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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원자력 시설 해체 Digital Mock-up system 기술 동향

II. 목   필요성

방사능에 오염된 연구로의 해체 활동으로부터 래되는 여러 상들의 정량 인 평

가는 기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체 활동  경제성

과 안 성에 인 향을 미치는 해체일정과 해체 폐기물량 산정 그리고 해체 

비용 등을 사 에 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연구로 

 원자로의 해체와 련한 디지털 목업 시스템 구축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

술 인 지침을 얻기 하여 국내.외의 기술 동향들을 검토 분석하 다.

III. 내용  범

o 원자력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술 동향

- 일본: JNC의 Engineering Support System 

- 미국: INEEL의 Decontamination, Decommissioning and Remidation 

               Optimal Planning System(DDROPS)

- 이탈리아: ENEA의 가상 실 시스템(노르웨이 IFE와 공동연구)

o 타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술 동향

- 유럽: Daimler Chrysler, SAAB

- 미국: Boeing

- 일본: Sanyo

- 한국: Shipbuilding digital factory, 삼성 기, 기아 자동차

IV. 결과

일본의 JNC에서 개발한 시스템 에서 가상 실 시스템을 이용한 시뮬 이션 시스

템은 해체 작업자들이 근하기 어려운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의 해체 활동을 가

상 실과 시뮬 이션 기법을 통하여 사 에 수행함으로써 작업자의 안 성 문제를 

향상시키고 있다. 미국 INEEL에서 개발된 DDROPS 기술은 해체 비용을 감시킬 

수 있으며, 해체 작업 시 작업자가 받는 피폭선량률을 50% 임으로써 작업자의 안

성을 증 시키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정교한 해체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제염.

해체와 련하여 어림짐작으로 수행되는  일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은 폐기

물 처분장의 제한된 공간을 최 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해체 폐기물의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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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 시켜 처분 비용을 폭 삭감시킬 수 있다. 타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

술은 주로 제조 부분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체 공정에 응용하기가 힘들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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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Project Title: Status of the digital mock-up system for the dismantling of the 

nuclear faciliti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database system have already developed is impossible to solve a quantitative 

evaluation about a various situation from the dismantle activities of the reactor 

had contaminated with radioactivity.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safety and 

economical efficiency among a major decommissioning technologies, it need a 

system that can evaluate and estimate dismantling scheduling, amount of 

radioactive waste being dismantled, and decommissioning cost. 

we have review and analyzed status of the digital mock-up system to get a 

technical guide because we have no experience establishment of one relation to 

dismantling of research reactor and nuclear power plant.

III. Scope and Contents

o Status of the digital mock-up technology in nuclear industry

- Japan:  Engineering Support System in JNC

- U.S.A: Decontamination, Decommissioning and Remidation 

               Optimal Planning System(DDROPS)in INEEL

- Italy: Virtual Reality System in ENEA

o Status of the digital mock-up technology in other industry

- Europe:  Daimler Chrysler, SAAB

- U.S.A: Boeing

- Japan: Sanyo

- Korea: Digital Shipbuilding Innovation Center in Seoul University, 

                Samsung Electricity, KIA Automoble

IV. Results

A simulation system used virtual reality technology developed in japan has been 

improved the safety of workers as evaluate dismantling activities around 

contaminated with radioactivity where is located near reactor beforehan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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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reality and simulation. Decontamination, 

Decommissioning and Remidation Optimal Planning System(DDROPS) developed 

by INEEL have a great ability that can to save dismantling cost and to reduce 

dose rate for worker. Especially, this system can be useful tool to eliminate the 

dismantling activities and also to reduce the amount of radioactive waste as setup 

technology which can be optimize a radwaste container or drum. In technologies 

of the digital mock-up system at other industry, it could be difficult to apply a 

dismantling process because of using in manufacturing area.



v

Contents

Abstract

1. Introduction ·····················································································································1

2. Status of the digital mock-up technology in nuclear industry  ·····················1

   2.1 Japan ··························································································································1

      2.1.1 Engineering Support System in JNC ·····················································1

   2.2 U.S.A ························································································································17

      2.2.1 DDROPS in INEEL ·····················································································17

      2.2.2TOWER in INEEL ························································································21

   2.3 Italy ····························································································································24

      2.3.1 Virtual Reality System in ENEA ······························································24

3. Status of the digital mock-up technology in other industry ·····························25

   3.1 Europe ························································································································25

      3.1.1 ABB Manufacturing & Consumer Industries GmbH ···························25

      3.1.2 Astrium ·············································································································26

      3.1.3 Daimler Chrysler ····························································································28

      3.1.4 DURR(German) ······························································································30

      3.1.5 EADS Launch Vehicles(German) ······························································32

      3.1.6 IVECO(German) ·····························································································34

      3.1.7 SAAB ················································································································36

   3.2 U.S.A ··························································································································40

      3.2.1 University of New Orleans SDDO ···························································40

      3.2.2 Boeing ···············································································································41

      3.2.3 Forward Vision ······························································································44

      3.2.4 RAYMOND ······································································································46

      3.2.5 Visteon ··············································································································47

   3.3 Japan ··························································································································49

      3.3.1 Sanyo-machine America Corp. ··································································49

      3.3.2 Sumitoto Wiring System Ltd. ····································································50

      3.3.3 DaiKin Ltd. ······································································································53

   3.4 Korea ··························································································································56

      3.4.1 Digital Shipbuilding Center in SNU ·························································56



vi

      3.4.2 Samsung Electricity ······················································································59

      3.4.3 Daewoo automobile ·······················································································61

      3.4.4 Kia automobile ································································································65

4. Results and Analysis ·····································································································67

   4.1 Status of the digital mock-up technology in nuclear industry ·················67

   4.2 Status of the digital mock-up technology in other industry ·····················68

      4.2.1 Digital Mock-up System ·············································································68

      4.2.2 Analysis of technology abroad ··································································69

5. Conclusion ·······················································································································69

  

  Reference ··························································································································70



vii

Figures

Figure 1. Conceptual design for Engineering Support System ····························2

Figure 2. Process of development of Engineering Support System  ·················3

Figure 3. Conceptual design for Database System ··················································4

Figure 4. Visualization of 3D CAD(1) ·········································································6

Figure 5. Visualization of 3D CAD(2) ·········································································6

Figure 6. Linkage to Equipment Information System ···············································6

Figure 7. Visualization for concentration of the radioactivity ······························7

Figure 8. Diagram for Conceptual design of Evaluation of System ····················8

Figure 9. Simulation for dismantling schedule ···························································9

Figure 10. Simulation for movement of dismantle using animation ·····················9

Figure 11. Diagram for VRDose system ······································································10

Figure 12. User interface for VRDose ··········································································10

Figure 13. User interface for Navigation area ····························································11

Figure 14. Report of dismantling scenario ···································································11

Figure 15. Workers and dismantling scenario ·····························································12

Figure 16. screen shot for evaluation of dose rate ···················································12

Figure 17. User interface of database for worker ·····················································12

Figure 18. Demonstration for VENUS system ·························································13

Figure 19. Pipe for the dismantling component ··························································13

Figure 20. Detail draw of facility for dismantling component ·······························19

Figure 21. Original form of dismantling component ·················································19

Figure 22. Dismantling component of the 3D(Proengineer) ····································19

Figure 23. Modeling of the Dismantling component(3D) ·········································19

Figure 24. Radwaste box have been optimized ··························································19

Figure 25. Modeling for dismantling activity ······························································22

Figure 26. Layout of the unique process ···································································25

Figure 27. DB for part of E3000 Payload Harness ···················································27

Figure 28. Layout for E3000 Payload Harness ···························································27

Figure 29. Compare to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27

Figure 30. Flow of simulation and analysis of acceptability ··································29

Figure 31. 3D Cross section, virtual measurement, 3D assembly ·························29

Figure 32. 3D Simulation system for the process of painting of automobile ···· 31

Figure 33. Analysis of robot location of automobile ·················································32

Figure 34. Integrity system of Ecopaint simulation, Ecopaint screen, EcoRC · 32



viii

Figure 35. Flow of establishment of Digital Factory ···············································33

Figure 36. Flow of integrity system for DMU ···························································33

Figure 37. Flow of data integrity system ····································································34

Figure 38. Structure of concurrent engineering tools ···············································35

Figure 39. Database of 3D model ···················································································35

Figure 40. Documentation of information for each part ···········································36

Figure 41. Development of "BUMS" through IGRIP ·············································37

Figure 42. Analysis manual assembly ···········································································37

Figure 43. Flow of maufacturing engineering system ········································38

Figure 44. Analysis of time and line flow on DMU ···············································38

Figure 45. Analysis of design validity of Gig ···························································39

Figure 46. 3D modeling of diverse automobile ·····················································40

Figure 47. Programming for design of plane ······························································41

Figure 48. Database of 3D model ·················································································42

Figure 49. Analysis of a disassembly process ····························································43

Figure 50. Amendment of a beam design through simulation ·······························43

Figure 51. Definition and establishment through DMU ···········································44

Figure 52. Analysis of human factor and access ······················································44

Figure 53. Establishment of DMU for job process ················································45

Figure 54. Construction of DB for a automation design ·········································46

Figure 55. Establishment of Digital Factor ·······························································47

Figure 56. Analysis of case study ···············································································48

Figure 57. Establishment of DMU for workplace ··················································49

Figure 58. Extraction of work schedule ·······································································50

Figure 59. Construction of 3D and DB for Jig ·······················································51

Figure 60. Establishment of DMU for Wire harness workplace ·····················51

Figure 61. Compare between the method for assembly inspection and 

          virtual assembly inspection ···········································································52

