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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일본의 3D 전산모사 기술 개발 현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 활동이 1997년부터 수행 

중에 있다. 1962년 이후 수 십 년간의 운전을 통하여 방사화되거나 오염된 

연구로 시설의 해체에 있어서 작업자 안전과 작업효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

기 전에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해체 공정을 전산모사하여 가장 적합한 해체 

공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원자력시설 해체 공정을 3D로 구현하고 있는 일본의 

전산모사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 검토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일본에서 개발한 해체 공정 분석용 3D 전산모사 컴퓨터 시스템인 

COSIDA의 특성과 각 Sub 시스템의 기능을 검토한다. 작업 역의 가시화 

방법을 검토하고 모델링 대상들에 대한 Kinematics 부여 Mechanism을 살펴

본다. 그리고 전반적인 해체 시나리오 수립/분석에 관하여 알아본다.

더불어, JPDR, JRTF, JRR 및 FUGEN 등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가상 공

간에서의 3D CAD 모델링 및 전산모사 구축 현황을 살펴본다.    

Ⅳ. 연구개발결과

일본의 원자력시설 해체 공정 분석용 3D 전산모사 프로그램인 COSIDA

의 개발 배경과 프로그램 특성이 파악되었다. COSIDA의 Sub 시스템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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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가시화, Kinematics 분석, 해체 시나리오 분석 시스템에 대한 기능 등이 

검토되었다. 작업 역가시화 Sub 시스템에서는 해체 대상의 물리적, 기하학

적, 방사선학적 성질을 2D, 3D로 모델링하며, Kinematics Sub 시스템에서 가

상 공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델들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기본 작업 절차

에 대한 명령어 집합이 도출되었다. 이때, 명령어 집합은 COSIDA를 이용한 

가상공간상에서 원자력시설 구성요소를 해체하기 위한 원격해체도구의 움직

임에 대한 프로그래밍에 적용함으로서 그 적합성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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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Title

The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n 3D 

Computer Simulation in Japan

Ⅱ. Object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dismantling activities on the KRR-1&2 have been carried out 

since 1997. Workers safety and working efficiency are very important in 

the dismantling of the KRR facilities which have been activated or 

contaminated by the operation for a few decades since 1962. Therefore, 

for its purpose, the optimized dismantling procedure should be driven 

through the computer graphic simulation before actual dismantling work.

In the present study, the current status on 3D simulation technology 

in Japan, which is realizing the dismantling procedure of the nuclear 

facilities in 3D, is reviewed.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The characteristic of COSIDA, a 3D computer simulation system for 

analysis on the dismantling procedure which has been developed in Japan, 

and the function of its sub systems are investigated. The visualization 

method on the work area is reviewed and kinematics mechanism on the 

modelling objects is inspected. And overall investigation on analyses of 

the dismantling scenario is carried out.

In addition, the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3D modell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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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simulation on nuclear facilities such as JPDR, JRTF, JRR and 

FUGEN is understood.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The development background and property of the COSIDA, which is the 3D 

computer simulation system for the analysis on the dismantling procedure of the 

nuclear facilities in Japan was reviewed. The function of the visualization on the 

work area, Kinematics analysis and dismantling scenario analysis, which are the 

sub systems of the COSIDA, has been investigated. The physical, geometrical 

and radiological properties were modelled in 2D or 3D in the sub system of the 

visualization of the work area. In the sub system of the kinematics analysis, the 

command set on the basic work procedure for the control of the motion of the 

models at a cyber space was driven. The suitability of the command set was 

estimated by the application of COSIDA to the programming on the motion of 

the remote dismantling tools for dismantling the components of the nuclear 

facilities at cyb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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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본에는 현재 약 50여기의 상업용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일본 

전력 공급의 약 30%를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발전소들 중의 

일부는 멀지 않은 미래에 폐로를 고려해야 할 수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용 발전소인 TOKAI 원자력발전소는 

1998년 3월 가동 중지된 바 있다.

1982년 6월, Atomic Energy Commission은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미래 

폐로를 고려하여, Long-term program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1982. 6)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폐로에 대한 기

본 전략을 처음으로 발간하 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일관되게, 일본원자력

연구소(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AERI)는 다양한 폐로 기

술을 개발하여 일본동력시험로(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 JPDR) 

해체에 적용하 다. 

