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과제(

2011-0002247
KAERI/RR-3449/2011

), 일반과제( O )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제4권/총7권)
Development of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for Nuclear Fuel Cycle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
Development of Nuclear Fuel Cycle Remote
Handling T echnology

한국원자력연구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수정․보완요구사항 대비표
과제명 :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
주관기관(책임자) : 김 기 호

전문기관의
수정 • 보완요구사항
이번 단계에서 확보한 원
격취급 장치를 차기단계
연구성과물인 KAERI 핫
셀(PIEF, IMEF 등)에서
어떻게 성능검증을 할 것
인지 추진전략 제시요망

수정 • 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비고

이번 단계에서 확보한 원격취급 장치(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는 KAERI 핫셀(PIEF,
IMEF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
니라, 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의 운전/유지보수에 활용 page 533
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설치 완료 되었으며, 차
기 단계 1차 년도에 아르곤 환경에서의 성능검
증을 완료하여 공정의 운전/유지보수에 활용할
예정임

개발한 장치가 실제 파이 이번 단계에서 개발한 원격취급 장치(천정이동
로 공정 환경에서 내구성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는 비 아르곤 환경에
을 평가한 결과 제시요망 서 내구성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실제 파이로
page
공정 환경(아르곤 환경)에서의 내구성 평가는
차기 단계에서 수행할 예정임. 비 아르곤 환경 77∼312
에서의 성능평가 결과는 본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였음
향후 사용후 핵연료 취급 이번 단계에서 개발한 원격취급 장치(천정이동
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는 방사선 환경에서의
사용도 고려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향후 사용 page 533
여 보고서에 보완요망
후 핵연료 취급 시설에서도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함
일반 산업계에서 사용되
는 원격장비(로봇 등)와
본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장비의 차별성 등을 구체
적으로 보완요망

산업용 로봇은 원격지에 단독으로 존재하여 프
로그램에 의해 운전되지만, 본 연구개발에서 개
발된 원격취급 장치(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는 운전지역에 추가적으로 마스터(master) 조작
기(일종의 로봇)가 존재하여 운전자가 마스터
조작기를 붙잡고 움직이면 이의 동작을 원격지
조작기 (slave robot)가 추종하게 됨. 산업용 로
봇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격 조작기에 대한
차별성은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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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과제(세부과제 “핵
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원

4 월

: 한국원자력연구원
:김 기 호
: 박 병 석, 윤 지 섭,
이 효 직, 이 종 광,
김 영 환, 정 재 후,
한 종 희, 이 은 표,
정 정 환, 유 길 성,
김 창 회, 송 기 찬,
조 광 훈, 김 호 동,
문 성 인, 박 장 진,
이 광 원, 이 성 욱,
송 우 섭, 신 진 명,
서 용 칠, 문 제 선,

27 일

김성현
유승남
박희성
홍동희
최창환
이영순
조일제
이용덕
이인배
신호철
정경민

보고서 요약서
해당단계 2010. 3. 1.～
2 / 2
단계 구분
연구기간 2012. 2. 29.
중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연구사업명
세부사업명 핵연료주기
대 과 제 명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연구과제명
세부과제명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
해당단계 총 : 24.20 명
정부: 3,958,000 천원
해
당
단
계
내부 : 21.30 명
천원
참여
기업:
연구비
연구원수 외부 : 2.90 명
계: 3,958,000 천원
연구책임자
김기호
총연구기간 총 : 85.90 명
정부: 9,171,000 천원
내부 : 65.12 명 총연구비 기업: 1,151,000 천원
참여
연구원수 외부 : 20.78 명
계: 10,322,1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무진기연
참여기업명
핵주기시스템공학부
소속부서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연구기관명 : 경원대학교, 전북대학교 연구책임자 : 강민식, 오재윤
위탁연구
( 주)무진기연
하찬호
보고서면수 605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1. 연구개발목표
∘ 파이로 실증을 위한 원격 시스템 및 원격 운전/유지보수 기술 확보
2. 연구내용 및 결과
∘ PRIDE 원격취급시스템 성능평가
- 개량형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 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검증목업 설치/운용
- PRIDE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작, 현장 설치 및 시험평가
∘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성 평가
- PRIDE 시뮬레이터 개량 및 파이로 공정장치 원격성 검증목업 구축
- 파이로 공정장치(환원/정련/제련/염페기물) 3D 모델 및 제작품의 원격성 평가
∘ 파이로 공정 연계 원격자동화 기반기술 개발
-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자동/반자동화 대상 분석 및 범위 도출
- 파이로 공정 생산물의 공정간 이송 자동/반자동화 분석 및 범위 도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는 국산화를 완료하고 산업체(무진기연)에 기술을 이전
하여 국내 원격기술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는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PRIDE) 아르곤
셀에 설치하여 파이로 일관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에 직접 활용함
∘ PRIDE 시뮬레이터는 공학규모 파이로 공정장치 3D 모델의 원격성 평가에 적용
하여 공정장치의 설계 완성도 향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검증목업은 파이로 공
정장치 제작품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향상에 활용하고 있음
∘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는 파이로 전처리공정에 활용함
과제고유번호 2011-0002247

