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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적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 과제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공학규모 파
이로프로세스(Pyroprocess)의 일관공정을 시험하는 시설(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과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공학규
모 실증시설(ESPF,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 등 에서 파이로 공
정장치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작업에 필요한 원격 취급시스템기술의 개발,
파이로 공정장치 및 각종 원격 취급장비의 3D 설계치를 기반으로 이들의 시
설 배치 및 원격 취급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기술의 개
발, 사용후핵연료 절단봉을 탈피복하여 분말화하는 기술, 그리고 파이로 단
위공정 및 연계 공정의 원격 자동화기술을 개발함으로서 파이로기술 개발의
원격화를 통하여 작업자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공정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과제의 연구개발 목적이다. 본과제의 최종목표 및 1 단계목표는 다음
과 같다.
1.

-

최종 목표
∙Pyroprocess의 실증을 위한 원격 운전/유지보수 기술 및 취급장비 확보
단계 목표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파이로 공정기술개발은 완전히 기밀된 불활성 분위기의 알곤셀 또는 고
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셀 가동 중에는 작업의 셀 내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들 시설에서 파이로 공정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작
업, 공정간 생산물의 이송, 고장시 부품 또는 모듈의 수리 및 교체 등의 작
업은 모두 원격으로 수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원격 기술의 개발은 파이로
공정기술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의 실용화, 파
이로 공정의 생산량 증대, 공학규모 실증시설의 방사능 노출에 대한 안전규
정과 파이로 안전조치 이행 등의 제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파이로
단위공정, 공정 생산물, 연계 공정 등 파이로 일관공정에 대한 원격 자동화
기술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2.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 1단계에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학규모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o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High-throughput 메커니즘 고안
o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제작, Mock-up 설치 및 시험
o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장치 scale-up 데이터 생산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o Pyroprocess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안 분석
o 고하중 취급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작, Mock-up 설치 및 시험
o Mock-up 내 공정장치 유지보수 시험 및 평가

2.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기반 구축
o Pyroprocess Mock-up 가상환경 구축 및 원격작업성 분석

3. Pyroprocess

o

공학규모 Pyroprocess 실증시설 Digital Mock-up 구축 및 layout 분석

Ⅳ. 연구개발 결과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학규모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o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시제품 개발
- Screw feeding 및 rotary kiln 방식을 결합한 분말화 핵심 메커니즘
설계 및 제작
- 모듈화 및 반자동화 방식을 도입한 고효율 일체형 탈피복/분말화
장치 설계 및 제작
- 일체형 탈피복/분말화 장치의 Mock-up 설치, 모사 피복관를 이용한
탈피복 시험, 성능 평가 및 공학규모용 scale-up 데이터 생산(50
kgHM/batch)

o

헐과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시제품 개발
- 헐 이송, 분말제거, 헐과 분말의 분리 회수 등을 고려한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설계 및 제작
- 모사 헐을 이용한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의 Mock-up 설치, 시험
및 성능 평가(회수율 97%)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o 양팔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개발
- 텔레스코픽 튜브, 트롤리, 거더 등의 기능을 갖는 천정이동장치 설
계(주행거리 38m, 횡행거리 2.43m, 수직스트로크 2m) 및 제작
o 고하중 양팔 서보조작기 개발
- 관절 구동부 모션 비간섭 구조의 매커니즘 설계
- Pyroprocess용 고하중 양팔 서보조작기 시제품 제작
o 양팔 서보조작기 및 천정이동장치의 통합제어 시스템 개발
o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시제품 개발

2. Pyroprocess

양팔 서보조작기와 천정이동장치 통합, 목업 설치, 시험 및 성능
평가(한팔 취급하중 : 25 kgf)
- Mock-up 내 설치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원격 운전 및 유
지보수성 시험 및 평가
o Pyroprocess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안 도출
- ACPF의 핫셀에 설치된 금속전환 장치에 대한 원격 취급성 시험을
통한 금속전환 장치의 원격취급 방안 분석, 장치의 모듈화와 표준
화 요건 도출
-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과 공정분석기술 개발
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시제품 개발
- Pyroprocess 시뮬레이터의 기능 요건 및 설계
- PRIDE 시설내 설치되는 원격 취급장치(기계식 조작기, 운전/유지보
수용 서보조작기)의 작업영역 분석모듈 개발
- PRIDE시설의 3D 모델, 시설에 설치되는 원격취급장비(기계식 조작
기,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크레인, 취급공구 등)의 3D 모델,
모션 입력장치로 구성되는 PRIDE 시설의 Full-scale Digital Mock-up
구축
- 시뮬레이터에서 공정장치 3D 모델을 활용한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 분석 및 평가
o Pyroprocess 공정분석기술 개발
- 이산사건 기반 pyroprocess 공정 분석 기법 개발
- 핵물질 흐름분석할 수 있는 DES 기반 PyroFlow의 개발

3. Pyroprocess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공학규모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와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는 파이로프로세스 전처리공정에 활용할 것이다.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은 PRIDE시설 건설 후 아르곤셀에 설치하여 파이로공정장
치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실제 활용할 것이며, 또한, 산업체에 기

술을 이전하여 국내 원자력 원격 기술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
다.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는 파이로공장치 3D 모델의 설계 평
가에 적용하여 공정장치의 설계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것이다.
PRIDE full-scale 디지털 목업은 공학규모 파이로 실증시설(ESPF)의 디지털
목업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설계 기준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ESPF 디지털 목업으로부터 확보된 기술은 향후 상용규모 파이로 시설
(KAPF)의 디지털 목업 구축과 실제 시설 건설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
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원격 취급시스템 기술은 PRIDE에 직접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고, 향후 공학규모 파이로 실증시설(ESPF)과 상용규모 파이로시
설(KAPF) 등의 원격 기술 개발에 적용될 것이다.

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Nuclear Fuel Cycle Remote Handling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1. Objective
This

project

aims

at

remote

technology

development

for

use

in

a

pyroprocessing technology development. First goal is to develop remote handling
systems which are necessary for remot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pyroprocessing equipment in the argon cell of PRIDE(PyRoprocess Integrated
DEmonstration facility) and in the hot-cell of ESPF. Second goal is to achieve a
simulator technology. This simulator technology can provide an efficient means
for

simulating

arrangements

and
and

verifying
remote

the

conceptual

operability

and

design,

design

maintainability

developments,
of

both

the

pyroprocessing equipment and remote handling equipment in a virtual process
environment in advance. Third goal is to develop a voloxidizing technology
which can separate spent fuel rod-cuts into hulls and powder. And, last goal is
to introduce and embody remote automation technology for the unit process and
interfaces between consecutive processes. Remote automation technology will
have advantages of improved workers' safety and higher process throughput. The
final goal and stage I goal of this project are described in the following.

- Final goal

∙Development of remote opera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y and remote
handling equipment

- Stage I goal

∙ Development of high-throughput decladding voloxidizer

∙
∙

Development of servo-manipulator system for pyroprocess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Development of pyroprocess analysis/visualization simulator and process
analysis technology

2. Necessity
Pyroprocessing technology should be conducted in the completely sealed
argon cell or the completely shielded hot-cell because of the nature of its
characteristics. An operator can not have access to the in-cell during an
operation of the cell. Therefore, use of remote technology in pyroprocessing
technology development is inevitable because all the pyroprocess equipment,
auxiliary devices and product transportation should be operated and maintained
inside the cell in a fully remote manner when necessary.
Engineering-scaled integrated pyroprocessing that uses sent fuel requires strict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and safeguards related to radiation exposure.

The

feasibility of an engineering-scaled integrated pyroprocessing will also depends on
the process throughput. Remote automation of all the unit process, product
transportation and interfacing processes is essential to achieving the advantages of
pyroprocessing

by

increasing

process

productivity

and

meeting

regulatory

condition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Stage I R&D activities conducted in this project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engineering-scale high-throughput decladding voloxidizer
o Development of high-throughput mechanism for improving both oxidation
rate and collection rate of powder
o Construction of combined engineering-scale high-throughput decladding

voloxidizer and its mock-up installation and test
o Scale-up data acquisition for engineering-scale high-throughput decladding
voloxidizer

2. Development

of

servo-manipulator

for

pyroprocess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o Analysis of remote operation and maintenance scheme for pyroprocessing
equipment
o Construction of heavy-duty dual arm servo-manipulator and its mock-up
installation and test
o Test and analysis of pyroprocessing equipment at mock-up

3. Development of pyroprocess analysis/visualization simulator
o Establishment

of

fundamentals

for

developing

pyroprocess

analysis/visualization simulator
o Development of virtual environment of pyroprocess mock-up and analysis
of its remote operability
o Development of digital mock-up for PRIDE and analysis of its layout

Ⅳ. Results of R&D
The results of Stage I R&D activities conducted in this project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engineering-scale high-throughput decladding voloxidizer
o Prototype

development

of

combined

engineering-scaled

decladding

voloxidizer
- Design and construction of core mechanism for voloxidation employing
both screw feeding and rotary kiln types
- Design and construction of combined engineering-scale high-throughput
decladding voloxidizer which employed modularization and

semi-automation
- Mock-up installation of constucted combined engineering-scale
high-throughput decladding voloxidizer, its voloxidation test by using
simulated rod-cuts, its performance evaluation, and scale-up data
acquisition for engineering-scale(50 kgHM/batch)
o Development of automatic equipment for separating hull and residual
powder
- Design and construction of residual powder automatic separation
equipment which took into account hull transportation, powder removal,
and separation and collection of hull and powder
- Mock-up installation of constructed automatic separation equipment, its
test by using simulated rod-cuts, and its performance
evaluation(collection rate : > 97 %)

2. Development of servo-manipulator system for pyroprocess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o Development of bridge transporter for dual arm servo-manipulator
- Design and construction of bridge transporter equipped with telescope,
trolley and girder(travel distance of 38m, horizontal travel distance of
2.43 m and vertical stroke of 2 m)
o Design and construction of heavy-duty dual arm servo-manipulator
- Design of decoupled link joint mechanism
- Prototype development of dual arm servo-manipulator for pyroprocessing
operation and maintenance(single arm handing capacity of 25 kgf)
o Design and construction of integrated control system for both bridge
transporter and dual arm servo-manipulator
o Prototype development of servo-manipulator system for pyroprocess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 Assembly and mock-up installation of constructed bridge transporter and
heavy-duty dual arm servo- manipulator, test of assembled

servo-manipulator system, and its performance evaluation
- Test and evaluation of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voloxidizer installed in mock-up

3. Development of pyroprocess analysis/visualization simulator and process
analysis technology
o Prototype development of pyroprocess analysis/visualization simulator
- Laying out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esign of simulator
- Workspace analysis of remote handling equipment (mechanical
master-slave manipulator and developed servo-manipulator)
- Development of 3D models of PRIDE, remote handling equipment
(mechanical master-slave manipulator, developed servo-manipulator,
crane, remote handling tools, etc.)
- Development of PRIDE full-scale digital mock-up including various 3D
models and input devices
- Analysis and evaluation of 3D proces equipment from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viewpoint in simulator
o Development of pyroprocessing analysis technology
- Development of DES based pyroprocess analytic technique
- Development of DES based Pyroflow that can analyze nuclear flow in
pyroprocessing

Ⅴ. Applications of R&D results
The

developed

combined

engineering-scale

decladding

voloxidizer

and

automatic separation equipment will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a head-end
process for pyroprocessing. The developed servo-manipulator system will be
installed in the PRIDE and used for remot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pyroprocess equipment. Cor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is servo-manipulator
development will be transferred to industry, thereby make remote technology

business more active by commercialization. In addition, the servo-manipulator
system can be directly used for equipment maintenance and hazardous material
handling in the high radiation field as well as in toxic work environment. The
developed analysis and visualization simulator will be also used to verify and
improve the design of the pyroprocess equipment for the PRIDE application. The
developed PRIDE full-scale digital mock-up can be utilized to produce design
criteria for the ESPF digital mock-up. Such data acquired from the ESPF digital
mock-up can be also used in developing commercial scale digital mock-up as
well as in generating design criteria for constructing a commercial scale
pyroprocess facility.
These remote technologies described above can be used directly or applied
for ESPF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 and KAPF (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 development from remote operation and mainten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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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2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8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증설될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spent fuel)
의 발생 누적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고방사성 폐기물인 반면에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을 95% 이상 함
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활용 되는 경우 미래의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콘크리트 용기에 담겨 발전소
내의 임시 저장 수조에 보관되고 있으나, 머지않은 미래에 그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이 예상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환경 친화적이고 핵확산
저항성(prolieration resistance)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공정 즉, 파이로 프로세스(pyroprocess)의 개발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이로 프로세스는 고온에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사
용후핵연료 속의 각종 핵물질을 분리 및 정제하는 기술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원
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온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고, 분리․정제한 핵물질을 제4세대 원자로에서 재사용할 수가 있으며, 고순도의 플
루토늄 회수가 불가능해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Pyroprocess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Mock-up 시설인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공정셀 내부에는 Argon cell
로 구성되는데 원격으로 운전된다. 비록 PRIDE 시설은 방사선 환경의 hot-cell은 아
니지만, 작업자의 직접 접근할 수 없으므로 모든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들이 마스
터-슬레이브 조작에 의해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고장시 원격 방식으로 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PRIDE 실증에 필요한 원격 취급기술을 개발하여
실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격취급기술을 검증하고 원격유지보수에 대한
경험을 습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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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본 연구에서는 pyroprocess를 성공적으로 실증하기 위해서는 대상 공정에 적합
한 원격 운전/유지보수 등과 같은 원격취급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장
치의 설계 시에 이를 고려하여 원격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모
사 등의 기술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핵연료주기 원격취급 기술은
pyroprocess의 실현뿐만 아니라,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의 확립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기술, 원격취급 장비 및 관련 기술, 원격성 사전검증을
위한 전산모사 기술을 국외에서 도입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민감 기
술로 분류되는 일부 기술은 국외에서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관련기술을 적기에
pyroprocess 기술의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필요하다. 원격취급기술은
일반 산업계로의 기술 파급효과도 큰 고부가가치 기술이므로 산업계에 적용할 경우
제품의 신뢰성 및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누적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내 고유의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pyroprocess 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핵연료주기 원격취급기술 개발은
원자력활용의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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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파이로 프로세스 공정의 일부인 “전기 금
속 환원 장치”에 U O 의 미세 분말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1차년도(‘07
년)에는 산화속도/회수율 향상을 위한 분말화 공정핵심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기계적 탈피복 및 화학적 탈피복 방식 등을 분석하고, 기계적 ball drop과 화학적
rotary kiln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핵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메커니
즘 설계를 위해 3차원 기계설계 도구인 SolidWorks와 설계 검증 도구인
COSMOSWorks를 이용하여 연료산화 및 헐/분말회수 장치를 설계하고, 장치의 열적/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작하였다. 장치의 검증을 위해 SF 펠릿과 유사한 체
적 팽창비(2.7)를 갖는 최적의 모의 연료 대상물질 및 배합비를 도출하고, 도출한 후
보 물질로 펠릿 및 연료봉을 제작하여 장치에 대한 연료산화 및 헐/분말 회수 성능
을 평가하였다. 2차년도(‘08년)에는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성능 평가와 일체
형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U3O8의 벌크 체적비(2.7)와 연료봉 길이(20∼210 mm)에
따른 체적비(2.0∼4.7)를 구하였다. 이를 적용한 반응기의 체적 예측식을 도출하고,
연료 무게와 연료봉 길이에 따른 반응기 크기와 장치 크기를 결정하였다. 상기 결
과와 인코넬의 승온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산화반응 장치를 설계하고, 세라믹, 니켈크롬계열 등의 소재를 조사/분석하여 내부식성과 형상유지의 안전성이 높은 APM을
고온/진공 가열로의 소재로 선정하였다. 3차년도(‘09년)에는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1차년도(’07), 2차년도(’08년)에 수행한 연구들을 토대
로 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이 장치의 설계 주요 대상은 안전성 및 원격유지․보
수성을 고려하였고, 부품들을 모듈화 및 반자동화를 반영하였다. 제작된 장치에 대
한 구동시험(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 승온 시험(500 ℃ 이상) 및 헐 분리 성능 시
험(용량 50 kgHM/batch, 헐 길이 50 mm)등을 수행하였다.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산
화 반응기 속에 투입하여 500 ℃로 산화시키면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헐과 분말로
산화되어 각각 분리ㆍ수집된다. 이때 분리되어 나온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분
리ㆍ수집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하여 헐의 내ㆍ외부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의 분리특성을 조사하고 헐의 공급 및 이송방식, 헐의 내ㆍ외부
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의 분리방식과 운전방식 등을 검토 및 선정하였으며, 주요부
의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요건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 장치의 주요 메커니즘은
High-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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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장입 드럼부, 헐 정열 파츠피드부(parts feeder), 헐 이송부, 분말 분리부, 공기 세
척부(air shower), 헐과 분말 수집 용기부 등으로 구성된다. 장치 설계 및 제작시 고
려할 사항으로는 처리용량 100 kgHM/batch, 절단 길이 50 mm, 잔여분말 회수율 95
% 이상, 그리고 1회에 12시간 이상 연속운전 조건으로 하였다. 또한, 분리한 헐과
잔여분말은 수집용기 연결방식, 그리고 헐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과 고온진공
모듈의 자동연결방식 등을 고려하였다. 제작된 장치에 대한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
험 등을 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 일부를 보완ㆍ개선하여 성능 평가를 하였다. 성능
평가에 사용된 재료는 헐 길이 50 mm, 용량 20 kgHM/batch 이며, 이를 이용하여 10
kgHM/batch씩 2회에 걸쳐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 분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당초의 목표(95 %) 이상인 96 %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행한 연구 결과
들은 향후 PRIDE 및 ESPF 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시설의 아르곤 셀에서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천정이동형 양팔 서보조작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성능 시험을 수
행하였다. 개발된 천정이동형 양팔 서보조작기 프로토타입은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
작기,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및 통합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개
발된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슬레이브 조작기는 한 팔당 25 kgf의 하중을 연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마스터 조작기는 5 kgf까지의 작업력을 조작자에게 전달할 수 있
다.
일반적인 케이블 구동 조작기는 관절 운동시 케이블이 풀리에 감기는 양이 변화
하여 모션 간섭(motion coupling) 발생된다. 개발된 조작기는 모션 간섭량을 이동 풀
리를 통해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한 관절의 운동이 타 관절의 운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오동작을 줄일 수 있으며, 부품의 내
구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마스터 조작기는 조작자가 직접 운전하게 되므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움
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동부가 높은 역구동성(backdrivability)을 갖도록
케이블과 기어가 최적의 비율로 혼합된 동력 전달 방식을 선정하였다. 또한 조작기
관절의 무게 불균형은 조작자가 불필요한 힘을 느끼게 하므로 관절이 균형을 갖도
록 위치에너지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제작 하였다.
향후 PRIDE 시설에 설치하여 운전하게 될 양팔 서보조작기의 이송을 위해 텔레
스코픽 튜브를 갖는 천정이동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천정이동장치는 z방향으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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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장, 수축이 가능한 텔레스코픽 튜브, 전력 및 신호 케이블의 관리를 위한 케이
블 관리 시스템, 횡행 움직임과 서보 구동부 모듈을 수납하는 트롤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정이동장치가 설치될 PRIDE 시설의 작업환경은 설계에 기하학적
인 제약을 주게 되는데, 시설의 높이가 낮고 텔레스코픽 튜브의 수축 길이가 짧아
야하며 스트로크는 커야한다는 요구사항을 갖는다. 텔레스코픽 튜브는 위 제약조건
을 만족하도록 최적설계방법을 이용하여 튜브개수 및 길이를 선정하였다. 텔레스코
픽 모션으로 발생하는 케이블 길이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케이블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또한 천정이동장치 시스템의 충분한 구동을 위한 서보구동부의 용량을
선정하였다. 제작완료 후 운전시험 및 평가를 통해 설계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
킴을 알 수 있었다.
양팔 서보조작기는 천정이동장치와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결합되어 있어 한 팔
씩 원격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분리된 곳에는 별도의 툴들을 원격으로 탈부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PRIDE 시설의 공간구성 및 작업자 운전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어반을 구성하였으
며,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작업 영상을 원격 작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이동형 운전 display 시스템 개발하였다. 힘반영 제어기를 실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core module 및 객체지향형 원격 운전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운전시험을
수행하였다.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시설 및 원격 취급 장치 툴 등의 차원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 가
상환경에서 원격취급 수단을 활용하여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공정장치의
개념설계 설계 개발 접근성 배치 등을 전산모사 할 수 있는
분석
가시화를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구축 및 최적 시설 개념설정을 위한
공정
의 분석에 이산사전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한 공정분석기술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목업을 포함하는
시설 분석 가시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공정장
치의 개념 설계도를 토대로 시설 및 원격 취급 장비들을 모델링을 하여 시뮬레
이터에 배치하여 각 장치의 배치 원격 접근성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을 시험․평가
할 수 있는 디지털 목업을 구축하였다 시뮬레이터는 여러개의 독립적인 모듈이 서
로 연계되어 기능을 수행하게 구성하였다 상호작용기반 원격 작업분석 시뮬레이션
모듈은
시설 공정의 원격 작업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장
치를 연결하여 실행하였다
기법을 응용한 조작기의 작업영
PRIDE

,

,

,

3

PRIDE

,

pyroprocess

pyro
.

PRIDE

/

3D

,

,

.

.

PRIDE

/

haptic

.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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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해석 알고리즘 모듈을 구현하였다 기계식 원격조작기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
기의 작업영역 해석결과를
방법으로 가시화하고 가시화 결과
를
시뮬레이터 상에서 각 조작기의 그리퍼에 연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모듈을 구현
하여 시뮬레이터 상에 표현함으로써 공정장치의 배치해석에 적용되도록 개발하였
다
.

3D

,

me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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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ML)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의 DUPIC 연료
제조공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하기 위하여 길이방향으로 250 mm의 연료봉
을 slitting 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실험실 규모의 장치로서 처리용량이
작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DUPIC 연료 제조공정에서 개발된 장치를 기반으로 탈피
복 처리 속도를 개선한 장치를 개발하여왔다. 탈피복 장치는 분말화 공정 장치에
필요한 UO 펠릿(Pellets)을 공급하기 위하여 절단된 250 mm의 연료봉으로부터 펠릿
과 헐(Hull)을 분리하는 기술로서 실증용 탈피복 장치는 여러 쌍의 블레이드(Blade)
로 구성된 블레이드 모듈(Blade module) 속으로 연료봉을 밀어 넣어 3개의 조각으로
연료봉의 옆면을 잘라내어 헐과 펠릿을 분리한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종합공정에
서 처리용량인 20 kgHM/batch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 135개
의 절단 연료봉을 탈피복하며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연료봉 장입 및 탈피복을
반자동화한 실증용 탈피복 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그림 2-1-1의 a는 DUPIC에서
개발한 장치이며, 그림 2-1-1의 b는 본 과제의 연구에서 개발한 Slitting 장치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DUPIC 연료 제조공정에서는 탈피복한 UO 펠릿을 분말화하
기 위하여 산화 환원(OREOX)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tray
에 핵연료 펠릿을 고르게 펴고 가열하여 산화시키는 방법으로 공기의 공급이 원활
하지 못하여 소량의 핵연료(100～200 gU/batch)를 분말화하는데 적합한 공정이다. 본
과제에서는 대용량(20 kgU/batch)의 공정에 필요한 다단식 메쉬와 Vibrator를 도입한
건식 분말화 장치를 개발하여 실험 중에 있다. 그림 2-1-2는 DUPIC에서 개발한
DUPIC 연료 소결용 OREOX 공정 장치이며, 그림 2-1-3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U 금
속 제조용 건식 분말화 장치이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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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b) 본 과제의 Slitting 장치
그림 2-1-1. 탈피복 장치.

(a) DUPIC Slitting

그림 2-1-2. DUPIC OREOX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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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건식 분말화 장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전처리 장치로 사용후핵
연료 탈피복 및 분말화 장치를 개발하였다. 금속전환로에 균질한 분말을 공급하기
위하여 20 kgHM/batch 규모의 UO 펠릿을 분말화 할 수 있는 연속식 voloxidizer를
제작하여 ACP 핫셀에서 SimFuel을 이용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분말화 공정
의 최적 반응조건을 규명하였다 . DUPIC 연료 제조 공정에서는 탈피복한 UO 펠
릿을 산화 환원(OREOX)로에서 분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tray에
핵연료 펠릿을 고르게 펴고 가열하여 산화시키는 방법으로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작아 소량의 핵연료(100∼200 gU/batch)를 분말화하는 데 적합한 공정이다.
본 과제에서는 다단식 메쉬와 vibrator를 도입한 20 kgU/batch 규모의 분말화 장치
를 개발하였다. 또한 KAERI의 DUPIC에서는 산화/환원공정의 핫셀 성능평가를 통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 및 방출율 등의 기초 설계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I-NERI
국제공동연구과제를 통하여 INL의 HFEF(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시설의 핫셀
에서 KAERI와 INL이 공동개발한 배기체 처리장치의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국외기술 현황은 실제 수 kg의 펠릿(1～5 kg HM)의 실험실규모 이지만 본 과제
는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의 메시형 반응기의 크기를 예측하는 이론식
을 도출하였고, 산화/회수율이 높은 핵심 메카니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그림 2-1-4와
같이 rod-cuts(헐+pellets)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핫셀(hot-cell)환경에서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식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장치(50
kgHM/batch)를 개발하였다. 이 결과는 수백 kgHM/batch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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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scale-up 기술에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적용하
지 못하여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필요로 한다.

그림 2-1-4. 모듈식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장치(50 kgHM/batch)
○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한국차폐(주)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전을 받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던 기
계식 MSM(Master Slave Manipulator)을 국산화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6년도
에 구축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실증시설에 그림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하여 공정장치들에 대한 원
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 병원내의 동위원소 취
급 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PRIDE 시설 아르곤 셀에 적용할 수 있는 대형 기
밀형 MSM은 생산하지 않으며, 또한 천정이동장치에 부착되어 이동되는 서보조작기
와 관련한 기술개발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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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ACPF 공정장치 운전 유지보수용 기계식 MSM.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핫셀 내의 운반 및 유지보수를 위한 텔리스코프형 힘반영 소
형 고하중 조작기(텔리스코프 취급하중 200 kg, 조작기 취급하중 15 kg, 및 힘반영
민감도 0.47 kg)를 개발하여 ACP 시설에 설치하고, Inactive ACP campaign을 통해
공정장치들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는 기존 산업용/연구용 조작기와 비교하여 취급하중/자체 중량비가 20 % 이상 향상
된 것으로서, 유지보수성, 부품의 내방사성 및 작업자의 힘반영 기능이 우수한 특징
이 있다. 그림 2-1-6은 핫셀 공정장치 운전/유지보수용 천정이동 힘반영 서보조작기
를 나타낸다.

그림 2-1-6. 핫셀 공정장치 운전/유지보수용 원격 서보조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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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가상현실연구팀에서는 가상공학(virtual engineering)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현업에서의 품평상황과 동일한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림
2-1-7과 같이 “자동차 디자인 가상 품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일련과정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개발기간의 단축과 비
용을 절감하는 기술로 digital mockup과 같은 개념이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몰
입형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가시화 기술, 애플리케이션이 시연되는 가상공간과 현실
세계의 사용자 양단의 특성과 요구조건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기
술을 적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설계검증용 CAD 렌더링 클러스터링 기술은 현대
자동차에 자동차 산업현장에서 설계 검증용을 위해 기술이전 되었다 .
[2]

그림 2-1-7. 자동차 디자인 가상 품평 시스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ACPF의 디지털 목업을 구축하여, 원격취급장비의 작업
영역을 이용한 공정장치의 배치 및 취급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핵물질 원격 취급/
운반 및 유지보수의 개념 정립을 위한 각 단위 공정에서 원격 운전/유지보수의 타
당성을 3차원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전체 공정
의 흐름을 가시화하여 공정에 대한 이해 및 향상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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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미국 AI 사는 종전의 습식 재처리 방법의 대용으로 사용후 PWR 핵연료를 연속
적으로 산화-환원시켜 건식으로 탈피복하는 AIROX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후, 이 공
정은 PWR 사용후핵연료를 CANDU 원자로에서 재사용하기 위한 OREOX 기술로
발전하였다. OREOX 공정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 생성물의 부분적 제거가
가능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noble gas 및 휘발성 반응생성물(Cs, I, Te)의 99 %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미국 ORNL은 고온의 AIROX 공정과는 달리 기계적인 방법의 탈피복 기술을 개
발하였다. 즉, Die에 고정한 피복관내로 압착 피스톤을 삽입하여 핵연료 펠릿을 밀
어냄으로서 펠릿과 피복관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마그네슘 합금 연료봉(두께
1.5 mm, 직경 7.2 mm) 등에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die와 피스톤의 구조를 변경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핵연료봉 탈피복에 적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ANL과 함께 AFCI
에 적용하기 위한 상용 규모의 건식 탈피복/분말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실험실 규모 탈피복/건식 분말화 기술의 scale-up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JAERI는 FR fuel cycle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반에 수평으
로 회전하는 2 kgHM/batch 규모의 실험용 건식 분말화 공정장치를 개발한 바 있으
며, 공학 규모의 재처리 시험시설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학 규모의 voloxidizer를 개
발하고 있다. 또한, 그림 2-2-1은 트리티늄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 g/batch 사용후핵
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사 형태의 건식 분말화 장치가 개발되었다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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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일본 JAERI의 트리티늄 제거용 voloxidation 장치.
러시아 RIAR 연구소에서는 Weapon plutonium disposition program의 일환으로 핵무
기에서 해체된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식 처리공정(DDP, Dimitorvgrad Dry
Process) 및 Vibropack 공정을 이용하여 MOX로 제조한 후 BOR-60 및 BN-600에 시
험 연소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약 1.3 ton을 이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UO 분말을 U O 분말로 산화시키는 200 gHM/batch 규모의 건식 분말
화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장치 내부에 1단의 메쉬와 vibrator를 설치하여 산화 시간
을 단축시켰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재처리를 위하여 작은 실험실 규모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건식 분말화 기술(hammering, die 압착,
slitting, voloxidizer 등)은 습식기술에 비하여 throughput이 매우 낮다. 그림 2-2-2는
러시아의 RIAR 연구소에서 MOX 연료 제조용 voloxidation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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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RIAR의 MOX 연료 제조용 voloxidation 장치.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은 주로 습식 재처리의 전처리공정으로 지난 40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건식 탈피복 공정의 경우는 조사한 바와 같이 아직 실험실 규모
의 기초실험 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건식 탈피복 기술 방법
(Hammering, Die 압착, Slitting, Voloxidizer 등)은 습식 방법에 비하여 throughput이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pyroprocess 공정 상용화를 위한 high throughput의 탈피복 기
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은 주로 습식 재처리의 전처리공정으로 지난
40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국외에서 개발된 건식 분말화 장치 성능은 우라늄 디
옥사이드 펠릿을 200 g∼2 kg/batch까지만 처리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의 기초실험
단계에 불과다 . 미국의 ORNL에서는 실험용 킬른형(kiln type) 건식 분말화 장치가
전처리공정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AFCI의 advanced aqueous separations 연구의 일환
으로 AIROX 기술에 기초한 DOEX(Decladding via the Oxidation of Spent Oxide Fuel)
연구와 off-gas trapping을 위한 핵분열성 물질의 휘발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의 분말화 장치 기술은 high throughput 공학규모 장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일본에 있는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에
서는 LWR(light-water-reactor)연료 생산을 위한 고온 재처리공정개발에 대한 스케일
업(Scale-up)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32, 48, and 192 ton/year용 공기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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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의 개념설계가 수행된 바 있다 . 또한 미국의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도 0.5 MT/day 규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공기산화로가
개발 중이다(그림 2-2-3) .
[3]

[1]

그림 2-2-3. 트리튬 제거용 Voloxidation (미 ORNL).
○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원격취급 및 유지보수기술과 관련하여 핫셀 내 공정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내방사성을 고려한 각종 첨단 자동화 장비, 원격 조작기, 및 원
격 감시/검사 기기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 DOE는 산하 6개 국립 연구소들과 SNS(Spallation Neutron Source)의 개발을
추진하여, 2006년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내에 건설을 완료하였다.
SNS의 중성자 조사실인 target room은 고준위 방사선 구역으로 이곳에 설치될 주요
장치 부품의 유지보수 시스템은 ORNL에서 담당하였다. ORNL은 SNS에 적용할 유
지보수 장비인 천정이동 양팔 서보 조작기(취급 하중 24 kgf)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5년 5월에 설치 완료하고 2006년 5월 SNS의 첫 중성자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2009년 8월에 첫 번째로 SNS target 모듈을 성공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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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SNS 유지보수용 조작기.
에서는 수백만 캘런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세계에
서 가장 큰 원자력 폐기물처리 시설을 워싱턴의 Richland에 있는 Hanford site에 건
설하고 있다. 이 부지는 크게 전처리 시설,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 저준위 폐기
물 처리 시설, 분석 실험실 및 밸런스 시설 등의 다섯 개의 주요 시설들로 구성된
다. 전처리 시설에서는 방사선 준위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과 저준위 폐기물로 분리
하며, 고준위 폐기물은 유리화(vitrification)를 위해 HLW(High Level Waste) 시설로
이동한다. 유리화는 폐기물을 안정된 조건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용해 유리(molten
glass)와 방사성 폐기물을 혼합하기위해 용해하는 공정이다. 유리화 공정은 고방사선
환경(3.5×108 Rad at the manipulator arm elevation over 40 years)의 HSH 셀(cell)에서
이루어지며, 공급준비(feed preparation), 혼합(mixing), 주입(pouring), 냉각(cooling), 그
리고 공정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및 수리 작업들이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Bechtel Nationa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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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면도

그림 2-2-5. HSH cell 개념도.

(b) 입체도

그림 2-2-5와 같은 HSH cell에는 1700개 이상의 원격 유지보수 대상이 있으며, 모
든 파이프 연결 작업, 전기 공급장치 및 제어시스템들이 원격으로 교체가능하다. 핫
셀 내부의 모든 것들은 다양한 형태의 후크와 매니퓰레이터 핸드로 취급할 수 있도
록 lifting point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모든 고정 요소들은 호이스트 하단부에 설치
된 load block에 임팩트 렌치나 너트 체결기(nut runner)를 장착하여 원격으로 제거될
수 있다. 원격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는 그림 2-2-6과 같이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림 2-2-6. HSH 셀에서의 원격 취급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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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내부에서의 다양한 작업을 위해 1톤 후크가 장착된 7자유도의 서보조작기
(TR 4350)가 사용되었다. 조작기는 어깨, 팔꿈치, 손목 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셀 안에서 평행 집게와 후크형 손을 원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2-7의 회전형 호이스트는 트롤리 하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케이블로 연결된 호이
스트를 올리고 내릴 뿐만 아니라 텔레스코핑 튜브의 중심을 기준으로 270°를 회전
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는 호이스트가 작업물을 잡고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매니
퓰레이터 암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크레인은 지진 발생시에도 안전하도록
가상의 지진의 상황을 유한요소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하여 구성 부재의 응력들이
허용할만한 수치인지 확인하였다.

그림 2-2-7. Slewing hoist assembly.
핫셀 내에서는 작업자가 직접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장치들 뿐만 아니라
크레인 자체도 우발적 또는 일상적인 손상으로부터 복구(recover) 될 수 있어야 한
다. 모든 부하들은 제거될 수 있어야 하며, 크레인을 크레인 유지보수 구역으로 복
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브릿지(bridge), 트롤리(trolley), 매스트 호이
스트(mast hoist), 그리고 회전, 확장 및 수축용 동력전달계통(drive trains)이 복구 능
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모든 브릿지와 트롤리의 동력전달부에는 그림 2-2-8과 같은
jackdown wheel들이 추가로 장착되어, 휠 어셈블리중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원격으
로 복구할 수 있다. 브릿지와 트롤리는 네 구석에 모터로 구동되는 휠을 장착하고
있는데, 고장 발생시 고장난 코너와 그 반대편 레일에 jackdown wheel이 배치된다.
나머지 두 코너의 휠이 브릿지와 트롤리를 수리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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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베어링에 편심되게 설치되어 회전하면서 배치된다.

Jackdown wheel

그림 2-2-8. Jackdown wheel.
호이스트를 제외한 모든 호이스트는 독립적인 복구 호이스트를 갖고 있다.
특히 매니퓰레이터 호이스트는 주(main) 호이스트가 고장 났을 때 호이스트를 끌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복구 드럼(recovery drum)을 갖추고 있다. 공간적 제약 때문
에 slewer 설계에 있어 복구 호이스트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 만약 slewer의 load
block이 어딘가에 걸리거나 또는 호이스트가 고장 났을 때, 와이어 로프 케이블 커
터가 그 선을 절단하게 될 것이며, slewer가 load block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Slewer의 회전, 확장 및 수축 구동부들은 모두 slip 클러치들을 갖고 있어 수리 가능
한 위치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다(그림 2-2-9).
Sl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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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Recovery hoist.
최근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산하의 LIST(Laboratory of Integrated Systems and
Technologies)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주제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
다.
▹ 힘반영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
▹ 전기식 및 유압식 매니퓰레이터
▹ 장거리(long range) 검사 로봇
▹ 원격제어시스템을 위한 로봇 제어 및 관리 소프트웨어
산업용 로봇을 원격작업용 슬레이브 로봇으로 적용하려는 연구가 CEA-LIST와
AREVA NC의 공동 R&D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산업용 로봇
이 비싸지 않으므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원격취급장비의 신뢰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TAÜBLI RX 로봇이 선정되었고, 신뢰성, 제염, 내
방사성 등 원자력 환경의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 시스템 구성은
그림 2-2-10과 같으며, 다음의 주요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 STAÜBLI RX170 로봇(슬레이브 조작기)
▹ 6축 힘-토크(F/T) 센서
▹ 내방사성 전자 멀티플렉서(electronic multiplexer)
▹ 컴퓨터 지원 원격제어 시스템
▹ 힘반영 마스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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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STAÜBLI RX170 원격취급 시스템.
로봇이 역구동이 가능하도록(backdrivable) 제어하기 위해 6축 힘/토크(F/T) 센서가
로봇 엔드 이펙터와 그리퍼 사이에 설치되었다. 로봇의 모든 전기 케이블(모든 데이
터 신호들, F/T 센서 및 그리퍼 등의 툴)들이 로봇 베이스에 설치된 멀티플렉서에
모아지며, 두 가지 표준 전기 플러그(Jupiter size IV)가 사용되었다. 이 케이블들은
핫셀 벽에 설치된 penetration을 통해 외부로 연결된다. 성능평가 결과 고하중의 작
업물을 취급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정밀도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핵재처리시설이 있는 AREVA NC La Hague에서 적용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2005
년과 2008년에는 dissolution wheel roller의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고압수를 이
용하여 휠을 청소하는 작업을 2009년도에 수행하였다.
AREVA NC La Hague plant는 600대의 원격조종기가 설치되어 있고 150명 이상의
작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원격취급에 대한 세계적인 industrial reference이다. 현재 설
치되어 있는 기계식 원격조종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작업공간
을 최적화하기 위해 새로운 원격취급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그림 2-2-11은
MT200-TAO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며, 좌측은 기존에 설치된 기계식 마스터-슬
레이브 조작기(MSM), 우측은 새롭게 개발된 컴퓨터 기반의 원격 서보조작기이다.
작업영역이 기존의 MT200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새로운 원격취급시스템은 다
음의 일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 기존의 MT200 원격조종기와 유사한 성능을 보장한다.
▹ 그리퍼가 천정에 닿을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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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200 원격조작기를 이용하여 인간공학적 측면의 성능향상
▹ 작업자를 방사선 구역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어려운 작업들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작업자 피로를 줄인다.
▹ 일부 반복 작업들에 대한 자동화를 허용한다.(robotic mode)

그림 2-2-11. MT200-TAO 시스템의 개념도.
그림 2-2-12은 기존의 기계식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에서 마스터 부분의 매니퓰
레이터 및 무게 균형 블록을 제거하고 이를 서보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구동 유닛
을 보여준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토크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높은 기계적 역구동성 구현(low friction
threshold, high efficiency)

▹ 고토크 brushless motor 사용
▹ 기어와 동기식 벨트를 사용한 동력전달부

▹ 쉽고 빠르게 wall transmission에 접속

▹ 기존 MSM 설치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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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슬레이브 구동 유닛.
개발된 MT200-TAO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작업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패
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장치에 익숙해지도록 2일간의 훈련
과정을 거쳤다. 평가는 설문조사와 함께 몇 가지 표준화된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시간과 작업에 필요한 힘들을 측정하여 수행되었다. 평가자들은 새로운 개발된 시
스템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2-2-13).

그림 2-2-13. MT200-TAO 평가 시험.
유압식 조작기는 전기식 조작기에 비해 자신의 크기와 무게 대비 높은 하중을 취
급할 수 있지만, 힘-토크 제어에 있어서의 제한으로 인해 복잡한 작업들에는 적합하
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CEA-LIST는 CYUBERNETIX사와 협력하여 높은 취급하중
과 적은 무게 및 크기를 갖으면서도 복잡한 작업 조건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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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2-14와 같은 진보된 유압식 로봇 암 MAESTRO를 개발하였다. MAESTRO는 해
체(dismantling), 유지보수, 검사, 원격취급을 위한 시스템들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2-2-14. MAESTRO 매니퓰레이터.
유럽의 EFDA(European Fusion Development Agreement)는 당초 2002년도에 폐쇄
예정이던 핵융합로 JET(Joint European Torus)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림 2-2-15에 보이는 이동형 서보 매니퓰레이터(영국 Oxford
Tech. Ltd. 제작)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다. 서보 매니퓰레이터(MASCOT)는 양팔
형으로 취급하중 20 kg에 0.1 kg-m의 힘반영 민감도를 갖으며, JET 모든 내부 구역
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길이 10 m, 6개의 관절로 구성된 붐에 결합되어 이동한다.
수행 가능한 주요 작업은 용접, 절단, 볼트 작업, 및 검사 등 JET의 유지보수를 위
한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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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JET 내부와 원격 제어실.
일반 핫셀에서의 원격 운반 및 유지보수 작업은 대부분 벽에 부착된 기계식 마스
터/슬레이브 조작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시설인 핫셀에
서는 부가적으로 천정이동 전동식 동력조작기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기계식 마
스터/슬레이브 조작기에 비해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힘반영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일부 상용화되고 있다. 힘
반영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에 대한 대표적인 개발 현황은 표 2-2-1과 같으며, 특
히 작업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기(마스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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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힘반영 원격조작기 개발 현황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미국의 Boeing 사에서는 기구학 및 동역학 그리고 물체 간 충돌 감지을 해결할
수 있는 VPS(Voxmap PointShell) 기술을 개발하여 가상의 목업 환경에서 작업자가
항공기의 유지보수 작업이나 훈련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CEA LIST에서는 가상의 몰입 환경(immersive environment)에서 힘 반향
기구인 햅틱장치를 이용하여 기차의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간으로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06년 2월에 발표한 GNEP 프로그램을 보면, 2016년 다목적 연구개발 시설인
AFCF(Advanced Fuel Cycle Facility)를 운영할 예정이며, 2010년 까지 개념설계를 완
료할 예정임. 단기간에 설계를 완료하고 시설 및 공정의 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
하여 2008년 까지 AFCF를 전산모사 할 수 있는 ASL(Advanced Simulation
Laboratory)을 구축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요건과 공정장치의 원격작업
성을 분석할 예정임. 이를 위한 목적으로 AFCI의 System Analysis 분야의 ’07년도
예산에 ASL의 구축비용으로 400만$ 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미국 INL에서는 CAES(Center for Advanced Energy Studies) 산하에 있는
CAMS(Center for Advanced Modeling and Simulation)를 통해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rogram) 및 GEN-IV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산모사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최근(2006.10)에 GNEP ASL의 후속조치로 보이는 CNSDA(Center for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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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립하였음. 이 센터에서는 Bruns&Roe와 Studsvik
Scandpower 회사가 참여하여, 차세대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시설을 설계하고
computer simulation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사전에 설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미국은 DOE 산하에 INL과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을 전담기관으로 하
여 SINEMA(Simulation Institute for Nuclear Energy Modeling and Analysis)를 설립하
였음. SINEMA에서는 전반적인 원자력시스템을 분석하여 최적의 핵연료주기 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모든 분석 코드들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즉,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및 처분까지의 전반적인 핵연료
주기의 분석을 위한 시스템 모델링과 분석 코드를 연계하기 위하여, 미국의 원자력
관련 INL, ANL 등 주요 연구소와 MIT, ISU(Idaho State University) 등 대학들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코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
이다.
미국 Penn State 대학의 ARL(Applied Research Lab)에서는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stitute) 과제로 virtual environment를 이용한 GEN-IV nuclear energy system
의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IPD(Immersive
Projection Display) 기술을 활용하여 NPP(Nuclear Power Plant) virtual mock-up을 구축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설의 건설,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최적화를 통한 건설
비용의 절감 가능성을 평가하였음. 설계단계에서는 설계 대안을 쉽게 찾고, 공간 활
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건설 단계에서는 작업일정의 개발 및 최적화, 서
로간의 의사소통을 쉽게 해주는 작업정보의 교환, 그리고 설치 공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활용하였으며,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유지보수 작업의 전산모사를
통한 절차의 개발 및 작업자 훈련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CEA에서는 2000년도부터 약 5년에 걸쳐 CHAVIR라고 하는 3차원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의 설계 및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
다.
일본의 JAEA와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는 2015
년까지 실용 가능한 fast reactor cycle system의 개발을 목표로 고속증식로에 적합한
FBR 연료의 재처리 공정장치를 개발중임. 이들은 공학규모의 재처리 공정장치에 대
한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설인 RETF를 1995년 JNC내에
약 12억$의 예산으로 건설을 시작하여 2000년도에 건설을 완료하였음. 이 시설은
그래픽을 이용한 Digital Mock-up 제작기술, 힘반영 서보조작기 기술, 원격 유지보수
기술 등을 적용하여 완전 원격 개념을 도입하였다.
최근 미국의 원자력분야에서는 각종 장치 및 공정의 개발과 시설의 건설 시에 컴
Systems Desig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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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개발기간 및 건설비용
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SINEMA). 특히, GNEP 프로그램을 보면 AFCF
를 설계하는데 전산모사 및 가시화 기술을 크게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2-2-16. NPP 가상 목업 (미국 Penn State 대학 ARL).
네바다대학에서는

년도부터 2007년까지 미국 DOE의 후원으로 Transmutation
Research Program(TRP)를 수행하였음. 특히 로봇 실험실에서는 Idaho National
Laboratory(INL)과 협력 하에 핵연료제조 공정을 핫셀 환경에서 자동화하는 시뮬레
이션 연구를 수행하였음. 그림 2-2-17과 같은 Oxide fuel의 핫셀 제조공정의 시뮬레
이션 모델을 구성하고, 다양한 핫셀 배치에 대해 로봇의 여유성(redundancy)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여, 여러 설계안들에 대해 투자비용 및 운전비용의 항목으로 평가
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원격작업을 위한 로봇으로 고방사선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
능한 Wälischmiller사의 Telbot을 선정함. Telbot은 shaft와 gear를 사용하여 기저부에
설치된 구동모듈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리퍼의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는 독특한 메
커니즘을 사용하여 모듈화하였고, 이는 원격 유지보수에 있어 장점을 갖는다. 하지
만 이 로봇은 매니퓰레이터 자체의 탄성에 의해 정밀 작업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
는 제어를 통해 보상한다. 시뮬레이션 도구로써 핫셀 환경 및 원격장치들은
ProEngineer를 사용하여 솔리드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동역학 해석은 Visual
Nastran을 이용하였다. 명령의 생성과 피드백을 통한 장치의 제어 동작은 Matlab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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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으로 구성하였으며, Visual Nastran과 연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듈을
개발하였다(그림 2-2-18).
Simulink

그림 2-2-17 펠릿 제조 공정 순서.

그림 2-2-18. 시뮬레이션 모델.
미국의 INL은 원자력시설에 관한 운전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으로 병목지점 분석,
연간생산량 예측, 최적 운전 시나리오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ANL(A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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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용 Pyrox 시설의 개념설계 시 이산사건시스템 기반 운전모
델링을 수행한 바 있다.
Nation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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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파이로 프로세스 공정의 일부인
“전해환원공정”에 U O 의 미세분말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1차년도(‘07
년)에는 산화속도/회수율 향상을 위한 분말화 공정핵심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기계적 탈피복 및 화학적 탈피복 방식 등을 분석하고, 기계적 ball drop과 화학적
rotary kiln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핵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메커니
즘 설계를 위해 3차원 기계설계 도구인 SolidWorks와 설계 검증 도구인
COSMOSWorks를 이용하여 연료산화 및 헐/분말회수 장치를 설계하고, 장치의 열적/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작하였다. 장치의 검증을 위해 SF 펠릿과 유사한 체
적 팽창비(2.7)를 갖는 최적의 모의 연료 대상물질 및 배합비를 도출하고, 도출한 후
보 물질로 펠릿 및 연료봉을 제작하여 장치에 대한 연료산화 및 헐/분말 회수 성능
을 평가하였다.
2차년도(‘08년)에는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성능 평가와 일체형 장치를 설
계하기 위해 U3O8의 벌크 체적비(2.7)와 연료봉 길이(20∼210 mm)에 따른 체적비
(2.0∼4.7)를 구하였다. 이를 적용한 반응기의 체적 예측식을 도출하고, 연료 무게와
연료봉 길이에 따른 반응기 크기와 장치 크기를 결정하였다. 상기 결과와 인코넬의
승온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산화반응 장치를 설계하고, 세라믹, 니켈-크롬계열 등의
소재를 조사/분석하여 내부식성과 형상유지의 안전성이 높은 APM을 고온/진공 가
열로의 소재로 선정하였다.
3차년도(‘09년)에는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1차년도
(’07), 2차년도(’08년)에 수행한 연구들을 토대로 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이 장치
의 설계 주요 대상은 안전성 및 원격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였고, 부품들을 모듈화
및 반자동화를 반영하였다. 제작된 장치에 대한 구동시험(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
험), 승온 시험(500 ℃ 이상) 및 헐 분리 성능 시험(용량 50 kgHM/batch, 헐 길이 50
mm)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향후 PRIDE 및
ESPF 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High-throughput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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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가. 서 론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파이로 프로세스 공정의 일부인 “전해환
원공정”에 균질화된 U O 미세분말 공급하기 위하여 로드컷(rod-cut)을 메시형 반응
기에 넣고 약 500 ℃에서 반응기를 회전(3∼5 rpm)시키면서 연속적으로 헐과 분말을
회수하는 산화 및 탈피복 장치이다.
이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1차년도(2007년)에는 high-throughput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메커니즘을 개발하였다.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high-throughput 장치의 메커니즘을 고안(연료봉에서 분말 회수율 90 % 이상)하기 위
하여 기계적 탈피복 방식(slitting, ball mill, roller straightening 등)과 화학적 탈피복
방식(muffle furnace, rotary kiln 등)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기계적 ball drop과 화학
적 rotary kiln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핵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또한, 연료 산화 및 헐 회수 후, 진공을 유지시키고(feedback system) 단
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을 배출하는 진공 메커니즘 도출
하였다. 또한 high-throughput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하여 3차원
기계설계 도구인 SolidWorks와 설계검증 도구인 COSMOSWorks를 이용하여 연료 산
화 및 헐/분말회수 장치를 설계하고, 장치의 열해석/구조해석을 통해 설계 검증을
수행한 후 제작하였다. 제작한 장치의 검증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펠릿과 유사한 체
적 팽창비(2.7)를 갖는 최적의 모의 연료 대상물질 및 배합비를 도출하고, 도출한 후
보물질로 모의 펠릿 및 30, 70 mm 길이의 모의 연료봉을 제작하여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핵심장치의 연료산화 및 헐/분말회수 성능을 평가하였다.
2차년도(2008년)에는 탈피복/분말화 장치에서 산화 후 분리되어 나온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분리하기 위하여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개발하였고,
성능(헐의 잔여분말 회수율 95 % 이상)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헐의 공급, 이송
및 잔여분말 분리 등을 분석하여 각각 conveyer 방식, parts feeder 방식, 공기 세척
(air shower) 방식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연속식 헐 잔류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고안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100 kgHM/batch
용량의 헐 잔류분말 자동분리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탈
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의 성능 평가 및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설계하기
위하여 U O 의 벌크 체적비를 구하고(2.7), 연료봉 길이(20∼210 mm)에 따른 체적비
를 구하였다(2.0～4.7). 이를 적용하여 반응기의 체적 예측식을 도출하였으며, 연료
무게와 연료봉 길이에 따른 반응기 크기와 장치 크기를 도출하였다. 상기의 결과
High-throughput

3

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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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코넬의 승온 실험 결과를 토대로 탈피복/분말화 산화반응 장치를 설계 하였으
며, 세라믹, 니켈․크롬계열 등의 소재를 조사/분석하여 내부식성과 형상유지 안전
성이 높은 APM(Advanced Powder Metallurgy)을 고온/진공 가열로의 소재로 선정하
였다(사용온도∼1,400 ℃).
3차년도(2009년)에는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하
여 1차년도(2007년)와 2차년도(2008년)에 수행한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장치를 설계
하고 제작(탈피복/분말화 장치 처리용량 : 50 kgHM/batch)하였다. 이 장치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하여 장치 안전성 및 원격 유지보수성을 고려하고, 모듈화 요건을 설정하
였으며, 장치의 부품별 모듈 및 반자동화 특성을 분석하고 모듈 대상 및 반자동화
대상(히터 모듈)을 선정하였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치 전체가 180도 회전
하는 회전 플레이트모듈 등, 모듈별 유지․보수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탈
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3D를 구축(완료)하고, 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 장치에
대한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에어실린더작동, 구동모듈부구동여부, 히터모듈부작
동, 장치회전구동, 에어락카작동여부, 나이프게이트밸브작동여부, 헐/분말용기체결방
법) 등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에어실린더작동여부(히터 2개의 모듈 개․폐 이상
없음), 구동모터부구동여부(RPM 3∼5/min, 가변 가능), 장치회전구동여부(180˚), 에어
락카작동여부(20∼30회 작동/min), 나이프게이트밸브작동여부(정상적으로 개․폐),
헐/분말용기체결여부(이상 없음), 반응부승온시험(500 ℃ : 소요시간 1시간) 등의 이
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용량 50 kgHM에 해당하는 절단
길이 50 mm(헐 규격 : SUS 316 tube, ∅ 10.07 mm)의 헐을 이용하여 장치에 대한
헐 분리(배출)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헐의 회수율이 반응기 회전수가
3~5 rpm 일 때 회수율이 100% , 10 rpm 일 때 99%가 나왔다. 이와 같이 수행한 연
구 결과들은 향후 PRIDE 및 ESPF 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나.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핵심 장치 개발
(1)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high-throughput 장치 핵심 메커니즘 고안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절단 연료봉
(clad+pellets)을 헐과 분말로 분리/산화시키는 연료 산화장치와 헐과 분말을 회수하
는 회수장치를 말한다. 단일공정 장치에서 절단 연료봉의 펠릿을 분말화 하고, 헐과
분말을 독립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일체형 메커니즘을 고안하기 위하여 기존 기계
적 탈피복 방식(slitting, ball mill, roller straightening 등) 과 화학적 탈피복 방식
(muffle furnace, rotary kiln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ball drop과 rotary drum의
회전은 절단 연료봉의 탈피복 증대, blade의 회전에 의한 펠릿 분말의 교반은 산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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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배출 증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계적 ball drop의 탈
피복 방식과 화학적 rotary kiln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핵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연료 산화 및 헐/분말회수 메커니즘 고안, 탈피복 효율
향상, 분말입도 크기 조절 기능, 피복재와 분말의 분리 회수기능 부가).
가 최대 산화속도/회수율 요건 도출
① 세라믹 볼의 충격에 의한 탈피복 효율 향상
메시형 반응기 내부에 세라믹 볼을 투입하여 반응기 내의 절단 연료
봉에 충격을 가하여 탈피복 속도를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으며,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메시 반응기가 회전하면 세라믹 볼이 반응기 내벽을 따
라 올라갔다가 중력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연료봉에 충격을 가하여 연료봉 내부
의 펠릿들을 깨뜨린다. 따라서, 연료봉 내부에서 깨어져 나온 펠릿조각들은 산소 접
촉 면적이 늘어나 산화속도가 향상된다.
( )

(a)

(b)

메시형 반응기 내부

볼의 낙하 운동
(c) 연료봉의 충격
그림 3-1-1. 세라믹 볼에 의한 연료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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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형 반응기 외부 블레이드에 의한 산화속도 증대
메시형 반응기 외부에 다수(40개)의 블레이드를 부착하여 연료산화 중
에 메시 밖으로 빠져 나와 분말 수집기에 놓여있는 작은 펠릿 조각들을 교반시켜
산화효율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으며, 이는 그림 3-1-2와 같다.
②

그림 3-1-2. 메시형 반응기의 외부 블레이드.
분말수집기의 반회전 구동에 의한 분말 회수
산화가 완료된 후 분말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림 3-1-3와 같이 수동 레
버로 분말 수집기를 180° 뒤집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③

그림 3-1-3. 수동레버에 의한 분말 수집기 회전.
진동 방식을 이용한 산화효율 및 분말 회수율 향상
가열기 하부에 수직 방향으로 air-locker를 설치하여 산화효율 및 분말

④ Air 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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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바이브레이터 진동방식은 볼트를 풀
리게 하는 단점이 있다. 산화 중에 air locker를 작동하여 산화효율을 높여주며, 산화
종료 후에는 air locker를 작동하여 분말의 회수율을 향상시켜 준다.
나 연료 산화 및 분말회수 메커니즘 설계
① 메시형 반응기 설계
반응기 우측면에서 볼 때 메시형 반응기가 시계 방향(정회전)으로 회전
하면 반응기 내부에 있는 세라믹 볼은 구름 충격이 진행되고, 미 산화된 펠릿 조각
들은 자동으로 반응기 안쪽으로 모아지며, 500 ℃ 온도에서 산화된 분말은 메시 밑
으로 떨어지며, 이는 그림 3-1-4와 같다. 연료 산화 종료 후, 반응기 우측면에서 볼
때 메시형 반응기가 반시계 방향(역회전)으로 회전하면 헐이 스크루 나선에 따라 헐
회수 용기 쪽으로 배출되도록 설계하였다.
( )

그림 3-1-4. 메시형 반응기의 정/역 회전시 헐과 분말의 동작.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배출 증대 진공시스템 설계
헐을 회수하고 난 후,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진공(1
torr)을 유지(feedback system)한 상태로 반응기를 정회전 시키면서, 1,250 ℃ 까지 온
도를 단계적으로 승온(PID 제어) 시키는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이는 휘발성 핵분
열 생성물의 배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1,250 ℃의 반응기내 고온 가스가 라
인필터 밖으로 배출될 때, 고온 열로 인한 가스포집용 진공펌프의 열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진공라인 상에 쿨링 펜(cooling fan)을 설치하여 온도를 강하시키는 구
조로 설계하였다. 분말은 진공라인으로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을 배출시킨 후에 회
수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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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산화와 헐/분말회수 메커니즘 설계
고안한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 메커니즘을 토대로 메시형 반응기가
정회전하면서 펠릿의 산화가 진행되고, 산화 종료 후에는 반응기의 역회전에 의해
헐이 분리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배출 증대를 위해 반응
기 내부가 진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1-5과 3-1-6 같이 3차원 기계설
계 툴인 SolidWorks로 연료산화 메커니즘과 분말회수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공학적
해석 툴인 COSMOSWorks를 이용하여 열적/구조적/동적 안전성을 분석하여 최적설
계를 수행하였다.
③

그림 3-1-5. 연료 산화 메커니즘.

그림 3-1-6. 헐/분말 회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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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와 가열로 간격과 외부온도 변수에 따른 열전달 특성 분석
1,250 ℃ 조건에서 반응기와 가열로 간격(10, 20, 30, 40, 50 mm)과 외
부온도 변수(1100, 1200, 1300, 1400, 1500 ℃)에 따른 열전달특성을 COSMOSWork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헐/분말 배출밸브와 회전축부에서 내부온도의
분포에 따라 열손실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기와 가열로 간격이 35 mm
일 때 반응기의 내부가 1,250 ℃를 유지하기 위한 외기의 공급 온도는 1,300 ℃이
며, 그림 3-1-7, 그림 3-1-8과 같다.
④

그림 3-1-7. 외부 온도에 따른 열전달 해석 형상.

그림 3-1-8. 반응부 내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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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의 변형방지를 위한 볼 직경 크기 분석
500 ℃에서 반응기 내의 볼 구름 충격에 의한 헐변형의 열분석(등가
응력 안전계수 1.6)을 통하여 볼 직경(70 mm)을 도출하였고, 그림 3-1-9와 같다.
⑤

고온에서의 장치 수평회전축의 처짐을 고려한 축 직경 분석
1,250 ℃에서 수평회전축의 처짐에 영향을 주는 하중(메시 + 반응기 +
세라믹 볼 + 시료 등)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는 회전축 직경 크기에 대한 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3-1-10과 같다. 반응기의 재질은 인코넬 601, 볼은 탄화규소(SiC)
이며, 처짐을 증가시키는 축 표면 온도는 1,250 ℃ 이다. 또한 축에 조립되는 부품
들에 의한 축 고정 대상은 flange, chamber cover, bearing 등이 있다. 분석을 통해서,
회전축이 열변형에 대한 처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회전축의 직경(최적 회전축 35
mm)을 결정하였으며, 그림 3-1-11과 같다.
⑥

(a)

시간에 따른 충격력

헐 응력 분포도(볼 직경 : 70 mm)
그림 3-1-9. 볼 직경이 70 mm 일 때의 헐 응력 분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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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분포 하중의 요소 특성 설정.

(a)

직경이 40 mm 일 때 변형

회전축 직경에 따른 처짐 변형
그림 3-1-11. 수평 회전축의 처짐을 고려한 열 변형 해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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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설계 및 제작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장치 요소별 3차원
모델링 및 열적 구조적 안전성을 분석하고, 결과들을 장치 제작에 반영하였다(외기
공급 온도 1,300 ℃, 가열로와 히터 간격 35 mm). 또한, 모의 연료 선정을 위한 대
상연료들의 산화특성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모의 연료봉(30, 70 mm)
의 길이에 따른 헐 및 분말 회수율의 평가 및 핵심장치 메커니즘의 구동 성능평가
를 수행하고, 검증을 완료하였다(헐 회수율 100 %, 분말 회수율 30 mm : 95.45 %,
(2) High-throughput

7 mm : 91.52 %).

가

산화/회수 핵심장치 제작
① S/F 기준 20 kgHM/batch 공정장치 설계 및 핵심장치 제작

( ) High-throughput

-

-

-

산화/분말 회수율이 높은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핵심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
며(외기 공급 온도 1,300 ℃, 가열로와 히터 간격 35 mm), 설계도와 장치는 그
림 3-1-12과 3-1-13 같다.
연료산화 핵심장치는 세라믹 볼과 분말을 혼합하는 외부 블레이드 장착 회전식
과, 산화 후 진공모드 전환방식(FP 배출 증대, 1,250 ℃ 승온, 1 torr, 분말 샘풀
링)을 갖는 산화 핵심장치를 설계․제작 하였다.
헐/분말 회수 핵심장치는 산화 후 헐 회수(500 ℃, 메시형 반응기 내부의 screw
를 갖는 반응기 역 회전식)방식과 FP(Fission Products) 배출 후 분말회수 기능
을 갖는 회수 핵심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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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료산화 핵심장치 2D

(b)

분말회수 핵심장치 2D

(c)

연료 산화/회수 장치 3D

그림 3-1-12. 연료산화/분말회수 핵심장치 2D와 3D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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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연료 산화 및 헐/분말 회수 핵심 장치.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구동 성능시험
연료 산화를 위한 가열 및 메시형 반응기의 재질은 내열성이 우수한 인코넬
601을 사용하였고, 히터부 분할/슬라이드 기능을 갖고 있으며, S/F 기준으로 20
kgHM/batch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성능실험을 하였다(SF 용량 20
kgHM/batch, 크기는(H) 132 x (L) 44 x (W) 88 mm).
헐 및 분말회수 핵심장치의 성능 실험 결과, 메시형 반응기의 회전은 3~5 rpm을
유지하면서 정/역회전이 원활히 작동되었다. 분말 수집기는 수동레버에 의해 180°
구간 안에서 원활히 동작되었으며 시험용 헐을 사용하여 회수장치 투입구에서 배출
구까지 예비 통과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100 % 회수율을 갖는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산화 핵심장치의 blank 성능 시험에서, 내부 온도를 500 ℃까지 승온시키는데 약
100분이 소요됐으며, 진공도 실험에서 1 torr를 유지하였다. 또한, 800 ℃ 이상에서
반응기 회전축의 바이톤(viton) 씰에 문제가 발생(재질 변형)하여 칼레츠(kalez) 씰로
교체하였다.
(3) High-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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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연료봉 길이에 따른 회수율 성능 평가
탈피복/분말화 핵심장치를 이용하여 모의 연료봉 길이에 따른 헐과 분
말의 회수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UO 펠릿 대비 6가지의 대상연료 후보물질(W, SiC,
AIN, BN-B, BN-W, Si N )을 선정하고, 장치의 설계관점에서 체적 팽창비를 고려한
산화도 실험을 수행하여 모의 연료 후보대상 물질(W 90 % + SiC 10 %)을 선정하
였다. 또한 선정된 모의 연료를 사용하여 모의 펠릿을 제조하고, 이 펠릿과 함께 고
가 재료인 Zry-4 대신 SUS 316을 사용하여 모의 연료봉을 제작하고, 헐과 분말 회
수율 실험 시료로 사용하였다 .
①

2

3

4

[9]

모의 연료 제조를 위한 대상 연료선정 및 평가
회수율을 평가하기 위한 모의 펠릿(텅스텐 90 %, 탄화규소 10 %, 밀
도 4.3 g/㎤) 및 모의 연료봉(SUS 316 tube, O.D ∅ 13.8 x I.N ∅ 10.5 mm)을 제조
하고, UO 연료의 부피 변화율에 초점을 고려하여 모의 핵연료 및 모의 연료봉을
제조하였으며, 그림 3-1-14와 같다.
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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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모의 연료 제조를 위한 산화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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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수 평가용 모의 연료 제조 및 길이별 모의 연료봉 제작(길이 : 30, 70
mm)

모의 펠릿 연료의 제조를 위해서 선정된 텅스텐+탄화규소 분말은
UO (부피 팽창비 : 2.7) 대비 부피 팽창비(3.3)가 과도하므로 UO 펠릿의 부피 팽창
률에 유사한 조성을 맞추기 위하여 부피 감소 효과가 있는 탄화규소(SiC)를 텅스텐
과 혼합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배합비가 텅스텐 90 %, 탄화규소 10 %일 때가
UO 대비 가장 유사한 부피 팽창비(2.5~3.4)로 도출되었으며, 이 혼합시료를 사용하
여 6 kg의 모의 펠릿을 제조하였으며, 그림 3-1-15와 같다.
제조된 모의 펠릿을 이용하여 길이별(30, 70 mm) 모의 연료봉을 제조하기 위하여
Zry-4 튜브를 사용하여야 하나 고가인 관계로 SUS 316 튜브로 제작하였다. 또한 총
6 kg의 모의 연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모의 연료봉(SUS 316 + 모의 펠릿 : 1.5
kgHM/batch)을 가지고 4회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시료를 확보하였으며, 그림 3-1-16
과 같다.
2

2

2

그림 3-1-15. 모의 펠릿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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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SUS Tube

F 모의 연료(Pellet : 텅스텐 90 % + 탄화규소 10 %)
10.09

1개 무게 : 4.53 g

9.09

F 시료 충진용 모의 연료봉 : 70 mm
10.5

13.8

시료(Pellet) 충진

70 mm

13.8

105

F 시료 충진용 모의 연료봉 : 30 mm

30 mm

그림 3-1-16. 모의 연료봉 제조(3 cm, 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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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65

r 모의 연료봉 제조 (단위 : mm)

길이에 따른 회수 핵심장치의 헐 및 분말 회수율 평가
분말회수 핵심장치를 이용한 분말 회수 실험은 30 mm의 모의 연료봉
1회씩 2 캠페인, 70 mm의 모의 연료봉 1회씩 2 캠페인 등 모두 4회에 걸쳐 펠릿
량 6 kg을 사용하여 산화 후 분말 회수실험을 수행하였다.
④

차 실험 : 모의 연료봉 30 mm(펠릿 1. 5 kg) 투입 후 헐/분말 회수율
실험하였다(산소 농도 21 %, 500 ℃, 공급유량 3,500
cc/min) : 2 캠페인.
- 3, 4차 실험 : 모의 연료봉 70 mm(펠릿 1. 5 kg) 투입 후 헐/분말 회수율
실험하였다(산소 농도 21 %, 500 ℃, 공급유량 3,500
cc/min) : 2 캠페인.
- 1, 2

회수 핵심장치를 이용하여 모의 연료봉의 길이별로 500 ℃에서 산화 후, 헐/분말
을 회수하여 회수율을 평가하였으며, 그림 3-1-17과 표 3-1-1 같다.

