltd.

Dimensions

(WⅹLⅹH)
579ⅹ947ⅹ172mm

Moving mechanism

Triple track mechanism

(front track + main

track + rear track)
Max. speed 1.3m/s

Capability of

ascending

stairs

Max. height 300mm

Max. angle 40°

Payload 10Kg
Weight

(battery included)
35Kg

Battery type
Lithium polymer‐
rechargeable battery

Operating time 2 hours
Operating temp. range 40°C to 85°C‐

Durability

Waterproofed

Dust proofed‐
Impact proo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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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verall structure of control system

3.2 제어 시스템

는 로봇 제어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보여Fig. 5

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어 시스템은 로컬.

제어기와 주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제어,

기는 원격 제어 및 상태 감시를 위해 사용되고 로

컬 제어기는 이동 로봇을 직접 제어하고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된다 주.

제어기는 무선 과 무선 중계기를 사용LAN LAN

하여 로컬 제어기와 서로 통신한다.

제어 시스템에 의해 로봇이 구동되는 전체 과정

을 상술하면 먼저 주 제어기는 원격 제어 프로그,

램 상의 마우스 키보드 또는 조이스틱에 의해 입/

력되는 사용자의 명령어를 무선 통신을 통해 로컬

제어기로 전달한다 로컬 제어기는 이중. DSP(dual

모듈 운전 제어Digital Signal Processor) , (driving

모듈 전원 관리 모듈 원격 통신 모듈과control) , ,

센서 제어 모듈로 구성되는데 모터 보조 궤도, ,

팬틸트 시스템과 같은 로봇 메커(flipper), (pan tilt)‐ ‐
니즘 구동에 관련된 명령어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운전 제어 모듈을 통해 구동 명령을 실행한다 운.

전 제어 모듈은 통CAN(Controller Area Network)

신을 통해서 주 제어기와 통신하고 위(main) DSP ,

치 속도 또는 토크 제어 모드로 구동 가능하다, .

이중 모듈은 센서 제어 모듈을 사용하여 다DSP

(a) Overall view

(b) Camera images and map

Fig. 6 User interface screen of teleoperation program

양한 센서를 제어하고 수집된 센서 정보는 원격,

통신 모듈에 의해 연결된 무선 을 통하여 주LAN

제어기로 보내진다 보내진 정보는 주 제어기에.

의해 신호 처리된 후 작업자를 위해 주 제어기의

화면에 출력된다.

주 제어기로는 노트북 를 사용하였고 운영체PC ,

제로는 의 를 사용하였다Microsoft Windows Vista .

은 주 제어기에서 실행되는 원격제어 프로Fig. 6

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여준다. Fig.

에서 볼 수 있듯이 카메라 영상 화면은 부분6(b) 4

으로 구성되어 각각 전 후방 영상 카메라 적외,ㆍ
선 줌 카메라 열 영상 카메라의 이미지를 보여주,

며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감시점검 영역의 지도와,

로봇의 현재 위치도 보여준다.

3.3 센서

의 연구에 따르면 발전소 감시점검Yamamoto ,

작업의 이상은 시각적 청각적 열 감시 방법90% , ,

에 의해 감당된다고 한다.
(4) 이와 같은 사실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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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하여 환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들을

와 같이 선정하였고 과 같이 각 센Table 2 , Fig. 7

서들을 로봇 기구부에 장착하였다.

Table 2 Sensors

Fig. 7 Sensor arrangement

적외선 줌 카메라는 빛의 밝기를 자동으로 감지

하여 밝은 환경에서는 칼라 영상을 제공하고 빛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흑백 영상을 제공한다 열 영.

상 카메라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환경의 온도 영상을 제공한다 적외선.

줌 카메라와 열 영상 카메라는 팬틸트 헤드(pan‐ ‐
에 함께 장착되어 감시 방향과 각도가 제tilt head)

어될 수 있다 복합가스 측정기는. O2, CH, CO,

H2 의 네 가지 종류의 유해 가스를 검출할 수 있S

고 소음 측정기는 의 소음 수준을 측정, 30~130dB

하며 온, ㆍ습도 센서는 의 온도와40 ~ 123°C−
의 상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다0~100% .

이 외에도 이동 로봇에는 로봇의 전 후방 환경ㆍ
을 보여주는 대의 영상 카메라 로봇 주위의 장2 ,

Fig. 8 IR sensor array

Fig. 9 Overall structure of robot control system

IR zoom camera
Thermal imaging

camera

Multi gas detector‐ Sound level meter

Temp. & humidity Ultrasonic sensor

RFID A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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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과 벽을 감지하기 위한 개의 초음파 센서8 ,

로봇이 수행해야 할 작업 및 작업 위치 정보를 담

고 있는 을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RFID Tag RFID ,

로봇 구동 시 로봇의 오일러 각(Euler 과 가angle)

속도 벡터를 제공하는 감시경로를 표시한AHRS,

라인을 감지하기 위해 개의 센서로 구성된6 IR IR

센서 배열 을 장착하고 있다(array)(Fig. 8) .

