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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DFDF
와 같은 고방사성지역에서 물걸레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특수공구를 사용하여
핫셀 바닥을 주행하면서 바닥면에 고착․산재해 있는 미세한 오염물질을 원격으
로 닦아서 제거하기 위한 원격 클린업시스템을 개발한다. 원격 클린업시스템은
크게 닦기슬레이브, 닦기매스터,

통합제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핫셀 내부에

설치되어 닦기작업을 수행하는 닦기슬레이브는 닦기 천를 포함하는 닦기부와 이
를 이동시키는 주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격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식으
로 구성되어있다. 닦기매스터는 닦기슬레이브를 원격으로 조종하기 위한 입력장
치로서 닦기슬레이브와 서로 다른 기구학적 구조를 갖으며, 핫셀 외부의 작업구
역에 설치되어있는 통합제어부에 부착되어있다. 통합제어부는 닦기슬레이브와 닦
기매스터 간의 제어 명령 및 통신 신호를 양방향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조작자는 안전지역(핫셀 외측)에서 닦기매스터를 통하여 오염지역에 위치한 닦기
슬레이브를 제어하면서 동시에 닦기슬레이브가 핫셀 바닥을 닦을 때 발생하는
닦기 힘을 손으로 느끼면서 원격으로 핫셀 바닥의 제염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
에서는 개발된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환경ㆍ기계적 설계 고려사항과 특징, 시스템
구성, 제어계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Abstract

This report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 teleoperated cleanup system for
use in a highly radioactive environment of DFDF(DUPIC Fuel Demonstration
Facility) at KAERI where direct human access to the in-cell is strictly
limited. The teleoperated cleanup system was designed to remotely remove
contaminants placed or fixed on the floor surface of the hot-cell by mopping
them with wet cloth. This cleanup system consists of a mopping slave, a
mopping master and a control console. The mopping slave located at the
in-cell comprises a mopping tool with a mopping cloth and a mobile platform,
which were constructed in modules to facilitate maintenance. The mopping
master that is an input device to control the mopping slave has kinematic
dissimilarity with the mopping slave. The control console provides a means of
bilateral control flows and communications between the mopping master and
the mopping slave. In operation, the human operator from the out-of-cell
performs a series of decontamination tasks remotely by manipulating the
mopping slave located in-cell via a mopping master, having

a sense of real

mopping. The environmental and mechanical design considerations and control
systems of the developed teleoperated cleanup system are also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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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여 중수로에 직접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ㆍ
중수로 연계핵연료주기(DUPIC: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기술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고방사
성물질로서 작업자의 직접 취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DUPIC핵연료의 모든 제조
ㆍ공정 작업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재시험시설의 M6핫셀과 같은 특수시험시
설에서 원격으로 수행된다. 핫셀 외부에서 작업자는 매스터 메니퓰레이터(핫셀
외측에 설치)를 통하여 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핫셀 내측에 설치)를 조작하거나,
또는 원격 취급장치와 원격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
한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DUPIC핵연료 제조ㆍ공정
과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분진 및 방사화된 미세입자 폐기물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들은 핫셀 바닥에 널리 퍼져서 핫셀 시설물 또는 핵연료 제조ㆍ공정
장비를 오염시켜 결과적으로 장비를 손상시키고 가동률을 단축시키며 시설물의
건전성을 저감시킨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방사성 미세분진폐기물들은 핫셀내에 설치된 진공청소
기 또는 진공흡입식 청소로봇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핫셀 가동정지 중에 특
수방호복을 착용한 작업자가 투입되어 정해진 시간 내에 조금씩 제거한다. 진공
흡입에 의한 청소 장치 또는 청소로봇 등은 블로워를 통한 흡입력에 의존하여
바닥에 있는 오염분진폐기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바닥에 면에 있는 얼룩 또는
고착되어 있는 오염분진폐기물들은 제거할 수없다. 또한, 물에 젖은 걸레나 스펀
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마루닦기 장치는 일회 사용으로 걸레나 스펀지가 방
사능으로 오염되므로 오염된 걸레나 스펀지로 연속적으로 바닥닦기 작업을 행하
는 것은 오염면적을 더욱 더 확산시키며, 핫셀 등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걸레
나 스펀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더러워진 걸레나 스펀지
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짜는 것은 방사능 오염수와 같은 2차 폐기물을 생성시
켜 폐기물 양을 증대시키고 이를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FDF와 같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자를 대신하
여 오염된 핫셀 바닥을 원격으로 닦아서 청소할 수 있는 원격 클린업시스템
(teleoperated cleanup system)을 개발한다. 개발된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환경ㆍ
기계적 설계 고려사항과 특징, 시스템 구성, 제어계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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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격 클린업시스템 설계고려사항

제 1 절 설계 개념
원격 클린업시스템(teleoperated cleanup system)의 성공적인 개발, 설치, 운
용을 위해서는 핫셀 시설물, 클린업시스템의 원격 청소작업, 클린업시스템의 원
격 유지보수 등과 같은 상호 종속적인 세 가지 설계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
으며, 이들은 설계 과정에서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과정은 원격 닦
기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완전히 기능적인 원격 클린업시스템을 개
발할 수 있도록 모든 기계적 요소, 전기적 요소, 시스템 통합요소들을 포함하여
야 한다.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설계ㆍ개발은 핫셀의 작업 환경 및 공간적 제한성, 원
격 운용 전략,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과 제한요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클린업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전기와 같은 유틸리티의 위치,
기하학적 구조, 청소대상 목적지까지의 접근성 등을 포함한다. 핫셀의 작업환경
및 공간적 제한성은 클린업시스템의 크기, 이동수단 및 닦기 수단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제어수단은 클린업시스템의 설계ㆍ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
격지의 청소작업 지역은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현장의 작업정보가 안전
지역에 있는 조작자(operator)에게 제공되는 수단이 필요하다.

제 2 절 상세 설계고려사항
총체적으로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설계는 원격 운용전략, 원격 유지보수 전략,
M6 핫셀에 기 설치된 원격 유지보수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
음의 작업환경과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
사용후핵연료의 고방사성 때문에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핫셀 내부에서
의 청소작업은 원격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2.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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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소재하는 특수시험시설인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구조 및 배치를 보
여 주며, 그림 2.2는 DUPIC핵연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재시험시설 M6
핫셀과 격리실의 그래픽 모델을 보여준다. M6핫셀은 두께가 약 1m인 고하중 콘
크리트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밀폐된 공간으로서 M6A와 M6B 핫셀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핫셀 바닥은 여러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판으로 용접되어 연결되어
있다. 핫셀의 앞면에는 10개의 차폐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차폐창 양 측면에
는 2쌍의 매스터/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master-slave manipulator)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핫셀 내부에는 1개의 overhead 크레인이 설치되어 핫셀 내부 공간을
가로지른다. 핫셀 외부에서 작업자는 매스터 메니퓰레이터(핫셀 외측에 설치)를
통하여 슬레이브 메니퓰레이터(핫셀 내측에 설치)를 조작하거나, 또는 원격 취급
장치와 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한다. 직사각형의 roof
door는 격리실 바닥과 M6A핫셀의 천장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격리실과 M6
핫셀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된다.

2. 설계사양
○ 조작자 :
원격 클린업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조작자의 숙련도는 핫셀 바닥의 닦
기 청소작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작자의 경험과 용구사항은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모듈식 구조 :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기능적/기계적 구조는 원격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
듈 또는 서브어셈블리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또한 손상된 기계 및 전기 부
품도 원격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파워수단 :
작업시간 및 청소영역 측면에서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청소능력은 파워 전달
방법에 영향을 받으므로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서 밧데리 또는 유선 파워시스
템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사능 영향 :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기계 및 전기부품은 청소작업 중 방사능에 오염되어 영
향을 받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품의 재료에 대한 방사능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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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IMEF 핫셀의 구조 및 배치.

그림 2.2. IMEF M6핫셀과 격리실의 그래픽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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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격 클린업시스템
원격 클린업시스템(teleoperated cleanup system)의 하드웨어 구성은 크게
닦기매스터(mopping master), 닦기슬레이브(mopping slave), 통합제어부 등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닦기매스터(mopping master)는 조작자와 닦기슬레이브 사이에
서 양방향으로 힘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역구동성을 갖는 구조로 제작되었으
며, 닦기슬레이브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닥을 닦아서 제염할 수 있는 구조로 설
계․제작되었다. 통합제어부는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각종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가 장착된 산업용 PC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제어시스템, 조이스틱부 및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엑츄에이터 구동을 위한 서보엠프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제어방식은 닦기매스터, 통합제어
부의 실시간 제어시스템, 닦기슬레이브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힘반향 제어방식과
통합제어부의 조이스틱부와 닦기슬레이브를 이용하는 단순제어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닦기매스터, 통합제어부의 실시간 제어시스템, 닦기슬레이브 등을 이용하는
힘반향 제어방식에서는 조작자의 작업의지가 닦기매스터 및 실시간 제어시스템
을 통하여 닦기슬레이브로 전달되어 청소(바닥 닦기)작업이 수행되며, 청소작업
중 발생하는 닦기슬레이브와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은 힘반향의 형태로 실시
간 제어시스템 및 닦기매스터를 통하여 조작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힘반향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원격 클린업시스템을 조작하는 경우, 조작자는 원격
작업지의 힘(닦기슬레이브의 닦기부가 바닥 닦기작업을 하면서 바닥에 가하는
힘) 정보까지 느낄 수 있게 되어 좀 더 사실적인 몰입감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조이스틱부를 이용한 단순제어방식에서는 조작자가 조이스틱을 조
정하게 되면 조이스틱의 On/Off 접점의 상태가 변화하고, 본 연구에서 자체 제
작한 조이스틱 제어회로(Joystick Control Circuit)는 이와 같은 On/Off 접점의
상태를 해석하여 조작자의 의지대로 닦기슬레이브가 동작하도록 닦기슬레이브의
해당 액츄에이터들을 On/Off 제어한다. 조이스틱을 이용한 제어에 있어서는 조
작자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습득하게 되는 시각정보 외에는 닦기슬레이브의 작
업 상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조작자에게 피드백 되지 않는다.
조이스틱부를 이용한 제어는 통합제어부의 실시간 제어시스템이나 닦기매스
터의 고장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제어시스템과 닦기
매스터가 담당하던 기능 중 작업수행을 위한 몇몇 필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 5 -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닦기매스터의 경우는 조작자와 닦기슬레이브 사
이에서 양방향으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지만, 보조 작업수단 또는 비상대응시
수단으로 사용되는 조이스틱의 경우는 조작자로부터 닦기슬레이브측으로 편
(unilateral) 방향 정보 전달만이 가능한 구조이다. 다음 그림 3.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체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구성 및 그 제어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다.