분말 회수율은 모의 연료봉 30 mm는 97.1 %, 7 cm는 97.6 % 이다.
- 헐 회수율은 모의 연료봉 30 mm 및 70 mm 모두 100 % 회수되었다.
-

(a)

분말

(b)

그림 3-1-17. 회수 분말 및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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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표 3-1-1. 연료 분말 및 헐의 회수율
분말 무게

실험횟수 연료봉
길이 이론배출 실제배출
무게 무게
차
(g)

1

2

3

4

차
차
차

분말
회수율

헐 수량

(ea)

(%)

투입

배출

헐
회수율
(%)

7 cm

1841.72

1798.5

97.34

48

48

100

3 cm

1825.27

1774.46

96.86

111

111

100

7 cm

1841.72

1808.76

97.89

48

48

100

3 cm

1825.27

1783.16

97.33

111

111

100

다.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1) 헐(Hull)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개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는 절단 연료봉 내 펠릿을 500 ℃에서 산화시키
면서 분말(powder)로 변화시키는 산화반응 모듈(헐과 분말로 분리 및 회수), 펠릿이
제거된 헐의 내․외부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분리/회수하기 위한 헐 잔여분말 분
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2007년)에는 산화반응 모듈의 핵심 메커니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차년도(2008년)에는 헐 잔여분말 분리 모듈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개발
하여 성능평가(회수율 측정)를 수행하였다.
또한, 2차년도(2008년) 연구에서는 산화반응 모듈과 헐 잔여분말 분리 모듈을 상
호 연계한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개발 설계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
고 전해환원 공정의 연료로 사용되는 분말입자의 크기는 전해환원 공정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전해환원 공정의 요청에 따라 분말의 입도를 크게 하면서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는 고온/진공 가열로의 개념설계 연구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였
다.
가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고안
산화반응 후 헐에 묻어있는 분말을 제거하고 회수할 수 있는 헐의 잔여
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고안하기 위하여 헐의 내/외부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의
( )

- 51 -

분리 특성을 조사하고 헐의 공급방식, 이송방식, 헐 내․외부 잔여분말 분리방식,
운전방식 등을 검토하고 선정하였으며, 이는 그림 3-1-18과 3-1-19 같다.
고안한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개발에 필요한 설계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고, 이는 그림 3-1-20과 3-1-21 같다.
처리용량 100 kgHM/batch, 연료봉 길이 30, 70 mm,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 2
차 회수율 95 % 이상
- 운전 조건은 1회에 12시간 이상 연속운전
- 분리한 헐과 분말을 자동으로 수집용기에 수집하는 자동수집용기 연결방식
- 산화반응 모듈과 잔여분말 분리 모듈의 자동연결방식
- 헐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에서 수집된 분말과 고온진공 모듈의 자동연결
방식
-

최종적으로 헐의 공급, 이송 및 잔여분말 분리 등을 분석하여 conveyer 방식, parts
feeder 방식, air shower 방식 등을 적용한 드럼 회전 및 축 왕복회전 등을 접목한
연속식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으며, 이는 그림 3-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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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b) Parts feeder

그림 3-1-18.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및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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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정렬, 공급 및 이송방식 개념.

그림 3-1-20.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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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의 분리공정.

그림 3-1-22.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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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설계 및 제작
① 장치 설계 및 제작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은 크게 헐/분말 분리 드럼부, brush
메커니즘부(드럼내부), parts feeder부, 헐 feeding부, 헐 내부 분리부, 헐 내/외 분
리부, 헐/분말 배출부, 헐/분말 수집용기, control panel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조건으로 연료봉 길이 30～70 mm, 잔여분말 회수율은 95 % 이상, 최종 분
말 입도는 2～100 ㎛ 이내, 운전 조건은 1회에 12 시간 연속 운전, 전기 용량은
3상 220v 으로 운전 방법은 수동식과 자동식 겸용을 선정하였다. 고안한 메커니
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처리 용량이 100 kgHM/batch인 장치(L 1,500 mm
x H 1,229 mm x W 1,200 mm)를 그림 3-1-23과 3-1-24 같이 설계․제작하였으
다.
( ) Hull

13

제어반

S45C

1SET

12

Frame

AL

1SET

ㅁ75*75

11

배기부 Module

STS316L

1SET

?200*45∠

10

Hull 회수 Tank Module

STS304

1SET 20L
1SET 20L

CW:6W*1200(h)*500(d)

9

잔여분말 회수
Tank Module

STS304

8

내부 및 외부
세정 브러쉬 Module

Air cylinder 3SET AL

7

Hull 이송벨트 Module

6

시료 투입구

5

회전부 Module
(상,하 tilting Module)

PTFE

1SET 500*100mm

STS304

2EA

4

내부 Hull 회전드럼

STS304

1SET

3

Hull 회전드럼

STS304

1SET

2

Straight Feeder

STS304

1EA

1

Parts Feeder

STS304

1EA

DESCRIPTION

MATERIAL

Q'TY

NO

80A

LM/MOTOR 1SET Stroke : 100mm
?100*1170
?300*1170
Stroke S:300mm
?600
SIZE

한국원자력연구원

1:1

M.K.C

HULL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그림 3-1-23.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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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그림 3-1-24.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제작.
성능 평가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자동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제작된 메커니
즘에 대한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을 수행(드럼내 메시 회전, part feeder 회전 및
연료봉 정렬, 헐 이동, 클램핑 동작, air shower 상태, 분리된 분말과 헐 수집, 기타
control panel 작동 등)하였다. 수행결과를 일부장치(회전 드럼부, 드럼내 메시부, 드
럼내 헐 배출부 등)에 반영하여 그림 3-1-25와 같이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평
가에 사용된 재료는 2007년도에 개발한 산화반응 모듈의 탈피복/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로부터 회수한 30～70 mm 길이(연료봉 규격 : SUS 316 tube, ∅ 10.07 mm)
의 헐(사용후핵연료 기준 20 kgHM/batch 용량, 내․외부에 약 3 % 분말 잔류)을 이
용하여 사용후핵연료 10 kgHM/batch에 해당하는 용량을 2회에 걸쳐 헐의 잔류분말
분리시험을 수행하였다. 당초 목표인 회수율 95 % 이상을 넘어 96 % 이상을 달성
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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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회수율 성능평가 시험 공정(2차 분리).
탈피복/분말화 공정핵심장치 성능평가 및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산화반응 모듈의 산화/회수 핵심장치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20 kgHM//batch 용량의 모의 연료봉(길이 70 mm)을 사용하여 산
소농도 20 % 및 50 % 에서 산화시간을 측정하고 분말을 직접 샘플링 하는 메커니
즘을 고안하였다. 또한 산화 반응기내 3지점의 분말을 샘플링하여 입도분석기
(particle size analyzer)로 입자 평균 분포도를 측정하였다.
2007년도에 인코넬 601을 사용하여 제작한 산화/회수 핵심장치의 반응기에 대해
유량 120 cc/min의 산소분위기에서 1,000 ℃ 까지 승온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설계
에 반영하였다. 또한 U O 체적 및 연료봉 체적에 안전계수 값을 적용하여 연료봉
길이별과 연료 무게별로 산화 반응기의 볼륨 예측 식을 도출하였으며, 상기의 결과
들을 반영하고, 3D 분석 등을 통해서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상세
설계하였다.
(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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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탈피복/분말화 산화/회수 핵심 장치 성능 평가
산화/회수 핵심장치의 연료산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펠릿과 유사한 체적 팽창비(2.7)를 갖는 모의 펠릿(W 90 %, SiC 10 % : 체적변화
2.5~3.4) 및 연료봉(SUS 316 tube, O.D ø 10.5 mm + 모의 연료)을 30 mm, 70 mm
길이로 제조하여 500 ℃ 승온 후 산화/회수 핵심장치에 투입하였다.
산화 효율을 나타내는 산화시간 측정을 위하여 500 ℃ 이상에서 갈바닉(Gvalvanic)
센서와 지르코니움(ZrO )센서로 산소농도를 인식하고, 유량조절기인 MFC(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질소와 산소의 혼합비를 변화시켜 산소농도를 100 % 까지
조절하고,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산소농도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모의 연료봉 길이에 따른 산화시간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산화/회수 핵심
장치에 500 ℃에서 공기(유량 120 cc/min)를 공급하고, 모의 연료봉 3 cm(산소 농도
21 %, 50 %), 모의 연료봉 7 cm (산소 농도 21 %, 50 %)를 투입 후 산화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그림 3-1-26과 같다. 그 결과, 산소농도의 증가에 따라 산화효율이 25
% 증가하였다.(O 20 % : 720분, O 50 % : 610분).
( )

2

2

2

나 샘플링 메커니즘 고안 및 모의 분말입자의 균질도 평가
분말화된 모의 입자크기의 분포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증가에 따라서
평균 입도 분포 평가하기 위해서 SolidWorks를 이용하여 3D 분석을 수행하고, 산화/
회수 핵심장치로부터 분말을 직접 샘플링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제작하였다. 주
요 특징은 샘플 채집 스푼을 샘플포트를 통해 주입하고 밸브를 교대로 닫아주고,
샘플 챔버(sample chamber)를 분리하며(탈부착이 가능한 샘플 챔버 및 이중 실링밸
브, 샘플 채집 스푼 등으로 구성), 그림 3-1-27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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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 측정 시스템

산화시간, 연료봉 70 mm, O2 21 %

산화시간, 연료봉 70 mm, O2 50 %
산화시간, 연료봉 30 mm, O2 50 %
그림 3-1-26. 연료봉 길이와 산소농도 증가에 따른 산화성능 평가.
샘플채집 스푼이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는 분말 샘플링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탈피
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산화 반응기내에서 직선방향의 세 지점에서 분말을 샘플
링하였다. 샘플링 메커니즘의 이용은 용이하였으며, 온도에 의한 영향이나 누수는
발생되지 않았다. 입도 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로 입자 평균분포도를 측정한 결
과, 연료봉 길이 70 mm와 산소 농도 50 % 에서 9,8 ~ 12.95 μm의 입도를 보였다.
또한, 산소농도 증가에 다른 분말 입자의 특성을 분석 결과는 그림 3-1-28과 같이
농도 증가에 따라 평균 입도분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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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int 1 -

연료봉 70 mm, O2 : 50 %(VMD : 9.89 μm)

(b) Point 2 -

연료봉 70 mm, O2 : 50 %(VMD : 10.37 μm)

연료봉 70 mm, 1O2 : 50 %(VMD : 12.95 μm)
그림 3-1-28. 반응기 내의 입자 평균 분포도(particle size distribution).
(c) Point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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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상세설계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 데이터 생산을 위해 2007
년도에 개발한 탈피복 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를 이용하여 다음의 성능 시험을
수행한다.
( )

인코넬 601로 제작한 반응기에 대해 유량 120 cc/min의 공기분위기에서 진공 1
torr(1/760 mmHg) 분위기에서 PID 온도 컨트롤러와 진공도를 조절할 수 있는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000 ℃ 까지 승온 시험을 수행하였다. 내부 온도를
1,000 ℃까지 올리는데 약 100분이 소요됐으며, 1 torr의 진공이 잘 유지되었고,
공기유량도 120 cc/min로 잘 유지 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3-1-29와 같이 보
여주고 있다.
- 산화/회수 핵심장치의 승온 후 조건인 1,000 ℃, 1 torr (1/760 mmHg) 상태에서
가열로의 외벽에 대한 부식정도를 관찰한 결과는 그림 3-1-30과 같으며, 슈퍼
칸탈 열선과 반응기 외벽에 산화에 의한 약간의 부식이 발생되었지만 작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재료의 피
로 수명과 인코넬 601의 재결정 온도인 1,100 ℃를 고려할 때 내열 및 내부식
성 재료가 요구된다.
- 유량 120 cc/min의 공기분위기에서 탈피복/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를 1,000
℃로 가열하고서 50분이 지난 후에, 메시형 반응기와 외벽을 둘러싼 고정형 원
통을 막아주는 회전축 씰링(sealing) 및 구동상태를 관찰한 결과는 그림 3-1-31
과 같다. 1,000 ℃의 온도 유지 시간이 50분이 경과 후 고온에 의한 반응기 회
전부에 그리스(grease)가 누출되었다(air cooling 시스템의 고려가 요구됨).
-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스케일 업용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용후
핵연료의 한 배치당 무게 변화량과 연료봉의 길이에 대한 변화량에 따라서 연료봉
이 차지하는 볼륨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식을 도출하고, 장치크기를 도식화하였다.
이론식 값들의 도식화를 위해 3D모델링 프로그램(SolidWorks)을 사용하였고, 그 결
과로서 사용후핵연료 무게와 연료봉의 길이에 따라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산화반응 모듈과 장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이론적으로 도출한 결과 값
에 대한 검증실험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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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공 분위기(1/760 mmHg)에서 온도 곡선

산소 분위기(120 cc/min)에서 온도 곡선
그림 3-1-29 진공과 산소분위기에서 온도 곡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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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승온 시험 후 장치 부식 결과.

℃ 승온 중 그리이스 누출

(a) 1000

그리이스 연소 후 누수 미발생
그림 3-1-31.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승온 시험 후 그리스 연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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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봉 체적 예측식 도출은 체적 크기에 예측하기 위하여 20~210 mm 길이를
가진 각각의 소량 (20~100개)의 연료봉에 대한 벌크 체적과 콤팩트 볼륨을 비
커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볼륨상수(연료봉 길이 30, 50, 70, 100 mm의 벌크 볼
륨상수 : 각각 2.1, 2.4, 2.7, 3.2)를 실험적으로 얻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펠릿
의 크기(고리 1호기 14×14, 45,000 MWD/MTU)를 고려하여 무게별로 펠릿 개수
를 계산하고, 벌크 볼륨상수(UO 펠릿의 분말화 체적팽창 계수 : 2.7)를 반영하
여 무게별 연료봉 체적에 대한 체적 예측식을 식 (3-1-1)과 같이 도출하였다.
또한 표 3-1-2와 그림 3-1-32 같이 S/F 무게별, 길이별, 회전반응부의 체적을 계
산하였다.
2




     ×  ×  ×  

(3-1-1)

이론체적, f : 벌크 펙타, d : 연료봉 직경, L :
연료봉 길이, n : 연료봉 수)
(Vt :

i

회전 반응부 3D 도식화 : 회전 반응부 크기 및 장치 크기의 3D 도식화를 수행
하기 위해, 솔리드웍스(SolidWork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D 모델링의 목적
은 연료봉 볼륨 예측 이론식을 이용하여 반응부 체적의 체적을 S/F 무게별, 연
료봉 길이별로 3D 도식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반응부의 체적을 구하기 위하
여 고정조건으로 내경 300 mm에서 연료봉을 반응기에 50 % 로 채웠을 때를
가정하였으며, 3D 도식화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뢰성 높은 형상 값을 얻기 위
해 그림 3-1-33, 표 3-1-2와 같이 연료봉의 체적 예측 이론식을 바탕으로 3차원
형상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 체적 예측식의 실험적 검증은 체적 예측식의 검증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S/F
의 이론적 체적을 고려하여 5, 20, 100 kg의 아크릴 용기를 제작하였다. 또한
연료봉 길이와 S/F 무게별로 실제 지르카로이(Zry-4) 튜브 크기와 동일한 사이
즈(O.D : 10.7 mm)로 SUS 304를 사용하여 연료봉을 제작하였다. 또한, 아크릴
반응기의 표면은 체적을 측정 할 수 있게 스케일을 표시하였고, 반응기 크기별
로 계산된 연료봉의 수량을 상부에서 쏟아 부어 쌓인 연료봉의 체적을 측정하
였다. 그 결과는 그림 3-1-34와 같으며, S/F 무게별, 연료봉 길이별로 볼륨을 측
정한 결과와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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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
bulk volum e ratio
com pacted volum e ratio

4.0
3.5
3.0
2.5

Tube volum e ratio

2.0
1.5
1.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Tube length, cm

(a)

연료봉 절단 길이에 따른 연료봉의 벌크 볼륨 상수(f1)

펠릿 산화에 의한 분말의 벌크 볼륨 상수(f2 = 2.7)
그림 3-1-32 연료봉 길이 증가와 UO2 펠릿 산화에 의한 상수 값.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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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 3-1-2. 연료봉 길이와 무게 변화에 의한 반응기 크기
5 kg
연료봉
길이(cm) 표준 모사

20 kg

표준

모사

300 x
112

LW-3

50 kg

표준

30 x
448.5

100 kg

모사

표준

300 x
1120.5

모사
300 x
2241

LW-5

200 x
130

300 x
120.5

300 x
240

300 x
480.6

300 x
600

300 x
1202

300 x
120

300 x
2404

LW-7

200 x
160

300 x
128.5

300 x
260

300 x
513.5

300 x
640

300 x
1283.5

300 x
127

300 x
2567

LW-10

300 x
142

용량(L) 5
10
* 지름(D) x 길이(L) : mm

300 x
567.5
18

40

300 x
1419
45

100

300 x
2838.5
90

5kg

20kg

50kg

100kg

300 x 112

300 x 448.5

300 x 1 120.5

300 x 2241

5kg

20kg

50kg

100kg

300 x 120.5

300 x 480.6

300 x 1202

300 x 2404

200

LW-3

LW-5

5kg

20kg

50kg

100kg

300 x 128.5

300 x 513.5

300 x 1 283.5

300 x 2567

LW-7

5kg

20kg

50kg

100kg

300 x 142

300 x 567.5

300 x 1419

300 x 2838.5

LW-10

그림 3-1-33. 연료봉 길이 증가와 UO 펠릿 무게 증가에 의한 반응기 체적의 도식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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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Thoertical volume value, liter
Experimental volume value, liter

4

3

Fuel rod length(30mm)

2

B
C

6

Volume value, liter

Volume value, liter

5

5
4
3

Fuel rod lenght(70mm)

2
1

1
0

0
4

6

8

10

12

14

16

18

4

20

연료봉 길이 30 mm의 체적 값, L

12

14

16

18

20

9

Theoretical volume value, liter
Experimental volume value, liter

8

Theoretical volume value, liter
Experimental volume value, liter

7

Volume value, liter

Volume value, liter

10

Fuel weight, kg

7

5
4
3

Fuel rod length(50mm)

2

8

연료봉 길이 70 mm의 체적 값, L

Fuel weight, kg

6

6

6
5
4
3

Fuel rod length(100mm)

2
1

1

0

0
4

6

8

10

12

14

16

18

20

Fuel weight, kg

4

6

8

10

12

14

16

18

Fuel weight, kg

연료봉 길이 50 mm의 체적 값, L

연료봉 길이 100 mm의 체적 값, L

9

Theoretical volume value, liter
Experimental volume value, liter

8

Volume value, liter

7
6
5
4
3

Fuel rod length(100mm)

2
1
0
4

6

8

10

12

14

16

18

20

20

연료 무게/길이에 따른 연료봉 개수
연료봉 길이 70 mm(연료량 5 kg)
그림 3-1-34. 연료봉 볼륨 예측식 검증 결과.
Fuel weight,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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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분말의 입도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고온 진공가열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해서 압력, 진공 구조 등을 고려하고, 1,200 ℃에 사용가능한 반응기
소재들을(APM, 인코넬, 세라믹 등)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서 니켈 - 크롬
(Ni-Cr) 계열인 인코넬 재질은 재결정 온도가 1,100 ℃이고, SUS 304는 870 ℃에서
산화부식이 발생되며, 세라믹 계열은 취성에 취약하였다. 그러나 분말야금소재인
APM(Advanced Powder Metallurgy : 프로젝트 명, 고유명사)은 재결정 온도 1,400 ℃
로 내열/내부식성이 강하며, 760 ℃ 이상에서 알루미늄 옥사이드(aluminium oxide)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이 산화피막 때문에 침식성 있는 분위기에서 강하다(수명이
Ni-Cr 계열보다 2~4배 좋음).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를 위해서 헐의 잔여
U3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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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승온 시험 및 볼륨 예측식 등과 상기의 결과들을 반영하
였다. 3D 분석 등을 통해서 도출된 헐 잔여분말 분리 모듈과 산화반응 모듈로 구성
된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상세 설계는 그림 3-1-35, 그림 3-1-36과
같고, 고온/진공 가열로의 개념 설계는 그림 3-1-37과 같이 수행하였다.
Rod-cuts

Hull
Oxidation
Powders
Hull
Powders

Lifting system

그림 3-1-36.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3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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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ting

그림 3-1-37. 고온 진공 가열로.
라.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개발
(1)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개요
(가) 장치의 개요
본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기능은 파이로 프로세스 공정의 일부
인 전기 금속환원 장치에 U O 의 균질화된 미세분말을 만들어 공급하는 펠릿의 산
화 및 탈피복 장치이다 . 본 장치의 전 공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를
이용하여 핵연료 봉을 50 mm 길이로 절단한다. 탈피복/분말화 장치로 이송된 절단
된 연료봉을 장치의 중심부인 고온의 반응용기에 투입 후, 12시간 정도의 고온 상
태에서 산화시키며, 분리된 헐과 펠릿을 각각의 용기로 회수한다. 이때 이송 및 회
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치의 하부에 진동을 준다.
장치의 제작 목적은 투입된 헐과 펠릿을 공기와 열을 이용하여 분말화하고 운전
시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서 모듈구조를 가지는 사용후핵연료 50 kgHM/batch
규모의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제작하는데 있다. 장치의 주요 구성은 크게 히
터 모듈부, 반응 모듈부, 지지 모듈부, 그리고 전기/센서부 등으로 되어 있다.
3

8

[10]

나 설계 조건
펠릿 처리 용량 50 kgHM/batch, 분말 회수율 99 % 이상, 최종 분말 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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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이내, 사용 온도 500도, U O 분말화 시간 12 시간/1회, 전기용량
kw, 100 A, 220 V, 3상 등 이다.
2-100

3

8

30

다 모듈/반자동화 대상 결정 및 분석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원격 안전성과 유지․보수성 확보를 위하
여 2008년도에 제작한 설계 도면을 검토 및 보완하고, 모듈식 및 반자동화 대상을
결정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3과 그림 3-1-38 같이 보여주고 있다.
( )

표 3-1-3. 모듈 식 및 반자동화 대상 결정
주 모듈
세부모듈
히터모듈 반자동
히터 모듈부
에어 실린더 모듈
모듈
반응기구동 모듈
반응 모듈부
반응기 모듈
나이프게이트 모듈
배출부 모듈
반응기 지지 모듈
장치 지지 모듈
회전 플레이트
전기 및 센서 모듈
전기 센서
원격취급 커넥터
(

Ut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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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2

1

1

1

1

3

2

1

1

1

7

그림 3-1-38. 대상 모듈 및 반자동화 요소도.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모듈식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3D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개발을 위해 산화장치의 장치 용량과 크
기를 반영하고, 원격장비 및 유지․보수 관련 등을 고려하여 모듈화 요건 설정 및
상세 설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4와 그림 3-1-39 ~ 3-1-43 같이 보여주고
있다.
(2)

-

반응기 구동 모듈부는 착․탈 부분은 베벨기어와 5˚의 경사 플레이트 구조를 반
영하여 인양 고리에 의한 모터 모듈의 슬라이딩 운동으로 쉽게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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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모듈은 SF 용량 50 kgHM/batch 규모로, 직경(D)은 350 x 길이(L) 400
mm로 결정하였고, 헐/분말 transfer slop angle를 45˚로 하였다.
- 나이프게이트 밸브 (knife-gate valve) 모듈은 air cooling system 고려하였으며, 클
램프 탈착 방식의 모듈화 개념을 고려하였다.
- 배출부 모듈에서 분말용기(30 L)와 헐 용기(20 L)의 용량을 결정하였으며, 배출
부 모듈은 플렉시블 및 용접방법을 적용한 모듈형태로 하였고, 또한 배출부 모
듈의 엔드캡 탈착에 전후슬라이드 방법을 적용하였다.
- 유지․보수를 위하여 회전 플레이트 모듈은 장치 전체가 하단부의 50 cm 위치
에서 180도 회전하는 plate를 고려하였다. 또한 장치 회전 위치 제어용 스토퍼
를 설치하였다.
-

표 3-1-4.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주요 사양
처리 용량
50 khHM/batch
사용 온도
500 ℃
반응기 회전
3 - 5 rpm
장치 크기
(L) 1,400 x (H) 2,000 x (W) 1,500 mm
유지․보수
180˚ 회전, 반자동
모듈 기능
모듈별 분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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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3D 전체도.

그림 3-1-40.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3D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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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3D 우측면도.

그림 3-1-42.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3D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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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3D 정면도.
모듈화를 위한 원격유지․보수시 고려할 설계 요건
(가) 시계확보 및 보수 공간
작업을 위해서는 시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계확보를 위한 방법
으로는 육안과 카메라가 있지만, 가급적 작업자가 납 유리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듈을 배치해야 한다. 원격취급 공정 모듈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일반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요건은 장비와 물질을 효율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요구된다. 천장 크레인의 브라켓에 부착된 영상 카메라에 의해 가
시적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원격취급 유지․보수는 복잡성
과 작업수행에 요구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범위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모듈화를
위해서 순환 파이프나, 셀 안의 전선관 등을 포함하며, 점퍼의 수를 줄이고, 점퍼의
순환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
(3)

나 교반 모터 결합 방법 예시
교반 모터 결합 방식을 응용한다면 탈 장착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면
서도 원하는 진동을 전달할 수 있으며, 그림 3-1-44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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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측면 결합 예

상단 결합 예
그림 3-1-44. 결합 방법 예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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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후방은 사각지역이기 때문에 후방에 설치하는 연결 장치는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 공기 흡입용 파이프의 경우는 벨로우즈관이 연결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면 앞쪽으로 설치하거나 돌출된 파이프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지지구조물에 의해
서도 시계확보에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그림 3-1-45와 같다.
후방

후방

공기흡입구

공기흡입구
공기배출구

공기배출구
전방

전방

그림 3-1-45. 시계확보를 위한 공기흡입구의 위치 변경 안.
일반적인 기계 장치의 플랜지는 주위에 여러 개의 볼트를 배치하지만, 핫셀 내
장치의 유지․보수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볼트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고도의 기밀을
유지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그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볼트에 대한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계방해 요소에 의해 볼트가 가려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그림 3-1-46과 3-1-47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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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용 볼트

체결용 볼트

시계방해 요소

시계방해 요소

전방
전방
그림 3-1-46. 볼트 시계 확보를 위한 위치 정렬.

전방
전방
그림 3-1-47. 볼트 수의 최소화와 시계확보를 위한 위치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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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모듈화 요건
주요 모듈화 요건은 표 3-1-5 와 같다.

( )

표 3-1-5. 주요 모듈화 요건
구분

주요 내용

볼트ㆍ너트 ㆍ볼트․너트의 이탈방지(captive or captured) 특성 부여
ㆍ공기 흡입․배기 파이프의 정면 배치 설계
시계 확보 ㆍ볼트 위치 정렬 (예 : 3개의 플랜지 볼트를 120 로 정렬)
ㆍ인양 고리 작업을 위한 시계 확보
ㆍ플랜지 볼트의 이탈방지 특성
플랜지 설계 ㆍ플랜지 접촉면에 2개의 다른 가이드 핀 설계
ㆍ볼트의 개수 최소화 (3개)
4의 형태로 설계 (예시 참조)
인양 고리 ㆍㆍ후크의
크기 고려, 접근 공간 확보
안내장치 ㆍ시각적 안내 표식 부착
o

커플링 설계 ㆍ모터 구동부의 축 이음에 적용
커플러 형의 응용
커넥터 설계 ㆍ원터치
ㆍ몸체부 : 공기 흡․배기 파이프, 진동기 접속 파이프 등
, 내열성 재료 선정
재료선정 ․내부식성
․SUS 304
구조설계 요건 ․고정 플레이트의 슬라이딩 구조로 열팽창 흡수
라 공통 설계 요소
플랜지는 배관이나 축이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원격취급의 편리를
위해서 변형이 필요하다. 그림 3-1-48은 이러한 변형을 종합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플랜지에 사용되는 볼트는 이탈방지 특성(captured feature)을 갖으며, 가능하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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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하중이 작용하도록 설계한다. 스프링 하중은 다른 볼트가 풀어지는 동
안 진동 때문에 이전에 풀어진 볼트의 나사산 손상을 예방한다.
- 2개의 플랜지 접촉면의 원격 접속을 위해서는 가이드 핀이 필요하다. 2개의 가
이드 핀의 길이는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플랜지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씰을 가지고 있으므로 씰 혹은 씰 접촉
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교체 방법이 필요하다.
- 플랜지에는 볼트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결
합이 아니라면 3개의 볼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세부적인 체결 절
차 및 정교한 토오크를 필요로 하는 볼트는 피하도록 한다.
GUIDE PIN
(DIFFERENT LENGTH)

SPRING
WASHER&BOLT&NUT
(CAPTURED FEATURE)

COMMERCIAL
FASTERN
SELECTION

DEVELOPMENT OF
EXCHANGING
METHOD IN SEAL

LOW HARDNESS SEAL

CAPTIVE
BOLT
GUIDE
NUT

SPACE
INSURANCE

HINGE

* ROCKWELL HARDNESS C45

THE NUMBER OF BOLT&NUT (MINIMIZED)

그림 3-1-48. 플랜지 설계 제안.
마 인양고리
인양 고리는 단순한 고리를 통해서도 쉽게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하중이 큰 모듈은 크레인 작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욱 중요해진다. 인양 고리의 적용 예시는 그림 3-1-49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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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인양 고리 적용 예시.
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1, 2)는 그림 3-1-50 및 그림 3-1-5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인양 고리의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기본형상을 바탕으로 필
요에 따라 응용 및 변형 적용한다면 유용한 요소가 될 것이다.
TYPE I

TYPE II

C
MIN R=1/4 B

C

A
A

B
B

TYPE III
SELF SUPPORTING CABLE

A

B
STOPS MAINTAIN HOOK
PICK-UP HEIGHT
OPTIONAL HINGES

그림 3-1-50. 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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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V

C

A

1/2R

D
D
E

150

B

TYPE V

A

1/2R
150

D
D
C
600

F

B

그림 3-1-51. 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2).
바 체결용 볼트
볼트는 결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준화된 상용 제품을 사용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격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도 중
요하다. 볼트는 이탈방지 특성(captive or captured)을 보유해야 한다. 즉, 체결전이나
해체 후에도 볼트가 모듈에 붙어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이 없는 경우에
는 체결 전에는 모듈 이동 후에 볼트를 하나씩 가져와야 하고 해체 후에는 하나씩
관리해야 한다. 플랜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볼트가 모듈(부품)에 붙어있다면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3-1-52는 볼트의 이탈방지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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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그림 3-1-52. 이탈방지 특성을 보유한 볼트의 예시.

두 번째 형상은 공구의 접근 공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림 3-1-53과 같이
볼트가 모듈에 가까이 붙어서 공구가 접근하기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다. 시계확보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볼트의 위치 정렬은 가급적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모

듈

1

체

모

듈

결

용

2

그림 3-1-53. 협소한 공구 공간.

(사) 안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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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트

기 때문에, 장치(모듈) 설계에 적절한 수와 방법의 안내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3-1-54는 안내 장치의 예시이다. 이들을 기본으로 상황에 맞게 응용 및 변경하는 것
이 필요하다.
시각적인 방법은, 모듈의 정면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부착하거나 두 모듈이
결합되는 부분에 결합을 표시하는 식별자를 부착하는 것인데, 특수제작, 무게 증가,
간섭 문제 등이 없기 때문에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3-1-54. 안내 장치의 예시(ORNL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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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기 흡입․배기 커넥터
몸체부에 부착된 공기 흡입․배기 파이프와 air vibrator는 압력 계통과
연결되는데,

이

연결

커넥터는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3-1-55와 같은 원터치 커플러 형 커넥터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적합하다.

그림 3-1-55. 원터치 커플러 형 커넥터.

(자) 지지용 브라켓
지지부에 부착된 브라켓은 몸체부의 위치를 안내 및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몸체부의 형상에 맞게 설계 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몸체부를 지지할 수
있으며, 그림 3-1-56과 같다.

그림 3-1-56. 지지 브라켓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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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열 변형 흡수 형상
내열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몸체부 상단 플레이트의 열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형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림 3-1-57과 같이 플레이트
의 볼트 체결에 의해 발생하는 구속 조건을 완화시키는 형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상은 심한 진동에는 곤란한 형상이지만, 본 장치의 운전 중에는 심한 진동이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
( )

볼트구멍

그림 3-157. 열 변형 흡수 형상.
카 토글 클램프
토글 클램프는 모듈간의 연결 부품은 아니지만 고려할 사항이 있다. 클
램프 같은 경우는 상용 품이 다양하고 작동이 단순하며 쉽다. 그러나 원격작업수행
을 위해서 손잡이 부분을 변형할 필요가 있다. 즉, 상용품의 손잡이는 사람의 손에
는 적합하지만 원격 작업용 장비에는 부적합하다. 손잡이 부분이 미끄러지거나 빠
져나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손잡이 부분을 원격 작업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야 한
다. 그림 3-1-58 및 그림 3-1-59는 원격 작업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예이다. 토글 클
램프의 지지력이 커질수록 이를 작동시키는 힘도 커져야 하는데, MSM의 적용 범위
(작용힘 범위 9 kgf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크레인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는 형
상을 가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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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8. 토글 클램프 형상.

상

용

제

품

고

리

응

용

그림 3-1-59. 토글 클램프 손잡이 형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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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타 구동축 커플링
혼합반응 교반기는 저속회전 모터와 커플링을 통해서 연결된다. 저속의
경우에 커플링의 연결 해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 3-1-60과 같은 커플링 방법을
응용한다. 탈착이 쉬우면서 회전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 )

그림 3-1-60. 회전력 전달을 위한 커플링.
파 밸브 축의 분리 및 연결구조
상․하부로 분리된 모듈의 밸브 축을 원격으로 분리 및 연결이 가능하
도록 그림 3-1-61과 같은 형상을 제안한다. 연결용 볼트는 이탈방지 특성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 )

이탈방지 특성

그림 3-1-61. 분리 및 연결을 위한 축 형상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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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유지․보수 작업성 평가(설계 시 고려사항)
장치를 제작하여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혹은 제거를 위하여 장치의 주
요 부품들에 대한 모듈의 인양 지점이 적절하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검토하여
야 한다. 주요 부품들에 손상을 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부품들의 모듈을 지정 위치로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고, 작업자
는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장치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 공간
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4)

공정장치 모듈 설치 또는 교체 부품에 대한 설계 점검 내용
장치의 주요 부품 모듈에 의해 발생되는 반복하중과 힘을 고려하여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장치의 주요 부품들의 모듈은 볼트 없이(가이드 핀 혹은
중력)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응력 및 유지․보수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다. 장치의 주요 부품 모듈이 자주 교체하는지(빈번한 교체가 필요하다면 볼트 대신
에 핀 혹은 클램프를 사용) 아니면 반영구적인가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화
스너(fastener)와 인양 고리 등에 충격 렌치 혹은 유지․보수 장비가 접근할 수 있도
록 화스너와 인양 고리 주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틸리티 요건(전
기, 공압 및 계기 등)이나 접속위치(유틸리티 저장소와의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
화스너와 토오크 등의 요건들은 유지․보수 장비의 정격하중 용량 범위에서 사용하
도록 한다. 상용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터와 같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모듈화 설계시 반영 내용(모듈은 교체 개념)
주요 장비의 품목들을 각각 정렬하기 위하여 2단의 가이드를 사용한다. 동
시에 연속적인 맞물림이 이루어지도록 가이드의 길이를 다르게 한다. 장치의 주요
모듈 부품과 유지․보수 장비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필요한 힘과 하중을 사전에 미리 결정한다. 융통성 없는 곳에 설치되는 주요 부
품들은 가상사고 상황에서도 발생되는 손상에 견디도록 설계하거나 혹은 셀 내에
작업이 없는 기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공
구인 화스너가 풀어졌을 때에도 장비에 매달려 있도록 설계한다. 특수 공구의 사용
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내부식성, 제염성, 내열성 등)에 적절
한 재료를 선택 사용한다. 장치의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 대상 관련하여 주요 부
품의 모듈에 대한 예시는 그림 3-1-62∼그림 3-1-74와 같다. 체결 장치는 6각 볼트는
M6 이상, 재질은 인코넬 601로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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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이중 후크 인양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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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안내 핀 예시.

그림 3-1-64. 6각 볼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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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원격 모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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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커플링.

그림 3-1-67. 샤프트 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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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8. 원격 취급 커넥터.

그림 3-1-69. 볼트 형상의 사진 예시.

그림 3-1-70. 라인 커넥터의 사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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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1. 구속 볼트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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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 원격취급용 스프링하중 구속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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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 멈춤 쇠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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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4. 개발한 스퍼기어(spur gear) 축 접속 방법.
장치의 주요부 설계
장치의 주요부 설계는 크게 히터 모듈부, 반응 모듈부, 지지 모듈부, 그리고
전기/센서부 등이며, 그림 3-1-75와 같다.
(4)

가 히터 모듈부
① 히터 모듈 : 2조 1 set

( )

형식은 수평식 외부 양쪽히터 조립 시 안전을 고려하여 상부쪽을 rounding 지게
한다.
- 내부는 원형 (탈부착 가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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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은 3상, 220V, 30 kw, 100A 로 한다.
- 사용 온도 500 ~ 600 ℃(max. 800 ℃), 승온 속도는 10 ~ 20 ℃/min 으로 한다.
- 온도 측정 포인트는 반응기 상, 1개소는 중간지점 (T/C 위치는 반응기 내부 상․하 지
점에 정확하게 일치 시킬 것)으로 한다.
- 내․외부 사용 재질은 SUS 304로 한다.
- 외부 표면 온도는 40 ℃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상하 착 탈구조가 되어야 하며, 인양 고리를 부착한다(무게 중심 고려).
- 인양 고리 형상은 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를 참조한다.
- LM 가이드에 정확하게 착 탈하며, 히터 안착을 위해 안착대를 설치한다.
- 전원 공급선의 연결 커넥터는 쉽게 파지가 되고 착탈이 되며 접근과 시야가 확보되어
야 한다.
- 회전체에 의한 장치 전체의 회전에 대하여 전선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양쪽 히터의 접합 시 접합 부분의 열손실이 없어야 한다.
- 양쪽 히터의 측면에 인양 시 흔들림 방지를 위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 유지․보수는 원격 가능한 module type
- Manipulator 취급 중량은 15 kg 이내의 module type
- 히터 내부 및 외부 표면 온도를 가변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히터는 module 형 heater로 한다.
- 반응로에 에어락커를 부착하였을 때 진동을 주더라도 module 형 heater가 이탈
되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한다.
- 히터에서 나오는 열이 밖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히터의 외부를 단열 재료를 사
용하여 단열한다.
- 히터의 외부에 단열재를 견고하고 부착한다.
- 단열재는 높은 열이나, 에어락커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한
다.
- 뒷부분의 히터 유지․보수 시 회전이 잘 되어야 하고, 케이블들이 꼬이지 않도
록 한다.
- Furnace heater

②

에어 실린더모듈

에어 실린더는 상부에서 수직으로 착 탈이 되어야 한다.
- 에어 실린더는 히터양쪽에 두 개를 설치한다.
- 에어 실린더 히터를 원활이 이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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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실린더의 스토로크는 반응기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 에어 실린더의 에어공급라인 연결부는 쉽게 파지가 되고 착 탈이 되며 접근과 시야
가 확보되어야 한다.
-

나 반응 모듈부
① Utility 모듈

( )

-

압력 게이지(필요시 변경가능)

․반응기 상부 위에 위치하며, bounden tube를 특수 가공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밀폐 효과가 높으며 내 충격에 견딜 수 있게 한다.
․내경은 ø 50 mm, 접속부는 3/8 inch, 사양은 SPD 50, 압력 범위는 0～
10 kgf/㎠, 회전 각도는 270 ℃ 이다.

반응가스 공급부
․반응기 내부에 직접 가스가 장입되어 반응로 속으로 들어가 산화 반응이 가능
하도록 하는 장치로 아래와 같은 사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Regulator는 SUS304L 250-10 kg, 자동 On-Off valve, 배관 규격은 1/2" SUS304L
pipe, 유량은 15 LPM(max. 40 LPM mass flow meter & controller), 그리고 가스
배출시 filtering부는 별도 설치한다.
․Pressure indicator(PT& digital indicator).
․압력조절기능 & pressure gager(0-7 kg/CM2).
․Pipe 및 모든 연결구는 쉽게 파지가 되고, 착 탈이 되며 접근과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재질은 SUS 316L의 tube, fitting, compression type의 자재를 사용한다.
․Utility 들을 유지․보수 시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탈부착 시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배관 utility 부
․배관 시스템은 pellet을 산화시키기 위하여 compressor로 부터 공기를 반응로로
공급하는 것이며, 내열성 있는 인증 제품 사양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배관 시스템은 반응로에 연결되므로 연결 부위를 견고하게 하고, 연결 부위에
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Air 공급라인은 고온에 의해 열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질 메탈재질로 하며,
에어를 조절하는 regulator를 달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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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compressor는 시설 utility를 사용하며,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배관 시스템부에 부착되는 밸브 및 게이지의 용량은 사양에 맞는 것을 사용한
다.
․밸브나 게이지를 배관에 연결할 때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배관 시스템부에서 밸브나 게이지와 연결되는 튜브는, 진동을 주어도 프랜지
와 이탈되지 않는 flexible한 튜브를 사용한다.
․배관 시스템은 반응로 측면에 위치한다.
․Gas in/out line : knife gate valve 위 플랜지를 통해 gas가 들어가고, 가열기의
위쪽으로 gas U O 의 분말화방출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gas
가 순환하면서 gas에 의해 절단 연료봉을 할 수 있고, 또한 장치 내에 붙어
있는 분말까지 밑으로 떨어 질 수 있게 한다. In/out line의 규격은 1/2 inch
pipe 이다.
3

8

부
․반응기의 상부에 thermocouple을 상부에 1개를 부착하고, 장치 운영시 이탈되
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Thermocouple 선정 시 산화온도조건 설계 사양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Thermocouple은 가열로(반응기)의 온도가 500～800 ℃ 이상으로 상승되므로 이
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Thermocouple은 디지털 형식의 unit를 사용한다.
․Thermocouple 부착 시 에어락커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Thermocouple은 본 장치의 앞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한다.
․Thermocouple이 고장이 나더라도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부착한다.
․Thermocouple의 규격은 φ 4∼6 mm, 재질은 SUS 304 L 이다.

- Thermocouple

모듈 모든 부분은 분해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작기에 의해서 교체가 가능하
고,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MFC, gage 류, thermocouple 류, 배관 류, 센서류 등

- Utility

②

-

반응기 구동 모듈

모터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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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부는 module 1set로 하며, motor의 rpm은 1∼15이고, AC servo motor를 사
용한다.
․정역회전방식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반응기 구동모터는 수직으로 착탈이 용이하고 모듈 구조로 한다.
․모터 전원 연결부는 쉽게 파지가 되고 착 탈이 되며 접근과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
다.
․모터 등의 인양 고리는 삼각형태가 아닌 사각 형태로 할 것(예시참조)
․모터를 고정하는 프레임의 불필요한 두께를 제거하여 가볍게 한다.
․모터의 유지․보수 시 착탈이 용이하도록 한다.
부
․반응기와 shaft 사이에 투입된 절단 연료봉은 그 공간에서 끼임 현상이 없어야한다.
․Shaft는 반응로 내부의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800˚ 이상).
․축 방향으로 가스, 분말, 방사능의 leak가 없어야 한다.
․Shaft 규격은 외경 120 mm, 내경 80 mm이다.
․Shaft는 반응기 내부에 설치되어 마찰 및 열 변형에 대비하여 적절한 냉각장치를 가
공하여야 한며, 에어가 공급(에어 쿨링) 되도록 한다.
․고온가스 누출 방지를 위하여 shaft 의 양측 외경에 메탈 씰과 과불화 탄성체
(Perfluoroelastomer)를 사용한다.
․축 가공 시 800˚ 운전 조건에서 열 변형 및 비틀림에 대한 변형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Shaft 회전 시 고온에서 연료봉의 마찰이나 충격으로 인한 축 변형이 없어야 한다.
․Shaft 양단을 단열재로 마감처리, 열이 shaft 끝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 Shaft

③

-

-

반응기 모듈

반응로 내부 설계 요건 : 1 Set
․재질은 SUS 304 x 8t, 규격은 L 400 x φ I.D 400 mm 이상.
․주요사항으로 내부는 polishing을 반드시 하여야 함(거칠기 0.1μ 이하).
․내부가공 및 동심도는 전체 원형 가공 후 동심도 ±0.1 mm 이내.
․메시 눈금 크기는 가로 7 mm x 세로 7 mm.
반응기 사양
- 105 -

․반응기 모듈은 메시형 반응기, 메시형 반응기 커버 shaft부 헐, 분말 배출라인
을 한 모듈로 한다.
․반응기 외부에 무개중심을 고려하여 인양 고리를 설치한다(예시참조).
․반응기 모듈은 수직으로 안착대 착탈이 원활히 잘 되어야 한다.
․반응기 모듈과 엔드캡 모듈은 잘 분리 되어야 한다.
․반응로 외부에 2개 라인 filtering 부 설치( 차압을 고려한 구조 ) 한다.
․Air pozzy port 2개소(가스출구, 반응기 상부 중간)로 하고, MSM 작업용 반응기
clamp 부착 (하단 4개소) 한다.
․반응로 두께는 6 t 이상으로 하며, 반응로부의 재질은 고온에 견딜 수 있게하고,
SUS304를 사용한다.
․반응로상부는 절단 연료봉을 넣고 원활히 뚜껑을 닿고, 열수 있는 메커니즘으
로 한다.
․반응로에서 절단 연료봉을 분말화 할 때 분말이 스크루를 통해 밖으로 역류되
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작하여 조립한다.
․반응로 메커니즘의 부위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가연성 재질은 사용하지 않는
다.
․반응로의 입구는 절단 연료봉의 량 50 kgHM/bath가 이동할 수 있는 크기로 한
다.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투입구에 뚜껑을 열고 고정할 수 있는 토글 클램프
방식인 메커니즘으로 제작한다.
․토글 클램프 메카니즘 방식으로 뚜껑을 개폐해도 powder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반응로의 온도가 800 ℃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스켓은 이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절단 연료봉을 분말 한 후 스크루와 메시 반응기는 powder가 밑으로 잘 빠지
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반응로 내부의 가공은 내벽에 묻은 분말이 스크루, 내벽, 분말 수집기, 축, 메
시, 필터 등과 잘 분리되는 구조로 한다.
-

가스 출구 filtering part 요건
․외장형 sintered metal filter
(STS304L), 규격은 φ 40

재질은 stainless steel
입자 통과율 (0.5 μ 이하),

part (cylinder type) 2 Set,
mm x 120 mmL,

connection : 1/2" pipe, female, male VC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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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락커 부
․시료 불출용 에어락커, 2 set를 둔다.
․반응로 헐과 분말 출구에 대칭형으로 2곳에 부착한다.
․각 기기의 고정 지그 및 bracket 포함한다.
․반응로에 진동을 주어 powder가 아래로 잘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에어
락커는 모타식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소음이 적은 것으로 사용한다.
․에어락커 선택시 진동수, 진동 속도 등을 가변화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부착한다.
․에어락커 선택 시 장치의 무게를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에어락커를 부착하여 작동할 때 장치로 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에어락커 부착 위치는 반응로와 밸브 사이에 부착하여 분말이 원활히 이송되
도록 진동이 되어야 한다.
․에어락커 고장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구조로 체결부위를 제작한다.
․에어락커 부착시 가열부와 반응로가 진동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부착 한다.
․장치 운영시 에어락커의 진동에 의해 다른 기기와 부품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에어락커 부착 후 작동 시 지지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④

-

-

나이프게이트 모듈

시료 개폐부 일반 사양
․Valve 규격은 SUS 304 knife, gate valve을 사용한다.
․온도 조건은 800도의 반응기 내부 온도에 열 변형이 없어야 하고 이때 압력 3
kg 상태에서 시료의 leak가 없어야 한다.
․Size는 120A.
․Material은 SUS304L.
․반응기 최대 온도는 800 ℃를 고려하여 적절한 쿨링 장치를 제작한다.
․On , Off 방식은 air cylinder 양 로드형.
시료 개폐부 제작사양
․Knife gate valve는 인양 고리와 조작기에 의해서 착탈이 용이한 모듈구조를 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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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프 게이트 밸브 분해 조립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Knife gate valve는 사양에 맞는 것을 선정하며 시료 흐름의 개폐에 대한 적정
위치에 부착한다.
․Knife gate valve는 수동 조작 방식인 매니퓰레이터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동 조작이 용이하도록 밸브를 장치 앞면에 부착한다.
․Knife gate valve는 3 kg 압력의 공기를 공급하여도 아래 부위로 새지 않도록
한다.
․Knife gate valve의 제작, 조립, 설치시 전원이 잘 빠지도록 제작한다.
․상기의 높은 온도 조건에서 leak가 없어야 하며 On-Off시 시료 막힘을 방지하기 위
해 air 분사 장치를 두어야 한다.
⑤

-

배출부 모듈

앤드캡 부(2개소)
․앤드캡 및 knife gate valve 이후 용기 접속부까지를 앤드캡 모듈로 본다.
․주름관 내부는 오링, 개스켓 등 실링재를 부착하여 분말과 헐 용기의 입구와
정확히 실링이 되어야 한다.

․앤드캡 모듈에 인양 고리를 부착한다(무게 중심 고려, 인양 고리 예시
참조).

․분말, 헐의 출구에 잔여 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엔드캡을 제작한다.
․앤드캡은 착탈이 용이하고 잔여 분말을 받을 수 있는 형상을 고려하여 제작한
다(앤드캡에 잔여 분말이 묻어 있을 수 있어, 이를 분말 용기에 담을 수 있도
록 한다).
-

헐, 분말 용기부
․추후에 다음 공정에서 용기 설계 사양이 결정되면 정확한 용기를 제작하되,
우선 분말 및 헐 용기의 형상은 임의적으로 만든다.
․헐․분말 용기부는 펠릿 50 kgHM/bath를 산화하였을 때의 헐․분말을 받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다(헐 30 L, 분말 22.5 L).
․용기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제작한다(304 L).
․용기를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용기 하단부에 ball을 부착한다.
․용기를 다른 곳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용기의 앞면에 손잡이를 부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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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손잡이는 앞쪽으로 오도록 제작하여 부착한다.
․용기를 이동시 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밸브를 부착한다.
․용기의 입구는 분말이 잘 들어가고, 잘 빠질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용기의 입구는 반응로 출구 구멍에 맞도록 제작하며, 이때 powder가 흘러내리
지 않도록 한다(powder 확산 방지).
․용기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용기가 장치 출구와 원활히 탈 착 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용기 제작시 견고하게 하고, 매니퓰레이터로 취급이 용이하도록 가볍게 제작
한다.
․헐․분말용기 클램프 손잡이는 정면으로 위치하고, 형태는 ＋로 한다.
․헐․분말용기 클램프의 착/탈 시 클램프가 한곳에 힌지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
다.
․헐․분말 용기의 하부 밸브 레버작동 힘은 약하게(MSM 작동) 한다.
․헐 용기의 투입구는 헐의 잔여 분말 분리 장치 상단 투입구와 맞게 한다.
다 장치 지지 모듈부
① 반응기 지지 모듈

( )

부, 1 set
․반응기, 구동 모터, 에어 실린더 등이 잘 안착되는 가이드 구조로 한다.
․재질은 SUS304L x 5t를 사용하고, 절곡 후 용접한다.
․산화 반응부는 회전형으로 제작하고, 무게의 중심을 고려한다.
․기기 controller 받침대는 SUS304L로 제작한다.
․산화 반응부의 이동 가이드는 레일 형태로 제작한다(LM 가이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물로 제작한다. 단, 재질은
SUS304L를 사용한다(도면 참조).
․작동 부위와 고정 프레임 부위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한다.
․고정지지 프레임의 재질은 SUS를 사용하고, 분해 조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본체에 에어락커가 부착되어 장치에 진동을 주더러도 주변 기기들이 풀리지
않고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프레임을 사용한다.
․장치 몸체에 에어락커, 튜브, thermocouple 등이 부착되므로 구조부와 연결되는
부위는 견고하게 조립 및 접합을 한다.
․구조부에 용접으로 접합한 부위는 산세척을 한다.

- Mai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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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로가 열에 의해 팽창될 때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제작한다.
․반응기 지지 모듈은 반응기로부터 직접 열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

-

회전 플레이트

회전 플레이트부 (반응기 지지 모듈과 일체임)
․회전 플레이트는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원할히 작동되어야 한다.
․회전 플레이트는 하나의 모듈로 장치 구조부와 별도로 분리 되어야 한다.
․회전 플레이트는 좌우180˚로(전체 360도) 회전하고, 전방과 후방에 스토퍼를 설치
한다.
․회전 플레이트에 의해서 장치가 회전될 때 MSM에 의해서 쉽게 회전 되어야 한다.
회전 플레이트 하부의 방진 스프링 사양(필요시 변경 가능)
․제품 번호 YJSC-30/70, 사용 하중은 30～70 kgf, 변위 50 mm, 스프링 상수는
0.6～1.4 kgf/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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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5.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도.
(5)

장치 제작

탈피복/분말화 장치 제작은 1차년도(‘07년)와 2차년도(’08년)
에 수행한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장치를 제작하였다. 이 장치의 제작 초점은 처리
용량은 50 kgHM/batch 이며, 장치의 안전성 및 원격 유지보수성을 고려하고, 모듈화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장치의 부품별 모듈 및 반자동화 특성을 분석하고 모듈 대상
및 반자동화 대상(히터 모듈)을 선정하였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치 전체가
180도 회전하는 회전 플레이트 모듈 등, 모듈별 유지․보수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
하여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3D를 구축(완료)하고, 그림 3-1-76과 같이 장치를
제작하였다.
High-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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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6.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제작.
장치 시험
(가) 장치 구동 시험을 위한 운전 순서 및 구동 시험
제작한 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한 운전 순서(운전 전 및 운전)와 구
동 시험은 다음과 같다.
(6)

①

구동 시험을 위한 운전 순서
<운전 전>

메인전원 On
- 에어실린더 Off
- 헐/분말 배출 밸브 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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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분말 용기 연결
- Out-put gas 밸브 On
- 시설 에어공기 On
- 자동모드 전환
-

운전>

<
- MFC On

․CH SW On(유량 setting)
․RUN SW On
․ENT SW On(RUN SW 자동 On 됨)
에서

- PC

․Out-put gas 밸브 On(재확인)
․PC상의 MFC에서 산소농도 21% 맞춤
․O2 analyzer의 IN 농도와 out 농도가 차이가 날 경우
‣ Control box안의 regulator를 맞춤(시계 방향 상승)
‣ 10분 소요됨
․PC상의 O2 %를 0 값으로 맞춤
․Input gas on

-

온도 설정
․ 온도설정방법 참조
에서

- PC

․Heater On
․온도가 일정하게 상승되었을 경우 MFC 산소 농도를 21% 값으로 맞춤(반응이
끝난 후)
․Heater Off
․Input gas Off
․Air locker 출구밸브 Off
․온도 200도에서 air Off
-

분말배출밸브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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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 PC

․Air Locker On(10분)
(헐/분말 배출 완료 후)
․Air locker Off

분말 배출 밸브 Off
- 헐/분말 용기 배출
- 헐/분말 용기 계량
- Sampling(계량)
- 전체 헐/분말 수집 용기에 수집
- 헐/분말 용기 계량(완전 배출 여부 확인)
- 헐/분말 용기 장치에 취부
- 모든 전원 Off
- Air 공급 Off
-

- PC

․Data download

장치 구동 시험
제작한 장치에 대한 구동 시험으로는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에어실
린더작동, 구동모터부구동여부, 장치회전구동, 에어락카작동여부, 나이프게이트밸브
작동여부, 헐/분말용기체결, 반응부승온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에어실린더작동여부
(히터 2개의 모듈 개․폐 이상 없음), 구동모터부구동여부(RPM 3∼5/min, 가변 가
능), 장치회전구동여부(180˚), 에어락카작동여부(20∼30회 작동/min), 나이프게이트밸
브작동여부(정상적으로 개․폐), 헐/분말용기체결여부(이상 없음), 반응부승온시험
(500 ℃, 소요 시간 60분) 등의 이상 여부를 수행한 결과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
며, 반응기의 승온도 원활히 됨을 알 수 있었다.
②

나 장치 온도/시간 설정 방법 및 승온 시험
장치의 승온 시험을 하기 위하여 온도 컨트롤(NP200) 운전 매뉴얼을 이
용한 장치의 온도/시간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3-1-77은 장치 온도 컨트
롤러(NP200) 운전 매뉴얼을 나타낸 것이다.
( )

-

장치 온도/시간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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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넘버1에 세그먼트1에 온도를 700℃로 시간을 1시간으로 세팅할 경우
. Set 버튼 3초 이상 누름
. G.PRG→set→PT.mo(1)→set→SEG.no(1)→set→1.SV(500℃)→
set 1.TM(01H 00M)→set→update(yes)→ set
. SEG.no(2)~SEG. no(99) 까지 설정 가능
. Set 버튼 3초 이상 눌러 초기 화면 복귀
-

온도 컨트롤러의 run/stop은 패널 스위치의 heater On/Off 스위치를
이용한다(그림 3-1-77에서).
․초기 전원 On 하면 (순서 a : 초기 화면)과 같은 화면 표시
․Set 버튼 3초 이상 눌러 (순서 b : program menu)의 프로그램 메뉴로 들어감
․Set 버튼 1회 눌러 (순서 c : pattern number select)으로 들어감
․Set 버튼 1회 눌러 (순서 d : segment number select 0)로 들어감
․상하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순서 e : segment number select
․seg. No = 1로 표시

-

오른쪽 끝에 ?표 기호가 나타나면 set 버튼 1회 눌러 변경된 값으로
입력함.
․Set 버튼 1회 눌러(순서 f : 01.Pid no. select) 화면 나오면 기본 값 1 유지함
․Set 버튼 1회 누르고 화살표 키 사용하여 01.SV = 700 ℃으로 설정
․Set 버튼 1회 눌러 화살표 키 사용하여 01.TM = 1h00m으로 분단위로 설정
․Set 버튼 6회 눌러 (순서 i : update confirm) 표시 한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상하 화살 표 키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1회 누름

다시 set 버튼 1회 누르면 (순서 e : segment number select 1)의 segment
select 화면이 나옴
- 여기에서 seg.2~seg.99까지 (순서 e : segment number select 1) ~ (그림
3-1-77- I) : update confirm)까지 반복 설정하면 됨
- 종료시 set 버튼 3초 이상 누르면(순서 a : 초기화면) 초기 화면으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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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 25 ℃ <set value>
: 현재 운전 중인 pattern number
: 현재 운전 중인 segment number
: 현재 진행 중인 segment의 남은 시간
: 현재 운전 중인 pattern의 반복 횟수

순서 a)

(

순서 d)

(

순서 g)

(

(

(

(

(

순서 b)

(

순서 e)

(

순서 h)

(

순서 c)

순서 f)

순서 i)

순서 j)
그림 3-1-77. 장치 온도 컨트롤러(NP200) 운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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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승온 시험
반응부의 1차 승온 시험은 장치의 반응부 제작시 이물질이나 기름 등
의 성분을 제거하고, 장치의 안전 여부와 데이터 획득 준비를 위하여 온도 200 ℃
에서 20분 동안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1차 시험 결과는 온도 손실이
거의 없어 기밀 유지가 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많은 연기와 냄새 등을 제
거한 후 2차, 3차 승온 시험을 수행하였다 . 2차 승온 시험은 설정 값을 500 ℃로
하고 500 ℃의 승온 소요 시간은 55분(승온 rate 9 ℃/min)으로 하였다. 3차 승온 시
험은 승온 소요 시간을 35분(승온 rate 14 ℃/min)으로 하였다. 승온 시험 결과는, 표
3-1-6(2차 반응부 승온 시험)와 표 3-1-7(3차 반응부 승온 시험), 그리고 그림 3-1-78
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⑦

[11]

순서

표 3-1-6. 2차 반응부 승온 시험(승온 rate 9 ℃/min)
설정 값 (℃)
설정 시간 (min)

0

0

1

100

5

승온 시간

2

200

5

승온 시간

3

300

5

승온 시간

4

400

10

승온 시간

5

650 (700)

10

승온 시간

6

650 (700)

20

유지 시간

7

500

5

다운 시간

8

500

시간

유지 시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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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표 3-1-7. 3차 반응부 승온 시험(승온 rate 14 ℃/min)
설정 값 (℃)
설정 시간 (min)

0

0

1

100

1

2

200

1

3

300

1

4

400

5

5

700

7

6

750

20 (30)

7

570 (600)

5

8

570 (600)

3

시간

그림 3-1-78. 반응부 승온 시험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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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온 시간
승온 시간
승온 시간
승온 시간
승온 시간
유지 시간
다운 시간
유지 시간

다 장치의 헐 분리 성능시험
제작한 장치를 이용하여 헐 분리 성능시험으로는 용량 50 kgHM/batch
(헐 규격 : 길이 50 mm, SUS 316 tube, ∅ 10.07 mm)의 헐을 이용하여 헐의 분리
(배출) 시험을 수행하였다. 반응기의 회전은 헐의 투입부터 배출까지 3～5 rpm/min
으로 하였으며 , 헐의 투입은 사람이 직접 헐을 투입하였고, 배출시 진동은 주지
않았다. 헐 분리 성능시험 결과는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 )

[12,13]

표. 3-1-8. 헐 분리(배출) 성능 시험
시험 횟수

차 시험

1

차 시험

2

차 시험

3

RPM

3

5

10

무게

Hull overflow

회수율

(kg)

(ea)

(%)

10

0

100

20

0

100

30

0

100

40

0

100

50

0

100

10

0

100

20

0

100

30

0

100

40

0

100

50

0

100

10

0

100

20

0

100

30

1

99

40

2

98

50

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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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라 헐의 분리 결과 분석 및 장치 개선/보완
헐 분리 성능시험 결과는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헐 투입량과 반
응기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이는 반응기의 회전수가 증가
하면 원심력이 증가하여 헐이 밖으로 튀어나와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되었
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려면 투입구 경사도와 낙하거리를 개선/보완하면 회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 )

마. 결 론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는 절단 사용후 핵연료봉인 로드컷(연료봉 + 펠릿)
을 탈피복과 분말화를 동시에 처리하고, “전기 금속환원 장치”에 U O 의 균질화 된
미세분말을 만들어 공급하는 산화 장치이다. 또한, 본 장치의 전 공정(Pre-process)인
사용후핵연료 봉 절단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봉을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하
고, 절단된 로드컷(rod-cuts)을 본 장치 속에 투입한다. 투입된 연료봉내의 펠릿
(pellets)을 분말화 하기 위하여 가열장치의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일체형 장치에 고
온 열과 공기를 공급하면서 UO 펠릿을 균질화된 U O 으로 분말화하고, 헐(hull)로
부터 분말을 분리하는 장치이다. 또한 산화공정 중에 공기분위기와 진공 상태에서
핵분열성 물질을 제거한다.
사용후 절단 연료봉을 동시에 탈피복 및 분말화 할 수 있는 일체형 핵심 메커니
즘을 고안․설계 하였다. 일체형 장치의 핵심구조는 크게 모의 연료봉을 산화시키
는 산화 핵심장치와, 헐과 분말을 독립적으로 분리/회수하는 분리회수 핵심 메커니
즘을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독자적인 기능 과 서로 연계되는 구조로 고안하였다.
또한 ball drop의 기계적 탈피복 방식과 회전형 rotary kiln의 확학적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고안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연료 산화 및 헐/
분말회수 메커니즘은 연료봉의 탈피복 증대효과를 고려하였고, 탈피복된 펠릿의 산
화율 증가 및 분말입도 크기를 조절하고 피복재와 분말의 독립적 회수가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반응기 크기를 알기 위해 이론식이 도출되었고, 사용후핵연료의 무게별, 길이별,
반응부의 볼륨이 계산되었다. 또한 이론식의 검증을 위하여 아크릴을 사용하여 연
료봉의 볼륨이 측정되었으며, 이론값과 실험값은 0.3 %의 오차를 보여줬다.
사용후핵연료 절단 연료봉을 동시에 탈피복 및 분말화 할 수 있는 모듈식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장치가 개발되었다. 이 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원격안전성과 유지․보
수성을 고려하여 모듈 및 반자동화 대상을 분석하고, 결정하였다. 또한 모듈화 설계
를 위하여 원격 유지․보수 치침에 근거한 모듈화요건을 설정하고, 3D를 구축하였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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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다. 탈피복 분말화 장치의 크기는 제시된 반응기크기 예측 이론식을 이용하여 산출
되었다. 그 결과, 반응기 모듈은 사용후핵연료 50 kgHM/batch 규모로, 직경 350 x
길이 400 mm로 하였고, 헐 및 분말의 이송을 위한 transfer slop angle을 45˚로 결정
하였다. 배출부 모듈에서 분말용기(30 L) 및 헐 용기(20 L)의 용량을 결정하였으며,
배출부 모듈은 플렉시블 및 용접 방법을 적용한 모듈 형태로 하였다. 또한 배출부
모듈의 엔드캡 탈착을 전․후 슬라이드 방법으로 적용하였고, 엔드캡 모듈(용기, 수
집기, 엔드캡 등)은 분말 비산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였다. 고효율 탈피복/분말화장
치의 원격성 취급을 위해서 제시된 모듈화 방법들은 향후, 고방사선 환경의 핫셀
안에서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핫셀 내 공정 장치의 모듈
화 설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고효율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 및 특성
파악을 위한 재활용 가치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고효율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기술은 PRIDE 시설 및 ESPF 시설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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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헐(hull)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개발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산화 반응기 속에 투입하여 500 ℃로 산화시키면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헐과 분말로
산화되어 각각 분리ㆍ수집된다. 이때 분리되어 나온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분
리ㆍ수집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하여 헐의 내ㆍ외부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의 분리특성을 조사하고 헐의 공급 및 이송방식, 헐의 내ㆍ외부
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의 분리방식과 운전방식 등을 검토 및 선정하였으며, 주요부
의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요건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 이 장치의 주요 메커니
즘은 헐 장입 드럼부, 헐 정열 파츠피드부(parts feeder), 헐 이송부, 분말 분리부, 공
기 세척부(air shower), 헐과 분말 수집 용기부 등으로 구성된다. 장치 설계 및 제작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처리용량 100 kgHM/batch, 절단 길이 50 mm, 잔여분말 회수
율 95 % 이상, 그리고 1회에 12시간 이상 연속운전 조건으로 하였다 . 또한, 분리
한 헐과 잔여분말은 수집용기 연결방식, 그리고 헐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과
고온진공 모듈의 자동연결방식 등을 고려하였다. 제작된 장치에 대한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 등을 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 일부를 보완ㆍ개선하여 성능 평가를 하
였다. 성능평가에 사용된 재료는 헐 길이 50 mm, 용량 20 kgHM/batch 이며, 이를
이용하여 10 kgHM/batch씩 2회에 걸쳐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 분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당초의 목표(95 %) 이상인 96 %를 달성하였다.
[14~17]

[18]

가.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개념 및 고안, 헐 정열/공급/이송방식, 3D 애니메이
션
(1)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개념 및 고안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분말화 장치의 산화 반응기 모듈 속에 넣어 500 ℃
로 산화시키면 헐과 분말로 산화되어 각각 분리ㆍ수집된다 . 이때 반응기 내부에
서 나온 헐에 묻어있는 분말을 제거하고 회수할 수 있는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를 고안하기 위하여 헐의 내ㆍ외부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의 분리 특성을 조사
하였으며, 헐의 공급방식, 이송방식, 헐 내ㆍ외부 잔여분말 분리방식, 운전방식 등을
검토 및 선정하여 고안하였다. 고안한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장치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처리용량 100 kgHM/batch, 헐 절단 길이 50 mm, 헐에 묻어 있
는 잔여분말 2차 회수율 95 % 이상(1차는 건식 분말화 장치 내 산화 반응기 이용),
운전조건은 1회에 12시간 이상 연속운전을 해야 하며, 분리한 헐과 분말을 자동으
로 수집용기에 수집하기 위한 자동수집용기 연결방식, 산화반응 모듈과 잔여분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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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모듈의 자동연결방식, 그리고 헐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에서 수집된 분말과
고온진공 모듈의 자동연결방식 등이 있다 . 최종적으로 헐의 공급, 이송 및 잔여분
말 분리방법 등을 분석하여 conveyer 방식, parts feeder 방식(그림 3-1-18), 공기 세척
(air shower) 방식 등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적용한 드럼회전 및 축 왕복회전 등
을 접목한 연속식 자동분리 장치 등을 고안하였으며, 그림 3-1-18 같다.
[18]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의 헐 정렬/공급/이송방식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의 헐 정렬, 공급 및 이송방식 등은 그림
3-1-19 3-1-21과 같다.
(2)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의 3D 애니메이션
(가)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3D)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헐의 공급, 이송 및
잔여분말 분리 등을 분석하여 conveyer 방식, parts feeder 방식 및 공기세척(air
shower) 방식 등을 적용한 드럼회전 및 축 왕복회전 등을 접목한 연속식 헐의 잔여
분말 자동분리장치를 고안하였다. 그림 3-1-79와 같이 고안한 장치를 이용하여 제작
할 장치를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였다.
(3)

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3D 모델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는, 모델 데이터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델링된 모델의 데 이터
를 간소화하기 전에 모델 자체에 대한 parts별 모델의 간소화이다. 이는 실제로
장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부분일지라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검증에는 필요
가 없는 모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가 없는 자료에 대한 상세
부품도는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이 가능하다. 장치는 운전 유지ㆍ보수에 따라
여러 개의 assembly로 조립한다.
- 둘째는, 공정 장치의 base part가 되는 모델은 바닥면의 중심을 원점으로 모델링
을 수행한다. 이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장치의 배치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림 3-1-80에서 보는 같이 base part 중심으로 장
치를 조립하기 때문이다. Base part는 장치를 CAD 상에서 조립하기 위해 맨 먼
저 불러온 다음에 다시 조립할 parts 들을 불러와 조립하는 최초의 part를 지칭
한다.
- 원통 모양의 part는 그림 3-1-81에서와 같이 원통중심을 원점좌표로 모델링 한
( )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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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각형 모양은 모서리 부분이나 중심을 원점좌표로 모델링 한다.
- 장치의 운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하지 않는 볼트 조립 부분 즉, 볼트와 구멍은
생략한다. 상기 그림 3-1-82와 같이 좌측의 설계 모델은 장치를 조립할 때에
필요한 볼트 및 구멍이 있지만 우측의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할 모델은 분석이
나 동작에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장치 외관만 필요하기 때문에 hole 부분
은 생략한다.
- 유지ㆍ보수에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는 나사산을 갖는 형태의 모델이지만, 이것
또한 시뮬레이션에는 데이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림 3-1-83과 같이 치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 운전에서 움직이는 부분과 유지ㆍ보수를 위해 교환되는 부품들은 3D CAD에서
하나의 assembly로 조립한다. 그림 3-1-84와 같이 모터 모듈과 같이 하나의
assembly로 조립하지만 base part의 원점좌표는 항상 중심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 슬리팅 장치를 예로 들면 장치에서 분리할 수 있는 조립품(모터 모듈, 압출핀,
커터모듈, 고정핀, 리미트 스위치)등은 각각의 assembly로 만들어 장치에 조립
하며, 그림 3-1-85와 같다.
-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의 부품도(3D)는 그림 3-1-8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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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9.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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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0. Base part의 조립 모델링.