4. 제어 전략

4.1 전체 제어 알고리즘

는 로봇 제어를 위해 구축된 제어 시스템Fig. 9

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사전에 결정된 감시점검 경로를 따라 검정색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검정색 테이프는,

이동 로봇의 바닥에 장착된 센서 배열을 통하IR

여 감지 가능하다 또한 로봇이 경로를 따라 이동. ,

하다가 지시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멈춰서야 하

는 작업 위치에는 작업 수행 지시선이 경로에 수

직 방향으로 부착된 긴 조각의 검정색 테이프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작업 수행 지시선의.

전방에는 이 부착되어 있어서40~50cm RFID Tag

작업 수행 지시선에서 로봇이 수행해야 할 감시점

검 작업의 내용과 작업 수행 지시선의 정확한 위

치 정보를 사전에 로봇에게 전달해준다 여기서. ,

으로부터 작업 수행 지시선의 정확한 위RFID Tag

치 정보를 전달받는 이유는 로봇이 비록 의AHRS

측정 데이터로부터 자신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고

있지만 주행함에 따라 계산 오차가 누적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수행 지시선에 도착할 때마다 이를

보정해주기 위해서이다 전술한 제어 전략은. RFID

과 더불어 작업 수행 지시선을 사용하고 있다Tag .

하지만 발전설비의 감시점검을 위하여 반드시 정,

밀한 위치 제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에는 작업 수행 지시선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 수행 위치에 만 부착하는 것으로도RFID Tag

로봇이 충분히 감시점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개발한 로봇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주어

진 감시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

로봇 시스템의 작업은 크게 경로 추종 작업과 감

시점검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제어 알,

고리즘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경로 추종 작업(1) (path following operation)

경로 추종 작업은 다시 라인 트레이싱 작업과

계단 등판 작업으로 나누어진다.

● 라인 트레이싱 작업(line tracing operation)

작업 환경의 바닥에 검정색 테이프로 표기

된 경로를 추종하는 작업으로 자세한 알고리

즘은 절에서 다룬다4.2 .

● 계단 등판 작업(stair climbing operation)

라인 트레이싱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을 감지하고 으로부터 계단RFID Tag RFID Tag

등판 작업을 명령 받으면 로봇은 먼저 작업,

수행 지시선까지 전진한 후에 멈춘다 그리고.

나서 이동 로봇의 전방 보조 트랙, (front track

을 계단의 각도에 맞춰서 들어or front flipper)

올린 후 벽 쪽을 향해 장착된 개의 초음파, 2

센서를 이용하여 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단을 등판한다.

감시점검 작업(2) (patrol operation)

라인 트레이싱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RFID

을 감지하고 으로부터 감시점검 작Tag RFID Tag

업을 명령 받으면 로봇은 먼저 작업 수행 지시,

선까지 전진한 후에 멈춘다 그리고 나서. , RFID

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시점검과 관련한 명령Tag

을 수행한다.

물론 전술한 알고리즘과 같이 과 작업RFID Tag

수행 지시선을 사용하는 대신에 미리 로봇이 수,

행해야 할 작업과 작업 위치를 순차적으로 프로그

래밍해둘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새로. ,

운 작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작업 중 일부를 제거

하고자 할 때에는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새로이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전술. ,

한 알고리즘에 따라 과 작업 수행 지시RFID Tag

선을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작업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작업의 종류와 작업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과 작업 수행 지시선을 경로RFID Tag

상의 원하는 작업 위치에 단순히 추가해주면 된

다 마찬가지로 기존 작업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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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존에 부착된 과 작업 수행 지시선RFID Tag

을 단순히 떼어내면 되므로 전술한 알고리즘은,

작업 변경 시 별도의 추가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2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즘

이동 로봇이 작업 환경의 바닥에 검정색 테이프

로 표기된 경로를 추종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IR

센서 배열이 많이 사용되나 라인 추종 속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많은 센서를 필요로 한다 하지IR .

만 개발한 로봇 시스템에는 과 같이 개 의, Fig. 8 6

센서로 구성된 열의 센서 배열만을 장착하IR 2 IR

였기 때문에 빠른 추종 속도를 얻기가 쉽지 않았

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비전 카메라를 이용한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결과 이를 통하여 빠른,

추종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비전 카메라로는 로.

봇의 전방 영상을 전송하는 영상 카메라(Fig. 6(b)

에서 이미지에 해당 를 사용하였다Front ) .

먼저 비전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통하여

경로 중심 의 위치를 계산하는 알고리(line center)

즘을 의 예를 통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그Fig. 10 .