Figure 62. Confirmation of accessibility, interference, and possibility ·················53

Figure 63. Compare to old line and new line ·····························································54

Figure 64. Improvement of working line ······································································55

Figure 65. Establishment of DMU for a improved line ·······································55

Figure 66. Design of lathe for an efficiency ·······························································56

Figure 67. Modeling for construction of Digital shipbuilding ···························57

Figure 68. Establishment of device for a machine ··················································58



ix

Figure 69. Establishment of DMU for virtual shipbuilding ································59

Figure 70. Establishment of DMU for DY and Inverter ·····································59

Figure 71. 3D modeling of work instrument ·························································61

Figure 72. Development of Gun maker Device ·······················································62

Figure 73. Construction method of device for a component, instrument, 

           and equipment ································································································63

Figure 74. Check a collision and interference ···························································64

Figure 75. Establishment of DMU for library and workplace ························65

Figure 76. Development of input form for data ·························································66

Figure 77. Remodeling of equipment through scenario ············································67



x

목 차

요약문

Abstract

1. 서론 ··································································································································1

2. 원자력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술동향  ····························································1

   2.1 일본 ····························································································································1

      2.1.1 JNC의 Engineering Support System ························································1

   2.2 미국 ··························································································································17

      2.2.1 INEEL의 DDROPS ························································································17

      2.2.2 INEEL의 TOWER ·························································································21

   2.3 이탈리아 ····················································································································24

      2.3.1 ENEA의 가상 실시스템 ··············································································24

3. 타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술 동향 ······································································25

   3.1 유럽 ····························································································································25

      3.1.1 ABB Manufacturing & Consumer Industries GmbH ···························25

      3.1.2 Astrium ·············································································································26

      3.1.3 Daimler Chrysler ····························································································28

      3.1.4 DURR(독일) ·····································································································30

      3.1.5 EADS Launch Vehicles(독일) ····································································32

      3.1.6 IVECO(독일) ···································································································34

      3.1.7 SAAB ················································································································36

   3.2 미국 ····························································································································40

      3.2.1 University of New Orleans SDDO ···························································40

      3.2.2 Boeing ···············································································································41

      3.2.3 Forward Vision ······························································································44

      3.2.4 RAYMOND ······································································································46

      3.2.5 Visteon ··············································································································47

   3.3 일본 ····························································································································49

      3.3.1 Sanyo-machine America Corp. ··································································49

      3.3.2 Sumitoto Wiring System Ltd. ····································································50

      3.3.3 다이킨 공업주식회사 ······················································································53

   3.4 한국 ····························································································································56

    



xi

  3.4.1 서울 학교 조선공학과 ·························································································56

      3.4.2 삼성 기 ············································································································59

      3.4.3 우자동차 ········································································································61

      3.4.4 기아자동차 ········································································································65

4. 검토 결과  분석 ··········································································································67

   4.1 원자력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술 동향 ·······················································67

   4.2 타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술 동향 ·······························································68

      4.2.1 디지털 목업 시스템 ························································································68

      4.2.2 해외 기술 수  분석 ······················································································69

5. 결론 ··································································································································69

  

  참고문헌 ···························································································································70



xii

그 림 목 차

그림 1.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 개념도 ······································································2

그림 2.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 개발 공정 ································································3

그림 3.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개념도 ············································4

그림 4. 3D-CAD 가시화 (1) ·························································································6

그림 5. 3D-CAD 가시화 (2) ·························································································6

그림 6. 설비 정보 데이터와 연계 ····················································································6

그림 7. 방사능 농도 가시화 ····························································································7

그림 8. 해체 계획 평가 시스템의 개념도 ······································································8

그림 9. 해체 일정 시뮬 이션 ··························································································9

그림 10. 해체 이동 순서 시뮬 이션(애니메이션) ·······················································9

그림 11. VRDose 시스템 개념도 ······················································································10

그림 12. VRDose의 User Interface ·················································································10

그림 13. Navigation 역의 User Interface ··································································11

그림 14. 시나리오 기록 역 ····························································································11

그림 15. 작업자와 해체 시나리오 ····················································································12

그림 16. 피폭선량 평가 역 ····························································································12

그림 17. 작업자 데이터베이스 User Interface ······························································12

그림 18. VENUS 시스템 시연 장면 ················································································13

그림 19. 해체 상 이 ································································································13

그림 20. 해체 상 시설물 상세도면 ··············································································19

그림 21. 해체 상물 원형 ······························································································19

그림 22. 3D 해체 상물(Proengineer) ···········································································19

그림 23. 해체 시설물 모델링(3D) ····················································································19

그림 24. 최 화된 폐기물 Box ·························································································19

그림 25. 해체 활동 모델링 ································································································22

그림 26. 단조 공정 이아웃 ····························································································25

그림 27. E3000 Payload Harness 트 DB ···································································27

그림 28. E3000 Payload Harness의 이아웃 ·······························································27

그림 29. Crain 작업 장과 산모사 결과 비교 ···························································27

그림 30. IGRIP을 이용한 근성 분석  시뮬 이션 흐름도 ··································29

그림 31. 3D 부품 단면도, 가상 측정,  3차원 조립 ··················································29

그림 32. 자동차 도색 공정 산모사 시스템 ································································31

그림 33. 자동차 도색 로  치 분석 ············································································32

그림 34. Ecopaintsimulation, Ecopaintscreen, EcoRC 통합 시스템 ·························32



xiii

그림 35. Digital Factory 구축 목  분석표 ··································································33

그림 36. DMU를 통한 작업 통합 흐름도 ·······································································33

그림 37. 데이터 통합 시스템 흐름도 ··········································································34

그림 38. 동시공학시스템 툴 ···························································································35

그림 39. 각 3D 모델의 데이터 베이스화 ··································································35

그림 40. 각 트 정보 문서화 ·······················································································36

그림 41. IGRIP을 통한 "BUMS" Application 개발 ··············································37

그림 42. 작업자 자세 분석 ······························································································37

그림 43. Maufacturing engineering system 흐름도 ···········································38

그림 44. DMU를 통한 라인흐름  시간 분석 ····················································38

그림 45. Gig공구의 설계타당성 분석 ·······································································39

그림 46. 다양한 차종의 3D 모델 ··················································································40

그림 47. 비행기 설계를 한 각동 로그램 ···························································41

그림 48. 각 3D 모델 데이터 베이스 ···········································································42

그림 49. 작업 분해순서 분석 ·························································································43

그림 50. 산모사를 통한 Beam 설계 변경 ·····························································43

그림 51. DMU를 통한 작업 정의  작업순서 설정 ···········································44

그림 52. 작업자 자세  근성 분석 ········································································44

그림 53. 작업공정 DMU 구축 ·······················································································45

그림 54. 자동화 설계를 한 DB 구축 ······································································46

그림 55. Digital Factor 구축 ·························································································47

그림 56. 여러 CASE STUDY 분석 작업 ·································································48

그림 57. 작업장 DMU 구축 ···························································································49

그림 58. 작업일정 도출····································································································50

그림 59. 3D 트  Jig DB구축 ················································································51

그림 60. Wire harness 작업장 DMU 구축 ····························································51

그림 61. 상품을 통한 조립 검사 방법과 Virtual 조립 검사 방법 비교 ········52

그림 62. 작업 근성, 간섭검사  작업가능성 확인 ··········································53

그림 63. 기존 작업라인과 새로 설계된 작업 라인 비교 ·····································54

그림 64. 작업라인 개선 ··································································································55

그림 65. 개선된 작업라인 DMU 구축 ······································································55

그림 66.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한 작업 선반 설계 ··························56

그림 67. Digital 조선소 구축을 한 모델링 ···························································57

그림 68. 다양한 작업기계 Device 구축 ·····································································58



xiv

그림 69. 가상 조선소 DMU 구축 ··············································································59

그림 70. DY와 Inverter 조립공정 DMU 구축 ······················································59

그림 71. 작업공구 3D 모델링 ························································································61

그림 72. Gun maker Device 구축 ·············································································62

그림 73. 상물, 공구  장치류 Device 구축 방법 ············································63

그림 74. 충돌  간섭 상 체크  조치 ·······························································64

그림 75. Device 라이 러리 구축  작업장 DMU 구축 ································65

그림 76. 데이터 입력 폼 개발 ·······················································································66

그림 77. 설비 시나리오를 통한 설비 개조 ·······························································67



1

1. 서 론

     해체 공정 디지털 목업은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기  CAD/CAM 

System을 이용하여 방사화된 해체 상물들을 3차원 솔리드로 모델링하고, 

해체 공정에 필요한 주요 요소기술들을 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방사능에 오염된 원자로 시설을 해체할 때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 에 

검하여 최 화된 해체 공정을 도출해내는 기술 방법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원자로  연구로 시설의 해체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 성 확보와 해체 폐기물의 감량  해체 일정에 따른 해체 비용 평가를 정

성 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해체 활동정보(해

체 시설정보, 해체 작업자 정보, 방사선학  정보, 폐기물 정보)를 리하는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방사성 핵종 재고량 정보  해체 일정  비용

을 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들 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자료들을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

다. 특히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해체 작업자의 표  근무시간에 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의 해체 활동에 한 평가는 불

가능하기 때문에 해체 일정 산출과 최  해체 공법 도출  해체 폐기물 발생

량 등을 사 에 측할 수 있는 해체 공정 Digital Mock-up(이하 “디지털 목

업”) 시스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로  원자로 해

체와 련한 디지털 목업 시스템 구축에 경험이 무한 상태라 기술  지침을 

삼기 해 디지털 목업 시스템과 련한 국내.외 기술동향들을 검토 분석하

다. 