그림 3-1-81. 통 모양의 원점좌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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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2. 사각형 모양의 원점좌표 모델링.

그림 3-1-83. 볼트 hole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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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4. 움직이는 assembly 모델링.

고정핀

압출 핀

모터 모듈

리미트 스위치

커터 모듈

그림 3-1-85. 슬리팅 장치의 assembly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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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6.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부품(3D)(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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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6.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부품(3D)(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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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6.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부품(3D)(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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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6.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부품(3D)(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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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6.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부품(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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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설계 및 제작
(1) 장치의 설계
(가) 장치의 설계 개요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헐에 묻어있는 잔여분말을 분리 및 수
집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를 설계하기 위한 주요부분은 헐 내ㆍ외 잔여분말 제거부
(회전부 및 분리 brush module), 헐 feeding부(parts & straight feeder), 헐 내ㆍ외부 처
리부(헐 crimping jig 회전부, brush 전ㆍ후진 module), 헐과 분말수집 및 배기부(헐
및 분말 회수 용기), 전기 제어부(motor, drive, encoder, rpm motor, position sensor),
잔여가스 배기부(metal 소결 filter, regulator) 등으로 구성된다. 장치의 크기는 길이
1,500 mm, 높이 1,229 mm, 폭 1,200 mm 이며, 그림 3-1-23과 같다.
나 장치의 설계 요건
장치의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설계 요건으로 처리 용량 100 kgHM/batch, 헐 절단 길이 50 mm, 잔여분말 회수
율 95 % 이상으로 한다. 운전조건은 1회에 12 시간 이상 연속 운전, hot-cell 내
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장치 운전시 고장을 고려하여 유지ㆍ보수시 부품들은 일정한 크기를 갖는 모듈
형태로 모듈화 한다. 유지ㆍ보수시 처리용량 등을 고려하여 모듈화 된 부품들
은 MSM이나 조작기 등으로 조작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작업공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계확보 및 보수공간이 중요하다.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육
안과 카메라가 있지만, 가급적 작업자가 납 유리창을 통해서 직접 확인 가능하
도록 설계 한다.
- 교반 모터 결합 방법은 측면결합 및 상단결합 예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장치의 부품들을 탈부착 및 유지ㆍ보수시 MSM 및 crane의 동작
에 근거하여 플랜지, 배관 및 축 이음에 알맞게 원격 취급이 용이하도록 부품
들을 module type으로 탈부착 하도록 설계 한다.
- 장치 운전시 고장을 대비한 유지ㆍ보수 부품들을 module type으로 설계하고, 다
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 번째 헐과 분말을 수집하기 위한 헐 용기 모듈, 분말
회수 수집용기 모듈이다. 두 번째 헐 외부 분리부는 회전 모듈부, brush 회전
module부다. 세 번째 헐 feeding부는 parts & straight feeder이다. 네 번째 헐 내
⋅외부 처리부는 헐 클램핑 지그부, brush 전⋅후 이동 모듈부이다. 다섯 번째
배기부는 metal 소결 filter 모듈이다. 여섯 번째 전기 제어부는 motor, drive,
encoder, rpm motor, position sensor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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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치의 제작
(1) 장치의 제작 개요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의 산화 반응기 속에 투입하여 500 ℃로 산화하면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헐과 분말
로 변화되어 각각 분리ㆍ수집되고, 수집된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수동 및 자
동으로 분리하는 장치이다 . 이 장치의 구성은 크게 헐/분말 분리 드럼부, brush
매커니즘부(드럼내부), parts feeder부, 헐 feeding부, 헐 내ㆍ외 분리부, 헐/분말 배출
부, 헐/분말 수집 용기부, control panel부 등으로 구성된다. 장치 운전시 고장을 대비
하여 부품들을 탈부착하거나 유지ㆍ보수를 고려한다. 취급 공구들은 MS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헐 내ㆍ외부 및 헐 feeding부를 운전할 때는 수동 및 자동운전 조
건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반 main panel에서 제어한다. 장치의 제작 조건
으로 운전시 유지ㆍ보수 등을 고려하여 장치의 부품들을 module type으로 제작한다.
장치의 크기는 길이 1500 mm, 높이 1229 mm, 폭 1200 mm 이며, 사용되는 재료는
주로 SUS 304로 제작하고, 그림 3-1-87과 같다 .
[14~17]

[17]

장치의 주요부 제작 내용
장치의 주요부 제작 내용을 보면 재질은 스테인레스 304를 사용하고, MSM
의 작업 tool을 이용한 분해ㆍ조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
connector 및 구조부 등은 견고하게 조립하거나 접합을 한다. 특히, 실험시 진동조건
에서 장시간 실험을 하게 됨으로 피로 현상이나 기계적 풀림 현상에 의해 부품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2)

-

헐 외부 분리부
․Rotating drum 1 set
․형식은 원통형 drum (내부 정ㆍ역회전 twin brush 장착)
․헐 투입 방식 : ball screw를 이용한 상하 tilting
․규격 : (O.D) 300 mm x (L) 1,200 mm
․정ㆍ역 회전 : 16 sec
․회전부 재질 : STS 304
․회전 구동부 : AC servo motor 220v, 3p, 1.5 kw 감속비 3:1
․회전부 module 내부 : 시료의 분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회전 brush를
부착한다. 이때 시료투입 및 배출에 전혀 간섭이 없는 구조로 하며, 고속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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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내부의 소음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MSM 작업용 clamp 부착
․시료 drum 내부 회전체와 brush 간격은 헐 분리에 맞 제작
․헐 투입구의 크기는 ∅ 80 mm (STS 304 flange type)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투입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토글 클램프 방식과 뚜
껑을 개폐해도 헐의 장입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다.
․분리부의 drum이 고속으로 운전됨으로 축의 휨, 비틀림, 진동 및 motor 등의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회전부 및 분리 brush 등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은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module 화를 고려하고, MSM 작업 및 접근 등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다.
․Drum 내부의 거칠기는 0.1 μ 이하로 polishing을 한다.
-

-

헐 feeder부
․헐 feeder type은 원통형 feeder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 : (O.D) 600 mm x (H) 700 mm
․재질 : SUS 304, 내부 우레탄 코팅
․용량 : 100 kgHM/batch (100 L)
․원통형 feeder에서 공급된 헐이 일정한 위치에 도달한 후 분리를 위해 직선 이
송부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헐은 다음 공정을 위해 일정한 위치에 정확히
정지해야 한다.
․직선 feeder 재질 : SUS 304
․규격 : (W) 300 mm x (D) 150 mm x (H) 200 mm
․ Model : FK 600
헐 내ㆍ외 처리부
․규격 : (W) 800 mm x (D) 530 mm x (H) 699 mm
․재질 : STS 304
․내부 분리 방식 : air cylinder, 회전용 brush, hull clamping jig
․헐 외부 cleaning 방식 : high pressure air nozzle
․분리된 헐은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clean room을 설치하여 분리
가 완료된 헐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분리가 완료된 헐/분말은 헐용기와 잔여분말회수용기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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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헐 및 분말의 수집 및 배기부
․헐 분리시 비산된 분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수집 장치를 둔
다. 이때 분말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filtering 메커니즘을
둔다. Filtering range는 3 micro 이내로 한다.
전기 제어부
․제어반 규격 : (W) 600 mm x (L) 500 mm x (H) 1,400 mm
․재질 : SS41C
․제어반 구성 : PLC에 의한 수동 및 자동 운전
․실험 후 기기별 (motor, sensor 등)의 PC data 저장기능 부여
시료 배출부
․시료 배출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SUS 310S, gate valve 2개
․Gate valve는 반응로 하단부에 부착
․Gate valve는 수동방식으로 작동, 밸브는 장치 앞면에 부착
․Gate valve 제작, 조립 및 설치시 분말이 잘 빠지도록 함
․On-off시 시료의 막힘 현상 방지용 air 분사 장치 사용
․용기 입출 guide 1set, STS 304L, 규격(O.D)150x(L)200 mm

용기부
․헐 용기는 100 kgHM/batch의 용량의 크기로 제작
․용기 재질은 SUS 사용, 용기를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구조
․용기를 쉽게 이동하도록 용기 앞면에 손잡이, 인양고리 부착
․용기입구는 헐이 잘 들어가고, 잘 빠질 수 있는 크기로 제작
- 기타
․주요 부품들은 유지/보수용 captive type 사용, 1/2 인치 이상
․유지ㆍ보수를 고려하여 가능한 모듈화 구조
․대상 모듈들은 MSM으로 취급이 용이하도록 15 kg 이내
․유지ㆍ보수 대상 메커니즘은 장치 상단과 앞쪽에 부착하고, 힌지용 토글 클램
핑 방식으로 로봇에 의해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함
․장치 운영시 완충기 부위가 잘 파손되지 않도록 함
․반응로와 연결되는 배관은 진동 흡수용 flexible한 재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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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7.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시제품.
(3)

장치 제작시 고려할 사항
장치를 제작할 때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치의 주요 모듈 부품들을 탈부착 및 유지ㆍ보수를 고려하여 crane 및
manipulator로 취급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 헐 외부 분리부 및 헐 피딩부는 수동 및 자동 운전 조건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은 운전반 main panel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장치는 많은 량의 헐을 투입한 상태에서 고속회전을 하게 됨으로 안전을 고
려하여 제작을 하고, 사용되는 재료는 STS 304를 사용한다.
- 회전부 드럼은 고속으로 정ㆍ역회전을 하게 됨으로 진동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
동부의 정ㆍ역회전 속도는 16 m/sec의 속도로 12시간 연속 운전함을 기본으로
한다.
- 회전부 드럼에서 헐의 외부를 분리 완료한 헐은 다음공정인 헐의 내부 분리를
위해 원형 feeder로 공급되는데, 이때 조작은 MSM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
동 공급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원형 feeder에서 일정한 량과 속도로 정렬을 위해 직선 공급기로 이송되는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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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공급기는 회전부 드럼과 헐 내부 분리와 장비의 연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작시 고려한다.
- 분리가 완료된 헐은 회수용기로 이송되어 회수되고, MSM의 작동에 간섭 받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 헐 분리시 발생되는 분진 및 분말은 배기부와 연결된 포집부에서 마지막으로
잔여분말을 회수한다. 이때 외부와 연결된 가스 배기부와 호환성 있게 설치하
고, 필요시 잠금장치 및 valve를 설치하여 마무리 하며, valve은 원격으로 on-off
되도록 한다.
- 헐 내부 분리부에서 분리를 완료한 헐은 분말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내/외부를 분리하고 각 수집 용기로 보내어진다.
- 본 장치는 특성상 가공이나 조립 및 제작에 따른 각 치수의 공차는 0.1 mm 이
내로 하고, 제작 후 cleaning(광 처리 및 세척) 처리한다.
- 장치는 자동화 개념으로 제어가 필수적이며,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진동이나 흔
들림이 없도록 하고, 용도 및 특성에 적합한 부품들을 사용한다. 또한, 전ㆍ후
진 module부는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 없어야 하고, 각각 접촉하는
sliding 부위는 정밀 가공한다.
- 장치에 사용되는 flange part는 원격으로 유지ㆍ보수가 용이하도록 하고, 재질은
STS 304L을 사용한다.
- 운전시 압력 및 온도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히 갖추어져야 한다.
- 장치 제작시 도장 및 방수는 필수이며, 이는 녹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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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의 분리 공정, 시운전 및 개선/보완
(1)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공정
헐에 묻어 있는 잔여 분말을 분리ㆍ회수하기 위한 공정은 다음과 같다. 잔
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상부에 있는 드럼부 투입구의 뚜껑을 열어 준 후, 일정한 헐
의 길이(헐 50 mm)와 일정한 량(100 kgHM/batch)의 헐을 드럼 내부로 투입한 후 뚜
껑을 닫는다 . 드럼 내부로 장입된 헐은 드럼의 회전에 의해 드럼 내부에 있는 브
러시와 헐이 함께 회전하면서 헐 내ㆍ외부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분리하게 된다.
헐 내ㆍ외부에 묻어있는 잔여분말의 분리가 완료되면 드럼부 하부에 있는 나이프
게이트 밸브를 열어 주면 드럼 내부에 있는 헐이 파츠피더로 내려오게 되고, 헐이
다 내려오면 나이프 게이트 밸브를 다시 닫아 준다. 파츠피더로 내려온 헐은 파츠
피더의 진동에 의해 헐이 정렬되면서 헐 내부의 분말을 제거하기 위한 곳으로 헐이
이동된다. 이동된 헐은 클램핑 메커니즘에 의해 클램핑 되면 브러시(2개)가 회전하
면서 앞으로 전진되면서 헐 내부로 들어가 내부에 묻어있는 분말을 분리한다. 헐
내부에 묻어 있는 분말이 분리되면 브러시는 다시 후진하고, 헐은 다시 앞으로 이
동된 후 헐 내ㆍ외부를 에어로 불어 주면 잔여분말의 분리 작업이 끝나고, 분말은
분말수집 용기로, 헐은 헐 수집용기로 수집된다. 이와 같이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
말 분리가 끝나면, 회수된 분말과 헐은 각각의 목적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헐의 잔
여분말 자동분리장치의 운전을 위한 프로그램은 첨부 1에 수록하였다.
[18]

장치의 공정 순서
아래와 같은 공정순서에 따라 잔여분말 공정이 끝나면, 그림 3-1-88과 같이
분리된 잔여분말과 헐은 각각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2)

헐을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에 투입하기 전에 장치 상부에 있는 투입구
의 뚜껑을 열어준다.
-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에 일정한 절단 헐 길이(50 mm)의 헐과 용량(100
kgHM/batch)을 투입한 후 뚜껑을 닫아준다.
- 드럼 내부로 헐이 장입되면 드럼내에서 브러시와 헐이 함께 회전한다.
- 드럼 내부에 있는 브러시는 헐의 외부에 묻어 있는 분말을 분리한다.
- 드럼 내에서 헐 외부에 묻어있는 잔여분말이 분리 완료되면 드럼 밑에 있는 나
이프 게이트 밸브를 열어준다.
- 밸브를 열어주면 드럼 내부에 있는 헐이 파츠피더로 내려온다.
- 파츠피더로 헐이 내려오게 되면 나이프 게이트 밸브를 닫아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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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츠피더에 쌓여있는 헐은 파츠피더의 진동에 의해 정렬되면서 헐 내부에 묻어
있는 분말을 제거하기 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이동(헐 이동시 광센서에 의해 헐의 수량 파악 가능)된 헐은 헐의 내부에 묻어
있는 분말을 제거하기 위하여 헐을 클램핑 한다.
- 클램핑이 완료되면 브러시(2개)가 회전하면서 헐 내부로 들어가면서 내부에 묻
어있는 분말을 2차로 분리한다.
- 헐 내부의 잔여분말이 제거되면 헐은 다시 앞으로 이동된 후 헐 내부와 외부를
에어로 불어준다.
- 헐에서 분리된 분말은 분말 수집용기에 수집한다.
- 헐은 헐 수집 용기에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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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장치

헐 분리 장치

파츠피더

헐 이송

분말 이송

헐/분말 용기
그림 3-1-88. 헐의 자동분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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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실험 및 결과
(1)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성능평가
(가) 자동분리 성능평가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자동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제작된 장치에
대한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 및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장치
에 대한 동작시험은 장치의 안전성과 구동부 점검 등을 수행하였다. 기본특성시험
은 드럼내 메시 회전, part feeder 회전, 헐 정렬, 헐 이송, 클램핑 동작 상태, 공기
세척부(air shower) 상태, 헐 내ㆍ외부 분리 상태, 헐과 분말과 수집, 헐과 분말과 수
집용기, control panel부 작동 등을 수행하였다. 성능평가는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
을 회수하기 위하여 모의 연료봉을 만들어 일정한 량의 분말을 묻혀서 평가하였다.
나 성능평가 재료 및 평가 방법
성능평가에 사용된 재료는 전년도에 개발한 산화반응 모듈의 탈피복/분
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로부터 회수한 헐의 길이는 50 mm(연료봉 규격 : SUS 316
tube, ∅ 10.07 mm) 이다. 이와 같은 헐(사용후핵연료 기준 20 kgHM 용량, 내ㆍ외부
에 약 3 % 분말 잔여)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10 kgHM에 해당하는 용량을 2회
에 걸쳐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의 분리ㆍ수집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 성능평
가 방법은 분말 량의 관계로 총 10 kg을 사용하여 2회(1차 실험 5 kg, 2차 실험 5
kg)에 나누어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헐에 묻은 분말은 약 3 %(약 150 g)로 가정하였
다.
( )

[18]

장치의 성능평가 결과
성능평가 결과, 1차 실험 때의 회수율은 96.44 %와 2차 실험 때의 회수율은
96.07 % 로 각각 나타났다. 1, 2차 실험 때의 평균 성능평가 결과는 약 96.25 % 이
다. 나머지 회수되지 않은 잔여분말 3.56 %와 잔여분말 3.93 %는 장치에 묻어 있는
것으로 각각 판단되었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려면 장치에 진동을 더 많이 주거나,
회수 시간을 길게 줌으로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성능평가 결과는 표 3-1-9과 그
림 3-1-89에서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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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성능평가 결과
헐 헐 무게 분말 헐+분말 분말+용기 무게(g) 회수율
Tray
실험 무게(g) 개수 (g) 무게 무게(g)
(ea)
(g)
분말 실험 후 (%)
차
실험
2차
실험
1

평균값
*

개

1480.94

150

1630.94 1942.76(a) 2086.87(b)

96.07
(3.93)

개

1,481.16

150

1,631.16 1,941.02(a) 2085.41(b)

96.25
(3.75)

211

96.44
(3.56)

894.80

1631.37 1939.27(a) 2083.94(b)

211

150

894.80

1481.37

211

개

894.80

회수율 측정 : ((b) - (a)) / 150(g) = %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개선 및 보완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자동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자동분리 장치에 대
한 동작시험, 기본특성시험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치에 대한 자
동분리 성능 평가를 하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장치의 일부를 그림 3-1-90과 같이 개
선 및 보완하였다. 개선 및 보완 내용으로는 드럼부와 파츠피더의 연결부, 파츠피더
의 상부 뚜껑①(진동흡수 및 분말확산 방지), Part feeder와 직진 feeder 개선②(연결
부위의 진동을 흡수하고, 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로 변경), 연결부 재료 변
경③(진동/분말 확산방지, 밀봉구조 개선 효과) 등을 개선/보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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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

헐+분말 무게

(b)

실험 후 용기

(d)

실험 전 용기

파츠피더 내의 헐 정렬

잔여 분말 분리 전
(f) 잔여 분말 분리 후
그림 3-1-89. 헐에 묻어있는 잔여 분말 분리 전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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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보완 전

개선 및 보완 후
그림 3-1-90.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개선 및 보완 전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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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론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현 실정에서 원자력에너지만이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탈피
복 장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 또는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다. 이
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의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개발은 산화
장치에서 산화 후 분리되어 나온 헐에 묻어있는 잔여분말을 분리ㆍ회수하기 위한
국내ㆍ외의 고유한 장치이다. 이 장치는 크게 드럼부, 파츠피더부, 분말분리부 및
컨트롤 패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 운전시 고장을 대비하여 유지ㆍ보수가
용이하도록 부품들을 모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원격 운전이 용이하도록 장치
의 전반적인 것과 부품들을 모듈 형태로 하여 MSM이나 crane을 이용하여 원격 취
급이 용이하도록 부품들을 일정한 크기 및 용량을 갖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향후 공학규모인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연속식(continuous method) 장치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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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공정장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안 분석
가. ACPF 개량 공정장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평가
(1) 서 론
(가) 원격운전성평가의 배경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잔재
한 고방열핵종 (Cs, Sr 등)을 제거하고, 산화물인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여
잉곳으로 만드는 건식공정(Pyroprocess)이다. 이 금속잉곳의 부피, 방사능 및 방열량
이 사용후핵연료의 1/4로 줄어드는 점에 착안하여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ACP)연구가 시작되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거쳐 실험실 규모(lab-scale: 20 kgHM/batch)의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실증시설
을 건설하여 ACP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
정 실증시설(ACPF)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조사재시험시설 지하 1 층에 위치한 예
비핫셀을 개조하여 만든 ACP 실증시험 전용 핫셀이다. 이 ACPF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은 국내최초의 고온 용융염 취급
공정용 - 형 핫셀이다. 핫셀라인을 공정셀과 유지/보수셀로 분리하였으며, 각각의
내부 크기는 8.1 (mL) x 2 (mW) x 4.3 (mH)와 2.2 (mL) x 2 (mW) x 4.3 (mH)이다.
핫셀벽은 90 cm 두께의 중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 작업구역에서의 선량율이 0.01
mSv/h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핫셀 전면에는 총 5 개조의 차폐창과 원격조작기
를 설치하였고, 후면에는 격리실과 함께 Padirac 수송용기 접속장치 및 Jib 크레인
등을 설치하였다(그림 3-2-1, 3-2-2).
1. Pyroprocess

그림 3-2-1. ACPF의 운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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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ACPF 후면, 공정 셀 및 유지/보수 셀 내부, 앞면.
에는 각종 공정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 중
의 하나가 금속전환장치이다. 2007년 10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금속전환장치는
2005년 초기 설치된 금속전환장치의 개량형이지만 기본적인 공정의 개념이 바뀌면
서 개량장치의 설계도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다. ACPF 핫셀 내에서 공정장치의 운
전 및 유지보수는 100% 원격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쓰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엄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서 사용되는 장비로는 납폐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조작기 이외에 천정이동형
원격조작기(Bridge Transported Servo Manipulator; BTSM) 가 사용될 수 있으며, 무
거운 모듈을 이송할 때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며, 이것들과 함께 각종 공구들을 이용
한다. ACPF는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제약사항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금속전환장치와 같이 복잡하며, 장치의 설치 높이가 높은 경우
에는 벽면부착형 원격조작기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역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역은 천정이동형 원격조작기가 담당하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gate crane,
in-cell crane 및 원격조작기가 부착된 거더가 하나의 레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우
측면은 천정이동형 원격조작기로도 접근할 수 없는 사각지역이 생기게 된다(그림
3-2-3). 현재 ACPF의 우측에 금속전환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할 소지가 있다.
AC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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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ACPF의 평면도.
결국 ACPF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제약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blank test 및 모
의실험을 통하여 원격조작기 등의 접근성, 필요장비 및 공구, 원격운전절차 등을 평
가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개량금속전환장치의 원격운전성 관점에서 4 개월여
에 걸쳐 수행된 원격운전 테스트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기록하고, 일부 개선사
항을 도출하여 향후 장치 수정 및 scale-up 장치를 개발할 경우 장치 개발자 및 원
격운전 관련자에게 요긴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나 개량 금속전환장치의 특징
금속전환시험은 ACPF 핫셀 내에 설치된 금속전환 반응기에서 U3O8 분
말(천연우라늄)을 우라늄 금속전환체로 전환시키는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금속
전환반응은 Ar 분위기 하의 고온(650 ℃)의 LiCl-Li O 용융염 계에서 우라늄 산화물
의 전도 특성과 Li O의 전해 분리특성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에 표기된 Closed Cycle
에 의해 우라늄 금속으로 환원하는 공정으로서 반응식 3-2-1의 전기화학적 분해반
응에 의해 생성된 Li+ 이온이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와 우라늄 산화물로 구성된
일체형 Cathode 전극에서 반응식 3-2-2에 의해 우라늄 산화물과 반응하여 Granular
형태의 우라늄 금속으로 전환되며, 생성된 우라늄 금속은 Cathode의 마그네시아 필
터 내에 우라늄 금속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는 형태로 잔류하게 된다. Anode 전극으
로는 Pt Tube를 사용하며, Reference 전극으로는 Pt Rod를 사용한다.
(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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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2O

2 Li+ + O2-

U3O8 + 16 Li

Li2O

(3-2-1)

→ 3 U + 8 Li O

(3-2-2)

2

2 Li+ + O2-

Li+
O2Platinum 혹은
Graphite Anode

LiCl-Li2O

UO2/U3O8
Cathode
U3O8 + 16 Li

3U + 8Li2O

O2

Li2O

그림 3-2-4. 금속전환공정 반응메커니즘.
금속전환 반응기의 Cathode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잔류하는 우라늄 금속전환체는
반응기로부터 마그네시아 필터를 분리함으로서 LiCl 용융염과 분리되며, 분리된 우
라늄 금속전환체는 표면이 산화되어 있어 공기 중에서 안정한 형태로 존재한다.
금속전환 시험장치는 2중 구조의 반응기, 전극(Cathode, Anode, Reference), 가열장치
및 냉각장치, Inert Cover Gas 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개량금속전환장치의 가장
큰 특징은 LiCl 용융염을 1 회만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반응이 끝난 후 용융염을 식히는 과정에서 환원된 우라늄이 담겨있는 Cathode
마그네시아 필터 어셈블리를 용융염 액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3-2-5). 이런 세부운전과정을 고려하여 개량금속전환장치가 설계되었다.

그림 3-2-5. 금속전환장치가 반응중일 때와 반응 후 쿨링 때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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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운전성 사전 평가
금속전환장치개발 과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치 개량 설계, 제작 및
설치 후 평가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여 원격 취급성을 개선하였다. 특히, 개
량 금속전환장치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장치 제작 전에 미리 ACPF 가상환경
(digital mockup)에서 MSM, BTSM 등의 원격 접근성/취급성을 분석하였으며, 체결
볼트 형태, 배관 위치, LiCl 투입구 위치, 견인 고리 방향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에 발견하여 장치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였다(그림 3-2-6).
(2)

그림 3-2-6. 가상환경을 이용한 개량 금속전환장치의 원격성 분석.
원격운전성 현장 평가
개량된 금속전환장치의 ACPF 설치 이후에는 4 개월여에 걸친 현장 평가 작
업을 수행하였고 3차에 걸쳐 SIMFUEL을 이용한 전해환원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최
적화에 참여하여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ACPF에서 활용
가능한 운격 취급장비 및 공구(크레인, MSM, BTSM , 각종 공구류)를 사용하여,
장치 접근성, 원격 운전 가능성, 운전 용이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였다. 원격 운전성
현장평가를 통해 주요 평가대상 모듈의 원격취급 난이도, 필요 취급장비 및 공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3)

[20]

가 볼트 규격
개량금속전환장치에 사용된 볼트 규격은 28 mm, 19 mm 두 가지 종류
로 구성된다. ‘cathode flange’에 19 mm 육각머리 볼트 4 개가 사용되었고, ‘he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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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iddle flange’에 각각 6개 씩의 28 mm 육각머리 볼트가 사용되었다. 또한
‘cathode assy.’에 19 mm 육각머리 볼트 4 개가 사용되었다. 총 볼트의 개수는 20 개
다.
flange’

나 원격운전 tool
① 매니퓰레이터 holder device
매니퓰레이터로 볼트 풀기, 조이기와 같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서 그리퍼로 툴을 잡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 ‘holder device’를 고안하
였다.(그림 3-2-7) 부착할 경우 그리퍼를 오므려 포켓안으로 그리퍼를 삽입 후 그리
퍼를 벌리면 된다. 이 때 상대운동이 고정되어 부주의로 인한 미끄러짐, 낙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탈착할 때에는 그리퍼를 오므린 상태에서 빼내면
손쉽게 분리된다. 이 장치의 개발로 매니퓰레이터 작업자의 피로를 경감할 수 있고,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 각종공구를 이용한 작업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
었다. 이 장치는 2009년 특허등록 된 바 있다.
( )

[21]

그림 3-2-7. Holder device가 설치된 air ratchet wrench와 탈부착대.
한 가지 개선 사항으로는 탈부착대에 여러 종류의 소켓을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
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개량금속전환장치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두 종
류의 소켓(28 mm, 19 mm) 교환형 탈부착대를 고려할 수 있다.
② Impact wrench

의 용도는 air ratchet wrench와 같이 육각머리 볼트를 풀
고 조일 때 사용한다. 그러나 air ratchet wrench보다 강한 토크가 필요할 때 사용된
다. ‘impact wrench’는 중량이 상당히 나가므로 매니퓰레이터와 작업하지 않고, crane
hoist에 걸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crane hoist에 swivel과 같은 고리를 걸
어 작업하게 되므로 자세조정을 위해 매니퓰레이터와 협업하여야 한다. 그림 3-2-8
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impact wrench’이다. 개량 ER 장치의 운전을 위해서는 개보
Impact w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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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필요하다.

그림 3-2-8. 임펙트 렌치.
③ cranes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ACPF 셀 안에는 현재 2 개의 crane
이 있다. 하나는 1 ton 용량의 'in-cell'이고, 다른 하나는 ‘crane gate’이다. ‘crane gate’
는 원래 목적이 maintenance cell과 process cell간의 위쪽 차폐벽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hoist를 달아 0.5 ton 용량의 crane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두 crane의 brigde가 모두 같은 rail을 공유해서 사용하므로, work space가 조금씩 다
르다. 예를 들어 ‘crane gate’는 maintenance cell의 최좌측 공간을 ‘in-cell crane’은
process cell의 최우측 공간을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림 3-2-9는 maintenance
셀 쪽에서 촬영한 ‘in-cell crane’과 ‘crane gate’인데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것이
‘in-cell crane’이고 멀리 보이는 것이 ‘crane gate’이다.

그림 3-2-9. ‘in-cell crane’과 ‘crane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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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전환 반응이 끝난 후 ‘cathode assy.’의 해체를 위해 crane을 사용하여 들어올
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를 360 mm 들어올린 후 locking nut 고정
2. ‘cathode electrode’를 300 mm 들어올린 후 고정 시킨다.
3. 이 상태로 용융염을 식힌다.
4. 용융염이 다 식은 후 cathode flange 볼트를 푼다.
5. cathode flange의 인양고리에 cable hook를 걸고 cable hook의 다른 한쪽 끝은
‘crane gate’ hoist의 hook과 연결한다.
6. ‘cathode assy.’를 들어올려 분리한다.
1. ‘head flange assy.’

번 상태에서 cathode assy.의 맨 끝부분(MgO filter 하우징 바닥)이 cathode flange
가 고정되었던 flange 윗부분보다 높이 올라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2번
작업을 할 경우는 6번 작업이 불가능하여, 실제상황은 cathode assy.를 300 mm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다. ‘cathode assy.’ 분리 작업을 하려면 crane의 개보수가 필요
하다.
6

다

투입구 및 U O 투입구 여닫기
LiCl 투입구는 ‘head flange’ 위에 좌우 대칭으로 2개가 있고, U O 투입
구는 ‘cathode flange’ 위 좌측으로 한 개가 있다. 3 개 모두 동일한 크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clamp를 이용하여 힌지에 연결된 뚜껑을 여닫는 방식이다. 투입구를
열고, 닫는 작업은 모두 MSM만을 이용하여 쉽게 가능한데, 여는 것이 닫는 것에
비해 훨씬 쉽다. 닫을 때는 뚜껑의 홈에 clamp 고리를 걸어야하는 작업이 약간의
숙련도를 요구한다(그림 3-2-10, 3-2-11).
( ) LiCl

3

8

3

그림 3-2-10. U3O8 투입구 열기.

그림 3-2-11. LiCl 투입구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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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

볼트 풀기
금속전환 반응이 끝난 후 염을 식히기 전에 Head flange 볼트를 풀어
‘head flange assy.’를 360 mm 들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염을 재사용하는
개념에 있고 꼭 필요한 세부 운전이다. head flange에는 총 28 mm 짜리 6개의 육각
머리 볼트가 사용되고 있다. holder device가 부탁된 air ratchet wrench로 용이하게 볼
트 풀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만, 뒷면 2 개의 볼트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
으면 훨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꽉 조여진 볼트의 경우는 air
를 공급하여 풀기 전에 수동으로 어느 정도 풀어준 후 air를 공급하면 쉽게 풀 수
있었다. 그림 3-2-12와 3-2-13은 뒷면의 head flange 볼트 2개에 대한 작업을 보여준
다. 전반적으로 head flange 볼트 6개는 비교적 손쉬운 원격작업이다.
( ) Head flange

그림 3-2-12. 좌측 뒷면의 head flange 그림 3-2-13. 우측 뒷면의 head flange
볼트 접근.
볼트 접근.
마

인양고리에 hook 접속
이 작업은 crane을 이용하여 ‘head flange assy.’를 들어올리기 위한 작업
이다. head flange 위에 설치된 인양고리는 모두 3 개이며, 정면에 하나, 후면 좌, 우
측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인양고리는 아이볼트이다. 그림 3-2-14에 hook를
인양고리에 거는 작업을 나타내었다. 이 작업은 MSM으로 hook를 잡고 인양고리에
걸어야하는 작업이며, 난이도는 매우 쉬운편이다.
( ) Head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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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인양고리에 hook 접속 작업.
바

조이기
‘head flange assy.’를 360 mm 들어 올린 다음 고정을 위해 locking nut을
조이게 된다. locking nut은 총 4 개가 있으며, ratchet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
므로, spanner를 사용해야만 한다. spanner는 매번 조일 때마다 한계각도가 있으므로
매번 너트에 뺐다 꼈다를 반복해야한다.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다. 4 개의 너트 중
위치가 가장 애매한 것이 왼편 앞쪽에 위치한 locking nut이다(그림 3-2-15). 이것은
middle flange 볼트와 lifting guide rod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작업을 하기위해서
는 lifting guide rod는 꼭 빼내야 한다. lifting guide rod를 제거하는 방법은 cam lock
groove coupling 방식을 이용하는데, lifting guide rod의 제일 밑부분의 볼트를 풀어내
고, 맨 위부분의 groove를 coupling clamp를 이용하여 들어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 ) Locking nut

그림 3-2-15. 왼편 앞쪽의 locking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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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오른편 앞, 뒷쪽의 locking nut 조이기.

그림 3-2-17. 왼편 앞, 뒷쪽의 locking nut 조이기.

그림 3-2-18. Lifting guide rod 위 부분 cam lock groove에 체결된 c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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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볼트 풀기
‘middle flange’ 볼트를 푸는 것은 anode에 이상이 있거나 할 경우 middle
flange assy.를 들어 낼 때 (엄밀히 말하면, middle flange assy.와 기계적으로 체결되
어 있는 모든 assy.를 같이 들어 낼 때)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은 head flange가 360
mm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middle flange 가장자리에 위치한 볼트에 접근해야 하는
작업이다(그림 3-2-19). 이 때 시야가 가려지므로, head flange 볼트를 푸는 것 보다
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다. 볼트는 총 6개이며, MSM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창쪽에
가까운 4개의 볼트는 푸는 것이 가능하나 뒤쪽의 2개는 시야확보가 불가능하여 거
울(mirror)과 같은 장치를 하지 않으면 원격작업이 불가능하다. 작업은 1, 2, 4번의
MSM을 이용하였다(그림 3-2-20).
( ) Middle flange

시야확보 필요
그림 3-2-19. Head flange가 360 mm 올려진 상태.

그림 3-2-20. MSM과 개량 ER의 위치.
아

볼트 풀기
‘Cathode flange assy.’를 들어낼 경우는 공정반응이 다 끝나고, head
flange assy.를 360 mm 들어올려 염을 다 식힌 후 환원금속의 회수를 위해서 이다.
이 때 cathode flange 볼트를 푸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준높이 보다 360 mm 윗면에
( ) Cathode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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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해야하므로, 작업난이도는 head flange 볼트 및 middle flange 볼트를 푸는 것
보다 더 어렵다. Cathode flange 의 볼트는 총 4개이며, 1번 MSM을 이용하여 1개만
이 가능하였다(그림 3-2-21). 다른 MSM은 작업공간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었
다. 나머지 볼트는 개량된 impact wrench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현재 가능
그림 3-2-21. Cathode flange 의 모습.
자

인양고리에 hook 걸기
Cathode flange 인양고리에 hook 걸기는 현재 원격작업이 불가능하다.

( ) Cathode flange

차

들어올리기
‘Cathode assy.’ 들어올리는 것은 ‘crane gate’와 cable hook를 이용하여 들
어올리게 된다. 현재 ACPF process cell 내에서 운전가능한 crane으로 ‘in-cell crane’
과 ‘crane gate’가 있는데, ‘crane gate’가 좀 더 높이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cathode electrode’를 300 mm 빼놓은 상태(염이 굳어질 때 U-metal 속에서 ‘cathode
electrode’를 빼놓기 위해 300 mm를 들어올림)로 ‘cathode assy.’를 반응용기 밖으로
빼내는 것은 현재 설치된 crane의 높이가 200 mm 정도 낮아 불가능하다(그림
3-2-22∼3-2-28 참조).
( ) Cathod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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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Cathode
그림 3-2-23. ‘cathode
그림 3-2-24. 실제로는
를 300 mm 빼놓은 assy.’를 견인할 ‘crane gate’ ‘cathode electrode’를 300
상태.
hoist에 연결된 cable hook. mm 빼놓지 않고 ‘cathode
assy.’를 들어올림.

electrode

그림 3-2-25. ‘cathode
가 견인되는 과정.

assy.’

그림 3-2-26. ‘cathode
electrode’가 300 mm
올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만
‘cathode assy.’ 반응기의
높이 보다 높아 횡으로
이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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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cathode
를 rear door쪽에
기설치된 안착대로
이동시키는 과정.

assy.’

그림 3-2-28. 안착대에 결합한 모습.
카

와 MgO membrane housing assembly 분리
MgO membrane filter 내에 환원된 금속을 인출하기 위해서 ‘cathode
housing assy.’와 ‘MgO membrane assy.’를 분리해야 한다. 분리를 위해 처음 수행되
는 작업은 두 어셈블리를 체결하고 있는 4 개의 19 mm 육각머리 볼트를 푸는 작업
이다. MSM이 볼트에 접근가능한지를 테스트 하였다(그림 3-2-29, 3-2-30).
( ) Cathode housing assy.

그림 3-2-29. ‘air ratchet wrench’의 접근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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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MSM 그리퍼의 접근모습.
를 장착한 ‘air ratchet wrench’의 경우 MSM으로 볼트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payload 없이 MSM 그리퍼만으로는 볼트가 위치한 높이까지 접
근이 가능하다. MSM에 payload가 걸릴 경우 z-방향으로의 limit가 변하여 원래 스펙
보다 낮은 곳까지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cathode housing assy.’와 ‘MgO
membrane assy.’ 체결볼트를 쉽게 풀도록 하기위해 ‘cathode assy.’가 안착대에 놓였
을 때의 높이를 낮출필요가 있다. 그림 3-2-30에 의하면 ‘MgO membrane housing
assy.’의 바닥이 working table과 400 mm정도의 여유가 있으므로 높이를 어느정도 낮
추는 것이 가능하다. 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면, 가벼운 ratchet wrench를 사용하되
‘ㄱ’자 형의 그립을 달아 원래 볼트의 위치보다 낮은 위치에서 그립을 MSM이 잡도
록 개조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Holder device

타 원격운전성 평가결과 요약
원격운전성 평가결과를 표 3-2-1과 같이 요약하였다. 크게 여섯 가지의
작업내용별로 각 세부작업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난이도, 필요 장비 및 공구, 비고
를 통해 개량금속전환장치의 원격운전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개량금속전환장치의 원격성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AERI 기술보고서
로 출간된 바 있다.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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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원격운전성 평가 결과 요약표.
원격운전작업결과
작업
조립

조립후 평상 운전

반응기 식히기 전
head flange 어셈
블리 300 mm 들
어올리기

세부작업

난이도

비고

원격취급장비,
공구

마그네시아 필터 하우징에 조
립 후 캐소드 하우징 어셈블리
에 결합

상

M, IC, new tools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태스트 불
가능)
공간 부족, 혁신적인 공구 필요

애노드 어셈블리를 middle
flange 어셈블리에 조립

상

M, IC(CG), CH, new
tools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태스트 불
가능)
공간 부족, 혁신적인 공구 필요, TS 및 MSM
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 애노드 어셈블리 조
립작업 매우 힘듬

Middle flange 어셈블리 반응
기에 운반 조립

상

M, TS, CG, CH

테스트 안됨 (후킹작업 등이 불가능)
MSM과 BTSM으로 케이블 후크의 접근 불가
능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음
MSM의 도움만으로 포지셔닝 하기 힘듬

캐소드 어셈블리 반응기에 운
반 조립

상

TS, CG, CH

테스트 안됨 (안전상 사람이 포지셔닝함)
MSM의 도움만으로 포지셔닝 하기 힘듬

투입구 뚜껑 개폐 (LiCl,
U3O8)

하

M

쉬움

용기 투입구 접속 (LiCl,
U3O8)

중

M, TS, IC(CG)

테스트 안됨
용기를 뒤집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
용기는 Pardirack 캐스크로 오는지? 아니면
미리 cell 안에 저장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전극케이블 분리

하

M

불가능작업, 원격 분리방식으로 개량 필요

Head flange 볼트(6ea) 풀기

하

M, (IC), A

쉬움

Head flange 인양고리에 후크
걸기

하

M, CH

쉬움

Head flange 들어올리기

중

M, IC(CG), CH

무게중심이 맞지 않음

Locking nut 조이기

중

M, S

작업전 리프팅 가이드 봉을 제거해야 스패너
작업가능
스패너작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구함

캐소드 전극 300 mm 들어올
려 고정

중

TS(M), S

300 mm up, 스패너작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
구함

애노드 어셈블리
검사 및 교환

Middle flange 볼트(6ea) 풀기

하

M, (IC), A

왼쪽 후면 볼트가 납폐창에서 보이지 않음.
후면에 미러 설치해야 함

반응기에서 캐소
드 어셈블리 인출

cathode flange 볼트(4ea) 풀
기

중

M(TM), A

2개 볼트가 MSM으로 접근 불가능, TM으로?

cathode flange 인양고리에
후크 걸기

하

M(TM), CH

MSM으로 접근 불가능, TM으로?

스탠드 설치

상

M, IC(CG), CH

불가능작업, 스탠드너무 크고 무거움, cell 밖
에서 반입불가 cell 안에 보관한다면 장소 없
음

cathode 어셈블리 들어올려
운반

중

M, CG, CH

불가능작업, crane gate를 대폭 개조하여 올
리는 높이를 높여야 함

스탠드에 cathode 어셈블리
안착

중

M, TS, CG, CH

포지셔닝이 힘듬

보조도구 MgO 어셈블리에 장
착.

중

M

테스트 안됨
보조도구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cathode housing 어셈블리와
MgO 어셈블리의 분리

중

M(TS), RW(A)

MSM 볼트까지 접근안됨 (해결방안 강구중)

MgO 어셈블리에서 MgO 필터
인출

상

M, IC, new tools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테스트 불
가능)
핵신적인 공구 필요, 정확한 세부 원격운전
절차 수립이 필요함

캐소드 어셈블리
에서 마그네시아
필터 분리

M: MSM, TS: BTSM, IC: in-cell crane, CG: crane gate, RW: ratchet wrench, S: spanner, A:
air tools, CH: cable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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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도출
원격 운전성 현장평가 후 4 종의 부품 및 공구류에 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
고, 그 중 3종을 제작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첫째, 원격 운전성이 반영되어 있
지 않은 음극 및 양극의 전극체결 부위를 원격 운전이 가능하도록 육각 머리볼트로
체결할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 둘째, 에어라쳇렌치 안착대를 19mm, 28mm 복스소켓
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 셋째, MSM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볼팅작업을 가
능하게 하도록 라쳇렌치를 개량하였다. 넷째, 임팩트렌치의 크레인 후크 접속 방법
에 대한 개량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3-2-31은 3종의 개량 제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4)

(a)

전극 체결부 (b) 복스소켓 교환 에어라쳇 안착대 (c) 개량 라쳇렌치
그림 3-2-31. 원격성이 개선된 개량 부품 및 공구류.

나. Pyroprocess 공정장치 원격 취급 방안 분석(취급 장비, 공구 등)
Pyro mockup(안), ACPF 및 외국 유사시설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Pyroprocess 3
차원 가상환경을 부분적으로 구축하였다(그림 3-2-32).
Lock

UCl3
반응기

Refiner

Reduction

Salt Distiller

그림 3-2-32. Pyro 목업

Winner

Cd Distiller

Drawdown
Vessel

의 디지털 목업.

Ar cell

원격 취급장비인 MSM(ACPF의 MSM, CRL사의 RE형)을 이용하여 공정장치 설계
에 필요한 원격 접근성 및 작업영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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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6 m 이상이 되면 MSM이 접근하기 어렵고, 작업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원격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장치의 높이는 셀 바닥에서 1.6 m 이하가
되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핫셀 내에서 이동되는 서보조작
기의 설치가 요구된다. Pyro 목업 Ar 셀에 설치할 목적으로 상세 설계한 천정이동
서보조작기의 설계도 및 Pyro mockup(안)을 토대로 이의 작업영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정장치의 높이는 셀 바닥에서 2.5m 이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
다. 개념 설계한 100kg/batch 분말화장치에 대한 원격 취급장비(MSM)의 접근성을
Pyro mockup(안) Air 셀에서 예비 분석하였으며(그림 3-2-33), 분석 결과를 상세 설
계시에 반영토록 제시하였다.
분말화장치

접근불가

접근불가
분말화장치

그림 3-2-33. 100kg/batch 분말화장치(개념 설계)의 원격 접근성 분석.
다. Pyroprocess 공정장치 원격취급 모듈화 및 표준화 설계 요건 도출
ANS와 ORNL에서 발간된 방사선 환경에서의 원격유지보수 관련 장비의 설계
지침 및 ACPF에서의 설계(공정장치, 유지보수장비, 공구) 및 운전 경험을 토대로
Pyroprocess 공정장치 설계에 필요한 표준화 요건을 도출하였다. 공정장치의 모듈화
는 원격 운전/유지보수 작업에 사용되는 원격 취급장비의 취급용량에 따라 결정된
다. 원격 취급장비별로 취급할 수 있는 무게는 표 3-2-2와 같으며, 운전 및 유지보수
절차에 의한 원격 취급장비에 따라 유지보수대상 공정장치의 모듈화 중량을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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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원격 취급장비별 유지보수대상 공정장치의 모듈 무게.
원격 취급장비
유지보수 대상 모듈의 무게
MSM

12 kg

벽이동 서보조작기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크레인

15 kg
25 kg
3000 kg

유지보수 작업 수행시 공정장치의 분해조립에 필요한 설계 요건은 표 3-2-3과 같
다.
종류

표 3-2-3. 분해조립에 대한 공정장치의 설계요건.
설계 요건
비고
Captive fastener

Fastener

alignment
guide

electric
connector

guide cap

도구의 종류의 감소 및
표준화

는 19mm, 28mm
치수는 조밀하지 않음
결합을 돕기 위해 1차
2쌍의 가이드 사용
가이드에 정렬된 후 2차
guide 높이를 다르게 설계
가이드로 안내
중력방향 결합
케이블 손상 방지를 위한 케이블길이 확보
부품 조립을 위한 정렬 표시(Marking)
나사못 고정을 피함
size

핫셀 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차폐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의 시야
안에서 운전/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공정장치를 설계하여야 하며, 차폐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작업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카메라의 도움으로 선명한 시
야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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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개발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공정인 Pyroprocess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시설이 건설 중이다. PRIDE 시
설 내에는 그림 3-2-34와 같이 Pyroprocess 공정 운전을 위해 아르곤(Argon) 가스로
채워지고 완전히 밀폐된 작업 셀이 있으며, 작업 셀 외부에 운전지역이 위치한다.
아르곤 셀은 길이 40.3 m, 폭 4.8 m, 높이 6.432 m의 제원을 갖으며, 전면에는 34조
(1조는 through-tube로 연결된 마스터-슬레이브 기계식 조작기 1set를 의미함)의 벽고
정형 기계식 원격조작기(manipulator)가 설치된다.
2. Pyroprocess

그림 3-2-34. PRIDE 시설 아르곤셀 Frame 구성도.
중대형 핫셀에서는 일반적으로 차폐창 근접지역의 작업을 위한 벽고정형 기계식
조작기외에도 이의 작업영역을 벗어난 공간의 작업을 위한 천정이동 서보조작기가
별도로 설치된다. PRIDE 시설에서도 셀 및 공정장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정이
동 서보조작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PRIDE 운전/유지보수용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3-2-35는 PRIDE 시설의 아르곤 셀에 설치되는 공정장치들에 대한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원격취급 시스템을 보이며, 크레인, 벽고정 기계식 조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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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표시),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BDSM: Bridge transported Dual arm
Servo Manipulator), 제어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제어는 조작
자가 조종하는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움직임이 제어기를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
어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에 지령됨으로써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MSM,

그림 3-2-35. PRIDE 시설 원격취급 시스템 구성.
서보조작기 시스템에 있어 힘반영(force-reflectionn)은 조작자가 원격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능으로 성공적인 원격조작을 위한 핵심 기
능이다. 이를 통해 조작기나 물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힘반영 서보매니퓰레이터의 설계에는 우수한 정적 및 동적 성능의 확보를 위
해서 역구동성(backdrivability), 힘 민감도(force sensitivity), 백래쉬(backlash), 위치/힘
대역폭(position/force bandwidth), 마찰(friction), 관성(inertia), 강성(stiffness), 무게균형
(weight balancing), 제어모드(control mode), 특이점 없는 작업공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작업공간에 특이점이 없는 것은 매니퓰레이터의 기구학 및 역기구학이 각 점에서
유일한 해를 갖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암의 위치와 힘 궤환(feedback)의 측정을 쉽
게 한다. 또한 높은 대역폭과 고정도 센서를 구비한 전기적인 구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니퓰레이터의 높은 성능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힘반영 서보조작기
가 되기 위해서는 역구동성이 좋아야하고, 힘의 민감도는 취급 하중의 1～5 %, 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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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쉬는 2 mm 이하, 무게 불균형(unbalancing)은 0.4 kgf 이하가 되어야 한다.
역구동성은 힘반영 서보매니퓰레이터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이는 매니퓰레
이터가 공간상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추가로 낮은 관성과
마찰은 매니퓰레이터 동역학을 보상하기위해 필요한 힘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의 성
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높은 강성은 정교한 말단장치(end-effector)의 위치제어를 가
능하게 한다.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힘반영(force-reflecting) 서보매니퓰레이터는 steel cable,
steel wire 및 steel tape와 같은 텐던(tendon)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선호
된다 . 이는 덴던을 통한 동력전달 방식이 기어에 의한 방식에 비해 백래쉬
(backlash)와 마찰을 크게 줄임으로써 역구동성(backdrivability)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
에 따라 힘반영 특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동기(actuator)들을
그들이 구동하는 조인트 또는 링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설치할 수 있어, 매니퓰레
이터 암 자체의 무게 또는 관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구동기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시스템의 동적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
본 절에서는 Pyroprocess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용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설
계, 기구해석/동해석, 제작 및 제어시스템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
하였다.
[24~35]

[23~25]

가. 케이블 구동 서보조작기 모션 비간섭 설계 및 최적화
(1) 케이블 풀리 모션 간섭
그림 3-2-36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의 실증을 위해 개발된 천정이동 텔레스코픽 서보조작기(BTSM;
Bridge Transported Servo Manipulator)를 보여준다. 개발된 서보조작기는 중량대비 취
급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 토크 전달력이 큰 몸체 회전, 상부팔(upper arm) 틸트(tilt)
및 하부팔(forearm) 틸트 운동은 기어 구동 방식을 채택하였고, 토크 전달력이 비교
적 작은 하부팔 회전(yaw), 손목의 roll 및 pitch 동작, 그리퍼의 그립(grip) 운동은 텐
던-풀리(tendon-and-pulley) 구동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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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케이블 구동 슬레이브 서보매니퓰레이터.
그림 3-2-37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주요 와이어 구동부에 대한 사진을 보여준
다. 스틸 케이블이 관절 조인트(joint)의 회전축상에 설치된 풀리들에 감겨지고 지지
되어 폐루프를 형성한다. 따라서 구동 모터로 이에 연결 풀리를 회전시켜 케이블을
감으면, 케이블의 장력은 매니퓰레이터에 관절의 회전 조인트 설치된 풀리들을 거
쳐 전달되어 종단 풀리를 회전시키게 된다. 관절 구동부의 설계가 복잡하지 않도록
그림 3-2-35의 (b) 또는 (c)와 같이 동일한 회전축 상에 모든 풀리들을 배치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의 편의성은 와이어와 풀리 사이의 기하학적 특
성에 의해 모션 간섭현상(coupling)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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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매니퓰레이터 케이블 구동부.
그림 3-2-38은 케이블 동력전달을 통해 매니퓰레이터의 말단부에 설치된 그리퍼
의 개폐를 제어하기위한 개념도를 나타내며, 케이블은 회전 조인트 상에 설치된 풀
리들의 안내를 통해 구동 모터로부터 그리퍼까지 연결된다.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
과 같이 구동 모터를 그리퍼 또는 하부팔에 설치하여 제어하는 경우 매니퓰레이터
암의 무게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방식은 힘반영 서보매니퓰레이터의
설계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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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케이블 동력전달 개념도.
그림 3-2-39는 그리퍼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Grip 모터를 회전시켜 케이블을 베벨
기어에 연결된 풀리에 감는 경우 전체 케이블의 길이가 줄어들게 된다. 이때 그리
퍼 모듈의 케이블에 연결된 체인이 4절 링크 구조를 회전시켜, 그리퍼 조(jaw)를 평
행하게 닫히도록 한다. 모터를 반대로 회전시키는 경우 케이블이 풀려 느슨해지게
되는데, 이때 그리퍼 모듈에 설치된 스프링이 4절 링크를 반대 방향으로 복원시켜
그리퍼가 펴지면서 케이블이 팽팽하게 된다.

그림 3-2-39. 그리퍼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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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은 매니퓰레이터의 상부팔(upper arm)과 하부팔(forearm)을 서로 회전
가능하도록 결합시키는 엘보우(elbow) 조인트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모션간섭 현상
을 보여준다. 반경 의 풀리 P1이 엘보우 조인트 축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이들
(idle) 풀리 P2가 그리퍼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을 지지한다. 그림 3-2-38과 비교하여
B는 Grip 모터에 연결되며, A는 그리퍼에 연결된다. 그림에서 구동 모터와 연결된
풀리의 회전에 의해 케이블이 감기는 방향에 따라 B의 위치가 좌, 우로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위치 변화가 풀리 P1과 P2를 거쳐 A의 위치를 변화시키는데, 이를 통
해 그리퍼를 개폐시키게 된다.
그림 3-2-40 (b)에서와 같이 단순히 하부팔(forearm)만을  만큼 회전시키는 경우,
그리퍼로 연결되는 케이블이 풀리 P1에 접촉하는 각도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접
촉각의 변화가 케이블의 길이 또는 장력을 변화시켜, 결국 그리퍼의 의도하지 않은
운동을 유발한다. 케이블 길이 변화는 아이들 풀리 P2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엘
보우 조인트 축상에 설치된 풀리 P1의 크기에만 관계가 있다. 전체 케이블 길이는
다음과 같이  의 함수로 표현된다.
   ±  

(3-2-1)

그림 3-2-40의 (b)와 같이 하부팔이 반시계방향으로  만큼 회전하는 경우 전체
케이블의 길이는 그림 3-2-40의 (a)의 기준 위치에서보다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그리퍼는 증가된 케이블 길이에 의해 그리퍼가 열리게 되며, 이로
인해 매니퓰레이터는 잡고 있는 물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 반대로 하부팔이  만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전체 케이블의 길이는 회전량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이는 그리퍼를 오므라지게 동작시켜 잡된 풀리와 와이어 사이의 기하학적 특
성에 의해 하부팔의 pitching 동작고 있는 물체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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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케이블 모션간섭 개념도.
정리하면, “조인트로 연결된 두 링크가 상대 회전시 조인트 축상에 설치된 풀리
에 케이블이 접촉하는 각도가 달라져 의도하지 않은 다른 축의 운동을 유발하는 현
상”을 와이어 구동부의 모션 간섭(motion coupling)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현상은
그리퍼 구동 케이블 뿐만 아니라, 엘보우 조인트 풀리에 감겨 동력을 전달하는 모
든 케이블들의 동작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3-2-41은 하부팔이 기준자세에서 ±45° 범위로 회전하는 경우에 전체 케이블
의 길이 변화를 보여준다. 풀리 P2의 크기는 전체 길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풀리 P1의 직경이 30 mm인 경우 케이블은 최대 23.6 mm의 범위 안에서 길이
가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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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풀리(P1) 회전에 따른 케이블 길이.
케이블 구동 조작기의 모션간섭 기술현황 분석
(가) 단순한 모션 비간섭 구조
풀리가 설치된 조인트가 피치방향으로 회전할 때 발생되는 모션 간섭을
완전히 제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림 3-2-42에 제시된 것처럼 암과 함께 구동
모터가 동일한 움직임을 갖도록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그림
3-2-43에 보이는 MA22 서보조작기에 사용된 방식이다
.
(2)

[24,36]

그림 3-2-42. 단순한 모션 비간섭 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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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에서, 풀리 P2에서 발생되는 케이블 길이변화(∆ )은 풀리 P1에서
발생되는 케이블 길이 변화(∆ )로 흡수된다. 따라서 전체 케이블 길이 변화는 다
음과 같이 완전히 제거된다.