닦기매스터

서보엠프

조이스틱

실시간 제어시스템

조이스틱
제어회로

서보엠프
통합제어부

닦기슬레이브
그림 3.1.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구성 및 제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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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닦기슬레이브
1. 구성
핫셀 내부에 설치되어 닦기작업을 수행하는 닦기슬레이브는 이동을 담당하
는 무한궤도 방식의 주행부와 오염물질을 닦아낼 천을 감고 있는 닦기천, 닦기천
을 청소하고자 하는 핫셀 바닥면까지 밀착시키는 닦기부 등으로 구성된다. 주행
부가 전진하는 도중 닦기부가 닦기천을 바닥에 접촉시키고 천을 감아나감으로써
닦기 작업이 수행된다. 닦기슬레이브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채용하여 내구성을 향
상시켰고, 내방사성(radiation hardening)을 갖는 위치센서인 리졸버를 모터에 장
착하였으며, 또한 내방사성 커넥터를 사용하여 닦기슬레이브의 내방사성을 향상
시켰다. 닦기슬레이브는 핫셀에 기설치된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또는 취
급장치 및 공구를 이용하여 원격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와 3.3은 각각 닦기천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와 포함된 상태의 닦기
슬레이브의 전체 외관을 보여준다. 개발된 닦기슬레이브는 그림 3.4와 3.5에서 보
여 지며, 닦기슬레이브에 장착되는 닦기천은 그림 3.6에서 보여 진다. 개발된 닦
기슬레이브의 외관 치수는 닦기천을 바닥에 접촉시켰을 때 약 280mm(길이, 케이
블 커넥터 포함) × 180mm(높이) × 170mm(폭)이다. 닦기천을 제외한 닦기슬레이브
본체 중량은 약 6280g, 물 200cc를 적신 롤의 중량은 약 650g이다.
개발된 닦기슬레이브의 메카니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림
3.7에서 부터 그림 3.18에 설명되어진다. 표 3.1은 그림 3.7 ～ 3.18에 명시된 닦
기슬레이브의 구성 명칭을 나타낸다. 그림 3.7은 닦기슬레이브의 전체구성을 보
인 사시도를, 그림 3.8은 메카니즘의 구성을 보인 일측면 예시도를 보여주는 것
으로, 구동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이동되는 주행부와, 주행부에 탑재되어 고리
결합되는 닦기부와, 닦기부에 설치되는 롤 형상의 닦기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닦기천에 롤 형상으로 감겨져 있는 사용되지 않은 천의 일부가 닦기부에 의해
오염된 바닥면에 접촉되고, 주행부에 의해 닦기슬레이브 전체가 이동되어 오염된
바닥면에 고착된 미세분진을 흡착하여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주행부는 구동 모터에 의해 양면 이동트랙이 구동되는 무한궤도형 이동수단
으로, 그림 3.9에 보여 진 바와 같이, 몸체부의 상단면 중앙 양측에 설치된 체결
봉에 의해 닦기부와 결합되고, 몸체부의 일측에 주행부 전원/신호케이블이 연결
되며, 몸체부 내에 설치된 구동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몸체부 양측면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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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부가 작동하여 양면 이동트랙을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때, 구동 모터의
구동력은 헬리컬기어에 의해 연결축에 전달되고, 상기 연결축의 양측단에는 풀리
부의 작동풀리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주행부 전원/신호케이블은 주행부 케이블
숫콘넥터와, 이에 결합되는 주행부 몸체부에 일체형으로 형성되는 주행부 케이블
암콘넥터에 연결되어 주행부의 구동 모터에 연결된다. 즉,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주행부의 구동 모터의 전원 및 신호는 주행부 전원/신호케이블에 의하여 핫셀
외부의 제어기와 서로 교통한다. 풀리부는 구동 모터의 구동력을 양면 이동트랙
에 전달하는 것으로, 연결축에 연결되는 작동풀리, 고정축에 의해 몸체부에 회전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2개의 유동풀리 및 양면 이동트랙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력
조절풀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풀리부 외측에는 측면커버가 설치되어 풀리부
로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장력조절풀리는 장력조절대에 의해
수평이동되는 것으로, 장력조절풀리와 연결되는 이동레일이 몸체부에 수평으로
형성된 이동레일홈내에 설치되고, 이동레일에 장력조절풀리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다. 즉, 이동레일과 장력조절대는 볼스크류 방식에 의해 결합 및 작동되며, 이
동레일의 이동에 의해 장력조절풀리가 이동레일홈을 따라 수평이동되어 양면 이
동트랙의 장력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10은 닦기천의 설치전 상태를 보인 닦기부 예시도를, 그림 3.11는 닦
기천의 설치후 상태를 보인 닦기부 예시도를, 그림 3.12는 닦기부 평면을 보인
예시도를, 그림 3.13은 닦기부 저면을 보인 예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닦기부는
주행부의 상부에 설치되어 구동 모터의 작동에 의해 닦기천의 사용되지 않은 천
을 바닥면에 접촉시키는 것으로, 닦기부의 몸체부내에 설치된 구동 모터의 작동
에 의해 회전부가 회전되고, 회전부의 회전에 의해 지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닦기
천의 사용되지 않은 천의 일측이 오염된 바닥면에 접촉되도록 되어 있다. 즉, 닦
기부는 내부에 구동 모터가 설치되고 주행부에 상부에 고리체결되는 닦기부의
몸체부와, 몸체부에 일측이 연결되고 닦기천이 결합되는 지지부와, 상기 몸체부
와 연결되고 구동 모터에 의해 회전되어 사용전 걸레를 바닥면에 접촉시키며 지
지부의 또다른 일측과 연결되는 회전부로 구성되어 있다. 몸체부는 내부 중앙에
길이방향으로 구동 모터가 브래킷에 의해 설치되고, 구동 모터와 구동축이 헬리
컬기어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구동축의 양끝단에는 회전부의 일측단이 각각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때, 구동축 상부에 위치하도록 몸체부 일측모서리
부위에는 제 1 보조로울러 봉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몸체부에는 다수개의 걸림
고리를 구비하는 지지봉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지봉의 일측 끝단에는 몸체부 외

- 8 -

부에 위치하도록 체결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즉, 몸체부 외부에 위치하는 체결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지지봉 및 이에 일체형으로 설치된 걸림고리가 회전되어,
주행부의 체결봉에 체결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닦기부의 몸체부 일측에는 닦기
부 전원/신호케이블을 지지하는 지지브래킷이 설치되어 있으며, 닦기부 전원/신
호케이블은 닦기부 케이블 숫콘넥터와 이에 결합되는 닦기부의 몸체부에 일체형
으로 형성되는 닦기부 케이블 암콘넥터에 연결되어 닦기부의 구동 모터들과 연
결된다. 즉, 핫셀 내부에 설치되는 닦기부의 구동 모터들의 전원 및 신호는 닦기
부 전원/신호케이블에 의하여 핫셀 외부의 제어기와 서로 교통한다. 회전부는 구
동축의 일측단에 끝단이 연결되는 제 1 연결대와, 구동축의 또다른 일측단에 끝
단이 연결되는 제 2 연결대와,

제 1 연결대의 굴절된 중간 및 및 제 2 연결대의

끝단에 양단이 연결지지되는 제 2 보조로울러 봉과,

제 2 보조로울러 봉과 동축

으로 끝단이 연결되고 타측단이 지지부의 일측단에 연결되는 제 3 연결대와, 제
2 연결대의 끝단에 회전가능하도록 결합되는 제 4 연결대와, 상기 제 2 보조로울
러 봉과 평행하도록 설치되고 제 1 연결대의 끝단 및 제 4 연결대의 끝단에 연
결봉의 양끝단이 지지되는 밀착대와, 제 2 연결대에 고정되고 제 4 연결대의 위
치를 고정하는 고정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4는 회전부의 밀착대 구성을 보인 예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밀착
대는 걸레부재의 사용되지 않은 천을 바닥면에 접촉시키는 것으로, 일측단이 제
1 연결대의 끝단에 연결되고 타측단이 제 4 연결대의 체결홈내로 삽입결합되는
연결봉과, 상기 연결봉과 일체형으로 형성되는 밀착대하우징과, 밀착대하우징에
양끝단이 연결되고 다수개의 스프링 삽입홈을 구비하는 2개의 스프링 밀착대와,
스프링 밀착대의 스프링 삽입홈)에 설치되는 다수개의 스프링과, 스프링 밀착대
가 내부를 관통하도록 설치되는 다수개의 밀착로울러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밀착
대는 2개의 평행하는 스프링 밀착대 양끝단이 밀착대하우징에 연결 설치되고, 상
기 스프링밀착대에 다수개의 스프링 및 밀착로울러가 설치되어 있어, 설치된 각
각의 밀착로울러가 일측방향으로 유동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스프링 밀착
대에 설치되는 다수개의 스프링은 각각의 밀착로울러)가 오염된 바닥면에 접촉
될 시, 오염된 바닥면에 대하여 밀착로울러가 직각되는 방향에 이동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제 4 연결대는 닦기천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밀착대의 연결봉
일측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일측면이 개방되는 ‘ㄷ’자 형상의 단면을 구비하고,
일측단이 회전축에 의해 제 2 연결대에 회전가능하도록 연결되며, 또다른 끝단에
연결봉의 끝단이 삽입되는 체결홈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제 4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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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밀착대)와의 결합시, 개방된 일측면을 통해 제 2 연결대가 삽입되어 제 2
연결대와 제 4 연결대가 일체형으로 작동되게 된다. 즉, 제 4 연결대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되고, 또한, 회전축을 따라 전후 이동되도록 되어 있다. 고정대는
제 4 연결대를 고정하는 것으로, ‘ㄴ’ 자 형상의 가이드홈을 구비하는 고정대 하
우징이 제 2 연결대에 일체형으로 설치되고, 고정대 하우징내에 스프링이 설치되
며, 상기 스프링의 작동에 의해 가이드홈을 따라 걸림돌기가 이동되도록 되어 있
다. 즉, 걸림돌기는 스프링의 탄력에 의해 ‘ㄴ’자 형상의 가이드홈을 따라 이동하
여 그 끝단이 고정대 하우징 외부로 돌출되고, 제 4 연결대는 내부로 제 1 연결
대가 삽입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돌출되는 걸림돌기가 제 4 연결대(224)에 접촉
되어 제 4 연결대를 제 2 연결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제 4 연
결대내로 제 2 연결대가 삽입되어 제 2 연결대와 제 4 연결대가 일체형으로 작
동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 2 연결대와 제 4 연결대가 고정될 경우, 제 4
연결대의 체결홈내로 밀착대 연결봉의 끝단이 삽입되게 된다.
지지부는 닦기천이 삽입 설치되는 것으로, 일측단이 몸체부에 회전가능하도
록 결합되고, 타측단이 제 1 연결대에 연결되는 지지부 몸체와, 지지부 몸체에
일체형으로 설치되고 내부에 구동 모터가 설치되는 회전봉과, 지지부 몸체의 또
다른 일측에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설치봉과, 지지부 몸체 중간에 설치되는 결합
대로 구성되어 있다. 결합대는 설치봉과 회전봉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회전봉의
끝단에는 십자형상의 결합홈)이 형성되어 있다. 결합대는 닦기천의 이탈을 방지
하는 것으로, 그림 3.15에 보여진 바와 같이, 지지부 몸체에 일체형으로 설치되고
돌출봉을 구비하는 제 1 결합대와, 상기 돌출봉이 삽입되는 가이드홈을 구비하고
끝단에 걸림대가 형성된 제 2 결합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합대는 돌출봉이 형
성된 제 1 결합대의 끝단이 가이드홈을 구비하는 제 2 결합대내로 삽입된다. 상
기 결합대는 돌출봉과 가이드홈에 의해 제 1,2 결합대의 길이가 조절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지지부)는 회전부의 회전시 제 1 연결대)와의 연결에
의해 닦기부의 몸체부와 연결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때, 지지부
와 연결되는 부위의 일측에는 감지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 회전부)의 회전시, 지
지부와 감지스위치의 접촉에 의해 일측방향으로의 회전이 정지된다.
그림 3.16은 닦기천의 내부구성을 보인 예시도로서, 닦기천은 사용되지 않은
천이 감겨있는 감김봉과, 지지부의 회전봉에 결합되고 사용된 천의 흡착된 부분
이 안쪽으로 감기는 수납봉과, 감김봉을 지지하는 감김봉 하우징 및 수납봉을 지
지하는 수납봉 하우징이 설치되고 중간에 결합대가 삽입/관통되는 결합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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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봉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지부의 설치봉은 닦기천의 감김봉내로
삽입되고, 지지부의 회전봉은 닦기천의 수납봉내로 삽입되며, 수납봉내에는 회전
봉의 십자형 결합홈과 결합되는 십자형 돌출대가 형성되어 있다. 감김봉에 롤 타
입으로 구성된 사용전 걸레는 일례로 보푸라기가 일지 않는 면 종류의 시트로
축축하게 젖은 상태에서 보관한 후 사용시 닦기부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17은 닦기슬레이브의 작동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와 같이 구성
된 닦기천을 닦기부에 설치할 경우, 닦기천의 감김봉에서 수납봉으로 연결되는
사용되지 않은 천의 중간부가 회전부의 제 2 보조로울러 봉과 밀착대 사이를 통
과하도록 설치한다. 즉, 걸레부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먼저 회전부의 고정대를
작동하여 제 4 연결대의 고정을 해제하고, 상기 고정이 해제된 제 4 연결대를 제
2 연결대와 분리한 후,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제 2 보조로울러 봉과 밀착
대 사이의 공간을 개방하며, 지지부의 결합대를 결합홈과 평행하게 한 후, 개방
된 공간내로 사용전 걸레의 일측이 삽입되도록 걸레부재를 지지부에 결합시킨
다음, 제 4 연결대의 체결홈내에 밀착대의 연결봉 끝단을 삽입 연결하고 고정대
를 작동시켜 밀착대와 제 4 연결대 및 제 1 연결대를 폐로로 일체화 하고, 봉 지
지대의 결합홈을 관통한 결합대를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닦기부재의 지지
부로부터 걸레부재의 이탈을 방지한다. 닦기천이 지지부에 결합된 상태에서, 닦
기매스터를 통하여 닦기슬레이브를 작동시키면, 구동 모터에 의해 밀착로울러가
바닥면에 접촉되도록 회전부가 회전하게 되고, 회전부의 회전에 의해 지지부가
닦기부재 몸체부와의 연결부위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때, 회전부의 밀착
대는 걸레부재의 사용전 걸레를 바닥면에 접촉시키게 되고, 밀착대내에 설치된
스프링의 탄력에 의해 밀착로울러가 바닥면과 사용전 걸레를 밀착시키게 된다.
즉, 회전부의 회전력 및 스프링의 탄력에 의해 사용전 걸레를 바닥면에 밀착시키
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바닥면과 회전부의 접촉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조
작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전 걸레를 닦고자하는 바닥면에 접촉시키는 밀착력을
닦기매스터에 의해 조작할 수 있다. 즉, 바닥면을 닦는 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닦기천의 사용되지 않은 천과 바닥면이 밀착 접촉된 상태에서 주
행부 및 닦기부의 구동 모터를 작동시키면, 주행부의 구동 모터에 의해 닦기슬레
이브가 이동되고, 닦기부 구동 모터의 구동에 의해 닦기천의 천은 감김봉, 회전
부 밀착대의 밀착로울러 및 바닥면, 회전부의 제 2 보조로울러 봉, 닦기부의 몸
체부의 제 1 보조로울러 봉을 경유하여 닦기천의 수납봉에 감기게 된다. 즉,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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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로울러를 통과하여 바닥면의 미세분진을 흡착한 사용된 천은 닦기천 구동 모
터의 구동에 의해 수납봉에 감기게 된다. 이때 오염된 미세분진을 흡착한 사용된
천이 수납봉의 안쪽으로 감기게 되어 있어 흡착된 오염분진이 떨어지지 않으며,
또한, 항상 깨끗한 사용되지 않은 천이 오염된 바닥 표면을 닦게 된다.
그림 3.18은 개발된 닦기슬레이브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a)는 작업 전 기본
자세이고 (b)와 (c)는 닦기부의 회전부를 구동하여 스프링밀착대를 바닥을 향하
여 내리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d)는 닦기부의 스프링밀착대가 닦기천의 사용
되지 않은 천을 바닥에 접촉시키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d)와 같은 상황에서
닦기슬레이브가 이동하면서 사용된 천을 감아나가게 되면 닦기 작업이 수행된다.
그림에서 커넥터가 장착된 부분이 전진방향이 된다. 전진방향으로 주행함으로써
닦기슬레이브의 무한궤도에 의한 바닥면의 2차오염도 뒷부분의 천에 의하여 제
거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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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닦기슬레이브의 도면(닦기천 미포함).