색 인 어

( 각 5 개 이상)

, 원격 취급, 탈피복/분말화, 마스터-슬레이브
한 글 사용후핵연료
조작기, 양팔 서보조작기, 시뮬레이터, 디지털 목업
Spent fuel, remote handling, decladding and voloxidation,

영 어 master-slave manipulator, dual arm servo-manipulator,
simulator, digital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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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기술 개발 과제는 파이로 일관공정을 시험하는 시
설(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의 알곤 셀에
서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작업에 필수적인 원격 취급시
스템기술의 개발, 파이로 공정장치 및 각종 원격 취급장비의 3D 설계모델과
제작품을 사전에 평가하여 공정장치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원격 취급성 평
가기술의 개발, 사용후핵연료 절단봉을 탈피복하여 분말화하는 기술, 그리고
파이로 공정장치 및 연계 공정의 원격 자동화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작업자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파이로 공정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과제의 연구
개발 목적이다. 본과제의 최종목표와 1 단계 및 2 단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최종 목표

∙ 파이로 실증을 위한 원격 시스템 및 원격 운전/유지보수기술 확보
○ 1단계 목표

∙
∙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 2단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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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DE 원격 취급시스템 성능 평가
∙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성 평가
∙ 파이로 공정 연계 원격자동화 기반기술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파이로 공정기술 개발은 완전히 기밀된 불활성 분위기의 알곤셀 또는 고
방사능 차폐시설인 핫셀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셀 가동 중에는 작업자의 셀
내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들 시설에서 파이로 공정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 공정간 생산물의 이송, 고장시 부품 또는 모듈의 수리 및 교체 등의
제반 작업은 모두 원격으로 수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원격 기술의 개발은
파이로 공정기술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의 실용화, 파이로 공정의 생산량 증대, 공학규모
실증시설의 방사능 노출에 대한 안전규정과 파이로 안전조치 이행 등의 제
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파이로 단위공정, 공정 생산물, 연계 공정
등 파이로 일관공정에 대한 원격 자동화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단계 연구 개발의 내용과 범위】
1-1. 공학규모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o 헐 잔여분말 자동분리장치 설계, 제작, 목업 설치 및 시험
o 공학규모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설계 제작, 목업 설치 및

시험
o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장치 scale-up 데이터 생산
1-2.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o Pyroprocess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안 분석
o 고하중 취급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작, 목업 설치 및 시험
o 목업내 내 공정장치 유지보수 시험 및 평가
1-3.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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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기반 구축
o Pyroprocess Mock-up 가상환경 구축 및 원격작업성 분석
o PRIDE 디지털 목업 구축 및 layout 분석

【2단계 연구 개발의 내용과 범위】
2-1. PRIDE 원격 취급시스템 성능 평가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개량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설치, 시운전 및 원격 운전성 시

험평가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와 기계식 조작기의 원격 협업성 시험평가
2-2.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성 평가
o 단위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 시험평가
o 연계공정의 원격 취급기구 설계 및 제작
o 연계공정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 시험평가
2-3. 파이로 공정 연계 원격자동화 기반기술 개발
o 단위공정 및 공정 생산물의 원격/자동 취급성 분석
o 단위공정장치의 원격 자동/반자동화 개념 및 방안 도출
o 공정물질 이송 원격 자동/반자동화 개념 및 방안 도출

Ⅳ. 연구개발 결과
【1단계 연구 개발 결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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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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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HM/batch)
o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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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업 설치, 시험 및