          

(3-2-2)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구동기를 포함한 회전부의 볼륨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전체 조작기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 이동부에 의해 증가된 무게와 관성은 조작기의 동역학적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

그림 3-2-43. MA22 서보조작기 외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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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션 간섭 문제를 풀리-케이블 배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
용되고 있으며, 다음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과 함께 다룬다.
나 와이어 안내 장치
그림 3-2-44는 케이블 구동매니퓰레이터의 조인트를 통과하는 와이어를
안내하는 장치(wire guide apparatus)를 보여준다. 두 풀리 P1과 P3는 각각 하부팔과
상부팔에 고정되어 있다. 풀리 P2는 암 내부를 통과하는 케이블을 엘보우 조인트에
서 편심되어 지지한다. 이 장치에서 만약 모든 풀리의 직경을 그림 3-2-41의 분석에
사용된 풀리와 동일한 조건을 갖도록 30 mm라고 하고, 두 풀리의 거리,  과  를
35 mm라고 가정하였다. 고정된 상부팔에 상대적으로 하부팔이 회전 운동을 할 때
모션 간섭량을 계산하였으며, 최대 케이블 길이 변화는 그림 3-2-4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약 6.75 mm이다. 그림 3-2-40과 같은 엘보우 조인트상에 설치된 풀리의 경우
최대 케이블 길이변화가 23.6 mm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장치는 모션 간섭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개념은 풀리의 크기와 위치 등의 기하학
적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경우에도 케이블 길이변화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구
조적 단점을 갖고 있다.
[35]

( )



d1

d2

Elbow
joint
P1

Forearm

P3

P2

Upper arm

그림 3-2-44. 케이블 안내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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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엘보우 조인트 회전에 따른 케이블 길이 변화.
다

슬레이브 조작기
그림 3-2-46은 프랑스 원자력청(CEA)에서 개발한 슬레이브 조작기
MT200-TAO의 z축 확장부에 대한 케이블 동력전달 개념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점
선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모션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 구성된 케이블-풀리부의
배치 모습을 보여준다. 풀리 P3는 벽 관통부(wall transmission part)에 설치되었으며,
다른 두 풀리 P1과 P2는 쇼울더 조인트의 고정되어, 조인트 회전시 같이 회전한다.
이전에서 분석한 와이어 안내 장치와 비교할 때, 사용된 풀리의 직경이 서로 다르
며 중립 위치에서 세 풀리들이 특정한 각도로 설치된 것이 다르다. 그림 3-2-47은
쇼울더 조인트가 90도 범위에서 회전할 때 케이블 길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를 나
타낸다. 치수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전의 분석에서 사용된 값을
고려하였으며, 풀리의 직경 차이는 그림상의 스케일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최대 케이블 길이 변화는 2.464 mm였다.
( ) MT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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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P1

P3

Shoulder
joint

그림 3-2-46. 하부팔 텔레스코픽 동작을 위한 케이블-풀리 배치 개념도

[37]

그림 3-2-47. 쇼울더 회전에 따른 케이블 길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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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계식 원격조종기
그림 3-2-48은 ACP 핫셀에 설치된 (주)한국차폐에서 개발된 벽부착 기
계식 원격조종기(모델명: KTH 200)의 쇼울더 조인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조작기는
직경이 동일한 세 풀리들을 사용하였다. 풀리 P3는 벽 관통부에 고정되었으며, 나머
지 두 풀리 P1과 P2는 쇼울더 조인트에서 편심되게 설치되어 쇼울더 피치 운동에
따라 같이 회전한다. 그림 3-2-49는 이러한 케이블-풀리 배치에서 케이블 간섭량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나타내며,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표 3-2-4와 같다.
그림 3-2-50은 쇼울더 조인트가 90도 범위로 회전할 때 케이블 길이변화를 보여
준다. 최대 길이변화량이 1.733 mm로 분석되어, 이전에서 설명된 2가지 방식보다
모션 간섭량을 더욱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쇼울더 조인트 축상에서 편
심되게 설치된 두 풀리가 회전하는 공간이 필요하여, 컴팩트한 설계에 제약사항으
로 작용한다.
( )

그림 3-2-48. KTH 200 조작기 쇼울더 조인트 풀리-케이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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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KTH 200 모션 간섭량 분석 모델.
표 3-2-4. KTH 200 풀리-케이블 구성의 기하학적 파라미터
변수
값 (mm)
비고
L1, L2

50

d1

7

d2

16

d3

20

d4

36

d5

60

d6

40

r1

15

r2

15

r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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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KTH 200 쇼울더 회전시 케이블 길이변화.
모션 비간섭 조인트 설계 및 최적화
(가) 모션 비간섭 조인트 설계
① 쇼울더 조인트 설계
그림 3-2-51은 차동 베벨기어를 사용하여 Roll과 Pitch 방향의 2자유도
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조인트 구조를 나타낸다. 입력 베벨기어 1과 입력 베벨
기어 2는 링크 축에 서로 대칭으로 설치되며, 직접 구동기(모터+감속기)에 연결하거
나 또는 와이어 케이블, 체인, 벨트와 같은 텐던(tendon) 요소를 사용한 동력 전달을
통해 회전시킬 수 있다. 출력 베벨기어는 두 입력 베벨기어 회전축과 직교 방향으
로 설치되며, 조작기 링크와 연결된다. 두 입력 기어를 동일한 속도 및 방향으로 회
전시키는 경우 링크는 피치 운동을 하게 되며, 두 입력 기어를 동일한 속도를 갖되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경우 링크는 출력 기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롤
링 운동을 하게 된다. 또한 두 입력 기어의 회전 속도가 다른 경우에는 피칭과 롤
링 모션이 혼합된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베벨 기어를 이용한 동력전달 방식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 1) 링크를 통해 전달되는 부하토크가 기어 이빨에 전단응력
및 모멘트로 전달되며 원주상의 한 점에서 집중되므로,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두
껍고 단단한 치형 및 허브를 필요로 한다. 2) 기어의 직접 마찰에 의한 동력 손실이
나 마모 등이 발생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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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2자유도 차동 기어 구동 조인트.
차동 기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동 케이블 방식이 고안되었다. 그림 3-2-52
는 MIT에서 개발된 WAM(Whole Arm Manipulator)의 외형 및 케이블-풀리 배치를
보여준다 .
[38]

그림 3-2-52. WAM(Whole Arm Manipulator) 개념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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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쇼울더 조인트에는 그림 3-2-53과 같은 케이블 차동구조(cable differential)
가 최초로 적용되었는데, 이는 4단으로 구성된 3개을 풀리를 마주보게 배치하여 약
340도의 회전범위 내에서의 차동 구동이 가능하다
. 이 발명품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차동 베벨기어 구동방식의 단점인 마찰과 백래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방식은 케이블 감속비가 4단 풀리 중 가장 직경이 작은 풀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케이블 감속비를 키우려면 4단 전체의 크기를 키워야 하므로
쇼울더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만약 통상적인 원격조작기의 쇼울더 조인트 설계 요
건과 같이 90도 범위의 동작만 필요한 경우, 세 쌍의 2단 풀리로 케이블 차동 구조
를 단순화 할 수 있다. 2단 풀리를 적용한 설계가 그림 3-2-54에 제시되었으며, 이
러한 설계 개선을 통해 동일 공간 대비 감속비를 약 34% 높일 수 있었다.
WAM

[33,38]

그림 3-2-53. WAM(Whole Arm Manipulator) 케이블 차동 구조도.

upper arm

differential driving motor

그림 3-2-54. 케이블 구동 쇼울더 조인트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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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3과 3-2-54는 케이블 차동구조를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쇼울더 조인트의 동작이 서로 다르다. WAM의 경우 상부팔의 롤(roll) 및 피치(pitch)
방향 모션을 가능하도록 한다. 반면에 그림 3-2-54와 같은 설계에서는 상부팔의 롤
과 하부팔의 피치 방향 모션이 가능하다. 구동기의 선정 측면에서 그림 3-2-54와 같
은 구조가 유리하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그림 3-2-55와 같이 상부팔(upper arm)과 하부팔(forearm)으
로 구성된 매니퓰레이터를 고려한다. 그림 3-2-55 (a)의 WAM 구조에서 하부팔이 피
치 방향( )으로 펼쳐져 상부팔과 일직선을 이루는 경우 차동 기구의 피치 방향 운
동에서 취급물의 하중  에 대한 moment arm의 길이는      가 된다. 따라
서 weight를 pitch 방향으로 취급할 때 필요한 최대 토크는 링크 자체의 무게를 무
시하면 다음과 같다.










       

(3-2-3)

반면에 상부팔의 roll 방향인  로 회전하는 경우 취급물의 하중  에 대한 최대
moment arm의 길이는    가 된다. 따라서 말단장치에 부착된 weight를 roll 방향
으로 취급할 때 필요한 토크는 다음과 같다.








     

(3-2-4)

차동구조에서 입력 풀리에 모터를 통해 가해지는 토크는 2개의 모터 토크의 합으로
결정되므로 pitch와 roll 방향 모두에 대해 조작 토크를 가하기 위해서는 토크가 큰
 를 기준으로 모터가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롤 방향 운동의 경우에는 피치방
향과 롤 방향 토크의 차이인   만큼의 구동 토크 여유를 갖도록 동력장치가 과
도하게 선정된 결과를 갖는다. 모터나 감속비의 설정 측면에서 차동 구조의 2방향
운동이 동일한 최대 토크를 갖도록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2-55 (b)와 같은 본 연구의 설계에서는 하부팔(forearm)의 피치운동을 차동
구조의 회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상부팔에 수평 운동 링크를 부착하였다. 수평 운동
링크는 케이블, 체인, 벨트 등의 다른 동력 전달 요소를 사용하여 등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롤 방향 및 피치 방향 모두에서 최대 moment arm의 길이
가    로 동일하므로 두 방향 운동에 필요한 최대 토크 또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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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따라서 케이블 차동 구조를 매니퓰레이터의 조인트에 적용함에 있어 링크를 본
연구의 설계와 같이 구성하는 경우 구동 모터나 감속기 용량을 여유치가 없이 최적
으로 선정할 수 있다.

새로운 설계
그림 3-2-55. Cable differential 축 구성 개념도.
(a) WAM

(b)

엘보우 조인트 설계
이전에서 분석한 모션 간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그림 3-2-56
과 같은 새로운 구조를 적용하였다. 세 풀리(P1, P2, P4)는 팔에 고정되며, P3 풀리
는 하부팔의 회전에 비례하여 수평으로 이동하는 풀리이다. 하부팔이 시계방향으로
 만큼 회전할 때, 만약 풀리 P3가 좌측으로    만큼 수평 이동한다면, 하부팔의
회전에 따라 감소하는 케이블 길이를 이동 풀리의 운동으로 완벽히 보상할 수 있
다. 반면에 하부팔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동풀리를 오른쪽으로 이
동시킴으로써 전체 케이블의 길이변화를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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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Forearm pitch link
Decoupling link

D L1
Dq

P2

r

P1

P3 DL

2

Upper arm

P4
Moving
pulley

Forearm

그림 3-2-56. 엘보우 조인트에서의 케이블 배치.
그림 3-2-57은 하부팔의 피치 운동에 동기하여 풀리가 좌우 직선운동을 갖도록 이
동시키는 기구 개념도를 나타낸다. 비간섭 링크(decoupling link)가 하부팔 피치 링크
와 연결되어 있으며, 두 케이블이 비간섭 링크에 고정된 두 풀리에 서로 반대방향
으로 감겨져 있다. 하부팔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풀리 P5에 케이블이 감기
고 동시에 풀리 P6에는 케이블이 풀리게 된다. 이러한 두 케이블의 동작이 풀리 P7
을 조인트 회전에 동기하여 선형 이동하도록 한다.
q

Decoupling link

q

r
rq
2

q

P5

P7

q

P6

그림 3-2-57. 풀리 선형이동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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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에는 엘보우 조인트 피치 운동에 대해 완전한 모션 디커플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케이블-풀리 배치 예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a)와 (b)는 아이들
풀리가 하나인 경우이고, (c)와 (d)는 아이들 풀리가 두 개인 경우이다.

그림 3-2-58. 모션 비간섭 구조의 풀리-케이블 배치안.
이러한 배치들 외에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케이블-풀리가 배치된다
면, 아이들 풀리의 수나 위치, 그리고 케이블의 경로에 상관없이 엘보우 조인트의
피치 방향 회전에 대한 동일한 모션 비간섭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

조건

1]

디커플 링크에 결합된 두 풀리(P5, P6)의 회전중심을 지나는 가상선상에
풀리(P7)가 이동한다. (그림 3-2-57 참조)

조건 2] 이동 풀리에 감기는 케이블 양단이 두 풀리(P5, P6)의 회전중심을 연결한
가상선과 평행하다. 이때 케이블은 이동풀리(P7)에 n±1/2 회전(여기서, n
은 자연수)만큼 감긴다. 즉 케이블은 이동 풀리에 감긴 후 그 운동 방향
이 180°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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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션 비간섭화 최적 설계
① Wrist 조인트 설계
그림 3-2-59는 그리퍼와 하부팔과 연결하는 손목(wrist) 조인트의 구성
을 보여준다. 세 개의 풀리가 그리퍼 죠(jaw)를 동작시키기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케이블을 지지한다. 풀리 P3는 손목 조인트에 고정되어 있으며, 풀리 P1과 P2는 손
목이 회전함에 따라 같이 회전하게 된다. 그림 3-2-60을 참조하면, 이러한 구조에서
도 엘보우 조인트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손목 조인트의 회전량에 비례하여 케이블
이 풀리에 접촉하는 각도가 달라져 전체 케이블의 길이가 변화하게 된다.
만약 그림 3-2-61 (a)와 같이 케이블이 풀리에 지지됨이 없이 손목 조인트 축상에
서 꺽일 수 있다면 케이블 길이변화는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동
력전달 요소들의 마찰이 커져 쉽게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그림 3-2-61
(b)와 같이 케이블이 아이들 풀리에 지지되어 회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 )

그림 3-2-59. 그리퍼 동력전달용 풀리-케이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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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0. 손목 조인트 운동에 따른 케이블 길이 변화.

그림 3-2-61. 손목 조인트 내부의 풀리-케이블 배치.
비록 엘보우 조인트에 적용된 비간섭 메커니즘을 손목 조인트의 피치 운동에 따
른 케이블 변화를 보상하는데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손목의 크기가 커지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설계 방향이다. 이러한 이유로 손목 조인트에 설치된 풀리의 반경
과 설치 위치 등의 기하학적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여 케이블 간섭을 최소화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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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 용도(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 방식(차동 기어
또는 차동 케이블) 및 동력 전달방식(체인-스프라켓 또는 케이블-풀리)에 따라 그림
3-2-62와 같이 4가지 상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슬레이브의 경우 고하중 취급에 따
른 안전성 확보, 마스터의 경우 작업자 피로 경감을 위한 역구동성 감소를 핵심 성
능으로 고려하여 2안과 5안을 최종 설계 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제작하였다.
Wrist joint

그림 3-2-62. 마스터-슬레이브 wrist joint 설계안.
최적화 알고리즘
그림 3-2-61 (b)와 같은 손목 조인트 내부 구조에 대한 케이블 길이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3-2-63과 같이 손목 조인트 내부의 케이블-풀리 배치 모델
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기하학적 관계 모델을 구성하였다.
②

                

(3-2-7)


     

 cos  ,       ,     .







여기서,   cos
케이블을 지지하는 풀리의 반경과 설치 위치가 케이블 길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들이다. 최적화된 파라미터들은 손목 조인트의 회전에 대한 케이블 길이
변화량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최소화 문제이다. 최적의 파라미
터를 찾기 위해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기법을 적용하였다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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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Wrist joint

모션 간섭 분석 모델.

는 경험적 탐색 방법 중의 하나로써 조류나 어류 등의 생물 무리가 각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가며 먹이를 찾아가는 과정을 모사한 것이다. 이
알고리즘에서 새나 물고기는 particle이라 표현되며, 최상의 지역을 탐색하는데 있어
무리의 지능을 사용한다. PSO에서 particle의 위치는 현재의 해를 나타낸다. 탐색하
는 동안 모든 particle들은 각자가 현재까지 찾은 최상의 위치와, 집단에서 현재까지
찾은 최상의 위치를 향해 이동한다. 이는 각 particle의 새로운 속도( )를 다음의
세 가지 관찰의 결과들을 이용하여 계산함으로써 달성된다: (1) 각 particle의 현재의
속도( ) (2) 각 particle의 현재의 위치( )와 과거의 최상의 위치( ) 사이의 거리 (3)
각 particle의 현재 위치와 집단에서 찾은 최상의 위치( ) 사이의 거리.
PSO

 














               

(3-2-7)

여기서  는 particle의 인덱스를 나타내며,  는 관성질량(inertia weight),  과  는
각 particle들을 과거 자신이 찾은 최상의 위치와 집단에서 찾은 최상의 위치로 끌어
당기는 가중 요소(weighting factor),  과  는 각각 [0,1]에서 랜덤하게 선택되는 균
일분포 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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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질량은 전역탐색과 국부탐색 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큰 관성질량은 전역 탐색을 촉진하며, 작은 관성질량은 국부 탐색을 촉진한다. 관성
질량은 탐색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선호된다.
 max   min
   max   

(3-2-8)



는 초기 가중치,  은 최종적인 가중치,  는 최대 탐색수(iteration
number),  는 현재의 탐색수를 나타낸다. 식 3-2-8을 통해 각 particle의 새로운 속도
가 계산되면, particle들은 다음 식을 사용해 새로운 위치( )로 이동한다.

여기서,

 max

min

 


       

(3-2-9)

이러한 탐색 과정을 반복하면서 PSO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의 전역해로 수렴하게
된다. 탐색은 적합도 값이 미리 설정된 값에 도달하거나 최대 탐색수에 도달할 때
까지 지속된다.
들이 랜덤한 위치와 속도로 초기화된다.
Step 2: 각 particle의 현재 위치에서 목적함수를 평가한다.
Step 3: 각 particle이 찾은 최상의 위치와 집단에서 찾은 최상의 위치를 계산하
고 저장한다.
Step 4: 각 particle의 속도와 위치를 (4-2)와 (4-4)를 사용해 수정한다.
Step 5: 종료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Step 2에서 Step 4를 반복한다.
Step 1: Particle

초기값으로 사용되는 후보해(initial candidate solution)들은 특정한 범위 내에서 랜
덤하게 선택된다. 초기값의 선택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어 파라미터
 를 사용하였다.
   ×   r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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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여기서 rand()는 [0,1] 범위에서 균일분포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이며,  는 손목
조인트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번째 공칭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PSO를 구성하는 particle의 수를 50, 최대 관성질량 0.9, 최소 관성질량 0.4, 최대
속도 0.1, 그리고 최대 탐색수를 1000으로 설정하였다. 스케일 상수 는 0.5로 선정
되었는데, 이는 초기 후보해가 공칭 파라미터의 ±50% 범위 내에서 선정됨을 의미한
다.
그림 3-2-64는 파라미터 최적화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가는 선은 초기 후
보해들로부터의 케이블 길이 변화량을 나타내며, 굵은 선은 최적화가 완료된 상태
에서의 케이블 길이 변화량을 나타낸다. 최적화가 진행되면서 최대 케이블 길이 변
화량이 0.8 mm 이내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그림 3-2-64. 파라미터 최적화 결과.
그림 3-2-65는 기하학적 텐던-풀리부의 기하학적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전 절들에서 설명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코드화한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으로, GUI
구성 및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여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음의 기능들이 포함되
어 있다.
ｏ 풀리와 와이어의 기하학적 관계를 계산하는 모듈 제공
ｏ 최소화 문제(minimization problem)에 대한 최적의 해를 계산하는 인공지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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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particle swarm optimization 기법)
ｏ 텐던 풀리부의 기하학적 조건 및 최적화 알고리즘의 설정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ｏ 링크 회전에 따른 전체 와이어 길이 변화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텐던-풀리부
의 특성값 최적화

그림 3-2-65. 기하학적 텐던-풀리부 최적화 프로그램 실행 화면.
다 모션 간섭량 평가
설계된 서보조작기 각 조인트의 모션 간섭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3-2-66
과 같은 고정도 측정 장치를 구성하였다. 측정기로 internal square wave interpolation
방식을 통해 36000 P/R의 분해능을 갖는 광학식 엔코더(Gurley Precision Instrument,
model R137)를 사용하였다. 분해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 4체배(4X quadrature decode)
회로를 사용하였으며, 40:1의 감속기와 연결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인 분해능은
5,760,000 P/R이며, 이는 한 펄스당 1.875 ㎛의 길이변화로 환산될 수 있다. 노이즈
영향을 줄이기 위해 라인 드라이브 방식을 통해 인터페이스 하였다.
( )

- 196 -

Encoder
Speed
Reducer
(40:1)
Pulley

Elbow Pitch

Elbow Roll

Wrist Pitch

Circuit

그림 3-2-66. 모션 간섭량 측정 시스템.

개발된 장치에 대한 모션 간섭량 평가 결과가 와이어 안내 장치 및 기계식 원격
조종기 KTH 200에서의 결과와 같이 그림 3-2-67에 제시된다. 와이어 안내장치의 최
대 케이블 길이 변화량은 6.75 mm이며, KTH 200의 경우 1.75 mm이다. 이에 비해
개발된 장치는 모션 간섭량이 0.01 mm 이하로 측정되어 엘보우 조인트의 기구적
모션 간섭은 무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손목 조인트의 경우 KTH 200 원격조종기와 동일한 구조를 채택하고, 풀리의 반
경과 설치 위치와 같은 기하학적 파라미터들을 최적화 하였다. 그림 3-2-68의 결과
와 같이 KTH 200의 조인트 모션 간섭량이 1.07 mm인 반면에, 최적화 기법을 도입
한 경우 0.01 mm 이하로 줄어든다. 이는 기하학적 최적화를 통해 모션 간섭량을 크
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손목 조인트의 모션 비간섭을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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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 엘보우 조인트에서의 모션 간섭량 평가 결과.

그림 3-2-68. 손목 조인트에서의 모션 간섭량 평가 결과.
나. 카운터 밸런싱 설계
설계된 서보조작기에서 상부팔과 하부팔은 링크의 길이가 길어 큰 질량 불균
형이 발생된다. 이러한 불균형 질량은 조작기 구동부의 용량을 증가시키게 되며, 또
한 이를 운용하는 작업자의 피로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 불균형 질량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1) 모멘트 평형을 이루도록 균형질량(counterweight)을 회전축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는 방법과 2) 스프링을 인장력으로 균형 질량의 효과를 얻는 방
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프링 방식은 추가적인 질량의 증가가 거의 없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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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지만, 제어기 설계시 스프링 탄성에 의한 시스템 동적 특성 변화를 고려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69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부팔의 피치 운동과 상부팔의
롤 운동은 균형질량  를 사용하여 밸런싱을 잡고, 전체 팔의 피치 운동에 대해서
는 구동부 모듈의 질량  의 위치를 조절하여 무게 균형을 유지시킨다. 쇼울더 조
인트에서 상부팔 질량중심까지의 거리는  , 소울더 조인트에서 구동부 모듈의 질
량중심까지의 거리는  , 엘보우 조인트에서 하부팔의 질량중심까지의 거리는  ,
상부팔의 질량은  , 하부팔의 질량은  , 하부팔 질량 불균형을 잡기위한 균형
질량이  , 구동 모터와 감속기 등을 포함한 구동부 모듈의 질량은  , 상부팔의
길이는  , 그리고 엘보우 조인트에서 균형 질량  가 설치된 높이가  , 동력을
전달하면서 균형 질량을 지지하는 링크들의 무게는 각각        이다. 여
기서 Elbow joint 상부의 링크는 forearm에 포함된다고 설정하였다. 또한  ,  
는 각각 상부팔 피치각, 상부팔 롤각, 하부팔 피치각을 나타낸다.
평형 상태에서 위치에너지가 일정하므로 n-자유도를 갖는 다관절 기구에서 일반
좌표계로 표현된 위치에너지      ⋯  가 주어졌을 때,

      ⋯  을 만족하면 이 기구는 질량 평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


라서 설계 계산치로 주어지는  ,  ,  ,  ,  를 활용해  ,  ,  의 값
을 결정하면 3자유도 운동에 대한 전체 무게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상부팔과 하부
팔이 피치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중립 상태에 대한 위치에너지의 변화를 상부팔
회전각  과 하부팔 회전각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in       cos          sin 
   sin      cos         sin 
      sin      cos      
    sin      cos      
   sin      cos      
      cos      

식 (3)의 위치에너지를  로 편미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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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sin        sin      

 
 sin         sin      
    sin         sin        

(3-2-12)

따라서 평형 조건은
  
           

(3-2-13)



이 되므로, 이 식을 만족하도록  와  을 결정할 수 있다. 식 3-2-13에서 링크에
분포된 질량은 하부팔의 균형질량의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암의 피치방향 회전에 대한 무게 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쇼울더 조인트를
중심으로 각 무게 요소의 모멘트를 계산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s (3-2-14)

정적인 모멘트 평형상태에서(   ) 전체 암이 피치방향 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한
쇼울더 조인트에서 구동부 모듈의 무게중심 까지의 거리는 다음 식으로 결정된다.
              
  


(3-2-15)

식 3-2-13과 식 3-2-15로부터 그림 3-2-69와 같은 형태를 갖는 조작기의 무게 균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운동에 대한 모멘트 불균형은 counterweight의 무게 및 설치 위치
를 조절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을 키워  를 줄이는 방법은 균형 질량의 동
작 범위가 커져 쇼울더부가 커지게 된다.
o Forearm pitch 운동의 무게 균형에서 링크들의 무게를 증가시키면 균형 질량의
무게를 줄일 수 있지만, 이 링크들의 무게는 upper arm의 피치 운동시
balancing을 위한 추가 질량을 필요로 하거나, 구동부 모듈을 쇼울더 조인트에
서 멀리 위치시켜야 한다.
o Forearm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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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질량 및 각 링크들의 피치운동 모멘트는 upper arm의 회전각  에
무관하게 항상 upper arm 상의 일정 위치에 그 합력이 작용하는 효과를 갖는
다.

o Forearm,



그림 3-2-69. 3-축 카운터 밸런싱 개념도.
조작기 카운터 밸런싱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3-2-70과 같이 개발하여
counter-weight의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화 결과 하부팔의 경우에는 그림
3-2-71과 같이 무보상시에는 2.195 kgf-m의 불균형 모멘트가 존재하였으나, 보상 후
0.063 kgf-m 이내의 불균형 모멘트만 갖게 되었으며, 상부팔의 경우에는 그림 3-2-72
와 같이 0.023 kgf-m 이내의 불균형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림 3-2-70. 카운터 밸런싱 설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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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1. 하부팔 카운터 밸런싱.

그림 3-2-72. 상부팔 카운터 밸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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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구 해석 및 동해석
(1) 구조 설계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한 팔당 말단장치(end-effector) 운동을 제
외한 6자유도를 갖는다. 또한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한 팔당 25 kgf의 하중을 연속
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마스터 조작기는 5 kgf까지의 작업력을 조작자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림 3-2-73은 상부팔(upper arm)과 하부팔
(forearm)의 2개 링크와 shoulder joint, elbow joint, wrist joint의 3개 회전 조인트 구
성된 6자유도의 양팔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외형 및 구성을 보이며,
wrist joint에는 말단장치가 결합된다. 각 조인트의 회전 범위는 표 3-2-5와 같다. 양
팔 서보조작기는 그림 3-2-74와 같은 기구학 좌표계로 모델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
로 기구해석과 동해석 등을 수행하였다.
조작기 설계에서 내구성이 특히 중요한 링크, 암, 조인트 연결부, 구동부, 기어 등
에 대한 구조해석 및 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해석에서 슬레이브 조작기의 경우
취급하중 대신에 작업시 충돌 등의 충격하중 등을 고려하여 취급하중의 4배(100
kgf)를 하중조건을 적용하였으며, 무게를 최소화하면서 강도를 키우기 위해 상부팔
의 하부에 보강판을 설치함으로써 최소 안전계수 2.0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2-75과 같은 해설 결과를 설계 과정에 피드백 함으로써 한 팔이 25 kgf의 하중을
취급하는데 있어 최적화된 강도 및 치수를 갖도록 상세 설계를 수행하였다.

(a)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b)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그림 3-2-73. 양팔 서보조작기 회전 조인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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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서보조작기 설계 Spec.
Degree of freedom

6 + gripper/handle

Load capacity

250 N (continuous)

Force reflection capacity

50 N (continuous)

incline (q1)

± 45°

rotation (q2)

± 45°

incline (q3)

± 45°

rotation (q4)

± 180°

incline (q5)

+50 ~ -140°

rotation (q6)

± 180°

Upper arm

Forearm

Wrist
Grip distance

0~100 mm

그림 3-2-74. 양팔 조작기 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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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작기 요소 모듈

(b) Wrist

상부팔 링크 모듈
그림 3-2-75. 조작기 요소부 구조해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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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기어

서보조작기 구성부를 원격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그림 3-2-76과 같이 말단장치,
손목, 하부팔, 상부팔, 쇼울더, 구동부가 모듈로 구성되도록 상세 설계를 수행햐였
다.

그림 3-2-76. 서보조작기 구성 모듈부 3D 모델링.
구동기 최적 사양 선정
(가) 조작기 최적 모터 및 감속비 선정 개요
MAPLE의 수학 패키지 코드를 이용하여 조작기의 기구학 및 동력학을
심볼릭 형태로 구하는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작기의 기구학 모델 및 동
력학 모델을 구였으며, MATLAB의 Simulink/Simmechanics를 이용하여 3차원 동력학
해석 방법을 확립하고, 가상현실과 연계하여 해석 결과를 가시화하였다. 또한 동력
학 물체의 부하 특성과 모터 특성을 분리시켜 최적의 구동기 동력 및 감속비를 도
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서보조작기 구동부의 최적사양(모터용량 및 감속비)을
도출하였다.
(2)

나 조작기 기구학 해석 모델
주어진 Cartesian 좌표계에서의 엔드이펙터의 요구되는 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인트의 궤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작기의 기구학 모델이 필요하며, 그
림 3-2-74의 링크 좌표계를 사용한다. 각 조인트의 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엔드이펙
터의 위치와 자세를 표현하는 변환 행렬을 구한다. 변환 행렬을 위치와 Euler angle
을 포함하는 일반좌표계로 정의하였을 때 조인트 각도와 일반좌표계의 관계는 비선
형 함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조인트 위치에
( )

- 206 -

서의 선형화를 이용하여 근사적인 해를 구할 수 있다. 현재 위치에서의 Euler angle
값과 요구되는 미소 변위 값을 구하여 현재의 조인트 값에 더하면 조인트 좌표계에
서의 궤적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2-77은 자세 B에서 자세 A로 수직으
로 이동하는 경우의 Cartesian 좌표계에서의 기준 궤적을 나타내고 그림 3-2-78 (a)는
역기구 해석으로부터 구한 조인트 좌표계에서의 궤적을 나타낸다.

그림 3-2-77. 시나리오 1의 엔드 이펙터의 Cartesian 기준 궤적.

그림 3-2-78. 시나리오 1의 조인트 궤적과 조인트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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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작기 기구학 해석 모델
조작기의 동력학은 각 링크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구한 다음
Lagrange 방정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 )

(3-2-16)

여기에서  ,  ,   ,  는 각각 관성 행렬, Coliolis 및 구심력을 포함
한 비선형항, 중력항 및 일반 힘을 나타낸다. 역기구학을 통하여 구한 조인트의 변
위, 속도, 가속도를 위 식에 대입하면 조인트에서 요구되는 토크  를 계산할 수 있
다. 위 식을 계산하기 위해 상용의 MATLAB에 있는 3차원 동력학 해석 툴박스
(Simmechanics)를 이용하였으며, 그림 3-2-79는 BTSM의 동력학 해석 모델을 보여 주
고 있음.

그림 3-2-79. 조작기의 동력학 해석 모델.
조작기가 25kg의 하중을 들고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중을 들고 정
지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견디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인트의 움직임
의 한계 내에서 토크가 최대로 걸릴 경우에 대하여 정격 토크가 모터의 토크 이내
에 있도록 모터와 기어비를 선정해야 한다. 표 3-2-6은 자세 1과 2에 대하여 정적인
부하 토크를 해석한 결과이다. 자세 1에서는 조인트 1, 3, 5, 6이 최대 토크가 가해
지고 자세 2에서는 조인트 2, 4가 최대 토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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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표 3-2-6. 정적 부하 토크 해석 결과
정적 조인트 부하 토크
자세 1
자세 2
각도

토크

각도

토크

1

(deg)
-14.5

(Nm)
432

(deg)
0

(Nm)
240

2

0

30

45

163

3

-45

285

0

64

4

0

26

0

64

5

59.5

85

0

60

6

90

30

-45

0

조작기의 각 조인트에 걸리는 부하 토크는 조작기 운동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절한 구동부 선정을 위해서는 각 조인트가 받는 최대 부하 궤적을 시나리오로 정
의하여 운동 중 최대 토크를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모터를 선정해야 한다. 총 6
가지의 작업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나리오는 엔드이펙터가 정지된 위치
에 있는 상황에서 25 kgf의 하중을 가지고 x, y, z 세 방향으로 1 m/s 최대 속도 내
에서 감가속 하는 경우와 1, 2, 3번 조인트는 정지된 상황에서 무부하 상태에서 4,
5, 6번 조인트를 각각 6 rad/s 최대 속도 내에서 구동하는 경우이다. 그림 3-2-78의
(a)는 y축 방향으로 최대 1 m/s의 속도로 감가속 하는 경우 조인트 궤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3-2-786 의 (b)는 이때에 요구되는 조인트 토크를 나타낸다. 이 궤적은
0.5 m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도착하기 위한 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면 관계 상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만 기준 궤적과 조인트 궤적 및 해석 결과를 제
시하고 나머지 시나리오는 표 3-2-7과 같이 결과만을 제시한다. 각 시나리오 별, 각
조인트 별 최대 토크와 속도가 걸리는 경우를 밑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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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동적 부하 토크 및 속도 해석 결과

Joint
1
2
3
4
5
6
Joint
1
2
3
4
5
6

시나리오 1 (y 축 감가속)
토크(Nm) 속도(rad/s)
Peak Avg. Peak Avg
571 404 1.32 0.68
41 29 0 0
342 262 0.98 0.43
29 23 0 0
115 85 0.60 0.26
41 31 0 0
시나리오 4 (4축 감가속)
1
속도(rad/s)
2 Avg. Peak Avg
9.13 4.05 0.0 0.0
6.84 3.66 0.0 0.0
5.41 2.86 0.0 0.0
2.58 1.66 6.5 3.5
2.46 2.46 0.0 0.0
0.0 0.0 0.0 0.0

시나리오 2 (x 축 감가속)
토크(Nm) 속도(rad/s)
Peak Avg. Peak Avg
254 241 0.80 0.33
109 50 1.41 0.77
92 86 0.70 0.29
57 30 0.61 0.21
87 82 0.12 0.04
30 30 1.38 0.74
시나리오 5 (5 축 감가속)
토크(Nm) 속도(rad/s)
Peak Avg. Peak Avg
2.98 1.87 0.0 0.0
0.0 0.0 0.0 0.0
27.9 18.0 0.0 0.0
0.0 0.0 0.0 0.0
24.0 15.1 6.5 3.5
0.0 0.0 0.0 0.0

시나리오 3 (z 축 감가속)
토크(Nm) 속도(rad/s)
Peak Avg. Peak Avg
386 312 1.05 0.45
0.0 0.0 0.0 0.0
248 171 2.43 1.29
0.0 0.0 0.0 0.0
95 84 1.49 0.84
0.0 0.0 0.0 0.0
시나리오 6 (6 축 감가속)
토크(Nm) 속도(rad/s)
Peak Avg. Peak Avg
6.75 6.70 0.0 0.0
2.35 1.51 0.0 0.0
3.02 2.99 0.0 0.0
0.0 0.0 0.0 0.0
2.50 2.46 0.0 0.0
2.34 1.50 6.5 3.5

라 조작기 모터 선정 해석
최대 속도-토크 조건 : 모터 축으로 환산한 부하 속도와 부하 토크의 최
대 값은 모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값 보다 작아야 하므로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
다.
( )

(3-2-17)

동력학 해석 결과, 즉, 부하 속도, 가속도, 토크를 식 3-2-17에 대입하여 부하 선
도를 구하고, 후보 모터군을 선정하여 모터의 특성을 대입하였을 때 후보 모터가
부하선도의 위쪽이면 적용 가능한 모터이고 아래쪽이면 적용 불가능한 모터이다.
평균 토크 조건 : 모터 축으로 환산한 부하 토크의 평균 값이 모터가 견딜 수 있
는 평균값의 최대 값보다 작아야 하므로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다. 즉, 이 지표는
모터가 주어진 부하를 지속적으로 구동이 가능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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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부하 선도를 이용한 후보 모터의 선정은 지면 관계상 시나리오 1에서 Joint 1의
부하 선도를 대상으로 결과만 제시하였다. 최대 토크-속도 조건의 부하 선도를 그리
면 그림 3-2-80과 같다. 후보 모터 모두 부하 선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선정 가능한
모터 들이고 해당하는 기어비는 표 3-2-8와 같이 계산되었다. 평균 토크 조건의 부
하 선도는 그림 3-2-81과 같으며, 해당하는 후보 모터가 모두 적용 가능한 모터이
다.

그림 3-2-80. 동적 부하(시나리오1)인 경우의 Joint 1의 부하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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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1. 정적 부하(자세1)인 경우의 Joint 1의 부하선도.
모터 및 감속비 선정 결과가 표 3-2-8에 제시된다. 조인트 1번 모터의 경우
TS4614(750 W) 모터로 선정했을 경우 정적 부하를 지속적으로 견디기 위해서는 기
어비는 181이상이어야 하고 시나리오 시나리오 1에서 6번을 모두 구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어비가 81∼318이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유효한 기어비는 두 경우의
교집합인 81∼318의 범위가 된다. 이 중에서 힘반영 성능이 좋기 위해서는 되도록
기어비가 낮은 것이 좋기 때문에 조인트 1의 최종 기어비는 181이 된다. 조인트 3
의 경우 400 W모터로 할 경우에는 공통적인 기어비가 없는데, 조인트 2와 3은 차
동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부하가 분배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기어비는 113으로
각각 선정하면 된다. 조인트 5와 6도 마찬가지로 67의 절반인 34 정도로 선정할 수
있다.

- 212 -

Joint
1
2
3
4
5
6

표 3-2-8. 모터 및 기어비 선정 결과
기어비
Model
Static Dynamic
(Peak) Results1 Results2
TS4614-750W 181∼ 81∼318 181∼318
181
TS4612-400W 130∼ 30∼298 130∼298
113
TS4612-400W 225∼ 91∼185
225
113
TS4613-600W
34∼
20∼64 34∼64
34
TS4612-400W
67∼
26∼64
67
34
TS4612-400W
31∼
26∼64 31∼64
34

마 케이블 동력전달 특성
동력전달 케이블의 강성과 조인트 풀리의 반경에 따른 위치오차(처짐)
및 개회로 대역폭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그림 3-2-82
에 제시된다. 그림 3-2-83의 분석 결과로부터 케이블 강성이 클수록 개회로 대역폭
이 커지며, 외란에 의한 oscillation의 크기가 작고 정상상태 위치오차가 작아지며, 응
답속도가 빠르다(정상상태 처짐, Kn: 공칭 강성, Wn: 개루프 대역폭). 따라서 케이블
은 곡률반경의 제약조건하에서 가능한 강성이 큰 재질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동일한 강성을 갖는 케이블도 조인트 풀리의 크기가 클수록 응답특성이 양호하게
됨.
( )

그림 3-2-82. 케이블 강성에 따른 처짐, 개회로 대역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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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3. 케이블 강성에 따른 조작기 손목부 동적 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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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팔 서보조작기 제작
설계된 서보조작기는 본 연구 과제의 참여기업인 (주)무진기연에서 제작하였으
며, 그림 3-2-84는 제작된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시험동에 설치된 모
습을 보인다.

그림 3-2-84.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제품.
개발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그림 3-2-85와 같이 천정이송장치와 인터페
이스 장치를 통해 결합되어 있어 조작기 한 팔씩 원격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분리
된 천정이동장치 또한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기계 장치 모듈
이나 전기 구동장치 등의 고장 발생시 별도의 수리 공간으로 원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터페이스 장치는 그림 3-2-86과 같이 고하중 조작기나 특
수한 목적의 다양한 툴들을 원격으로 탈부착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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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5. 서보조작기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념도.
Power Manipulator

Grapple Device

End-Effector

Grabber

Hook

Gripper

그림 3-2-86. 천정이동장치에 인터페이스 가능한 특수 공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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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유지보수용 천정이동장치 개발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PRIDE 양팔서보조작기용 천정이동장치는 PRIDE 셀 내부에서 파이로공정장치
의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양팔서보조작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천정에 설치되어 x축, y축, z축 및 회전 움직임을 서보조작기에 부가하여 셀 내부의
원하는 위치에서 원격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벽부착형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의 원격취급에 천정이동장치는 필수적이다.
3. Pyroprocess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PRIDE 양팔서보조작기용 천정이동장치는 PRIDE 셀 내부에서 운용되는 슬레
이브 천정이동장치와 셀 밖에서 슬레이브 천정이동장치를 운전하는 데 사용하는 마
스터 천정이동장치부로 나뉘며, 2D 설계, 3D 모델링, 구조해석 및 설계 검증, 제작
의 단계로 개발이 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텔레스코픽 튜브 설계, 모터용량결정 방
법, 모듈별 구조해석 등에 관해 자세히 다루며 이는 KAERI 기술보고서 및 게재
논문 에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40]

[41]

다. 천정이동장치의 구성
본 “천정이동장치”는 양팔 슬레이브조작기의 천정이동장치와 관련하여 거더
(Girder), 트롤리(Trolley), 텔레스코픽 튜브(Telescoping tubeset), 전력 및 신호 케이블
관리 시스템, 케이블베이어, 슬레이브조작기 부착대, 카메라 부착대, 2 자유도 호이
스트 크레인, 유지보수를 고려한 모듈화 설계 부분과, 양팔 마스터조작기의 벽이동
장치와 관련하여 벽 수평 주행장치, ‘ㄱ’ 자 형태의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부착
튜브, 케이블 처리 및 마스터조작기 부착대로 구성된다.(그림 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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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7. 천정이동장치의 구성.
라. 천정이동장치의 특징
(1) 동일신축 텔레스코픽 튜브
텔레스코픽 튜브의 동일신축이라함은 인접한 튜브간의 상대적 변위가 신장/
수축 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는 어느 한 튜브
가 먼저 개별 스트로크만큼 움직인 후 인접한 튜브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
동일신축으로 동작하는 텔레스코픽 튜브는 상대적으로 정밀한 모션을 발생시키는
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ACPF(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에 설치된 천정이동장치에는 동일신축원리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PRIDE에 설치될 천정이동장치에는 이 원리를 적용하였다. 동일신축원
리의 텔레스코픽 튜브를 상용화한 PaR Systems Inc. 의 특허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원리만을 사용하였다.
[42]

[43,44]

텔레스코픽 튜브의 구조
PaR systems, inc.의 경우 텔레스코픽 튜브는 기본적으로 사각단면 형태로 구
성되어 있고, 한쪽 면에 LM guide rail 및 block을 이용하여 신축하는 구조이다. 따
라서 LM guide rail 및 block이 설치되는 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얇은 두께의 커버
개념으로 적용한 것이다. 정밀도가 높은 상용의 LM guide를 사용하므로, 모션의 정
밀도가 매우 높고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한쪽 면만을 사용하는 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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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므로 원형구조에 비해 편심이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따라서 LM guide의 하용
하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원형단면 형태의 텔레스코픽 튜브는 사각단면
형태에 비해 굽힘에 대한 강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원형단면의 텔레스코픽 튜브에
정밀한 LM guide를 사용하기에는 공간의 문제가 야기되어 롤러형태의 베어링을 사
용하여야 한다. 원형단면 형태를 갖으면서 동시에 동일신축 텔레스코픽 튜브를 설
계하는 것은 사각단면 텔레스코프 튜브에 비해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PRIDE
천정이동장치 설계에서는 구조적 강성이 우수하고, LM guide에 못지않는 정밀도를
내기 위해 원형단면의 텔레스코픽 튜브를 선정하였고, 튜브의 각 상,하단 링에 14∼
17개의 롤러베어링을 원주방향으로 설치하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아래 그림 3-2-88
에 PaR systems, inc.의 대표적인 사각단면 형태의 텔레스코픽 튜브의 상용품 사진과
PRIDE 천정이동장치에 사용될 원형단면의 텔레스코픽 튜브의 3D 설계형상을 비교
하였다.

의 사각 텔레스코픽 (b) PRIDE 천정이동장치용 원형
튜브
텔레스코픽 튜브
그림 3-2-88. 텔레스코픽 튜브의 구조 비교.

(a) PaR systems, inc.

그림 3-2-88의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형 튜브를 적용하면서도 동일신축을 위
한 체인 및 스프로켓 구조는 최대신장시에서도 절대 보이지 않도록 내부에 설계하
였다. 이는 오염방지 및 안전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는 구조이다. 그림 3-2-89는
텔레스코픽튜브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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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9. 텔레스코픽 튜브의 단면도.
동일신축 구조를 위해 tube #2∼#5에는 체인 sprocket이 두개씩 튜브 안쪽면으로
설치되어 있고, tube #1∼#4에는 tension bolt가 두개씩 설치되어 있고, tube #3∼#6에
는 end bolt가 두개씩 설치되어 있다. 체인은 총 8개가 필요하다. tube #1의 tension
bolt에서 시작된 체인은 tube #2에 설치된 sprocket을 걸치고 tube #3의 end bolt에 체
결되어 끝난다. tube #2의 tension bolt에서 시작된 체인은 tube #3에 설치된 sprocket
을 걸치고 tube #4의 end bolt에 체결되어 끝난다. tube #3의 tension bolt에서 시작된
체인은 tube #4에 설치된 sprocket을 걸치고 tube #5의 end bolt에 체결되어 끝난다.
tube #4의 tension bolt에서 시작된 체인은 tube #5에 설치된 sprocket을 걸치고 tube
#6의 end bolt에 체결되어 끝난다. PaR systems, inc.의 텔레스코픽 튜브와는 달리 동
일신축을 위한 체인이 모두 튜브 안쪽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어 안전측면이나 미관
상 뛰어나다. tube #1, #6를 제외한 각 튜브는 needle 베어링이 설치되는 top ring과
bottom ring을 갖고 있다. top needle 베어링은 top ring에 원주방향으로 배열되어 튜
브 안쪽면을 구르고, bottom needle 베어링은 bottom ring에 원주방향으로 배열되어
튜브 바깥쪽면을 구르게 되어 있다. 텔레스코픽 튜브의 신장시 각 튜브의 안쪽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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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 있는 stopper로 신장을 제한하게 되어 있고, 텔레스코픽 튜브의 수축시에는
bottom ring이 stopper의 역할을 대신한다. 위 그림 3-2-89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튜
브 내면에는 축방향 키가 설치되어 있어 top ring의 홈에 키를 끼우는 형태로 텔레
스코픽 튜브의 축방향 회전이 방지된다.
마. 텔레스코픽 튜브의 사이즈 결정을 위한 최적화 문제
PRIDE의 높이의 제한 조건과 텔레스코픽 튜브가 갖아야 될 스트로크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텔레스코픽 튜브의 단수 및 각 단의 길이 선정을 위한 문
제를 풀기위해 최적화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우선 PRIDE 높이 제한 조건을 보면 위
쪽으로 인셀 크레인이 인접하여 있어 높은 곳에 천정이동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림 3-2-90). 또한 트롤리 이하가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트롤리 이하(트롤리+
텔레스코픽 튜브+조작기 연결부)를 견인하기 위한 제한 조건은 트롤리 이하부의 높
이를 제한한다. 따라서 정해진 스트로크를 만족시키기 위해 텔레스코픽 튜브를 마
냥 길게 설계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원하
는 스트로크를 얻기 위한 최적의 텔레스코프 튜브 사이즈 선정에 대한 최적화 문제
를 풀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을 다음 그림 3-2-91과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 f는 최
대신장시의 중첩길이, s는 튜브하단링의 높이, L는 각 튜브의 길이, Str_ea는 단위
스트로크를 의미한다.

- 221 -

그림 3-2-90. PRIDE 제약조건들.
L
f
Str_ea
s

최대 수축시

최대 신장시

그림 3-2-91. 텔레스코픽 튜브의 중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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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스트로크는 최대신장시 길이에서 최대 수축시 길이를 빼면 되며, 다음과 같
이 식 3-2-19로 정리가 가능하다.
  각 튜브의 길이
  튜브 개수
  하단링 높이
  최대 신장시 접힌 부분 길이
   단위 스트로크

(3-2-19)
최대 신장시 길이          
최대 수축시 길이        
전체스트로크  최대 신장시 길이  최대 수축시 길이          

   전체 스트로크   

(3-2-20)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최대 수축시 길이 ≪   

(3-2-21)

  정수

즉, 식 3-2-19의 목적함수를 식 3-2-20의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는 비선형계획법(Nonlinear Programming Problem: NPP)의 문제로 귀추된다. MS
EXCEL의 해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최적해를 구해낼 수 있다. MS
EXCEL은 다양한 최적화문제를 풀기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유용한 참고문
헌 을 추천한다. EXCEL의 해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구한 해를 표 3-2-9에 정리하
였다.
[45,46]

표 3-2-9. 중첩길이에 따른 튜브수(N) 및 튜브길이(L)의 최적해(s=39일때)
5단 튜브 (N=5)
6단 튜브 (N=6)
f=220
f=245
f=270
f=220
f=245
f=270
튜브길이(L)
759
784
809
659
684
709
f/L
f/Str_ea
Str_ea

최대수축시길이
최대신장시길이

0.29
0.44
500
915
2,915

0.31
0.49
500
940
2,940

0.33
0.54
500
965
2,965

0.33
0.55
400
854
2,854

0.36
0.61
400
879
2,879

0.38
0.67
400
904
2,904

표 3-2-9에서 보면 5단 튜브보다는 6단 튜브로 이루어진 텔레스코픽 튜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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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신장시 중첩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최대수축시길이도 5단
튜브일 때보다 더 짧아 앞서 언급한 유사시 견인을 위해서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
다. 기술적으로는 7단 이상으로도 설계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부품수 및 그에 따
른 질량의 증가로 인해 모터의 정격출력을 높여 설계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따라서 PRIDE 천정이동장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6단으로 최종 설계하였
다.
바. 구동모터 선정
구동모터는 크게 텔레스코픽 튜브의 z축 신축, 트롤리 이하부 y축 이동, 거더
부 x축 이동 및 조작기연결부 회전을 위해서 사용되며, 이중에서 조작기연결부의
회전을 제외하고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이중화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즉, 유사시에는
제 2의 구동모터를 작동하여 움직이는 원리이다. 그림 3-2-92는 z축 구동모듈의 2중
화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3-2-92. z축 권양 구동부 모듈의 이중화 설계.
평상시에는 역클러치의 아마츄어(amarture)와 회전자(rotor)가 붙어있고, 정클러치의
아마츄어(amarture)와 회전자(rotor)는 떨어져 있으므로, 평상시 모터 및 감속기 단으
로부터 동력이 스프로켓(sprocket)까지 전달된다. 그러나 모터 고장 등의 이유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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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구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클러치에 전원을 가하여 역클러치를 떨어뜨리고, 정
클러치를 붙여서 비상용 모터 및 감속기 단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게 된다. z축 권
양 구동부 모듈은 트롤리 박스의 내부에 위치하게 되며, 트롤리 박스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트롤리 박스 전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베벨기어 등을 사용하였
다.
축 구동모터의 선정
일반적으로 구동모터 용량 및 감속기의 감속비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
음을 따른다.
(1) z

적절한 운전 선속도 선정(z축에서는 권양속도)
2. 운전속도에 맞는 감속기 및 외부기어 감속비 가선정
3. 부하를 고려한 모터 용량선정
4. 감속기 용량 선정 및 검토
1.

천정이동장치의 적정 권양 속도를 약 60 mm/sec로 가선정하였고, 현재 권
양 체인의 스프로켓은 직경이 φ121 mm 이다. 이 때, 감속기와 외부기어를 합한 총
감속비는 다음 공식에 의해 구해진다.
PRIDE

  

여기서

  

   

 



(3-2-22)

    모터정격속도
   부하끝단 회전 속도
  권양속도
  스프로켓 지름

이다.
위 공식에 의해 총감속비는 약 300이 나오게 된다.

현재 베벨기어와 평기어에 의해 감속되는 z축 구동부의 외부감속은 5:1 이며, 이
는 결국 감속비 60:1 정도의 상용감속기를 선정해야함을 의미한다. neugart 감속기
중 선정된 모델은 PLE80-60 이다. 외부감속비 선정시 트롤리 박스내에 기어 설치공
간 및 동력전달구조 등을 고려하여 감속비를 가선정한 후 반복(iteration)을 통해 적
절한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부하를 고려한 모터용량 산정은 우선 모터부하 토크를
[47]

- 225 -

계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3-2-23)

 

여기서
   모터부하 토크
  스프로켓 지름
  부하 무게
  외부감속비
  감속기 감속비

이다.
권양해야할 총 무게는 텔레스코픽 2번째 튜브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구조물 및
부하가 되며, 이를 합하면 약 950 kgf에 이른다. 위 공식에 의해 모터부하토크는 약
1.9 Nm가 된다. 이에 해당하는 resolver를 사용하는 Tamagawa 모터
모델은
TS4614-N8000, 750W이다. 이 모터의 정격토크는 2.39 Nm 이다. 모터 사양에 의하
면 최대 피크토크는 정격에 보통 3 배이고 선정된 정격토크가 모터부하토크의 1.3
배정도 크므로 타당한 선정이라 볼 수 있다. 모터부하토크를 구했으면 감속기단에
걸리는 토크를 구해서 감속기용량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하는데, 감속기에 걸리는
토크는 다음공식에 의해 구한다.
[48]

       

(3-2-24)

감속기 부하 토크는 113 Nm가 된다. 앞서 가선정했던 감속기 모델 PLE80-60의
정격용량 (nominal rated torque)이 110 Nm이며, 출력축이 30,000 회전할 동안 받을
수 있는 허용용량 은 176 Nm이다. 텔레스코픽 튜브를 스트로크(2,000 mm)만큼 움
직일 때 감속기 출력축 회전수는 5.26 상당이며 천정이동장치의 z축 움직임이 연속
해서 30,000 회전(거리환산 시 스트로크의 5702배)할 일은 거의 없으므로, 위 감속
기 모델의 허용용량이면 충분히 타당한 설계이다. 그렇지만 허용용량기준으로 봤을
경우 안전계수는 1.6 배 수준으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1)

2)

축 구동모터의 선정
PRIDE 천정이동장치 trolley 부의 적절한 횡행 속도를 약 150 mm/sec로 선정

(2) Y

1) Continuous duty-rated torque, at uniform load, 30,000 hrs L10 design life, at 100 rpm output shaft speed
2) Maximum torque allowable for 30,000 output shaft ro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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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트롤리 바퀴의 직경이 φ120 mm이다. 이 때 총감속비는 식3-2-22에 의해
128로 구해진다. 트롤리 횡행의 외부기어 감속시 트롤리 박스 내부공간 배치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속비를 2:1, 상용감속기에 의한 감속비를 64:1로 선정하였다. y축 모
듈에 대한 3D 모델을 그림 3-2-93에 나타내었다.

그림 3-2-93. y축 횡행 모듈의 이중화 설계.
축 횡행도 이중화 구동방식을 채택하여 유사시 비상 모터에 의한 동력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 정클러치는 떨어져 있으므로, 트
롤리의 횡행은 외력에 의해 가능하다. 앞서 계산된 상용감속기의 감속비에 해당하
는 neugart 감속기의 모델은 PLE80-60이다. 모터부하하중은 다음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Y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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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바퀴와 레일의 마찰계수

  바퀴에 가해지는 모든 무게
  바퀴 직경
  구동부 전달 효율
  감속기 감속비
  외부기어 감속비

이다.
현재 트롤리 이하부의 하중을 당초 1.5 tonf 목표에서 늘어나 1.7 tonf로 설계하였
으며, 바퀴와 레일의 마찰계수를 0.1, 구동부 전달효율을 0.9라고 했을 때, 모터부하
하중은 0.87 Nm이다. 이에 해당하는 Tamagawa 모터 모델은 TS4612-N3000, 400W이
다. 이 모터의 정격토크는 1.27 Nm이다. 감속기에 걸리는 부하토크는 식 3-2-24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약 56 Nm이다. 앞서 가선정했던 감속기 모델
PLE80-64의 정격용량이 50 Nm이며, 출력축이 30,000 회전할 동안 받을 수 있는 허
용용량은 80 Nm이다. 이는 안전계수는 허용용량 기준으로 1.6 배이다.
축 구동모터의 선정
X축 구동모터 선정방법은 y축과 동일하다. 설계 완료된 x축 모듈(거더포함)
의 3D 모델은 다음 그림 3-2-94과 같다.
(3) X

그림 3-2-94. X축 주행모듈의 이중화 설계.
축 횡행 구동모듈과 마찬가지로 x축 주행 구동모듈 또한 이중화 설계를 하여
비상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꾀하였다. 설계용량은 호이스트 크레인의 부하용량 500
Y

- 228 -

및 트롤리 이하부를 포함하여 최대 2.8 tonf이다. 설계된 주행 바퀴의 지름은 φ
140 mm이며, 거더부의 적당한 주행속도를 약 180 mm/sec로 가선정할 경우 총 감속
비는 식 3-2-22에 의해 약 120이 된다. 거더 주행의 외부기어 감속시 평기어의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여 2:1로 선정하였고, 이 때 상용감속기의 감속비는 60:1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neugart 감속기 모델은 PLE80-60이며 z축에 사용된 감속기와 동일하
다. 모터의 부하토크는 식 3-2-25에 의해 계산될 수 있고, 바퀴와 레일의 마찰계수
를 0.1, 구동부 전달효율을 0.9라고 가정했을 경우 모터 부하하중은 약 1.8 Nm 이
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Tamagawa 모터 모델은 TS4613-N3000, 600W이다. 이 모
터의 정격토크는 1.91 Nm이다. 감속기에 걸리는 부하토크는 식 3-2-24에 의해 약
107 Nm이며, 앞서 선정된 PLE80-60의 정격용량 110 Nm, 허용용량 176 Nm이므로,
약 1.6 배의 안전계수를 갖는다.
kgf

조작기 회전 구동모터의 선정
텔레스코픽 튜브 제 6 단 끝에 체결되는 조작기 연결부는 텔레스코픽 튜브
에 상대적인 회전 움직임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작기 연결부 및 조작기 연결
부에 부착되는 양팔 서보조작기의 관성모멘트는 상당히 큰 값이어서 원하는 속도까
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rising time)을 길게 하는 효과를 준다. 따라서, 조작기
연결부 및 조작기 연결부에 부착되는 양팔 서보작기의 관성모멘트를 고려한 가속시
간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SolidWorks의 계산 값을 토대로 튜브 센터에 대한
2차 회전관성모멘트 값을 표 3-2-10에 표기하였다.
(4)

표 3-2-10. 조작기 및 조작기연결부의 튜브센터 축에 대한 관성모멘트
튜브센터 축에 대한 2차
질량
회전관성모멘트
양팔 서보조작기
115.2  x 2ea
37.3   x 2ea
조작기연결부
158.3 
19.0  
payload
25  x 2ea
양팔서보조작기의 약 1/5 가정
합 계
438.7 
약 110  






현재 조작기는 텔레스코픽 튜브에 대해 15 rpm 정도로 회전하기를 원하므로, 모
터의 정격 속도인 3,000 rpm을 고려한 총감속은 200:1이 필요하다. 외부평기어에 의
한 감속을 5:1로 생각하여 상용감속기에 의한 감속은 40:1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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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만족하는 neugart 감속기 모델은 WPLE80-40이며 설계 공간 때문에 직각으로
꺽인 형태의 감속기를 선정하였다.(그림 3-2-95)

그림 3-2-95. 조작기연결부의 회전 구동부.
양팔 서보조작기와 조작기연결부의 질량이 위 표 3-2-10에 의해 약 400 kg이며,
텔레스코프 튜브 센터로부터 베어링 열까지의 거리를  라고 표기하면, 모터에 걸
리는 부하하중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3-2-26)

여기서,
  베어링의 마찰계수

  양팔조작기  조작기연결부   무게
  튜브센터로부터 베어링열까지 거리

이다.

  구동부 전달 효율
  감속기 감속비
  외부기어 감속비

는 조작기연결부 2D 설계시 84.5 mm로 정했으며 구동부전달효율을 0.9로 가정
하고 베어링의 마찰계수를 0.004라고 가정하면, 모터에 걸리는 부하토크는 약 0.94
Nm이다. 이번에는 모터축환산 부하 관성모멘트(load inertia)를 구해보자. 모터축환산
부하 관성모멘트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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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여기서
  모터축환산 부하관성모멘트
  서보모터의 모든 관성모멘트 회전자  브레이크 관성모멘트 등 
  상용감속기의 관성모멘트
  상용감속기 출력축과 연결되는 모든 관성모멘트 조작기연결부 
양팔조작기   관성모멘트 
  외부 감속기어에 의한 감속비
  상용감속기에 의한 감속비

이다.
모터의 최대출력토크와 가속과의 관계는 다음 식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3-2-28)

여기서
  모터축환산 부하관성모멘트
  각가속도

   모터축환산 부하 토크
   모터출력 토크

이다.
위 식에서 모터축환산 부하관성모멘트나 모터축환산 부하토크가 큰 상태에서 회
전 가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고출력의 용량을 갖는 모터를 선정해야 한다. 조
작기연결부의 운전 각속도( )는 0.25 rev/sec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따라서 조작
기연결부의 회전 각가속도는 정지상태에서 0.25 rev/sec의 각속도를 갖는데 걸리는
시간( )에 관계되어 있다. 위의 식 3-2-28을 풀어쓰면, 정지상태에서 운전속도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3-2-29)

표 3-2-11에 일부 가능성 있는 모터모델을 나타내었고, 브레이크가 없는 TS4614를
회전 모터로 선정할 경우 모터의 관성모멘트( )는 1.0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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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일부 Tamagawa 모터의 주요 사양
정격토크 최대토크 모터관성모멘트(× 
모터모델 출력
(W)
(Nm)
(Nm)



  )

rotor inertia

with brake

TS4611

200

0.64

1.91

0.29

0.51

TS4612

400

1.27

3.82

0.55

0.77

TS4613

600

1.91

5.73

0.87

1.10

TS4614

750

2.39

7.16

1.07

1.29

또한, 앞서 선정한 상용감속기 WPLE80-40에 대한 주요 사양을 표 3-2-12에 나타
내었다.
표 3-2-12. WPLE80-40의 주요 사양
30,000회전
감속기모델 감속비 stage 정격토크
(Nm)
허용토크(Nm)
WPLE80-40

40

3

110

176

관성모멘트

( ×     )
0.809

위 표 3-2-11, 3-2-12으로부터, 모터 TS4614와 감속기 WPLE80-40을 사용하고, 외
부 기어감속비가 5:1인 경우 모터축환산 부하관성모멘트( )는 식 3-2-27에 의하여
2.86x10-3   이 된다. 이 값을 이용하여 정지상태에서 운전각속도를 내는 데 걸
리는 시간( )을 식 3-2-29에 의해 계산하여 보면 약 3 ms이 나오게 된다. 이는 충
분이 빠른 값이며, 역으로 생각해보면 모터의 용량을 크게 잡은 듯하다. 그러나 예
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payload 등에 의한 관성모멘트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높은 용
량의 모터로 선정하였다.






사. 설계된 주요모듈
앞서 z축 권양모듈, y축 횡행 모듈, x축 주행 모듈(거더 포함)은 앞서 설명하였
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모듈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언급한다.
케이블관리 시스템
케이블관리 시스템은 텔레스코픽 튜브 하단의 조작기 연결부로 부터 올라오
는 신호, 전력 케이블을 텔레스코픽 튜브의 신축에 따라 드럼에 감아주거나 풀어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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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한다. 아래 그림 3-2-96에 케이블관리 시스템의 주요 부품을 표시하였다.