그림 3.3. 닦기슬레이브 도면(닦기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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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개발된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닦기슬레이브(홈 위
치).

그림 3.5. 개발된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닦기슬레이브(닦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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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닦기슬레이브의 닦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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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닦기슬레이브의 구성 명칭.

(100)

: 주행부

(110)

: 주행부 몸체부

(111)

: 체결봉

(120)

: 주행부 전원/신호케이블

(130)

: 구동 모터

(140)

: 풀리부

(141)

: 장력조절풀리

(142)

: 유동풀리

(143)

: 장력조절대

(144)

: 이동레일

(145)

: 이동레일 홈

(146)

: 고정축

(150)

: 양면 이동트랙

(160)

: 헬리컬 기어

(161)

: 연결축

(200)

: 닦기부

(210)

: 닦기부재 몸체부

(211)

: 구동 모터

(212)

: 구동축

(213)

: 제 1 보조로울러 봉

(214)

: 걸림고리

(215)

: 지지봉

(216)

: 체결손잡이

(217)

: 케이블 지지브래킷

(218)

: 헬리컬기어

(218′) : 브래킷

(219)

: 감지스위치

(220)

: 회전부

(221)

: 제 1 연결대(링크)

(222)

: 제 2 연결대(링크)

(223)

: 제 3 연결대(링크)

(224)

: 제 4 연결대(링크)

(224a) : 회전축

(224b) :

체결홈

(225)

: 밀착대

(225a) : 밀착대하우징

(225b)

: 스프링밀착대

(225c) : 스프링 삽입홈

(225d) : 스프링

(225e) : 밀착로울러

(225f) :

(226)

: 고정대

연결봉

(227)

: 제 2 보조로울러 봉

(230)

: 지지부

(231)

: 회전봉

(232)

: 설치봉

(233)

: 결합대

(234)

: 구동 모터

(235)

: 결합홈

(236)

: 지지부 몸체

(240)

: 닦기부 전원/신호케이블

(241)

: 닦기부 케이블 암콘넥터

(242)

: 닦기부 케이블 숫콘넥터

(300)

: 닦기천

(310)

: 사용되지 않은 닦기천

(310′) : 사용된 닦기천

(311)

: 결합홈

(320)

: 감김봉

(321)

: 감김봉 하우징

(330)

: 수납봉

(331)

: 수납봉 하우징

(332)

: 돌출대

(340)

: 봉 지지대

(400)

: 닦기슬레이브

(500)

: 오염된 바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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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닦기슬레이브의 전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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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닦기슬레이브의 일측면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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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닦기슬레이브의 주행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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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닦기슬레이브의 닦기부 구성(닦기천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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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닦기천이 설치된 닦기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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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닦기부의 평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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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닦기부의 저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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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스프링밀착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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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닦기천의 지지부 결합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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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닦기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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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닦기슬레이브의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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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 자세

(b) 구동 초기

(c) 구동 중기

(d) 스프링밀착대가 바닥면과 접촉한 상태
그림 3.18. 닦기슬레이브의 닦기부 작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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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유지보수
개발된 닦기슬레이브는 사용후핵연료 등과 같은 고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지
역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오염된다. 또한, 고장시 손상
된 모터, 부품 등의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닦기슬레이브에 대한 유
지보수작업들은 핫셀에 기 설치된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원격 취급장치
및 공구 등을 사용하여 핫셀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된다.
개발된 닦기슬레이브는 원격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식으로 설계․제작
되어 있어 핫셀 내에서 고장 또는 손상된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 등 원격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 특히, 사용된 닦기천은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빈번한 교체가
요구된다. 그림 3.19는 DUPIDC 모의시험시설에서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
터를 이용하여 닦기천을 닦기부에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닦기천을 닦기슬레
이브의 닦기부에 장착하기 위해서 일단 기계식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닦기천을 잡고(ⓐ), 닦기슬레이브의 닦기부로 이동시켜(ⓑ), 닦기천의
감감봉과 회전봉을 각각 닦기부의 설치봉과 회전봉에 평행하게 정렬하여 삽입한
후(ⓒ), 닦기천을 닦기부의 지지부에 고정하기 위하여 결합대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 닦기부의 각 연결대들을 폐로로 연결시키고(ⓕ, ⓖ), 연결대
를 고정 장치를 잠금으로써(ⓗ, ⓘ) 닦기천을 닦기부에 장착한다. 사용된 닦기천
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닦기천을 닦기부로 부터 탈착하는 과정은 그림
3.19에서 기술된 과정을 역순으로 수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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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그림 3.19. 모의핫셀 내부에서 매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닦기천
을 닦기부에 장착하는 과정 (ⓐ→ⓑ→ⓒ(닦기천을 삽입), ⓓ→ⓔ(닦기천을 고정),
ⓕ→ⓖ(닦기부의 연결대들의 폐로 형성), ⓗ→ⓘ(연결대 고정), ⓙ(닦기천의 장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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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닦기매스터
닦기매스터는 조작자와 닦기슬레이브 간에 실시간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인터페이스 장치, 즉 입력장치이다. 닦기매스터는 핫셀 내측에서 바닥 닦기 작업
을 수행하는 닦기슬레이브를 조종하는 장치로서 닦기매스터에서 생성된 지령명
령은 닦기슬레이브에 전달되며, 또한 지령명령에 반응한 닦기슬레이브의 모션은
피드백 되어 닦기매스터의 핸드그립을 쥐고 있는 조작자에게 전달된다.
닦기매스터는 조작자와 닦기슬레이브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힘 정보의 전달
이 가능하도록 역구동성을 갖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되었으며, 3자유도를 갖는다.
닦기매스터는 선형운동(닦기슬레이브의 전/후 주행 모션에 대응)과 회전운동(닦
기슬레이브의 조향 모션에 대응) 그리고 닦기운동(닦기슬레이브의 닦기부 모션에
대응) 등의 지령명령을 생성하기 위한 3자유도의 구조를 갖는다. 닦기운동 축은
선형/회전운동 축과 서로 디커플(decoupling)되어 있다. 닦기매스터 조작부의 경
량화를 실현하기 위해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구동 모터를 제외하고 엑츄에이
터 자중이 구동부에 실리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였으며, 닦기매스터의 선형/회전
운동 축 구동 모터와 강선으로 연결된 선형이송장치의 이동부 위에 닦기운동축
과 연결된 링크가 포함된 닦기매스터 구동부가 얹혀진 구조를 하고 있다. 닦기매
스터의 선형/회전운동축 구동 모터의 회전각을 참고하여 닦기슬레이브의 주행
관련 모터들을 제어하고,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구동 모터의 회전각을 참고하
여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 모션을 제어한다. 그림 3.20은 개발된 닦기매
스터의 설계 도면을 보여준다.
그림 3.21은 닦기매스터의 상층 덮개를 제거하여 닦기매스터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다. 그림에서 ①은 닦기슬레이브 주행부의 우측궤도 모션과
대응하는 닦기매스터 1번 모터이고, ②는 닦기슬레이브 주행부의 좌측궤도 모션
과 대응하는 닦기매스터 2번 모터, ③은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 모션과
대응하는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구동 모터이다. 닦기매스터에 사용된 3개의
DC 서보모터 회전축에는 회전각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증분형 로터리엔코더를
장착하였다. 닦기매스터에서 동력전달은 기본적으로 강선(rigid wire)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④, ⑤, ⑥은 각각 닦기매스터 1번, 2번 모터와 닦기운동축 구동 모
터의 동력 전달에 이용되는 강선이다. 250Watt 용량의 DC 서보모터를 채용한
닦기매스터 1번, 2번 모터와는 달리 조작부에 하중이 직접 실리는 닦기매스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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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기운동축 구동 모터의 경우에는 경량화를 위하여 1번, 2번 모터보다는 소형인
150Watt 용량의 모터와 5:1의 감속비를 갖는 풀리 구조를 채용하였다. ⑦은 닦기
매스터의 닦기운동축 조인트의 회전속도 감속 및 동력전달을 위한 풀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⑧은 닦기매스터 핸드그립, ⑨는 닦기매스터 2번 조인트 동력 전달을
위한 선형이송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대편에 닦기매스터 1번 조인트 동력 전달
을 위한 동일한 선형이송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조작자는 사진의 우측 부분에 위
치하여 닦기매스터를 조작하게 된다.

그림 3.20. 닦기매스터의 전체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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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닦기매스터 1번 모터(닦기슬레이브 주행부의 우측궤도 모션과 대응)
② 닦기매스터 2번 모터(닦기슬레이브 주행부의 좌측궤도 모션과 대응)
③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구동 모터(닦기부의 회전부 모션과 대응)
④ 닦기매스터 1번 조인트 동력 전달용 강선
⑤ 닦기매스터 2번 조인트 동력 전달용 강선
⑥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조인트의 동력 전달용 강선
⑦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조인트의 회전속도 감속 및
동력전달을 위한 풀리
⑧ 닦기매스터 핸드그립
⑨ 닦기매스터 2번 조인트 동력 전달을 위한 선형이송장치,
반대편에 닦기매스터 1번 조인트 동력 전달을 위한 동일한
선형이송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그림 3.21. 닦기매스터의 기구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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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는 상층 덮개를 씌운 상태의 닦기매스터의 구동부 모습을 보여주
는 사진이다. 그림 3.22(a)는 닦기매스터의 구동부의 덮개를 벗긴 모습이고, 그림
3.22(b)는 닦기매스터의 구동부의 덮개를 씌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22(a)에서
닦기매스터의 구동부에 닦기운동축 구동 모터, 5:1의 감속비를 갖는 풀리와 강선,
닦기매스터의 핸드그립 등이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작자는 닦기매
스터의 핸드그립을 쥐고 위․아래로 회전시키면서, 구동부 전체를 앞․뒤로 움직
여 닦기매스터를 구동하게 된다. 3 자유도를 갖는 닦기매스터는 모든 자유도에
대하여 역구동성을 가지므로 조작자에게 반발력을 제공할 수 있다.