성능 평가(회수율 97%)
1-2.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o 양팔 서보조작기 이송용 천정이동장치 개발
- 텔레스코픽 튜브, 트롤리, 거더 주행 시스템으로 구성된 천정이동장

치 설계 및 제작
o 고하중 양팔 서보조작기 개발
- 관절 구동부 모션 비간섭 구조의 메커니즘 설계 및 고하중 양팔 서

보조작기 제작
o 양팔 서보조작기 및 천정이동장치의 PC 기반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 양팔 서보조작기와 천정이동장치 통합, 목업 설치, 시험 및 성능 평

가(한팔 취급하중 : 25 kgf)
- 목업 내 설치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

수성 시험 및 평가
o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안 도출
- ACPF 핫셀에 설치된 금속전환 장치에 대한 원격 취급성 시험을 통

한 금속전환 장치의 원격취급 방안 분석, 장치의 모듈화 및 표준화
설계 요건 도출
1-3.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과 공정분석기술 개발
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시제품 개발
- Pyroprocess 시뮬레이터의 기능 요건 설계 및 제작
- PRIDE 시설의 Full-scale 디지털 목업 구축(PRIDE 알곤셀과 셀내 원

격취급장비의 3D 모델, 모션 입력장치로 구성)
- 시뮬레이터에서 공정장치 3D 설계 모델의 원격 접근성 및 배치 분

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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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yroprocess 공정분석기술 개발
- 이산사건 기반 pyroprocess 공정 분석 기법 개발
- 핵물질 흐름분석할 수 있는 DES 기반 PyroFlow의 개발

【2 단계 연구 개발 결과】
2-1. PRIDE 원격 취급시스템 성능 평가
o 개량형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시제품 제작, 설치 및 시험
- 천정이동장치와 양팔 서보조작기의 작업영역과 조작성 개량 및 인

터페이스
- PC기반 통합제어반 성능개선 및 검증목업 설치/시운전/성능평가
- 개량형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검증목업 설치, 시운전 및 성능

평가
o PRIDE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설

치
- 실증용 천정이동장치와 양팔 서보조작기, DSP 기반 통합제어반 제

작 및 인터페이스
- 염증기 보호용 텔레스코프 및 양팔 서보조작기 부팅 설계, 제작 및

장착
- 시험평가 완료 후 PRIDE 알곤셀에 설치 및 시운전
- 검증목업에서 기계식 원격 조작기와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상호 협업을 위한 공동 작업범위 분석
2-2.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성 평가
o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 구축
- PRIDE 알곤셀의 실측규모(길이만 1/8 축척, 공기 분위기) 목업 설계

및 제작
- PRIDE 알곤셀과 동일 원격 취급시스템(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

기계식 원격조작기, 크레인 등) 설치
o 파이로 공정장치 및 연계 공정 원격성 평가
-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파이로 공정장치(전해환원/정련/제련/염폐기

물공정) 3D 설계모델(14종)의 원격 접근성 및 배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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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을 활용하여 파이로 공정장치(전해환원/염폐기

물공정) 제작품(5종)의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성 평가
o 공정장치/조작기 지원 범용 취급기구 시제품 제작
- 텔레스코프형 범용 원격 취급기구 설계 및 제작(3단, 스트로크 1.7
m, 취급하중 100 kgf, 원격 탈부착)
- 취급기구의 하부 끝단 장착용 다양한 특수공구(hook, gripper, impact
tool) 개발 및 공정장치 운전/유지보수 작업에 활용
2-3. 파이로 공정 연계 원격자동화 기반기술 개발
o 파이로 공정장치 및 연계공정 운전/유지보수 원격 지동화 범위 분석
- 운전/유지보수 작업 절차 분석 및 자동화대상 선정 평가기준 확립
- 자동화 대상 평가 방법론에 의거한 자동화 대상 선정
o 단위 공정별 적용기술(내방사선 부품, 센서, 공정제어 등) 분석 및 분

류
- 파이로 공정장치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 센서, 공정제어의 방사선

영향 분석 및 분류
- 파이로 공정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및 센서의 내방사선 DB 구