그림 3-2-96. 케이블관리 시스템.
텔레스코픽 튜브로부터 올라오는 케이블들은 총 6 가닥이며, 제일 처음 수직 가
이드 롤러에 걸치게 된다. 케이블들은 그 용도에 따라 선경이 각기 다르므로 롤러
홈은 선경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케이블은 수직 가이드 롤러 및 수평 가이드 롤러
를 차례로 거친후, 고정 케이블 드럼에 90도 감아 수직 아래로 내려가 동작 케이블
드럼에 180도 감아 그대로 수직 위로 올라가며 다시 고정 케이블 드럼에 180도 감
아 그대로 수직 아래로 다시 내려가 동작 케이블 드럼에 다시 180도 감아 그대로
수직 위로 올라간 후 트롤리 박스의 단자대와 연결된다. 즉, 케이블을 고정 케이블
드럼 및 동작 케이블 드럼에 두번씩 감게 되므로, 롤러의 홈수는 12개씩이 된다. 이
렇게 두번 감게 되면 텔레스코픽 튜브의 신축거리에 1/4만 동작 케이블 드럼이 움
직이면 된다. 즉, 텔레스코픽 튜브가 x만큼 수축하게 되면 동작 케이블 드럼은
0.25x만큼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작케이블 드럼의 하중에 의
해 텔레스코픽 튜브의 신축거리에 동조하여 움직여야 하므로 적당한 무게를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정이동장치의 케이블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게 될 케이
블 6개는 모터전력용(2개), 모터신호용(2개), 3D카메라용(1개), 2D카메라용(1개)가 각
각 필요하며 본 천정이동장치와 부착되는 양팔서보작기를 위해 케이블을 주문 제작
하였다. 아래 표 3-2-13에 코어형상 및 일부사양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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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케이블 코어형상 및 사양
모터전력용
모터신호용
코어형상
사양
코어형상
사양
-수량 : 2ea
-수량 : 2ea
-직경 : 18.1 mm
-직경 : 19.2 mm
-질량 : 589 g/m
-질량 : 492 g/m
3D 카메라용
2D 카메라용
코어형상
사양
코어형상
사양
-수량 : 1ea
-수량 : 1ea
-직경 : 9.8 mm
-직경 : 11.1 mm
-질량 : 117 g/m
-질량 : 134 g/m
조작기연결부
설계된 조작기연결부를 아래 그림 3-2-97에 주요 명칭과 함께 3D 모델로 나
타내었다.
(2)

그림 3-2-97. 조작기연결부.
위 조작기연결부는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용이며, 마스터 조작기용은 이와 거
의 유사하며 크기만 약간 작다. 양팔 슬레이브 조작기는 원격으로 탈부착이 가능하
도록 설계에 반영하였고, 이는 본 과제에서 특허 등록한 탈부착 메커니즘을 약간
보완한 것이다. 이번에 보완된 부분은 원격조립 가이드 부분이며 이는 조작기 연결
부가 정확히 조작기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이드를 해주어 커넥터 접속을 도와주게
된다. 고정핸들은 조작기 부착후 고정을 위해 벽부착형 조작기 등을 이용하여 고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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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강리브는 타원형 판(plate)의 변형을 줄이기 위해 부착하였고, 구조해석 결과
를 이용하여 최종 반영하였다. 타원형 판에는 2D 카메라가 2대, 3D 카메라가 1대가
설치되어 원격취급시 운전자에게 시각정보를 제공해 준다. 텔레스코픽 튜브 연결부
는 크로스롤러링(cross roller ring)이 들어가 있고 외부에 회전을 위한 서보모터 및
평기어 감속부가 연결되어 있어 텔레스코픽 튜브에 상대적으로 ±180°의 회전이 가
능하다. 회전의 물리적 멈춤은 평기어 위에 설치된 멈춤장치와 회전판 위에 설치된
멈춤장치가 맞닿을 때 발생한다. 조작기 받침대는 유사시 양팔 서보조작기를 탈착
하고 PRIDE 시설 바닥에 트롤리 이하부를 통째로 내려놓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
조해석을 통해 적당한 위치 및 모양을 선정하였다. 조작기로 부터 연결된 케이블을
왼팔 및 오른팔 조작기 연결 상부로부터 가운데로 모아져 케이블 입구를 통해 텔레
스코픽 튜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 주요모듈의 구조해석
(1) 천정이동장치 설계와 구조해석
상기 설계된 천정이동장치의 구조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해석에 의
한 설계사양의 검증이 필요하다. 구조해석을 통한 설계검증은 천정이동장치의 전체
설계 프로세스에 꼭 필요한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 3-2-98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98. 천정이동장치의 설계 과정과 구조해석이 차지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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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이동장치의 설계는 초기에 각종 공학적 계산 과정을 거친 2D 설계로부터 시
작하여 3D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여 간섭, 중량, 관성모멘트 등을 예측하여 부품의
재배치 및 설계변경, 모터 및 감속기의 용량 선정을 하고 다시 이를 ABAQUS 에
서 import하여 구조해석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SolidWorks 에서 작업한 3D 모델
을 ABAQUS CAE에서 import하여 assembly를 수행하고, assembly가 완료되었으면 메
쉬생성(mesh generation)을 수행한다. 이 때, 메쉬생성은 가급적 질이 떨어지는 사면
체요소를 사용하는 자동메쉬생성(auto mesh generation) 방법을 피하여 구조해석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메쉬생성이 끝난 후, 재질부여, 경계조건 부여, 하중조건
부여 등을 통해 구조해석을 위한 최종 준비를 끝낸다. 다음 ABAQUS를 이용해 시
뮬레이션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토한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원하는 2D, 3D 제작 도면
을 완성한다. 천정이동장치의 구조해석에 관한 연구는 논문 에 발표된 바 있다.
[50]

[51]

[52]

구조해석 범위
천정이동장치의 설계범위는 크게 슬레이브 양팔서보조작기의 천정이동장치
부와 마스터 양팔서보조작기의 벽이동장치부위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신
뢰성이 크게 요구되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천정이동장치부를 구조해석의 대상으
로 하였다. 천정이동장치는 다시 트롤리, 거더, 텔레스코픽튜브, 조작기연결부로 나
뉠 수 있다. 천정이동장치의 전 범위를 한 번에 구조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
을 수반하며, 동시에 메쉬생성(mesh generation) 단계에서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많아 모듈별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 3-2-99에 구조해석 대상 모듈을
나타내었다.
(2)

모듈별 구조해석
(가) 텔레스코픽 튜브의 구조해석
텔레스코픽 튜브는 SolidWorks로 예측한 설계하중이 460 kgf 이며, 텔레
스코픽 튜브 하단에 매달리게 될 중량물은 조작기 연결부가 160 kgf, 슬레이브 서보
조작기 한팔+취급하중(25 kgf)가 150 kgf 정도이다. 또한 취급하중 25 kgf은 조작기
의 gripper에서 중력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텔레스코픽 튜브에 모멘트를 작용하
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텔레스코픽 튜브 이하 하중을 등가 하중과 등가 모
멘트로 바꾸어 해석을 실시하였다. 양팔 서보조작기 중 한팔이 고장났을 경우 한팔
을 떼게 되면 역시 추가 모멘트를 텔레스코픽 튜브에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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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경우을 모사하기 위해 조작기 연결부 우측에 수직방향 하중 150 kgf를
가정하여 추가해석하였다. 경계조건은 텔레스코픽 튜브의 1 번째 튜브 상단의 모든
변위자유도를 구속하였다. 튜브의 재질은 철(steel) 계열로 탄성계수 200 GPa을 주었
다. 메쉬생성 단계에서 텔레스코픽 튜브에 사용한 요소(element)는 육면체요소로
C3D8R을 사용하였다. 그림 3-2-100에 텔레스코픽 튜브의 하중조건 I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래 표 3-2-14에 텔레스코픽 튜브의 구조해석시 사용한 조건들을 정리하였
다.

(a)

텔레스코픽 튜브

(c)

(b)

거더+트롤리

조작기연결부
(d) 수평보 및 수직보 (시설)
그림 3-2-99. 구조해석 대상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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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0. 텔레스코픽 튜브에 부여된 하중 및 경계조건.
표 3-2-14. 텔레스코픽 튜브의 구조해석 시 사용한 조건들

가. Element Type
Ÿ Hexahedral element C3D8R
나. 튜브재질
Ÿ 탄성계수: 200 GPa
다. 구속조건
Ÿ #1 tube 상부: Clamped
Ÿ 튜브원통 바깥면과 bottom ring: Tie
Ÿ 튜브원통 안쪽면과 top ring: Tie
라. 하중조건 I
Ÿ 자중: 튜브셋(460 kgf), 조작기연결부 (160 kgf)
Ÿ 등가하중: 조작기 연결부 좌, 우에 각 수직방향 하중 150 kgf
(=한팔조작기 하중+ 25 kgf 취급하중)
Ÿ 등가모멘트: 조작기 연결부 좌, 우에 각 25 kgf x 900 mm
마. 하중조건 II
Ÿ 자중: 튜브셋(460 kgf), 조작기연결부 (160 kgf)
Ÿ 등가하중: 조작기 연결부 우에 각 수직방향 하중 150 kgf
(=한팔조작기 하중+ 25 kgf 취급하중)
Ÿ 등가모멘트: 조작기 연결부 우에 각 25 kgf x 9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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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를 아래 표 3-2-15에 정리하였고, 그림 3-2-101에 Von-Mises Stress에 대한
Contour Plot을 나타내었다.
표 3-2-15. 텔레스코픽 튜브의 구조해석 결과
가. 해석결과 (하중조건 I)
Ÿ 최대 Von-Mises Stress: 3.5 MPa @ #6 튜브
Ÿ 최대 변위: 0.06 mm
나. 해석결과 (하중조건 II)
Ÿ 최대 Von-Mises Stress: 3.8 MPa @ #6 튜브
Ÿ 최대 변위: 0.08 mm

그림 3-2-101. 텔레스코픽 튜브의 구조해석 결과 (Contour Plot, x1000).
보통 철의 항복응력은 철의 조성 및 열처리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하나 보통 적어
도 200 MPa 이상이므로 위의 해석결과로 미루어 보아 설계된 텔레스코픽 튜브는
상당히 안전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텔레스코픽 튜브의 원통면에 체인 sprocket
설치를 위한 구멍 등을 더 파내게 되고 bottom ring 및 top ring에도 chain bolt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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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체인간섭 등을 피하기 위한 절단면이 일부 존재하므로 해석결과보다는 안전율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텔레스코픽 튜브의 최대 발생변위도 top ring
및 bottom ring에 설치되어 있는 베어링의 유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사료된
다.
나 트롤리+거더의 구조해석
트롤리와 거더는 하나의 모듈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트롤리가 거더
레일에 올려져 있는 상황은, 접촉(contact) 조건을 부가하여 모사하였다. 메쉬생성시
요소형태는 텔레스코픽 튜브와 마찬가지로 모두 육면체 C3D8R요소를 사용하였다.
재료는 모두 철로 가정하여 탄성계수 200 GPa을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은 거더의 주
행휠 4 군데의 모든 변위자유도를 구속하여 부가였다. 하중조건은 트롤리 하단 ring
에 1 tonf 상당의 하중이 중력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부가하였고, 트롤리 박스
및 내부부속물의 하중이 SolidWorks 상에서 약 540 kgf로 예측되어서 540 kgf 상당
의 중력조건을 트롤리 박스에 body force로 부가하였다. 그림 3-2-102에 거더 및 트
롤리 박스의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을 나타내었고, 표 3-2-16에 구조해석시 사용된
조건들을 정리하였다.
( )

그림 3-2-102. 거더 및 트롤리 박스에 부여된 경계 및 하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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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거더 및 트롤리의 구조해석 시 사용한 조건들

가. Element Type
Ÿ

Hexahedral element C3D8R

나. 튜브재질
Ÿ 탄성계수: 200 GPa
다. 구속조건
Ÿ 거더 주행휠 4군데: 변위자유도 구속
Ÿ 트롤리 휠과 거더레일: contact 조건
라. 하중조건
Ÿ 자중: 트롤리 박스 및 내부 부속물 (540 kgf)
Ÿ 등가하중: 트롤리 하단 ring에 1 tonf 상당(텔레스코픽
튜브+조작기연결부+양팔조자기+취급하중)의 하중
해석결과를 표 3-2-17에 정리하였고, 그림
contour plot을 나타내었다.

에

3-2-103

Von-Mises

표 3-2-17. 거더 및 트롤리의 구조해석 결과

해석결과
Ÿ 최대 Von-Mises Stress: 88.2 MPa @ 트롤리 박스 하단
Ÿ 거더의 최대 Von-Mises Stress: 37.3 MPa
Ÿ 트롤리 박스 최대 처짐: 8.6 mm
Ÿ 거더의 최대 처짐: 1.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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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에 대한

(a)

트롤리부의 Contour Plot

(b)

거더부의 Contour Plot

거더 및 트롤리의 전체 Contour Plot
그림 3-2-103. 거더 및 트롤리의 구조해석결과 (Contour Plot, x10배).
(c)

철의 항복응력(>200 MPa)을 고려할 때, 트롤리 박스의 최대응력 88.2 MPa은 충분
한 안전율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나, 트롤리 박스의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안전율
을 확보하도록 고려하였다. 천체적으로 트롤리 박스의 크기를 줄이고 하단의 텔레
스코픽 튜브가 부착되는 ring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구조적 강성을 확보하였다.
다 조작기연결부의 구조해석
조작기연결부는 텔레스코픽 튜브의 제일 마지막 튜브에 부착되므로 이
부분에 변위구속 조건을 부가하고, 조작기가 연결되는 좌, 우 부착부는 등가하중 및
등가 모멘트 조건을 부가하였다. 메쉬생성시 타원형 회전판은 사면체요소인 C3D4을
사용하여 자동메쉬생성을 수행하였고, 나머지는 육면체요소인 C3D8R 요소를 사용
하였다. 그림 3-2-104에 조작기연결부의 하중조건을 나타내었고, 표 3-2-18에 구조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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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시 사용된 조건들을 정리하였다.

그림 3-2-104. 조작기연결부에 부가된 하중조건.
표 3-2-18. 조작기연결부의 구조해석에 사용된 조건들

가. Element Type
Ÿ
Ÿ

Tetrahedral element C3D4 for ellipsoidal plate
Hexahedral element C3D8R for others

나. 튜브재질
Ÿ 탄성계수: 200 GPa
다. 구속조건
Ÿ 텔레스코픽 튜브 부착 부위의 변위 구속
라. 하중조건
Ÿ 등가하중: 조작기 연결 좌,우 ring 부위에 150 kgf 상당의 중력방향
하중
Ÿ 등가모멘트: 조작기 연결 좌, 우 ring 부위에 25 kgf x 900 mm
상당의 모멘트
해석결과를 표

에 정리하였고, 그림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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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2-105

Von-Mises

응력에 대한

을 나타내었다.

contour plot

표 3-2-19. 거더 및 트롤리의 구조해석 결과

해석결과
Ÿ 최대 Von-Mises Stress: 21 MPa @ rib 가운데 앞 부분
Ÿ 최대처짐: 0.2 mm @ rib 양 끝단

그림 3-2-105. 조작기연결부 구조해석 결과 (Contour Plot, x10).
구조해석결과 최대 Von-Mises 응력은 철의 항복응력에 비해 최소 10 배 이상의
안전율을 보장(200 MPa 항복응력 기준)하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반
복된 하중으로 rib 덮개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rib 덮개부분의 체결문제에 신
경을 써야할 것이다.
라 수평보 및 수직보의 구조해석
천정이동장치 일체는 PRIDE 셀 내부의 수평보 위에 올려지게 되어 수평
보위를 주행하게 된다. 이 때, 천정이동장치 일체의 하중을 시설 내 수평보 및 수직
보에서 충분한 안전율을 갖고 버텨낼 지에 대한 구조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PRIDE 시설의 수직보에 대한 설치 간격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그림 3-2-106과 같이
3D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ABAQUS에서 이를 import한 후 메쉬생성 및 해석조건들
을 부여하였다. 그림 21에서 왼쪽으로부터 11번째 수직보와 12번째 수직보 사이의
가운데 지점에서 수평보에 집중하중 2.5 tonf 상당을 부여하였다. 실제로는 거더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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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4개의 주행 휠이 2.5 tonf 상당의 하중을 나누어 받게되지만 여기서는 가장
심각한 조건을 주기위해 한 지점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표 3-2-20
에 수평보 및 수직보의 구조해석 조건들을 정리하였다.

그림 3-2-106. PRIDE 셀 내부의 수직보 및 수평보의 3D 모델링.
표 3-2-20. 수평보 및 수직보의 구조해석을 위한 조건들

가. Element Type
Ÿ

Tetrahedral element C3D4

나. 튜브재질
Ÿ 탄성계수: 200 GPa
다. 구속조건
Ÿ 바닥면 모든 자유도 고정
Ÿ 모든 부재간의 결합은 모두 tie
Ÿ 수평보는 받침대에만 올려져 있고(tie), 기둥보와는 결합되어 있지
않음(free).
라. 하중조건
Ÿ 등가하중: 수평보의 중간지점에 집중하중 2.5 tonf 적용
해석결과를 표

에 정리하였고, 그림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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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2-107

Von-Mises

응력에 대한

을 나타내었다.

contour plot

표 3-2-21. 수평보 및 수직보의 구조해석 결과

해석결과
Ÿ 최대 Von-Mises Stress: 29 MPa @ 수평보 받침
Ÿ 수평보 최대 Von-Mises Stress: 20 MPa
Ÿ 수평보의 최대처짐: 0.6 mm

그림 3-2-107. 수평보 및 수직보의 구조해석 결과 (Contour Plot).
구조해석결과 수평보 받침에 최대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최대응력 값이 철의 항
복응력에 비해 적정할 수준이나, 시설의 구조물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강이 필
요하다. 따라서 수평보를 받침에 설치할 때 수평보와의 체결뿐만 아니라 벽면과의
추가 용접 등을 통해 수평보에 집중되는 하중을 분산하도록 제안하였다.
자. 제작된 천정이동장치
천정이동장치의 제작은 참여기업인 (주)무진기연에서 담당하였으며 현재 제작
완료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전 검증 시험시설에 설치가 되어있다. 그림 3-2-108
은 양팔서보조작기가 부착된 천정이동장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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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텔레스코픽 튜브 신장시
(b) 텔레스코픽 튜브 수축시
그림 3-2-108. 제작된 천정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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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제어는 조작자가 조종하는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움직임이
제어기를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에 지령됨으로써 마스
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천정이동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제어 및 인터페이스 대상은 아래의 주요 구성 요소
들을 포함한다.
◦ 15축으로 구성된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구동부
◦ 15축으로 구성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
◦ 5 stage telescoping tubesets가 장착된 3축 슬레이브 천정 이동장치 및 2축 마스
터 이동장치,
◦ 500 kgf 용량의 2축 호이스트(motor driven trolley type) 및 팬던트(pendant),
◦ 슬레이브 천정 이동장치 구동부 이중화 구성을 위한 클러치 6 EA,
◦ 3D 카메라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팬-틸트-줌 카메라 및 컨트롤러,
◦ 서보조작기, 천정 이동장치 및 카메라 제어를 위한 매뉴얼 콘솔,
◦ 천정 이동장치의 Jog 운전을 위한 간이형 팬던트
◦ 서보조작기 및 천정 이동장치의 운동 제한을 위한 limit switch 28 EA
본 절에서는 제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인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 및 이
의 이동장치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제어시스템의 상세 설계, 제작 및 기본적인
운전 시험에 대한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가. 원격취급시스템별 제어대상
(1)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한 팔은 6자유도 운동(그리퍼 구동축 제외)을 위해
서보모터가 사용되며, 양팔이 설치된 프레임의 회전이 가능하므로, 총 15축의 서보
제어가 필요하다. 조작기를 구동하는 서보모터는 Tamagawa 사의 resolver가 장착된
3상 BLDC 모터이다. Resolver는 encoder에 비해 노이즈에 강하고 내고장성이 우수하
므로 공정 셀 내부에서 사용되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였다. 서보모터는 급작스런 정전이나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되는 즉
시 관절 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장착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달 동력
이 상대적으로 큰 1-3축의 조작기 관절부의 회전각 제한(+ 및 - 리밋 설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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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다.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의 회로 배선 개념은 그림 3-2-109와 같다. 제어기의
출력은 모션 컨트롤 보드의 DA 모듈을 통해 서보 모터에 토크 지령값으로 인가되
며, 카운팅 회로로 모터의 회전각을 측정한다. 슬레이브 한 팔을 구동하는 총 7개
모터의 전원 및 신호선들을 각각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특수한 케이블
을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limit switch

그림 3-2-109.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 배선 개념도.
슬레이브 각 조인트 구동을 위한 서보모터의 사양은 표 3-2-22와 같다.
표 3-2-22. 슬레이브 서보 구동부 사양
Servo Driver

비고

Servo Motor
Model

출력(W) 토크(Nm)

Joint 1

TS4614 N8000 E200

750

2.39

TA8110 N744 E144

brake

Joint 2

TS4609 N8000 E200

400

1.27

TA8110 N743 E139

brake

Joint 3

TS4609 N8000 E200

400

1.27

TA8110 N743 E139

brake

Joint 4

TS4609 N8000 E200

400

1.27

TA8110 N743 E139

brake

Joint 5

TS4609 N8000 E200

400

1.27

TA8110 N743 E139

brake

Joint 6

TS4609 N8000 E200

400

1.27

TA8110 N743 E139

brake

Joint 7

TS4606 N8000 E200

100

0.318

TA8110 N744 E144

brake

마스터 서보조작기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와 동일한 기구 구성으로 총 15축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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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어가 필요하다. 조작기를 구동하는 서보모터는 Tamagawa OEM 제품으로 브레
이크가 없는 encoder가 장착된 BLDC 모터이다. 모든 관절 조인트 운동의 상한 및
하한 지점에 기계식 스토퍼가 장착되어 있다. 마스터 서보조작기 구동부의 회로
배선 개념은 그림 3-2-110과 같다. 모션 컨트롤 보드의 DA 모듈을 통해 서보 모터
에 토크 지령값을 인가하며, 카운팅 회로로 모터의 회전각을 측정한다. 마스터 조작
기 각 조인트 구동에 사용되는 서보모터의 사양은 표 3-2-23과 같다.

그림 3-2-110. 마스터 서보조작기 구동부 배선 개념도.
표 3-2-23. 마스터 서보 구동부 사양
Servo Driver

비고

Servo Motor
Model

출력(W) 토크(Nm)

Joint 1

CSMT-04BR1ANT3

400

1.27

CSD3-04BX2

w/o brake

Joint 2

CSMT-02BR1ANT3

200

0.64

CSD3-02BX2

w/o brake

Joint 3

CSMT-02BR1ANT3

200

0.64

CSD3-02BX2

w/o brake

Joint 4

CSMT-02BR1ANT3

200

0.64

CSD3-02BX2

w/o brake

Joint 5

CSMT-01BR1ANT3

100

0.318

CSD3-01BX2

w/o brake

Joint 6

CSMT-01BR1ANT3

100

0.318

CSD3-01BX2

w/o brake

Joint 7

CSMT-01BR1ANT3

100

0.318

CSD3-01BX2

w/o b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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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조작기 이동장치
(가) 마스터 서보조작기 벽면 이동장치 개요
마스터 서보조작기 벽면 이동장치는 그림 3-2-111과 같이 PRIDE 시설의
아르곤 셀 외부 벽면을 주행하는 X축 구동부와 벽면 전후로 250 mm 이동이 가능
한 Y축 구동부로 구성된다. Y축 이동은 조작자가 작업하기 편한 위치로 마스터 조
작기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며, 또한 동일 벽면상에 설치되는 기계식 조작기와 교
차하여 이동하는 경우 간섭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마스터 벽면 이동장
치는 Jog 구동에 의한 속도 모드로 운전되며, PLC 프로그램을 통해 4가지의 미리
설정된 속도(1x ～ 4x)로 다단 운전이 가능하다. 속도는 PLC의 아날로그 출력값을
조절하여 가변시킬 수 있으며, 모터 속도 범위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다. 구
동 모터의 정회전 및 역회전은 Manual console 및 Pendant에 설치된 push button으로
구동되며, 속도 설정은 Manual console 및 Pendant에 설치된 4단 selector switch를 사
용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속도 조정용 selector switch는 슬레이
브 천정이동장치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2)

그림 3-2-111. 벽면이동 마스터 서보조작기 구성 및 3D 모델.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독립적인 분리를 위해 그림 3-2-112과 같이 조작기와 벽면
이동장치 사이의 연결부에 커넥터를 설치하였다. 마스터 서보조작기에 설치된 7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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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모터의 파워 및 신호 케이블은 표 3-2-24와 같은 커넥터를 통해 조작기 몸체 상
부의 인터페이스에서 연결 또는 분리된다. 또한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및 조작기
회전부의 15축 서보모터 및 엔코더 케이블은 8개의 케이블로 모아져 Y축 케이블
베어로 연결되며, Y축 케이블 베어에 설치된 케이블은 X축 케이블 베어를 거쳐 통
합 제어반의 서보모터 드라이버로 연결된다. Y축 케이블 베어와 X축 케이블 베어
사이에는 HDD connector를 설치하여 케이블 설치시 또는 케이블 베어 유지보수시
편의성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마스터 X-Y 천정이동장치의 각 구동축은 리밋 스위치
에 의해서 동작이 제한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그림 3-2-112. 마스터 서보조작기 커넥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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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벽면이동 마스터 서보조작기 시스템 커넥터 사양
용도
model
허용 전류 핀 배열
비고
motor

SRC6A21-16S

power

SRC2A21-16P

motor

SRC6A21-26S

signal

SRC2A21-26P

power

signal

H-DD 72 SCM
H-DD 72 BCM

H-DD 108 SCM
H-DD 108 BCM

5A

5A/10A

10A

10A

나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개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는 그림 3-2-113과 같이 PRIDE 시설
의 아르곤셀 내부에서 운용되며, 크레인과 같이 레일위에 설치된 거더 및 트롤리의
X 및 Y 방향 운동을 갖으며, 추가로 5단의 텔레스코픽 튜브셋(telescoping tubeset)의
Z 방향 운동을 통해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셀 내부 공간상의 임의 위치로 이동시
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각 팔에 설치된 7축 서보모터의 파워 및 신호 케이
블은 표 3-2-25와 같은 push-pull 형태의 커넥터(LEMO, FAG/EEG 5B, non-latching)를
통해 조작기 몸체 상부의 인터페이스에서 연결 또는 분리된다. 서보조작기를 천정
이동장치에 부착하는 경우 그림 3-2-85와 같은 별도의 수직 리프트 장치가 사용되
며, 분리시에는 조작기의 중력방향 하중을 이용하여 기계식 조작기의 단순한 동작
만으로도 원격으로 장탈착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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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3.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구성.
표 3-2-25. 천정이동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스템 커넥터 사양
용도
model
허용 전류 핀 배열
비고
motor

FAG.5B.330.CYC

power

EEG.5B.330.CYM

motor

FAG.5B.350.CYC

signal

EEG.5B.350.CYM

8A

6A

양팔 슬레이브 조작기의 서보모터 및 5대의 카메라 케이블은 총 6개의 케이블(서
보조작기 파워 2EA, 서보조작기 신호 2EA, 3D 카메라 파워 및 신호 1EA, 2D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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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워 및 신호 1EA)로 모아져 케이블 관리 시스템을 거쳐 Y축 케이블 베어로 연
결되는데, 이 연결부(트롤리 박스에 고정됨)에 HDD Y connector를 사용함으로써 트
롤리 박스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 HDD Y connector로부터 연장되어
Y축 케이블 베어에 설치된 케이블은 HDD X connector에서 다시 분리/결합될 수 있
으며, X축 케이블베어를 거친 후 커넥터 연결부에서의 아르곤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Feed-through를 거쳐 통합 제어반의 서보 드라이버 및 카메라 컨트롤러로 연결된다.
슬레이브 X-Y-Z 천정이동장치는 Jog 구동 방식으로 속도 모드로 운전되며, 4가지
의 미리 설정된 속도로 다단 운전이 가능하다. 구동 모터의 정회전 및 역회전은
Manual console 및 Pendant의 push button으로 구동되며, 속도 설정은 Manual console
및 Pendant에 설치된 4단 selector switch를 사용하여 조절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슬레이브 X-Y-Z 천정이동장치의 각 축은 구동 모터의 고장시를 대비하여 여유분
의 구동 모터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으며, 클러치 제어를 통해 비상시에 여유 모터
를 구동시켜 유지보수 위치로 천정이동장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림 3-2-114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였다. 또한 슬레이브 X-Y-Z 천정이동장치의 각 구동축은 리밋
스위치에 의해서 동작이 제한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배선하였다.

그림 3-2-114.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이중화 개념도.
체인 호이스트
호이스트는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와의 협조작업 또는 500 kg 이내의 장
치의 이송에 사용하고자 천정이동장치의 거더 측면에 설치된다. 선정된 호이스트는
모노 레일(mono-rail) 이동형 체인 호이스트로 CM10050DL(H:5m) 모델을 선정하었
다. 호이스트 체인의 최대 견인 속도는 분당 10 m로 저속과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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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제어기의 구성은 크게 제어반 분리형과 제어반 일체형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제어반 분리형은 호이스트 제어반을 외부에 설치하고 전원선, 제어선, 브레이
크선, 리밋 스위치 선 등 모든 전기 케이블들을 제어반에서 호이스트까지 직접 연
결하는 방식이다. 총 39 가닥(전원선 16, 팬던트 제어선 15, 브레이크선 4, 리밋 스
위치선 4)의 전선을 제어반에서 호이스트까지 연결해야 한다. 반면에 제어반 일체형
은 전원선(4선), 팬던트 제어선(15선)만 연결하면 되며, 브레이크 및 리밋 스위치는
일체형 제어반 내에서 처리가 되므로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 케이블 구성을
단순화하기 위해 호이스트와 제어반 일체형 모델을 적용하였다.
제어용 팬던트는 그림 3-2-115 (b)와 같이 6 POINT push button controller를 적용하
였다. Horn, E.S.B, up/down, east/west 등 6가지 버튼으로 구성되며 SISO 방식의 버
튼 스위치를 사용하여 기계적인 interlock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인터페이
스의 편이성을 위해 제공되는 팬던트 대신에 별도의 팬던트를 제작하여 호이스트를
제어한다. 이에 따라 기계적인 방식 대신에 릴레이를 사용한 전기적인 방식으로
interlock을 구성하였다.

(a)

호이스트

(b)

그림 3-2-115. 모노레일 호이스트.

제어용 팬던트

나. 원격 제어시스템 하드웨어
(1) 주 제어반
(가) 구성 개요
원격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하드웨어는 그림 3-2-116과 같이 PC 기반
- 256 -

의 모션 컨트롤 보드와 서보 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된다. 양방향 힘반영 제어
(bilateral force reflection control)가 필요한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는
토크지령 모드로 제어된다. 반면에 마스터 이송장치, 슬레이브 이송장치 및 호이스
트는 PC와의 연계성을 없앰으로써 전원 공급 즉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속도 모드로
제어되며, PLC를 사용하여 다단 운전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었다.
관절 회전각을 측정하기 위해 마스터 서보조작기는 엔코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에는 레졸버가 장착된 서보모터를 사용하였다. 서보조작기 및 천정이동장치의 각
축은 기구적 스토퍼와 함께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여 과도한 동작을 방지한다.

그림 3-2-116.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구성도.
원격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의 주 제어반(main control rack)은 그림 3-2-117과 같
이 설계 및 제작되었다. 주 제어반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전원공급장치, 노이즈 필
터, 35축 서보 드라이버, 릴레이 모듈, I/O 모듈, 제어용 PC, Pan/Tilt 제어기, 스위치
패널, 카메라 제어기 및 데이터 수집 장치 등을 포함한다. 조작자의 작업성 및 이동
의 편리성을 위해 스탠드형과 데스크형이 연결된 형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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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 제어반 정면도(2D)

(c)

주 제어반 3D 모델

(b)

(d)

주 제어반 측면도(2D)

주 제어반 제작/배선 모습

그림 3-2-117. 주 제어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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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원 공급 모듈
전원 공급 순서는 시스템의 안전을 고려하여 그림 3-2-118과 같이 순차
적으로 동작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주 제어반 후면의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MCCB), ABS203B 125A)를 켜면 장치 전면의 전원 스위치를 작
동시킬 수 있다. 전원 공급 모듈은 3가지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1) 주전원(main
power) 공급 모듈, 2) 제어기 전원 공급 모듈, 3) 모터 드라이버 전원 공급 모듈. 최
상위 모듈인 주전원이 공급 되어야 제어기와 모터 드라이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
으며, 제어기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만 모터 드라이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반대
로 모터 드라이버 전원을 끄지 않으면, 이의 상위 모듈인 제어기 전원을 끌 수 없
다. 만약 제어시스템이 동작하는 상태에서 메인 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면
마스터-슬레이브 원격 운전중인 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이상동
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이다. 그림 3-2-119는 주 제어반에
전원 공급모듈이 설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 )

그림 3-2-118. 주 제어반 전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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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9. 주 제어반 전원 회로.
그림 3-2-120은 주 제어반의 전원 공급 스위치 패널을 보여주는데, 그림 3-2-121과
같은 릴레이 회로를 통해 전원 공급 및 차단 시퀀스 동작이 구현되었다. MAIN ON
스위치를 누르면 MC1이 동작하게 되고, 그림 3-2-118의 회로와 같이 3상 전원이 하
위 모듈에 연결된다. PC ON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 R1이 동작하게 되고, 이 경우에
만 BDSM ON 스위치가 유효하다. BDSM ON 스위치가 눌리면 릴레이 R2가 동작하
게 되어 서보 모터 드라이버에 전원이 공급된다. 이때 R2는 PC ON 스위치를 동시
에 차단시켜 BDSM OFF 이전에 PC OFF가 되지 않는다. 테스트 결과 전원 공급 및
차단 시퀀스 동작이 이상 없이 작동하였다.

그림 3-2-120. 주 제어반 전원 공급 스위치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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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1. 주 제어반 전원 회로.
카메라 시스템
(가) 시스템 구축 사례
ORNL은 고준위 방사선 구역인 SNS(Spallation Neutron Source) 중성자
조사실의 유지보수를 위해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5년 설
치 완료하고 현재 실증 중에 있다 . 차폐창(shielded window)을 통한 직접적인 시각
은 제한적이므로, SNS target facility 핫셀 내부에는 그림 3-2-122와 같은 다수의 카
메라 시스템들이 배치되었다. 설치된 카메라 시스템은 다음의 4가지 역할로 분류된
다 .
(2)

[53]

[54]

- Facility wall-mounted cameras and lights
- Bridge-mounted cameras and lights
- SM-mounted cameras and lights
- MSM workstation cameras and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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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2. SNS Target Facility 카메라 시스템 배치.
핫셀 전체 시야 확보용 카메라들은 최대한의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pan-tilt-zoom
기능을 갖고 있으며, 셀 내 주요 위치에 설치되었다. 벽부착 카메라들은 브릿지 크
레인과 서보조작기 이동장치 브릿지의 이동 제어를 위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 카메
라들은 서보조작기로 유지보수 할 수 있으면서 가능한 높은 위치에 설치되었다. 브
릿지 설치(bridge-mounted) 카메라들은 크레인 후크와 서보조작기 이동장치의 제어를
위한 시야를 제공하며, 또한 서보조작기 운전자를 위한 보조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서보조작기 작업 시각은 그림 3-2-123과 같이 서보조작기에 부착된 3대의 카메라들
로부터 제공된다. 2대의 카메라는 양팔 서보조작기 암(arm) 상부에, 1대는 2개 암
중앙 하부에 설치되었으며, 각 카메라에는 75W의 halogen light가 설치되었다. 이 카
메라는 서보조작기 운전자에게 주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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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3. SNS 원격취급용 서보조작기 및 카메라

[53]

.

원격 취급 작업에서 가장 강력한 툴은 작업자로, 카메라 시스템들로부터의 시각
이미지들은 작업자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어실은 21대의 비디오 디
스플레이로 구성되며, video matrix는 임의의 19개 비디오 라인들로부터 원하는 디스
플레이장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비디오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쳐 및 구
성은 그림 3-2-124과 같다.

그림 3-2-124. 핫셀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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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메라 시스템 구성 및 특징
원격조작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시각인지성은 효율적인 원격작업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PRIDE 시설 아르곤 셀 내부에 설치된 다수의 Pyro 공정장
치들에 대한 작업 영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그림 3-2-125와 같이 2D 카메
라 4대와 3D 카메라 1대로 시각시스템을 구성 배치하였다. 천정이송장치의 이동에
따라 시설 내부의 전체 공간에 대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거더(girder) 양쪽 끝
에 2D 카메라를 1대씩 설치하였다. 또한 조작기 작업영상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설치된 프레임 양단에 2D 카메라를 1대씩 장
착하였으며, 중앙부에 3D 카메라를 장착하였다.
( ) PRIDE

그림 3-2-125. PRIDE 시설 아르곤 셀 내부 카메라 배치.
카메라 영상들에 대한 디스플레이, pan/tilt 및 영상 제어를 위해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원격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D 카메라와 3D 카메라가 혼합된 시스템 구성
∙2D 카메라 4대의 영상은 LCD 모니터 1대에 선택적으로 분할영상 또는 독립영
상으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별도로 제작된 카메라 컨트롤러의 통신 명령을 통해 모든 카메라의 pan/til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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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어가 가능하다.
∙3D 카메라 영상은 입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영상을 입체로 볼 수 있다.
∙3D 카메라 제어기는 Focus 제어, Convergence 제어, 영상 Format Controller 부분
과 Pan/Tilt부분으로 나뉘어 개별 Control 된다.
다 카메라 시스템
3D 카메라 시스템은 3D camera, scan doubler, control board, power
supply, shutter glasses 등의 요소 부품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3-2-26과 같으며, 3D 카메라의 기술 사양은 표 3-2-27과 같다.
( )

표 3-2-26. 3D 카메라 시스템 구성 요소 및 특징
구성 요소
특징
Human like 한 수평 이동 축 양안 입체 카메라 방식을
채택한 소형 입체 카메라로 수동 및 전동 주 시각 제어
3D Camera
기능을 지니고 있어 자연스러운 입체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입체 영상을 이용한 경우 2D 평면 영상에 비해
3배 ～ 7배 정도의 원격 작업 효율이 높아짐
NTSC to VGA 출력으로 60Hz 입력 120Hz의 영상출력으
Scan doubler
로 입체를 편안히 볼 수 있음
장거리 원격제어 방식으로 nOOn Camera의 주 시각 및
Control B/D
초점 제어를 수행
Power supply

Shutter glasses

카메라 전원(12 VDC) 공급

시차가 있는 좌우 화상을 순차적으로 번갈아 전환하여
양안에 제시하고 이것과 동기 시켜서 개폐하는 셔터안경
을 사용해서 입체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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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7. 3D 카메라 시스템 구성별 SPEC
2D / 3D

Selectable

Stereo scheme

Lens Horizontal Moving Axis(LHMA, V3i patent)

Focus / Convergence

Remote Control / Manual Control

Sensor Lens

1/3 Dual CCD Dual Fixed Lens

Lens Space

28mm

Viewing Distance

28mm : 10cm~8m

Signal Standard

NTSC

Video output

Stereo out: Field Sequence, Top and Bottom, Side by
side

Picture elements

720 (H) X 480 (V) X 2 / 30fps

Connectivity

RS232, RS485

카메라 시스템은 주시각 제어, 초점 제어, 영상 출력모드 전환이 가능하며, 수
동 및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① 주시각 제어
- 주 시각 제어(감소/증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멈추는 방식으로 동작이 됨.
- 주 시각 감소 버튼은 근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고자 할 때 사용
- 주 시각 증가 버튼은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고자 할 때 사용
3D

② 초점 수동 제어
- 초점 제어(감소/증가)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하고 버
튼을 누르지 않으면 멈추는 방식으로 동작이 됨.
- 영상출력의 초점이 잘 맞지 않을 경우에 초점 증가 또는 초점 감소 버튼을
사용하여 초점 제어를 수행
③ 영상 출력모드 변경
- 영상 출력 모드는 표 3-2-28과 같이 5가지 모드로 구성되며, 이의 전환은 정
방향과 역 방향 2종류의 모드 전환 버튼을 눌러 1단계씩 순차적으로 전환
함.
- 266 -

정 방향 전환버튼은 영상출력 모드 1 -> 5 방향으로 전환되고, 역방향 전환
버튼은 5 -> 1 방향으로 전환됨.
- 영상출력 모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Mode 1 (Field Sequence Stereo)으로 자동
설정됨
-

표 3-2-28. 영상 출력 모드
Mode 1

Field sequence stereo (Default)

Mode 2

Interlace stereo

Mode 3

Side by side stereo

Mode 4

Left camera monitoring out (2D)

Mode 5

Right camera monitoring out (2D)

카메라는 그림 3-2-126과 같이 다양한 방향의 시각정보를 얻기 위해 상용의
pan-tilt 장치에 부착된다. Pan-tilt 장치는 좌우 340°, 상하 ±60° 범위로 움직일 수 있
으며, 초당 1°의 회전이 가능하다. 카메라의 제어는 약 1.2 km의 통신 거리를 지원
하고 N:N 통신이 가능한 RS-485 통신을 통해 원격으로 수행된다.
3D

그림 3-2-126. Pan-tilt 장치에 부착된 3D 카메라.
카메라 시스템은 총 4대의 pan-tilt-zoom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 제어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카메라는 그림 3-2-125와 같이 천정이동장치의 거더 양쪽 끝단에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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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몸체 상부에 2대를 설치하였다.
제어는 그림 3-2-127과 같이 매뉴얼 콘솔에 설치된 버튼들을 눌러 수행하게 된다.
3D 카메라의 경우 pan/tilt, focus, convergence, mode 설정 등을 제어할 수 있다. 2D
카메라의 경우 4대의 카메라를 최소의 버튼으로 제어하기 위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카메라는 버튼 4개를 눌러 선택하며, 선택된 카메라에 대해 pan/tilt/zoom 제
어를 수행할 수 있다. 카메라 선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카메라는 초기위치(home
position)로 이동한다. 또한 4개의 카메라 영상을 하나의 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
해 2개의 제어 버튼을 사용한다. "MULTI"란 버튼을 누르면 4대의 카메라 영상이
분할 영상으로 디스플레이 되며, "CH1-4"란 버튼을 누르면 누를 때마다 순환적으로
카메라 1번부터 4번까지 독립영상을 디스플레이 시킨다.
2

그림 3-2-127. 카메라 제어 버튼.
그림 3-2-128은 전체 카메라 제어시스템의 구성을 보이며, 그림 3-2-129는 카메라
제어콘솔 회로도를 나타낸다. 2D 카메라 4대의 영상은 LCD 모니터 1대에 분할영상
또는 독립영상으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영상분할기를 사용하였다. 별도로 설
계/제작된 카메라 컨트롤러는 통신 명령을 통해 모든 pan/tilt 및 영상 제어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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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8. 카메라 시스템 제어회로 구성도.

그림 3-2-129. 카메라 제어 콘솔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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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콘솔 및 팬던트
그림 3-2-130은 마스터 및 슬레이브 이송장치, 호이스트 및 5대의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해 설계된 매뉴얼 콘솔(manual console)과 소형 팬던트(pendant)의 외형의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의 주요 기능들을 수행한다.
∙서보조작기 및 이송장치의 운전/이상 상태를 표시한다.
∙마스터 이송장치 2축, 슬레이브 이송장치 3축, 마스터 및 슬레이브 조작기 몸체
부 회전 각 1축, 호이스트 2축에 대한 속도모드 Jog 운전한다.
∙서보조작기의 제어 모드(위치제어, 힘반영 제어)를 설정한다. 위치제어 모드에서
는 슬레이브가 마스터의 동작을 추종하며, 조작자에게 힘반영을 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힘반영 제어시 힘반영 비를 선택할 수 있어 작업자의 느끼는 작업력
과 피로를 조절할 수 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모션 비율(motion ratio)를 0.5 - 2배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 작업 또는 섬세한 작업이 모두 가능하다.
∙카메라 5대에 대한 영상제어, pan/tilt 제어, 디스플레이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슬레이브가 취급하는 추가적인 공구에 대한 동작 제어스위치.
∙매뉴얼 콘솔의 동작 가능 및 해제, 시스템 비상정지 기능.
(3)

그림 3-2-130. Manual console 및 pendant 설계 모델.
(4)

원격 디스플레이 시스템
이동식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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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3-2-131

2D

및

3D

모니터,

이 내장된 카메라 제어기, manual console 및 pendant로 구성되며 이동식
카트 위에 설치하여 마스터 조작기의 이동에 따라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
다. 또한 운전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원 및 신호선을 쉽게 탈부착 할 수 있도록 커
넥션 처리하여 이동성을 향상시켰다. 3D 모니터는 작업자가 편안히 볼 수 있는 각
도로 경사지게 배치하였으며, 2D 및 3D 모니터의 높이는 조절이 가능하다. 카메라
의 영상신호는 주로 이동형 모니터링 장치에 장착되는 LCD 모니터에 입력이 되지
만, 경우에 따라 LCD 모니터가 아닌 빔 프로젝터와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와
도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PCL system

그림 3-2-131. 원격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성도.
케이블 및 케이블베어 시스템
PRIDE 시설과 같이 완전한 기밀이 유지되어야하는 셀 내부에 설치된 서보
구동부는 제어시스템 전체가 셀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전원선과 통신선만을 밀폐된
공간 내부로 연결하면 되므로, 케이블 배선이 아주 단순화된다. 하지만, PRIDE 시설
에서는 서보 구동부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이를 원격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한
툴이 마땅치 않으며, 설치 공간이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제어시스템은 외부의 운
전 구역에 설치하고, 케이블 배선을 통해 서보 시스템을 구동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서보모터에는 전원케이블과 신호케이블이 일정 길이 연결되어 있고,
그 끝단에 커넥터가 부착된다.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경우 한 팔당 7개의 모
터가 장착되며, 추가로 몸체 회전 및 천정이송을 위한 X-Y-Z 3축의 모터가 장착된
다. 천정 이송장치 구동부는 고장발생시 유지보수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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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서보모터의 수는 2배가 된다. 이러한 Argon-cell 내부에 설
치되는 총 21축의 서보모터를 사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케이블을 사용
하는 경우 파워 및 신호선을 합쳐 40가닥 이상의 케이블이 필요하며, 구동부 전달
동력 제어를 위한 클러치, 리밋 스위치, 카메라 파워 및 제어부, 호이스트 구동부
등의 케이블이 추가되는 경우 케이블 수가 더욱 증가한다. 케이블 수량이 증가할수
록 케이블베어 시스템이 과도하게 커지게 되며, 커넥터 처리시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능별로 그룹을 지어 케이블을 설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케이블은 상시 허용전류, 전압강하, 곡률반경, 기계적 강도, 화학적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케이블 형상은 그림 3-2-132와 같다. 서보 구동부 전
원선은 AWG 19, 신호선은 AWG 24로 설계하였으며, 절연은 TPE(Thermoplastic
Elastomers),
바인더(binder)는 폴리에스테르, 외피(out jacket)는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재질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신호
선의 경우에는 트위스트 페어(twisted pairs)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노이즈에 강하도
록 하였다.
3D 카메라 및 2D 카메라 케이블은 각각 그림 3-2-132 (c)와 (d)의 2종류로 설계하
였다. 3D 카메라는 영상신호 전달을 위해 75Ω coaxial cable, 카메라 전원선(1 twisted
pair, 0.34SQ), pan-tilt 제어선(4 twisted pairs, 0.34SQ)로 구성하였다. 2D 카메라는 하
나의 케이블로 카메라 2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설계/제작하였다.
영상신호 전달을 위해 2개의 75Ω coaxial cable, 카메라 전원선(2 twisted pairs,
0.34SQ), 통신선(2 twisted pairs, 0.34SQ)로 구성하였다.

그림 3-2-132. 케이블 설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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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이동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전체 시스템의 소비전력은 정격운전시 약 13 kW
가 필요하다. 서보조작기의 모든 축들이 동시에 정격 이상으로 움직일 빈도는 적지
만 제어용 PC, 모션 컨트롤 보드, PLC, 카메라, 영상 분할기, 모니터, 카메라 제어기
등의 추가 전원 및 전력 여유치를 고려하여 시스템 공급 전력은 20 kW 용량으로
적용하였다. 천정이동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케이블을 구성하는 개별
적인 전선들이 feed-through를 거쳐 운전지역의 제어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상에서 설계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슬레이브 천정이동장치,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마스터 벽면 이동장치, 호이스트,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구성되
는 전체 시스템의 전원 및 신호 케이블의 배선도는 그림 3-2-133과 같다.

그림 3-2-133. 제어시스템 파워 및 센서 신호 흐름도.
케이블베어는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구동부로부터 연장된 케이블을 보호
하면서 장치의 이송에 따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 알르곤 셀의
내외부의 길이는 40.3 m로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장거리형 케이블베어를 선정하
였다. 선정된 케이블베어는 롤러베어링 방식으로 가이드 함으로써 마찰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이동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마찰면의 최소화로 분진 및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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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형 케이블베어는 그림 3-2-134와 같이 3가지 형태의 패널이 결합되어 구성
된다. A-type 패널은 케이블 체인이 상하부에 모두 닿는 구간이며, B-type 패널은 고
정 브라켓(FEB)를 설치하는 구간이며, C-type 패널은 케이블 체인이 레일판 위에 얹
어져 상부에만 위치하는 구간이다. 고정부(fixing point)와 이동부(moving point)의 끝
단에는 tie-wrap을 설치하여 전선을 고정한다.

그림 3-2-134. 장거리형 케이블베어.
케이블베어는 표 3-2-29와 같이 구성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및 조
작기 부착 카메라 케이블을 보호하고 천정이동장치와 함께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케이블 체인은 곡률반경이 가장 큰 슬레이브 신호선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케
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5배로 제작되었으므로 케이블 체인의 곡률반경은
케이블의 곡률반경 이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계된 케이블 체인의 곡률
반경은 110 mm로, 그림 3-2-135와 같이 외경이 큰 전선을 바깥쪽에 외경이 작은 전
선은 안쪽에 배치하였다.
Slav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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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직경 (mm)

표 3-2-29. Slave Y cableveyor cable list
무게 (kg/m)
구성
수량

비고

1

18.1

0.589

0.75 SQ, 48 cores

3

slave power

2

19.2

0.492

0.34 SQ, 24 tw.pairs

3

slave signal

3

9.8

0.117

1 coax, 5 tw.pairs

1

3D camera

4

11.1

0.134

2 coax, 4 tw.pairs

1

2D camera

케이블베어는 표 3-2-30에 정리된 것과 같이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3D 카메라 1대, 2D 카메라 4대, 호이스트의 전원 및 신호 케이블을 보호하고 천정
이동장치 브릿지와 함께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lave X 케이블 베어의 이동구
간은 약 40 m로 장거리형 체인을 사용한다. 케이블 체인은 곡률반경이 가장 큰 슬
레이브 신호선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설계된 케이블 체인의 곡률반경은 110 mm
로, 그림 3-2-136과 같이 외경이 큰 전선을 바깥쪽에 외경이 작은 전선은 안쪽에 배
치하였다.
Slave X

순번 직경 (mm)

표 3-2-30. Slave X cableveyor cable list
무게 (kg/m)
구성
수량

비고

1

18.1

0.589

0.75 SQ, 48 cores

3

slave power

2

19.2

0.492

0.34 SQ, 24 tw.pairs

3

slave signal

3

9.8

0.117

1 coax, 5 tw.pairs

1

3D camera

4

11.1

0.134

2 coax, 4 tw.pairs

2

2D camera

5

9.3

0.169

2 SQ, 4 cores

1

hoist power

6

11.2

0.240

0.75 SQ, 15 cores

1

hoist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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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5. Slave Y Cableveyor.

그림 3-2-136. Slave X Cableveyor.

케이블베어는 표 3-2-31과 같이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매뉴얼 콘솔,
카메라 영상 케이블을 보호하고 마스터 벽면 이송장치의 전후 방향 250 mm의 이동
시 케이블을 보호하고 벽면 이송장치와 함께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케이블 체
인은 곡률반경이 가장 큰 마스터 신호선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설계된 케이블 체
인은 그림 3-2-137과 같으며, 곡률반경은 90 mm로 설계하였다.
Master Y

순번 직경 (mm)

표 3-2-31. Master Y cableveyor cable list
무게 (kg/m)
구성
수량

비고

1

12.5

0.240

0.75 SQ, 15 cores

4

master power

2

14.8

0.304

0.3 SQ, 24 tw.pairs

3

master signal

3

5

0.1

1 coaxial

1

DVR-monitor

케이블베어는 표 3-2-32와 같이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벽면 이송장
치, 매뉴얼 콘솔, 카메라 영상 케이블을 보호하고 마스터 벽면 이송장치와 함께 좌
우로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Master X 케이블 베어의 좌우 이동구간은 약 40 m
로 장거리형 체인을 사용하였다. 케이블 체인의 곡률반경은 90 mm가 되도록 그림
3-2-138과 같이 설계하였다.
Maste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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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직경 (mm)

표 3-2-32. Master X cableveyor cable list
무게 (kg/m)
구성
수량

비고

1

12.5

0.240

0.75 SQ, 15 cores

4

master power

2

14.8

0.304

0.3 SQ, 24 tw.pairs

3

master signal

3

5

0.1

1 coaxial

1

DVR-monitor

케이블 베어는 표 3-2-33과 같은 규격의 호이스트 주행 및 리프트 체인
의 견인 전원 및 제어 신호선을 보호하고 호이스트와 함께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호이스트 체인은 폭에 비해 높이가 높으므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그
림 3-2-139와 같이 구성되는 장거리형 체인을 선정하였다. 케이블 체인의 곡률반경
은 전원 케이블의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90 mm로 설계하였다.
Master Y

그림 3-2-137. Master Y Cableveyor.
순번 직경 (mm)

그림 3-2-138. Master X
Cableveyor.

표 3-2-33. Hoist Y cableveyor cable list
무게 (kg/m)
구성
수량

비고

1

9.3

0.169

2 SQ, 4 cores

1

hoist power

2

11.2

0.240

0.75 SQ, 15 cores

1

hoist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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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9. Hoist Y Cable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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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 시험 및 성능평가

가. 힘반영 제어기 설계
케이블 구동 서보조작기의 경우 힘 센서를 부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힘기준형(힘-위치) 제어기의 적용이 제한된다. 또한 링크 각도의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고 대신 모터축의 회전각도만의 측정이 가능한 점도 제어기 설계 시 고려
해야 한다. 특히 슬레이브 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여 이동에 제한을 받을 때 이 힘
을 조작자가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적분형 제어기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
약 조건을 고려하여 위치기준형(위치-위치) 양방향 힘반영 제어기를 적용하였다 .
케이블 탄성과 진동 모드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실제 조작기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본 운전시험 중에 있다.
[56]

조작기 동적 모델링
케이블 구동 서보조작기 각 관절에는 Denavit-Hartenberg의 방법에 따라 좌표
계를 설정하였으며, 각 링크가 연성된 시변 비선형계이고 조작기의 운동 속도가 크
지 않을 경우 코리올리스(Coriolis)와 원심력(centrifugal force) 항을 무시할 수 있으므
로 운동방정식은 각 링크별로 표현할 수 있다.
(1)



       


       


  

   
  
 


  

   
  
 


  

   
  
 

(3-2-19)



  

   
  
 


  

   
  
 


  

   
  
 

조작기의 관성모델은 링크가 직렬형이므로 하부 링크가 상부 조인트의 관성으로
작용하게 되며, 링크의 중력 토크는 하부링크의 무게가 상부 링크의 조인트에 불평
형 토크로 작용하게 된다.
(2)

모드해석 기반 힘반영 제어기
마스터-슬레이브 링크간 동력전달 및 운동방정식 모델에 기존의 비례-미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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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를 적용하면 폐회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3-2-20)

 



  
 
  
 


 
  


     

 
  
 



 
 

(3-2-21)

자유이동 상태라 가정하고,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동일한 기하학적, 동력학적 상사
의 경우에 Mode 해석을 수행하면 모드 형상(mode shape)이 그림 3-2-140과 같다.
기존 제어기에서 세 번째 모드와 네 번째 모드는 미분제어에 의해 감쇠 부여가 가
능하지만,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는 미분제어에 의해 감쇠 부여가 불가능하
므로 가제어성(controllability)를 부여하기 위해 그림 3-2-141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힘반영 제어기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각 링크 결합체 (마스터 링크+마스터 모터-슬
레이브 모터-슬레이브 링크)에서 구동 모터에 가해지는 제어입력은 다음과 같으며,
Feedback Control Input은 앞에서 유도한 출력되먹임 PD-제어를 적용하며, 제어기 이
득은  -제어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

Control Input = Feedback Control Input + Feedforward Control Input

(a) 1'st mode

(b) the 2'nd mode

그림 3-2-140. 모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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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1. 개발된 힘반영 제어기.
은 다음과 같이 중력에 의한 토크와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동부의 마찰보상입력의 합이며, 마찰력의 크기는 실험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각
링크에서 마스터와 슬레이브 모터에 가해지는 제어입력은 다음으로 표현된다.
Feedforward Control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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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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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힘반영 제어기 검증 시뮬레이션
조작기의 힘반영 제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조작기는 6-자유도 회전 링크
를 가지며, 각 링크의 동적 특성이 연성되어있고 비선형성을 가지는 그림 3-2-142와
같은 통합 전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에 널리 사용되
는 ADAMS와 MatLab SimuLink를 결합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ADAMS는 조작기의
운동을 시뮬레이션하고, MatLab SimuLink는 제어기를 구현하며, 두 개의 별도의 프
로그램이 연동되도록 구성하여 조작기 제어 성능을 실시간 Animation을 통해 검증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conventional output PD-control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림 3-2-143과
같이 제어가 불가능한 모드들이 존재하였으나, 동일한 초기조건에 대한 응답에서
개발된 모드해석 기반의 output PD-control을 적용한 경우 그림 3-2-144와 같이 감쇠
진동이 실현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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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2. Matlab Simulink-ADAMS Simulation Model.

그림 3-2-143. 기존 제어기 링크 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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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4. 개발된 제어기 링크 응답 특성.
개발된 output PD-control을 적용하여 0.5 Hz 사인 운동을 마스터에 입력으로 가한
경우와 스텝응답을 마스터 입력으로 하였을 때 slave link의 추종 성능을 평가한 결
과, 그림 3-2-145와 3-2-146 같이 슬레이브가 마스터 입력을 잘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된 output PD-control에서 힘반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Slave Link가 고탄성 물체에 접촉한 후 이동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Slave
Link와 Master Link의 응답위치이 그림 3-2-147과 같으며, 조작자의 손에 전달되는
힘(토오크)은 그림 3-2-148과 같다. 설정된 힘 반영비 0.1에 해당되는 힘이 정확하게
조작자에게 전달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Master 조작기 - 제어기 - 슬레이브 조작기로 구성된 통합 시뮬레이션 모
델 구축 및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새로 개발된 출력 PD-제어 방법의 성능이 기존
제어기에 비해 진동감쇠 성능, 위치 응답 특성 및 힘반영 특성에서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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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5. Slave Link의 추종 성능 (0.5Hz Master Sinusoidal Motion).

그림 3-2-146. Slave Link의 추종 성능 (Master Step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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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7. Slave Link가 고탄성 물체에 접촉시 Master와 Slave Link의 위치응답
특성.

그림 3-2-148. Slave Link가 고탄성 물체 접촉시 힘반영 토크 특성 (힘반영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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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 운전 프로그램 및 운전 시험
시뮬레이션 검증된 고감도 힘반영 제어기를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core module(DIO 모듈, 파라미터 관리 모듈, 이상 감지 모듈, 힘반영 제어 모듈 등)
을 작성하고, 전체 시스템의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객체지향형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전체 35축의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어에 필요한 연산량이 상당히 크며
OS로 선정된 Window XP가 실시간 제어 환경이 제공하지 못하므로, 그림 3-2-149과
같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높은 우선순위를 갖도록 제어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그림 3-2-149.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
원격 운전 프로그램은 그림 3-2-150에 정리된 것과 같이 시스템의 리소스를 관리
하며 조작자, 하드웨어 장치 및 내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들을 처리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본적인 파라미터 값을 관리하며 시스템의 상태를 파
악하고 제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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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힘 반영비 설정
- 엔코더(레졸버) 1회전당 발생 펄스수
- 마스터 암 구동축의 감속비
- 슬레이브 암 및 이송장치 구동축의 감속비, 최대속도 및 동작범위 설정
- 마스터 암 및 슬레이브 암의 제어 게인
-

운영 프로그램이 모니터링하고 표시하는 시스템의 상태는 모터의 정상 여부, 각
구동축의 위치 및 속도, 리미트 센서의 작동 여부, 그리고 선택된 파라미터 값이다.
모터의 상태(정상 혹은 고장)는 매뉴얼 콘솔에 부착된 LED를 통해서 표시되며 나머
지는 GUI를 통해 표시된다.
시스템 제어를 위해 운영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은 MMC 및 A/D 보드를 통해
입출력 되는 신호를 처리하고,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의 위치를 제어한다. 마스터
암의 위치 신호를 받아 슬레이브 암의 위치를 제어한다. 힘 반영을 위해서는 반대
로 슬레이브 암의 위치 신호를 받아 마스터 암의 위치를 제어하게 된다. 또한 시스
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위해 오동작 신호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처
리한다.
원격운전 프로그램의 GUI는 그림 3-2-151과 같이 config 모드, 힘반영 제어 모드,
모션 컨트롤 모드의 3개의 주요 화면으로 구성된다. Config 모드는 시스템에 필요한
여러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며, 힘반영 제어 모드는 마스터 서보조작기
의 각 관절의 위치를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각 관절이 추종하도록 제어하는데 사
용된다. 이때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의 위치 오차를 기준을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각 관절을 구동시켜 조작자에게 힘을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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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Operating Program

Parameter Setting

• To set the control parameters for
the slave arm and the master
arm

System Monitoring
• To monitor the position and
speed of the slave arm, the
master arm, and the transporter

• To set the kinematic parameters

• To show the attitude of the slave
arm by a graphic display

• To set the maximum speeds of
the slave for a jog motion and
the transporter

• To show the parameter values
which have been selected

Motion Control
• To manage the embedded
boards – MMC, A/D
• To control the slave arm for
positional tracking
• To control the master arm for
force reflection
• To treat errors for reliability

그림 3-2-150. 원격 운전 프로그램 수행 작업.

(a)

힘반영 제어부 GUI
(b) 제어 파라미터 설정 GUI
그림 3-2-151. 원격 운전 프로그램 GUI.

그림 3-2-152는 정현 입력에 대한 구동부의 추종 결과를 보이며, 그림 3-2-153은
작업자가 마스터 조작기를 조종할 때 슬레이브 조작기의 추종 결과를 보여준다. 출
력 비례-미분 제어기에 구동부 마찰을 보상하는 제어 출력을 추가함으로써 회전방
향에 관계없이 추종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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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2. 정현 입력에 대한 구동.

그림 3-2-153. 마스터지령-슬레이브 추종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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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1.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의 주 목적은 파이로 시설/공정의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개념설계 단계에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운전/유지보수
성 및 배치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파이로 시설 및 장치의 설계를
검증, 원격취급장비의 공학적 해석을 이용한 분석, 공정 데이터의 가시화 및 전산
모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함에 있다. 이러한 복잡한 기능의 모듈들을 갖는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의 구축을 위해 통합 환경의 시뮬레이터 아키텍
처를 설계하여 구성하였다. 시뮬레이터는 Pyroprocess 시설의 3차원 가상환경을 모델
링하는 모듈, 가상환경에서 작업자와 조작기를 이용한 상호작용 기반 원격작업을
분석하는 모듈을 보유하고 있다.
Pyroprocess

가. Pyroprocess 시뮬레이터 설계
(1) 시뮬레이터 아키텍쳐
(가)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디지털 목업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뮬레이터 개
념을 정립하기 위해 원격 조작(remote handling), 매니플레이터(manipulator), 햅틱
(haptic),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그리고 가시화(visualization)를 대상으로 국내외 기술
현황을 검토 분석하였다.
일본 기계 기술 연구소 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 작업을 원격
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과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웹기반 이동 매니플레이터와 6축 마스터 기구, 동화상 서버 그리
고 on-line 그래픽 시뮬레이터로 구성되었으며, 밸브 유닛에 체결된 볼트를 풀고 철
거용 손잡이를 붙잡고 밸브 뚜껑을 들어내는 일련의 해체 작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3-3-1은 원격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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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원격 마스터 운전.
일부 제조 산업에서는 가상 공학 환경에서 ROBOWORKS와 IGRIP을 이용한 시뮬
레이터 를 개발하여 PLC 프로그램을 가상으로 검증한 사례도 있다.
힘 반향 장치인 햅틱은 원격 수술과 극한 환경에서 기계 조작 및 시뮬레이션 개
발에 많이 사용하는 기술로써 현재는 각종 로봇의 조작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에서
현실감을 중폭 시킴으로써 시뮬레이션 효과를 배가시키는 침단기술이다. 최근에는
가상현실과 햅틱 기술을 융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개념설계 단계에
서 3D 모델로 가상환경을 구축한 후 공정 절차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봄으로써 목적에 부합되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공정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플랜지를 렌치 등과 같은 장비로
풀거나 조이는 원격조작의 응용 분야로 햅틱을 이용한 외과 수술 분야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Boeing 사에서는 가상환경에서 물체 간 충돌에 대한 힘 반향을 사실적으
로 느끼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kinematics, dynamics 그리고 collision detection을 처
리할 수 있는 VPS(Voxmap PointShell) 기술을 개발하였다. 현재 이 기술은 가상의
목업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지보수 작업이나
훈련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3-3-4, 3-3-5).
[58]

[59]

- 291 -

그림 3-3-2. VPS 기반 6축 햅틱 시연.

그림 3-3-3. 충돌 감지를 통한 원격 접근성 실험.
프랑스의 CEA LIST에서는 가상의 몰입 환경(immersive environment)에서 힘반향
기구인 햅틱 장치를 이용하여 기차의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간으로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를 개발하여 그림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그림 3-3-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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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유지보수 작업 시연.
나 아키텍쳐 설계
원격 취급, 햅틱 및 가상현실과 관련한 국내외 시뮬레이션 기술동향을
분석한 결과, 의료산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햅틱과 같은 장
비를 사용하여 제반 문제점 등을 진단하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원자
력 분야에서는 원격 취급성 및 조작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차별화된 원자력분야의 Pyroprocess 분석/
가시화 시뮬레이터의 아키텍쳐를 설계하였다. 시뮬레이터는 시설의 3차원 가상환경
을 모델링하는 모듈, 가상환경에서 작업자와 매니플레이트를 이용한 상호작용 기반
원격작업을 분석하는 모듈, 이산사건(discrete events)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시설/
공정 운전 분석 모듈, 그리고 시뮬레이션 분석 및 공학적 해석 결과와 공정 데이터
를 가시화하는 모듈로 구성된다(그림 3-3-5). 본 아키텍쳐는 공학규모 파이로 일괄
공정 cold 연구시설(PRIDE)뿐만 아니라 공학규모 시설(ESPF)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듈들을 추가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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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아키텍처.