일본의 경우 해체 활동과 병행하여 수많은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이행되

는데 일본의 해체 관련 연구개발은 JPDR 폐로 프로그램에서 얻은 교훈들을 

반 하여 수행되어 오고 있다. 사실 JPDR 폐로 프로그램은 1981년 시작하여 

1996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와 경험

자료들이 산출된바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들 중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최적의 해체절차

를 도출하기 위한 해체 공정 전산모사(Graphic Computer Simulation) 기술

이 핵심 기술의 하나로서 요구되고 있다. 즉, 실제적인 해체 활동이 시작되

기 전에 작업 효율 향상과 작업자 훈련을 위하여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해

체 공정을 분석 검토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해체 전산 모사 기술 개발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시설 해체시, 고방사성 구성요소들은 작업자 안전과 효율을 고려하

여 원격 해체 도구를 사용하여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적인 해체 작업 

이전에 해체 일정과 폐로 과제 비용에 향을 주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해체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JPDR 해체 활동의 경우 Full-scale mock up을 사용한 해체활동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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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DR 폐로 프로그램 이행시 매우 유용하 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격 해체도구를 사용하는 모든 해체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Full-scale mock up의 제작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JAERI는 최적의 해체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 해체 

작업시작 전 해체 시스템의 문제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Computer Simulation 

Systems for Analyzing Optimum Dismantling Procedures on Nuclear 

Facilities(COSIDA)를 개발하여 왔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서, 원격해체 도구의 움직임을 전산모사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해체 과정이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 집합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어들은 가상 

공간에서 원격해체 도구에 의한 해체 공정 모사 프로그래밍에 사용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해체 공정 전산모사 시스템인 COSIDA의 개

요와 기술 개발 현황에 관하여 다루었다.

2. 기술 개발의 배경

일본에는 상업용 발전소와 더불어 많은 실험용 원자력시설이 있다. 실제

적으로, JAERI의 JRR, JRTF, JPDR 등 실험용 원자력시설은 그 목적을 다 

달성하여 가동 정지 또는 해체활동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었다. 예컨대, JPDR 

폐로 프로그램은 1996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JPDR 폐로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실험의 Feedback은 다른 원자력시설 해체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와 실험은 해체활동을 특성화하고 추후 원자력시설 폐

로 평가를 위한 기본 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되었다. 더욱이, 해체 공

정 전산모사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STA(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와

의 계약 하에 JPDR 폐로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반 하여 수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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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PDR 폐로 프로그램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폐로에 있어서 선두 프로젝트인 JPDR 폐로 프

로그램이 STA와의 계약 하에 1981년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단계, 폐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제 해체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JPDR은 90MWt의 BWR형 원자로이다. 이 시설은 1963년부터 

1976년까지 운 되었다. 가동 정지 후, 원자로 폐로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1981년부터 1986년까지 개발되었으며, 1986년 실질적인 해체 활동이 시작되

어 1996년에 부지 녹지화가 완료되었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수중 아크 톱 절단 시스템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절단

되었다. 그리고 콘크리트 생물학적 차폐체는 Abrasive water jet과 기계적 

절단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Controlled blasting 방법은 극저준위 방사능의 

콘크리트 생물학적 차폐체를 해체하는데 적용되었다. 

해체 활동과 관련한 인건비, 폐기물 발생, 작업자 선량과 같은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해체 활동의 특

징을 도출하는데에 분석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발전소 해체의 실제 경험을 얻고,

- 개발된 기술을 검증 확인하며,

- JPDR 해체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JPDR 폐로프로그램은 1996년 3월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여러 가지 데이

터와 경험이 JPDR 폐로 프로그램에서 얻어졌다. 프로그램에서 얻은 교훈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실제 해체 활동전 해체절차의 세심한 조사는 문제를 발견하고 푸는

데 유용하고,

-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원격 해체 기술은 작업자 방사선 피폭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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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데 필요하고, 

- 정보의 통합은 해체활동계획을 최적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JPDR 해체활동은 Mock-up 장비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는데도 불구

하고 Mock-up 장비를 제작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해체활동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는데에 있어서는 합리적이

고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한 전산모사 기술이 요구된다. 

2.2 JAERI Reprocessing Test Facility(JRTF)

JRTF는 일본에서 PUREX 연료 재처리에 관한 기초연구를 위한 최초의 

시험시설로서 1996에 건설되었다. JRTF는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운 되었

으며 Japan Research Reactor 3(JRR-3)의 사용후 핵연료(Aluminum clad, 

Uranium metal fuels)를 재처리하 다. 1970년 가동정지후, JRTF는 경수로 

연료의 Burnup 비율 측정 연구에 사용되었는데, 재처리 및 기타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의 처리 기술이 개발되었다. 해체 활동은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여 녹지로 환원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 시작되었다.