(b) 구동부 덮개를 씌운 모습

(a) 구동부 덮개를 벗긴 모습

그림 3.22. 닦기매스터의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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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시간 제어시스템
개발한 닦기매스터 및 닦기슬레이브의 제어를 위해서 산업용 PC 및 데이터
입․출력보드, 그리고 실시간 제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실시간 제어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실시간 제어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MathWorks”사의 MATLAB(Ver. 6.5.1) / Simulink(Ver. 5.1) 기반의 xPC
Target(Ver. 2.0.1) / Embedded Option(Ver. 2.0.1) 개발환경을 이용하였다. xPC
Target은 MATLAB / Simulink 환경과 MATLAB의 여러 가지 제어 툴박스
(Toolbox)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및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3.23은 xPC Target / Embedded Option 개발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래
밍 환경 및 전체 하드웨어의 상관관계, 정보의 흐름 등을 간략히 설명하는 그림
이다. Host PC에서는 MATLAB / Simulink와 xPC Target / Embedded Option
Toolbox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한 Simulink 파일을 개발하며, 이 파일을 MATLAB /
Real-Time Workshop을 이용하여 C-Code 기반의 실행파일로 변환한다. 그 실행
파일과 Target PC의 실시간 제어환경 구축을 위한 Real-Time Kernel 등을
DOS 운영체제하의 Target PC에 복사한다. 일단 Target PC 상에 Real-Time
Kernel과 실행파일 등을 복사하게 되면 Host PC의 역할은 모두 끝나게 되고, 이
후부터는 Target PC가 독자적(StandAlone Mode)으로 동작하게 된다. Target
PC는 부팅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Real-Time Kernel을 구동시키고, 실행파일
도 구동하여 전체 원격 클린업시스템을 제어하는 실시간 제어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Target PC의 성능은 제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성
능의 IBM 호환 PC(486 또는 초기의 Pentium급)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
드웨어 시스템이 크고 복잡해서 입․출력 데이터가 많아지고 제어기의 계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Target PC의 성능이 우수해야만 더 좋은 성
능의 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수의 인터페이스 카드 장착의 필요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Target PC는 인텔 펜티엄4
1.7GHz CPU, 256M DRAM을 사용하는 “ADVENTECH”사의 산업용 PC를 이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Target PC에는 하드웨어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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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easurement

Computing”사(구

“ComputerBoard”사)의

PCI-DDA08/16

(D/A board), CIO-QUAD04 및 PCI-QUAD04 (Encoder counter board) 등이 장
착되었다. PCI-DDA08/16 보드는 8개의 16bit D/A 채널과 48개의 디지털 I/O 라
인을 갖는데, 본 연구에서는 닦기매스터에 장착된 3개의 DC 서보모터와 닦기슬
레이브에 장착된 4개의 브러쉬리스 모터의 제어를 위해 7개의 D/A 채널을 이용
한다. 또한 닦기슬레이브 주행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외부스위치와 연결된 1개의
DI 라인, 서보엠프의 Enable 단자 신호로 사용하기 위한 7개의 DO 라인을 이용
한다. CIO-QUAD04 및 PCI-QUAD04는 엔코더 카운터 보드로 각각 4채널의
24bit 증분형엔코더 시그널 카운팅 채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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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PC
Matlab / Simulink
xPC Target / Embedded Option

Copy
Executable File,
Real-Time Kernel

Target PC (Real Time Kernel)
Real Time Controller
D/A

DI

DO

Encoder

(7ch.)

(1ch.)

(7ch.)

(7ch.)

Position

Control Input
Position

Control Input

Mopping Master

Mopping Slave

그림 3.23. Host PC 및 Target PC, 조작기들 사이의 인터페이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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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이스틱부
정상적인 작업 이외에도, 실시간 제어시스템이나 닦기매스터의 고장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업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 작업수단으로써
조이스틱을 편 방향(unilateral direction) 조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성하였다. 조이스틱은 단순히 편방향 제어만이 가능한 구조이기는 하지만, 조이
스틱의 단순한 구조는 시스템을 단순화시켜 그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조이스틱을 이용한 원격 클린업시스템 제어회로는 힘반
향 닦기매스터를 이용한 제어회로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
에 닦기매스터와 실시간 제어시스템과는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
다. 단지 닦기슬레이브와 닦기슬레이브 엑츄에이터 구동용 서보엠프만을 공동으
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한쪽 회로의 정상작동이 어려운 경우라도 나머지
회로는 독립적으로 정상작동이 가능하다.
조이스틱은 총 8개의 On/Off 접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이스틱을 조종함에
따라 그것의 기울어짐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조이스틱 하단부의 4개의 On/Off 접
점과 조이스틱 상단부에 장착된 4개의 스위치로 구성된다. 조이스틱 하단부에 장
착된 4개의 기울어짐 감지 접점의 상태에 따라 닦기슬레이브의 주행을 제어하게
되며, 조이스틱 상단부에 장착된 4개의 스위치 중 2개의 스위치를 On/Off 함으
로써 조작자는 닦기슬레이브의 3번 링크(닦기부의 회전부)와 닦기부의 회전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계접촉식의 On/Off 접점을 전자회로와 인터페이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접촉초기 과전류의 흐름이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부터 전자회로를 보호하
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토커플러(Photo

Coupler)를 이용하여 기계접촉식 On/Off 접점과 전자회로 사이의 전기적인 절연
을 실시하고 단지 신호만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조작자가 조이스틱을 조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와 같은 On/Off 신호들을 이용하여 닦기슬레이브의 엑츄에이터
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일종의 CPU 역할을 하는
AT89C4051 프로세서를 이용하였다. AT89C4051는 소형 원칩 마이크로컴퓨터로
서 메모리나 입출력 회로가 모두 1개의 IC에 들어가 있어 그 사용이 편리하다.
실제 사용에 있어 전원 및 발진회로만을 연결해주면 바로 동작한다.
조작자가 조이스틱을 조정하게 되면 조이스틱의 On/Off 접점의 상태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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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이 신호는 포토커플러를 통하여 AT89C4051로 입력된다. AT89C4051는
그 상태값들을 해석하여 조작자의 의지대로 닦기슬레이브가 동작하도록 자신의
출력을 제어한다. 이와 같은 AT89C4051의 On/Off 출력은 닦기슬레이브 액츄에
이터의 서보엠프로 연결되며 이에 따라 각 액츄에이터들은 On/Off 제어된다. 그
림 3.24는 조이스틱부(Joystick Control Unit)의 신호 흐름과 힘반향 제어방식(FR
mode)과 조이스틱 제어방식(JY mode) 사이의 절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도이
다.

Joystick

FR/JY
Selection

Photo Coupler

AT89C4051

Potentiometer
(JY mode)

Relay
Photo Coupler
Servo
Amp.

D/A
(FR mode)

그림 3.24. 조이스틱부(Joystick Control Unit)의 신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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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는 조이스틱을 이용한 제어를 위해 개발된 회로를 보여주는 사진
이다. 좌측 상단의 터미널로 입력되는 조이스틱의 신호는 터미널 바로 아래의 포
토커플러를 통하여 보드의 좌측 가운데에 위치한 AT89C4051 프로세서로 입력된
다. AT89C4051의 출력은 다른 포토커플러를 거쳐 보드의 우측 하단에 장착된
릴레이를 구동하는데 이용된다. 보드 좌측 하단에 위치한 가변저항의 저항값에
따라 결정되는 입력전압은 릴레이를 거쳐 서보엠프에 입력된다.

그림 3.25. 조이스틱 제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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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제어반
개발된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작업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Control
Panel)이 조이스틱 하단부에 부착되어 있다. 이 제어반에는 원격 클린업시스템
구동을 위한 주전원 공급 스위치, 제어기(산업용PC) 전원 스위치, 힘반향 제어방
식(FR mode)과 조이스틱 제어방식(JY mode) 사이의 절환을 위한 스위치, 엑츄
에이터 동력 공급 스위치, 닦기슬레이브 주행방식 선택을 위한 Mopping 모드와
Driving 모드 절환 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 등이 장착되어 있다. 그림 3.26은 제
어반(Control Panel)의 스위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6. 제어반(Control Panel)의 스위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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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치 설명
가. “MAIN”
(1) 주전원(AC 220V) ON/OFF 스위치
(2) 전체 원격 클린업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 관리
(3) 시스템 구동용 마스터 키(Key)를 꽂아야 작동됨

나. “CNTR”
(1) PC(Controller) 전원 ON/OFF 스위치 (토글식)
(2) PC 전원은 오로지 “CNTR” 스위치로만 제어됨

다. “FR / O / JY”
(1)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작동모드 선택 스위치
(가) FR : 힘반향(Force Reflection) 모드
(나) O : 중립 모드
(다) JY : 조이스틱(Joystick) 모드
(2) “FR” 모드로 스위치를 전환하면
(가) 닦기슬레이브 1, 2번 Servo Amp. 입력단자 변환
① Iset+, Iset- 단자는 ON
② nset+, nset- 단자는 OFF
③ 0 Ohm 저항은 OFF
(나) 1～2초 후에 시간지연릴레이(Time Delayed Relay) 작동
① Servo Amp. 파워 ON “Ready”
② 아직 Servo Amp.는 작동 상태가 아님, “MOTOR P/W” 스위
치가 ON되어야 비로서 Servo Amp. 작동
(3) “O” 모드로 스위치를 전환하면
(가) PC의 작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엑츄에이터 관련 회로(서보
엠프, 각종 센서)의 전원은 OFF 됨
(4) “JY” 모드로 스위치를 전환하면
(가) 닦기슬레이브 1, 2번 Servo Amp. 입력단자 변환
① Iset+, Iset- 단자는 OFF
② nset+, nset- 단자는 ON
③ 0 Ohm 저항은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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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2초 후에 시간지연릴레이(Time Delayed Relay) 작동
① Servo Amp. 파워 ON “Ready”
② 아직 Servo Amp.는 작동 상태가 아님, “MOTOR P/W” 스위
치가 ON되어야 비로서 Servo Amp. 작동
(5) “FR” 모드 이외의 위치로 세팅되더라도 PC의 전원이 OFF 되지는
않음. PC 전원은 오로지 “CNTR” 스위치와 관련 있음.

라. “MOTOR P/W”
(1) 모터 파워 ON/OFF 스위치 (토글식)
(2) “FR / O / JY” 스위치를 이용하여 작동모드 선택 후, “MOTOR P/W”
스위치를 ON해야 비로서 Servo Amp.에 파워가 공급됨

마. “MOP & DRV”
(1) MOP(Mopping) 모드, DRV(Driving) 모드 선택 스위치
(2) “FR / O / JY” 선택 스위치에서 “FR”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이
스위치를 이용하여 닦기슬레이브를 Mopping 모드로 주행시킬 것인
지 Driving 모도로 주행시킬 것인지 설정할 수 있다.

바.

L

(1) MAIN 램프
(가) MAIN 램프 ON : 주전원 ON
(나) MAIN 램프 OFF : 주전원 OFF

사. “EM-STOP”
(1) 비상 정지(Emergency Stop) 스위치
(2) 서보앰프 및 모터 전원을 OFF 시키는 역할
(가) “EM-STOP” 이 눌려지더라도 “CNTR” (PC)는 켜져 있음.
(3) “EM-STOP”을 눌렀다면 반드시 다음 과정을 따를 것(시스템초기화)
(가) “MOTOR P/W” → OFF

(생략 가능, 가능하면 따를 것)

(나) “FR / O / JY” → O 모드

(생략 가능, 가능하면 따를 것)

(다) “CNTR” → OFF

(필수 과정)

(라) “EM-STOP” 스위치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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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반 배선
그림 3.27은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작동 상황을 조정하는 제어반(control
panel)의 회로도를 보여 주며, 회로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가. MAIN 스위치 ON : AC220V 공급 시작

나. CNTR 스위치 ON : PC 작동(PC 자체의 스위치가 이미 ON 상태인 경
우)

다. 운전 모드 선택
(1) O 모드
(가) 중립 모드로서 PC만 작동
(2) FR 모드
(가) Sel_FR 접점이 닫히면(=FR 모드 선택)
(나) FR_Main 릴레이에 전원 공급
(다) FR_Main_a1 접점 닫힘
(라) FR_Dy(=Delayed Relay)와 FR_Slave 릴레이에 전원 공급
(마) FR_Slave_a1 ～ a4 접점이 바로 닫힘
(바) 약 2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FR_Dy_a1 접점이 닫힘
(3) JY 모드
(가) Sel_JY 접점이 닫히면(=JY 모드 선택)
(나) JY_Main 릴레이에 전원 공급
(다) JY_Main_a1 접점 닫힘
(라) JY_Main_a2 ～ a4 접점 닫힘
(마) JY_Dy(=Delayed Relay)와 JY_Slave 릴레이에 전원 공급
(바) JY_Slave_a1 ～ a4 접점이 바로 닫힘
(사) 약 2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JY_Dy_a1 접점이 닫힘

라. 조작자가 Motor P/W 스위치를 누르면 서보엠프에 전원이 공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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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_Main

FR_Dy_a1

AC220V

FR_Dy

FR_Slave

Motor P/W

JY_Dy_a1
FR_Main_a1

Sel_FR

Slave M/G

JY_Main

JY_Dy

JY_Slave

PC

AC220V
CNTR

Sel_JY

JY_Main_a1

FR_Slave_a1~a4

1 i Set +
Ch1
1 i Set -

JY_Main_a3

JY_Main_a2

2 i Set +
Ch2
2 i Set -

0Ω R

Ch1

JY_Slave_a1~a4

1 n Set +

JY_Main_a4

Ch1
1 n Set Joystick Power

2 n Set +
Ch2
2 n Set -

그림 3.27. 제어반(Control Panel)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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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Ω R