힘반향 상호작용 기술
(가) 힘반향 상호작용 개요
원격 시뮬레이터의 한 모듈인 햅틱 렌더링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
용 가능한 햅틱 렌더링 API들 중 H3D, OpenHaptics, CHAI3D를 비교 분석하였다.
햅틱 렌더링 API로서 요구되는 기능은 첫째, 시뮬레이터에는 시설 모델과 다 수의
공정장치 및 유지 보수 장치의 그래픽 모델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대한 규모의 그래
픽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뮬레이터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
해서는 되도록 많은 햅틱 렌더링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뮬레
이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기능의 확장이 용이해야 한다.
기능 확장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오픈 소스 기반의 API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API를 사용하는 것이 유
리하다. 이와 같은 기준을 기반으로 3개의 API를 비교 분석한 결과 표 3-3-1과 같이
H3D를 기반으로 하고 CHAI3D의 소스를 참조하는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
으며, 발전 가능성 및 오픈 소스를 고려할 때 H3D가 적절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Device driver는 OpenHaptics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3-3-6은 햅틱 렌더링과 그래픽 랜터링과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기존의
시뮬레이터에서 사용되어 오던 그래픽 렌더링은 시각 기반의 일방적 시뮬레이터로
서 작업자가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본 원격 시뮬레이
터는 작업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여 작업 내용이 실시간으로 그래픽에 반영되며,
반응 결과를 시각 및 촉각으로 알려 주는 상호 작용 기반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
다. 그래픽 렌더링은 시설 및 공정장치/유지 보수 장치의 그래픽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Scene graph를 기준으로 그래픽을 그려 모니터에 출력하고, 햅틱 렌더링은 힘
방향 정보를 계산하여 햅틱 입력 장치로 출력하여 정보를 알려 주게 된다. 인간의
시각과 관련된 그래픽 렌더링의 경우 30Hz이상이면 충분하지만 촉각의 경우 1khz이
상의 대역폭을 가져야 인간이 차이를 감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역폭을
만족시켜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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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Haptic Rendering API 비교

특성
Hardware

Device
Driver

그래픽
API

API

구조

오픈소스
장점
단점

H3D
Sensible

장치기반

OpenHaptics
Sensible

장치기반

CHAI3D
Sensible
a

장치기반

+

Phantom Device
Driver
(
)

Phantom Device Driver Phantom Device
사용
(라이브러리
Driver 사용 (오픈
라이브러리레벨사용 사용
레벨
사용가
)
소스)
가
OpenGL

OpenGL

OpenGL

(Phantom DD +
HDAPI+HLAPI) +
X3D + H3D

Phantom DD +
HDAPI+HLAPI

CHAI3D

HDAPI+HLAPI+
X3D +H3D

HDAPI+HLAPI

CHAI3D
(

부분적 오픈소스
다양한 산업 표준
과 연계되어 발전 - 부분적 오픈 소스
하고 있음
- 부가 기능이 많음
- OpenHaptics 기반
- 상위레벨은 오픈소 - Sensable업체 의존적
스

완전 오픈소스)

-

-

완전 오픈소스

-

독자적으로 발전

핫셀은 MSM과 BTSM이 장착되게 되는데 두 조작기의 시뮬레이터 상에서의 적용
방식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는 MSM을 이용하여 원격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모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MSM을 이용하여 원격 작업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MSM과 동일한 모양의 입력 장치를 가지고 각 조인트의 정보를 읽어 들여 그래픽
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입력 장치를 MSM과 동일한 크기와 기
구 모양으로 제작하는 것은 비용과 효용성 면에서 어렵고, 실제 시뮬레이터에서 관
심 대상은 그리퍼부의 6자유도 움직임이기 때문에 6자유도의 입력을 줄 수 있는 입
력 장치면 충분하다. 현재 단계에서는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Sensible사의
Phantom입력 장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6자유도의 그리퍼 움직임이 입력 장치로부터
결정되었을 경우에 MSM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게 되느냐를 알아야 다른 기구 장치
들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퍼의 6자유도 움직임에 대하여
MSM의 각 조인트의 각도를 계산하기 위한 역기구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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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시뮬레이터의 햅틱 및 그래픽 렌더링 구성도.
나 역기구학 알고리즘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성된 MSM은 작업자가 마스터 부를 움직여서
슬레이브 부가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시뮬레이터에서의 관심 대상은 슬레이
브 부이기 때문에 입력장치의 6자유도 자세는 슬레이브 부의 그리퍼의 6자유도 자
세로 일대일로 맵핑하는 것으로 한다. 실제 핫셀에서 작업자는 그리퍼를 바라보면
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러한 맵핑이 보다 현실적이다. 그림 3-3-7은 MSM의 좌표계
정의를 보여 주고 있다. 입력장치의 6자유도는 좌표계 x6-y6-z6에 상응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표 3-3-2는 Denavit-Hartenburg 표기법에 의한 기구 해석용 파라미터이
다. 조작기의 역기구학적 알고리즘의 수학적 풀이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조인트의 변환 행렬( )을 이용하여 엔드이펙터(end effector)의 위치와 자세를
표현하면 식(3-3-1)과 같은 4x4 변환 행렬로 표현된다.
(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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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매니퓰레이터 좌표계.
표 3-3-2. MSM 기구 해석용 파라메터
θ

d

a

α

1

θ1 + 90

537.5

0

90

2

θ2 + π/2

0

32.5

-90

3

0

956.6 + d3

0

0

4

θ4

73.6

43.8

90

5

θ5

0

0

-90

6

θ6

208.2

0

0

위치 좌표와 Euler angle을 이용하여 위치와 자세를 나타내는 일반 좌표계를 식
(3-3-2)와 같이 정의하면 식(3-3-1)의 변환 행렬로부터 식(3-3-2)와 같은 형태로 구할
수 있다.
(3-3-2)

라고 하면 식(3-3-2)와의 관계

각 조인트의 일반좌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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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3-3)

와 같다. 이 식은 각 조인트의 변위에 대한 엔드이펙터의 위치와 자세를 나타내는
식인데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X에 대하여 q를 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해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조인트 위치에서의 선형화를 이용하여 근사적인
해를 구할 수 있다. 선형화를 위하여 식(3-3-2)의 미소 변위를 가정하면 식(3-3-4)와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조작기 Jacobian 행렬이다.
(3-3-4)

과 같은 6자유도 조작기의 경우에는 singular 위치가 아닌 곳에서는   는
nonsingular 6x6행렬이 되기 때문에 식(3-3-5)와 같이 조인트의 미소 변위를 구할 수
있다.
BTSM

(3-3-5)

여기에서   는 조작기 pseudo-inverse 행렬이다. 위 식은 조작기가 redundant 조
작기일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때에는 pseudo-inverse의 특성에 의하여 주어진
엔드이펙터의 미소 변위를 만족하기 위한 최소의 미소 조인트 각도를 나타내게 된
다. 일반적으로 조작기 Jacobian 행렬은 Euler angle의 미소 변위 값이 아니라 직교좌
표계에서의 미소 변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식(3-3-5)의 좌/우변 항은 다음과 같
은 일반좌표의 미소 변위 값을 가진다.


(3-3-6)

여기에서    는 기준 Cartesian 좌표계에서 미소 회전 각도이다. Euler angle의
미소 변위와 Cartesian 좌표계에서 미소 회전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3-3-7)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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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며, 식(3-3-5)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에서의 Euler angle값과 요구되는 미소 변위 값
을 구하여 현재의 조인트 값에 더하면 조인트 좌표계에서의 궤적을 구할 수 있다.
MAPLE을 이용하여  행렬과 조작기의 역기구학 해석하기 위한 Jacobian 행렬을
구한 해는 그림 3-3-8과 그림 3-3-9와 같다. 표 3-3-2와 같은 Denavit-Hartenburg 파라
미터만 정의하면 임의의 직렬 조작기의 변환 행렬과 Jacobian 행렬을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코드를 MAPL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하였다. 그리고 MAPLE 코
드의 결과를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C++언어 형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Visual Studio 2005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계산 라이브러리는 GNU
Scientific Library(GSL)를 사용하였다. GSL은 Fortran으로 작성된 BLAS (Basic Linear
Algebra Subprograms) 라이브러리를 C++에서 사용할 수 있게 포팅 해 놓은 라이브
러리이다. 입력 장치로 선정된 햅틱 장비의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과 순방향 기
구학(forward kinematics)의 프로그램을 첨부 2에 수록하였다.


T(1,1) = cos(Q(6)) * cos(Q(2)) * cos(Q(4)) * cos(Q(5)) - cos(Q(6)) * sin(Q(5)) * sin(Q(2)) - cos(Q(2)) * sin(Q(4)) * sin(Q(6));
T(1,2) = -sin(Q(6)) * cos(Q(2)) * cos(Q(4)) * cos(Q(5)) + sin(Q(6)) * sin(Q(5)) * sin(Q(2)) - cos(Q(2)) * sin(Q(4)) * cos(Q(6));
T(1,3) = -cos(Q(2)) * cos(Q(4)) * sin(Q(5)) - sin(Q(2)) * cos(Q(5));
T(1,4) = -0.20822000000 * cos(Q(2)) * cos(Q(4)) * sin(Q(5)) - 0.20822000000 * sin(Q(2)) * cos(Q(5)) + 0.4380000000e-1 * cos(Q(2)) *
cos(Q(4)) - 0.1030200000e1 * sin(Q(2)) + 0.53750000000 - 1 * sin(Q(2)) * Q(3) + 0.3250000000e-1 * cos(Q(2));
T(2,1) = cos(Q(6)) * cos(Q(5)) * sin(Q(1)) * sin(Q(2)) * cos(Q(4)) - cos(Q(6)) * cos(Q(5)) * cos(Q(1)) * sin(Q(4)) + cos(Q(6)) * sin(Q(1)) *
cos(Q(2)) * sin(Q(5)) - sin(Q(6)) * sin(Q(1)) * sin(Q(2)) * sin(Q(4)) - sin(Q(6)) * cos(Q(1)) * cos(Q(4));
T(2,2) = -sin(Q(6)) * cos(Q(5)) * sin(Q(1)) * sin(Q(2)) * cos(Q(4)) + sin(Q(6)) * cos(Q(5)) * cos(Q(1)) * sin(Q(4)) - sin(Q(6)) * sin(Q(1)) *
cos(Q(2)) * sin(Q(5)) - cos(Q(6)) * sin(Q(1)) * sin(Q(2)) * sin(Q(4)) - cos(Q(6)) * cos(Q(1)) * cos(Q(4));
T(2,3) = -sin(Q(5)) * sin(Q(1)) * sin(Q(2)) * cos(Q(4)) + sin(Q(5)) * cos(Q(1)) * sin(Q(4)) + sin(Q(1)) * cos(Q(2)) * cos(Q(5));
T(2,4) = -0.20822000000 * sin(Q(5)) * sin(Q(1)) * sin(Q(2)) * cos(Q(4)) + 0.20822000000 * sin(Q(5)) * cos(Q(1)) * sin(Q(4)) +
0.20822000000 * sin(Q(1)) * cos(Q(2)) * cos(Q(5)) + 0.4380000000e-1 * sin(Q(1)) * sin(Q(2)) * cos(Q(4)) - 0.4380000000e-1 * cos(Q(1))
* sin(Q(4)) + 0.1030200000e1 * sin(Q(1)) * cos(Q(2)) + sin(Q(1)) * cos(Q(2)) * Q(3) + 0.3250000000e-1 * sin(Q(1)) * sin(Q(2));
T(3,1) = -cos(Q(6)) * cos(Q(5)) * cos(Q(1)) * sin(Q(2)) * cos(Q(4)) - cos(Q(6)) * cos(Q(5)) * sin(Q(1)) * sin(Q(4)) - cos(Q(6)) * cos(Q(1))
* cos(Q(2)) * sin(Q(5)) + sin(Q(6)) * cos(Q(1)) * sin(Q(2)) * sin(Q(4)) - sin(Q(6)) * sin(Q(1)) * cos(Q(4));
T(3,2) = sin(Q(6)) * cos(Q(5)) * cos(Q(1)) * sin(Q(2)) * cos(Q(4)) + sin(Q(6)) * cos(Q(5)) * sin(Q(1)) * sin(Q(4)) + sin(Q(6)) * cos(Q(1)) *
cos(Q(2)) * sin(Q(5)) + cos(Q(6)) * cos(Q(1)) * sin(Q(2)) * sin(Q(4)) - cos(Q(6)) * sin(Q(1)) * cos(Q(4));
T(3,3) = sin(Q(5)) * cos(Q(1)) * sin(Q(2)) * cos(Q(4)) + sin(Q(5)) * sin(Q(1)) * sin(Q(4)) - cos(Q(1)) * cos(Q(2)) * cos(Q(5));
T(3,4) = 0.20822000000 * sin(Q(5)) * cos(Q(1)) * sin(Q(2)) * cos(Q(4)) + 0.20822000000 * sin(Q(5)) * sin(Q(1)) * sin(Q(4)) 0.20822000000 * cos(Q(1)) * cos(Q(2)) * cos(Q(5)) - 0.4380000000e-1 * cos(Q(1)) * sin(Q(2)) * cos(Q(4)) - 0.4380000000e-1 * sin(Q(1))
* sin(Q(4)) - 0.1030200000e1 * cos(Q(1)) * cos(Q(2)) - 1 * cos(Q(1)) * cos(Q(2)) * Q(3) - 0.3250000000e-1 * cos(Q(1)) * sin(Q(2));
T(4,1) = 0;
T(4,2) = 0;
T(4,3) = 0;
T(4,4) = 1;

그림 3-3-8. 변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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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1) = 0;
J(1,2) = 0.20822000000 * sin(Q(5)) * sin(Q(2)) * cos(Q(4)) - 0.20822000000 * cos(Q(2)) * cos(Q(5)) - 0.4380000000e-1 * sin(Q(2)) *
cos(Q(4)) - 0.1030200000e1 * cos(Q(2)) - 1 * cos(Q(2)) * Q(3) - 0.3250000000e-1 * sin(Q(2));
J(1,3) = -sin(Q(2));
J(1,4) = 0.2000000000e-4 * cos(Q(2)) * sin(Q(4)) * (0.10411e5 * sin(Q(5)) - 0.2190e4);
J(1,5) = 0.20822000000 * sin(Q(2)) * sin(Q(5)) - 0.20822000000 * cos(Q(2)) * cos(Q(4)) * cos(Q(5));
J(1,6) = 0.00;
J(2,1) = -0.20822000000 * sin(Q(5)) * cos(Q(1)) * sin(Q(2)) * cos(Q(4)) - 0.20822000000 * sin(Q(5)) * sin(Q(1)) * sin(Q(4)) +
0.20822000000 * cos(Q(1)) * cos(Q(2)) * cos(Q(5)) + 0.4380000000e-1 * cos(Q(1)) * sin(Q(2)) * cos(Q(4)) + 0.4380000000e-1 *
sin(Q(1)) * sin(Q(4)) + 0.1030200000e1 * cos(Q(1)) * cos(Q(2)) + cos(Q(1)) * cos(Q(2)) * Q(3) + 0.3250000000e-1 * cos(Q(1)) *
sin(Q(2));
J(2,2) = -0.2000000000e-4 * sin(Q(1)) * (0.10411e5 * cos(Q(2)) * cos(Q(4)) * sin(Q(5)) + 0.10411e5 * sin(Q(2)) * cos(Q(5)) - 0.2190e4 *
cos(Q(2)) * cos(Q(4)) + 0.51510e5 * sin(Q(2)) + 0.50000e5 * sin(Q(2)) * Q(3) - 0.1625e4 * cos(Q(2)));
J(2,3) = sin(Q(1)) * cos(Q(2));
J(2,4) = 0.20822000000 * sin(Q(5)) * cos(Q(1)) * cos(Q(4)) + 0.20822000000 * sin(Q(2)) * sin(Q(5)) * sin(Q(1)) * sin(Q(4)) 0.4380000000e-1 * cos(Q(1)) * cos(Q(4)) - 0.4380000000e-1 * sin(Q(1)) * sin(Q(2)) * sin(Q(4));
J(2,5) = 0.20822000000 * cos(Q(5)) * cos(Q(1)) * sin(Q(4)) - 0.20822000000 * cos(Q(5)) * sin(Q(1)) * sin(Q(2)) * cos(Q(4)) 0.20822000000 * sin(Q(1)) * cos(Q(2)) * sin(Q(5));
J(2,6) = 0.00;
J(3,1) = -0.20822000000 * sin(Q(5)) * sin(Q(1)) * sin(Q(2)) * cos(Q(4)) + 0.20822000000 * sin(Q(5)) * cos(Q(1)) * sin(Q(4)) +
0.20822000000 * sin(Q(1)) * cos(Q(2)) * cos(Q(5)) + 0.4380000000e-1 * sin(Q(1)) * sin(Q(2)) * cos(Q(4)) - 0.4380000000e-1 * cos(Q(1))
* sin(Q(4)) + 0.1030200000e1 * sin(Q(1)) * cos(Q(2)) + sin(Q(1)) * cos(Q(2)) * Q(3) + 0.3250000000e-1 * sin(Q(1)) * sin(Q(2));
J(3,2) = 0.2000000000e-4 * cos(Q(1)) * (0.10411e5 * cos(Q(2)) * cos(Q(4)) * sin(Q(5)) + 0.10411e5 * sin(Q(2)) * cos(Q(5)) - 0.2190e4 *
cos(Q(2)) * cos(Q(4)) + 0.51510e5 * sin(Q(2)) + 0.50000e5 * sin(Q(2)) * Q(3) - 0.1625e4 * cos(Q(2)));
J(3,3) = -cos(Q(1)) * cos(Q(2));
J(3,4) = 0.20822000000 * sin(Q(1)) * cos(Q(4)) * sin(Q(5)) - 0.20822000000 * sin(Q(2)) * sin(Q(5)) * cos(Q(1)) * sin(Q(4)) 0.4380000000e-1 * sin(Q(1)) * cos(Q(4)) + 0.4380000000e-1 * cos(Q(1)) * sin(Q(2)) * sin(Q(4));
J(3,5) = 0.20822000000 * cos(Q(1)) * cos(Q(2)) * sin(Q(5)) + 0.20822000000 * cos(Q(5)) * sin(Q(1)) * sin(Q(4)) + 0.20822000000 *
cos(Q(5)) * cos(Q(1)) * sin(Q(2)) * cos(Q(4));
J(3,6) = 0.00;
J(4,1) = 1; J(4,2) = 0; J(4,3) = 0; J(4,4) = -sin(Q(2)); J(4,5) = cos(Q(2)) * sin(Q(4));
J(4,6) = -cos(Q(2)) * cos(Q(4)) * sin(Q(5)) - sin(Q(2)) * cos(Q(5));
J(5,1) = 0; J(5,2) = cos(Q(1)); J(5,3) = 0; J(5,4) = sin(Q(1)) * cos(Q(2));
J(5,5) = sin(Q(1)) * sin(Q(2)) * sin(Q(4)) + cos(Q(1)) * cos(Q(4));
J(5,6) = -sin(Q(5)) * sin(Q(1)) * sin(Q(2)) * cos(Q(4)) + sin(Q(5)) * cos(Q(1)) * sin(Q(4)) + sin(Q(1)) * cos(Q(2)) * cos(Q(5));
J(6,1) = 0; J(6,2) = sin(Q(1)); J(6,3) = 0;
J(6,4) = -cos(Q(1)) * cos(Q(2));
J(6,5) = -cos(Q(1)) * sin(Q(2)) * sin(Q(4)) + sin(Q(1)) * cos(Q(4));
J(6,6) = sin(Q(5)) * cos(Q(1)) * sin(Q(2)) * cos(Q(4)) + sin(Q(5)) * sin(Q(1)) * sin(Q(4)) - cos(Q(1)) * cos(Q(2)) * cos(Q(5));

그림 3-3-9. Jacobian 행렬.
다 시뮬레이터 힘반향 상호 작용 입력장치 설계
현재는 힘반향 상호 작용 입력장치가 없어 Phantom을 기반으로 프로그
램이 작성되었으나, 향후 시뮬레이터 입력 장치가 완성될 경우에는 준비된 입력장
비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림 3-3-10은 시뮬레이터 입력 장치와 햅틱 렌더링 API의
계층 구조 및 시뮬레이터 그래픽 렌터링 부와의 연계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시뮬
레이터 입력 장치의 정보들은 장치드라이버를 통하여 시뮬레이터 서버 내부에 전달
되고 최하위 햅틱 렌더링 API인 OpenHaptics의 HDAPI를 통하여 상위 햅틱 렌더링
API인 HLAPI로 정보가 전달된다. HLAPI는 X3D라는 최신의 그래픽 포맷을 적용한
H3D API를 통하여 입력 정보가 시뮬레이터에 전달된다. 전달된 입력 정보를 이용
하여 역기구 해석을 통하여 MSM의 그래픽을 업데이트하고 실시간으로 공정 장치
들과 충돌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래픽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 장치로 전달될 힘의
방향과 크기를 계산하여 역방향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HLAPI와 H3D는
는 충돌 감지와 힘벡터 생성을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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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시뮬레이터 입력 장치와 햅틱 렌더링 API 구성도.
그림 3-3-11은 OpenHaptics를 이용한 시뮬레이터의 입력 장치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구조를 보여 주고 있음. OpenHaptics에서는 1kHz의 실시간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드
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사용자는 쓰레드 중간에 CallBack함수 형태로 수행할
작업을 삽입하는 형태로 프로그램하게 된다.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MSM을 원활히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였고 공정장치에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
이션 수행이 가능하다.

그림 3-3-11. OpenHaptics를 이용한 입력 장치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구조.
시뮬레이터의 원격 작업성 분석을 위하여 작업자와의 상호 작용을 위한 입력 장
치를 설계하였다. 그림 3-3-12는 양 팔형 입력 장치의 개념도와 입력 장치의 상세도
를 보여 주고 있다. 실제 MSM과 BTSM의 작업을 모사하기 위하여 양 팔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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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고 작업자의 양팔 움직임 영역을 모두 감지 할 수 있으면서도 소형화가 가능
(상부 암 560mm, 하부 암 440mm이내)하고 시뮬레이터를 바라보는 작업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작업자의 어깨 부위에 입력 장치를 배치하였다. 힘 감지 민감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케이블 동력 전달 메카니즘을 사용하였고 케이블 및 풀리에 의한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모터를 구동 풀리 가까이에 배치 하였다. 상부 암의
구동 모터들(1, 2, 3)은 관성을 줄이기 위하여 어깨 조인트 부위에 집중적으로 배치
하였다. 하부 암의 구동 모터들(4, 5, 6, 7)은 작업자의 작업 공간을 방해하지 않도
록 하부 암의 상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고 케이블 구동 방식으로 그리퍼부에 동
력을 전달한다. 그리퍼의 악력 모사의 경우 모터 7의 좌우 회전을 모두 고려하여
기존의 스프링으로 인한 수동적 힘 전달이 아닌 작업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악력
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3-12. 양 팔형 시뮬레이터 입력 장치 개념도 및 상세도.
입력 장치를 설계할 때에 Impedance기반의 입력 장치의 경우 힘 감지 민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어 비를 낮게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요구되는 부하
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사양의 모터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Admittance 기반의 입력 장치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축 입력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그림 3-3-13). 이 실험장치는 모터에 가해지는 부하 토크를
프레임에 고정된 토크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가해진 토크에 상응하는 힘 반향
토크를 모터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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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입력 장치 설계 기초 실험 장치 제작.
시뮬레이터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 설계 및 프로그래밍
(가)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 개요
앞장의 아키텍쳐 설계에서 설명하였듯이 원격 시뮬레이터는 일반 시뮬레이
터와 비교가 안될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격 시뮬레이터
는 다수의 외부 입력장치와 서로 다른 특성의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
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분석을 한다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CAD(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와 CAE(Computer Added Engineering) 소프
트웨어를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의 특
성을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의 해결책으로써
원자력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고가의 상업용
소프트웨어들(ENVISION, Solidworks, 3DS MAX)이 지닌 기능들을 검토한 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 원자력 환경에 적합한 기능들을 선별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원격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의 형태는 사용자
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맷으로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3)

․MFC MDI Doc/View 포맷
․Toolbars : 자주 사용하는 툴바
․Toolbox : 메뉴구성과 동일한 형태
․Scene Graph windows : Scene graph를 트리컨트롤로 표시/편집
․Graphic windows : Scene graph를 그래픽으로 표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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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windows : 각종 특성 정보 출력
․Output windows : 프로그램 수행 정보 출력
․Status bar : 프로그램 상태 표시
디지털 목업 설계와 제작 그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GUI 제작 프로그램: Codejock oolkit
․3D Scene rendering: Open Inventor 6.0
․XML document tree style: XML Parser
․Haptic rendering: OpenHaptics
․Numerical Library: GNU Scientific Library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Visual Studio 2005
원격 시뮬레이터의 하드웨어 환경은 다음과 같다.
․Window XP 급 이상
․Graphic Card: NVIDIA Quadro FX xxxx급 이상
․Haptic device: PhanTom Premium 1.5A
․MSM, BDSM, Crane 대용 입력장치: Joystick, 3D Mouse
․3D 입체 영상장치: Wireless Crystal Shutter Eyewear, Motion Tracker
파이로 공정의 분석 및 가시화를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의 하드웨어를 고
려하였다.
․대용량 그래픽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LOD, Cluster rendering, etc)
․다화면 출력 및 고해상도 프로젝터 출력
그림 3-3-14는 원격 시뮬레이터의 여러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는 초도화면을 보여
주고 있다. 원격 시뮬레이터의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부록의 첨부 3에 수록하였다.

- 305 -

그림 3-3-14. 시뮬레이터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 주요 기능.
시뮬레이터의 모델링
(가) CAD 데이터 3차원 모델링 절차
파이로 시설 및 공정장치들을 디지털 목업 환경에서 공정장치들의 배치
와 원격 조작기를 이용한 원격 접근성 등을 3차원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설과 공정장치 그리고 도구들의 2차원 설계 도면을 3차원으로 모델링이 제
작되어야 한다. 시뮬레이터에서 디지털 목업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형태의 CAD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주요 공정장치를 제작하는
팀별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점들과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도입된 3D 모델링 절차의 표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시뮬레이터의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3차원 모델 데이터가 필요하다. 파
이로 디지털 목업에 설치될 모든 주요 공정 장치(전해환원장치, 전해정련장치, 전해
제련장치, 염폐기물장치)들과 원격 취급 장비 그리고 기타 도구들에 대한 3차원 모
델링 데이터는 시뮬레이터에서 디지털 목업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각 공
정장치별로 설계된 3차원 모델 데이터는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
기 때문에 1차 가공작업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각 공정장치 과제에서 사용하고 있
는 CAD 제작도구들이 다르기 때문이며, 3차원 캐드 도구로 설계한 모델자료와 시
뮬레이터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자료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뮬
레이터에서 사용되는 3D 모델링 자료는 VRML(Virtual Reality Makeup Language)형
식으로 OpenInventor의 특징 중 하나인 Scene Graph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
(5)

- 306 -

도구들이 갖는 파일 형태는 이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CAD 저작도
구로 설계된 공정장치는 동적인 움직임보다 두 부품간의 조립을 위한 구속조건을
갖는데 반해 시뮬레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 모델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공정장치의
기하학적 정보와 관절정보 등이 요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D로 설계된 공정장치와 원격 취급 장비들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는 작업은 시뮬
레이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해야 하기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설계 단계에서 공정장치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빠른 시간 안에 모델링을 수행하여 시뮬레이터에서 분석한 결과가 공정장치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CAD 저작도구로 제작된 다수의 공정
장치 데이터들을 원격 작업 시뮬레이터에 필요한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CAD 저작도구로 설계된 3D 모델링 데이터를 시뮬레이터에서 인식할 수 있도
록 모델링 절차를 표준화시켜야 한다.
모델링 절차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CAD 저작 도구로 설계된 모델은
모델의 형상이 원형 파일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원격 시뮬레이터에서 채택한
모델파일 형식은 VRML 파일이며 이 모델의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
법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CAD 저작도구에서 vrml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생성할
수 있지만 데이터 구조가 tree 구조를 갖지 않은 형식으로 변환이 된다. 그렇기 때
문에 이 구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작도구 툴에서 원형의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는
모델링된 데이터 파일을 받아야 한다. 이 모델파일 형태는 입체 모델링 인쇄기법
(Stereolithography System)에 사용되는 *.STL (Stereo Lithography) 확장자파일형식이
다. 미국의 3D 시스템 사에서 개발한 SLA CAD 소프트웨어 파일 형식인 STL은 솔
리드 모델링에 대한 정보를 다른 종류의 3D 시스템에서 인식하기 쉬운 폴리곤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 형식의 모델파일을 읽어 조립하여 장치모델로 만든 후에 다
시 VRML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3DXML(3D 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의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읽어 VRML 모델파일로 변환한다. 이 방법
은 3DXML 파일이 원형 데이터의 tree 구조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를 다른 3D CAD
저작도구로 읽어 VRML 로 변환하면, 변환된 VRML 파일은 원형데이터의 tree 구조
가 파괴된 형태의 변환된 모델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
델파일 형식 변환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그림 3-3-15는 3DXML 형
식의 데이터를 VRML 파일로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의 실행화면을 보여준다. 이 프로
그램은 원본 데이터가 본 연구의 시뮬레이터에 필요한 모델과 다르게 모델링 된 경
우에도 조립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형태
의 모델로 변경할 수 있다.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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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VRML 변환 프로그램의 실행화면.
나 모델링 생성 표준안
공정장치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운전이나 유지보수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참고하여 공정장치를 움직이는 부품(조립품)과 공정장치와
분리되는 부품(조립품)으로 구분한 후 이에 따라 모델링을 수행하게 된다. 시뮬레이
션을 위한 모델의 예로서, 그림 3-3-16의 (a)는 3축의 조인트 특성을 갖는 모델로서
크게 4개의 조립품으로 구성된 장치이다. 이 장치를 시뮬레이터에서 필요한 파일
형식을 모르는 공정장치 설계자가 설계할 경우 보통 조인트에 대한 개념을 갖고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하학적 형상과 부품간의 구속조건을 갖도록 모
델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는 다시 한번 모델 변환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장치 설계자
가 모델링 할 때에 그림 3-3-16의 (b)와 (c) 같이 모델링을 한다면 중복된 작업을 수
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림 3-3-16의 (b)는 조립 부품의 기준이 되는 모델
의 원점좌표가 회전축 상에 존재하는 모델의 경우이며, 그림 3-3-16의 (c)는 조립부
품의 기준이 되는 모델의 원점좌표와 조립순서를 변경하여 장치를 원점좌표를 기준
으로 회전할 수 있는 모델로 변경한 경우이다.
수 만개로 구성된 모델링 데이터는 시뮬레이터의 동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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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모델 데이터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공정 장치는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조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정장치 부품 간 조립의
기준이 되는 부품의 원점좌표는 구동되는 관절(revolut, prismatic, cylindrical, spherical
joint)의 축 상에 위치하도록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부품간의 조립은 구동되는
관절의 연결되는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표 3-3-3에 나타
내었다.
표 3-3-3. 모델링 생성 표준안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품은 생략
크기를 증가시키는 형상은 생략
데이터 모델축소 모델데이터의
(볼트, 너트의 치수 )
실제 조립과정에 필요한 볼트, 구멍은 생략
장치조립의 기준부품은 항상 원점좌표를 중심으로
모델링
원점좌표 모델링 구동되는 기준부품은 관절 축 상에 원점좌표를 중
심으로
조립될 수 있도록 모델링
구동되는 부품은 하나의 그룹으로 조립
조립시에 기준 부품의 원점좌표는 항상 world 좌
조립기준 표와 일치 시킨 후에 다른 부품을 조립한다.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분리되는 부품은 하나의
그룹으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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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좌표

장치제작용 모델

원점 좌표

시뮬레이션용 모델

축의 조인트 모델

(a) 3

(b)

원점 좌표

원점 좌표 기준

원점 좌표

기준 부품

조립 부품

조립 부품

장치제작용 모델

기준 부품

시뮬레이션용 모델

조립 기준
그림 3-3-16. 시뮬레이션을 위한 3D 모델링 절차.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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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yroprocess 디지털목업 환경구축 및 전산모사
(1) 공정장치 모델링 및 디지털 목업 구축
시뮬레이터를 위한 모델링은 앞서 언급한 모델링 절차와 표준안에 의해 공
정장치 및 시설이 3차원으로 모델링된다. 연구원에 위치한 정련변환시설의 Lay-out
설계도면(2D)과 PRIDE 시설 설계도면(2D)을 바탕으로 3차원 CAD 툴을 이용하여
PRIDE 시설과 관련된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원격 취급 장비(크레인, 천정이
동 서보조작기, MSM)의 설계도면(2D 또는 3D)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고 시뮬레이
터에 필요한 VRML 파일로 변환하였다.
시뮬레이터에서의 동작이 필요한 모델은 일반적인 VRML 파일과 다르다. CAD
툴에 의해 생산된 모델은 일반적인 형상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이 모델을 VRML로
변환하면 VRML 데이터는 단순히 형상을 갖는 모델링 데이터를 갖는다. PRIDE 시
설에 사용되는 원격 취급장치는 구동하는 조인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원격 취급장
비는 시뮬레이터에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작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
터에서 원격 취급장비의 어느 파트 모델에 조인트가 있다는 정보를 주기 위해
VRML 모델의 tree에서 표시를 하기 위해 VRML의 데이터를 편집해야 한다. 편집된
VRML 파일은 외부 형상에 대한 편집은 없고 각 6개의 조인트를 표시하기 위한 지
정된 노드의 이름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경한 조인트를 갖는 원격 취
급장비의 VRML 모델링은 그림 3-3-17과 같이 외형적인 변화는 없다.

(a)

마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b) 양팔형 서보 조작기
그림 3-3-17. 원격 취급장치 모델링.

시뮬레이터에서의 디지털 목업은 3D 캐드 툴인 SolidWork로 모델링하여 앞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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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방법으로 3D CAD 데이터를 VRML 형식으로 변환 시킨 뒤 시뮬레이터에서
환경을 구축하였다. 먼저 시뮬레이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파일로 구분이
된다. 먼저 장치와 관련된 파일로 확장자가 mec 인 장치파일과 디지털 목업환경을
생성하는 확장자가 fac 인 시설파일로 구성된다. 디지털 목업환경의 기본이 되는 모
든 장치는 확장자가 mec 파일로 생성된다. 장치 파일은 시뮬레이터에서 모델형상
데이터인 VRML파일을 읽어 생성하며, 하나의 장치에 다른 장치나 카메라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립위치 정보와 구동되는 장치의 경우에는 조인트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각각의 장치의 필요기능을 추가 정의하고 난후에 장치
파일을 생성한다. 디지털 목업을 생성하기 한 시설 파일은 장치파일을 화면상에 배
치위치에 따라 배열하고 저장함으로써 디지털 목업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PRIDE 시
설도 하나의 장치 파일로 만들어지며 2008년도의 air 셀과 Ar 셀로 분리된 PRIDE
시설개념도에 따라 시설, 공정장치 및 원격 취급장비를 배치한 디지털 목업을 그림
3-3-18과 같이 구축하였다. 시설의 개념이 변경된 경우에 시설에 관련된 장치파일을
교체함으로써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PRIDE 시설의 설계도면은 그림 3-3-19
과 같다.

그림 3-3-18. PRIDE 시설의 디지털 목업(Air cell과 Ar cell).
새로운 디지털 목업을 만들 때나 디지털 목업 파일을 생성할 때 그리고 이전에
사용되었던 시설파일이나 공정장치 파일들을 불러오는 과정은 부록의 첨부 4에 수
록하였다. 첨부 4에서는 디지털 목업 파일과 공정장치 파일의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공정장치나 원격 취급 장비들을 배치시키는데 필요한 사용자 정
의 좌표계(User Defined Coordinate), 그리고 각 도구들의 기본 정보를 나타내는
Scene Graph와 이들의 속성을 표시해주는 Properties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림
3-3-19와 3-3-20은 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의 설계 도면
과 2D 캐드 도면을 이용한 3D으로 모델링하여 시뮬레이터에서 생성한 가상환경에
서의 디지털 목업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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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PRIDE 시설의 설계 도면.

그림 3-3-20. PRIDE 디지털 목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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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모사/공학적 해석
PRIDE시설에는 여러 공정장치와 다수의 원격 조작기들이 설치될 예정이다.
MSM의 경우 기계식 조작기를 벽이동형 이송장치에 장착하여 1 자유도의 수평이동
을 하게 되며, 벽이동 원격 조작기의 경우 셀 내벽의 레일 위를 주행할 수 있는 1
자유도 이송 장치에 장착되고, BDSM의 경우 3 자유도를 가진 이송 장치에 장착되
어 운용된다. PRIDE 시설 내 공정장치들을 대상으로 유지 보수 단계에서 다양한 전
산모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이로 공
정장치 전산모사 해석은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공정장치의 유지보수 과정을 선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후 최적의 배치 방법을 장치 개발자와 시설 설계자
에게 제공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공학적 해석은 조작기
의 작업영역을 정확히 해석함으로써 파이로 시설 내 조작기 설계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이며, 최종적으로 PRIDE 시설 내 공정장치들의 배치 분석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역을 해석하기 위
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격 장치를 수동으로 구동시켜 그
래픽으로 조작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 방식의 경우 정확하게 작
업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정장치의 배치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장치의 정량적인 분석에 필
요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작업 영역을 해석하는 목적은 조작기의 작업 영역의 경계면에 위치한 점들의 집
합을 구하여 연결된 닫힌 곡면을 구하는 것이다. 단층 촬영 기법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여 닫힌 곡면을 구한다.
작업 영역 경계면 추출 원리는 3차원 폐곡면으로 이루어진 작업영역의 경계를 특
정 좌표계의 단층 곡선의 형태로 추출이 되며, 각 절단 곡선을 조합하여 전체 작업
영역의 경계를 계산한다.
조인트 리밋이 있는 경우의 작업 영역 경계면 추출 알고리즘과 개념을 그림
3-3-21에 나타내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예측(Prediction) 단계와 수정(Correction) 단
계로 구분되어 계산한다.
(2) Pyro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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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ce 시작
위치점 추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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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Prediction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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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ce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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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그림 3-3-21. 작업영역 경계면 추출 흐름도 및 알고리즘 개념도.
예측(Prediction) 단계
이 단계에서는 조작기 기구의 선형 모델인      를 사용하여
다음 경계점을 예측하고 수정 단계에서는 예측된 경계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를 만족하는 정확한 경계점을 찾는다. 예측 단계에서는 조작기의 자코비안
을 이용하여 현재 알고 있는 작업 영역의 경계점,  에서 다음 경계점,  을 추정하
는 단계다. 예측 단계에서는 선형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점,  을 계
산하지는 못하고 추정된 값,  를 계산하게 된다.  에서  이 위치할 수 있는 방향
벡터, 를 이전의 경계점과 현재의 경계점의 방향 벡터로부터 구할 수 있다.  는 유
닛 벡터라고 가정한다.  에서 작업 영역 내에 있으면서 벡터와 가장 잘 정렬된
벡터, 즉,  벡터와의 내적 값이 최대인  벡터를 찾으면      가 된다.  벡터를
찾기 위한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①



















여기에서      임.   는  × 행렬이고 rank는 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
므로   의 최대 rank는 3이고 최소한 3개 이상의 null space 벡터를 가지게 된다.
   의 null space 내에 있는  는 엔드이펙터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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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없다.
수정(Correction) 단계
수정 단계에서는 예측 단계에서 구한 작업 영역의 경계점의 예측 값
으로부터 다음 경계점을 찾는 단계이다. 하나의 단면 평면에서 초기 경계점에서 다
음 경계점을 찾아갈 때에 다음 경계점이 기구적인 한계로 인한 작업 영역 경계에
위치할지 조인트 한계에 의한 작업 영역 경계에 위치할 지는 미리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값이 경계에 얼마나 가까운가는 나타내는 목적 함수를 정의할 필
요가 있고 이를 위한 목적 함수의 형태는 현재 경계점이 기구적인 한계로 인한 작
업 영역에 가까우면 그 기구적인 한계에 다가가도록 조인트 값을 변경시켜야 하고,
특정 조인트의 한계에 가까우면 그 특정 조인트의 한계에 다가가도록 조인트 값을
변경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목적 함수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다목적 함수 최적화 문
제와 같이 다수의 목적 함수를 적절히 조합하여 만족하는 해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나의 목적 함수를 택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퍼지 최적화 기법을 도입하였다. 퍼지 다목적함수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하여 만족도 함수를 정의함. 현재의 점이 기구적인 한계로 인한
작업 영역 경계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커지는 함수를 정의한다. 자코비안의 최소
Singular Value의 값은 작업 영역의 경계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므로
만족도 함수를 정의하기에 적당한 지표가 된다. 그림 3-3-22의 (a)는 식(3-3-8)를 그
린 그림이다. 정규화를 위하여 최대 singular value를 이용하였다.
②

그림 3-3-22. 만족도 함수의 정의.
(3-3-8)

의 작업영역 해석
HMSM은 5개의 revolute 조인트와 1개의 prismatic 조인트를 가지고 있

③ H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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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Denavit-Hartenburg 파라미터와 조인트 한계 값은 표 3-3-4와 같다.
표 3-3-4. HMSM의 Denavit-Hartenburg 파라미터와 한계 값
1
2
3
4
5
6

θ

d

a

α

Range

q1 + π/2
q2 + π/2
0
q4
q5
q6

537.5
0
956.6 + q3
73.6
0
208.2

0
32.5
0
43.8
0
0

π/2
-π/2
0
π/2
-π/2
0

[-45°, 45°]
[-90°, 90°]
[0, 1.122]
[-180, 180°]
[-116°, 40°]
[-180, 180°]

역기구학(Inverse

과 순기구학(Forward Kinematic) 계산은
Denavit-Hartenburg 파라미터 값을 입력값으로 하여 읽어들인 뒤 MAPLE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프로그램 절차는 그림 3-3-23과 같다.
Kinematic)

Input Parameter

변환 행렬
MAPLE
Symbolic Math.

Jacobian

Inverse & Forward
Kinematics

그림 3-3-23. 순기구학 및 역기구학 프로그램 절차.
의 단면 궤적 계산
그림 15(a)는 x=1.5818 m일 때, 즉 4번째 작업 영역의 단면 궤적을 찾
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3-24의 (b)는 단면 궤적을 구성하는 19번째 점에
서 28번째 점을 확대하여 보여준다. 그림에서 22번째 점이 현재 점이라고 가정하면
 벡터는 22번째 점과 21번째 점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0.02라는 미리 정해준 원 안
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경계면에 가까운 점을 예측하면  와 같은 점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3-24의 (b)에서 빨간 점들로 표시되어져 있다. 그리고  에서부터 수정
단계를 거치면 23번째 점을 구할 수 있다. 동일한 계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림 3-3-24의 (a)와 같이 폐곡선을 하나 얻을 수 있다.
④ H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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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X=1.5818 m일 때의 작업 영역의 단면 궤적
의 전체 단면 궤적 계산
단일 폐곡선이 얻어지면 다음 시작점으로부터 다시 같은 계산을 반복
하게 된다. 모든 시작점에 대하여 수행을 마치면 그림 3-3-25와 같은 단면 궤적들의
조합을 구할 수 있음. 그림 3-3-25에서는 가시성을 위해서 같은 단면 궤적을 이루는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였는데 실제로 얻어지는 계산 결과는 작업 영역의 경계면에
존재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⑤ HMSM

그림 3-3-25. HMSM의 단면 궤적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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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곡면을 얻기 위해
3-3-26과 같다.

MATLAB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프로그램 절차는 그림

Inverse & Forward
Kinematics

MATLAB

GetIniPoints( )

Search
Slice Points

GetSlicePoints( )

GetSlicePoints

그림 3-3-26. 폐곡면 계산 프로그램 절차.
전산모사/공학적 해석 결과의 가시화
작업 영역 해석 알고리즘으로 구한 데이터는 작업 영역의 경계면을 구성하
는 점집합이기 때문에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할 때 그림 3-3-27의 (a)와 같이 가시
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shLab에 있는 surface reconstruction
알고리즘 중의 하나인 ball-pivoting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해석 결과를 그림 3-3-27의
(b)와 같이 3차원으로 곡면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VRML 포맷으로 저장한
다.
(3)

(a)

(b)

그림 3-3-27. 점 집합의 작업영역과 Ball-Pivoting을 이용한 3차원 곡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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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영역 해석 결과의 가시화를 위해 MESH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VRML을 생성하는 과정은 그림 3-3-28과 같다.
ws.obj
Surface
Reconstruction
MESHLAB

VRML
Ball-Pivoting

그림 3-3-28. VRML 생성 절차.
로 변경된 작업영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IGRIP 툴에서 천정
이동 조작기의 작업영역과 본 연구에서 생성한 작업영역에 대한 결과인 VRML 파
일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성한 VRML 파일을 IGRIP의 파트 파일로 생성하
고, 생성한 파트 파일을 천정 이동 조작기의 장치파일에 조립하였다. IGRIP에서 천
정 이동 조작기의 작업영역을 생성하여 그래픽으로 표시하면 그림 3-3-29와 같다.
그림 3-3-29에서 IGRIP에서 생성된 작업영역과 본 연구에서 생성한 작업영역이 일
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성한 작업영역은 IGRIP 을 통해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VRML

그림 3-3-29. 천정 이동 조작기의 작업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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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영역 해석 결과를 가시화한 VRML 파일을 시뮬레이터에서 가시화는 벽이동
조작기(MSM)와 천정 이동 조작기(BDSM)의 모델에 각각의 데이터를 연계시킨다.
시뮬레이터의 화면상에 그림 3-3-30과 같이 3D로 가시화된 작업영역 해석 결과를
표시함으로써 가시화를 완료할 수 있다. 화면에 표시된 작업영역 해석 결과는 외부
입력장치에 의해 마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를 구동시켜, gripper의 도달할 수 있
는 위치에 존재함으로써 작업영역이 매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이로 공정장
치 개발자나 설계자는 그림 3-3-30에서와 같이 원격 작업 분석 시뮬레이터의 카메
라 모듈과 4분할 창을 통해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역 및 탈피복/분말화 장치의 배치
분석 과정을 입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림 3-3-30. 원격조작기의 작업영역해석(4분할 창).
파이로 공정장치 설계에 사용되었던 2D 도면이나 3D 모델링 자료 그리고 분말화
장치의 반응 메시부 열적 특성 해석 및 분포하중에 의한 회전축의 처짐량 해석과
같은 공학적 해석 자료들은 향 후 ESPF 시설 설계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들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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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필요하다.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는 오픈 소스 웹 브라우저인 구
글 크롬(Google Chrom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파이로 시설 설계/제작 및 운전 과
정에서 생산된 정보(Pyro 공정장치의 설계/제작 보고서, 2D 도면 및 3D 모델링 자
료, 공학적 해석, 애니메이션, 운전/유지보수 절차서, 동영상 관련 자료 등) 들을 파
이로 시설 설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제작하였다. 데이터베이
스에 수록된 정보들을 그림 3-3-31에 나타내었다.

원격작업분석시뮬레이터:PRIDE디지털목업

탈피복/분말화공정장치(2D 도면, 3D 모델링)

배치분석 전산모사 결과

공학적 해석 결과(열해석, 내부반응온도)

그림 3-3-31. 분말화 장치 설계 제작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이로 공정장치 배치 분석
고방사선 지역의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주요 공정장치들을 여러 조건에 부
합되게 배열 시켜야 하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공정장치들의 배치 분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만 공정 운전 및 유지보수 단계에
서 사고 발생 시나 부품들의 정비가 필요할 때 적절한 작업이 이루어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장치 배치 분석은 파이로 공정 운전 절차서나 유지보수 절차서에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다. 원격 시뮬레이터에서 제작된 디지털 목업 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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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내 공정장치들의 배치 분석을 위해 공정장치 배치 분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
며, 개념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작기 작업영역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 목적은 1차로 작성된 설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정장치를 배치한 후
3D mouse로 스캐닝을 하면서 배치된 공정장치가 작업영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며, 스캐닝 결과 작업영역에서 공정장치가 이탈했을 경우 여러 각도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가장 적합한 위치에 공정장치를 배치시킨 후 그 결과를 설
계 팀에 반영시키는 것이 2차 목적이다. 셀내에 위치한 실험을 위한 공정장치는 분
말화 공정장치, powder-homogeneous-process, 그리고 Large transfer lock을 대상으로
배치 분석을 실험하였다. 배치분석을 위한 입력장치는 시뮬레이터의 외부입력장치
인 3D Mouse를 사용하였다. 실험조건은 표 3-3-5와 같다.
표 3-3-5. 배치분석을 위한 실험 조건
설계 도면상 초기 분말화 X=4.1m, Y=0m, Z=-2.55m(X=180°, Y=0°, Z=180°)
장치 위치
분말화 공정장치의 주변 장치 powder-homogeneous-process, Large transfer lock
MSM의 이송범위
1.250m ~ 8.050m
작업영역 스캐닝 범위
powder-homogeneous-process 장치 대상
시뮬레이터에서 공정장치 배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목업에 해당 장치들
을 배열시킨 후 External Interface를 통하여 Control Panel로 접근해야 한다. 그림
3-3-32의 Control Panel상에서 3D mouse를 선택하게 되면 외부 입력 장치인 3D
mouse와 연결되어 프로그램이 구동된다. MSM은 전면과 후면에 있는 조작기 이송
장치로 구분되어 있는데, Control Panel 상에서 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이 Control Panel에서 원격 취급 장치(MSM과 BDSM 그리고 Crane)들을 제어하
는데 필요한 입력장치(Joystick, 3D mouse, Haptic device)들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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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외부입력장치 제어용 콘트롤 박스.
공정장치의 작업영역을 분석한 결과 초기 설계 데이터로 배치했을 경우 그림
3-3-33의 (a)에서와 같이 Power-home-process 장치가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역에서 벗어
났음을 관찰할 수 있다. 구현된 원격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Power-home-process 장
치가 조작기의 작업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최적의 배치
값(위치: X=4.1m, Y=0m, Z=-1.8m)을 산출할 수 있었다(그림 3-3-33의 (b)). 이와 같이
공정장치가 작업영역에 벗어나 배치된 경우에 지정된 공정장치를 클릭하여 3D 마우
스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영역 안으로 이동/배치시키는 drag& drop 기능을 그림 3-3-34
와 같이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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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정장치 배치(설계 초기값)

시뮬레이션 이후 정상 배치
그림 3-3-33. 공정장치 배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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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Drag& drop 기능.
원격 조작기 접근성 분석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공정장치를 원격방식으로 운전할 수 있고, 유지보
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격 작업성과 원격 접근성이 검토되어야 한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정장치의 모듈화 요건 분석 및 유지보수 방
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장치의 작업환경(방사선, 작업 온도, 주변 부품과의 배치관계, 중량, 등)과
원격 분해.조립성을 고려하여 주요 공정장치(건식 분말화, 금속전환 장치 등)의
모듈화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주요 장치를 모듈화 설계
- 유지보수장치가 보수대상 공정장치 부품으로 접근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분석하
고 이에 따라 보수 대상 공정장치 부품의 원격 유지보수 방안을 수립하고 이
의 타당성을 검증
- 유지보수공정 분석 및 공정의 작업조건(핫셀 크기, 공정장치 배치, 유지보수 대
상, MSM 사각지역 등)을 분석하여, 벽부착형 원격조작기(MSM)로 작업이 불가
능한 지역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천정이동형 Telescopic 조작기의
성능요건을 도출
(5)

파이로 공정장치의 설계도를 토대로 노후된 분말화 장치의 모터를 교체한다는 가
정 하에 원격 접근성 예비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비 실험에 사용된 정보는
분말화 장치 운전 절차서를 참고로 하였으며, 실험을 위해 일부 내용은 가정을 하
여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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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틱으로 모터를 둘러싸고 있는 고정 레버를 풀고 모터를 들어내기 위해 고정
레버를 옆으로 30도 내린다
- 크레인으로부터 인양고리를 내리고 인양고리를 모터의 견인고리에 체결한다
- 크레인으로 모터를 들어올린 후 바닥에 내려놓고 견인고리를 분리시킨다
- 크레인을 이용하여 새 모터를 모터의 원래 위치로 이송한다
- 조작기(MSM)로 새 모터에 체결된 견인고리를 분리시킨다
- 조작기(MSM)로 30도 내려진 고정레버를 정상상태로 들어 올린다
-

원격 접근성 실험을 위해 갖추어야 할 디지털 목업 환경과 필요한 기술은 그림
3-3-35와 같이 구성 되어야 한다.

(a)

(c)

탈피복/분말화 장치

(b)

인양 고리

모터(교체 대상)
(d) 모터(수리 대상)
그림 3-3-35. 탈피복/분말화 장치 3D 모델.

모델링: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공정장치, 모터, 크레인, MSM
- 기능: 역기구학 알고리즘, gripper의 grip/release, 충돌 감지, 인양고리의 모터고리
hooking, 크레인 이동, Haptic의 힘 반향
- 외부 입력장치: 3D mouse, Joystick, Haptic
-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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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시뮬레이터에서 공정장치의 운전과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조작기의 원격 접
근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디지털 목업 내 원격 취급 장비와 도구 배치
․탈피복/분말화 장치 및 조작기 배치
․크레인에 인양고리 부착
- 시뮬레이션 시작
․Haptic(MSM 대용 입력장치)을 이용하여 분말화 장치의 모터까지 접근
․중간에 다른 물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Haptic에 충돌감지 발생
․모터를 들어내기 위해 레버를 잡음. 레버를 잡았다는 것을 작업자에게 알려주
기 위해 파란색의 원이 나타나며 동시에 gripper가 파란 색으로 변함. 이때 작
업자는 힘 반향을 강하게 느끼게 되며 레버를 잡은 상태로 아래로 내림.
․중간에 다른 물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Haptic에 충돌감지 발생
- External Interface의 Control Panel을 불러들임
․Master-right에서 3D mouse 구동
․3D mouse를 조작하여 Crane을 분말화 장치의 모터 부근까지 이동
․3D mouse를 조작하여 Crane에 부착된 인양고리를 모터 고리에 부착시킴
(Control Panel의 Crane control 박스에서 전/후/좌/우 방향키와 Hook 버튼을 사용)
․3D mouse를 조작하여 수리할 교체를 부착한 Crane을 새로운 모터가 있는 곳까
지 이동
․Control Panel의 Crane control 박스에서 전/후/좌/우 방향키와 Unhook 버튼을 사
용하여 고장난 모터를 내려 놓은 후 새로운 모터를 인양고리에 부착시킴
․3D mouse를 조작하여 새로운 모터를 부착한 Crane을 분말화 장치의 모터 위치
까지 이동
․3D mouse를 조작하여 새로운 모터를 분말화 장치의 모터 위치에 내려놓음
․Haptic을 이용하여 내려진 레버를 원위치 시켜놓음(내릴 때와 반대로 하면 됨)
원격 조작기의 접근성을 실험한 결과 선정된 시나리오 원안대로 시뮬레이션이 성
공리에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6는 원격 조작기(입력장치:
Haptic)가 분말화 장치 모터의 고정 레버를 잡고서 30∘ 아래로 내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3-37은 크레인(입력장치: 3D mouse)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
터를 교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가상의 디지털 목업 환경에서 원격 조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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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원격 접근성 분석과 관련한 프로그램 설명을 첨부 5에 수록하였다.

그림 3-3-36. 원격 조작기 접근성 분석.

그림 3-3-37. 원격 취급장비(크레인) 작업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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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분석기술 개발
가. Pyroprocess 시설 개념설정을 위한 분석
(1) DES(Discrete Event Simulation) 기반 Pyro 공정 분석기술 개발
최적 시설 개념 설정을 위한 Pyro 공정의 분석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기
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
한 기능 분석/비교를 수행하였다. 특히, Imagine That Inc.의 EXTEND와 Mathworks
사의 Matlab/Simulink/SimEvents/Stateflow의 기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속시스템과
이산사건시스템이 혼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모델링에 있어서 두 제품군 모두 가
능하였다. EXTEND는 operation research 분야의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공이 강점이고,
Matlab/Simulink/SimEvents/ Stateflow는 C++와 같은 code에서 개발된 외부 모델과의
유연한 연계 인터페이스가 강점이다. 이에 따라 1 차년도 연구에서는 좀 더 유연성
을 제공할 수 있는 Matlab/Simulink/SimEvents/Stateflow를 이용한 이산사건 기반 모델
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그림 3-3-38은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에 사용
된 SW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2. Pyroprocess

표 3-3-6. 금속전환공정의 이산사건시스템 기반 운전모델에서 세부운전 및 속성들
구분
상세
MgO 필터 조립, U O 주입, LiCl 2회 주입, 반응기
세부운전 승온(연속시스템모델), LiCl 추가 주입, Li O 주입, 금속전환
(12개)
반응(연속시스템모델), 산소기체 제거, 용융염 이송, 반응기
냉각(연속시스템모델), 반응기 해체, 환원금속 이송
속성(13개) U, TRU, NM, Clad, REFP, Cs, Sr, O, FP(I, Tc), LiCl, Li O, KCl, Temp
3

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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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최적 시설 개념설정을 위한 Pyro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 구성도.
를 이용하여 금속전환공정의 단위 공정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금속전환공정의 운전절차를 세부적으로 11 가지로 분류하였고, 12 가지의 핵
종 및 온도를 표 3-3-6과 같이 속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세부운전 절차의 흐름에
따라 이산사건시스템 기반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각 세부운전에서 소요되는 시
간 및 물질 수지 변화정보는 m-file로 입력데이터를 주도록 설계하였다.
금속전환공정 운전모델 중 반응기의 열시스템에 관한 모델은 그림 3-3-39과 같이
1차 미분방정식 형태의 연속시스템으로 모델링하였고, 특히, 승온 및 냉각과정의 모
델은 동일한 모델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금속전환 반응모델은
공정과제에서 향후 개발할 미분방정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부분만
을 개념설계 하였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모델의 완성을 위하여 그림 3-3-40와 같이
공정반응 시간만을 이산시간시스템으로 모델링하여 삽입하였다.
Matlab/Simulink/SimEvents

NoOp
1
SetTemp
Position
Normalization

PIcontroller
error

e
Rate Transition 2

1/z

Out

F urnaceModel
P

P
Rate Trans ition

Disc rete
PI c ontroller

T

Temperature

Furnace Continuous Model

ZOH
1
Tem perature

Position
Normaliz ation 1

Rate Transition 1
Enable

그림 3-3-39. 반응기 열 시스템 모델 (PI 제어기 사용, 반응기는 1차 시스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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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reaction

After reaction

U= 9409 . 059
TRU =127 .326
NM =29.248
Clad =0.000
REFP=140 .963
Cs=0. 692
Sr= 11.499
O=1593 .866
FP=0.000
Total =11312 .653

U=9636 .759 -227 .700
TRU=127 .326
NM=29 .248
Clad= 0.000
REF P= 140.963
Cs= 0.052
Sr=0. 862
O=29 .79
F P=0 .000
Total = 9965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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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이산시간시스템으로 가정한 반응역학 모델.
또한 핵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세부운전을 위하여 그림 3-3-41과 같이
assemble/disassemble 블록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였다. assemble 블록의 역할은 2개의
입력 entity가 1개의 출력 entity로 합쳐지면서 각각의 입력 entity가 갖고 있는
attribute value를 덧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disassemble 블록의 역할은 1
개의 입력 entity가 2개의 출력 entity로 분할되면서 attribute value도 분할된다. 이
assemble/disassemble 블록 라이브러리는 핵종의 물질수지 attribute가 function call 이
벤트 발생에 의해 더해지거나 분할되며, 향후 통계결과 출력을 위해 이용률
(utilization) 출력 포트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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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semble

블록

(b) disassemble

그림 3-3-41. Assemble/disassemble 블록 라이브러리.

블록

금속전환공정 모델은 전체적으로 이산사건시스템 기반이지만, 연속시스템이 함께
혼재하는 시스템이므로 모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수행 전 하이브리
드 모델임을 초기화 파일에 명시해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초기화 파일에는 입력
데이터로서 각 세부공정의 소요시간과 각 세부공정의 시작 및 끝에서 발생하는 물
질수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그림 3-3-42). 각 세부운전 소요시간은 ACPF에서
의 운전 경험 값으로 부터 얻었고, 일부는 예상치를 이용하였다. 반응기의 온도는
상온에서 25℃로 가정하였고, 반응시 온도는 650℃ 이다. 물질수지 데이터는 4.5wt%
U-235, 45,000 MWD/MTU, 5 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의 10MTHM 에 대한 물질 수
지정보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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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eventsconfig
simeventsconfig('ERtest7_0','hybrid');
% ER reactor in and out mass balance
% Att Sequence=[U, TRU, NM, Clad, REFP, Cs, Sr, O, FP, LiCl, Li2O, KCl, Temp]
Att_in=[9409.059, 127.326, 29.248, 0.0, 140.963, 0.692, 11.499, 1593.866, 0.0, 0.0,
0.0, 0.0]; % U3O8 powder
Att_out=[9636.759-227.700, 127.326, 29.248, 0.0, 140.963, 0.692, 11.499, 1593.866,
0.0, 0.0, 0.0, 0.0]; % Reduced metal powder
LiCl_Att=[0, 0, 0, 0, 0, 0, 0, 0, 0, 15000,0, 0]; % 10MTHM of Oxide Fuel base
Li2O_Att=[0, 0, 0, 0, 0, 0, 0, 0, 0, 0, 1500, 0]; % 10MTHM of Oxide Fuel base
OR_Att=[0, 0, 0, 0, 0, 0, 0, 1564.075, 0, 0, 0, 0]; % oxide removing amount
SR_Att=[0, 0, 0, 0, 0, 0.640, 10.636, 1564.075, 0, 15000, 1500, 0]; % molten salt
removing amount
% Time to be required for each operation
Time_ra=48; % Reactor assembling
Time_op=3; % oxide powder feeding
Time_LiCl=3; % LiCl feeding
Time_hu=24; % heating up to 650 oC
Time_Li2O=12; % Li2O feeding

%%% Please check this time.

Time_er=168; % Electrolytic reduction
Time_or=1; % Oxide remove
Time_st=24; % Salt transportation
Time_cd=24; % Cooling down
Time_rd=72; % Reactor disasembling

%%% Please check this time

Time_trtocc=24; % transport u_metal granule to cathode consolidation

%%% estimation

% Temperature Increase of ER reactor and Define Sampling Time
Init_Temp=25;
Set_Temp=650;
Ts=0.1;

그림 3-3-42. 초기화 파일 (init.m)의 내용.