Hot cave와 같은 주요 해체 작업 시작 전에, 폐기물 임시 저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구성요소들이  해체되었다. 1998년 3월 현재, 

15 Glove box와 하나의 탱크가 재래식 도구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구성요소

들의 해체/제거 절차에 대한 최적화를 목적으로 전산모사 기술을 이용한 해

체 공정분석이 필요하다. JRTF 폐로 프로그램은 2004년까지는 완료될 계획

이다. 

2.3 Japan Research Reactor No. 2

JRR-2는 최대 열출력 10MW의 중수감속냉각로형 연구로이다. JRR-2는 

1960년부터 1996년까지 중성자 산란 실험, 핵연료와 재료의 조사 시험, 방사

성동위원소 생산, 방사화분석, 실리콘 조사, 보론 중성자 capture therapy 등

을 위하여 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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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시작된 JRR-2 폐로 프로그램은 4단계, 가동정지, 원자로 본체

의 confinement, 냉각시스템의 제거 및 원자로 본체의 제거로 나누어진다. 

원자로 본체에 대한 One-piece 제거 방법은 JRR-2의 폐로에 응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산모사 방법이 요구된다. JRR-2의 폐로는 2007년에 완

료될 것이다.

3. 해체 절차 분석용 컴퓨터 프로그램(COSIDA)의 개발

해체절차는 발전소 고유의 조건, 폐로 시나리오와 폐기물관리 정책과 같

은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여러종류의 정보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절차에 대한 연구에 필요하다. 폐로운 절차의 조사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 물리적 성질; 구성요소의 형상과 부피, 구조물과 해체 도구,

- 방사선학적 성질; 구성요소, 구조물의 표면오염과 방사선량율,

- 해체활동; 부산물, 해체도구, 인력, 작업자 방사선 피폭,

- 프로젝트 관리; 일정, 직원배치, 비용, 폐기물발생.

구성요소와 구조물의 물리적 성질은 발전소에 있어서 고유하다. 방사선학

적 성질은 방사선 측정과 계산으로부터 얻어진다. 

3.1 COSIDA의 개요

COSIDA는 작업자 안전과 작업 효율을 고려하여 원격 해체 도구를 사용

하여 방사성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계획을 연구하도록 개

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은 해체 절차를 연구하는데 

필요하다. COSIDA는 따라서 해체 절차, 발전소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자료, 

원격 취급 도구들의 제어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합하도록 고안된다. 

COSIDA는 작업 역 가시화, Kinematics 분석, 그리고 해체 시나리오 분석

의 3개 Sub system으로 나누어진다. Sub system의 각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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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역 가시화: 해체되는 원자력시설의 구성 요소와 구조물을 위치,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성질과 같은 정보와 함께 그

래픽스로 가시화 함.  

- Kinematics 분석: 원격 해체 도구의 kinematics와 dynamics를 분석함. 

일련의 명령어 집합이 컴퓨터 화면상에서 해체 활동

과 관련한 물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음. 또한 아무 평면에서나 물체 모델을 나누는 

알고리듬이 개발되었다. 알고리듬은 이 Sub system

에 포함되었다.

- 해체 시나리오 분석:  최적의 해체 시나리오를 검토함. 작업 역의 가

시화와 kinematics 분석의 Sub system에서 얻어

진 모든 결과는 해체 시나리오 분석으로서 컴퓨

터 화면상에 취합됨. 해체 작업 절차는 프로젝트 

관리 자료, 해체 도구 성능, 기타 요소와 함께 

컴퓨터 화면상에서 animated 됨.

그림 1에 이러한 COSIDA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보면 작업

역 가시화, Kinematics 분석, 해체시나리오 분석으로 구성되는 3가지의 

Sub system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 Sub systemd의 Data는 필요시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된 COSIDA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는 반복적으로 계

속 사용되는 Part(모델링의 구성요소) 또는 Element(모델링의 최소 단위)   

를 다시 모델링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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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antling Scenario Analysis
-Examination of optimum scenarios
-Visualization of dismantling work matched with 
dismantling scenario

Database

Visualization of Working Area
-Visualization of components and 
structures as 3D models

Kinematics Analysis
-Analysis of interference and motion 
of components

-Analysis of cutting components
-Analysis of kinematics and dynamics 
of remote handling tools

그림 1. COSIDA의 개념

COSIDA를 이용한 해체 활동의 분석은 구성요소가 컴퓨터 화면에 표시

되고 원격 해체 도구가 컴퓨터 화면상에 위치되며 구성요소가 화면상에서 

원격 해체 도구에 의하여 절단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다. 구성요소의 절

단 과정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상세히 연구된다.