2.  원자력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술 동향

2.1 일본

2.1.1 JNC의 Engineering Support System

    신형 환로인 FUGEN발 소 2003년에 운 을 정지하고, 재 해체 비

작업으로 해체 물량 평가, 방사능재고 조사  해체 방법 검토 등 선행 작업

을 비하고 있다. JNC는 원자로 시설처럼 복잡한 구조물의 해체 계획의 입

안과 련하여 해체 공정  차의 최 화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 엔지

니어링 방법이 필요하여 폐지조치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있다.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의 주요 기술[1]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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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개요

    폐지조치 엔지니어링지원 시스템은 그림 1에 나타난바와 같이, 3D-CAD 

데이타, 물량 데이타, 방사능 재고 데이타 등을 리하는 “데이타베이스시스

템”과 비용과 피폭선량  폐기물량 등을 평가하는 “계획평가시스템”, 방사능

량의 가시화와 해체공정의 시뮬 이션 등을 이행하고, 계획평가에 반 하는 

“가상 실․가시화시스템”  실제 해체시의 폐기물과 공정 등 동 인 데이타

를 수집 리하는 “정보 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 개념도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의 개발단계(그림 2) 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CAD

데이타의 구축을 시작함으로서, 물량  방사능재고 데이타 등의 정비, 해체계

획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 해체작업 시뮬 이션시스템의 구축 등을 순차 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 1단계로서, 2003년도까지는 폐지조치의 계획책정단계에 있

어서의 평가를 상으로 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정이다

재, 원자로건물부터 주변설비까지의 “FUGEN” 반의 설비에 하여 3차

원 형상 데이타와 설비정보 데이타의 정비를 완료하고, 방사능 재고 데이타도 

순차 으로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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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개발 공정

한, 계획평가시스템으로서는 1999년도에 일본원자력연구소로부터 

COSMARD를 도입한 뒤, 각종 데이타를 사용하여 “FUGEN” 폐지조치계획의 

평가 작업을 재 실시하고 있다. 

가상 실․가시화 시스템에 해서는, CAD 데이타를 가시화하는 소 트웨

어를 정비하고 있는 외에, 가상 실 기술을 이용한 해체작업 시뮬 이션시스

템의 개발을 1999년부터 해오고 있다.

한,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폐지계획의 특징 등을 고려하

여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고 있다.

① 해체 활동에 계하는 엔지니어와 작업자들이 시스템에 쉽게 근할 수 

있고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User Interface가 설계되어야 할 것.

② 시스템 운용이 용이할 것.

③ 기본 인 데이타를 공유할 수 있을 것.

④ 개발비용, 운용 비용이 경제 일 것.

⑤ 미래 컴퓨터 기술 발 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갖을 것.

상기의 에서,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은 기본 으로 PC를 이용하며, 네

트워크  인터넷에서의 이용도 고려하여 웹기술도 고려하여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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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후는 이들 시스템개발을 이어받아, 각 시스템의 연동을 꾀함과 함께 

해체계획의 최 화와 해체시의 리시스템 구축으로 비 을 옮길 정이다.

2. 시스템 구성

가. 데이타 베이스시스템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개념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설비정보

데이타베이스

설비정보

공간선량정보

방사능재고

평가 결과

각종검토결과

해체작업계획

설비정보의 표시

해석 측정결과의

가시화

COSMARD

(해체공수평가)

해체

시뮬레이션

3차원

형상 데이터

(3D-CAD)

그림 3. 엔지니어링 지원 시스템의 데이타베이스 개념도

해체 계획 결정과 련한 데이터는 해체 설비의 물량, 해체 상물에 함유

된 선량율, 방사능 재고량 등과 해체 상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들의 제원

과 배 의 크기와 길이 등이 있고 한 해체 시설  상물의 치 데이터 

들이 있다. FUGEN 발 소의 설계  제작시에 작성되었던 배치도와 배 도 

그리고 제작도와 등고선도 들은 3D-CAD 데이타베이스에 순차 으로 장하

도록 설계하 다. 단, 입력 자료의 범 는 비교  큰 기기, 구조물, 배   방

사성물질을 내포하고 있는가와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 으로 하 다.  

3D-CAD와 련된 자료로는 배  길이와 량, 표면 과 같은 데이터가 포

함되어야 하며, 기기류에 하여는 형상 뿐만아니라 량, 사양, 재료 등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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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 정보 데이터들은 보수 리시스템에

장 리하고 있다.

해체 폐기물의 분류와 해체 방법의 결정에 요한 자료로서 오염 핵종, 방

사화된 방사능량, 오염된 방사능량, 소재, 성상과 같은 방사능 재고 데이타가 

있다. 이러한 소스 데이터를 통해 오염된 콘크리트 등을 샘 링한 후 코드를 

이용하여 성자속를 계산하며 방사능량을 정확히 평가한다. 평가된 데이타는 

데이타베이스에 장되며, 3D-CAD 데이타와 연계하여 다른 작업에 기  데

이터 역할을 한다.

 

이상과 같이 엔지니어링 지원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구축되고 있는 계획평

가시스템(COSMARD)과 속  3D-CAD와의 연계를 통한 해체 정보의 해

석  측정 결과의 가시화 등과 같이 다면 인 평가에 이용된다.

한편, 재 입력되고 있는 설비 수는 약 34,000개로서 배  길이의 합이 약 

70km이며, 총 량은 콘크리트를 포함하여 약 37만톤에 이르고 있다. 한 

3D-CAD의 데이타는 약 2G bite로서 350개의 일에 이르고 있다. 

나. 방사능에 오염된 해체 상물 가시화

FUGEN 발 소의 체 인 모습과 원자로건물내 주요기기들의 형상들에 

하여 3D-CAD로 가시화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5(좌)는 덕트와 이블트 이를 3차원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5

(우)는 지지구조물과 계단을 3차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6은 3D-CAD와 

데이타베이스를 연계시킴으로서 3D CAD 화면에서 설비 정보에 해당하는 상

세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한  데이타베이스에 장된 방사능 재고 측정결

과를 3D-CAD와 속하여 방사능 별로 가시화 시킴(그림 7)으로서 작업

자가 받는 피폭량을 최소화 시키기 한 해체 차 등을 검토하고 반 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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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D-CAD의 가시화  (1)

그림 5. 3D-CAD의 가시화  (2)

그림 6. 설비정보 데이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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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방사능 농도 가시화

다. 해체계획 평가 시스템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JPDR의 해체경험을 토 로 개발된 COSMARD(Code 

System for Management of Reactor Decommissioning)는 그림 8에 나타난바

와 같이 해체 작업 공수, 작업자 피폭 선량, 해체 폐기물 발생량, 해체공정 등

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재는 시험 으로 시스템을 가동시켜 기본 인 기

능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COSMARD은 해체작업시뮬 이션 시스

템, 공정 리시스템 등과도 연동하여 최종 으로는 해체비용을 평가하여 효율

이고도 합리 인 해체 계획 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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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율 측정 데이타

후겐 3차원 CAD 데이타

해체작업계획

작업환경 데이타

믈량 데이타

작업 데이타

기타

출력 데이터 평가

입력 데이타

폐기물 발생 상황의 출력선량율 측정 데이타

공정

작업인공

피폭량

폐기물량

COSMARD에 의한 평가작업은 일본원자력연

구소와의 공동작업으로 진행중

데이터 입력

그림 8. 해체계획평가시스템의 개념도

라. 해체 공정 Simulation

3D-CAD와 상용 소 트웨어를 조합함으로서 해체공정에 의한 시뮬 이션을 

수행 할 수 있다. 해체 일정 시뮬 이션 방법은 기기철거 일정을 범용 공정

리 소 트웨어에서 작성하고 이를 시뮬 이션 소 트웨어와 속함으로서, 해

체 일정에 따라 장에서 기기가 철거되는 상황을 모사할 수 있다.

그림 9는 해체 일정을 산모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의 가운데

에 설치된 열교환기 2 와 탱크 1 를 해체하는 과정을 3D-CAD와 범용 공

정 리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해체일정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해체 작업 의 기기에 해서는 색을 바꾸어 표시하고 있다. Animation 기술

을 응용한 기기의 철거  반출 계획에 따라 기기간의 물리 인 간섭 유무와 

이동경로를 사 에 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해체 공간에서 기기들의 움직임을 

가시화할 수 있다. 그림 10은 탱크와 열교환기의 이동순서를 Animation 기법

으로 나타난 경우로써, CASE-1은 탱크를 먼  반출할 경우 간섭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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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해체 일정 시뮬 이션

그림 10. 해체 이동 순서 시뮬 이션(애니메이션)

이와 같이 공정 리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해체공정을 작성한 후, 일정 시

뮬 이션과 애니메이션 기능을 연계하여 사용함으로서 기기의 상세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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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계획을 입안하고, 가시화하여 해체 공정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마. 가상 실(VRDOSE) 기술을 이용한 외부 피폭선량 평가 시스템

고방사성 지역에서의 해체 활동은 방사능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는다. 특히 

원자력발 소 해체는 작업자의 안 과 해체 비용이 매우 요한 인자  하나

로써, 가상 실 기술을 이용하여 사 에 simulation을 수행하여 해체 활동을 

측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최 화 시킬 수 있다. JNC는 1999년부터 VRDOSE

라는 이름으로 방사성 지역에서 해체활동 계획을 합리 으로 수행하기 하여 

가상 실 기술을 응용한 외부 피폭선량 평가시스템을 개발되고 있다[Rindahl]. 