금속전환공정이 500시간(=21일)을 주기로 반복 수행된다고 가정하고, 2000시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첫 째, 반응기 열시스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반응기의 온도상승 세부운전은 그 전 세부운전인 ‘2번째 LiCl 투입’ 종료 이벤
트에 의해 트리거링되며, 온도상승 다음의 세부운전인 ‘3번째 LiCl 투입’은 반응기
온도가 셋팅 온도에서 10℃ 낮은 640℃에서 진행된다. 냉각시에는 상온(25℃)에서
10℃ 높은 35℃까지 반응기 온도가 떨어지면 그 다음 세부운전인 ‘반응기 해체’ 절
차가 트리거링 된다. 반응기 열 시스템은 승온, 냉각 시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
으므로, 열 시스템이 트리거링 될 때 이것이 승온과정인지 냉각과정인지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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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어야하며, 그림 3-3-43에 승온 및 냉각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을 시뮬
레이션하는 동안 마킹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3-43. 반응기 열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다음으로는 금속전환공정의 전 과정에서 ‘금속전환반응’의 세부운전이 차지하는
시간비율인 이용률에 대해 그림 3-3-44과 같이 분석하였다. 초기에 이용률은 0 에서
시작하며, 첫 번째 금속전환반응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용률이 증가하며, 반응종료
후부터는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며, 두 번째 반응 시작점이 첫 번째 반응 끝에서의
이용률에 비해 떨어진 점은 휴지기간 동안의 이용률 감소를 말해주며, 휴지구간에
서 데이터가 없는 실선은 의미가 없는 구간이다. 시뮬레이션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
용률은 점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전 Pyro 공정이 모델
링 될 경우 병목지점, 공정장치 용량 등을 결정하는 데 크게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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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금속전환 반응’ 세부운전의 이용률 변화.
공정의 단위 공정인 금속전환공정의 세부운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이산사건시스템 기반 시뮬레이션 및 분석에 필요한 핵심요소 기술을 확보하였
고, 향후 Pyro 공정에서 최적배치, 장치최적용량, 생산량, 작업계획 등을 분석하는
데에 이산사건시스템 기반 시뮬레이션 방법론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yro

공학규모 Pyroprocess 전처리공정 예비 분석
공학규모 Pyroprocess 시설 개념 설정을 위한 예비분석의 일환으로
Pyroprocess 전처리 공정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의 분석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기
법을 도입하였다.
재처리 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밀집시설 등에 대한 전처리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는 동일한 공정을 갖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한 이
후의 공정에 따라 공정장치가 다르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Pyroprocess에 적합한 공
정흐름(그림 3-3-45)과 운전절차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공정은 집합체의 해체작업을
위한 집합체 고정, 해체 및 연료봉 절단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전처리공정에 필요한
공정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수직/수평전환 및 집합체 고정 장치, 연료봉 인출장치 및
연료봉 절단장치이며, 원격 취급 장비로써 크레인,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기계
식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 등이 사용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취급하기
위한 집합체 취급기구, 집합체의 검사장치 등이 요구된다.
전처리 공정장치를 3차원으로 모델링하였고, 원격 취급 장비의 접근성/작업범위
및 공정 흐름을 고려하여, 이들 공정장치들을 가상의 공간에 배치(그림 3-3-46)하였
다. 공정흐름에 따른 장치의 동작범위를 고려한 핫셀의 필요공간은 최소 11.9 m(W)
[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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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6.3 m(D) x 8.8m(H)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반입

이상을 요구된다.
연료봉 집합체
검사

집합체고정

연료봉 절단

핵연료봉 인출

집합체 폐기물
핫셀외부로
반출
Pyro공정
핫셀로 이동

그림 3-3-45. Pyro 전처리공정 흐름도.
작업대 및 공구대

집합체
검사장치

집합체
임시
저장소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접속구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

연료봉
인출장치
연료봉
절단장치

그림 3-3-46. Pyro 전처리공정 가상환경.
위에서 도출한 공정흐름을 바탕으로 공학규모 Pyrorocess 전처리 공정을 크게 10
개의 공정으로 나누었고, 각 공정에 대한 세부운전 절차를 수립하였다(그림 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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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 공학규모 Pyro 전처리공정의 세부운전 절차.
전처리공정의 경우 모두 이산사건시스템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며, 소프트웨어로는
Matlab/Simulink/SimEvents/Stateflow를 사용하였다. Stateflow는 논리구동제어 시스템을
완벽히 모델링할 수 있는 Mathworks사의 Simulink 툴박스이며, SimEvents와 함께 이
벤트 기반 모델링에 필요한 요소 모듈이다. ‘캐스크 접속’ 공정부터 ‘집합체 임시저
장’ 공정까지를 그림 3-3-48과 같이 모델링하였고, 이 때 각 공정의 소요시간을 입
력 값으로 넣어주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
한 각 공정의 소요시간 및 resource는 표 3-3-7과 같다.
표 3-3-7. 각 공정 별 소요시간 및 resource
공정
소요시간
Resource
0. 접속
5
Cask
1. 반입
0.2
Assembly
2. 검사
2
Assembly
3. 저장
1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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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ask접속공정

1.집합체반입공정 2.집합체검사공정

3.집합체저장공정

그림 3-3-48. Pyro 전처리공정의 SimEvents/Stateflow 모델.
전처리공정의 일부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 가
지를 가정을 하였다.
1. 캐스크 내 집합체 rack 수 = 4 개,
2. 임시저장소 내 집합체 rack 수 = 4개,
3. 병목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즉, 모델링 되지 않은 다음 공정에 영향을 주
지 않음)
4. 1 년에 5 번 캐스크가 접속
5. 시설 내 집합체 이송장치 = 1 개 (즉, 시설 내 이송과정은 배타적으로 발
생)

그림 3-3-49. 전처리 공정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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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그림 3-3-49에 나타내었다. 위의 가정과 같이 캐
스크의 처리용량은 1년에 5 개임을 알 수 있고, 처리 시점을 마킹하여 나타내고 있
다. 시간에 따른 집합체 처리용량을 그림 3-3-50의 오른쪽 위에 표시하였고, 임시저
장소에 집합체 저장 순서는 왼쪽 아래에 나타내었다. 이는 모델링 과정에서 집합체
의 ID-tag 역할을 하는 속성을 정의했기 때문이다. ‘캐스크 접속’에서 ‘임시저장’까
지의 평균소요시간을 오른쪽 아래에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시간이 경과할수록 임
의의 값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임의의 n 번
째 집합체가 ‘캐스크 접속’에서 ‘임시저장’까지 처리되는 데에 걸리는 평균소요시간
은 다음 식 3-3-9와 같다.
평균소요시간=접속시간+(반입+검사+저장
시간)[(1+2+3+4)(nQuo4)+(nMod4)(1+(nMo

접속에서 저장공정까지 평균소요시간

(3-3-9)

d4))/2]/n

집합체=5+3.2[(10)(1)+1(2)/2]/5 = 12.04h
6-th 집합체=5+3.2[(10)(1)+2(3)/2]/6 = 11.93h
7-th 집합체=5+3.2[(10)(1)+3(4)/2]/7 = 12.31h
8-th 집합체=5+3.2[(10)(2)+0]/8 = 13h
5-th

5th 6th

7th

8th

그림 3-3-50. 접속에서 저장까지
평균소요시간.
위 식에서 xQuoy와 xMody는 x를 y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의미한다. 위 식을 이
용한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치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3-3-50의 5∼8
번째 집합체에 대한 평균소요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현재까지는 전처리공
정의 일부에 대해서만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전처리공정 전
부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좀 더 효과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산사건시스템 모
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이 향후 계획 중인 공학규모 Pyro 공정의 연간생산량, 공정
이용률, 병목현상, 최적용량 등의 Pyro 시설 개념 설정에 효과적인 방법론으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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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핵물질 흐름분석 모듈 개발
(1) 핵물질 흐름분석 Framework 개발
Pyroprocess 시설 내 핵물질 흐름의 분석을 위한 상용툴로서 Imagine That
Inc.의 ExtendSim을 활용하였다. ExtendSim은 핵물질 흐름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이
산사건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며, INL, ANL 등 미국의 원자력관련 국립연구
소들도 이 상용툴을 이용하여 Pyro 관련 시설의 핵물질 흐름분석을 수행한 바가 있
다. 따라서 핵물질 흐름분석을 위한 Framework 개발에 타당성이 입증된 ExtendSim
을 이용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주기공정기술개발부에서 작성한 flow sheet를
기반으로 이산사건시스템 모델을 구축하고 4.5wt%, U-235, 55,000MWD/MTU, 10년
냉각된 기준핵연료의 물질수지 정보 DB를 내장하여 핵물질 흐름분석을 위한
Framework 구축을 완료하였다. 핵물질 흐름분석 Framework은 현재 8 가지 주요공정
(절단공정, 공기산화공정, 전해환원공정, 전해정련공정, 우라늄잉곳제조공정, 전해제
련공정, 카드뮴증류공정, 잔류악티나이드회수공정)에 대한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다.
각 공정간의 물질이동은 공정물질형태에 해당하는 아이템이며, 그림 3-3-51에 각 공
정 간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공정물질형태를 나타내었다. ExtendSim을 이용하여 구
축된 핵물질 흐름분석 Framework를 그림 3-3-52에 나타내었고, PyroFlow라 명명하였
다. PyroFlow는 공정물질형태(item)의 흐름에 따라 시뮬레이션이 순차적으로 실행되
는 방식이며, 계층구조로 모델링되어 있다. 그림 3-3-52는 최상위 화면으로 각 공정
에 해당하는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각 단위 공정에 대한 상세 모델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Pyroprocess

UCl3
UO, UO2

Chopping

U3O8

ElectroRefining

U-granule

Cathode
Forming
U-deposit

U-metal

Salt

Rod-cut

Nuclides in Salt

Residual
Actinide
Recovery

Cd

ElectroWinning

Cd
distillation

Salt

Salt

Cd

TRU

Assembly

Electrolytic
Reduction

Voloxidation

Cd

나.

그림 3-3-51. 핵물질 흐름분석 Framework의 flow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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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최상위 모델

절단공정 모델
(c) 공기산화공정 모델
그림 3-3-52. 핵물질 흐름분석 Framework (PyroFlow).

그림 3-3-53. PyroFlow의 DB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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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4. 기준핵연료 물질수지 정보.
의 DB 구조는 그림 3-3-53와 같이 세 가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Nuclides 테이블에는 기준핵연료의 이동경로에 따른 물질수지 정보가 들어가 있고,
Standard Assembly Spec. 테이블에는 ESPF의 기준핵연료인 고리 2호기에 사용된 집
합체의 물리적 정보가 들어가 있으며, Equipment Info 테이블에는 공정장치 정보(공
정시간, 장치개수, 배치용량)가 들어가 있다. 공정장치 정보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변수로서 변경이 가능하다. 물질수지 정보를 담고 있는
Nuclides 테이블은 총 26가지의 핵물질 흐름 이동경로를 따라 이동되는 총 12가지
핵종의 물질수지 정보를 담고 있다(그림 3-3-54). 또한 핵종의 수는 필요에 따라 열
을 삽입하여 추가가 가능하며, 이동경로 또한 행을 삽입하여 추가가 가능하다.
PyroFlow

핵물질 흐름 예비분석 및 가시화
1차(2008)년도 연도에 구축한 핵물질 흐름분석 Framework인 PyroFlow beta
버전을 이용하여 공학규모실증시설(ESPF) 내에서의 핵물질 흐름에 관한 예비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다.
예비 전산모사를 위해 기준핵연료에 대한 화학적 제원은 4.5wt%, U-235,
55,000MWD/MTU, 10년 cooling으로 가정하였고, 기계적 제원은 고리 2호기 집합체
를 기준으로 집합체당 연료봉이 235 rod/assembly, 연료봉 길이가 365.8 cm, 집합체
당 우라늄 중량이 392 kg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절단(chopping) 공정에서 rod-cut 길
이를 7cm로 가정했을 경우 집합체당 rod-cut 개수는 대략 12,280개에 해당하며 100
kg/batch 용량에 해당하는 rod-cut의 개수는 3,132 개가 된다. rod-cut 길이는 중요 공
정변수로서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다. 집합체 1개를 절단하는 절단공정은 14.3일 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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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발생된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10 ton/year에 해당하는 공정주기이다. 공기산
화(voloxidation) 공정의 배치용량은 100 kg/batch이며, 이에 해당하는 rod-cut의 개수
는 3132 개이다. 절단공정 후 임시 저장공간에 3,132개의 rod-cut이 모아지고 공기산
화 공정 중이 아니면 공기산화 공정이 진행된다. 전해환원(electrolytic reduction) 공
정은 공기산화로부터 U O 임시저장공간에 100 kg의 산화우라늄이 모아지고 전해환
원 공정 중이 아니면 진행되며 두 번째 배치부터는 U, UO를 전해정련
(Electro-Refining) 공정으로부터 수납한 후 진행된다. 전해정련 공정은 전해환원 후
임시저장공간에 50 kg의 환원된 금속이 모아지고 전해정련 장치 2개 중 하나라도
공정 중이 아닐 때 진행된다. 두 번째 배치부터는 Cathode Forming 공정으로부터
Feedback 공정물질을 수납하고, Initial U loading 공정이 수행된 후 진행된다. 우라늄
잉곳제조(Cathode Forming) 공정은 U dendrite 임시저장공간에 50 kg의 정련된 U
dendrite가 모아지고 우라늄잉곳제조 공정장치 2개 중 하나라도 공정 중이 아닐 때
진행된다. 전해제련(Electro-Winning) 공정은 정해정련조의 염이 정해정련 20 배치 후
에 해당하는 농축된 염을 갖고 있을 때마다 한번씩 수행된다. 두 번째 배치부터는
증류된 Cd가 Cd 증류공정으로부터 수납된 후 진행된다. 카드뮴증류(Cd distillation)
공정은 Residual Actinide Recovery 공정으로부터 Cd가 Feedback 되었을 경우 진행된
다. 잔류악티나이드회수(Residual Actinide Recovery) 공정은 전해제련 공정 1회당 1
회씩 수행된다. 1차 예비분석에 사용된 시뮬레이션 입력 공정변수를 공정장치 담당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 3-3-8와 같이 가정하였다. 표 3-3-9의 입력 공정변수대로
전산모사를 수행하고, 각 공정 간의 임시저장공간에 쌓이는 공정물질의 누적량을 1
년 동안 살펴보았다(그림 3-3-55). 공기산화공정 후 임시저장공간에 U O 양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후속공정인 전해환원공정의 병목현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림 3-3-57에 절단, 공기산화, 전해환원, 전해정련 공정의 운전상황을 표
시하였다. y축의 값이 0일 때, 공정장치는 idle 상태이며 0이 아닐 때는 운전중임을
나타낸다. 공기산화공정과 전해환원공정의 배치용량이 같으므로 공기산화공정 1회
당 전해환원공정 1회가 수행되어야 타당하나 전해환원공정의 긴 공정시간으로 인해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59에는 공정별 누적 처리용량을 kgHM 기준으
로 표기하였는데 여기서 처리용량이란 공기산화공정의 입력공정물질(rod-cut 한배치
분량)로 환산한 용량으로 정의한다. 전해환원과 이후 공정들의 누적 처리용량이 1년
이 지난 시점에서 대략 10,000 kgHM이 되어야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이
결과 역시 전해환원 공정에서의 병목현상을 의심하게 한다. 따라서 전해환원공정의
공정소요시간을 1day로 줄여 입력하여 전산모사를 수행해 비교하였다. 공정소요시
간 1day는 새로 설계된 전해환원 공정장치의 설계 목표치로 알려져 있다.
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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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시뮬레이션 입력 공정변수 가정 사항
장치용량 공정소요시간 장치개
비고
(kgU/Batch)
(day)
수(ea)
공정시간(단순계산)=200days/1
392
7.84
1
0tHMx392kgU/ass'y
rod-cut 이(담당자예측)=7cm
공정시간(담당자예측)

공정
Chopping

Voloxidation

100

Approx. 1

1

Electrolytic
Reduction

100

Approx. 6.25

1

Electro Refining

50

1

2

Cathode Forming

50

1

2

Electro Winning

1000

2

1

Cd distillation
Residual Actinide
Recovery

1000

2

1

1000

2

1

=Heating+Oxidation+Aging+Off
gass

실험치)
담당자예측)

ACPF: 100hrs (
ESPF: ~150hrs (

설계기준
설계기준
배치용량: 설계기준
소요시간: 가정
배치용량 및 소요시간 가정
배치용량 및 소요시간 가정

표 3-3-9. 공정물질별 임시저장공간 최대 누적량
공정물질

최대 누적 공정물질양(kg)

연간 발생시점 (day)

rod-cut

604.4

193.7

U3O8 powder

193.1

26.4

Reduced metal

99.8

10.0

Total in Refining Salt

35.4

44.2

U-deposit

98.4

11.1

Total in Winning Salt

18.2

46.3

Total in Cd crucible

17.1

46.3

Total in DD Salt

18.2

48.4

전해환원공정의 공정소요시간이 1day일 때, 각 공정 간의 임시저장공간에 쌓이는
공정물질의 누적량을 1 년 동안 그림 3-3-56와 같이 살펴보았다. 공기산화공정 후
임시저장공간에 U O 의 누적이 발생하지 않았고 공정소요시간을 줄임으로써 전해환
원공정에서 병목현상이 해결됨을 알 수 있었다. 전해환원공정의 공정소요시간이
1day일 때, 절단, 공기산화, 전해환원, 전해정련 공정의 운전상황을 그림 3-3-58에 표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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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전해환원공정에서 병목현상이 해결되었고 배치용량이 같으므로 공기산화
공정 1회당 전해환원 공정 1회가 수행되고 있다. 전해환원공정의 공정소요시간이
1day일 때, 그림 3-3-60에 공정별 누적 처리용량을 kgHM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1년
후 누적 처리용량이 모두 10,000 kgHM에 도달하였고 병목현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전해제련, 카드뮴증류, 잔류악티나이드회수 공정은 마지막 배치가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절단공정의 주기를 14.3일로 고정시켰기 때문이며 절단공정의 주
기를 좀 더 짧게 한다면, 1년 이내 모두 10,000 kgHM 처리용량을 만족시킬 수 있
다. 병목현상이 없는 전해환원공정시간인 1day인 경우, 각 공정간의 임시저장공간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1년 동안의 전산모사 결과를 분석하여 최대 누적 공정물질양
을 표 3-3-9와 같이 계산하였고 분석결과로 미루어 보면 공정 간 임시저장해야하는
공정물질의 양은 매우 다르며, Rod-cut 임시저장공간을 가장 크게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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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 공정물질 누적량

그림 3-3-56. 공정물질 누적량

(ER_Proc_Time=6.25day)

(ER_Proc_Time=1day)

그림 3-3-57. 공정운전 상황

그림 3-3-58. 공정운전 상황 (0: idle, ~0:

(0: idle, ~0: in operation,

in operation, ER_Proc_Time=1day)

ER_Proc_Time=6.25day)

그림 3-3-59. 공정별 누적 처리용량

그림 3-3-60. 공정별 누적 처리용량

(ER_Proc_Time=6.25day)

(ER_Proc_Time=1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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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yroprocess 핵물질 흐름 분석
(1) 동적물질수지(Dynamic Mass Balance)의 필요성
Pyroprocess는 많은 단위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위공정의 입력, 출력 핵
물질 양을 알기위해서는 물질수지(mass balance) 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는 Pyroprocess의 물질수지를 구하기 위해 현재까지 실험결과로 부터 또는 앞
으로 예측될 수 있는 단위공정의 목표량으로 부터 물질수지를 구하고 있으며, 계속
적으로 물질수지를 수정, 업데이트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물질수지는
정적 물질수지(static mass balance)여서 공정의 운전흐름에 따른 물질수지 변화, 즉,
공정의 입력 및 출력 물질 양의 변화를 한눈에 알기 어렵다. 정적 물질수지는 현재
10 tonHM/year 기준의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했을 경우에 대한 연간 최종 물질수지
를 표현하고 있다. 정적 물질수지도를 통하여 Pyroprocess의 개략적인 물질흐름을 이
해할 수 있고, 특정 배치 후 물질수지 계산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운전
흐름에 따른 물질수지 변화를 동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정
적 물질수지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전흐름에 따라 실시간 (real time)으로 물
질수지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이를 기존의 정적 물질수지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동적 물질수지(dynamic mass balance)라고 명명하였다.
Pyroprocess에 대해 동적 물질수지를 구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적 물
질수지에 비해 상당히 다양하다. 아래에 동적 물질수지 정보를 알아냄으로써 기대
되는 효과를 간단히 기술하였다.
3)

-

실시간으로 각 단위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물질의 양을 예측
공정의 운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전계획 수립
병목현상 원인 파악
공정 설계 변수(공정시간, 공정장치 개수 등) 제시
시설 설계변수(버퍼용량) 제시

이산사건시스템 기반 Pyroprocess 운전모델
Pyroprocess의 단위공정은 대부분 일관공정(batch process) 또는 일부의 반일
관공정(semi-batch process)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공정이 끝난 후 그
다음 공정이 시작되는 운전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pyroprocess를 하나의 시스템
으로 보았을 때, 연속시스템보다는 이산사건시스템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 이산사건시스템으로 본 pyroprocess 운전모델은 전체 공정의 운전현황을
(2)

3)

여기서 실시간의 의미는 실제 공정운전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SW의 시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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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보면서 병목현상, 공정물질 발생량, 버퍼 누적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 된 것이다. 따라서 단위공정모델에는 이런 결과를 계산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여기에 각 단위공정장치의 고장율을 확률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전체 pyroprocess의 운전에 공정장치의 고장이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Pyroprocess의 운전모델에서 동적 물질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적 물질수지를 기
본 DB로 내장하게 된다. 정적 물질수지를 기반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간에 동적
물질수지를 계산하여 출력하게 된다. 단위공정의 배치운전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동적 물질수지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게 된다.
그러나 pyroprocess의 운전모델에서 동적 물질수지를 구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
다. 이산사건시스템 모델에서는 운전 시작, 종료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벤트가 발생
하는 시간마다 어떤 값을 계산해낼 수 있으며, 물질수지를 이벤트(공정의 시작, 종
료 및 회수 등)에 연동하여 계산하는 과정을 pyroprocess 운전모델에 추가하면 동적
물질수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3) PyroFlow

가

모델 구조
ExtendSim을 이용한 pyroprocess의 운전모델은 2008년도부터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되기 시작해서, 2009년 11월 현재는 대부분의 단위공정 모델을 개
발하였고, 단위공정 모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가시화하였으며, 핵종별 또는 공정
별 동적 물질수지 결과를 EXCEL로 export하여 EXCEL Chart를 통해 보여줄 수 있
는 인터페이스까지 완성한 단계이다. 개발한 Pyroprocess 모델을 PyroFlow라 명명하
여 프로그램 등록 이 되어 있으며 일부 연구성과는 논문 으로 발표된 바 있다.
현재 PyroFlow v1.0을 개발한 상태이며, PyroFlow의 기능을 버전 1.0에 준하여 설
명한다. 그림 3-3-61에 PyroFlow의 Top 모델을 나타내었다. 각 단위공정은 단위공정
을 대표하는 그림 아이콘과 item 및 value 입,출력 커넥터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위
공정 밑의 표는 핵종별 처리량을 시간흐름에 따라 나타내 준다. 또한 공정간 버퍼
에 해당하는 네모 박스는 뒤 공정의 병목현상 등의 원인에 의해 누적되는 핵종량을
시간흐름에 따라 보여주며, 주요 공정물질에 해당하는 U-ingot과 TRU 누적 생산량
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또한 염재생공정에서 발생하는 Waste 양도 실시간으로 보
여준다.
PyroFlow는 ExtendSim에서 지원하는 계층구조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각 단위공
정은 하나의 Child 모델로 만들었고, Top 모델에는 pyroprocess의 단위공정 아이콘들
( ) PyroFlow

[62,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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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 단위공정 간 흐름을 연결하기 위한 item 및 value 입.출력 커넥터로만 이루어
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3-61. PyroFlow v1.0의 Top Model.
상세한 단위공정 모델을 보려면 해당 아이콘을 마우스로 더블클릭하면 된다. 예
를 들어 Chopping 공정에 해당하는 집합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그림 3-3-62와 같
은 상세 단위공정모델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림 3-3-62. Chopp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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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
동적 물질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적 물지수지를 이용한다고 했는
데, PyroFlow는 ExtendSim에서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정적 물질수지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다. 현재 이 정적 물질수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주기공
정기술개발부에서 만든 v2.6.1 배포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4.5wt% U-235,
55,000MWD/MTU, 10년 냉각된 10 tonHM/year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적 물질수
지이다. 정적 물질수지 정보를 담고 있는 Nuclides 테이블은 총 33 가지의 핵물질
흐름 이동경로를 따라 이동되는 총 16 가지의 핵종 및 각종 화합물(LiCl, LiCl-KCl,
SAP 등)의 물질수지 정보를 담고 있다(그림 3-3-63). 또한 핵종의 수는 필요에 따
라 열을 삽입하여 추가가 가능하며, 이동경로 또한 행을 삽입하여 추가가 가능하다.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 집합체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기준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PyroFlow에서는 PLUS 7이라는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의 기계적 제원을 역시 DB 테이블로 내장하고 있다. PyroFlow에서 전산모
사시 사용하는 PLUS 7의 제원은 집합체당 U량, 집합체당 연료봉 개수, 연료봉 길이
이며 Standard Assembly Spec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아래와 같은 값이 입력
되어 있다.
( ) PyroFlow DB

-

집합체당 U량: 432 kg
집합체당 연료봉 개수: 236 rods/assembly
연료봉의 길이: 409.4 cm

마지막으로 PyroFlow에 내장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중의 하나는 단위공정장치
에 관한 정보이다. 단위공정장치에 관한 정보는 공정시간, 배치용량, 설치될 장치
개수이며 Equipment Info라는 이름의 테이블 안에 값이 입력되어 있다.
정적 물질수지, 기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제원, 단위공정장치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은 ExtendSim의 메뉴 중 Database를 선택하여 나오는
Mass Balance라는 이름의 DB를 클릭하면 팝업 윈도우를 띄우며 나타난다. 또한 각
테이블에는 필드명이 나타나 있다(그림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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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3. PyroFlow v1.0의 DB 구조.
다

단위공정의 운전절차
각 공정의 운전모델은 아래 기본 운전절차를 참고하여 모델링하였다.

( ) PyroFlow

-

-

-

-

핵연료집합체 반입공정: 일년에 3번 또는 121일 주기로 8개의 집합체를 수
송할 수 있는 cask를 통해 ESPF 시설로 반입된다고 가정.
절단(chopping) 공정: rod-cut 길이를 7 cm로 가정했을 경우 PLUS 7 집합체
당 rod-cut 개수는 대략 13,802 개에 해당하며 50 kgHM/batch 용량(clad 무게
제외)에 해당하는 rod-cut의 개수는 1,597 개가 됨. 단위 rod-cut 무게는
0.0313 kgHM/rod-cut임. rod-cut 길이는 중요 공정변수로서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음.
공기산화(voloxidation) 공정의 기준 배치용량은 50 kgHM/batch이며, 이에 해
당하는 rod-cut의 개수는 1,597 개임. (1,597 rod-cut x 0.0313 kgHM/rod-cut =
49.986 kgHM) 절단공정 후 임시 저장공간에 1,597 개의 rod-cut이 모아져 있
고 이 때, 공기산화 공정이 진행 중이 아니면 저장공간에 있던 1,597 개의
rod-cut이 공기산화 공정으로 이송되어 공기산화 공정이 시작됨. 공기산화
공정의 배치용량은 변경이 가능한 설계 변수임.
전해환원(electrolytic reduction) 공정의 기준 배치용량은 50 kgHM/batch이며,
공정 공기산화로부터 U O 임시저장공간에 약 50 kg의 산화우라늄이 모아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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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전해환원 공정 중이 아니면 진행됨. 두 번째 배치부터는 U, UO를 전
해정련(Electro-Refining) 공정으로부터 수납한 후 진행됨. 전해환원 공정 20
batch 마다 염을 재생하게 되므로, 20n+1 batch 째는 염재생공정 수행 후 재
생염이 수납된 후 전해환원 공정이 진행됨.
- 전해정련 공정의 기준 배치용량은 50 kgHM/batch 이며, 전해환원 후 임시저
장공간에 50 kg의 환원된 금속이 모아지고 전해정련 공정 중이 아니면 진행
됨. 두 번째 배치부터는 염증발(Salt Distillation) 공정으로부터 증발된 염에
포함된 Fission Product를 수납하고, Initial U loading 공정이 수행된 후 진행
됨.
- 염증발(Salt Distillation) 공정은 U dendrite 임시저장공간에 50 kg의 정련된 U
dendrite가 모아지고 염증발공정 중이 아닐 때 진행됨.
- 전해제련(Electro-Winning) 공정의 기준 배치용량은 50 kg-salt/batch 이며 전
해정련 20 배치 마다한 번씩 수행됨. 전해정련의 기준 배치용량 50
kgHM/batch의 6배 정도의 염이 필요하므로 300 kg-salt가 한번에 버퍼로 들
어옴. 그러나 전해제련의 배치용량은 50 kg-salt/batch이므로 6번에 나누어 공
정을 수행함. 두 번째 배치부터는 증류된 Cd가 Cd 증류공정으로부터 수납
된 후 진행됨.
- 카드뮴증류(Cd distillation) 공정은 전해제련공정 및 잔류악티나이드회수
(Residual Actinide Recovery) 공정으로부터 Cd 도가니 입수 되었을 경우 진
행됨. Cd 도가니는 전해제련공정 및 잔류악티나이드 공정 한 배치마다 카드
뮴증류 공정으로 이송하게 됨.
- 잔류악티나이드회수(Residual Actinide Recovery) 공정의 기준 배치용량은 50
kg-salt/batch 이며 전해제련 공정 1회당 1회씩 수행됨.
- 전해환원 공정 후 용융염(LiCl) 재생공정의 기준 배치용량은 20 kg-salt/batch이
며 전해환원 공정 20 배치당 1회 수행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함. 전해환
원 후 발생되는 용융염 양은 400 kg-salt 상당이며, 결국 염재생공정은 전해
환원 공정으로부터 받은 염을 20회에 나누어 처리하게 됨.
- 잔류악티나이드회수 공정 후 공용융염(LiCl-KCl) 재생공정의 기준 배치용량은
20 kg-salt/batch 임. 잔류악티나이드회수 공정 1 배치 당 50 kg-salt가 발생하
므로, 이를 받아 공용융염 재생공정에서는 2 배치를 수행한 후 나머지 10
kg-salt는 다음 회에 받은 공용융염과 함께 3 배치를 수행하는 식으로 공정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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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 결과출력
기본적으로 위의 가정에 입각하여 이산사건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하였
고, 시간흐름(실제로는 이벤트 발생)에 따른 각종 결과를 EXCEL로 출력하도록 하도
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Top model에는 각 단위공정장치의 처리량을 핵종별로 수치
출력하고, 버퍼에 누적되는 공정물질 양을 수치 및 그래픽으로 표시하며, U-ingot 생
산량, TRU product 생산량을 수치 및 그래픽으로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ExtendSIM의 animation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실시간 흐름에 따른 결과변화를 한눈
에 알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모든 결과는 EXCEL로 출력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다음 그림 3-3-64는 시간에 따른 Chopping 공정의 핵종별 처리량을 나타내주
고 있다. 시간은 핵종별 출력결과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벤트 시간만을 선별적으로
추가(append)하여 최종결과에는 최소의 행(row)만으로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다
음 그림 3-3-65는 시간에 따른 U O buffer의 누적변화량을 나타내었다. 역시 U O 의
누적변화가 발생하는 이벤트 시간만을 선별적으로 추가(append)하여 최종결과는 최
소의 행(row)만으로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첫변째 열은 시간(sec)이며, 두번째
열은 U O 의 양(kg)을 나타내고 있고, D, E 열은 이산사건 출력 그래프를 그리기 위
해 작업된 시간오차 및 U O 값 오차이다.
( ) PyroFlow

3

3

8

3

8

3

8

그림 3-3-64. 시간에 따른 Chopping 공정의 핵종별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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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 3-3-65. 시간에 따른 U O 버퍼의 누적변화량.
실제 ExtendSIM의 simulation이 진행되는 동안 EXCEL의 미리정해진 이름의 sheet
에 각종 출력데이터가 기록되므로, 시뮬레이션하는 동안에는 EXCEL workbook을 편
집하는 것은 금물이다. 각종 출력데이터가 sheet에 기록됨과 동시에 또한 주요결과
chart가 그림 3-3-66처럼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어있다.
3

8

그림 3-3-66. 각종 Chart 출력결과.
- 355 -

좌측상단의 chart는 단위공정에 대한 단위핵종별 처리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
현재는 전해제련공정의 TRU 처리량을 나타내고 있다. 우측상단의 chart는 8가지 주
요공정에 대한 핵종별 처리량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절단, 공기산화,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 Cd 증류, 잔류악티나이드회수 공정에 대하여 비교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모든 공정에 대하여 출력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모든 핵종의
합(total)에 대한 처리량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좌측하단의 chart는 버퍼에 누적
되는 공정물질 양을 나타내도록 되어있고, 현재는 rodcut, U O powder, 환원 pellet,
U dendrite, 염증발된 U dendrite, 전해제련으로 부터 넘어온 Cd 도가니의 HM, 잔류
악티나이드회수 공정으로부터 넘어온 Cd 도가니의 HM을 선택에 의해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은 pyroprocess에서 발생하는 최종 생산물인 U
ingot, TRU product, CWF waste 양을 chart로 출력하고 있다.
위 네 가지의 chart 이외에 추가로 각 공정장치별 운전상태를 표시하는 chart를 추
가로 다음 그림 3-3-67에 나타내었다. 왼쪽 y축은 운전(operation)상태를 오른쪽 y축
은 고장(shutdown)상태를 나타낸다. 운전상태 그래프가 1의 값을 갖을 때는 공정 진
행중임을 의미하고, 0일 때는 공정 진행중이 아님을 의미한다. 고장상태 그래프가 1
의 값을 갖을 때는 고장임을 나타내고, 0일 때는 그렇지 않음을 나타낸다. 운전상태
가 0이고 동시에 고장상태가 0인 상태는 idle 상태로 공정 휴지기간임을 나타낸다.
3

8

그림 3-3-67. 단위공정별 운전상태 Chart.
을 이용한 pyroprocess 핵물질흐름 전산모사 예 (무한버퍼, 무고

(4) PyroFlow v1.0

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기본 가정은 앞서 기술한 운전절차를 참고하여
모델링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각 공정별 공장장치 설치 개수, 공정소요시간,
배치용량은 다음 표 3-3-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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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0.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주요 공정 설계인자
Process

Process
Qty.
time
(ea)
(day)

Batch
Batch
capacity4) capacity5)
(kgHM) (kg-salt)

Remark
10 tHM for 200 days,
7 cm rodcut
estimated by
experiment with 20 kg
estimated by current
technology

Chopping

8.64

1

432

Voloxidation

1

1

50

Electrolytic reduction

1

1

50

400

LiCl purification

1

1

50

20

Waste fabrication 1
(CWF)

1

1

50

Electro-refining

1

1

50

Salt distillation

1

1

50

Electro-winning

2

1

166.67

50

assumption

Residual actinide
recovery

2

1

166.67

50

assumption

Cd distillation

2

1

83.33

LiCl-KCl purification

2

1

66.67

Fuel fabrication

5

1

83.33

assumption

U ingoting

1

1

50

assumption

Waste fabrication 2
(CWF)

1

1

66.67

assumption

표

assumption
assumption

300

design requirement
design requirement

assumption
20

assumption

에서 각 단위공정별 배치용량은 공기산화공정등가질량(Voloxidation
Equivalent Mass: VEM)으로 표현하였다. 공기산화공정 이하 공정의 배치용량은 모두
VEM으로 표기하였다. 공기산화등가질량으로 배치용량을 표기하는 것은 실제 배치
용량으로 표기하는 것에 비해 장점이 있다.
공기산화공정 이후의 일련의 공정
3-3-10

여기서 batch capacity는 공기산화공정등가질량(voloxidation process equivalent mass : VEM)으로로 표현하였다. a 라는 공정장치
의 VEM이 x 라고 하는 것은 a 라는 공정장치의 정확한 HM 처리량은 모르지만, voloxidation 공정이 x 양만큼 처리한 heavy
metal(HM)이 시간이 흘러 현재 a 라는 공정장치에서 그 일부가 입력물질로 들어와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물질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로 핵종들이 분기되고 a 라는 공정장치에 최종 도달하는 HM의 총량은 x 보다 적
을 것이다. 이 양을 예측하기 쉽지 않으므로 VEM을 사용하였다.
5) 여기서 batch capacity는 salt의 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전해제련 이후 공정으로 가게 되면 HM 의 양보다는 salt의 양으로 처
리용량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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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얼마만큼의 배치를 수행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
면 전해제련(electro-winning)의 배치용량이 VEM으로 50 kgHM이고 공기산화공정의
배치용량이 VEM으로 50 kgHM이므로 전해제련공정은 공기산화공정이 1 회 수행되
면 1 회 수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 전해정련 공정의 배치용량이
VEM으로 50 kgHM이고, 후속공정인 전해제련 공정의 배치용량이 VEM으로 166.67
kgHM이며 이 때는 3.33 회의 전해정련공정 당 1 회의 전해제련공정이 수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운전횟수 파악을 위해서 공정물질이 HM이 주가 아니라
염이 주가 될 때는 염에 포함된 HM의 양을 예측해야 하므로 HM로 배치용량을 표
기함과 동시에 염을 기준으로 배치용량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전해정련의 염 배치용량은 300 kg-salt/batch이고, 전해제련의 염 배치용량은 50
kg-salt/batch이므로 전해정련의 염재생횟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식
3-3-10이 필요하다.
전해정련의 염재생횟수: Num_Recycle_Refining
전해정련의 염 배치용량: SaltCapBatch_Refining
전해제련의 염 배치용량: SaltCapBatch_Winning
전해정련의 HM 배치용량(VEM): HMCapBatch_Refining
전해제련의 HM 배치용량(VEM): HMCapBatch_Winning
마지막 염재사용 시 염에 포함된 HM의 양: 전해정련의 염 배치용량
= 전해제련의 HM 배치용량: 전해제련의 염 배치용량
Num_Recycle_Refining x HMCapBatch_Refining : SaltCapBatch_Refining
= HMCapBatch_Winning : SaltCapBatch_Winning
Num_Recycle_Refining = SaltCapBatch_Refining/SaltCapBatch_Winning x
HMCapBatch_Winning/HMCapBatch_Refining

       
     
       

(3-3-10)

위와 같이 HM 배치용량 및 염 배치용량을 안다는 것은 염재생횟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위의 수식에 표 3-3-10의 값을 대입해보면, 전해정련공정은 50
kgHM/batch 및 300 kg-salt/batch를 사용하고 염을 20 회 재사용하며, 이후 전해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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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

을 포함한 염을 이송한다. 전해제련공정에서는 50 kgHM/batch 및 50
kg-salt/batch를 사용하므로 전해정련공정 20회 당 6회의 전해제련공정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표 3-3-10에서 단위공정의 공정시간, 배치용량은 공학규모 파이로일관
공정을 기준으로 현재 기술수준 및 실험결과에 준거하여 예측하고 있는 값이며 현
재 자료가 없는 것은 단순 예측하였다. 버퍼용량은 무한대로 가정하였고, 모든 공정
장치의 고장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전해환원을 위해 필요한 염 LiCl 400 kg 및
LiClKCl 300 kg는 여유분으로 1 개씩 더 갖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1 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각 공정별 운전상태를 그림 3-3-68에 나타내
었다. Chopping의 경우 일년에 24번의 집합체를 절단하는 데, 처리량을 계산해보면
24 x 432 kgHM/assembly = 10,368 kgHM을 처리하게 된다. 다음 공기산화공정에서
는 50 kgHM/batch 용량으로 rodcut을 약 207회에 걸쳐 처리함을 알 수 있다. 전해환
원의 경우도 50 kgHM/batch의 용량으로 공기산화공정과 배치용량이 같고 공정시간
도 1 day로 같지만 feedback 공정물질의 입수과정 때문에 공정 사이에 약간의 지연
이 있다. 이로 인해 전해환원의 경우는 연간 160 회 밖에 공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10 tHM/year이라는 공정목표를 만족하지 못한다. 이는 전해환원 공정의 후속 공정에
도 영향을 미쳐 표 3-3-10의 설계안 및 앞서 기술한 기본 운전절차대로 운전을 수행
할 경우 연간 공정목표를 만족할 수 없게 된다. 그림 3-3-69에는 각 공정별 batch 횟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서도 연간 공정목표를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공기산화등가질량으로 50 kgHM/batch 배치용량을 갖는 전해환원, 전해정
련, 염증류공정은 연간 200 회는 수행되어야 하고 공기산화등가질량으로 166.67
kgHM/batch 배치용량을 갖는 전해제련, 잔류악티나이드회수 공정은 연간 60 회는
수행되어야 10 tHM/year의 공정목표를 만족하나 실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전해환
원, 전해정련, 염증류공정은 각각 160회, 160회, 159회의 공정이 수행되었고 전해제
련, 잔류악티나이드 회수 공정은 각각 42회, 42회의 공정이 수행되었다. 또한 공기
산화등가질량으로 50 kgHM/batch, 66.67 kgHM/batch 배치용량을 갖는 LiCl 염재생공
정과 LiClKCl 염재생공정은 각각 연간 200 회, 연간 150 회가 수행되어야 10
tHM/year의 공정목표를 만족하나 실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각각 141회, 51회의 공
정이 수행되었다.
그림 3-3-70은 공기산화공정의 total HM 누적처리량을 그림 3-3-71은 전해환원공
정의 total HM 누적처리량을 나타낸다. 다만 공기산화공정에서의 total HM에는
cladding의 양이 2,560 kg 포함되어 있고 전해환원공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기산화
공정에서 off-gas로 빠져나가는 fission product의 HM 양이 미미하고 공기산화공정에
서의 cladding hull에 묻어서 발생하는 손실(loss)을 감안하더라도 전해환원공정의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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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HM

양이 큰 폭으로 낮다는 것은 전해환원공정에서 병목현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72, 3-3-73는 버퍼에 누적되는 공정물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72는 chopping 공정 후 발생하는 roduct을 저장하기 위한 버퍼에 누적되는 rodcut
양(cladding hull 포함)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3-3-73은 공기산화공정 후 발생하는
U O powder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에 누적되는 U O powder 양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3-3-74는 전해환원공정 후 발생하는 환원금속 버퍼에 누적되는 환원금속 양을
나타낸 것이다. Chopping 공정 중에는 rodcut 버퍼에 roduct이 급격히 누적되지만
chopping 공정의 휴지기간에는 바로 버퍼에 누적된 rodcut이 공기산화 공정으로 이
동하여 급격히 줄어듦으로 인해 계속적인 누적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U O 분말 버퍼에는 공기산화공정 중에 발생된 U O 분말이 누적된 것이 공기산화
공정의 휴지기간에도 바로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뒤의 전해환원공정에서 누적된
U O 분말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그림 3-3-68에서와 같이 전해환원
공정은 1년 내내 쉼없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누적된 U O 분말을 다 처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3-75는 1 년 동안 파이로일관공정으로부터 생산된 U
ingot의 양을 나타낸다. 그림 3-3-76은 1 년 동안 파이로일관공정으로부터 생산된
TRU product의 양을 나타낸다. 연간 10 tHMU/year 기준으로 생산 가능한 U ingot
및 TRU product는 각각 9,230 kg, 215 kg으로 예상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U ingot
의 경우 8,000 kg에 미치지 못하고 TRU product도 160 kg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해환원을 포함한 이후 공정의 지연 때문에 연간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8

3

8

3

8

3

3

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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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opping

(b) Voloxidation

(c) E-Reduction

(d) E-Refining

(e) Salt distillation

time(day)

그림 3-3-68. 무고장과 무한버퍼를 가정한 단위공정의 운전상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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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Winning

(g) RAR

(h) Cd distillation

(i) LiCl Purification

(j) LiClKCl Purification

time(day)

그림 3-3-68. 무고장과 무한버퍼를 가정한 단위공정의 운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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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9. 단위공정에서 수행된 연간 배치수.

그림 3-3-70. 공기산화공정에서 누적 처리된 heavy metal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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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1. 전해환원공정에서 처리된 heavy metal의 양.

그림 3-3-72. Rod-cut 버퍼에 쌓인 heavy metal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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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3. U O 분말 버퍼에 쌓인 heavy metal의 양.
3

8

그림 3-3-74. 환원금속 버퍼에 쌓인 heavy metal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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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5. 파이로프로세스에서 생산된 우라늄 잉곳의 양.

그림 3-3-76. 파이로프로세스에서 생산된 TRU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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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방안 고찰
분석결과 전해정련 과정에서의 병목현상 발생으로 연간 처리목표인 10
tHM/year를 소화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처리목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병목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연
간 처리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병목현상의 원인
부터 살펴보자. 전해환원공정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은 feedback 공정물질 중 전해
정련으로부터 받게 되는 ‘UO, UO ’가 준비되어 있고, 공기산화공정으로 부터 받게
되는 U O 분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LiCl 염이 400 kg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LiCl 염은 여유분으로 400 kg을 준비하고 있어 염재생공정으로 염이 보내져 있을
경우에도 여유분을 사용하여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모델에서 ‘UO,
UO ’는 여유분을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UO, UO ’를 전해정련으로부터 받게
될 때 까지 기다린다. U O 분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기산화공정으로 부터 생산되
는 U O 분말은 충분하여 병목현상의 주요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feedback 공정물질
인 ‘UO, UO ’를 제때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해정련공정은 전해환원공정보다 feedback 공정물질이 많다. 염증류공정으로부터
생산된 U 중 일부를 ‘UCl ' 제조하는 데 사용하여 feedback을 받고 염증류공정으로
부터 증발된 염을 feedback 받고 공용융염(LiClKCl) 재생공정으로부터 정화된 염을
feedback 받는다. 공용융염은 4.2.3에서 여분(300kg)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모델링
하여 병목현상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UCl '를 피드백받기위해서는 염증류
공정 시간만큼을 기다려야 하므로 이 대기시간을 없애기 위해 ‘UCl '의 여유분을 갖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증발된 염을 받은 후 공정이 진행되는 식으
로 운전 모델링이 되어있으므로 이것도 대기시간을 없애기 위해 item resource 블록
을 사용하여 초기 여유분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아래 표 3-3-11에서 (4)와 (5)의 운전모델 차이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5) Pyroprocess

2

3

8

2

2

3

3

8

8

2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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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 4.2.3절과 4.2.4절의 운전모델의 차이
전해환원
feedback
물질
전해정련
feedback
물질

4.2.3
UO, UO2

UCl3

증발염

여유분 없음
여유분 없음
여유분 없음

4.2.4

회의 전해환원에
해당하는 여유분
1회의 전해정련에
해당하는 여유분
1회의 전해정련에
해당하는 여유분
1

새로 제안된 운전모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3-3-77에 새롭게 제
안된 운전모델의 운전상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절단공정의 운전상태를
살펴보면 cask 반입주기가 121일이고, 8개의 집합체를 하나의 cask에 들여오므로 절
단작업이 연속으로 8번이 수행된후 다음 cask 반입주기까지 기다리게 된다. 원한다
면 cask의 반입주기 등을 조절하여 좀 더 세밀한 운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림
3-3-78에는 운전배치 수행 회수를 각 공정별로 나타내었다. 그림 3-3-79에는 각 공정
에서 처리한 heavy metal의 총량을 나타내었다. chopping 공정부터 salt distillation 공
정까지는 heavy metal의 주요 질량인 U를 처리하므로 실제 처리한 heavy metal의 양
이 많지만, 이후 전해제련 공정은 염속에 잔류하는 TRU 및 RE를 분리하는 게 주이
므로 실제 처리한 heavy metal의 양이 대폭 감소한다. 따라서 직관적으로는 전해제
련이후 공정에서 처리한 heavy metal의 양이 연간처리용량을 만족하는 것인지 파악
하기 어렵다. 따라서 VEM으로 heavy metal의 양을 표기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연간
처리용량을 만족하는지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일년이 된 시점에서 운
전배치 수행회수와 heavy metal의 총량을 정리하면 아래 표 3-3-12와 같다. 운전배치
수행회수와 VEM 배치용량을 곱해 10 tHM 이상이면 연간처리용량을 만족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핵물질흐름에서 제일 마지막 공정중에 하나인 LiClKCl purification 공정
의 처리량을 살펴보면
150 batches x 66.67 kgHM/batch (VEM) = 10 tHM (VEM)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운전방법에 의해 연간처리목표인 10 tHM을 만족함
을 알 수 있다.

- 368 -

표 3-3-12. 제안된 운전상황에서 연간 배치수와 처리된 heavy metal의 양
total # of
batches

batch capacity total processed heavy metal
(kgHM, VEM)
(kgHM)

Chopping

24

432

13,049*

Voloxidation

207

50

13,022*

Electrolytic reduction

207

50

10,552

LiCl purification

200

50

43

Electro-refining

207

50

11,128

LiClKCl purification

150

66.67

142

Salt distillation

207

50

10,340

Electro-winning

60

166.67

213

Cd distillation

120

83.33

218

Residual actinide recovery

60

166.67

203

*includes cladding hulls

그림 3-3-80은 공기산화 공정에서 처리한 total heavy metal 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 모델과 새로 제안한 모델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는데, 공기산화 공정의 처리는
양쪽이 모두 같다. 그림 3-3-81은 전해환원 공정에서 처리한 total heavy metal 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 모델은 처리량이 연간목표를 만족하지 못하지만 새로 제안한
모델에서는 연간목표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82와 83은 각각 U O 버퍼
및 reduced metal 버퍼에 누적되는 total heavy metal의 양을 나타낸다. U O 버퍼의
누적변화량은 이전모델과 제안모델이 모두 같은 반면 reduced metal 버퍼의 누적변
화량을 비교하여 보면 이전모델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연간 최대 약 2,500 kgHM을
기록한 반면 제안모델에서 누적량은 최대 약 50 kgHM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는 전해환원공정에서의 병목현상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운전절차를 어떻게 하
느냐에 따라서 버퍼용량이 50 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버퍼용량 설계는 타
당한 운전절차 수립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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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a) Chopping

(b) Voloxidation

(c) E-Reduction

(d) E-Refining

(e) Salt distillation

time(day)

그림 3-3-77. 새로운 모델에서 무고장과 무한버퍼를 가정한 단위공정의
운전상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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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Winning

(g) RAR

(h) Cd distillation

(i) LiCl Purification

(j) LiClKCl Purification

time(day)

그림 3-3-77. 새로운 모델에서 무고장과 무한버퍼를 가정한 단위공정의 운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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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8. 단위공정에서 수행된 연간 배치수(제안모델).

그림 3-3-79. 단위공정에서 처리된 heavy metal의 양(제안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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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구 운전모델

제안된 운전모델

그림 3-3-80. 공기산화공정에서 처리된 heavy metal의 양 비교.

- 373 -

(a)

구 운전모델

제안된 운전모델
그림 3-3-81. 전해환원공정에서 처리된 heavy metal의 양 비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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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 운전 모델

제안된 운전모델
그림 3-3-82. Rod-cut buffer에 쌓인 heavy metal의 양 비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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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3-83. U O
3

구 운전모델

제안된 운전모델
분말 버퍼에 쌓인 heavy metal의 양 비교.
(b)

8

- 376 -

공정장치의 고장을 고려한 분석
앞서 제안한 운전방법을 고려하여 운전을 하되 장치의 고장을 가정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공학규모 Pyroprocess에 사용될 공정장치를 제작한
경험이 없어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다음 표와 같은 장치고장율을 가정하여 전산모
사를 수행하였다. 향후 공정장치에 대한 수명, 고장율, 유지보수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를 이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장치의 고장율을 반영했을 때, 시
뮬레이션 후 PyroFlow v1.0과 PyroFlowResults v1.0에서 출력하는 결과들이 앞의 결
과들과 어떻게 다른지 운전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3-84에 장치의 고장 및 수리기간에는 공정장치의 운전이 중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표 3-3-13과 같은 가정으로는 절대 연간 10 tonHM/year의 생산량을 맞출
수 없었다.
(6)

표 3-3-13. 단위공정장치의 고장율 입력값
TBF(time between failure)

TTR(time to repair)

Unit Process

mean of exponential
distribution (day)

mean of exponential
distribution (day)

Chopping

50

14

Voloxidation

50

14

Electrolytic Reduction

50

14

Electro-Refining

50

14

Salt Distillation

50

U ingot

∞

14

Electro-Winning

100

14

Residual Actinide Recovery

100

14

Cd Distillation

100

14

Wast Fab. (using glass frit
& chemical agent)

∞
∞
∞

Wast Fab. (using glass frit
& SAP)

∞

LiCl Purification
LiCl+KCl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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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0

(a) Chopping

(b) Voloxidation

(c) E-Reduction

(d) E-Refining

(e) Salt distillation

time(day)

그림 3-3-84. 고장과 무한버퍼를 가정한 단위공정의 운전상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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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Winning

(g) RAR

(h) Cd distillation

(i) LiCl Purification

(j) LiClKCl Purification

time(day)

그림 3-3-84. 고장과 무한버퍼를 가정한 단위공정의 운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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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및 분석
‘무고장, 무한버퍼’를 가정했을 경우에도 운전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
간 처리목표인 10 tonMH/year를 맞출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운전방법을 숙지
하여야 한다.
(7)

배치 이상의 전해환원에 해당하는 (전해정련으로부터 발생하는) UO, UO
여유분 준비
- 1 배치 이상의 전해정련에 해당하는 UCl 여유분 준비
- 1 배치 이상의 전해정련에 해당하는 (염증류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증발염
준비
- 1

2

3

또한 ‘무고장, 유한버퍼’를 가정했을 경우 ‘무고장, 무한버퍼’의 분석결과를 토대
로 버퍼가 수납하게 되는 공정물질을 생산해내는 공정의 배치용량의 1배보다 약간
의 여유를 두게 되면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장을 가정하게 되면 장
치의 유지/보수 또는 교체 시간을 고려해서 장치 하나의 고장 때문에 후속공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버퍼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장치의 교체를 가정하고 교체
기간을 1 일로 잡으면 공정 배치용량의 3 배에 해당하는 버퍼용량을 준비하면 충분
하다.
또한 위와 같은 운전방법을 숙지하더라도 장치의 고장율을 고려하게 되면 연간
처리목표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실 공정장치
의 고장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정한 장치의 개수 또는 최적의 공정장치 배치용량
과 공정시간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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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달성 및 달성도
1.

최종목표

핵연료주기 원격취급 기술개발 연구의 최종 목표는 대과제에서 추진중인 “핵주
기 시스템공학 기술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Pyroprocess 실증을 위한 원격
운전/유지보수 기술 및 취급 장비 확보”이다.
2. 1

단계 목표

단계의 최종목표는 Pyroprocess 실증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 원격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기술 및 Pyroproces를 분석하고 가시화하는 시
뮬레이션 기술 개발로 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High-throughput 메커니즘 고안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제작
○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 Pyroprocess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안 분석
- 고하중 취급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작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설계 및 원형 개발
- Pyroprocess Mock-up 가상환경 구축 및 원격작업성 분석
- Pyroprocess 핵물질 흐름 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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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실적 및 달성도

핵연료주기 원격취급기술개발 연구에서는 위의 RFP 상의 연구내용을 수행하여
PRIDE 목업에서 pyropocess 공정의 실증을 위한 원격 운전/유지보수 기술 및 취급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탈피복 분말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RFP에 제시된 연구
의 목표 및 내용대로 1차년도(‘07년)에는 산화속도/회수율 향상을 위한 분말화
공정핵심 메커니즘 고안하고, 2차년도(‘08년)에는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
치 성능 평가와 일체형 장치를 설계하고, 3차년도(‘09년)에는 장치의 안전성
및 원격유지․보수성을 고려하고, 부품들의 모듈화 및 반자동화를 반영한 고
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장치에 대한 구동시험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 승온 시험(500 ℃ 이상) 및 헐 분리 성능 시험(용
량 50 kgHM/batch, 헐 길이 50 mm)등을 수행하여 100%의 헐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도 설계 및 제작하여 기초실험
을 수행하여 문제점을 도출 및 분석하고, 이를 개선/보완 후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헐의 잔여분말 회수율은
96.25%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목
표를 달성함은 물론 당초 제시한 정량적 목표도 충분히 달성하였다.

High-throughput

/

원격 운전/유지보수용 양팔 서보조작기 및 이의 이송을 위한 천정
이동장치를 개발하였다. 서보조작기는 한 팔당 25 kgf을 하중을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케이블 동력전달시 유발되는 모션 간섭현상이 완전히 제거되
는 특징이 있으며, 천정이동장치는 동일 신장/신축 메커니즘을 고안/적용하여
정밀한 모션이 가능하다.

- Pyroprocess

디지털 목업 환경에서 공정장치의 원격 접근성, 취급성, 운전성 및 유지
보수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시뮬레이터
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Haptic Rendering 기술 및 작업영역 해석 알고리즘을 개
발하여 핫셀에서 원격 조작기로 운전되는 공정장치들에 대해 최적 배치를 수
행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다양한 운전시나리오 분석이 가능
한 Pyro 공정핵물질 흐름분석 모델(PyroFlow v1.0)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국내
원자력 분야에 적용하였다.

- Py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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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세부연구내용의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각 세부연구 내용별 당초 제
시한 정량적 목표도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히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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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계속)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High-throughput 탈피복 /분말화 장치 개발
◦
분말  기계적 탈피복 방식
 탈피복 효율
화 공정 핵심장치 개발
등 과 화학 향상
적 탈피복 방식
분말입도 크기
 산화속도 및 회수율
등 을 분석함
조절 기능
향상을 위한
 기계적
과 화학적
 피복재와 분말
장치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탈피복 의 분리 회수
메커니즘 고안
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핵심 메커니 기능
⋅연료봉에서 분말
즘을 고안함

회수율
이상  연료 산화 및 회수 후 진공을
℃ 까지
차 회수
유지시키고
단계
적으로 온도를 조절 하면서 휘
발성 핵분열 생성물을 배출하는 진
공 메커니즘 도출

분말  차원 기계설계 도구인
 사용후핵연료
화 공정 핵심장치 설계 와 설계검증 도구인
및 제작
를 이용하여 연료 산화 및 헐 분말
회수 장치를 설계하고 장치의 열적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 한 후 설계
제작함 제작 후 수정 최소화
사용후핵연료 펠릿과 유사한 체적  배합비
팽창비 를 갖는 최적의 모의 연
료 대상물질 및 배합비를 도출함
도출한 후보물질로 모의 펠릿 및  연료봉에서 분
길이의 모의 연료봉을 제 말 회수율
작하여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핵심 이상 차
장치의 연료산화 및 헐 분말회수 성 회수
능을 평가함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헐의 공급 이송 및 잔여분말 분리  드럼 회전 및
장치 설계
등을 분석하여 각각
방식 축 왕복회전
방식
방식

의 잔여분말 자동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분리 메커니즘 개발 및 연속식 헐 잔류분말 자동분리 메커
성능평가
니즘을 고안함
⋅
에서 잔여분말  고안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사용후핵  에서 잔여
회수율
이상
연료
용량의 헐 잔류분 분말 회수율
차 회수
말 자동분리 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이상 차
성능시험을 수행함
회수
High-throughput

(slitting,

mill,

roller

straightening

)

(muffle

rotary

high-

throughput

kiln

ball

,

furnace,

)

ball

drop

rotary

kiln

/

1 Torr,

:

(1

90%

hull

)

,

(feedback

1,200

system)

(PID)

High-throughput

3

SolidWorks

COSMOSWorks
/

20

kgHM/

batch

,

/
/

(

)

:

(2.7)

W 90% +

SiC 10%

3cm/7cm

:

/

90%

/

/

,

Conveyer

Parts

feeder

Hull

,

Air

,

shower

,

Hull

Hull

: 95%

(2

(1

)

100

kgHM

)

:

/

,

9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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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계속)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High-throughput 탈피복 /분말화 장치 개발
 탈피복 분말화 공정

의 벌크 체적비를 구하고  장치크기
핵심장치 성능 평가 및 연료봉 길이
에 따른 체적비
타피복 분말화 일체형 를 구함 ～ 이를 적용하여 반
장치 설계
응기 체적 예측식을 도출하였으며
연료무게와 연료봉 길이에 따른 반  승온 온도
응기크기와 장치크기를 도출함
℃ 분
 상기의 결과 및 인코넬의 승온 실험 소요
결과를 토대로 탈피복 분말화 산화
반응 장치를 설계 하였으며 세라믹
니켈 크롬계열 등의 소재를 조사 분
석하여 내부식성과 형상유지 안전성
이 높은
을 고온 진공 가열로의
소재로 선정함 사용온도
℃
◦고효율 탈피복 분말화  장치 안전성 및 원격유지ㆍ보수성을  전체 개로 모
일체형 장치 시제품 제 고려하고 모듈화 요건을 설정하였으 듈화
작
며 장치부품별 모듈 및 반자동화  탈피복 분말화
특성을 분석하고 모듈 대상 및 반자 장치
동화 대상 히터모듈 을 선정함
처리용량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치 전체가
장치 제작
도 회전하는 회전 플레이트모듈 등  특허출원
⋅탈피복 분말화 장치
모듈별 유지보수를 고려하였으며
처리용량
이를 반영하여 탈피복 분말화 일체
형장치의 를 구축 완료 하고 제작
완료함
/

U3O8

(2.7),

(2~21cm)

/

(2.0

:L

1400x H

4.7).

1200mm

,

:

1000

/50

/

,

,

-

/

APM(Advanced

Metallurgy)

Powder

/

(

~1400

)

/

9

,

/

(

)

:

/

180

50

kgHM/batch

,

/

,

: 50

/

kgHM/batch



3D

(

)

,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고효율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생산
장치 통합 시험
시제품 제작 및 통합시험
및 통합시험
산화반응모듈 제작 후
완료함
모의
탈피복 잔여분말 시
제품 제작 및 통합시험결과
Heating rate 14℃/min에서 500℃까
지 승온, 4시간 유지함. 또한 반응
기의 3～5RPM 회전에서 헐 회수
율을 100% 달성함
/

/

-

-

Blank

Rod-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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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계속)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
원격 취급 
가상환경을 이용한 원격장치  유지보수 공구
용 양팔조작기 설계
접근성 분석을 통해 금속전환장치의 개발 특허등록
개선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유지보수

공정장치의 공구 홀더장치 개발
 표준화 설계
원격 운전 유지보수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 유지 지침서 발간
방안 분석
보수를 위한 설계
을발
⋅원격취급 모듈화 및
간하여 공정장치 담당자에게 설계
표준화 설계요건의 지침서로 제시함
적합성
고하중 취급 양팔 서보  조작기 관절 회전시 타축 모션 간섭  모션
비간섭
조작기 차원 설계 및 현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보상 메커 메커니즘 고안
핵심부 제작 시험
니즘 고안 및 최적화 설계 프로그램 특허출원
⋅양팔 서보조작기
개발 모션 간섭량 미국특허
구동부
독립성 기구해석
 다물체 동력학 해석 모델 및 이의 
결과의 타관절 영향 결과를 반영한 구동부 최적사양 도 연속 취급 가능
출을 통해 차원 최적 설계 수행
고안된 핵심 메커니즘의 제작 및 시  모션 간섭량
험 평가를 통해 구동부의 독립성을
검증함
◦
원격 취급  차년도 연구 성과물의 홍보룰 통해  현금․현물 출자
용 양팔조작기 제작
산업체가 년간 과제에 참여하여 설 산업체 참여
계된 조작기 시스템 제작함 개발
 고하중 취급 양팔 서보 완료 후 기술이전 희망
조작기 설계 개선 및 제  개선된 모션 비간섭 메커니즘이 지  핵심 메커니즘
작 시험
경부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아 특허 국외특허출원
⋅조작기 구동부
경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미국 및
메커니즘의 혁신성 및 에 특허 출원
성능요건
 차원 설계 툴인
및구
만족여부 구동부 무게 조해석 툴인
를 이용
불균형
이하 하여 조작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함
 기구학적 무게균형 설계 프로그램  무게 불균형량
개발하여 조작기 최적화 설계를 수
이내
행함
Pyroprocess

Pyroprocess

ACPF

(

Pyroprocess

(

/

)

)

“Pyro

/

Guideline"

3

/

(

(

:

mm, MSM:

:

)

6.75

1.73 mm)

(

7 DOF,

25 kgf

:

<

0.5 mm)

3

:

< 0.05

Pyroprocess

mm

1

(

2

)

.

/

EU
3

(

0.4

SolidWorks

COSMOSWorks

kgf

)

:

0.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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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계속)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양팔 서보조작기

시설의 공간구성 및 작업자  기본 설계서
제어시스템 설계
운전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어반 및 작성
⋅고감도 힘반영
시각 시스템의 기본 설계를 수행
알고리즘 개발

및
 힘 민감도
여부 전산모사 등
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
축하고 마찰 관성 중력 앞먹임 보
상 방식의 실시간 고감도 힘반영 제
어 알고리즘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제어기에서   기법 활용
제거하지 못했던 진동모드까지 제어
설계
가 가능한 우수한 제어기임을 확인
함
확보
◦
운전 유지  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의 천정이  2D 및 3D
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 동장치 및 마스터 양팔 서보조작기 제작도면 생산
템 시제품 제작
의 벽면이동장치를 설계 및 제작함 완료
(z축 용량 950 kgf, y축 용량 1,500  산업체
 양팔 서보조작기 천정 kgf ,x축 용량 2,500 kgf)
참여(참여
이동장치 설계 제작  서보조작기가 PRIDE 시설 전 영역 기업에서 제작
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천정이동장치 후 연구원에
를 설계함(z축 스트로크=2,000mm, 설치 완료함)
횡행=3,280mm, 주행=37,800mm)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  시뮬레이션 검증된 고감도 힘반영 
작기의 통합 제어시스 제어기를 실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 제어루프
템 제작
한
및 객체지향형 원
격 운전 프로그램 개발 완료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작업 영상을  원격시각
원격 작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동형 운전
시스 몰입형 전시반
템 제작 완료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시스템 제  축 통합
어를 위한 주제어반 제어회로 조작 제어시스템
패널 기구부 배선 결선도 등에 대
한 상세설계 및 제작 완료
PRIDE

Matlab

(

simulink

ADAMS

solver

)

:

0.2

kgf

,

,

∞

gain

:

controllability

Pyroprocess

/

/

Real-time

core

module

(2D

4EA, 3D 1EA)

display

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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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계속)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천정이동 양팔
 천정이동장치 제작 완료 후 마스터  원격
서보조작기 시스템
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와의 기구 인터페이스
시제품 운전 시험
적 및 전기적 인터페이스 완료
시험 예정
⋅조작기 힘반영
 천정이동 양팔 마스터 슬레이브 서
민감도
보조작기 시스템 시제품에 대한 통  실시간 힘반영
취급하중의
합제어 및 힘반영 운전 시험
운전 시험
이하
-

-

: 1

kgf(

4%)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 분석기술 개발
◦
분석 가시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능과 결합한 공  디지털 목업과
화 시뮬레이터 요소기술 정장치의 접근성 운전성 유지보수성 시뮬레이션
개발
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배치분석을 기술을 접목한
통해 파이로 시설과 장치의 설계를 검 아키텍쳐 설계
 Pyroprocess 시뮬레이터 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함
완료
설계

모델링 자료를 활용한 파이로 디  가상환경에서
⋅파이로프로세서
지털 목업제작 기능 외부 입력 장비 작업자-조작기
분석 가시화
를 활용한 공정장치실시간 조작 기능 상호작용 연계
시뮬레이터 설계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 분석 기능을 갖 기술 정립
요건의 적합성
도록 설계함
 파이로프로세서 시설 내 공정장치들
의 최적 배치를 분석할 수 있는 상
호작용 기반 원격작업 분석 프로그
램
개발

그래픽과 햅틱렌더링을 융합한 시
뮬레이션 모듈 및 공학적 해석결과를
통합 환경에서 가시화 할 수 있는 모
듈을 개발함

시설 개념  최적 시설 개념 설정을 위한

설정을 위한 분석
공정의 분석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시설 공정
⋅개념 설정을 위한
기법을 도입함
설계인자
구성인자의 타당성 및  기반 공정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최적화 방법
분석 결과 신뢰성
전처리공정 운전모델 총 개 세부 개발
운전모델 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처리용량과 소요시간에 대한
결과 도출
Pyroprocess

Pyroprocess

/

/

/

,

3D

,

/

,

(ver 1.0)

3D

.