원격 해체 도구의 움직임은 Robot 언어(karel 언어, GM Fanuc Robotics 

Corporation)로 쓰여진 명령어 셋을 이행함에 의하여 가시화 된다. 해체활동

에서 원격 해체 도구의 움직임을 컴퓨터 화면에서 연구한 후, 그림의 움직임

과 관련된 그림들과 명령어 셋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해체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된 명령어 package를 수행함에 의하여 재생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화면상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은 명령어 셋에 의하여 

제어된다. 즉, 각각의 명령어는 각각의 물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필요하

다. 따라서, operator는 원격조작 도구를 움직일 모든 점들을 포함한 명령어

들을 COSIDA에 입력해야 한다. 입력 점들은 원격조작 도구의 궤적을 그리

기 위하여 직선 혹은 점들간의 호에 의하여 보간된다. 컴퓨터 화면상의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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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도구는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 부가적으로, 원격조작 도구가 물체를 잡

을 경우, 잡는 것에 대한 명령어를 입력할 필요가 있다. operator는 원격조작

도구를 사용하는 해체 행위가 컴퓨터 화면상에서 모사될 때 원격조작도구의 

움직임을 위한 수많은 명령어를 COSIDA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령어 그룹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함에 의하여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하여 해체 활동을 기본 작업 항목으로 분류하고자 하 다. 

JPDR 해체 활동을 분석함으로서, 모든 주요 작업 행위는 준비, 해체, 

cleaning, 기타로 분류되는 primary 작업 항목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primary 작업 항목은 몇 개의 2차 작업 항목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예컨대, JPDR해체 작업에서 수중 arc 톱 절단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자로 압

력 용기 절단시, primary 해체 작업 항목은 blade를 물체에 갖다 놓는 것, 자

르기 위해 물체를 잡는 것, 절단, 절단 조각의 운송, 절단조각의 저장, 기타

로 나누어진다. 절단은 압력용기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하여 조각별로 반복되

었기 때문에 2차 작업 항목에서의 해체 기기의 움직임은 해체 공정에서 반

복적으로 수행된다. 원격 제어에 의하여 주요 구성요소를 해체 할 때, 해체 

행위는 일반적으로 원격해체 도구의 움직임 관점에서 몇 개의 기본 작업 항

목으로 분류된다. 

원격 해체 도구로 탱크를 해체 할 때, 해체 행위는 분해, 조각의 수송, 검

사, 절단, 제염, 분해된 구성요소의 저장, 기타로 분류된다. 그림 1은 원격 해

체 도구를 사용하여 탱크를 해체하기 위한 작업 항목의 구성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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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work items Secondary work items Basic work items

Dismantling of tank
Disassembly

Removal of nuts
Transport

Survey

Cutting

Decontamination

Survey

Cutting

Storing

Transport by crane

Radiation measurement

Cutting of pipes
Cutting of tank

Decontamination of inner surface

Radiation measurement

Cutting of tank

Storing of cut pieces
Storing of dross

그림 2. 탱크 해체 작업 항목 작성 예

3.2 작업 역 가시화 

원자력발전소의 폐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발전소 구

성요소와 구조물 각각의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성질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

다. 또한 컴퓨터 화면상에서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것은 작업환경을 직관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유용하다. 

컴퓨터 스크린에서 3D 모델로서 원자력발전소 전체를 가시화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2차원 도면이 발전소 구성요소와 구조물의 위치를 보

여주는 유효한 수단이다. 작업 역 가시화 프로그램은 2종류의 기능을 가진

다.: 발전소 모델의 가시화, 그리고 방사선 제어 데이터에 대한 표현. 그림 3

은 Sub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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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작업 역 가시화의 Sub 시스템 구조

3.2.1 발전소 모델

발전소 모델은 구성요소와 구조물과 역의 특성, 즉,  2D 도면, 3D 모델

과 사진으로서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성오염, 등가선량율을 나타내도록 가

시화된다. 