Ch2

그림 3.28에서 그림 3.35는 닦기매스터․닦기슬레이브의 엑츄에이터 관련부
와 Target PC의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사이의 결선으로서, 원격 클린업시스템을
힘반향 모드(FR 모드)로 운영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림 3.28에서 그림 3.31은
닦기슬레이브에 장착된 4개의 DC 서보모터(MaxonMotor, EC22, brushless,
50Watt) 및 서보엠프(4-Q-EC Servoamp. 70VDC), 전원공급장치 사이의 결선도
를 보여주고 있다. 원격 클린업시스템이 힘반향 모드(FR 모드)로 운영되는 경우,
닦기슬레이브 1번, 2번 모터(주행부 좌/우 모터) 및 3번 모터(닦기부의 회전부 구
동 모터)는 토크모드로 제어되고 4번 모터(닦기부의 회전봉 구동 모터)는 속도모
드로 제어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닦기슬레이브 1, 2, 3번 모터 결선의 경우,
Target PC의 D/A 보드로부터의 제어입력은 서보엠프의 토크모드 입력단자인 I
set+, I set- 단자로 입력된다. 닦기슬레이브 4번 모터 결선의 경우, Target PC의
D/A 보드로부터의 제어 입력은 서보엠프의 속도모드 입력단자인 n set+, n set단자로 입력된다. 모터의 회전각 검출센서인 리졸버의 정현파 형상의 출력은 서
보엠프에 장착된 RDC(Resolver-to-Digital Converter) 회로에 의하여 엔코더 신
호 형태로 변환된다. 이렇게 변환된 신호는 Target PC 내에 장착된 카운터보드
의 해당 채널로 입력된다.
그림 3.32에서 그림 3.34는 닦기매스터에 장착된 3개의 DC 서보모터
(MaxonMotor, RE75 Graphite Brushes 250Watt 2개, RE40 Graphite Brushes
150Watt 1개) 및 서보엠프(4-Q-DC Servoamp. ADS50/10), 전원공급장치(48V,
4.5A) 사이의 결선도를 보여주고 있다. 원격 클린업시스템이 힘반향 모드(FR 모
드)로 운영되는 경우, 닦기매스터 1번, 2번 모터(선형/회전운동축 구동 모터) 및
3번 모터(닦기운동축 구동 모터)는 토크모드로 제어되도록 설계하였다. 토크모드
및 속도모드 입력단자가 따로 구비되어 있는 닦기슬레이브용 서보엠프와는 달리
닦기매스터용 서보엠프는 딥스위치를 결선도와 같이 조정함으로써 토크모드 설
정을 수행할 수 있다. Target PC의 D/A 보드로부터의 제어입력은 서보엠프의
입력단자인 +Set value, -Set value 단자로 입력된다. 모터의 회전각 검출센서인
엔코더의 출력은 Target PC 내에 장착된 카운터보드의 해당 채널로 입력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사용
된 모든 서보엠프의 Enable 단자에 SSR(Solid State Relay)를 연결하여 Target
PC의 D/O 단자의 출력값에 의하여 해당 서보엠프의 Enable/Disable 기능을 수
행하도록 하였다. Target PC 상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D/O 단자에
“High” 신호를 출력하는 경우에만 SSR(Solid State Relay)가 작동하여 해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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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엠프에 Enable 신호를 전달하게 되어 모터에 토크가 인가된다. 만약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프로그램이 정지하거나 또는 Target PC가 꺼져 있는 경
우에는 D/O 단자는 “Low” 신호를 출력하게 되고 SSR은 동작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모터는 정지하게 되어 시스템의 오동작을 방지하게 된다. 그림 3.35는 닦
기매스터 모터 제어입력단, 닦기슬레이브의 모터 제어입력단, 센서출력단, DIO
단자 등과 Target PC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사이의 결선을 설명하는 결선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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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닦기슬레이브 1번 모터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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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닦기슬레이브 2번 모터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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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닦기슬레이브 3번 모터(닦기부의 회전부 구동 모터)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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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닦기슬레이브 4번 모터(닦기부의 회전봉 구동 모터)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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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닦기매스터 1번 모터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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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닦기매스터 2번 모터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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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닦기매스터 3번 모터(닦기운동축 구동 모터)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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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D/A Board, Counter Board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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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기타 결선
1. 모터 결선 및 기본동작
표 3.2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신호의 부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서, 원격 클린
업시스템에 있는 각 엑츄에이터들에 기본적인 제어입력(+V)을 가하였을 때 그
엑츄에이터의 움직임 방향과 그 때의 센서들의 출력값 부호 등을 나타낸다. 이
표는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결선 초기의 세팅값들로 이후 개발되는 모든 소프트
웨어에서는 표 3.2의 상태값들을 참고로 하여 필요에 따라서 DAC 출력신호의
부호를 반전시킨다든지 센서 출력값의 부호를 반대로 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한
다. 그림 3.36은 표 3.2에 언급된 원격 클린업시스템 움직임의 방향성을 보여준
다.

표 3.2. DAC 출력단에 부호변화가 없고, 엔코더블록이 기본설정(Index Input
Disabled,

Clockwise,

Quadruple)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력에 따른 엑츄에이

터의 기본동작 및 센서기본출력 정의.
결과
엔코더

블록

담당

DAC 출력단자

출력

동작

Master 1

닦기매스터 우측 모터

DAC 1

+V

전진

+

Master 2

닦기매스터 좌측 모터

DAC 2

+V

전진

-

Master 3

닦기매스터 핸드그립

DAC 3

+V

내리는 방향

+

Slave 1

주행부 우측 궤도

DAC 4

+V

후진

-

Slave 2

주행부 좌측 궤도

DAC 5

+V

후진

-

Slave 3

닦기부의 회전부

DAC 6

+V

드는 방향

-

Slave 4

닦기부의 회전봉(수납)

DAC 7

+V

감는 방향

-

출력

실제 사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호변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실시하였다.

- 엔코더블록 부호반전(CW → CCW) : Master 2 , Slave 4
- DAC블록 부호반전 : Master 3 , Slave 1 , Slave 2 , Slav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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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e 4
감는 방향

Slave 3
내리는 방향

Slave 2, 좌측궤도

Slave
전진방향

Slave 1, 우측궤도

Master

Master 3

전진 방향

내리는 방향

Master 1 : 우측모터
Master 2 : 좌측모터

그림 3.36. 원격 클린업시스템 구동부 움직임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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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쵸크코일 연결
DC 서보모터의 PWM(Pulse Width Modulation) 제어시 서보모터 자체의
낮은 인덕턴스(Inductance)는 과도한 모터 발열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과도한 모터 발열은 모터의 동특성 변화 및 시스템 피로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
문에 모터의 발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구동 모
터 자체의 낮은 인덕턴스(Inductance)에 기인한 과도한 모터 발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구동 모터와 담당 서보엠프
출력단 사이에 맥슨모터(MaxonMotor)사의 쵸크코일(motor choke 107892) 2개를
설치하였다. 그림 3.37과 3.38은 사용된 쵸크코일에 대한 설명과 쵸크코일 2개와
모터 사이의 결선도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 3.37. 쵸크코일(motor choke 107892).

Motor +

Amp. +
4

1
9

4

1

8

9

Amp. -

8

Motor -

그림 3.38.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구동 모터 발열방지를 위한
쵸크코일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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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닦기매스터의 엔코더 커넥터 결선
닦기매스터의 모터에 부착된 위치센서인 증분형 엔코더의 커넥터와 엔코더
카운터보드(PCI-QUAD04)의 커넥터는 핀배치가 상이하여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3.39와 같은 중간커넥터를 필요로 한다.
표 3.3은 닦기매스터의 1, 2번 모터(선형/회전운동 축 구동 모터)의 엔코더
와 엔코더 카운터보드(PCI-QUAD04) 1, 2번 채널을 연결하는 중간 커넥터의 핀
결선을 설명하고 있다. 표 3.4는 닦기매스터 3번 모터(닦기운동축 구동 모터)의
엔코더와 엔코더 카운터보드(PCI-QUAD04) 3번 채널을 연결하는 중간 커넥터의
핀 결선을 설명한다.

그림 3.39. 닦기매스터의 증분형 엔코더와 카운터보드를
연결하는 중간 커넥터(좌측으로부터 닦기매스터 1번, 2번,
3번 엔코더 중간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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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닦기매스터 1, 2번 엔코더와 카운터보드를
연결하는 중간 커넥터의 핀 결선도.
ENC

DSUB 9 PIN

1 (2번과 Short)

×

2

Vcc

2

3

GND

8

4 (3번과 Short)

×

5

I

9

6

I\

5

7

B

7

8

B\

3

9

A

6

10

A\

1

표 3.4. 닦기매스터 3번 엔코더와 카운터보드를 연
결하는 중간 커넥터의 핀 결선도.
ENC

DSUB 9 PIN

1

NC

×

2

Vcc

2

3

GND

8

4

NC

×

5

A\

1

6

A

6

7

B\

3

8

B

7

9

I\

5

10 I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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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통합제어부 구조
그림 3.40과 그림 3.41은 원격 클린업시스템 통합제어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40은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실시간

제어시스템으로

사용된

산업용

PC(Target PC)와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각종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들의 배치
및 각부 명칭을 설명하는 사진이다. 산업용 PC(Target PC)에는 제어기 출력에
사용할 DAC (Digtal to Analog Converter)로 ②번 위치에 “Measurement
Computing”사의 PCI-DDA08/16 보드를 장착하였고, 닦기매스터 및 닦기슬레이
브의

위치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입력받기

위한 엔코더

카운터

보드를

③

(PCI-QUAD04)과 ⑤(CIO-QUAD04)의 위치에 각각 장착하였다. ⑥은 그림 3.27
의 제어반(Control Panel) 회로도에서 설명한 각종 릴레이들의 배치를 보여준다.
⑦은 그림 3.28에서 그림 3.34의 모터 결선도들에서 언급한 SSR(Solid State
Relay)들의 배치를 보여준다. 시스템에 사용된 모든 서보엠프의 Enable 단자에
SSR(Solid State Relay)를 연결하여 Target PC의 D/O 단자의 출력값에 의하여
해당 서보엠프의 Enable/Disable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⑧은 ②번 위치의
PCI-DDA08/16 보드의 터미널 보드이다. 제어기의 D/A 출력이나 DIO 신호들의
입출력은 이 터미널 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⑨는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구동 모터의 과도한 발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초크코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41은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엑츄에이터 구동과 관련된 서보엠프 및

전원공급장치들의 배치를 보여준다. ⑩은 닦기슬레이브의 엑츄에이터로 사용된
브러쉬리스

DC

서보모터

제어를

위한

서보엠프(MaxonMotor사,

4-Q-EC

70VDC)이다. 네 개의 서보엠프 중 닦기슬레이브 4번 서보엠프는 Y-결선 타입의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서보엠프이고 나머지 세 개는 Δ-결선 타입의 모터를 구동
하기

위한

서보엠프이다.

⑪은

닦기매스터

엑츄에이터

제어용

서보엠프

(MaxonMotor사, ADS 50/10)이다. ⑫는 닦기매스터 엑츄에이터 구동에 필요한
DC 전원공급장치(화인선트로닉스사, VSF 220-48)이고, ⑬은 닦기슬레이브 엑츄
에이터

구동을

위한

DC

전원공급장치(MaxonMotor사,

MMC-PS230070-04BG00B)이다. 또한 ⑭는 통합제어부와 닦기슬레이브를 연결하
여 엑츄에이터 구동전원과 센서 신호 등을 전달하기 위한 연결 케이블용 커넥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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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닦기매스터 2번 모터
② DAC & DIO 출력 커넥터 (PCI-DDA08/16 보드 출력단)
③ 엔코더 카운터보드 입력 커넥터 (PCI-QUAD04)
④ 모니터 커넥터
⑤ 엔코더 카운터보드 입력 커넥터 (CIO-QUAD04)
⑥ 릴레이
⑦ SSR (Solid State Relay)
⑧ DAC & DIO 터미널 (PCI-DDA08/16 보드 터미널)
⑨ 닦기매스터의 닦기운동축 구동 모터용 초크 코일

그림 3-40. 원격 클린업시스템 통합제어부 구조 1.

- 62 -

⑩ 닦기슬레이브 엑츄에이터 제어용 서보엠프 4개
⑪ 닦기매스터 엑츄에이터 제어용 서보엠프 3개
⑫ 닦기매스터 엑츄에이터 전원공급장치 3개
⑬ 닦기슬레이브 엑츄에이터 전원공급장치 4개
⑭ 닦기슬레이브 연결 커넥터

그림 3-41. 원격 클린업시스템 통합제어부 구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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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는 닦기매스터, 조이스틱 제어부, 산업용 PC를 이용한 실시간 제어
시스템, 엑츄에이터 구동을 위한 서보 엠프 등이 장착된 통합제어부의 도면을 보
여준다. 일반 성인 조작자가 서서 닦기매스터 및 조이스틱을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크기를 결정하였다.