COSMARD 시스템은 해체 작업자의 workload 평가가 가능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reactor core나 heavy water system 과 같은 장비들을 해체하는데 발

생하는 여러 요인들을 평가하기에는 여러 문제 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

우에 가상 실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가상 실 기술 과 3D CAD기술을이용

하면 물리 인 목업 시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체할 수 있는 장 이 있

다.

1) 시스템 개요

VRDose는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가상의 작업자 (mannequin)가 3D CAD로 

구 된 해체 공간에서 해체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해체 작업일정과 피폭선량

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VRdose 시스템의 개념도와 User Interface 설계도

를 그림 11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림 11. VRdose 시스템 개념도   그림 12. VRdose의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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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체 작업자 활동 역

사용자가 VRdose 시스템에 근

했을 때 가장먼  하는 메인 화

면이 3차원으로 구성된 작업자 활

동 역이다. 그림 13에서 오른쪽

에 치하는 부분이 활동 역으

로 사용자는 이곳을 돌아다니며 

해당 시설물의 여러부분들을 찰

할 수 있다. navigator는 3D 

radiation visualization tool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Dose-rate 

visualization은 VRdose가 지닌 가

장 뛰어난 특징  하나이다. 그림 13의 메인화면 아래 밝은 녹색 부분은 방

사능 농도가 가장 많은 부분임을 표시해주고 있다. 왼쪽 아래 그림은 

dosimeter surface plot으로써 방사능에 오염된 50x50m2 지 의 가슴높이에서 

선량률 등 을 보여주고 있다. Pole은 가상 camera의 치를 나타낸다.

3) 해체 시나리오 기록

각 해체 활동별로 선정된 시나리오에 따

라 측된 피폭량들이 계산되며, 해체 작

업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받은 피폭량이 

그래 와 테이블에 나타난다. 마네킹 작업

자는 그림 14의 왼쪽 앙에서 보여주는 

Virtual storage house로부터band saw, 

cutting torch, dust box, scaffold와 같은 

장비를  선택한 후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용자는 그림 15와 같이 작업 시나

리오를 한 단계씩 구축할 수 있다. 해체를 

한 temple은 COSMARD system의 work breakdown structure에 기 하여 

구성된다.

그림 13 Navigation 역의 User Interface

그림 14. 시나리오 기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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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폭선량 평가

기록된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해체 활동을 하는 작

업자의 피폭량을 측할 수 있도록 산모사할 수 있다. 그림 16의 왼쪽 하단

에 밝은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재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

고, radiation visualization tool과 연계해서 시나리오상 작업자가 받을 수 있는 

피폭상태를 그림 16의 오른쪽 하단 그림과 같이 그래 로 표시해 주고 있다. 

5) 작업자 데이터베이스 역

작업자 database는 실제 작업자의 정

보가 기록되며, 기록된 시나리오가 실 

작업자와 치환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computer가 계산된 피폭량 뿐만 아니

라 실제 피폭량 값이 장되며, 해체 

리자 정보도 장한다. 이 게 장

된 정보들은 그림17에서와 같이 테이

블과 그래 로 표시되며, 이들 기록들

로부터 어느 작업 장에서 작업자가 받은 피폭량의 이력을 추 할 수 있게된

다.

6) 입체 상 시스템

그림 15. 작업자와 해체 시나리오 그림 16. 피폭선량 평가 역

그림 17. 작업자 데이터베이스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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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ose 로 구 되는 동 상과 가상 실 내

용들을 일반 PC나 notebook 등에서 시연하

기 해 2002년 3월에 VENUS(Vertual 

Engineering and Navigation with a 

Universal Visualization System)를 설치하

다. 이 시스템을 통해 VRdose가 평가하는 

내용을  입체 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시스

템(그림 18)은 재 시스템 평가와 VRdose 시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7) 가상 해체 지원 시스템의 응용 

가상 해체 지원 시스템은 원자력발 소 내부에 존재하는 방사능 분포를 시각

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방사화된 해체 상물의 방사능을 정확

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방사능지역에서의 해체활동에 따른 안 의

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VRdose는 해체 작업별로 투입되는 작업자들을 포함

하여 시나리오로 표 된다. 이들 피폭선량 시나리오에 기 하여 일련의 해체 

활동들을 방사선피폭선량 최소화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한 해체 활동 

이나 간 평가 단계에서 수행하는 해체 업무 보고나 교육에 사용된다. 가

장 큰 효과는  방사능 피폭선량을 최 화 시킬 수 있으며, 작업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궁극 으로 해체 비용을 감시킬 수 있다는데 장 이 있다.

8) 용 사례

o 방사능에 오염된 Pipe 제거

 

2001년 Fugen 발 소에서  heavy water 

system과 연결되어있는 helium circulation 

system(그림 19)의 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

를 해체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VRDose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평가에 사용된 부분은 

하나의 air valve, 9개의 이 , 4개의 elbow, 

2개의 tee 이다. 평균 방사능량은 0.1mSv/hr 

으며, 8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었고, 이 를 

제거하는데 3일이 걸렸다. 단된 부분은 15

그림 18. VENUS 시스템 시연장면 

그림 19. 해체 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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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band saw와saber saw가 사용되었다. 평가된 부분의 모델은 3D CAD 데

이터로부터 도출되었고, 비계와 구조, 벽, 이 , 장비 등은 VRML file로 

환시켰다. 시나리오는 작업 결과를 기 로 하여 만들었다. 모사 결과는 3일에 

걸쳐 완성되었다. 

9) 향후 계획과 VRDose 활용 방안

 VRDose는 외부 선량 당량만 모사하고 있으나, 다음 단계에서는 heavy 

water system과 helium system을 단할 때 tritium을 함유한 기체가 유출되

기 때문에 tritium(beta 방출) 흡입과 련한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해체 차에 따라 방사성물질과 차폐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작

업장내 방사능 분포가 바 게 된다. 동 인 방사능 이 문제는 아직 해결해

야할 과제다. workload의 최종결과는 COSMARD에 향을 주게 되는데, 더 

정교한 평가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해체 계획과 교육 훈련에 바로 

용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해체 활동 기간동안 안 을 향상시킴은 물론 해

체 비용을 감시킬 것이다. 

바. 해체 작업 simulation      system

1) 시스템 필요성  활용 효과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물 해체시 작업자의 피폭은 불가피한 상이므로, 작업

자의 피폭량을 이고, 작업자의 안 성 향상을 도모하기 해 컴퓨터를 이용

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여 해체 작업 simulation system이 개발 되었다. 지원

시스템 활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

o 작업량 감

o 작업자 피폭 감

o 작업자의 안 성 향상

2) 용  조건 

원자로 건물내 Helium 배  교체 작업을 상으로 한 해체 활동으로부터 수

집한 자료를 해체 작업 시뮬 이션 시스템에 입력하여 다음과 같은 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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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o 가상공간에서 배 의 단 작업이 재 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o 작업자의 피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뮬 이션 기능 확인

해체 작업 시뮬 이션에 고려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o 평가 상: 배  단 작업자

o 작업내용: 

  - 그린하우스내에서 실시한 배  단 작업  단한 배 의 이동 작업

  - 배  단 개수는 실제와 동일함.

o 작업 시간

  - 작업 리상 실 을 근거로 2시간으로 함.

  - 방호장비(tritium 방호복)의 탈착시간은 30분으로 상기 2시간에 포함시킴.

o 방사선량: 공간 선량은 실측치를 사용함.

o 기타: 그린하우스 밖에서의 작업과 기에 의한 피폭은 무시함.

3) 시스템 개요

해체 작업 시뮬 이션에서 고려된 변수

들을 그림과 같이 구 된 User 

Interface 환경에서 시뮬 이션이 수행

된다.

4) 연구 내용

가) 배 의 단 철거 작업 실

오염된 배 의 단  철거에 동원된 작업

자수는 17명이며, 해체에 소요된 총 작업시

간은 36시간이 걸렸다. 해체 공간내 공간선

량 당량은 4.6mSv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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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  단 장소

오염된 배 의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이 실물을 시뮬 이션 수행을 

해 3D CAD로 제작된 모습을 그림에 보

여주고 있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배 의 

구경과 단 회수 그리고 해체 상물의 

형상과 수량을 도표에 나타내었다.

다) 작업장소 주변의 선량당량률

해체하고자 하는 배  주변에 존재하

는 공간선량 분포를 3D CAD로 제작

한 그림에 나타내었다.

라) 선량률 분포 가시화

원자로 시설내 공간 배치를 가시화 시

킴으로써 오염된 배 의 정확한 치

와 주변 공간 선량률 분포를 시각 으

로 단할 수 있다. 

마) Simulation에 의한 배  교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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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작업 시뮬 이션을 통해 배 을 

단하고 철거하는 과정을 그림에 나

타내었으며, 작업자가 받는 피폭선량 

정도를 그래 로 보여주고 있다.

바) Simulation과 실제 선량당량의 비교 결과

배  해체 작업에서 측정된 선량당량 

값과 해체 작업 시뮬 이션을 통해 

구해진 작업시간에 따른  선량당

량의 차이를 그래 로 보여주고 있

다.

2.2 미국

2.2.1 INEEL의 DDROPS

Simulation에 기 한 "Decontamination, Decommissioning and Remidation 

Optimal Planning System(DDROPS)이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물들의 제염.해

체 활동들을 지원하기 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solid geometric 

modeling(ProEngineer)에 최  기술을 도입하여 상물( 이 , 펌 , 밸 , 

탱크 등)의 어느 부 가 오염되었는지, 그 치를  악할 수 있게 해주며, 폐

기물 박스내에 폐기물의 재 도를 최 화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포장 치

를 알려주고, 제염.해체 작업자들이 받는 피폭선량을 최소화 시켜 다. 실제 

제염.해체 장의 모델이 ProEngineer로 만들어지고 이 모델은 최  해체 

Algorithm을 이용하여 실험된다. 분리된 해체 상물들은 용기에 담아진다. 