해체활동의 절차가 모든 작업 역에서 철저히 연구되어야 하므로, 원자

력발전소에서 건물과 방의 위치는 컴퓨터 화면상에 2D 도면으로 보여진다. 

작업 역의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성질에 관한 데이터는 평면의 다각형의 

면을 클릭함으로서 검색될 수 있다. 등가선량율, 구성요소의 무게, 방사능 재

고와 같은 작업 역에 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고 text data

와 사진으로서 디스플레이 된다.

구성요소와 구조물의 위치와 형상은 컴퓨터 화면상에서 실제적으로 3D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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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모델은 여러 각도에서 보여질 수 있다. Text data

로서 보여지는 주요 정보는 무게, 부피, 방사능, 기타 등등이다. 이러한 Data

는 구성요소와 구조물의 3D 모델을 클릭함으로서 검색될 수 있다. 그림 4에 

발전소 모델의 가시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4. 발전소 모델의 가시화

3.2.2 방사선 제어 데이터

등가선량율, 방사성오염, 중성자유도 방사능과 같은 방사선 제어에 관한 

자료는 선정된 floor에 있는 모든 역의 다각형 면에 색을 입힘으로서 나타

난다. 오염 분포는 모든 역에 색을 입힘으로서 나타난다. 그림 5는 방사선

량율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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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사선량율의 가시화

3.2.3 방사능 재고

노심 역 주위의 구성요소와 구조물은 원자력발전소 운전 동안 발생된 

중성자에 의해 방사화되어 있다. 해체활동 계획이 조사될 때, 방사화된 구성

요소의 방사능은 중요하다. 구성요소 및 구조물의 중성자-유도 방사화 분포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중성자 플럭스 분포는 중성자 수송 코드 DOT-3.5

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중성자-유도 분포는 DOT-3.5에 의하여 생성된 중성

자 플럭스를 사용하여 ORIGEN-MD로 계산된다.

DOT-3.5를 사용하여 계산된 중성자 플럭스 분포는 3 또는 2D 모델로 

표현된다. ORIGEN-MD에 의해 계산된 노심 주변의 구성요소의 중성자-유

도 방사능 분포는 컴퓨터 화면상에서 색깔에 의해 Solid 모델로 디스플레이 

된다. 그림 6에 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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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성자 분포의 가시화

3.3 해체 활동의 Kinematics 분석

이 Sub 시스템은 원격해체 도구의 운동과 해체된 구성요소의 수송을 분

석하는 것이다. 해체작업의 분석은 구성요소와 구조물이 컴퓨터 화면상에서 

디스플레이 되고 원격 해체 도구가 컴퓨터화면상에 놓여지고 구성요소와 구

조물이 원격 해체 도구에 의하여 화면상에서 절단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

이다. 그림 7은 kinematics 분석의 Sub-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낸다. 이 Sub 

시스템은 구성요소와 구조물의 절단, kinematics와 dynamics 분석을 위한 프

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좀 더 상세하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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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kinematics analysis의 Sub 시스템의 개념

구성요소와 구조물의 절단 과정은 이 프로그램에서 상세하게 연구된다. 

구성요소와 구조물의 절단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된다; 1)원격 해체 

기기와 절단될 구성요소 및 구조를 설계한다. 2)구성요소와 구조물의 절단 

위치와 절단 깊이를 입력한다. 3)구성요소와 구조물을 절단한다. 그리고 

4)3D 이미지로 절단 조각을 생성한다.

새로 생성된 조각들의 무게, 방사능 등의 성질이 계산되고 이러한 데이터

가 database로 입력된다.

3.3.1 Kinematics와 Dynamics 분석

절단시 원격조작 기기의 움직임은 수직과 수평 2개의 기본 움직임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아무리 복잡한 움직임이라도 2개의 기본 움직임을 조합하

여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에 기본 움직임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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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성요소 절단의 기본적 움직임

이러한 움직임을 좀더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격 기기와 해체된 구

성요소의 운동은 다음과 같은 명령어 set에 의하여 기술된다.

- robot_left_right, robot_go_back; to move horizontally a robot,

- robot_up_down; to move vertically robot,

- cutting; to cut components,

- add_take_out, delet_take_on; to grip a cut piece using a crane or to 

detach the cut piece from the crane.