그림 3.42. 통합제어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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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는 본 연구에서 닦기매스터․닦기슬레이브에 사용된 각종 엑츄에이터
및 엑츄에이터 구동을 위한 서보엠프, 전원공급장치 등에 대한 사양을 정리한 것
이다.

표 3.5. 원격 클린업시스템에 사용된 엑츄에이터(DC 서보모터, 위치센서, 기어
헤드 포함), 서보엠프, 전원공급장치의 사양.
닦기매스터

닦기슬레이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Model

118825

118825

148877

201049

201049

201049

201048

Power(W)

250

250

150

50

50

50

50

Nonimal
Volt. (V)
Torque
모 Constant
터 (mNm/A)
Rotor
Inertia
(gcm2)

48

48

48

32

32

32

32

233

233

60.3

7.9

7.9

7.9

13.6

1420

1420

134

6

6

6

6

Type

Bursh

Brush

Brush

Brush
-less

Brush
-less

Brush
-less

Brush
-less

Circuit

․

․

․

Δ

Δ

Δ

Y

Model
Counts
/Turn
Model
Counts
/Turn
Model

137398

137398

110514

․

․

․

․

500

500

500

․

․

․

․

․

․

․

205515

엔
코
더
리
졸
버

전
원
공
급
장
치

205515

205515

205515

1024

․

․

․

143991

143991

143980

143991

․

․

․

231:1

231:1

53:1

231:1

Model

201583

201583

201583 M011210A M011210A M011210A M011211A

Type

ADS
50/10

ADS
50/10

ADS
50/10

*

정형파

1024

*

․

용량

1024

*

․

Model

1024

*

․

기
어 Reduction
서
보
엠
프

*

4-Q-EC 4-Q-EC 4-Q-EC 4-Q-EC
70VDC 70VDC 70VDC 70VDC
MMC-PS MMC-PS MMC-PS MMC-PS
VSF220 VSF220 VSF220
230070-04 230070-04 230070-04 230070-04
**
**
**
-48
-48
-48
BG00B
BG00B
BG00B
BG00B
DC
DC
DC
DC
DC
DC
DC
48V, 4.5A 48V, 4.5A 48V, 4.5A 70V, 3.5A 70V, 3.5A 70V, 3.5A 70V, 3.5A
형상의

리졸버

출력이

서보엠프에

장착된

RDC(Resolver-to-Digital

Converter) 회로에 의하여 엔코더 신호 형태로 변환된 결과
**

VSF220-48(“화인선트로닉스” 사)을 제외한 표의 모든 부품은 "Maxon Motor"사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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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운용 프로그램
개발된 원격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닦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구동할 실시간 제어 프로그램이 뒷받
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MathWorks”사의 MATLAB / Simulink 기반의 xPC Target / Embedded
Option

개발환경을

이용하였다.

xPC

Target은

MATLAB

/

Simulink와

MATLAB의 여러 가지 제어 툴박스(Toolbox)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및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이
절에서는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운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 절 메인 프로그램
KAERI.mdl은 원격 클린업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개발한 메인 프로그램으
로써 Matlab / xPC Target 환경하에서 제작된 Simulink 모델이다. 이 모델에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환경과 제어 알고리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이 완료된
최종 프로그램은 Matlab의 Real-Time Workshop을 이용하여 C-Code 기반의 실
행파일로 변환되고, 이 실행파일과 Real-Time Kernel 등을 Target PC에 복사하
여 Target PC가 전체 시스템의 실시간 제어를 담당하도록 한다.
메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를 제어하는 부분
→ 시스템의 주행을 제어하는 부분
→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 모션을 제어하는 부분
→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봉 모션을 제어하는 부분
(사용된 천을 수납하는 모션)
→ 시스템의 이상작동을 감시하고, 필요시 비상정지를 수행하는 부분
→ 각위치 검출부
→ DAC 출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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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메인 프로그램(KAERI.mdl)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그림 4.1 트리구조의 블록 이름들은 실제 프로그램 내의 Sub-Block의 이름과 동
일하게 설정하였다(그림 4.2, 그림 4.3 참고).

KAERI.mdl

Joint Angle

Signal
D & E

Driving
Controller

Controller

Roller
Up/Down
Controller

Cloth
Winding
Controller

DAC

Emergency
Stop

그림 4.1. 메인 프로그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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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Mode
Selection

그림 4.2는 메인 프로그램(KAERI.mdl)과 “Controller” 블록의 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4.2 (a)에서는

그림

4.1에서도

언급되었던

“Joint Angle”,

“Controller”, “DAC” 블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Joint Angle” 블록은 Target
PC에 장착된 엔코더 카운터보드(PCI-QUAD04, CIO-QUAD04)에서 카운트 값을
읽어 들여 해당 조인트의 각도로 환산하는 블록이고, “Controller” 블록은 “Joint
Angle” 블록의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는 블록이다.
또한 “DAC” 블록은 “Controller” 블록의 최종 결과를 Target PC에 장착된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를 통하여 출력하기 위한 DAC 구동 블록이다. 이
외에도 그림 4.2 (a)에서는 조인트 각도값과 제어기 출력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4개의 Target Scope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만 5V 전압신호
를 출력하기 위한 D/O 블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D/O 블록의 출력신호는
SSR(Solid State Relay)을 구동하는데 이용되고, 이 SSR이 스위치 역할을 함으
로써 엑츄에이터로의 전원 공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프로그램이 정상적으
로 동작하는 경우에만 엑츄에이터에 동작전원이 공급되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
는 엑츄에이터 전원을 차단하여 오동작을 방지하게 된다.
각 블록들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블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림 4.2 (b)는 그림 4.2 (a)의 “Controller” 블록의 내용이다. 그림 4.1에 언급된
6개의 블록, 즉 “Signal D & E”, “Driving Controller”, “Roller Up/Down
Controller”,

“Roller

Winding

Controller”,

“Emergency

Stop”,

“FR

Mode

Selection” 블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블록들 역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Matlab / Simulink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
으로는 뛰어난 직관성을 들 수 있다. 기존 C 언어와 같은 텍스트 코딩 방식의
프로그래밍과는 달리, 다양한 기능의 블록들 중에서 원하는 블록들을 복사해 놓
고 그 블록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동작만으로 프로그래밍이 완료되기 때문에 프
로그램의 개발과 수정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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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메인프로그램(KAERI.mdl)

(b) 메인프로그램의 Controller 블록(KAERI.mdl / Controller)
그림 4.2. Matlab / Simulink 환경에서의 메인 프로그램과 Controller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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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은 메인 프로그램의 동작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메인 프로그
램이 시작되면 먼저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닦기부의 회전부)를 들어 올리는 초
기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3번 링크가 초기 위치(롤을 들어 올린 위치, 0
rad)에 있지 않은 경우, 3번 링크를 초기 위치로 들어 올려 초기화를 하기 위함
이다. 이를 위하여 제어기는 3번 링크를 들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기준입력(Ref.
input)을 생성하게 된다. 여기서 기준입력은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램프입력을 고려하였다. 3번 링크 조인트의 각위치가 이렇게 생성된 기준입력을
추종하도록 제어를 실시하게 된다. 3번 링크는 스토퍼가 있는 곳까지 계속 회전
하다가 링크가 스토퍼와 접촉하면 더 이상 회전을 하지 못하고 정지하게 된다.
기준입력은 계속 증가하지만 3번 링크의 모션은 정지하게 됨으로 두 값 사이의
오차는 링크가 스토퍼와 접촉한 순간부터 크게 증가하게 된다. 제어기는 이 오차
가 0.01 rad 보다 크게 되는 시점의 3번 링크 위치를 각위치 0 rad의 초기 위치
로 인식하게 된다. 이후 조작자가 닦기매스터를 조종하게 되면 제어기는 닦기매
스터 조인트들의 각위치를 읽어 들이고, 조작자의 작업 의지를 파악하여 닦기슬
레이브를 제어하게 된다.
닦기슬레이브 제어는 주행 제어, 회전부(회전부 링크의 끝단에 부착된 스프
링 밀착대를 바닥까지 접촉) 제어, 회전봉(사용된 천 수납) 제어로 나뉜다. 이 세
가지 제어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조작자가 의도한 원격지의 바닥면 닦
기 작업이 수행된다. 또한 제어기는 이와 같은 조작기들의 움직임에 기인한 조인
트의 각위치 값들의 변화를 계속 감시하다가 정상적인 동작의 결과로 보기 어려
운 급격한 각위치 값의 변화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켜 시스템과
조작자를 보호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각위치 값 발생의 원인으로는 센서 오차 또
는 엑츄에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
우이든 시스템의 제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정지하도록 하였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메
인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3초 전부터 닦기슬레이브 스스로 종료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닦기슬레이브가 수행하는 종료 작업에는 닦기부의 회전부 3번 링크를 초기
위치로 들어 올리는 작업과 닦기슬레이브 1, 2번 모터를 부드럽게 정지시키는 과
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종료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운전 중 조작기의
급격한 정지로 인한 시스템 에러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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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조인트 각도 읽기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회전부 링크) 들어올리기
에러 = 기준입력 - 닦기슬레이브 3번 조이트각도
No

에러 > 0.01rad
Yes
조인트 각도 리셋
조인트 각도 읽기

비상정지?

Yes

No
주행제어

닦기슬레이브 회전부 제어

닦기슬레이브 회전봉 제어

No
정지?
Yes
종료작업
끝

그림 4.3. 메인 프로그램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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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메인 프로그램의 총 동작시간은 “닦기슬레이브 초기화시간”, “조작자 작업시
간”, “닦기슬레이브 종료작업 수행시간” 등의 여러 작업 시간들로 구분되는데 작
업시간 종류에 따라 시스템의 동작 방식이 결정된다. 그림 4.4는 이런 작업시간
의 구분을 보여준다. 메인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이런 시간 구분에 따라 “시스템
이 조작자의 지시대로 동작하여야 할지”, “조작자의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닦기슬
레이브가 초기화 작업이나 작업 종료 과정을 스스로 수행해야 할지” 결정하게
된다.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과시간의 파악은 Matlab/Simulink에서
제공되는 Clock 블록을 이용한다.

Tinit

Tend

Toperation

Tdead

Talive
Tstop

t = 0 sec

t = Tstop
그림 4.4. 메인 프로그램 작동 시간 구분.

Tstop (메인 프로그램 동작시간)
Simulink / Simulation parameter / Stop Time 으로 조정 가능, 이 시
간이 Talive 보다 작게 되면 시스템은 급격한 정지 동작을 일으킬 수 있
고 그 결과로 엑츄에이터 구동 회로에서 에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
상 Talive = Tstop 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 이 시간
이 Talive 보다 큰 경우에는 닦기매스터․닦기슬레이브의 동작이 정지된
후에도 메인 프로그램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시
스템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조작자는 시스템 조작에서 배제
되므로 가능하면 이 상황도 피할 수 있도록 항상 Talive = Tstop (Tdead =
0)으로 설정한다.
Talive (닦기매스터․닦기슬레이브 작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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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기매스터․닦기슬레이브에 물리적인 움직임이 있는 시간
Tdead (닦기매스터․닦기슬레이브 정지시간)
메인 프로그램은 작동 중이지만, 닦기매스터․닦기슬레이브는 정지한 시
간(모든 출력은 0). 이 시간이 0이 되도록 즉, Talive = Tstop이 되도록 설
정한다. 이 시간 동안에는 설사 메인프로그램이 작동중이더라도 닦기매
스터․닦기슬레이브에는 어떠한 물리적인 움직임도 없다.
Toperation (조작자 작업시간)
조작자가 시스템을 조작자의 의지대로 조작할 수 있는 작업시간, 이 시
간 동안에만 조작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Toperation 이외의
시간 동안에는 닦기매스터를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Tinit (닦기슬레이브 초기화시간)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닦기부의 회전부)를 들어 올려 초기자세(링크가
들어 올려진 상태, 0 rad. 위치)로 위치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이전 작업
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이 시간은 0.5초 미만이고 비정
상적으로 종료되어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가 바닥에 내려진 상태(스프
링밀착대가 바닥면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들어 올리는 시간
을 포함해서 이 시간은 3초 이상이 소요된다.
Tend (닦기슬레이브 종료작업 수행시간)
시스템을 초기자세(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를 들어 올린 상태)로 위치시
키며, 부드럽게 정지(닦기슬레이브 주행과 관련된 1번, 2번 모터를 부드
럽게 감속)시키는데 걸리는 시간(default 3초), 조작자 작업명령은 무시
되고 닦기슬레이브 스스로 종료작업을 수행한다.