이 시스템은 해체 단 횟수를 이고, 포장 도를 최 화함으로써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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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의 개수를 일 수 있고, 작업자의 피폭선량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한 시스템으로부터 해체 상물의 단된 치와 image file 등 자세한 자료

들이 생성된다. 해체 상물의 방사능의 속성을 code를 통하여 그래픽으로 보

여주고 있다. 물리  속성들이 정의되고 계산된다[3]. DDROPS 시스템의 추진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ProEngineer로 제염.해체를 한 시설물의 3D model 설계. 

3D 모델의 각 상물에 제원(부피, 무게, 길이, 질량 등)과 방사능 농

도 값 부여 

- 3D model을 수행하여 D&D 계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악. 

각 상물별로 방사능의 농도를 그래픽으로 가시화

- 길이, 질량 속성  방사능 농도와 련한 최 의 단 개수와 단 

치 

결정

- 분리된 상물들을 포장하여 3D 모델로 된 폐기물 박스에 재

- 3D modeling 결과와 최 의 단 방법 그리고 포장 차 등을 

Video tape 에 기록

- 3D model과 해체  분리 그리고 포장 등 실험을 하기 한 실제 

용 D&D 상 시설 선정

- 기술 검증을 한 사업계획서 개발

DDROPS 시스템 용 연구에 INEEL 부지에 있는 Central Facility Old 

Sewage Treatment Plant(CF691) 시설물이 선정되었고, 이 시설물에 한 3D 

modeling   해체 와 포장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모델을 실 으로 묘사하

기 해 시설 도면과 사진 정보 등이 활용되었다.

단 치를 해 고려되어야 할 상세 요소들은 폐기물 박스의 치수(두께, 길

이, 무게 등)와 해체 상물의 속성 그리고 방사능 농도 등이다. 3D로 구 된 

시설에 하여 해체 작업이 시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

업 활동들에 한 상세 내역이 Videotape에 기록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분리된 상물( 이 , elbows, 펌 , 밸 , 탱트 등)들이 포장되어 폐기물 용

기에 재되는 과정이 시연되었다. 분리된 상물들이 폐기물 용기에 차곡차

곡 재되므로써 폐기물 부피 도는 증가하고 작업자가 받은 피폭선량 값이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능의 정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며, 빨

강색은 농도가 높고, 란색은 농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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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해체 상 시설물 상세 도면     그림 21. 해체 상물 원형

그림 22. 3D 해체 상물(Proengineer)   그림 23. 해체 시설물 모델링(3D)

   그림 24. 최 화된 폐기물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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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EL은 project를 완료 한 후 DDROPS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여러 범 에

서 활용을 하고 있다.

- DDROPS가 상업  용도로 양도하기 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업 계획서에는 D&D 수요 시장, 잠재 고객, 재정  요구사항 등

이 포함되어있다.

- 제안서가 실제 INEEL 시설의 해체와 포장된 폐기물의 감량을 시연할 

수 있는 LMITCO Pollution Prevention Program 에 제출되었다.

제안서가 Robotics Cross Cutting 기술 분과인 FETC 에 제출하기 

해 추진 에 있다.

- DDROPS 결과가 정부기 인 DOE와 NRC에 발표되었으며, X-Change 

'97 D&D Marketplace에 상업용 D&D 기술이 발표되었다. INEEL은 

DDROPS를 1997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trade show에 시하 다.

- 1998년 3월 23~ 26 동안 IAEA에서 주 한 일리노이 주 Argonne East

에 있는 연구로의 소규모 시설 해체 교육과정에서 DDROPS가 발표되

었다.

- FETC, 원자력산업계, FIU 그리고 ANL 기 과  상업용 발 소의

D&D를 해 시스템을 개선  보완할 것을 제안 받았다. 

- ANL-E 소속의 D&D 문가인 Larry Boing의 요청에 의해 DDROPS

시스템에 한 논의가 있었다.

- 1998년 9월 13~17 동안 Denver에서 열린 spectrum '98 D&D trade 

show 시회에서 Large Scale Demonstration과 Accelerated Site 

Technology Deployment Project와 더불어 DDROPS가 많은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받았다.

- 국의 BNFL, Parson, TLC Engineering, 그리고 Bechtel 등 D&D 사

업자들과 DDROPS 시스템에 한 면담을 가졌다.

- Waste Management '99 Conference에 참석하여 DDROPS를 소개하

고, 다른 여러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으며, Journal에도 게재 하

다.

- 이 기술은 D&D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업체 시장에 사용될 기회가 많다. 폐기물 장 비용이 재 cubic 

feet 당$500(650,000원)이다. 정부와 D&D 회사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처분 비용을 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 폐기물 감량을 

도와  수 있는 이 기술은 수백만 달러를 약시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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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INEEL의 TOWER

1. 개발 배경

재 INEEL 이 해체해야 할 시설과 구조물들이 150개를 과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300개로 증가될 망이다. 원자력 시설물들을 폭 하지 않더라도 

minimal surveillance와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의 증 로 인해 시설물들은 낙후

될 것이다. 이러한 상은 환경 문제와 해체 작업의 안 성 문제 그리고 작업

자의 건강 문제 등을 가 시킬 뿐이다. 낙후된 시설 복구  탐색 그리고 유

지 보수와 련한 비용은 시설이 노후화 될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존하는 

험도나 로그램에 입각한 고려해야 할 사항들,  다양한 모델들을 이용한 

cost/benefit 등에 따라 재와 미래의 제염.해체가 가장 요한 과제로 우선순

에 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체 작업자의 험을 이고 해체 일정을 

체계 으로 확립 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여 이 시스템이 개발되었

다. 오염된 시설물들을 해체하는 과정에는 기본 으로 작업자가 해체 상물

에 근하여 단하고 폐기물을 포장해야 한다.  이러한 해체 활동은 많은 시

간이 소요되고 포장물을 높은 도로 포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체 작업자들이 방사능에 쉽게 오염되는 결과를 래한다. 형 으로 폐기

물 용기는 많은 공간을 남겨 놓은 채 부분 으로 채워진다. 처분 비용이 용기

의 무게가 아닌 부피로 계산되므로 가능한 폐기물 용기에 포장된 폐기물을 꽉 

채우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이 게 하기에는 오염된 해체 상물들의 모양

이나 크기 등이 무 다양하여 해체 용기를 최 화 한다는 것은 어렵다. 더 

요한 것은 폐기물을 용기에 담는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자들이 방사능에 오

염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제한된 시간 내에 해체 상물의 

단과 포장이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 개발 과정

TOWER는 작업자들의 해체활동을 기획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해체 시설  

상물을 보여주며,  작업자들의 피폭선량률을 감소 시키는데 필요한 기술 요

소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주는 software이다. 

첫째, 시설의 3차원 모델은 CAD와 청사진, 도면, 사진, laser-scanning 기술, 

Photogrametery 등으로 만들어진다. 가상 방사능 피폭선량률은 soft-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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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을 통하여 계산된다. 사용자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제원 값들을 이용하여 

3차원 험 지역을 모델링 한다. TOWER는 solid model 상에 방사능에 노출

된 지역을 보여 다.

사용자에 의해 통제되는 정 검사는 모델링 환경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루어지

며, 검사과정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농도와 시간이 경과되면서 되는 피폭

량이 그림7 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업자가 받는 피폭선량률은 해체 시나리오에 따른 해체 

활동에 따라 계산된다. 방사능 오염지역에서의 해체 활동의 경우 오염검사는 

ALARA (As Low As Reasonable Achievable)기 에 입각하여 작업자 신체 

 머리와 가슴 그리고 다리 부분을 검사 한다.

TOWER는 해체 상물의 신속한 해체와 해체 폐기물을 폐기물 용기에 효과

으로 포장하기 해 해체 폐기물을 최 의 크기로 만들기 하여 해체 상

물  어느 부분을 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한 사항은 폐기물 용기 크기, 

무게 는 무게 심 이거나 방사능 제한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 폐기

물 용기에 해체 폐기물을 완 히 재시키기 한 기 을 제공함으로써 완벽

한 manifest/object inventory record를 유지한다. TOWER 시스템을 용할 

수 특수 분야는 시설  장비들의 제염  해체 분야이다. TOWER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는 해체 비용의 감과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최소화 하기 해

서는 해체 상물의 어느부분을 단해야 하는지를 가장 먼  알 수 있다.

3. 활용 효과

해체 기획자들은 고 방사성 지역에서

의 해체 활동을 할 때 해체 비용을 

일 수 있는 방법과 작업자의 안 성을 

증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필요

성을 인식하여 TOWER 시스템을 개

발하게 되 다. 해체 작업자들의 경험

과 추정에 으로 의존하여 수행되

는 재의 해체 기술과 비교할 때 

TOWER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25. 해체 활동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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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자가 받는 피폭선량률을 50% 감소

o 재래식 방법으로 해체했을 때보다 해체된 폐기물 부피를 1/3로 감량

o Quickly verify as-built drawings 

o 환경 인 향을 감소

o historic record와 같이 시설물들을 Interactive/visual file 로 생성

비록 원자력 산업에 국한되어 설계되었지만, TOWER는 더 많은 원자력 시설

의 제염.해체에 용시킬 수 있으며, 한 작업자가 피폭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시설에도 활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TOWER로 생성된 시설물 모델링은 이미 만들어진 도면과의 차이 을 구분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실제 방사화된 상물의 농도는 다양한 조합 요소들을 

그래픽으로 보여 으로써 작업자들은 방사능 환경에서 피폭량을 최소화 하기 

해 미리 해체 상물을 단하고, 포장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TOWER는 자동 으로 해체된 시설물과 장비들의 완료된 기록 뿐만 아니라 

수행이 완료된 자료들과 시설물들의 가시 인 기록들을 보 하고 유지한다.  