크레인과 해체 기기의 운동은 위의 명령어 set을 이행함으로서 가시화된

다. 컴퓨터화면상에서 해체활동에 있어서의 구성요소와 해체 기기의 운동을 

연구한 후에, 그림과 관계된 그림과 명령어 set이 text와 bit-map 이미지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해체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된 

각 명령어를 수행함으로서 재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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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로서, 바닥에 너트로 고정된 구성요소가 분해 될 때, 원격 해체 

도구(조작기)의 꼭대기는 그림 9에서와 같이 다음 움직임이 요구된다. 

그림 9. 렌치를 이용한 너트의 제거 

NO. 1 Position: 렌치에 가까이 움직인다(Pw0).

NO. 2 Posture: 렌치에 대하여 수직위치로 변화

NO. 3 Position: 평행하게 렌치로 이동

NO. 4 Position and Posture: 렌치를 잡도록 변화

NO. 5 Position: 너트에 가까이 이동(Pn0)

NO. 6 Posture: 너트 잡는 것을 준비하도록 수평으로 변화

NO. 7 Position: 렌치에 의해 잡도록 너트 가까이 이동

NO. 8 Position and Posture: 너트를 돌리도록 수평으로 변화

NO. 9 Position: 너트로부터 떨어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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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 Position: 초기위치로 이동(Pn0)

NO. 11 Position: 원래 위치 가까이 이동(Pw0)

NO. 12 Posture: 렌치를 놓아버리도록 변화

NO. 13: Position: 렌치를 저장하기 위하여 원래 위치(Pw0)로 이동

NO. 14: Position and Posture: 렌치를 놓아버리도록 변화

이리하여, 너트를 제거하기 위한 조작 과정은 14 움직임으로 구성된다. 

구성요소가 너트에 의해 고정되면 이들 너트는 여러번 유사한 움직임을 반

복함으로서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어 셋이 package로서 저장되면 너트

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은 명령어 package를 검색함으로서 쉽게 재생된다. 

장비와 구조물의 해체에 대한 전형적인 절차에 관하여, 명령어 package는 같

은 방식으로 개발된다.

3.3.2 컴퓨터 화면상에서 3D 물체의 절단 및 이송저장 과정의 전산모사

   컴퓨터화면상에서 해체 행위의 모사를 위하여 물체 모델을 실제적인 방법

으로 절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체 모델을 절단함에 의하여 나타나는 속성

은 해체 활동 계획에 매우 중요하다. 방사능, 무게, 크기, 기타는 물체의 절

단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폐기물 발생, 작업자 방

사선 피폭과 같은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물

체 모델에 대한 절다 알고리듬은 상세히 연구된다. 물체는 컴퓨터 화면상에

서 표면 모델에 의하여 생성되므로 물체의 절단은 다음 과정으로 수행된다.

1. 절단될 물체의 면을 선정

2. 각변이 적어도 절단 너비, 깊이와 두께에 해당하는 Cubic 모델을 생

성

3. 두 모델사이의 교차선을 검색하고 선택

4. 선택된 교차선을 사용하여 3차원 모델을 재생성

5. 새로운 모델 2개가 생성되며 절단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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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과 그림 11에 물체의 절단 과정과 이송 저장을 가상공간에서 모

사하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그림 10. 절단과정의 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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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절단과정 및 이송, 저장의 전산모사

3.3.3 원격해체 활동의 분석

JRTF에 대한 해체 활동은 JAERI에서 진행중이다. 해체 활동은 일반적

으로 수동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일부 역에서의 방사능은 상대적으로 높

다. 따라서 원격해체 도구가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요구된다. JRTF 해체 활

동의 계획에서, 발전소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성질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해

체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집되었다.JRTF 시설

의 구성요소와 구조물의 전체 무게는 17,684ton으로 평가되었다. 구성요소와 

구조물 무게의 60% 이상은 main building안에 있다. JRTF의 구성요소와 구

조물은 4.1과 0.1 무게 퍼센트로 각각 알파와 베타(감마)오염되어 있다. 오염

은 탱크와 glove box에 집중되어있음이 밝혀졌다. 

데이터는 또한 원격해체 도구를 사용하여 해체 공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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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IDA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다. 시설은 그림 12에서와 같이 

COSIDA의 Sub-system(작업 역 가시화 시설)에 의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가시화 된다.

 

그림 12. JRTF 시설의 작업 역 가시화

  4개의 큰 탱크는 Annex 건물 B에 있는 지하실 탱크 실에 설치되었다. 

