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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이용한 파이프 파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 Pipe Griping method by us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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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파이프 등반 로봇은 원자로 격납용기가 설치되

어 있는 가압기 안전 주입 관과 같이 매우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기기의 건전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여타 로봇들처럼 한 개의 파이프

를 타고 오르는 것 외 분기배관으로 갈아 타거나, 
인근 파이프를 붙잡고 경로를 옮겨야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5개의 관절과 두 개의 그리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로봇의 핸드에는 카메라를 장착하였다. 
하지만 로봇 조종자는 지상에서 이 로봇을 조종 

하므로 로봇의 미세 조작이 힘들다. 따라서 로봇의 

핸드에 장착된 카메라의 영상을 이용하여 로봇의 

핸드와 파이프를 일직선상에 놓기 위해 파이프의 

영상처리와  로봇의 관절각 계산 알고리즘이 필요

한데[1], 본 논문은 이때 필요한 영상을 이용한 

관절각 계산방법을 간소화 하였다.

Fig 1. Pipe Climbing robot and position of  camera

2. 기존 파이프 파지 방법

로봇 핸드의 카메라가 로봇이 옮겨갈 파이프에 

관한 영상은 Fig 2와 같이 나타나며, 카메라와 파이

프간을 도식화 하면 Fig 3 과 같이 도식화가 된다.  
  

Fig 2. Pipe shape of the image

Fig 3. Pipe and camera schematization
 
이 파이프의 외곽경계선의 기하학적 특징으로

부터 현재 옮겨갈 파이프의 위치와 로봇 핸드를 

일직선상에 맞추기 위해 식(1)을 적용하여 이동할 

X축 방형 및 각도 그리고 Y축 방형 및 각도를 

구하여 파이프를 잡기위한 로봇 관절 모터의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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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구하는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로봇의 핸드와 

파이프를 일직선 상에 두어 파이프를 잡게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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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파이프 파지 방법

Fig2를 영상처리하면 Fig4와 같은 영상에서 4개
의 좌표 (X1.0), (X2,max), (X3,0), (X4,max)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식(2)와같이 X축의 증가량을 통해 

로봇의 핸즈를 움직여 X축 방형의 각도를  간소화  

함으로 모터의 구동량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간소

화 할 수 있다.

Fig 3. Pipe edge and 4-coordinate



   (2)

4. 결론

본 논문은 기존의 영상을 이용한 파이프 파지에 

대한 보다 좀더 간단한 방법으로 영상을 이용한 

파이프 파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제 계산

량 및 알고리즘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추후 

카메라 영상의 외곡과 모터의 벡러쉬 문제를 해결

하여 정확한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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