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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배관이 산업현장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관의 유지보수 작업은 필수적이

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배관 유지보수 작업은 전문 인력이 배관 내 투입되어 작업이 진행되거나, 인력 투입이 불가능

한 경우 와이어에 연결된 스크래퍼를 배관에 삽입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통체증, 막대한 예산의 

투입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배관 청소 로봇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배관 

청소 로봇은 작업 및 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관 청소로봇의 운용, 
배관 내부 및 청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ABSTRACT

Various pipes are used in the many industrial field such as water supply, drainage system and marine plants, so a 
maintenance of these pipes is essential. Especially, the maintenance of the piping in the industrial field, some 
professional staffs enter and clean the pipe. If the professional staffs can not enter and clean the pipe, the workers has to 
use the method of inserting a scraper connected to wire inside the pipe. However, this method demands huge budget 
and causes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To solve these problems, pipe cleaning robot has been 
researching and developing. Many Pipe cleaning robots have a problem, tha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robot in a real time. This paper suggest pipe cleaning robot with RS-485 which transmit operating and 
cleaning condition of robot and inner pipe filmed by camera, that user ca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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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경제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산업현장에 배관은 상·하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해양

플랜트 및 LNG선박의 배관 등 사용 용도가 매우 다양

하다. 상수도관의 경우 대도시 사회에서 라이프라인

(life line)으로 실생활에 필수적이며, 최적의 수압, 수량 

및 수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배관들은 

일반적으로 연장길이가 매우 길고, 여러 갈래의 지관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배관 유지보수 작업은 전문 인

력이 배관 내 투입되어 작업하거나, 인력 투입이 불가

능한 배관의 경우 굴착작업을 통하여 와이어에 연결된 

스크래퍼를 배관 내부에 삽입하고 트랙터와 같은 중장

비를 이용하여 긁어낸 후 건조봉을 삽입하여 배관내부

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1,2]. 이에 따라 교통체증 유발, 작업비용 상

승, 막대한 예산의 투입 및 작업 효율 저하와 같은 추가

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다양한 주행방식을 활용한 배관 청소용 로봇을 

연구, 개발 중이다. 그러나 현재 연구, 개발 중인 배관 

청소로봇은 대부분 불투명한 배관 내부를 주행하면서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로봇의 운용 상태를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배관 청소용 로봇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 하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스크류 주행방식을 채택한 배관 청

소로봇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배관 청소로봇

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배관청소 로봇의 운용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로봇의 구동에 사용되는 공압, 워터

제트 공급압력, 스케일 흡입 진공압력을 파악하고, 배

관 내부의 상태감시와 청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카

메라로부터 촬영된 배관 내부 영상을 수집한다. 수집

된 다양한 데이터는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모니터

링 시스템에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GUI 기반의 모니터

링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로봇의 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로봇에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자동 시스템 정지를 수행하며, 문제가 발생

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Ⅱ. 배관청소 로봇 개요

2.1. 배관청소 로봇 시스템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선체청소 로봇이나 배관청소 

로봇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배관청

소 로봇은 배관 내부에 부착된 스케일이나 바닥에 침전

된 슬러지와 같은 이물질을 워터젯을 분사함으로써 청

소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이며, 더불어 배관내부에서 발

생하는 이물질을 진공 흡입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작업

을 수행한다. 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은 외부에 

설치된 진공 지원 장치를 가동함으로써 배출할 수 있는

데, 이는 로봇에 부착된 진공씰(vacuum seal)과 배관 끝

단부에 부착된 진공 브레이커 사이에 진공을 형성하여 

구간 내에 있는 이물질을 로봇의 흡입구에서부터 진공

이 형성된 배관을 거쳐 외부로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배관 청소 

로봇은 곡관부와 같은 배관 내부에서의 이동이 수월해

야 한다는 필수적인 특징을 갖추게 된다[2,4-7]. 다음 그

림 1은 일반적인 배관 청소로봇 시스템의 개요이다.

Fig. 1 Summary of the pipe cleaning robot

일반적으로 배관 청소 로봇은 워터젯 분사 노즐을 비

롯한 워터젯 분사부, 배관내부 압착형의 가변 실린더부, 

주행 및 보조 바퀴부, 각 부 연결 및 원활한 주행을 위한 

여러 조인트부, 이물질 흡입을 위한 스케일 흡입부, 이

물질 배출을 위한 진공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6]. 