재처리 시험으로부터 발생된 고준위 액체 폐기물은 탱크에 저장되므로, 이들 

탱크의 안쪽 표면은 알파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들 탱크의 해체는 원격 

해체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작업자 안전과 효율

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체 절차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격해체 활동의 분석은 이들 탱크가 컴퓨터 화면상에서 원격해체도구와 

함께 표현되고 원격해체도구에 의하여 절단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탱크의 절단 과정은 COSIDA에 의하여 상세히 연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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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해체 도구와 절단 조각의 움직임은 명령어 집합을 이행함으로

서 가시화된다. 그림 13은 컴퓨터 화면의 예를 보여주는데, 원격해체 도구에 

의한 대형 탱크의 해체절차와 용기로의 저장 과정을 나타낸다. 명령어 

Package의 응용성은 JRTF의 대형 탱크의 효과적인 해체를 위하여 이를 

COSIDA를 사용한 원격해체도구의 제어에 적용함으로서 평가될 수 있다.

그림 13. 보조 빌딩 B에서의 원격해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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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체 시나리오 분석

원격 해체 기기의 운동, 작업환경의 변화를 포함한 해체작업은 해체 계획

에 따라 animation으로서 컴퓨터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된다. 해체 시나리오

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반적 flow는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그림 14. 해체 시나리오 작성 flow

해체 계획에 따라, 필요한 data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된다. 추출된 

data를 사용하여 Sub-system은 원격 해체 기기와 작업환경의 그림을 2D 또

는 3D 이미지로서 컴퓨터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또한 해체 기기의 운동

을 컴퓨터 화면상에서 소요 인력과 작업자 방사선 피폭과 같은 프로젝트 관

리 data와 함께 하나의 animation으로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그림 15에

는 이러한 가시화된 해체 공정의 분석을 나타낸다. 이를 통하여 간섭현상, 

dynamic clipping 등 여러 가지 공정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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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해체 공정 시나리오의 분석 

4. COSIDA의 Database

해체 과정 연구를 위하여 데이타베이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COSIDA data는 3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text data: 구성요소 성질, 프로젝트 관리 data, 명령어 description

-bit-map data: 발전소 모델, 운동 그림

-mate-file data: 구성요소의 3D 모델

기본적으로 text data는 모든 Sub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bit map 

data는 작업 역 가시화와 해체 시나리오 분석에서, mate-file data는 작업 역 

가시화와 kinematics 분석에서 사용된다. 모든 data는 database에서 data 형태에 

따라 저장되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3개의 Sub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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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totype 시스템

개발된 prototype 시스템에 의하여, 해체활동은 JPDR 해체활동의 모델을 

사용하여 미리 분석된다. 처음에 구성요소와 구조물의 2D와 3D 모델, JPDR

과 관련한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data들이 분석할 수 있게끔 준비된다. 그림 

16에 JPDR Turbine Building의 평면도와 정면도를 나타내었다. 구성요소의 

절단 과정은 kinematics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되었다. 그림 

17에 원자로 압력 용기의 절단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때 해체과정에 대한 

작업 package는 단위 작업 활동 수집의 형태로 준비작업에서부터 해체, 포

장, 청소까지 설계된다. 

그림 16. JPDR Turbine Building의 평면도와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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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원자로 압력용기 절단 과정

해체 계획은 컴퓨터 화면상에서 하나의 animation으로서 확인되었다. 그

림 18에 해체 작업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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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해체 작업 분석의 결과

6. FUGEN 발전소 해체 공정 전산모사 기술의 개발

FUGEN 해체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염 및 해체기술에 대해서는 주로 

JPDR의 해체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및 규모에 맞는 해체 절단 공법을 계획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직 없다. FUGEN 발전소의 해체 계

획 중 특이할 만한 것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입된 새로

운 전산 시스템 및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인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유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9에서 이러한 관계를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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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해체 Engineering Support System 개념도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3차원 CAD, Virtual Reality 및 

Visualization 기술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은 해체 사업이 방사선

적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에는 작업량의 조절, 피폭량 감소, 발

생 폐기물의 최적 처리 및 비용의 절감과 적절한 작업공정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 그 자체가 무수히 많은 구성품들과 구조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해체 활동에서의 해체 작업공정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도 있다. 