실제 시스템을 운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만족되도록 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Talive = Tstop

(Tdead = 0 으로 조정)

② Tend (default 3초) << Talive

(시스템 종료과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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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b)의 “Signal D & E” 블록은 Talive 시간 동안 Toperation 시간과
Tend 시간을 구분하기 위한 신호(D, E)를 생성하는 블록이다. 이 블록이 생성하
는 두 신호 “D”와 “E”는 이후 프로그램 동작에 중요한 기준값으로 사용된다.
“E”는 종료과정 수행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E=0은 조작자가 시스템을 직접 구
동할 수 있는 작업시간(Toperation)임을 의미하고, E=1은 종료시간(Tend)임을 의미한
다. 또한 “D”는 평상시에는 0의 값을 갖다가 종료시간(Tend)이 되면 1에서 0으로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값을 출력하게 된다.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제어기는 항상
이 두 값을 참고하여 시스템을 구동한다. 조작자가 설정한 Talive 시간과 Tend 시
간을 참고로 제어기는 어느 시점부터 스스로 종료과정을 수행할지 결정하게 된
다. 다음 식 (3-1)은 시간(time)의 흐름에 따른 신호 “D”와 “E”의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if { Tinit <= time < (Talive - Tend)}
E = 0, D = No Care !
else if { (Talive - Tend) <= time <= Talive}

(3-1)

E = 1, D = (1 → 0)
else E = 1, D = 0
Toperation 시간 동안에 E=0으로 세팅된다. 즉 조작자의 작업 명령대로 시스템
이 작동하게 된다. Tend 시간 동안에 E=1로 세팅되고, D는 1에서 0으로 선형적으
로 감소하는 값을 출력한다. Tend 시간 동안에는 조작자의 작업 명령은 무시되며,
종료 과정을 자동 수행한다. Tend 시간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설정한 시간
이다.
- 시스템의 급격한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서보 엠프 에러방지
및 시스템 보호
- 닦기슬레이브 1, 2번 모터를 감속 후 부드럽게 정지
-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닦기부의 회전부)를 초기 위치로 들어올리기
- 닦기슬레이브의 회전봉을 회전시켜 천 감기

Tdead 시간 동안에 E=1, D=0으로 세팅된다. 이 경우 메인 프로그램은 작동
하더라도, 닦기매스터 및 닦기슬레이브의 구동부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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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행 제어부
닦기슬레이브 주행부의 제어방식으로는 닦기슬레이브가 바닥을 닦으면서 앞
쪽으로 전진만하는 “Mopping Mode”와 다음 목적지로의 빠른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Driving Mode”로 나뉜다. “Mopping Mode”와 “Driving Mode” 사이의 변
환은 기계적인 스위칭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13의 제어반(Control Panel)
중앙 상단 부분의 스위치가 주행제어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이다. 이 스위치를
왼쪽으로 위치시키면 Mopping Mode를, 우측으로 위치시키면 Driving Mode를
의미한다.

가. Driving Mode
Driving Mode란 닦기슬레이브가 닦기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목
적지로의 이동만을 목적으로 제어되는 주행 모드이다. 닦기매스터 1, 2번 조인트
의 각위치값을 닦기슬레이브 1, 2번 조인트가 추종해야 할 속도값으로 인식하여
제어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에러값(닦기매스터 1, 2번 조인트의 각위치 적분
값 - 닦기슬레이브 1, 2번 조인트의 각위치값)을 참고로 PID 제어를 실시한다.
또한 닦기매스터 측에는 닦기매스터 자신의 위치값에 비례하는 반발력을 생성하
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작자는 닦기매스터의 반발력의 크기를 참고로 현재 닦기
슬레이브의 주행 속도를 인식할 수 있다.

◆ 닦기슬레이브 1, 2번 조인트 제어입력
= (닦기매스터 1, 2번 조인트 위치 적분값 - 닦기슬레이브 1, 2번 조인트
위치값)를 참고한 PID 제어
◆ 닦기매스터 1, 2번 조인트 제어입력
= 닦기매스터 1, 2번 조인트 위치값 × Gain
(닦기슬레이브 속도에 비례하는 반발력을 조작자에게 반향)

Driving Mode로 닦기슬레이브를 동작시키는 경우, 닦기천에 감겨져 있는
천(닦기천의 초기 상태)이 바닥에 닿아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닦기슬레이
브 3번 회전부 링크를 약간 들어서 닦기천의 외관과 바닥면이 서로 접촉하지 않
도록 하였다. Driving Mode로 주행하다가 Mopping Mode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을 닦기 위해서는 회전부 링크를 살짝 들었다 놓아야 한다. 이는 모드가
전환되는 순간 회전부 링크가 갑자기 바닥을 치면서 과도한 힘이 걸려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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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Mopping Mode
Mopping Mode에서는 닦기매스터가 앞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만 닦기매스터
의 전진 거리에 비례하여 닦기슬레이브가 전진하고, 닦기매스터가 정지나 후진하
는 경우에는 닦기슬레이브는 정지한다. 이 경우, 닦기매스터의 전․후진 과정을
반복하면서 롤러가 바닥을 누르도록 제어하면, 닦기슬레이브가 바닥을 닦으면서
전진하게 된다. 닦기슬레이브의 후진이 불가능하므로 닦기슬레이브의 후진이 필
요한 경우에는 “Driving Mode”에서 후진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닦기슬레이브 1, 2번 조인트 제어입력
= (Pos. - 닦기슬레이브 1, 2번 조인트 위치값)를 참고한 PID 제어
◆ 닦기매스터 1, 2번 조인트 제어입력
= (Pos. - 닦기슬레이브 1, 2번 조인트 위치값) × Gain

여기서 Pos.은 닦기매스터 1, 2번 조인트가 전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만
의 속도 적분값이다.

다. 주행제어모드 전환 회로
“Mopping Mode”와 “Driving Mode”를 선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DI
(Digital Input) 회로를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다음 그림 4.5는 DI 회로도이고 그
림 4.6은 DI 회로에 사용한 포토커플러(Photo Coupler, 4N33)의 핀배치 및 내부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림 4.5에서 스위치가 닫히면 포토커플러
(4N33)의 Anode 단자에 전압이 인가되고 Cathode 단자가 GND와 접지되어 있으
므로 다이오드가 켜진다. 결과적으로 Collector로부터 Emitter쪽으로 전류가 흐르
게 되고 7404 Invertor 1번 단자에 High 신호가 인가된다. 이는 Invertor를 통하
여 Low 신호로 반전된 후 디지털 입력 보드로 입력된다. 스위치가 열리는 경우
는 위와 반대의 동작으로 디지털 입력 보드에 High 신호가 입력된다. 이와 같은
주행제어모드

신호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하여

사용한

입․출력

보드로는

“Measurement Computing” 사의 PCI-DDA08/16 입․출력 보드를 이용하였다.
PCI-DDA08/16 보드의 98번(DI) 핀에 입력되는 값이 “High(1)이면 Driving
Mode”를 의미하고, “Low(0)이면 Mopping Mod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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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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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 (DI)
3

100번 (GND)

그림 4.5. 주행제어모드 선택을 위한 Digital Input 회로.

그림 4.6. 포토커플러(4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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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전부 링크 제어부
닦기슬레이브 닦기부의 회전부(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 모션은 닦기매스터
3번 링크의 위치값을 참고로 제어한다.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의 작업영역은 닦
기매스터 3번 링크의 작업영역보다 2배 큰 구조이므로, 두 조작기 사이에는 작업
영역의 매핑이 필요하다. Toperaton 시간 동안에는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의 위치
값을 0.5배한 값이 닦기매스터 3번 링크의 위치 명령을 추종하도록 PID 제어한
다. Tend 시간 동안에는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를 초기위치로 들어 올리는 과정
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값을 생성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된 변수 “D”와
0.5배한 Toperaton의 마지막 순간에서의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의 각도값을 이용한
다. Toperaton 시간 동안에는 닦기매스터 3번 링크의 위치 명령을 기준값으로 하여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가 위치제어 됐지만 Tend 시간 동안에는 변수 “D”와

0.5

배한 Toperaton의 마지막 순간에서의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의 각도값을 곱한 값을
기준값으로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가 위치제어 된다.
◆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 조인트의 제어입력
= (M3_pos. - 0.5×S3_pos.)를 참고한 PID 제어

(Toperaton)

= {(0.5×Toperaton의 마지막 S3_pos.)×D - (0.5×S3_pos.)}를 참고한
(Tend)

PID 제어
◆ 닦기매스터 3번 링크 조인트의 제어입력
= (M3_pos. - 0.5×S3_pos.) × m3_gain

(Toperaton)

= 0

(Tend)

위 식들에서 M3_pos., S3_pos.는 각각 닦기매스터의 3번 링크 조인트와 닦
기슬레이브 3번 링크 조인트의 현재 각위치를 의미한다.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
의 모션에 의하여 스프링밀착대(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의 끝단에 부착되어 있음)
가 바닥을 누를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힘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밀착대가 바닥면과 접촉할 때에는 해당 모터의 출력을 제한하였다. 이는 닦기슬
레이브의 기구적 특성상 3번 링크에 작용하는 토크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3
번 링크 자체가 들리면서 스프링밀착대와 바닥면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반발력은
더 이상의 증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보다 큰 토크를 작용시킨다는 것은 무
의미하게 된다. 또 개발된 닦기슬레이브의 기구적 특성상 과도한 토크는 3번 링
크 동력전달부에서 미끄러짐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과도한 토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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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토크의 제한은 부수적으로 회전부 링크와 스토
퍼 사이의 무리한 동작을 예방하는 장점도 갖는다.
닦기슬레이브 회전부 링크 제어기의 경우, 주행모드가 바뀔 때마다 제어기
내의 적분기들을 리셋하여 줌으로써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의 비정상적인 동작
을 방지하도록 하고, Driving Mode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천이 풀리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를 들어 올리도록 하였다. 이 경우 Driving
Mode에서 다시 Mopping Mod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의
끝단에 부착된 스프링밀착대가 바닥을 강하게 때려 시스템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Driving Mode에서 Mopping Mode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닦기
매스터 3번 링크를 살짝 들었다 놓아야(스프링밀착대를 바닥면으로 부터 이탈)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 하였다.

4. 회전봉 제어부
닦기슬레이브가 닦기 작업을 수행할 때 스프링밀착대를 바닥에 접촉시키고
전진하는 경우, 닦기슬레이브의 전진 거리에 비례하여 천을 감아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가 3 rad. 이상 내려온 상태(홈 위치로부터
의 각도)에서 닦기슬레이브가 전진하는 동안에만 닦기슬레이브의 전진거리 및 그
때의 닦기천의 직경 등을 참고로 천을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도록 하였다.
닦기슬레이브의 주행 속도 및 닦기천의 직경 등을 고려하여 “닦기슬레이브
주행 거리”에 대한 “닦기천의 수납봉에 감기는 천의 길이”의 비를 일정하게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닦기부의 회전봉 회전각 θ 를 구하였다. 또 이를 회전봉의 회
전각 제어에 이용하였다. 닦기슬레이브의 단위 주행거리에 대해서 닦기천의 수납
봉에 감기는 천의 길이를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 그림 4.7
과 같은 모델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천을 회수하는 닦기천의 수납봉은 닦기부의
회전봉 외부를 감싸면서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회전봉의 회전에 의
하여 사용된 천이 수납봉에 감기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납봉과 회전봉의 외경
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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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oller
θ̇

ps

r( θ)

t

△v

그림 4.7. 닦기슬레이브 주행거리에 비례한 회전봉의 회전각도 계산을
위한 변수의 정의.