방사능에 오염된 해체 시설물과 상물을 가시화 시켜주며, 작업자의 피폭선

량을 계산해 으로써 해체 작업자의 피폭선량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해

체 일정을 가속화 시키고 해체 비용을 감시킬 수 가 있다. 한 작업자는 

방사능에 오염된 해체 공간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안 에 한 주의를 고취시

킬 수 있다. Smart database, proprietary code/algorithm, geometry model 

processor, robotic path planners, hazardous field visualization 과dose 

calculator  등으로 구성된 TOWER 는 운 자가 체 해체 공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며,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  작업자 교육용으로 활용된다.

4. TOWER 시스템의 검토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물을 기존의 다양한 기본 기술을 이용하여 성공 으로 

제염과 해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들 해체 기술들로는 해체 작업을 더 보완

해야할 부분이 많으며, 작업자들이 더 자주 방사능에 노출되고 폐기물의 부피

가 더 커지며 나아가 해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DOE의 자

료에 의하면, 기존 기술로 시설물들을  환경 복원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36

억 달러를 과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TOWER 기술은 해체 비용을 감시킬 수 있으며, 해체 작업과  환경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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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 시킨다. TOWER로부터 얻어지는 정교한 계획은 제염.해체와 련하

여 어림짐작으로 수행되는  일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작업자가 받는 피폭선

량률을 50% 임으로써 작업자의 안 성을 증 시켰다. 이 기술은 폐기물 처

분장의 제한된 공간을 최 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폐기물의 부피를  

혹은 1/3 이므로써 처분 비용을 폭 삭감시킬 수 있다.

복잡한 시설물들을 가시화시켜 으로써 최 의 해체 공정과 포장 단계에 

한 개략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작업자가 방사화된 해체 상물로부터 받는 

피폭선량을  추 할 수 가 있다. TOWER는 고방사능에 오염된 시설물들을 

해체 하고, 작업자를 교육시키고, 작업자의 피폭선량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

며,  폐기물 처분 비용 감 등과 같은 해체 공정 계획을 세우고 문서화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 이다.

2.3 이탈리아

2.3.1 ENEA(Ente per Le Nuove Tecnologie, I'Energia e I'Ambiente)

ENEA에서는 plutonium 원소에 오염된 glove box를 해체하기 해 특수 해체 

시설을 설계하 고, 동시에 노르웨이 IFE(Institute for Energy Technology)에

서는 이 시설에서 glove box를 해체 하면서 작업자들이 받는 외부 피폭선량

을 평가하기 해 가상 실 system을 개발하 다. 가상 실시스템은 작업 종

사자들의 해체 활동  업무에 따른 해체 시나리오와  해체 장비들에 한 

radiation protection gear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상 실 시스템의 주요 기

술 요소로는 external radiation condition과 

공기  핵종  공간 방사선량 그리고  

Glove-boxes 의  오염 분포 등 방사선학  

특징들을 주요 입력 자료로 하고 있으며, 이

들 자료들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외부피폭선

량을 평가하고 있다. 가상 실 시스템의 평

가 수행 방법으로는 가상의manaquin worker 

들이 virtual dosimeter를 부착하고 해체 작

업을 수행하면서 측정된 공간 방사선량률을 

기 로 하여 외부 피폭선량을 계산하며,  정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해체 작업

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결과들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방사선량 변

화를 그래픽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상 실 시스템은 원자력 시설의 설계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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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계획 그리고 작업종사자의 교육 훈련에 긴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되며, 

해체 리자와 설계자들에게 해체 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

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3.  타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술 동향

3.1 유럽

3.1.1 ABB Manufacturing & Consumer Industries GmbH

ABB Manufacturing & Consumer Industries GmbH사는 주로 자동차 부

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재 단조 크랭크 샤 트 제조공정을 DMU로 구하

다. 크랭크 샤 트는 차종에 따라 크기  형상이 달라 자동화에 어려움이 있

어 이를 극복하기 하여 로 팔의 Gripper를 개발하 다. 따라서 이 Gripper

를 장착한 로 의 치를 설정하고 문제 을 악하기 하여 DMU를 구축하

다.

그림 26. 단조공정 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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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형태의 크랭크샤 트를 잡을 수 있는 로  팔 Gripper를 개발

하고 이를 산모사를 통하여 근성(accessibility) 악

- Realistic robot simulation을 통하여 공정 Cycle time 분석

- DMU를 통한 Gripper 내부 구조 설계

- 설계된 Gripper를 이용한 공정 outline 조사  문제  악

- 2개의 로 을 이용하여 크랭크 샤 트의 세부 치를 악하고  작

업 공정을 Delmia를 이용하여 DMU 구축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GRIP을 이용하여 Gripper를 이용한 크랭크샤 트 타입  포지션 

악 시스템을 DMU로 구 하고 문제  분석 도구로 활용

- 구축된 DMU를 통해 Cycle time 분석

- 실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이 에 미리 DMU를 통해 작업 장 구축

하여 작업장 상황을 미리 악 

3.1.2 astrium

Astrium사는 항공기  우주선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Virtual Assembly 기술

을 다양한 제품생산에 용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E3000 Payload 

Harness의 Layout을 산모사로 구 하고 이를 가상 조립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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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E3000 Payload Harness 트 DB

                그림 28. E3000 Payload Harness의 Layout

그림 29. Crain 작업 장과 산모사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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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 E3000에 한 Y 패  Portsmouth AIT process의 모델링  

Assembly

- AIT 로세스와 시설과의 충돌 측  평가

- E3000에 한 Y 패  테스트  모델링 어셈블리 개발

- 인공 성, MGSE,  Crain 사이의 공간 악  공차 분석

- 확인된 험요소를 완화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조립과정 분석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품의 cycle time 단축

- 디자인 cycle time 단축

- drawing number 와 차 축소

- 물리  mock-up 수 감소

- meeting & travel 약

- 우발  비용 약

- 험 감소

- 상호 커뮤니 이션에 도움

- 훈련에 도움

- 소비자에 향력을 제공

3.1.3 Daimler Chrysler( 체)

다임 크라이슬러는 자동차 문 제조 회사로 재 자동차 제조공정을 

Digital Factory로 구 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정보를 장 리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제조비용 감

소하여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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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IGRIP을 이용한 근성 분석  시뮬 이션 흐름도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제품 표 화 : 통합표 을 제시하고 제품 원칙을 모든 계획 역에

서 확고히 정착

- 데이터 통합 : 모든 련 데이터(제품, 로세스, 자원 등)를 데이터 

리 시스템을 통해 리

- 작업 흐름 리 : 모든 련 트들을 컴퓨터상에서 완성하고 

workflow에 의해 정보교환 됨

- 계획 자동화 : generative planning에 의해 반복 작업을 자동화함

그림 31. 3D 부품 단면도, 가상 측정,  3차원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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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ilot project로 Digital Factory Powertrain 구축 : 표 화된 차에 

따라 189개의 시작 을 확인, 묘사  평가하 음. 

- 제한된 공간에서의 근 가능성 악하여 공정 최 화 수행(충돌 확

인, 계획 수정)

- 로세스 최 화 수행

- 3D 모델과 자공정 모델 통합

- 제조 모델의 자동화 생성

3.1.4 DURR(독일)

Durr사는 세계 자동차회사에 페인트 장비  설비를 다루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산모사를 통하여 자동차 페인트 시스템을 자동화 하여 보다 우수

한 품질로 도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산업이나 일반 산업에서 보다 우수한 페인트 마감을 한 

DMU 시스템 개발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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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자동차 도색 공정 산모사 시스템

- EcoTalk 시뮬 이션 구성 : Offline 페인트 로 을 한 IGRIP 기반 

솔루션임. 

- 로 을 통한 자동차 도어  후드 오  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

는 Handler path 툴 개발 : 최 화된 공구 경로 제공

- EcoTalk 페인트 모듈과 RRS(realistic robot simulation) module을 

통합하여 실제 작업시 경과되는 소요시간을 정확히 계산이 가능 

- Ecopaint 시뮬 이션과 Ecoscreen, EcoRC 로그램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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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자동차 도색 로  치 분석

그림 34. Ecopaintsimulation, Ecopaintscreen, EcoRC 통합 시스템

3.1.5 EADS Launch vehicles(독일)

독일의 EADS Launch vehicles사는 항공우주에 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양산하는 제품은 M51, Ariane 5, ATV 등이 있다. 본 회사에서는 제

품생산에 있어서 Risk, Cycle time,  비용을 최 화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필요하 다. 따라서 작업 장을 DMU로 구축하고 이를 시뮬 이션

을 수행하여 최 화된 생산 라인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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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Digital Factory 구축 목  분석표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그림 36. DMU를 통한 작업 통합 흐름도

- 험, Cycle time, 비용 최 화

- 장비를 설치하기  공정 설계가 필요

- 새로운 부지 건설 는 재의 랜트 재배치(Layout studies, 

power distribution, utilities)

- 마  개요 설명  collaborative engineering에 활용, 작업자 교육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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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에서 공정 설계 간소화

- 공정 이해도 증진

- 3차원 애니메이션을 통한 상호 정확한 커뮤니 이션

- 작업 통합

- Date 통합 리

3.1.6 IVECO(독일)

IVECO사는 자동차  디젤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생산하는 제품은 

경차에서부터 형 트럭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차종을 개발하며 매년 46만

의 디젤 엔진과 13만 의 자동차를 생산한다. 본 회사는 동시공학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동시공학에 따른 제품 생산을 해 다양한 tool을 이

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표 으로 Delmia DPM, QEST, Nastran, 

Autocad 등을 이용하고 있다.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그림 37. 데이터 통합 시스템 흐름도

- DATA 리(AutoCAD, CATIA, NASTRAN, DELMIA, QUEST 등

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리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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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동시공학시스템 툴

 

                    그림 39. 각 3D 모델의 데이터 베이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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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각 트 정보 문서화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를 보다 효율 으로 리하게 되었음 

- 자동차 개발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증진하 음. 