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로 중심을 계산하기 위해

서는 개의 라인 과2 (scanned line 1 scanned line 2)

을 각각 스캔하고 그 색상의 값을 분석하여RGB

각 라인의 중심을 구한다 그리고 각 라인의 중심. ,

을 연결한 선분의 중심을 최종적으로 경로 중심으

로 결정한다 이 때 경로 중심을 구하기 위해 개. , 1

의 라인이 아니라 개의 라인을 스캔하는 이유는2

라인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를 반영하기 위해서이

다.

Fig. 10 Line tracing using vision camera

다음으로 비전 카메라를 이용하여 라인 트레이

싱하는 알고리즘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로. ,

봇의 제어 프로그램은 라인 트레이싱을 위하여 다

음 각 항의 조건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만족되는

항에 의거하여 로봇의 구동 방향을 결정한다.

비전 카메라에 의한 경로 중심이 중앙 영역(1)

에 있는 경우 직진

비전 카메라에 의한 경로 중심이 좌측 영역(2)

에 있는 경우 좌회전 의 경우(Fig. 10 )

비전 카메라에 의한 경로 중심이 우측 영역(3)

에 있는 경우 우회전

4.3 무선 통신 환경 구축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 로봇에 내재된 로컬 제

어기는 무선 을 통하여 주 제어기와 연결되LAN

지만 발전설비 내의 많은 철골과 파이프 구조로,

인하여 무선 통신 가능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 환경 내에서 원격. ,

제어를 위하여 무선 통신 거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무선 중계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LAN .

연구에서는 다수의 무선 중계기를 이용하여LAN

과 같이 원격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Fig. 11 ,

각 중계기 간의 무선 통신 우선 순위는 주 제어기

에 가까울수록 높게 설정하였다 구축된 네트워크.

내에서 제어기 간 무선 통신의 예를 들어 보면,

에서 로봇이 영역 무선 중계기 이Fig. 11 3( LAN 3

통신 가능한 영역 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이동)

로봇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 제어기와 통신한

다 로봇 중계기 중계기 중계기: 3 2 1↔ ↔ ↔

주 제어기 로봇이 영역 와 영역 이 겹쳐지는. 2 3↔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로봇은 우선 순위가

더 높은 영역 의 무선 중계기 에 접속되2 LAN 2

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 제어기와 통신한다 로:

봇 중계기 중계기 주 제어기2 1 .↔ ↔ ↔

5. 실 험

먼저 개발된 로봇 시스템의 원격 제어 기능 시

험을 와 같이 모형 설비 에Fig. 12 (mockup facility)

서 수행하였다 이동 로봇은 무선 을 통하여.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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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lecommunications network for robot system

Fig. 12 Functional test of robot system in mockup

facility

조이스틱에 의해 원격 제어되었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계단 등판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

다 등판한 계단의 경사각은 에 기재된 최. Table 1

고 등판각도에 거의 근접한 값인 도로 실험 결37 ,

과 로봇이 이 정도의 계단을 오르는데 필요한 충

분한 동력 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power)

었다.

다음으로 무선 통신 기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과 같이 무선 통신 환경을 구축하였다 실Fig. 11 .

Fig. 13 Performance test of robot system in laboratory

Fig. 14 Performance test of robot system in test

building

험에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반경의 통100m

신 가능 거리를 가지는 무선 중계기를 사용LAN

하였다 실험 결과 작업 환경의 많은 철골 구조와.

파이프로 인하여 각 중계기가 가지는 통신 가능

거리가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 개의 무선 중계기까지는 주 제어기와 이LAN

동 로봇의 로컬 제어기 간의 통신이 잘 이루어졌

지만 네 개 이상의 중계기에서는 통신 지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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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적외선 줌 카메라와 열 영상 카메라로부터 전

송되는 많은 영상 데이터 량에 기인한 것으로 이,

러한 통신 상의 문제는 무선 중계기들을LAN

케이블로 서로 연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LAN

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로봇 시스템의 기능 시험을 마치

고 전 절에서 기술한 제어 전략을 구현하는 시험,

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 같이 실험실 시험Fig. 13

환경을 구축하였다 실험 결과 로봇은 비전 카메.

라를 이용하여 경로를 잘 추종하면서 이RFID Tag

지시하는 작업을 작업 수행 지시선에서 정상적으

로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로봇 시스템의 성능 시험을,

와 같이 전력연구원 제 시험동에서 실시하Fig. 14 1

였으며 로봇이 정해진 경로를 추종하면서 주어진,

감시점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 내의 매우 열악한 작

업 환경에서 작업자를 대신하여 발전설비의 감시•

점검을 수행하는 필드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로봇 시스템은 협소하고 계단이 있는 작업 환

경의 주행에 적합한 궤도형 이동 메커니즘을 사용

하고 비전 카메라를 이용한 라인 트레이싱 기법,

을 통하여 감시점검 경로를 빠르게 추종하면서 다

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내의 화재 유해,

가스 소음 발생 여부 등을 감시한다 개발된 로봇, .

시스템은 실험을 통해 주어진 경로를 따라 감시점

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보였으며 추후,

발전설비의 안전성 제고와 작업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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