3D CAD의 자료들은 복합적으로 구성된 구성품들에 대한 빠른 이해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선/능 재고에 대한 표현 그리고 보다 세 한 상

화 작업에 유용할 것이고, 해체 작업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발생 가

능한 간섭사항에 대해 빠르게 확인되고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해체 대상물에 대한 3D CAD화 작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

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해체 물량 예측, 방사선학적 자료 

등에 대한 DB 자료를 확보하고 해체계획을 근거로 해체활동에 대한 전산모

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 해체계획 단계 내인 2003년에 완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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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전산 시스템에 의해 개발되는 엔지니어링 기법은 3D CAD를 통

해 시설이나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방사선학적 정보 나 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컬러로 그래픽화하여 각각 해체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쉽게 인식하게 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체활동에서 발생

되는 해체폐기물에 대한 준위 평가 및 그 량을 예측하는데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는 3D CAD DB, 방사선 재고를 평가한 자료 및 가상현실 기

술을 이용하여 Digital Mock-up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는 가상의 작업종

사자(마네킨)가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서 해체 작업 활동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전산모사 함으로서 작업자의 접근이 어려운 고방사화 물질에 접근 또는 

취급하는데 교육적, 훈련 측면의 도움을 주고있다. 이러한 전산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JAERI에서 개발된 COSMARD를 이용하여 해체계획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20은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0. 가상 현실 구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전산모사 시스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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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21에는 FUGEN 발전소의 3D 조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Reactor containment

Reactor core

Main control room
Turbine

Generator

Diesel generator

Waste storage tank

Refueling machine

New fuel storage rack

Spent fuel storage rack

Reactor containment

Reactor core

Main control room
Turbine

Generator

Diesel generator

Waste storage tank

Refueling machine

New fuel storage rack

Spent fuel storage rack

그림 21. FUGEN 발전소의 3D 조감도

그림 22∼24는 3D CAD Modeling S/W인 Bentley Enterprise Navigator

를 사용하여 FUGEN 발전소 구성요소를 모델링한 것을 보여준다. 모델링 파

일의 크기는 823MB이며 사용된 하드웨어의 사양은 CPU 펜티움 III와 RAM 

562MB이었다. 

한편 그림 25는 Bentley Dynamic Animator라는 전산모사 S/W를 사용

하여 열교환기의 제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발전소 해체과정 전체

에 대한 전산모사는 준비중이며 약 10개의 주요해체공정을 모사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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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UGEN 발전소의 개략적 모양 

그림 23. FUGEN 발전소의 구성요소에 대한 3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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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FUGEN 발전소 배관계통의 3D 모델링 

①Removal of pipe ②Removal of heat exchanger No.1③Removal of heat exchanger No.2

④Room after removing equipments

Name of activity Schedule

Removal of pipe
Removal of heat
exchanger No.1
Removal of 
heat
exchanger No.2Removal of tank

① ②～③ ④

①Removal of pipe ②Removal of heat exchanger No.1③Removal of heat exchanger No.2

④Room after removing equipments

Name of activity Schedule

Removal of pipe
Removal of heat
exchanger No.1
Removal of 
heat
exchanger No.2Removal of tank

① ②～③ ④

Name of activity Schedule

Removal of pipe
Removal of heat
exchanger No.1
Removal of 
heat
exchanger No.2Removal of tank

① ②～③ ④

그림 25. 열교환기의 제거 과정에 대한 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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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JPDR 해체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을 반 하여, 해체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COSIDA가 개발되었다. COSIDA는 해체

활동 계획을 위해 필요한 Data의 효과적인 처리와 통합에 초점을 맞춰 설계

되었음을 파악하 다. 

Kinematics 분석과 해체시나리오 분석 프로그램의 Prototype은 JPDR 해

체 과정에 적용함으로서 평가되었다. 구성요소와 구조물, 작업환경에 대한 

Data는 작업 역 가시화 Sub system에서 디스플레이 되고, 해체된 구성요소

의 절단, 이송 및 저장은 Kinematics 분석 Sub system에서 나타나며, 해체 

공정 검토는 해체 시나리오 분석 Sub system에서 수행됨으로서 독립적인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통합됨으로서 전반적인 해체 전산모사를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COSIDA는 해체 절차의 연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이 검증되

었다.

추후 연구로 1, 2호기 시설의 해체 전산모사에도 이러한 기술적 원리를 

반 함으로서 작업자 안전과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한 해체 전산모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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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Kinematics Analysis I

   - Cutting & storage components

2. Kinematics Analysis II

   - Control of dismantl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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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nematics Analysis III

   - Control of dismantling tool

4. Kinematics Analysis IV

   - Control of dismantl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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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inematics Analysis V

   - Control of dismantling tool

6. Dismantling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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