- 동시공학을 증진하 음. 

3.1.7 SAAB

SAAB사는 GM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자동차 회사이다. 

재 주로 산모사와 련된 로젝트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재 

새로운 GM 렛폼과 워트 인을 개발하고 있다.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고  리자  구매자와의 커뮤니 이션 향상을 함

- 컨베어의 치수와 리어 수가 메인 라인에서 WIP 편차에 매치되어

야 함

- 인간공학  문제 평가

- Process 계획  라인 벨런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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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장치 설계에 용

그림 41. IGRIP을 통한 "BUMS" Application 개발

그림 42. 작업자 자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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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Maufacturing engineering system 흐름도 

   

그림 44. DMU를 통한 라인흐름  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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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Gig공구의 설계타당성 분석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새 door 일반 조립 라인의 캐리어 수를 약 5.5% 감소

- 다른 공구 키트를 조립하는데 보다 빠르고 유연성 있는 방법 도출

- 보다 향상된 공정계획 수립

- 라인 벨런싱 작업을 통해 작업자 수 감소  생산 증가

- 지지 장비의 치를 IGRIP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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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

3.2.1 University of New Orleans SDDO

뉴올리온즈 학의 시뮬 이션 센터에서는 미국연방고속도로 리국의 지

원을 받아 52개의 자동차 차종에 해서 Off-tracking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뮬 이터를 개발하 다. Off-tracking이란 자동차가 코 링할 때 휠경로의 

최  Offset을 말하며 자동차의 앞바퀴 외부 타이어의 경로를 측정한다. 

그림 46. 다양한 차종의 3D 모델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차종에 한 Off-tracking 분석

- 차량의 후진시 운동 분석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상 상태에서의 off-trackin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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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L을 이용한 RAY_CAST Routine 개발

- 차량이 언덕을 지나갈 때 Bouncing 분석

- Trailer에 의해 견인시 차량의 off-tracking 분석

- 실시간 차량 제어 시스템 개발

- Real time control에서 Mine 과 Delmia 비교

3.2.2 Boeing

보잉사는 항공기 설계  제작에 필요한 설계 정보를 VPM Data base를 

이용하여 CATIA(3차원 설계), Flythru(유동해석), Delmia Envision(조립 시뮬

이션), VPM PSN(Database) 등의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 다. 

그림 47. 비행기 설계를 한 각동 로그램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비행기 동체의 클립  cargo 라이  설계  변경 모사

- Produciblity analysis

- Work definition and sequence 구성

- Human factor  근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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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계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ntercostal 설치시 문제  발견  보완

- upper blade 설치시 작업 순서 설정

- 비행기 조립 시 작업자 치  조립 가능 공간 악

그림 48. 각 3D 모델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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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작업 분해순서 분석

그림 50. 산모사를 통한 Beam 설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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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DMU를 통한 작업 정의  작업순서 설정 

그림 52. 작업자 자세  근성 분석

3.2.3 Forward Vision

Forward Vision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산모사를 통해 트 모델

링, 유입되는 재료 모델링, Line side staging, module build line, 외부로 나가

는 시퀜스  선  등을 모사하기 한 로젝트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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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그림 53. 작업공정 DMU 구축 

- 시설 처리량 결정

- 트들에 의한 Floor 공간 할당 계산

- 포크리 트 사양 결정

- 트럭 비용 계산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산모사를 통해 시설 처리량 계산 

- 여러 case에 따라 트럭 

- Sequence foot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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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ck에 따른 sub-routine을 통해 자동화 설계 

  

그림 54. 자동화 설계를 한 DB 구축

3.2.4 RAYMOND

RAYMOND사는 산모사를 통하여 고객에 한 가상 tour를 목 으로 개

발하 고 한 랜트의 Layout의 타당성 검토  작업 흐름 검토를 목 으

로 산모사 시스템을 개발하 다.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산모사를 통해 고객에게 함축 으로 생산과정에 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조용한 상태에서 고객과 질문에 응답이 가능하게 하기 해 

시스템을 개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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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Digital Factor 구축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작업장 내부 Full 산모사 구

- 시각 으로 정 한 Factory model 구

3.2.5 Visteon

Visteon사는 QUEST를 이용하여 디지털 공장(Digital Factory)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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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 체의 공정 흐름을 분석하고 문제 이 발견된 공정에 해 보다 효율

인 라인을 제시할 목 으로 산모사 시스템을 구축하 다.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차세  zero 오염가스 배출 차량 연료탱크 생산라인을 산모사로 

구

- 재료의 흐름 분석

- 3D 공장 모델 개발  가시화

- 처리량 분석

그림 56. 여러 CASE STUDY 분석 작업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개의 case에 해 시뮬 이션 수행. 그  2개의 평행 라인이 생산

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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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수를 3~4명 일때 생산품 증가

- 생산품 요구에 기 하여 운  패턴 결정 

3.3 일본

3.3.1 Sanyo-machine America Corp. 

Sanyo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자동차 용  시스템, 자동차 조립 시스템, 

이  로세싱 시스템, 정  이  상품, CMD 측정 장비 등을 생산하는 회

사이다. 이 회사는 산모사 기술을 통하여 작업의 Process를 검하고 작업

자의 실수를 최소화 하며 체 인 비용감소를 목 으로 시스템을 개발하

다.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Floor 공간 분석

- 몇 개의 로 이 필요한지 offline simulation을 통해 분석

- 작업자 통로 리

- Life concepts

- 작동의 기본 순서 도출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7. 작업장 DMU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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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작업일정 도출

- 미  시간 단축

- 설계 러티 향상

- 작업 실수 감소

- 리드 타임  총 비용 감소

- 사용한 라이 러리 컴포 트 재사용

- 라이 러리로부터 표 화 유닛 재사용

3.3.2 Sumitomo Wiring System Ltd.

스미토모 와이어링 시스템 사는 와이어 Harness를 만드는 회사로 기존의 

많은 제품 제작 기간과 비용을 이고 빠른 시간내에 량생산 할 수 있는 체

제를 구축하기 하여 산모사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의 조립 시스템을 개발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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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3D 트  Jig DB구축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산모사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문제  도출

- 정확도 향상

- 시제품수 감소

- wire harness 조립을 한 가상 visual 조립 시스템 개발

그림 60. Wire harness 작업장 DMU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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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상 조립 시험 가능

- 조립 작업가능성 검사

- 가상으로 자동차 에 고정 작업 확인

- 하부 조립 작업 확인

- 삽입 순서  치 검사

- 트 조립 작업가능성 확인

- 가상 공장 구

- 작업 개발 기간 1/3 단축

- 시험 기간 4/5 단축

- 시험 요구 회수 3/4 단축

- 작업자 교육에 활용

그림 61. 실제 상품을 통한 조립 검사 방법과 Virtual 조립 검사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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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작업 근성, 간섭검사  작업가능성 확인

3.3.3 다이킨공업주식회사

다이킨 공업주식회사는 주로 가정용, 산업용 에어컨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이 회사는 주로 다품종 혼류 생산을 함으로써 직선라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조 장의 여성화  고령자화됨에 따라 작업자에 부담이 높아

지는 등 Line형 작업의 한계에 직면하 다. 한 사외 탁  아르바이트화 

됨으로써 작업자의 능력과 업에 의존한 작업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

라서 최근 Hybrid형 Room-aircon 제조 라인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산모

사로 검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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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작업라인

(b) 개선된 작업라인

그림 63. 기존 작업라인과 새로 설계된 작업 라인 비교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산모사를 이용하여 Line형 작업의 문제  분석



55

- 개선된 라인의 이아웃을 구 하고 이에 한 분석

- 작업자가 개체 차이에 응하여 항상 당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고기능 셀 생산 유닛 개발 

- Human Simulation에서 사용하는 해석작업공간 구축

그림 64. 작업라인 개선 

그림 65. 개선된 작업라인 DMU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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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Hybrid 타입의 개선된 라인 구축

- 작업라인의 최 의 인원 배치

- 요구수량을 생산하기 한 Cell수  Buffer량 도출

- 인간 친화 인 설비 설계(작업자 피로도 감소)

그림 66.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한 작업 선반 설계

3.4 한국

3.4.1 서울 학교 조선공학과

서울 학교 조선공학과에서는 IGRIP과 QUEST를 이용한 조선소 성형공장

의 가상 생산 모델을 구 하 다. 국내 조선산업은 최근 최고의 호황을 리

고 있지만 수주물량이 생산 능력을 과하여 추가 인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

하고 있다. 조선소 내 모든 공장의 가동률의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새

로운 설비의 도입이나 공법의 변화, 물류 변화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기가 어

렵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필요한 기계설비나 공정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최근 사 인 디지털 생

산 개념을 도입하여 가상 생산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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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Digital 조선소 구축을 한 모델링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동일한 작업이 없고, 아주 복잡한 구조물로 구성된 조선분야의 가상 