Pyroprocess

Pyro

Pyro

/

D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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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계속)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 분석기술 개발
◦
분석 가시  원격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할 공정장  배치 분석을
화 시뮬레이션 기반 구 치의 모델링 절차에 대한 표준 통한
축
화를 수립함
시설 및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역을 해석할 공정장치 설계

의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공정 검증 완료
시뮬레이터 연계기술 장치들의 최적 배치를 해결할 수 있
개발
는 핵심기술을 확보함
⋅시뮬레이터

공정장치 제작 전에 설계 단계
분석 가시화 방법론 부터 공정장치의 배치 및 원격 취급  설계 재배치
및 공정장치
성을 차원적으로 검증함으로서 개 결과
배치 원격 운전
발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할 실증시설과제
분석의 효용성
수 있는 원격 배치 분석 시뮬레이션 에 반영
프로그램을 개발함
 설계 제작 및 운전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들을
시설 설계에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
스 모듈을 개발함

핵물질 흐  공정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공정운전  기반
름분석 모듈 개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핵물질흐름 핵물질흐름분
분석
물질수지도 기 석 기틀마련
준핵연료 집합체
가지 단위공
정 모델 을 개발
 연료봉 길이
공정시간 전해환
원 일 일 장치개수 전해정련
개 그 외 개 배치용량
등을 입력 자료로 활
용하여 예비분석을 수행하고 병목
현상의 원인 및 정량적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가시화
◦
분석 가시  시설 및 원격 취급 장비들을 차원  원격 시험
화 시뮬레이터 개발
으로 모델링하여
시설의 디 평가 및
지털 목업 구축 완료 다음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 설계가 완료될 개의 주요 공정장치 위한 디지털
결과의 가시화 기술 개 전해 환원 전해 정련 전해 제련 목업 구축
발
염 폐기물 와 보조 장비들을 구축된
⋅
시설 공정장치 디지털 목업에 배치할 예정임
설계 활용성 모듈화
원격성 등
Pyroprocess

/

3D

Pyro.

Pyroprocess

Pyro

/

3

/

,

(ver 2.0)
/

Pyro

Pyroprocess

DES

Framework(

DB,

DB,

8

)

(7cm),

:6.35

,

1

,

(

),

1

(

),

2

(50,

100

kgHM/batch)

,

Pyroprocess

/

3

PRIDE
.

Pyroprocess

4

(

,

)

PRID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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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 분석기술 개발
 공정장치의 개념 설계도를 토대로  작업영역 및
시뮬레이터에서 원격 접근성 예비 배치 분석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함 향후 공정 결과의
장치의 상세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가시화를 통한
공정장치의 접근성 조작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며 효율성 증대
시뮬레이터의 성능평가를 위해 분말
화 일체형 공정장치를 이용한 예비
접근성 평가를 수행함
 공정장치들의 원격 접근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완성도 및 결과의 가
시성에 대한 성능을 개선함

핵물질 흐  Pyro 기준핵연료(PLUS7, 4.5wt%,  통합모델 80%
름 분석
U-235, 55,000MWD/MTU, 10년 냉 완성
⋅타당한 주요 공정
각) 제원 및 정적 물질수지도를 핵  버퍼용량>
설계 인자 제시 여부 물질흐름분석 모델의 DB에 반영 배치용량의
 확률론적 공정 운전상태 분석을 수 3배, 전해정련
행할 수 있도록 공정장치의 고장율 feed material인
에 대한 모델을 추가하였음
UCl 의 1회
 주요 단위공정의 운전모델을 통합한 여유분 준비
동적 핵물질흐름분석모델(PyroFlow
v1.0)을 완성하였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병목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설계변수 및 운전방
법을 공정 및 시설 담당자에게 제공
함
.

/

,

Pyroproces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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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 연구는 pyroprocess 실증뿐만 아니라 후행핵
연료주기 기술의 확립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 당해단계 연구에서
는 전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건식분말화 장치를 기초로 scale-up 된 공학규모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개발하고, PRIDE 시설 내에 설치되는 공정장치
와 부대설비를 원격으로 취급할 수 있는 고하중 원격 운전/유지보수용 천정이동 양
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개발 및 PRIDE 시설에서의 pyroprocess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원격 취급성을 3차원 가상환경에서 분석하고 가시화 할 수
있는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원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된 원
격취급 장비는 PRIDE 시설에 설치할 예정이며,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에
분석에 적용하여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기술 확보 및 실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기 개발된 원격 운전/유지보수 기술은 공학규모 ESPF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단계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기술의 주요 기여도를 세부 연구내용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

본과제에서 개발한 실증용 탈피복 및 건식 분말화 장치는 기존에 소규모로 개발
된 장치와는 달리 대용량인 50 kgHM/batch의 사용후핵연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헐과 분말을 독립적으로 분리할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국내 고유의 기술
로 개발된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의 개발한 모듈식
탈피복 분
말화 장치와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향후 공학규모인 high-throughput 탈피
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연속식(continuous method) 장치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high-throughput

-

-

/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경우 설계부터 제작을 100% 국산화함으로써 국외 기
술의존에서 탈피하였으며, 대외적으로 pyroprocess의 원격취급의 신뢰성 제고에 크
게 기여하였다.
디지털 목업을 이용한 전산모사 분석기술은 시설 건설 및 공정장치 개발시 설계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며 개발비용 및 기간을 혁신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YRO 시설의 디지털 목업을 구축하고 가상공간에서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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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장비를 이용한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공정장치를 제작하기 전에 장치 설계의 오류를 방지하고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장치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연구의 가시화에 시뮬레이터 기술의 활용은 증대되리라 사
료된다. 또한, 동적 핵물질흐름분석 모델로부터 다양한 운전시나리오에 따라 동적
물질수지를 계산해냄으로써 공정설계, 안전조치, 운전계획 등에 활용가능하며 이
로 인해 pyroprocess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대외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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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단계의 연구결과로 얻은 pyroprocess 공정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에 사용할 장비
를 제작, 시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PRIDE 시설에 설치될 원격 취급
장비를 개선하고 목업에 설치하여, pyroprocess 공정장치를 대상으로 원격 운전/유지
보수를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세부 항목별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대용량의 Rod-cuts(50 kgHM/batch)을 한 번
에 처리할 수 있는 Scale-up 기술로서, SimFuel을 이용한 scale-up 데이터는 탈피복과
분말화 공정의 일체화기술에 적용가능하고, 외국에 비하여 성능이 월등히 높은 장
치이다. 또, Hull의 잔여 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국외에서 개발한 경험이 없는 국내
에서 유일하게 개발한 장치로서, 장치 성능 수행결과 헐의 잔여 분말 회수율이 좋
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은 향후 핵연료주기 공정에 pilot 또는
상용 규모의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장치의 설계 자료를 확보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High-throughput

○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경우 PRIDE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를 담당
하게 될 것이며, 향후 공학규모 파이로시설에서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천정
이동장치의 경우 PRIDE를 비롯한 핫셀에서 공정물질의 공정간 이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동화 및 반자동화 개념을 적용하여 공정의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에 크
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디지털 목업을 이용한 시뮬레이터 기술은 파이로시설 건설 및 공정장치 개발시
설계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며 개발비용 및 기간을 혁신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는 원자력
시설의 원격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원격작업을 가시화하여 전산모사를 수행하도록 개
발하였다.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는 원자력시설의 설계단계에서 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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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이용하여 장치의 최적배치 및 원격작업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 2단계 연
구에서는 PYRO 시설에 설치되는 공정장치의 설계자료를 활용하여 가상의 디지털
목업에 배치하고 원격취급 장비를 이용하여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작업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검증 결과를 도출하여 장치의 설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Pyroprocess 전산모사 및 가시화 시뮬레이터는 원자력시설의 원격작업을 가상환
경 하에서 실현하여 보여줌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인 Pyroprocess에 대한 대
국민 홍보 및 관계자의 설득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yroprocess 핵물질흐름 분석 모듈을 개발하여 pyroprocess의 전공정에 대한
핵물질흐름을 분석하였다. 이 모듈은 최적의 공정설계 인자 및 운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 향후 공학규모 및 상용규모의 Pyroprocess 시설설계 단계
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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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러시아

연구소에서는 무기용 플루토늄처분 프로그램(weapon plutonium
disposition program)의 일환으로 핵무기에서 해체된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식 처리공정(DDP, Dimitrovgrad Dry Process) 및 vibropack 공정을 이용하여 MOX
로 제조한 후 BOR-60 및 BN-600에 시험 연소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약 1.3
ton을 이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DDP공정과 고속로를 연결하여 minor
actinide를 소멸하기 위한 DOVITA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미국의 ORNL에서는 실험용 킬른형(kiln type) 건식분말화 장치가 전처리공정에서
사용되어왔으며, AFCI의 advanced aqueous separations 연구의 일환으로 AIROX 기술
에 기초한 DOEX(Decladding via the Oxidation of Spent Oxide Fuel) 연구와 off-gas
trapping을 위한 핵분열성 물질의 휘발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0.5 MT/day 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공학 규모의 건식분말화 장치를 개발 중에 있
다[3-2-1].
일본 CRIEPI에서는 현재 개발된 건식 탈피복 방법(hammering, die 압착, slitting,
voloxidizer 등)은 습식방법에 비하여 throughput이 매우 낮다. 그러나, 현재
pyroprocess 공정 상용화를 위하여 건식분말화 기술은 high throughput의 탈피복 기술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CRIEPI에서는 LWR MOX를 재처리하기
위한 고온 재처리공정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32, 48 및 192 ton/year 용 탈피
복 장치의 개념설계를 수행한바 있다[3-2-5].
RIAR

○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미국의 PaR Systems Inc.는 천정이동장치 관련 특허[302, 3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보조작기와 같은 원격취급장비를 정밀하게 이송하기 위한 장치 설계 및 제작 분
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중 하나이며, ORNL의 SNS 시설 등에 PaR Systems Inc.
의 천정이동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Hanford site에서는 전처리, 저준위 폐기물 처리, 고준위 폐기물 처리
와 관련된 모든 공정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들을 원격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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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음. 특히 유리화 공정 셀에는 1700개 이상의 원격 유지보
수 대상이 있으며, 모든 파이프 연결작업, 전기 공급장치 및 제어시스템들이 원격으
로 교체 가능하도록 천정이동 서보조작기(취급 하중 35 kgf)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
다.
CEA LIST에서는 힘반영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전기식 및 유압식 매니퓰
레이터, 장거리 검사로봇, 원격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주제에 대해 활발히 연
구를 수행중임. 특히 2007년도부터는 핵재처리시설에 설치된 기계식 원격조종기의
성능을 개선하기위해 서보조작기 형태로 교체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중임. 또한 산
업용 로봇을 원격작업용 슬레이브 로봇으로 적용하는 연구를 AREVA NC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dissolution wheel roller를 교
체하는 실증작업을 수행하였다.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일본 JAEA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첨단로봇연구협회 주도로 원자력을 포함한
각종 산업용 로봇을 개발한 바 있음. 특히 도까이 재처리시설의 dissolver pin hole
발생 및 누출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원격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최근
에 들어와서는 도까이 유리화 시설과 재처리공정장치 시험시설을 100% 원격조작
방식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핫셀 공정장치 및 유지보수 장치의 모듈화 설계를
완료하였고, 그래픽을 이용한 digital mockup 제작기술, 힘반영 서보조작기 기술, 원
격 유지보수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 다쏘에서는 시간과 비용 및 품질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2D 도
면과 3D 모델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3D 마스터 지원, 각종 장비들의 기구학 설
계 및 검증, 조립품 시각화 및 분석과 장치들간의 간섭 확인, 유지보수 시뮬레이션,
인간공학적 분석을 통한 작업성 평가 및 안전도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확장 발
전시키고 있다.
프랑스 CEA-LIST(Laboratory of Applied Research on Software Technologies of the
French Nuclear Agency)에서는 3차원 가상현실 도구로서 이용자와 상호작용적으로
동력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CHAVIR(CHAntier VIRtuel)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ALARA(dose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기준에 맞게
방사선량을 평가할 수 있고, 또한 가상환경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힘 반향을 느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현재 원자력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 공정 분석 및
해체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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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동 주관으로 SINEMA(Simulation Institue for
Nuclear Energy Modeling and Analyses)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연료 사이클을 포
함한 전체적인 원자력 에너지 기반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를 개
발하였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변환, 농축 및 영구처분까
지의 핵연료 사이클 전반에 대한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기존의 시뮬레이션
코드들을 이 시스템과 연결하여 핵연료 주기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INL에서는 Pyro 공정장치 및 시설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고, 공정모델링 및 운전모델링을 통해 핵물질흐름 및 물질수지도 등을 분석하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Pyro 공정시설의 최적화 설계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ANL
도 상용 Pyro 공정시설의 설계단계에서 운전모델링 및 전산모사를 통해 최적화 설
계 등에 활용하고 있다.
DOE

산하에

과

INL

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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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제어 프로그램
타이머(timer)
최소 시험이 이루어지는 시간부터 매순간의 깊이 변화, 로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타이머 인터럽트(timer interrupt)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타이머는 PC 내장
형 8259 타이머를 이용하여 데이터 획득이 요구되는 시간에 인터럽트가 발생토록
하였다.
1.

변환
위치 측정기와 로드 셀 인디게이터에서의 출력 값은 아날로그로써 데이터 획득
보드의 AD 변환기를 통하여 PC로 읽어 들인다. 분해능은 4096 bit 이며 최대 5 V
까지 획득할 수 있다. AD 변환을 위한 서브함수는 read 호출 함수와 십진수 변환,
데이터 보정으로 이루어진다. AD 및 데이터 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AD

Code : P_volt=(val1/4096.)*5;
P_dist=(-12.27)*P_volt + 51.16;
L_volt=(val2/4096.)*5;
L_load=(71.43)*L_volt - 2.1449;

최종 거리 변환을 의미하는 P_volt와 로드 셀의 로드 값 L_load는 선형화된 데이
터가 유지되도록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현한 코드이다.
#include <dos.h>
#include <bios.h>
#include<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conio.h>
#include <math.h>
#include"pcdsp.h"
#include "slit_rs.c"
#define INT_NUM
0x1c // timer interrupt 0x08 calls INT 0x1c
#define TIMER_MODE
0x36 // timer control word value
#define AD_Res
(float)(5000/4096.)
// AD Resolution (mV)
#define MAX_n
(int)1000
// available time
#define samp_time
(int)100
void interrupt (*old_timer)(void);
void init_pctimer(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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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void
void
void
void

close_timer(void);
mei_init(void);
file_make(void);
ad(void);
interrupt dist_read(void);

long
TIMER_FREQ;
float INT_count=0.;
int
INT_skip_n;
struct time T;
int val1, val2;
float P_volt, L_volt, P_dist, L_load;
int
i;
FILE *fp;
char f_name[13];
void main()
{
int
samp_freq;
// sampling frequency (Hz)
float h;
// sampling time(msec)
unsigned char ch;
float
con_time;
float
delay_time;
TIMER_FREQ = 20;
mei_init();
set_axis_analog(0, TRUE);
set_axis_analog(1, TRUE);
printf("\nEnter the file name to save data = ");
scanf("%s", f_name);
if ((fp=fopen(f_name, "w")) == NULL) {
printf("ERROR:File creation error !!!\n");
exit(1);
}
// fprintf(fp, " Time
Distance Load \n");

/*

printf("\n\nPress Enter Key... If you finsh the work...\n\n");
printf(" Time
Distance
Load\n\n ");
init_pctimer();
printf("press the CARRIAGE RETURN to RUN");
ch=getch();
if(ch != 13) exit(0);
// IF "CR" THEN CONTINUE .. */
ch=getch();
if(ch != 13) exit(0);

// IF "CR" THEN CONTINUE .. */

close_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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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ose(fp);
printf("\n\nEND!!!\n");
}
void ad()
{
read_axis_analog(0, &val1);
read_axis_analog(1, &val2);
P_volt=(val1/4096.)*5;
P_dist=(-12.27)*P_volt+51.16;
L_volt=(val2/4096.)*5;
L_load=(71.43)*L_volt - 2.1449;
}
void interrupt dist_read(void) // Interrupt function
{
float Time_Check;
Time_Check = ((float)(run_n))/TIMER_FREQ;
ad();
printf("%6.3f sec\t %6.3f cm\t %6.3f kg\r",Time_Check, P_dist, L_load);
fprintf(fp, "%6.3f\t %6.3f\t %6.3f \n",Time_Check, P_dist, L_load);
INT_count = 0;
run_n++;
//

printf("run_n = %d\t\r", run_n/2);

// 8259 INT Vector Table Base Address(IRQ 0:INT 8) : 4*8 = 32(0x20)
outportb(PICEOI,0x20);
// end of INT
}
void init_pctimer(void)
{
/*
timer initialization function. */
unsigned int counter_value;
counter_value = (unsigned int)(1193180L/TIMER_FREQ);
outportb(0x43,TIMER_MODE);
/* 0x36 */
outportb(0x40,counter_value&0xff);
/* counter 0 : LSB */
outportb(0x40,(counter_value>>8)&0xff);
/* counter 0 : MSB */
old_timer = getvect(INT_NUM);
setvect(INT_NUM,dist_read);
}
void close_timer(void)
{
outportb(0x43,TIMER_MODE);
outportb(0x40,0xff);
outportb(0x40,0xff);
/* 54.926msec, counter_value : 65535 */
setvect(INT_NUM,old_timer); /* return old timer function.
*/
}
void mei_init(void)
{
in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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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 buffer[MAX_ERROR_LEN];

/* MAX_ERROR_LEN =150 */

error=dsp_init(PCDSP_BASE);
if (error)
{
error_msg(error,buffer);
printf("\nValue: %d Message: %s",error,buffer);
exit(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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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역기구학 및 순기구학 프로그래밍
원격 조작기 매니플레이터 슬레이브 부의 그리퍼의 6자유도에 대한 소
스 프로그램은 IKSolver.cpp이며, 헤더 파일은 IKSolver.h이다. 역기구학은 Jacobian
함수를 가지고 있는 IKSolver::computeJacobian(gsl_vector* q, gsl_matrix* Jacobian)에서
계산되며, 순기구학 계산은 IKSolver::computeFKH( gsl_vector* q, gsl_matrix*
ForwardTn)루틴에서 수행된다. 다음은 이들 이외에 Euler angle을 계산하는 루틴과
기타 루틴들을 나타내는 소스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include "IKSolver.h"
#ifndef M_PI
# define M_PI
#endif

3.14159265358979323846

double scale_rad(double rad)
{
double mod;
mod = fmod(rad, 2*M_PI);
if (mod <= M_PI) return mod;
else
return mod - 2.0*M_PI;
}
int
IKSolver::convert2Matrix(gsl_vector *vecEuler, gsl_matrix *matDirCosine)
{
double phi, theta, psi;
phi
= gsl_vector_get(vecEuler, 0);
theta = gsl_vector_get(vecEuler, 1);
psi
= gsl_vector_get(vecEuler, 2);
gsl_matrix_set(matDirCosine, 0, 0, 0.0);
gsl_matrix_set(matDirCosine, 0, 1, -sin(phi));
gsl_matrix_set(matDirCosine, 0, 2, cos(phi)*sin(theta));
gsl_matrix_set(matDirCosine, 1, 0, 0.0);
gsl_matrix_set(matDirCosine, 1, 1, cos(phi));
gsl_matrix_set(matDirCosine, 1, 2, sin(phi)*sin(theta));
gsl_matrix_set(matDirCosine, 2, 0, 1.0);
gsl_matrix_set(matDirCosine, 2, 1, 0.0);
gsl_matrix_set(matDirCosine, 2, 2, cos(theta));
return 0;
}
// Convert a directional cosine matrix to a Euler angle
int
IKSolver::convert2EulerAngle(gsl_matrix *matDirCosine, gsl_vector *vecEuler)
{
int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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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m[4][4], sp, cp, phi, theta, psi;

for (i=0; i< 4; i++) {
for (j=0; j< 4; j++) {
m[i][j] = gsl_matrix_get(matDirCosine, i, j);
}
}
phi = atan2(m[1][2], m[0][2]);
phi = scale_rad(phi) ;
gsl_vector_set(vecEuler, 0, phi);
sp = sin(phi);
cp = cos(phi);
theta = atan2(cp*m[0][2] + sp*m[1][2], m[2][2]);
theta = scale_rad(theta);
gsl_vector_set(vecEuler, 1, theta);
psi = atan2(-sp*m[0][0] + cp*m[1][0], -sp*m[0][1] + cp*m[1][1]);
psi = scale_rad(psi);
gsl_vector_set(vecEuler, 2, psi);
return 0;
}
int
IKSolver::computeJacobian(gsl_vector* q, gsl_matrix* Jacobian)
{
int i, j;
double
Q[6], SQ[6], CQ[6], J[6][6];
for (i=0; i< 6; i++) {
Q[i] = gsl_vector_get(q, i);
SQ[i] = sin(Q[i]);
CQ[i] = cos(Q[i]);
}
J[0][0] = 0;
J[0][1] = 0.20822000000 * SQ[4] * SQ[1] * CQ[3] - 0.20822000000 * CQ[1] * CQ[4] 0.4380000000e-1 * SQ[1] * CQ[3] - 0.1030200000e1 * CQ[1] - 1 * CQ[1] * Q[2] 0.3250000000e-1 * SQ[1];
J[0][2] = -SQ[1];
J[0][3] = 0.2000000000e-4 * CQ[1] * SQ[3] * (0.10411e5 * SQ[4] - 0.2190e4);
J[0][4] = 0.20822000000 * SQ[1] * SQ[4] - 0.20822000000 * CQ[1] * CQ[3] * CQ[4];
J[0][5] = 0.00;
J[1][0] = -0.20822000000 * SQ[4] * CQ[0] * SQ[1] * CQ[3] - 0.20822000000 * SQ[4] * SQ[0]
* SQ[3] + 0.20822000000 * CQ[0] * CQ[1] * CQ[4] + 0.4380000000e-1 * CQ[0] *
SQ[1] * CQ[3] + 0.4380000000e-1 * SQ[0] * SQ[3] + 0.1030200000e1 * CQ[0] *
CQ[1] + CQ[0] * CQ[1] * Q[2] + 0.3250000000e-1 * CQ[0] * SQ[1];
J[1][1] = -0.2000000000e-4 * SQ[0] * (0.10411e5 * CQ[1] * CQ[3] * SQ[4] + 0.10411e5 *
SQ[1] * CQ[4] - 0.2190e4 * CQ[1] * CQ[3] + 0.51510e5 * SQ[1] + 0.50000e5 *
SQ[1] * Q[2] - 0.1625e4 * C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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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2] = SQ[0] * CQ[1];
J[1][3] = 0.20822000000 * SQ[4] * CQ[0] * CQ[3] + 0.20822000000 * SQ[1] * SQ[4] * SQ[0]
* SQ[3] - 0.4380000000e-1 * CQ[0] * CQ[3] - 0.4380000000e-1 * SQ[0] * SQ[1] *
SQ[3];
J[1][4] = 0.20822000000 * CQ[4] * CQ[0] * SQ[3] - 0.20822000000 * CQ[4] * SQ[0] * SQ[1]
* CQ[3] - 0.20822000000 * SQ[0] * CQ[1] * SQ[4];
J[1][5] = 0.00;
J[2][0] = -0.20822000000 * SQ[4] * SQ[0] * SQ[1] * CQ[3] + 0.20822000000 * SQ[4] *
CQ[0] * SQ[3] + 0.20822000000 * SQ[0] * CQ[1] * CQ[4] + 0.4380000000e-1 *
SQ[0] * SQ[1] * CQ[3] - 0.4380000000e-1 * CQ[0] * SQ[3] + 0.1030200000e1 *
SQ[0] * CQ[1] + SQ[0] * CQ[1] * Q[2] + 0.3250000000e-1 * SQ[0] * SQ[1];
J[2][1] = 0.2000000000e-4 * CQ[0] * (0.10411e5 * CQ[1] * CQ[3] * SQ[4] + 0.10411e5 *
SQ[1] * CQ[4] - 0.2190e4 * CQ[1] * CQ[3] + 0.51510e5 * SQ[1] + 0.50000e5 *
SQ[1] * Q[2] - 0.1625e4 * CQ[1]);
J[2][2] = -CQ[0] * CQ[1];
J[2][3] = 0.20822000000 * SQ[4] * SQ[0] * CQ[3] - 0.20822000000 * SQ[1] * SQ[4] * CQ[0]
* SQ[3] - 0.4380000000e-1 * SQ[0] * CQ[3] + 0.4380000000e-1 * CQ[0] * SQ[1] *
SQ[3];
J[2][4] = 0.20822000000 * CQ[0] * CQ[1] * SQ[4] + 0.20822000000 * CQ[4] * SQ[0] * SQ[3]
+ 0.20822000000 * CQ[4] * CQ[0] * SQ[1] * CQ[3];
J[2][5] = 0.00;
J[3][0] = 1;
J[3][1] = 0;
J[3][2] = 0;
J[3][3] = -SQ[1];
J[3][4] = CQ[1] * SQ[3];
J[3][5] = -CQ[1] * CQ[3] * SQ[4] - SQ[1] * CQ[4];
J[4][0] = 0;
J[4][1] = CQ[0];
J[4][2] = 0;
J[4][3] = SQ[0] * CQ[1];
J[4][4] = SQ[0] * SQ[1] * SQ[3] + CQ[0] * CQ[3];
J[4][5] = -SQ[4] * SQ[0] * SQ[1] * CQ[3] + SQ[4] * CQ[0] * SQ[3] + SQ[0] * CQ[1] *
CQ[4];
J[5][0] = 0;
J[5][1] = SQ[0];
J[5][2] = 0;
J[5][3] = -CQ[0] * CQ[1];
J[5][4] = -CQ[0] * SQ[1] * SQ[3] + SQ[0] * CQ[3];
J[5][5] = SQ[4] * CQ[0] * SQ[1] * CQ[3] + SQ[4] * SQ[0] * SQ[3] - CQ[0] * CQ[1] *
CQ[4];
for (i=0; i< 6; i++) {
for (j=0; j< 6; j++) {
gsl_matrix_set(Jacobian, i, j, J[i][j]);
}}
return 0;
}
// Compute directional cosine matrix of an end effector
// Input : generalized coordinate
// Output : directional cosin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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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IKSolver::computeFKH(gsl_vector* q, gsl_matrix* ForwardTn)
{
int i, j;
double
Q[6], SQ[6], CQ[6], Tn[4][4];
for (i=0; i< 6; i++) {
Q[i] = gsl_vector_get(q, i);
SQ[i] = sin(Q[i]);
CQ[i] = cos(Q[i]);
}
Tn[0][0] = CQ[5] * CQ[1] * CQ[3] * CQ[4] - CQ[5] * SQ[4] * SQ[1] - CQ[1] * SQ[3]
SQ[5];
Tn[0][1] = -SQ[5] * CQ[1] * CQ[3] * CQ[4] + SQ[5] * SQ[4] * SQ[1] - CQ[1] * SQ[3]
CQ[5];
Tn[0][2] = -CQ[1] * CQ[3] * SQ[4] - SQ[1] * CQ[4];
Tn[0][3] = -0.20822000000 * CQ[1] * CQ[3] * SQ[4] - 0.20822000000 * SQ[1] * CQ[4]
0.4380000000e-1 * CQ[1] * CQ[3] - 0.1030200000e1 * SQ[1] + 0.53750000000 * SQ[1] * Q[2] + 0.3250000000e-1 * CQ[1];

*
*

+
1

Tn[1][0] = CQ[5] * CQ[4] * SQ[0] * SQ[1] * CQ[3] - CQ[5] * CQ[4] * CQ[0] * SQ[3] +
CQ[5] * SQ[0] * CQ[1] * SQ[4] - SQ[5] * SQ[0] * SQ[1] * SQ[3] - SQ[5] *
CQ[0] * CQ[3];
Tn[1][1] = -SQ[5] * CQ[4] * SQ[0] * SQ[1] * CQ[3] + SQ[5] * CQ[4] * CQ[0] * SQ[3] SQ[5] * SQ[0] * CQ[1] * SQ[4] - CQ[5] * SQ[0] * SQ[1] * SQ[3] - CQ[5] *
CQ[0] * CQ[3];
Tn[1][2] = -SQ[4] * SQ[0] * SQ[1] * CQ[3] + SQ[4] * CQ[0] * SQ[3] + SQ[0] * CQ[1]
CQ[4];
Tn[1][3] = -0.20822000000 * SQ[4] * SQ[0] * SQ[1] * CQ[3] + 0.20822000000 * SQ[4]
CQ[0] * SQ[3] + 0.20822000000 * SQ[0] * CQ[1] * CQ[4] + 0.4380000000e-1
SQ[0] * SQ[1] * CQ[3] - 0.4380000000e-1 * CQ[0] * SQ[3] + 0.1030200000e1
SQ[0] * CQ[1] + SQ[0] * CQ[1] * Q[2] + 0.3250000000e-1 * SQ[0] * SQ[1];
Tn[2][0] = -CQ[5] * CQ[4] * CQ[0] * SQ[1] * CQ[3] CQ[5] * CQ[0] * CQ[1] * SQ[4] + SQ[5] *
SQ[0] * CQ[3];
Tn[2][1] = SQ[5] * CQ[4] * CQ[0] * SQ[1] * CQ[3] +
SQ[5] * CQ[0] * CQ[1] * SQ[4] + CQ[5] *
SQ[0] * CQ[3];
Tn[2][2] = SQ[4] * CQ[0] * SQ[1] * CQ[3] + SQ[4] *
CQ[4];
Tn[2][3] = 0.20822000000
SQ[0] * SQ[3]
CQ[0] * SQ[1]
CQ[0] * CQ[1]
Tn[3][0] = 0;

*
*
*
*

CQ[5] * CQ[4] * SQ[0] * SQ[3] CQ[0] * SQ[1] * SQ[3] - SQ[5] *
SQ[5] * CQ[4] * SQ[0] * SQ[3] +
CQ[0] * SQ[1] * SQ[3] - CQ[5] *
SQ[0] * SQ[3] - CQ[0] * CQ[1] *

* SQ[4] * CQ[0] * SQ[1] * CQ[3] + 0.20822000000 * SQ[4] *
- 0.20822000000 * CQ[0] * CQ[1] * CQ[4] - 0.4380000000e-1 *
* CQ[3] - 0.4380000000e-1 * SQ[0] * SQ[3] - 0.1030200000e1 *
- 1 * CQ[0] * CQ[1] * Q[2] - 0.3250000000e-1 * CQ[0] * S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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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3][1] = 0;
Tn[3][2] = 0;
Tn[3][3] = 1;
for (i=0; i< 4; i++) {
for (j=0; j< 4; j++) {
gsl_matrix_set(ForwardTn, i, j, Tn[i][j]);
}}
return 0;
}
// Compute forward kinematic analysis
// Input : generalized coordinate
// Output : position and Euler angle of an end effector
int
IKSolver::forwardKinematic(gsl_vector* q, gsl_vector* xe)
{
gsl_matrix* Tn = gsl_matrix_alloc(4,4);
gsl_vector *vecEuler = gsl_vector_alloc(3);
computeFKH(q, Tn);
convert2EulerAngle(Tn, vecEuler);
gsl_vector_set(xe, 0, gsl_matrix_get(Tn, 0, 3));// position x
gsl_vector_set(xe, 1, gsl_matrix_get(Tn, 1, 3));// position y
gsl_vector_set(xe, 2, gsl_matrix_get(Tn, 2, 3));// position z
gsl_vector_set(xe, 3, gsl_vector_get(vecEuler, 0));
gsl_vector_set(xe, 4, gsl_vector_get(vecEuler, 1));
gsl_vector_set(xe, 5, gsl_vector_get(vecEuler, 2));
gsl_vector_free(vecEuler);
return 0;
}

// Euler angle phi
// Euler angle theta
// Euler angle psi

// Compute inverse kinematic analysis
// Input : generalized coordinate, infitesimal motions of an end effector
// Output : infitesimal joint angles
int
IKSolver::inverseKinematic(gsl_vector* q, gsl_vector* xe, gsl_vector* dxe, gsl_vector* dq)
{
gsl_vector *dX = gsl_vector_alloc(6);
gsl_vector *dw = gsl_vector_alloc(3);
gsl_vector* euler = gsl_vector_alloc(3);
gsl_vector* deuler = gsl_vector_alloc(3);
gsl_matrix* J = gsl_matrix_alloc(6,6);
gsl_matrix* C = gsl_matrix_alloc(3,3);
gsl_matrix* Id = gsl_matrix_alloc(6,6);
// compute Jacobian matrix
computeJacobian(q, J);
// 1. extract Euler angles
// 2. construct compute transform matrix from Euler angle to infitisimal motion
gsl_vector_set(euler, 0, gsl_vector_get(x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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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l_vector_set(euler, 1, gsl_vector_get(xe, 4));
gsl_vector_set(euler, 2, gsl_vector_get(xe, 5));
convert2Matrix(euler, C);
// 1. compute C e where e = [phi theta psi]^T
gsl_vector_set(deuler, 0, gsl_vector_get(dxe, 3));
gsl_vector_set(deuler, 1, gsl_vector_get(dxe, 4));
gsl_vector_set(deuler, 2, gsl_vector_get(dxe, 5));
gsl_blas_dgemv(CblasNoTrans, 1.0, C, deuler, 0.0, dw);
// matrix-vector multiplication (y = alpha*A*x + beta*y)
// 1. store results in
gsl_vector_set(dX, 0,
gsl_vector_set(dX, 1,
gsl_vector_set(dX, 2,
gsl_vector_set(dX, 3,
gsl_vector_set(dX, 4,
gsl_vector_set(dX, 5,

dX vector
gsl_vector_get(dxe, 0));
gsl_vector_get(dxe, 1));
gsl_vector_get(dxe, 2));
gsl_vector_get(dw, 0));
gsl_vector_get(dw, 1));
gsl_vector_get(dw, 2));

// 1. compute dq from ( J dq = dx )
int s;
gsl_permutation *p = gsl_permutation_alloc(6);
gsl_linalg_LU_decomp(J, p, &s);
gsl_linalg_LU_solve(J, p, dX, dq);
// free the memory
gsl_vector_free(dX);
gsl_vector_free(dw);
gsl_vector_free(euler);
gsl_vector_free(deuler);
gsl_matrix_free(J);
gsl_matrix_free(C);
gsl_matrix_free(Id);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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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1. GUI

구성 및 그래픽 관련 기능

초기 실행 메뉴
초기 실행 메뉴

1.1

Level 1
File

2
New

3
Mechanism
Facility
Text
Mechanism
Facility
Text

Open

Recent files
Tools

Toolbar
Toolbox
Output
Scene graph
Properties
Status bar
Customize
Options

비고
공정장치 파일 열기
시설장치 파일 열기
텍스트 편집창 열기
최근 10개 표시
체크박스로 선택 시 활성화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프로그램 외관 설정
프로그램 선택 설정

Help

주) 초기 실행 메뉴는 이후에 공통적으로 들어감.
그래픽 조작 메뉴
그래픽 조작 메뉴

1.2

Level 1
File

2
New

3
Mechanism
Facility
Text
Mechanism
Facility
Text

Open

Close
Save
Save as
Save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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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공정장치 파일 열기
시설장치 파일 열기
텍스트 편집창 열기
선택된 파일 닫기
선택된 파일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활성화된 모든 파일 저장

선택된 문서 프린트
선택된 문서 프린트 프리뷰
프린터 셋업
최근 파일 10개 표시
프로그램 종료

Print
Print preview
Print setup
Recent files
Exit
Edit

Undo
Cut
Copy
Paste
Delete

View

Model

View

Wireframe
Solid
Solid
wireframe
Shading
1x1
1x2
2x1
2x2

Plane

Front

Rear
Left
Right
Up
Down
Pick
Zoom/Pan

Show all
Zoom area
Zoom...
Rotate
Pan

- 418 -

모델을 Wireframe으로 표시
모델을 Solid로 표시
with 모델을
Solid+wireframe으로
표시
모델을 Shading으로 표시
그래픽 차일드윈도를 분할표
시
상동
상동
상동
모델을 해당 면으로 표시
(화면분할되어 있는 경우 각
각에 대해서 적용 가능해야
함)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모델을 전체적으로 보여줌
마우스로 특정 영역 줌
Submenu로 Zoom In/Out 생성
Submenu로 x,y,z 선택 후
축을 기준으로 회전, (주1)
Submenu로 x,y,z 선택 후
축을 기준으로 이동, (주1)

Origin coord
Body coord
Node coord

Camera / Light

Camera

Create
Remove
Attach
Detach
Move/Rotate
Image

Light

Create
Remove
Attach
Move/Rotate
Detach

모델의 기준 좌표계를 활성화
체크 표시
바디의 기준 좌표계를 활성화
체크 표시
노드의 기준 좌표계를 활성화
체크 표시
카메라를 생성, (주2)
카메라를 제거, (주2)
카메라를 부착, (주2)
카메라를 탈착, (주2)
카메라를 움직임 (주2)
카메라의 이미지를 생성, (주
2)
조명을 생성, (주3)
조명을 제거, (주3)
조명을 부착, (주3)
조명을 움직임 (주3)
조명을 탈착, (주3)

메뉴기능 설명
(주1) Rotate / Pan : 일반 cad에 있는 기능을 참조로 작성
예) 회전 또는 이동 버튼을 선택하고 그래픽 화면의 모델의 기준 축 x-y-z의 한 축
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회전 또는 이동하는 기능
(주2) 카메라
1. 카메라 생성 : 다이얼로그창을 출력하여 기존에 생성된 카메라를 열거하고 카메
라의 특성들을 지정하여 생성
2. 카메라 제거 : 그래픽 창에 선택된 카메라를 제거 또는 다이얼로그창을 출력하여
기존에 생성된 카메라를 제거
3. 카메라 부착 : 생성된 카메라를 임의의 노드에 임의의 위치 및 각도로 부착
4. 카메라 탈착 : 생성된 카메라를 탈착
5. 카메라 움직임: 생성된 카메라를 버튼 컨트롤 또는 외부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움직임
6. 카메라 이미지 생성: 생성된 카메라의 뷰를 이미지로 저장
주 조명1. 카메라 기능과 유사
(주) 그래픽 조작 메뉴는 공정장치 편집 메뉴와 시설정치 편집 메뉴에 공통적으로
들어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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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및 전시 메뉴
출력 및 전시 메뉴

1.3

Level 1
Movie

Demonstration

2
Record
Image

비고

3

그래픽창을 전체뷰로 보기
그래픽 창 내용을 인터넷으
로 Broadcasting
여러 대의 모니터에 카메라
의 뷰를 연결하여 출력

Full window
Internet
Multi monitor

시뮬레이터 관련 기능

2.

2.1

공정 장치 편집시의 메뉴

Level 1
Modelling

Manipulation

공정장치 편집 매뉴

2
Create Terrain
Edit Scenegraph

3

비고
주1)
주2)
(주4)
(주4)
(주4)
(주4)
(
(

Create Control Panel
Create Scenario
External Interface

Program
Joystick
Haptic device

주요기능 설명
1. 공정장치 또는 공구의 VRML화일을 불러옴
2. 조인트 정보과 기계적 물성치 등의 정보를 입력/저장
3. 프로그램, 조이스틱, 햅틱장치를 통하여 시험 구동
4 공정장치의 운용 개념 동영상 생성
메뉴기능 설명
(주1) Create Terrain
1. 임의의 작업환경을 생성함.
(빈공간, 바둑판 모양 지면, 체스판 모양 지면, 색상편집 등)
2. Terrain 기준 좌표계 표시 (활성화, 비활성화 기능)
주

( 2) Edit Scen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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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래픽컬하게 표시
- 각 그래픽 노드들을 특성에 따른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
- 상관 관계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시
2. VRML Scene graph를 그래픽컬하게 편집
- 마우스로 상관 관계를 편집 가능 (이동 및 드래그하여 선으로 연결)
- 별도의 버튼으로 하위 트리를 확장 또는 축소
- 노드 이름 변경, 노드 제거
- 해당 편집을 그래픽에 반영
- 임의의 Dummy 노드 첨가
- Scene graph의 노드 선택시 그래픽 창의 해당 바디 하이라이팅
- 해당 바디의 색상, 재질, 텍스쳐 편집
1. VRML Scene graph

Scene graph windows

를 트리컨트롤로 표시
- 각 그래픽 노드들을 특성에 따른 아이콘으로 구분하여 표시
- 상관 관계를 트리구조로 표시
- 노드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시 팝업 창 출력
팝업 메뉴 :
Change node name: 노드 이름 변경 가능
Change appearance: 색상 또는 텍스처 설정
Add New Coordinate (별도창):
- 기준좌표를 기준으로 좌표 입력
- 그래픽으로 좌표축 표시
Add Mechanical Property (별도창):
- 무게, 관성텐서, 무게 중심까지의 좌표,
- 마찰상수, 조작시 마찰력 등 입력
Add Key Shape (별도창):
- 그래픽 바디 조작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키 형상
(예: 점, 선, 면 생성) 정의
- 부품에 따른 고유 넘버 부여
(예: 볼트=1번, 레버=2번 등)
Set Active (별도창):
- 아이콘을 변경하여 Active joint 임을 표시

1. VRML Scen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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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tx,ty,tz,rx,ry,rz) 선택, (체크박스)
- 자유도별 한계값 설정
- 자유도별 시험 구동 버튼
- 내부적인 참조 메모리 생성
Set Passive (별도창):
- 아이콘을 변경하여 Passive joint 임을 표시
- 자유도 (tx,ty,tz,rx,ry,rz) 선택, (체크박스)
- Active 조인트와의 상관관계를 수식으로 입력
-

Remove properties:
- Active/Passive

조인트 설정 해제

- Hide shape nodes:

불필요한 형상 노드들을 트리에서 숨김(체크박스)

2.

주요 노드를 리스트컨트롤로 표시
- Active또는 Passive로 설장된 노드들만 정리하여 표시
- 더블 클릭 시 트리컨트롤의 동일한 정보를 모두 수정 가능
- 노드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시 팝업 창 출력

Graphic window
1. Scene graph windows

가능

2. Active joint

에서 하는 동일한 작업을 그래픽 창에서도 동일하게

의 하위 바디를 선택하여 드래깅하면 움직이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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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File Save / File Open
1.

편집된 데이터를 모두 한 파일에 저장 또는 열기

주

( 3) Manipulation
Create Control Panel

다이얼로그창을 이용하여 Active joint를 구동하기 위한 입력기 창
2. Control panel과 연결할 공정장치 선택 (예 : Combobox)
3. 버튼 컨트롤 편집기능 (버튼 추가 삭제, 다양한 버튼 형태)
4. 버튼 별로 구동할 Active joint를 수동으로 할당
5. 해당 모델에 맞는 버튼 컨트롤을 자동으로 생성
6. 버튼을 누르면 그래픽 모델이 움직임
7. 조인트 한계값에 닿으면 정지
1.

Create Scenario

들의 시간에 따른 구동 형태를 지정 (시나리오 에디터 창)
예) 그래픽 에디팅 or Python 프로그램 실행
2. 시나리오를 동영상으로 저장
1. Active joint

External Interface

형태로 외부 프로그램과 연결
외부프로그램 선택창
2. 조이스틱 입력장치와 연결
외부조이스틱 선택창
조이스틱의 각 버튼과 Active조인트 연결 관계 설정
조이스틱으로 끝단 위치, 회전조정(resolved kinematics)
조이스틱과 연동하여 움직임
1. Plu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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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

햅틱 입력장치와 연결
외부햅틱장치 선택창
햅틱장치의 각 조인트와 Active조인트 연결 관계 설정
햅틱장치로 끝단 위치, 회전조정(resolved kinematics)
햅틱장치와 연동하여 움직임

시설 장치 편집시의 메뉴

Level 1
Modelling
Assembly

시설 장치 편집 매뉴

2
Create Terrain
Mate
Mate display

비고
(주1)
(주2)
(주3)
(주4)
Program
(주4)
Joystick
(주4)
Haptic device
(주4)
Coordinates
(주5)
Graphics
(주5)
Inputs
(주5)
Run
(주5)
Highlighting
(주6)
Acoustic
(주6)
Force vector
(주6)
Nearness
(주6)
Key
shape (주6)
relation
Statics
(주6)
Dynamics
(주6)
Device model
(주6)
Gains
(주6)
3

Manipulation

Create Control Panel
External Interface

Simulation

Traj generation

Operation

Create Scenario
Collision setup

Connection setup
Mechanics setup
Haptic setup

주요기능 설명
1. 작성된 공정 장치 파일 들을 불러 들여서 배치 및 조립
2. 조립조건(Mate)를 설정하여 공정 장치간의 움직임 정의
3. 프로그램, 조이스틱, 햅틱장치를 통하여 시험 구동
4. 공정 장치의 조작성 분석
5. 시설 운용 개념 동영상 생성
메뉴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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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Save / File Open

공정장치 파일을 드래그-드롭으로 불러오기
2. 마우스를 이용하여 임의의 위치에 배치
1.

주
1. 임의의 작업환경을 생성함.
(빈공간, 바둑판 모양 지면, 체스판 모양 지면, 색상편집 등)
2. Terrain 기준 좌표계 표시 (활성화, 비활성화 기능)
( 1) Create Terrain

주

( 2) Mate

그래픽창에서 두 면을 선택하여 조립
2. Plane-Point attach : 그래픽창에서 한 면과 한 점을 선택하여 조립
3. Coordinate-Plane attach : 그래픽창에서 좌표계와 한 면을 선택하여 조립
4. Coordinate-Point attach : 그래픽창에서 좌표계와 한 점을 선택하여 조립
5. 각 Mate 조건은 Active joint처럼 내부적으로 관리
6. Mate의 자유도 (tx,ty,tz,rx,ry,rz) 지정
7. Mate의 시험 구동 버튼
1. Plane-Plane attach :

주

( 3) Mate Display

조건들을 그래픽창에 표시
2. Mate 조건들을 트리컨트롤 및 리스트컨트롤에 표시
1. Mate

주

( 4) Manipulation
Create Control Panel

다이얼로그창을 이용하여 Active joint와 Mate를 구동하기 위한
입력기 창
2. Control panel과 연결할 공정장치 선택 (예 : Combobox)
3. 버튼 컨트롤 편집기능 (버튼 추가 삭제, 다양한 버튼 형태)
4. 버튼 별로 구동할 Active joint와 Mate를 수동으로 할당
5. 해당 모델에 맞는 버튼 컨트롤을 자동으로 생성
6. 버튼을 누르면 그래픽 모델이 움직임
7. 조인트 한계값에 닿으면 정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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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Interface

형태로 외부 프로그램과 연결
외부프로그램 선택창
2. 조이스틱 입력장치와 연결
외부조이스틱 선택창
조이스틱의 각 버튼과 Active조인트 연결 관계 설정
조이스틱으로 끝단 위치, 회전조정(resolved kinematics)
조이스틱과 연동하여 움직임
3. 햅틱 입력장치와 연결
외부햅틱장치 선택창
햅틱장치의 각 조인트와 Active조인트 연결 관계 설정
햅틱장치로 끝단 위치, 회전조정(resolved kinematics)
햅틱장치와 연동하여 움직임
충돌 시 힘반향 정보를 햅틱장치로 피드백
1. Plug in

주

( 5) Simulation
Trajectory generation

좌표 열을 입력하여 궤적 생성
2. Graphics : 그래픽 창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생성
3. Input : 별도의 입력장치, 조이스틱, 햅틱장치를 이용하여 생성
1. Coordinates :

Create Scenario

및 Mate들의 시간에 따른 구동 형태를 지정
(시나리오 에디터 창)
예) 그래픽 에디팅 or Python 프로그램 실행
2. 시나리오를 동영상으로 저장
1. Active joint

주

( 6) Operation
Collision Setup

충돌되는 바디를 하이라이팅으로 표시
2. Acoustic: 충돌 시 음향 생성
3. Force Vector: 충돌 부위의 노말 힘 방향 벡터 생성/표시
작용하는 힘정보를 햅틱장치로 피드백
4. Nearness: 바디 주위에 가상의 충돌 면 생성하고 출동 기준으로 설정
1. High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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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Setup
1. Key shape relation

연결되는 Key shape간의 연결 조건 설정
(예: 볼트 머리와 그리퍼 면 또는 스패너의 접속 조건)

Mechanics Setup
1. Statics

바디에 작용하는 중력 및 마찰력 만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작용하는 힘정보를 햅틱장치로 피드백

2. Dynamics

바디에 작용하는 동역학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작용하는 힘정보를 햅틱장치로 피드백

Haptic Setup

햅틱장치의 모델을 설정
2. Gains : 힘반향 게인 설정
1. Device model :

- 427 -

첨부 4. 디지털 목업 제작 프로그래밍
1. New:

새로운 Digital mock-up이나 Digital mock-up에 적용될 Mechanism 파일을 생성

새로 만들기를 하면 각각 위와 같은 창이 뜨며 원하는 개발사항을 생성할 수 있
다. 공정장치 모델의 확장자는 *.mec(mechanism), Digital mock-up의 확장자는
*.fac(facility)가 된다.
2. Load: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Digital mock-up이나 Mechanism 파일을 불러온다.

3. Tool bar(

디지털 목업 생성 후)

3.1. Mechanism File import:

공정장치 모델 파일을 읽어 오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import는 Digital mock-up
에 공정장치 모델을 올려놓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정장치 모델은 하나의 Digital
mock-up에 여러 개가 올라갈 수 있으며, 각 모델은 Scene graph tree에서 하나의
node로 존재한다. Digital mock-up에 올려진 공정장치 모델은 Scene graph tree에서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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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장:
열려진 프로젝트(Digital mock-up or Mechanism)를 저장한다.

공정장치 모델 프로그램 내용(그림 3-1)
공정장치 모델 파일의 포맷은 각 node는 frame으로 나타내며, node는 자식 node
의 정보를 갖는 트리 구조를 갖는다. VRML 포맷을 사용할 경우 상단에 VRML 파
일의 상대경로가 포함된다. 파일 하단에는 User Defined Coordinate의 정보가 추가
된다.
3.3.

모델 프로그램 내용(그림 3-2)
Digital mock-up 파일 포맷은 모델이 frame이 되며 각각은 공정장치 모델의 상대
경로와 위치, 회전 값이 있으며, 모델이 갖는 기본 User Defined Coordinate의 ID가
저장되어 있다. 하단에는 User Defined Coordinate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User
Defined Coordinate는 공정장치 모델과의 매칭과 카메라 위치를 나타 내는 데에 쓰인
다. 위와 같이 각각의 파일은 XML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공정장치는 VRML 모델을,
Digital mock-up은 공정장치 모델의 상대경로를 갖고 있으므로 임의로 위치를 변화
시켰을 경우 파일의 내용 중 경로를 수정해 주어야 한다.
3.4. Digital mock-up

4. Scene Graph, Properties

는 선택된 node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Properties는 임의의 수정을 통해 모델의 속성값을 변화 시킬 수 있다.
Scene graph

Scene Graph

상단의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창이 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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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는 모델이 가진조인트의 속성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한다.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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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원격 접근성 분석 프로그램
공정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원격 조작기의 접근성 분석은 작
업자가 시뮬레이터상에서 파이로 시설 및 공정장치들을 배치시킨 후 시뮬레이션 모
드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때 시뮬레이션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Plugin.cpp,
Haptics.cpp, IKSolver.cpp, 그리고 Simulation.cpp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시뮬
레이션 모드를 시작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SMController.cpp은 다음의 세 가지 입력장비를 가지고 공정장치를 운전하거나,
화면을 조작한다.
- Joystick: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크레인(3축)과 BDSM 이송장치(4축)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 Haptic: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MSM매니플레이터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 3D mouse: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BDSM 매니플레이터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stdafx.h"
<Inventor/actions/SoSearchAction.h>
<Inventor/actions/SoGetBoundingBoxAction.h>
<Inventor/actions/SoGLRenderAction.h>
<Inventor/actions/SoGetMatrixAction.h>
<Inventor/SoPath.h>
<Inventor/nodes/SoNode.h>
<Inventor/nodes/SoCube.h>
<Inventor/nodes/SoSphere.h>
<Inventor/nodes/SoSeparator.h>
<Inventor/nodes/SoTransform.h>
<Inventor/nodes/SoMaterial.h>
<Inventor/nodes/SoScale.h>
<Inventor/nodes/SoCone.h>
<Inventor/nodes/SoLineSet.h>
<Inventor/nodes/SoCoordinate3.h>
<Inventor/nodes/SoCamera.h>
<Inventor/Win/viewers/SoWinViewer.h>
<algorithm>
<sstream>
"app/gui/ConvertString.h"
"MSMController.h"
"Util/LogManager.h"
"util/HotcellMath.h"
"Render/Base.h"
"Render/Manager.h"
"render/Model.h"
"render/UserDefinedCoordinat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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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Render/UserDefinedCamera.h"
#include "Functors.h"
// Begin Sound display
// end Sound display
/////////// Scenario file save function
#define SAVEDATA 5000
int counter = 0;
#define SafeDelete(obj)\
if(obj) { obj=NULL; delete (obj);}
MSMController::MSMController()
//: _offset(0.0f, 0.5f, 1.0f)
: _operatingJoint(0)
{
// define allocation
#define ALLOC_GSL_VECTOR6(target)
MSMController::init(SoSeparator *scenegraph, hotcellCore::Node *node, SoGLRenderAction *ra,
const SbMatrix &projMatrix)
void
MSMController::buildJoints(hotcellCore::Node *node)
{
// get joint
}
SoPath *
MSMController::getMovingPath(SbBox3f &bbox)
void
MSMController::update()
// read joystick and update camera
//f loat euler[3] = {_hapticDevice[3], _hapticDevice[4], _hapticDevice[5]};//commented by Kumar
// get local coordinates
// get transform matrix from msm
// solve inverse kinematics and get global position of collision box
// grip lever or other passive joint
// _oldPosition.setValue(position.getValue());
/// The code when Gripper grips the levers of some joints
// do joint control works and solve IK in side.
// transform.getTransform(gripSpeherePos, rotation, scale, orient, SbVec3f(0.0f, 0.0f, 0.0f));
// position = solveIK(position, euler);
// do not works only solve I.K.
// check enable grip
// invisible force vector
// The gripper is opened
float x,y,z;
hotcellCore::Node
hotcellCore::Node
hotcellCore::Node
hotcellCore::Node
//jlink 9
SoNode *node =

*ton = m_world->search("J_link8_slave:GR21708");
*ton2 = m_world->search("J_link9_slave:GR21708_1");
*ton3 = m_world->search("J_joint22_tong:GR21706"); //jlink8
*ton4 = m_world->search("J_joint25_tong:GR21706_1");
ton->get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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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RMLTransform*)node)->translation.getValue().getValue(x,y,z);
x=x-0.001;//move back joints
if(x>-0.02500)
{
((SoVRMLTransform*)node)->translation.setValue(x,y,z);
node = ton2->getNode();
((SoVRMLTransform*)node)->translation.getValue().getValue(x,y,z);
x=x+0.001; //move back joints
((SoVRMLTransform*)node)->translation.setValue(x,y,z);
node = ton3->getNode();
((SoVRMLTransform*)node)->translation.getValue().getValue(x,y,z);
x=x-0.001; //move back the links also
((SoVRMLTransform*)node)->translation.setValue(x,y,z);
node = ton4->getNode();
((SoVRMLTransform*)node)->translation.getValue().getValue(x,y,z);
x=x+0.001; //move back the links also
((SoVRMLTransform*)node)->translation.setValue(x,y,z);
} //end if
}
_material[0]->diffuseColor.setIgnored(FALSE);
// solve I.K
position = solveIK(position, euler);
_engine->translation.setValue(position);
// collision checking
// get cursor bounding box
// check bounding box
// set material
//_material[0]->diffuseColor.setIgnored(target == _boundings.end());
// Sound display and Changing color of end-effector
// Begin
if (target != _boundings.end()) {
_material[0]->diffuseColor.setValue(1.0f, 0.0f, 0.0f);
m_cCollide = true;
}
else{
m_cCollide = false;
}
if( m_cCollide && !m_pCollide){
displaySound();
}
m_pCollide = m_cCollide;
// End
// set force
if (target != _boundings.end() && _oldPosition[0] != FLT_MIN) {
/// Colission crash
//
.
position = getDesiredPosition(position, target->second);
_forceCoords->point.set1Value(0,position);
//setting IHIP position as desired position for drawing force vector

충돌 하지 않은 부분의 포지션 정보를 읽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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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oldPosition.setValue(position.getValue());
_engine->translation.setValue(position); // haptic
transform.setTransform(position, SbRotation::identity(), SbVec3f(1.0f, 1.0f, 1.0f));
transform.multRight(_transformModel.inverse());
transform.multRight(_offsetFromModel.inverse());
transform.multRight(_matrixOrigin.inverse());
transform.multRight(_matrix2Model.inverse());
transform.getTransform(position, rotation, scale, orient, SbVec3f(0.0f, 0.0f, 0.0f));
////
msm
.
transform.setTransform(position, SbRotation::identity(), SbVec3f(1.0f, 1.0f, 1.0f));
transform.multRight(_matrix2Model);
transform.multRight(_matrixOrigin);
transform.getTransform(position, rotation, scale, orient, SbVec3f(0.0f, 0.0f, 0.0f));
//
.
SbVec3f Force(0,0,0);
Force = _hapticDevice.getCurrentForce();
_forceCoords->point.set1Value(1,Force);
}
else {
//
.
_oldPosition.setValue(position.getValue());
// haptic
force
_hapticDevice.setDesiredPosition(DBL_MIN, DBL_MIN, DBL_MIN);
//by channy for invisible force vector
_forceCoords->point.set1Value(0,DBL_MIN,DBL_MIN,DBL_MIN);
_forceCoords->point.set1Value(1,DBL_MIN,DBL_MIN,DBL_MIN);
}

입력값 계산

충돌하지 않은 상태로

모델을 되돌린다

충돌하지 않는 위치로 회전한다

충돌하지 않은 상태임
에 를 제거 하도록 설정

}
SbVec3f
MSMController::solveIK(const SbVec3f &position, float *euler, bool isRollback)
{
// solve ik
// 1. vecErr = _vecXeRef - _vecXe
// 2. _vecDXe = 0.5*vecErr + _vecDXe
// 3. IK
// 4. _vecQ = _vecQ + _vecDQ
// 5. FK: _vecQ -> _vecXe
// _vecDXe = 0.5*vecErr/ |vecErr|
gsl_vector* vecErr = gsl_vector_alloc(6);
gsl_vector_set_zero(_vecDXe);
gsl_vector_memcpy(vecErr, _vecXeRef);
gsl_vector_sub(vecErr, _vecXe);
//
gsl_blas_daxpy(0.5, vecErr, _vecDXe);
double v1, v2, v3, v4, v5, v6, mag;
v1 = gsl_vector_get(vecErr, 0);
v2 = gsl_vector_get(vecErr, 1);
v3 = gsl_vector_get(vecErr, 2);
v4 = gsl_vector_get(vecErr, 3);
v5 = gsl_vector_get(vecErr, 4);
v6 = gsl_vector_get(vecEr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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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 = sqrt(v1*v1 + v2*v2 + v3*v3 + v4*v4 + v5*v5 + v6*v6);
if (mag < 0.5)
gsl_blas_daxpy(1.0, vecErr, _vecDXe); // y = ax+y
else
gsl_blas_daxpy(0.5/mag, vecErr, _vecDXe);
inverseKinematic(_vecQ, _vecXe, _vecDXe, _vecDQ);
gsl_vector_add(_vecQ, _vecDQ);
forwardKinematic(_vecQ, _vecXe);
for(int i = 0; i < 6; ++i)
updateJoint(_joints[i], i == 0 ? -static_cast<float>(gsl_vector_get(_vecQ,i)) :static_cast
<float>(gsl_vector_get(_vecQ,i)));
gsl_vector_memcpy(_vecXep, _vecXe);
gsl_vector_memcpy(_vecQp, _vecQ);
// set end-effect position
void
MSMController::updateCamera()
{
if (!_camera) return;
_joysticDevice.readDevice();
if (_joysticDevice.getButtonState() & 0x02) {
return;
}
SbVec3f position(_joysticDevice[0], 0.0f, -_joysticDevice[2]);
SbRotation rotation(SbVec3f(0.0f, 1.0f, 0.0f), _joysticDevice[3]/2.0f);
rotation*=SbRotation(SbVec3f(-1.0f, 0.0f, 0.0f), _joysticDevice[1]/10.0f);
_camera->focalDistance.setValue(3.0);
}
hotcellCore::Joint *
MSMController::getOperatingJoint()
{
//
passive bounding
.
// set holding position
if (_joysticDevice.getButtonState() & 0x01 || _hapticDevice.getButtonState() & 0x02) {
_hapticDevice.setDesiredPosition(static_cast<double>(position[0]),
static_cast<double>(position[1]),
static_cast<double>(position[2]));
}
// msm gripper
.
position[0] = _hapticDevice[0];
position[1] = _hapticDevice[1];
position[2] = _hapticDevice[2];
SbVec3f trans;
_matrixhd2Model.getTransform(trans,rotation,scale,orient);
trans.setValue(position[0],position[1],position[2]);
rotation.multVec(trans,trans);
trans.getValue(position[0],position[1],position[2]);
transform.setTransform(position, SbRotation::identity(), SbVec3f(1.0f, 1.0f, 1.0f));
transform.multRight(_matrix2Model);
transform.multRight(_matrixOrigin);
transform.getTransform(position, rotation, scale, orient, SbVec3f(0.0f, 0.0f, 0.0f));
// msm
.
solveIK(position, _hapticDevice.get(3), true);

접촉한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의 위치를 계산한다

을 위치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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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atrixOperationOffset.setTransform(center, SbRotation::identity(), SbVec3f(1.0f, 1.0f,
1.0f));
sa.reset();
sa.setFind(SoSearchAction::NODE);
sa.setInterest(SoSearchAction::FIRST);
sa.setNode(node);
sa.apply(_root);
SoPath *path = sa.getPath();
ASSERT(path);
path = path->copy();
path->ref();
SoGetMatrixAction *ma = new SoGetMatrixAction(SbViewportRegion());
ma->apply(path);
_matrixOperationOffset.multRight(ma->getMatrix().inverse());
delete ma;
_gripDrawStyle->style.setIgnored(TRUE);
movingPath->unref();
return joint;
}
void
MSMController::doPassiveJointWork(SbVec3f position)
{
if (!_operatingJoint)
return;
SoNode *node = _operatingJoint->getNode();
if (!node || !node->isOfType(SoVRMLTransform::getClassTypeId()))
return;
SoVRMLTransform *transformModel = (SoVRMLTransform*)node;
SoSearchAction sa;
sa.setFind(SoSearchAction::NODE);
sa.setInterest(SoSearchAction::FIRST);
sa.setNode(node);
sa.apply(_root);
SoPath *path = sa.getPath();
if (!path)
return;
path = path->copy();
path->ref();
SoGetMatrixAction *ma = new SoGetMatrixAction(SbViewportRegion());
ma->apply(path);
SbMatrix pivot = ma->getMatrix();
SbMatrix transform;
transform.setTransform(position, SbRotation::identity(), SbVec3f(1.0f, 1.0f, 1.0f));
transform.multRight(pivot.inverse());
SoGetBoundingBoxAction *ba = new SoGetBoundingBoxAction(SbViewportRegion());
ba->apply(path);
SbMatrix previous;
previous.setTransform(ba->getCenter(), SbRotation::identity(), SbVec3f(1.0f, 1.0f, 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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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multRight(pivot.inverse());
SbVec3f pos[2], scale;
SbRotation rotation, orient;
transform.getTransform(pos[0], rotation, scale, orient, SbVec3f(0.0f, 0.0f, 0.0f));
previous.getTransform(pos[1], rotation, scale, orient, SbVec3f(0.0f, 0.0f, 0.0f));
position = transformModel->translation.getValue()+(pos[0]-pos[1]);
// from bounding box center to current position
float euler[3] = {0,};
float quat[4] = {0,};
rotation.setValue(pos[1], pos[0]);
// from bounding box center to current position
rotation = transformModel->rotation.getValue()*rotation;
hotcellUtil::CHotcellMath math(false);
rotation.getValue(quat[0], quat[1], quat[2], quat[3]);
math.GetEuler(quat, euler);
hotcellCore::Node *ton = m_world->search("tong");
//J_link7_slave:SL21638k ; tong ; J_link2_slave:SL20753k
hotcellCore::Node *man = m_world->search("J_link2_slave:SL20753k");
SoNode *man_pos = man->getNode();
SoNode *n = ton->getNode();
SbVec3f posi;
delete ma;
delete ba;
float currentValue,cv,y;
transform.makeIdentity();
switch(_operatingJoint->getType())
{
case hotcellCore::Joint::PRISMATIC_X:
currentValue = position[0];
break;
case hotcellCore::Joint::PRISMATIC_Y:
currentValue = position[1];
break;
case hotcellCore::Joint::PRISMATIC_Z:
currentValue = position[2];
break;
case hotcellCore::Joint::REVOLUTE_X:
currentValue = euler[0];
// Hassan to rotate Tong
((SoVRMLTransform*)n)->rotation.setValue(SbVec3f(1.0f, 0.0f, 0.0f),currentValue);
break;
case hotcellCore::Joint::REVOLUTE_Y:
currentValue = euler[1];
cv=euler[1];
((SoVRMLTransform*)n)->rotation.getValue(posi,y);
((SoVRMLTransform*)n)->rotation.setValue(SbVec3f(1.0f, 0.0f, 0.0f),-cv);////////////
if(y<currentValue)
{
((SoVRMLTransform*)man_pos)->rotation.getValue(posi,y);
y=y+0.0005; // pull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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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RMLTransform*)man_pos)->rotation.setValue(posi,y);
}
if(y/10000>currentValue)
{
((SoVRMLTransform*)man_pos)->rotation.getValue(posi,y);
y=y-0.0005; // push ahead
((SoVRMLTransform*)man_pos)->rotation.setValue(posi,y);
}
break;
case hotcellCore::Joint::REVOLUTE_Z:
currentValue = euler[2];
((SoVRMLTransform*)n)->rotation.setValue(SbVec3f(0.0f, 0.0f, 1.0f),currentValue);
break;
default:
//transform = previous;
currentValue = 0.0f;
break;
}
updateJoint(_operatingJoint, currentValue);
path->unref();
// get new pivot
// solve desired input position
// haptic
// get local value
transform.setTransform(position, SbRotation::identity(), SbVec3f(1.0f, 1.0f, 1.0f));
transform.multRight(_matrix2Model);
transform.multRight(_matrixOrigin);
transform.getTransform(position, rotation, scale, orient, SbVec3f(0.0f, 0.0f, 0.0f));
// msm
I.K
.
//position = solveIK(position,euler); // disable by hassan to jam MSM
path->unref();
path = 0;
// update bounding boxes that has a same joint
// un ref old path
// get new bounding box
// get new path
// get next

입력값 설정

의

를 풀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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