그러나 배관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소 로봇과 

달리 로봇의 운용 및 작업 상황 등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가 작업 상황을 알 수 없는 상

황에 놓이게 된다[7].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배관 청소 로봇은 위의 구성을 바탕으로 로봇의 운용, 

배관내부, 청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촬영용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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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 및 그와 관련된 통신 장비 등이 추가적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다음 그림 2는 본 논문의 배관 청소로봇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pipe cleaning robot

앞단부에 워터젯 분사부, 스크류 주행부, 조인트부, 

보조 바퀴부, 진공흡입부, 외부장치 연결부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고, 배관라인 내부에 투입된 로봇은 워터젯

을 분사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청소작업을 수

행하며, 조인트부는 곡관부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설치된다. 또한 보조 바퀴부는 로봇의 이동성을 향

상시키기 위함이며, 진공흡입부는 배관내부의 이물질

을 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2.2. 배관청소 로봇의 운용환경

Table. 1 Pipe standard

Pipe
Type
(A)

Diameter
(mm)

Thickness
(mm)

Bore
(mm)

SGP

300 318.5 6.9 304.7

350 355.6 7.9 339.8

400 406.4 7.9 390.6

STPY
350 355.6 6 343.6

400 406.4 6 404.4

STPG

300
318.5 6.4 305.7

17.4 283.7

350
355.6 6.4 342.8

15.1 325.4

400
406.4 6.4 403.6

16.7 373.0

STPT
STPA
STPL

300 318.5

6.4(S20) 305.7

17.4(S80) 283.7

33.3(S160) 251.9

350 355.6

6.4(S10) 342.8

15.1(S60) 325.4

31.8(S140) 292.2

400 406.4

6.4(S10) 403.6

16.7(S60) 373.0

36.5(S140) 333.4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용되는 배관라인의 규격은 

SGP(배관용 탄소강관), STPY(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관), STPG(압력배관용 탄소강관), STPT(고온배관용 탄

소강관), STPA(배관용 합금강관), STPL(저온배관용 강

관)등이 있으며, 호칭은 A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위의 

표 1은 배관라인의 규격이다.

배관 환경은 직관부와 곡관부로 구분된다. 직관부는 

직선으로 뻗은 배관이며, 곡관부는 최대 45°의 각도를 

가진다. 주로 300A의 배관라인을 이용한다. 

다음 그림 3은 실제 지하에 매설된 배관 라인의 조립

도 이다. STPG규격의 호칭 300A, 상‧하 22.5° 좌‧우 

45°의 곡관부를 갖는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관

의 전체 길이는 약 12[m]이다. 

Fig. 3 pipe assembly drawing

Ⅲ. 모니터링 시스템

3.1.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배관청소 로봇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로봇의 동

작상태,  청소작업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작

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

은 배관청소 로봇의 동작 상태와 청소작업 결과 데이터

를 수집하기 위한 신호처리 모듈과 이러한 데이터를 사

용자가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호처리모듈은 배관청소 로봇의 후방부에 설치되

며 배관청소 로봇과 함께 배관 라인 내부를 주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배관청소 로봇의 동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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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 위한 압력 센서와 청소작업 결과를 파악하

기 위한 카메라 모듈로부터 압력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

여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신호처리 모듈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GUI 화면

에 디스플레이하고, 작업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database)에 취득한 데이터(압력, 영상자료)를 저장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림 4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Diagram for monitoring system

3.2. 신호처리 모듈

Table. 2 Configuration of pressure sensor for pipe 
cleaning robot

Position Purpose Range
Pneumatic
(Forward)

Check condition 
of robot

0~1000 [kPa]

Pneumatic
(Backward)

Check condition 
of robot 0~1000 [kPa]

Pneumatic
(Cylinder)

Check condition 
of robot 0~1000 [kPa]

Vaccum Check condition 
of cleaning

-100~0 [kPa]

Water jet Check condition 
of cleaning 0~250 [kPa]

신호처리모듈은 압력측정 장치와 영상 취득 장치로 

구성된다. 배관청소 로봇은 공압을 이용하여 배관내부

에서 주행하며 일을 수행한다. 이물질을 흡입을 위하여 

진공압력을 사용하고, 배관 내부청소 작업을 위하여 고

압의 워터젯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배관청소 로봇의 상

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진 및 후진 그리고 스크류 주

행파트와 보조 바퀴 파트에 부착된 가변 실린더의 공압 

3개, 스케일의 진공흡입 압력 1개, 워터젯 분사압력 1개

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표 2는 배관청소 로봇의 압력센

서 구성이다.

압력 센서로 부터 측정된 압력 데이터는 4~20[mA]

의 전류신호로 출력되며, DAQ(Data Acquisition) 

Module을 이용하여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으

로 전송된다. DAQ Module은 압력 센서로 부터 수신된 

전류 값을 1~5[V]의 전압신호로 변환한다. 그리고 변환

된 전압 신호를 ADC(Analog-to-Digital Converter) chip

을 이용하여 12-bit의 정밀도로 인식하고, ADC chip

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SPI (Serial Peripheral  

Interface) 통신을 이용하여 DAQ Module의 MCU 

(Micro-Controller Unit)로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MCU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정해진 프로

토콜에 맞춰 RS-485통신을 이용하여  GUI 기반의 모니

터링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다음 그림 5는 

신호처리 모듈의 구성도 이다.

Fig. 5 Diagram for signal processing module

압력 센서로 부터 출력된 신호를 변환하여 통신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DAQ Module은 150[ms] 주기로 

압력 값을 취득하여 RS-485 통신으로 전송하며, 신호처

리 모듈의 SMPS(Switch Mode Power supply)로부터 공

급받은 24[V] 전압을 카메라에 공급되는 12[V]로 변환

하는 정전압 레귤레이터(regulator)도 내장하고 있다. 