생산 시스템 구축을 구축 

- 조선소의 성형공장의 가상 생산 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한 디지털 

생산 시스템 아키텍쳐 개발

- 성형공장 물류 모델링 수행: 일련의 변화가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를 

 것인지를 측. 임의의 결과를 체계 /논리 으로 측하고 신뢰

성 있는 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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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다양한 작업기계 Device 구축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크 인을 한  추가하여 시뮬 이션한 결과 생산성 향상  재고량 

감소

- 크 인 1 의 경우 작업자의 안 을 고려하여 속도를 일정 범  까

지 올리는 것이 생산성 향상

- 크 인 2 의 경우 작업자의 안 을 고려하여 한정 으로 속도를 올

리는 것이 생산성 향상

- 가공 공장 시뮬 이션 결과: 최  83% 생산성 향상 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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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가상 조선소 DMU 구축 

3.4.2 삼성 기

삼성 기에서는 DY(Deflection Yoke)공정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보다 

효율 인 생산흐름체계를 정착시키기 하여 산모사를 통해 조립공정을 분

석하 다. 한 Inverter 공정에서는 생산 물량의 증으로 인한 제조생산능력

(CAPA)의 증  요구  물류 흐름의 복잡성  비효율성 검토  개선이 필

요하 다. 따라서 산모사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개선하 다.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그림 70. DY와 Inverter 조립공정 DMU 구축 



60

▶ DY(deflection Yoke)

- 흐름생산 체계가 미정착되고 과도한 이동 loss가 발생하여 이를 

산모사를 통해 Deflection Yoke 생산 라인 개선

▶ Inverter

- Inverter 생산 라인에서 CAPA 증 를 한 설비투자의 효율성 검토 

 생산라인의 In-line화 

- 작업자 동선의 개선을 통한 물류 이동거리 단축

- Layout의 개선을 통한 리의 효율을 높이고 단  비용 경감

- 추후 최  설비투자 계획 확보 

▶ Stopping motor

- 재 상태에서 최  지그이 수  최  오 기 투입에 한 수 

- 오 기 추가 투입시 한 오 기 수  지그의 운 의 수

- 원활한 물류 흐름을 한 이아웃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DY(deflection Yoke)

- 생산량은 감소하 으나 라인 1에서는 8명 인원 감소, 라인 2에서는 

18명 인원 감소 등 노동 생산성 30%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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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rter

- 기존 흐름 심의 생산방식을 CELL 방식과 혼합함으로써 다양한 기

종변경에 유연하게 응

- 에이징 이후 공정을 In-line화 시킴으로써 물류 이동거리의 개선(단

축)

3.4.3 우자동차

우자동차는 가상공간에서 자동차 제작 시 발생되는 문제 을 검증하여 최소

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 의 안을 찾는 도구로 활용하기 하여 IGRIP을 이

용한 ROBOT Off line programming을 개발하 다. 

그림 71. 작업공구 3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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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Gun maker Device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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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상물, 공구  장치류 Device 구축 방법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신차 개발기간 단축

- 모든 계층에 만족하는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

- 실 문제를 시각화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상공간 사에서 검증하

여 비용과 시간으로 최 의 안을 찾는 도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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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충돌  간섭 상 체크  조치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시간 65% 감

- 공구 사용 기간 50% 단축

- 비용 3억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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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OT Tool 용 검토. 시행착오 업무 방

- Jig 설계 용 검토. 간섭  작업 역 검토. 설비 품질 향상으로 인

한 양산품질에 도움

- Digital 선행기술력 확보. 재 비 48% M/H 감

3.4.4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는 KJ 엔진에 해 Delmia QUEST를 이용하여 엔진 조립라인

의 가동률 해요소를 분석하고 라인의 최 생산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작

업공정, 라인,  공정간 작업시간 등을 산모사로 구 하여 분석하여 최 의 

공정을 도출하 다. 

그림 75. Device 라이 러리 구축  작업장 DMU 구축 

산모사 목 은 다음과 같다. 

- 엔진 조립라인의 가동률 해요소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라인 최  생산 능력 확보

- 설비고장에 의한 가동률 향 평가

- 병목 공정 해소를 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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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 Pallet 정 수량 산정

- 공정간 작업시간 분포 비교

- 공정 효율성 평가( Real Working/Cycle Time)

- 착화 Test 시스템 C/Time 단축 필요성 검증

그림 76. 데이터 입력 폼 개발

시뮬 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라인의 Operation time의 Balance 불균형

- 공정별 작업 시간 효율 하

- 반송 속도 검토

- Buffer 신설구간 검토

- 재 라인 최  UPH(Unit Product Per Hour)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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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설비 시나리오를 통한 설비 개조

4. 검토 결과  분석

4.1 원자력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술 동향

일본 JNC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체 Engineering Support System은 여러 목

을 가지고 개발 인 단  시스템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단된다. 

이 시스템 에서 가상 실 기술을 이용한 시뮬 이션 시스템은 해체 작업자

들이 근하기 어려운 방사능 지역에서의 해체 활동을 가상 실과 시뮬 이션 

기법을 통하여 사 에 수행하게 함으로써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작업자의 안

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응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본 

JNC에서는 가상 실 기술을 심화시키기 해 노르웨이 Halden Project에 연

구기 을 제공하면서 까지 IFE와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장차 세계 원자력 산업계에서 단연 선두 주자 

역할을 하리라 본다. 

미국 INEEL이 개발한 DDROPS 시스템은 문서상으로 해체 폐기물량 감과 

해체 작업 시간의 단축  작업자 피폭선량 감쇄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 인 자료를 구하지 못해 더 이상 분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DDROPS 시스템의 활용 범 를  보면 미국내 원자력 시설  IAEA에

서 주 하는 해체 교육 로그램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이 

시스템에 한 자료 입수와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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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타 산업에서의 디지털 목업 기술 동향

4.2.1 디지털 목업(DMU) 시스템 구축

제조업 분야에서의 다음과 같은 로그램을 이용하여 DMU를 구축하 다. 

• IGRIP/Ultra Products

• ENVISION

• QUEST

의 로그램은 실제의 로 과 주변장치, 운동 속성(motion attributes), 

기구학(kinematics), 동역학(dynamics)  입출력 로직과 연결하여, 매우 정확

하게 산모사와 로그램 작업을 수행하 다. 한 로 의 치, 동작과 사이

클 타임을 최 화 하고, 로 과 부품, 공구, 치구  주변 설비와의 충돌도 미

연에 방지할 수 있어, 설비 비용과 로그램 시간을 획기 으로 일 수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의 로그램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추가 인 모듈을 

사용하므로써 보다 효과 인 산모사 결과를 도출하 다. 

1. ASSEMBLY

제품의 조립  분해과정을 가시화하고 평가, 검증을 수행할 때 

ASSEMBLY를 주로 이용하 다. ASSEMBLY는 다단계 조립순서, 부품 경로 

 조립작업의 문서화 등을 수행하고 Gantt 형태의 조립순서를 만들고 편집하

고, 부품의 경로와 부품이 지나가는 공간의 부피를 이용해 조립여유와 조립공

간에 합 한지를 검증하는데 이용되었다. 

2. EURO

작업자의 범 한 작업 역을 고려하여 안 한 작업 환경을 설계하고 

작업자의 동작, 시야, 근, 운반, 사이클 타임, 가시 역  운동 등을 분석하

기 하여 ERGO 모듈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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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rtual NC

가공공정을 신속하게 구 하고 이를 검증하여 최 화하기 해 Virtual 

NC 모듈을 사용하 다. 이 모듈은 가공기계, 컨트롤러  공작물 삭을 가상

으로 구 하는 모듈로 NC 데이터를 실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오 라인상에

서 검증하는데 이용되었다. Virtual NC는 가공공정, 공구의 비, NC 가공 

로그램을 컴퓨터상에서 사 에 검증하여, 장에서의 충돌을 사 에 제거하고 

기계의 공정을 최 화하여 NC 로그램을 질 으로 향상시켜 기계의 생산성

을 극 화하는데 이용되었다.

4.2.2 해외 기술 수  분석

많은 선진 국가의 회사들은 Digital mock-up을 이용하여 생산품의 제조라

인을 보다 효율 으로 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

이 Digital factory를 구성하여 공장  라인을 DMU로 구축하여 최 의 라인 

배치, 최 의 작업자 수, 로 들의 치설정 등을 수행하여 보다 효과 이고 

능률 인 라인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 특히 여러 선진국의 제조업 분야의 DMU 기술은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속히 발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의 기업들의 산모

사 결과를 시각 인 효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 즉, CAD system, 

Database, 공차해석(Tolerance analysis),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 인간

공학해석(Ergonomic analysis)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통합한 동시공학

(Concurrent engineering) 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DMU 기술도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

이고 체계 인 Engineering system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재 디지털 목업 시스템은 주로 항공기, 선박  자동차 제조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원자력 시설의 해체 분야에서는 무한 실정이다. 디지털 목

업 시스템은 원자력 시설 내 작업자가 근할 수 없는 지역을 실 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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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므로써 작업자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오염된 해체 

상물의 치를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체  단 방법을 

computer로 구 된 시스템에서 사 에 수행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 작업자의 안 성과 경제성 문제

를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 외부 피폭선량 평가 시스템이나 해체 비용 평가 

시스템 등 computer를 활용한 해체 기술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해체 일정 단축과 해체 폐기물의 감량  해체 비용 감 등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평가하기 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디지털 목

업 기술이 목이 된다면 연구로  원자력 시설 해체 시 요한 도구로써 역

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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