△v

: 천과 지면과의 상대속도

ps

: 닦기슬레이브의 위치

R roller : 천 두께를 제외한 순수한 회전봉의 반경
r( θ)

: 감겨진 천 두께까지 포함된 회전봉의 반경

θ̇

: 회전봉 회전속도(rad./sec)

θ

: 회전봉 회전각도(rad.)

t

: 천 두께

감긴 천의 두께까지 포함된 회전봉의 반경 r( θ) 을 회전봉의 회전각도 θ 의
함수로 다음 식 (3-2)와 같이 고려한다.
r( θ) =

(R

roller

+

θ
⋅t
2π

)

(3-2)

닦기슬레이브가 전진 거리 p s 에 비례(비례상수 C 1 )하도록 천을 감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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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θ)⋅θ = C 1⋅p s

(3-3)

식 (3-2)를 식 (3-3)식에 대입하면
t
2
⋅θ + R roller⋅θ - C 1⋅p s = 0
2π

(3-4)

따라서 닦기슬레이브가 전진한 거리 p s 에 비례하도록 천을 감기 위해 필요
한 회전봉의 회전각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θ =

π
⋅ - R roller +
t

(

2

R roller - 4⋅

t
⋅( - C 1 ⋅p s )
2π

)

(3-5)

닦기슬레이브가 전진하는 경우, 즉 닦기슬레이브가 전진한 거리 p s 가 양(+)
의 값을 갖는 경우, 식 (3-4)를 이용하여 구한 θ 값은 양(+)과 음(-)의 두 값을
갖게 되는데, 음(-)의 값의 경우는 닦기슬레이브 전진시 천이 풀리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회전각 계산식 (3-5)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식
(3-5) 계산에 필요한 상수인 회전봉의 반경 R roller 는 17.58mm이고 천두께 t 는
약 0.29mm 이다. 천두께의 경우는 회전봉을 150초간 임의의 속도로 회전시키고
난 후 회전봉의 회전각(255.89 rad)과 회전봉의 직경 변화(23.7mm)를 측정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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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정지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센서 및 엑츄에이
터, 각종 전자회로, 제어기 등의 정상작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이들 중에서
하나라도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짧은 순간이라도 비정상적인 급격
한 신호의 변화 등이 발생한다면 시스템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심지어는 제어
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오동작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적인 비상정지 루틴을 메인프로그램 내부에 삽입하여 놓
았다. 비상정지 루틴은 제어기의 매 셈플링 시기마다 조작기들의 조인트 각위치
(angular displacement)값들을 감시하다가 비정상적인 값이 하나라도 검출되면
메인프로그램의 동작을 즉시 정지하도록 하였다.
시스템의 오동작의 원인으로는 엔코더 값의 포화(엔코더블록 모드에 따름),
센서 오작동, 입출력 보드 오작동, 잡음으로 인한 신호 왜곡, 엑츄에이터 구동부
의 이상작동, 또는 제어부의 이상작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조인트 각도 검출부의 출력값에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된다. 또한 기구학적
구조상 회전범위가 0 ～ 3.7 rad.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
조인트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토크가 가해져 고정된 회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닦기슬레이브 3번 링크 조인트가 0 ～ 3.7 rad.의 회전 범
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동력전달부의 축 연결부위의 어느 곳에서인가 미끄러짐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상황은 시스템 제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
다. 이런 경우 메인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켜 시스템과 조작자를 보호할 수 있
도록 하였다.

6. 조인트 각도 검출부
원격 클린업시스템 조작기들의 조인트 각도 검출을 위하여 각위치 센서(엔
코더, 리졸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센서 출력값들을 제어기로 읽어 들이기 위해
서는 카운터보드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Measurement Computing”사의
PCI-QUAD04와 CIO-QUAD04를 이용하였다. 카운터보드가 카운트한 센서의 출
력은 센서의 해상도(Resolution)를 참고로 각도로 환산되어 이용된다. 필요에 따
라 모터에는 감속기(닦기매스터 3번(1:5), 닦기슬레이브 1, 2, 4번(1:231), 닦기슬
레이브 3번(1:53))가 장착되어있기 때문에 각도 환산시 감속비를 참고한다. 다음
그림 4.8은 그림 4.1과 그림 4.2에도 언급되어 있는 메인프로그램의 조인트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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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부로 그림 4.2 “Joint Angle” 블록의 내부 모습이다.

그림 4.8. 메인프로그램의 조인트 각도 검출부.
(KAERI.mdl / Joint Angle)

7. DAC
계산된 제어기 출력값을 서보엠프에 입력하기 위하여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 보드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DAC 보드는 “Measurement
Computing”사의 PCI-DDA08/16으로 16비트 해상도의 DA 체널이 8개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 7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서보엠프에 입력값을 인가하도록 하였
다. PCI-DDA08/16 보드에는 DAC 외에도 48 bit의 DIO 채널이 내장되어 있는
데, 이중 한 개의 DI 채널은 주행부 모드 전환(Mopping, Driving)에 이용하고, 7
개의 DO 채널은 서보엠프의 Enable/Disable 신호 설정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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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메인 프로그램 개발(Host-Target 모드)
본 절에서는 Matlab / xPC Target Toolbox를 이용하여 Host-Target 모드
로 원격 클린업시스템 구동을 위한 메인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4.9는 그 개발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본 절에서 설명하는 개발과정이
완료되면 다음의 제 3 절에서 설명하는 메인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1. Matlab 구동

2. 프로그램 열기

3. 프로그램 수정 및 저장

4. 실행파일 작성 및 다운로드

5. 엑츄에이터 전원 ON

주1) 주2)
Target PC 전원 ON
주3) 주4)
“FR” / “JY” 모드 선택
(모드 변경 후 2초간 대기)

6. 프로그램 구동 및 종료

7. 엑츄에이터 전원 OFF

8. Matlab 종료

그림 4.9. 원격 클린업시스템 구동을 위한 메인프로그램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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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Target PC 전원 ON
- 4. ～ 7.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Target PC가 반드시 작동
중이어야 함!
- 그 외의 과정에서 Target PC의 동작 여부는 임의대로 설정하
여도 됨!
- Target PC의 시동 및 종료 과정은 주2) 내용을 참고 할 것!
주2) Target PC의 구동 과정 (①→②→③)
① 제어반(그림 3.13 참고)의 “Main” 스위치 ON
② 제어반의 “CNTR” 버튼 ON
③ Target PC 전원 ON
- Target PC 모니터에 작동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
Target PC의 종료
① Target PC를 종료하기 전에, Host PC의 xPC Target의
그래프 관련 창을 닫는다.
② 구동과정의 역순으로 스위치들을 OFF 시킨다.
주3) 엑츄에이터 전원관리
- 혹시 있을지도 모를 오작동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구동 직전에
엑츄에이터 전원을 ON으로 설정하고, 프로그램 구동 직후에
엑츄에이터 전원을 OFF로 설정하도록 한다.
주4) “FR" 혹은 “JY” 모드 선택
① 모드 선택 후 2초간 기다릴 것(시간지연 릴레이 작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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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lab 구동
가. Matlab 구동
나. Simulink 구동
(1) Matlab Command Window에서 Simulink (enter)

그림 4.10. Matlab Command Window에서 Simulink 실행.

2. 메인프로그램(KAERI.mdl) 열기
가. Simulink 창의 메뉴바에서 file/open/KAERI.mdl 열기

3. 프로그램(KAERI.mdl) 수정 및 저장
가. 프로그램 수행시간 조정방법
(1) 프로그램창의 메뉴바에서 Simulation/Simulation parameter 클릭
(2) 팝업창의 Stop Time을 조정, 이 값이 Tstop (메인프로그램의 동작시
간)임.
(3) 프로그램창의 블록선도중에서 “T alive” 시간을 앞서 설정한 시간
Tstop과 같도록 입력한다(블록을 더블클릭하면 대화창이 뜸). 이 값이
Talive(닦기매스터․닦기슬레이브 작동시간)임.
나. 프로그램창의 맨 윗부분의 파일명 옆에 “*”가 표시되는 경우, 이것은 그
파일이 수정된 후 아직 저장되지 않았음을 의미함(그림 4.11 참고).

- 86 -

(a) 수정 후 저장되지 않은 상태

(b) 수정 후 저장된 상태

그림 4.11. Simulink 파일의 저장 상태.

4. 실행파일 작성 및 다운로드
가. 이 과정을 위해서는 Target PC가 반드시 작동상태이어야 함. (“주2)
Target PC의 구동 과정” 참고)
나. 프로그램(KAERI.mdl) 창에서 Tool/Real-Time Workshop/Buld Model 클
릭
다. 실행파일작성 및 Target PC로의 다운로드 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됨
라. 문제 발생시 3. 과정부터 다시 시작
(1) 문제(error) 발생시 응급 조치법
(가) 적분기의 셈플링타임이 프로그램의 셈플링타임과 다르면 같도록
수정
(나) Host PC와 Target PC 사이의 시리얼 통신 케이블 연결 확인
(다) Target PC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
(라) S-function을 사용하는 경우, 그 S-function의 C 소스 파일과
dll 파일이 Matlab/work 디렉토리에 존재 하는지 확인

5. 엑츄에이터 전원 ON
가. 제어반(Control Panel)의 “Motor P/W” 버튼 누르기(ON)
(1) “Motor P/W” 버튼의 불이 켜지고 전원이 공급된다.

6. 프로그램 구동 및 종료
가. Matlab Command Window에서 +tg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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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된 시간이 경과된 후 프로그램은 자동 종료된다.
나. 자동 종료 전에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려면 Matlab Command Window
에서 -tg (enter)

7. 엑츄에이터 전원 OFF
가. 제어반(Control Panel)의 “Motor P/W” 버튼 누르기 (OFF)
(1) “Motor P/W” 버튼의 불이 꺼지고 전원이 차단된다.
(2) “Motor P/W” 버튼은 토글식 버튼이다.
나. 시스템을 구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엑츄에이터 전원을 꺼놓
도록 할 것!

8. Matlab 종료
가. 프로그램(KAERI.mdl) 창 닫기
나. Simulink 창 닫기
다. Matlab 창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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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메인 프로그램 운영과정(StandAlone 모드)
본 절에서는 Matlab / xPC Target Toolbox를 이용하여 개발한 원격 클린
업시스템 구동을 위한 메인 프로그램을 StandAlone 모드로 Target PC 상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4.12는 그 운영과정을 설명하는 순
서도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단계에서는 앞서 제 2 절에서 설명한 Host-Target
모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본 절에 설명하는
StandAlone

모드에서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한다.

Host-Target

모드

및

StandAlone 모드의 선택은 Matlab Workspace 상에서 “xpcsetup” 명령을 이용하
여 결정할 수 있다.

1. 파일 복사

2. 엑츄에이터 전원 ON

3. Target PC 전원 ON

4. Target PC 전원 OFF

5. 엑츄에이터 전원 OFF

그림 4.12. 원격 클린업시스템의 StandAlone 모드 운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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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 복사
가. 다음 세 가지 파일을 Target PC의 하드디스크에 복사한다. (Target PC
는 DOS 환경이어야 한다.)
(1) xpcboot.com
(2) KAERI.rtb
(3) autoexec.bat
나. 또는 DOS 부팅 디스켓에 위의 3가지 파일을 복사하여 Target PC를 부
팅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부팅 디스켓을 이용하는 경우는 “2. 엑
츄에이터 전원 ON” 작업을 먼저 수행하도록 한다.

2. 엑츄에이터 전원 ON
가. FR/JY 모드 선택 스위치 조작 후 2초정도 대기
(1) 시간지연 릴레이 동작확인
나. 제어반(Control Panel)의 “Motor P/W” 버튼 누르기(ON)
(1) “Motor P/W” 버튼의 불이 켜지고 전원이 공급된다.

3. Target PC 전원 ON
가. Target PC가 부팅됨과 동시에 Real-Time Kernel 환경에서 메인 프로그
램(KAERI.rtb)이 동작한다.
나. 원격 클린업시스템 제어

4. Target PC 전원 OFF
가. 메인 프로그램(KAERI.rtb)은 지정된 시간(default 30분)이 경과된 후 자
동 종료 된다.
나. 프로그램 자동 종료 후, Target PC의 전원을 끈다.
다. 자동 종료 전에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려면 Target PC의 전원을 그냥
끄면 된다.

5. 엑츄에이터 전원 OFF
가. 제어반(Control Panel)의 “Motor P/W” 버튼 누르기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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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tor P/W” 버튼의 불이 꺼지고 전원이 차단된다.
(2) “Motor P/W” 버튼은 토글식 버튼이다.
나. FR/JY 모드 선택 스위치를 중립모드(O)로 선택
다. 시스템을 구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엑츄에이터 전원을 꺼놓
도록 할 것!

주1) 엑츄에이터 전원관리
- 혹시 있을지도 모를 오작동에 대비하여, Target PC 구동 직전
과 직후에 엑츄에이터 전원을 ON/OFF 하도록 한다.
주2) Target PC의 구동 과정 (①→②→③)
① 제어반(그림 3.13 참고)의 “Main” 스위치 ON
② 제어반의 “CNTR” 버튼 ON
③ Target PC 전원 ON
- Target PC 모니터에 작동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
Target PC의 종료
① 구동 과정의 역순으로 스위치들을 OFF 시킨다.

주3) “FR" 혹은 “JY” 모드 선택
① 모드 선택 후 2초간 기다릴 것(시간지연 릴레이 작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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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언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DUPIC
핵연료제조시설(DUPIC Fuel Demonstration Facility)과 같은 고방사성지역에서
핫셀 바닥을 주행하면서 바닥면에 고착․산재해 있는 미세한 오염물질을 원격으
로 닦아서 제거 및 청소하기 위한 원격 클린업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모듈식으로
개발된 원격 클린업시스템은 매니퓰레이터 등과 같은 원격조작기를 이용하여 쉽
게 분해/조립이 가능하므로 원격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작업자가 방사선 환경에
노출되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작업자의 안전성을 증대하였다. 개발된 원
격 클린업시스템은 DUPIC모의시험시설에서 원격 운용을 통하여 성능을 입증하
였으며, 현재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mock-up시험 중에 있다. 개발된 원격 클
린업시스템은 DFDF시설의 정지 기간 중에 설치되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발된 원격 클린업시스템은 고방사성환경, 방사능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작업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 등에서 작업자를 대신하여 오염된 바닥을 원격
으로 제염 또는 청소하는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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