다음 그림 6은 DAQ Module의 회로도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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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of DAQ Module

영상취득 장치는 배관청소 로봇이 배관 내부의 이물

질을 제거한 뒤의 배관 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카메라 

모듈 2대를 이용하여 운용된다. 우선 배관청소 로봇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영상신호를 영상전송장치를 거쳐 

원거리 전송을 진행한다. 전송된 신호는 영상 수신 장

치를 이용하여 취득, Frame Grabber로 입력된다. Frame 

Gabber로 입력된 아날로그 영상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디지털 영상신호는 USB를 이용하여 GUI 기

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마지막

으로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영상을 사용자

에게 출력하며, 압축 코덱을 사용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그림 7은 영상취득 장치의 시스템 구성

도이다.

Fig. 7 Diagram for image acquisition device

3.3.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신호처리 모듈로

부터 수신된 배관 내부 영상, 배관청소 로봇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압, 로봇의 청소작업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진공압 및 워터제트 압력을 배관청소 로봇을 

운용하는 사용자에게 출력하고, 수신된 정보를 저장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NI社의 LabVIEW

로 제작되었다. 신호처리 모듈에서 수신된 압력 데이터

는 사용자가 인식하기 쉬운 압력 값인 kPa 또는 mPa로 

변환하며, 변환된 압력 값은 인디케이터 및 숫자 값으

로 출력할 수 있게 구성 하였다. 출력된 값 은 현재 날자

와 시간을 파일명으로 하는  CSV파일로 저장된다. 또

한 이와 더불어, 영상을 실시간으로 LabVIEW로 작성

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NI(National Instrument)社의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인 

IMAQdx를 활용하여 영상을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

로그램에 출력 하였으며, 출력한 영상을 AVI(Audio 

Video Interleave file) 포맷으로 저장하였다. 영상을 저

장하는 과정에서는 저장되는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압축코덱(compression codec) Microsoft MPEG-4 

Video Codec V2를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 8은 GUI 기

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Fig. 8 GUI based monitoring program

다음 그림 9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나

타내고 있다. RS-485통신을 처리하는 부분과, 수신된 

데이터의 압력 값 변환기능, 영상 출력기능, 데이터 저

장기능, 영상 처리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Fig. 9 Source code of GUI based monitor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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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시스템 구성

배관청소 로봇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험을 위하여 

신호처리 모듈을 제작하였다.  신호처리 모듈은 다습한 

상수도 배관 내부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신호처리 모듈

을 ABS 재질의 박스 내부에 설치하였다. 다음 그림 10

은 제작된 신호처리 모듈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 Signal processing module

다음 그림 11은 배관라인의 테스트 벤치이다. 배관의 

호칭은 300A 그리고 직선부 및 곡관부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도는 상 : 22.5°, 하 :22.5°, 좌 : 45°, 우 :45°로 실

제 배관라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Fig. 11 Test bench

4.2. 실험 결과

실험은 신호처리 모듈과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

그램에서 정상적으로 배관청소 로봇의 신호를 수신하

고, 배관청소 로봇의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출력하는지 

확인하였다. 신호처리 모듈의 MCU는 ADC chip에 SPI 

통신으로 압력데이터를 취득하며, 이를 위해서는 MCU

가 클럭을 생성하여 ADC chip에게 공급하여 주어야 한

다. ADC chip은 MCU로부터 클럭을 공급받아 동기화

되며, MCU의 데이터 요청에 따라 정해진 데이터를 응

답한다. 그림 12는 신호처리 모듈 내부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다.

Fig. 12 Waveform of signal processing module

ADC chip과 SPI 통신을 이용하여 수집한 압력데이

터는 MCU에서 사전에 약속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RS-485통신을 이용하여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

램으로 전송한다. 다음 그림 13는 RS-485 통신을 이용

하여 수집된 압력 데이터를 전송하는 파형을 나타낸다.

Fig. 13 Waveform of RS-485

신호처리 모듈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GUI 기반의 모

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출력한다. 다음 그림 14

는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모습이다.

Fig. 14 GUI based monitor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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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GU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취득

한 데이터는 아래 그림 15와 같다. 전진(①), 후진(②), 

실린더 압력(③)을 위한 공압은 동일한 공압 라인에서 

분기되기 때문에 전/후진 동작 시 실린더 압력이 저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5 Aquired data when pipe cleaing robot testing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관청소 로봇의 모니터링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현재 배관청소 로봇은 로봇의 운용 상태

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배관 청소용 로봇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배관청소 로봇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신호처리 모듈과 GU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을 제안하고 직접 제작, 실험을 진행하였다. 배관청소 

로봇의 실험 결과 로봇의 동작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

를 정상적으로 출력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관 내부의 상태와 로봇의 정상 유무를 사용자가 직

접 확인할 수 있어 유지, 보수에 이점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추후 많은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운용 

중인 배관청소 로봇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많은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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