축
o 파이로 공정장치 및 연계공정의 공정물질 이송관련 원격 자동/반자동

화 개념도출
- 상관관계행렬을 이용한 공정장치 자동화 요소 조합안 도출
- 단위공정장치 및 연계공정의 물질이송 체계 분석 및 자동화 관련

유사모듈 도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주요 결과물들은 실제 파이로 기술 개발에 직접
사용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 될 것이다. 개량형 천정이동 양팔 서보
조작기는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에 설치되어 공학규모 파이로 공정장치 제
작품의 원격성 평가에 활용 중에 있으며, PRIDE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
조작기는 PRIDE 알곤셀에 설치되었으며 실제 파이로 일관공정의 원격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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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지보수 작업에 직접 활용 할 것이다. 특히, 이 기술은 국산화를 완료하
여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국내 원자력 원격 기술산업의 인프라 구
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파이로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와 구축된 실측규
모 PRIDE 디지털 목업은 파이로 공정장치 3D 모델 설계치의 원격성 평가에
적용하여 공정장치의 설계 완성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파
이로 혁신 공정장치의 개발에 활용 할 것이다.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은 파
이로 공정장치 제작품을 PRIDE 알곤셀에 설치하기 전에 미리 장치의 원격
취급성을 평가하는 시설로서 파이로 공정장치의 제작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파이로 혁신 공정장치의 개발에 활용 할 것이다.
공학규모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와 헐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파이로 일관공정의 전처리공정에 적용되어 전해환원 공정의 원료 물질 공
급에 활용될 것이다. 원격 자동화 기반기술 개발은 향후 파이로 일관공정의
원격 자동화를 구현하는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원격 취급시스템 기술은 PRIDE 시설에 적용하여
직접 활용할 것이며, 향후 공학규모 파이로 실증시설과 상용규모 파이로시설
등의 원격기술 개발에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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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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four specific goals to achieve
through this research and development. First goal is to develop a remote
handling systems which are necessary for remot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pyroprocessing equipment in the argon cell of 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Second goal is to develop a remote
handling evaluation technology which is to verify the degree of design and
construction completeness of process equipments from the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viewpoint before they are installed in the argon cell of the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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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I and Phase II goals of this project are described in the following.
- Final goal

∙

Development of remote opera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y and remote
handling equipment for implementing a pyroprocessing technology

- Phase I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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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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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ase II goal

∙
∙

Performance evaluation of remote handling systems for PRIDE
Evaluation of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pyroprocess
equipments

∙

Development of base technology for remote automation of integrated
pyroporocess

2. Necessity
Pyroprocessing technology should be conducted in a completely sealed argon
cell or a completely shielded hot-cell because of the nature of its process
characteristics. An operator can not have access to the in-cell during an
operation of the cell. Theref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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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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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ieve the advantages of
pyroprocessing

by

increasing

process

productivit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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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eeting

regulator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Phase I R&D activities conducted in this project
are as follow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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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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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ments at mock-up
1-3. Development of pyroprocess analysis/visualization simulator and process
analyti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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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cope and contents of Phase II R&D activities include the followings.
2-1. Performance evaluation of remote handling systems for PRIDE
o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a bridge transported dual-arm ser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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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pulator
o Installation, test and remote operability evaluation of bridge transported
dual-arm servo manipulator
o Evaluation of remote cooperative performance of both a bridge transported
dual-arm servo manipulator and a mechanical master-slave manipulators
2-2. Evaluation

of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pyroprocess

equipments
o Test and evaluation of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unit
process equipment
o Design and

construction of remote handling devices for integrated

processes
o Test and evaluation of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integrated
process
2-3. Development of base technology for remote automation of integrated
pyroporocess
o Analysis of remote and automatic operation scheme for unit process and
its product
o Concept and strategy for remote full- and semi-automation of unit process
equipment
o Concept

and

strategy

for

remote

automation/semi-automation

of

transportation of unit proces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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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a

combined

engineering-scale

decladding

voloxidizer
- Design and construction of core mechanism for voloxidation emplo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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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screw feeding and rotary kiln types
- Design and construction of a combined engineering-scale high-throughput
decladding voloxidizer which employed modularization and
semi-automation
- Mock-up installation of a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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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utomatic equipment for removing and collecting
residual powder from hull
- Design and construction of a automatic residual powder separation
equipment which took into account hull transportation, powder removal,
separation of hull and powder and collection of residual powder
- Mock-up installation of a constructed automatic separation equipment, its
test by using simulated rod-cuts, and its performance evaluation
(collection rate: > 97 %)
1-2. Development of a servo-manipulator system for pyroprocess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o Development of a bridge transporter for dual arm servo-manipulator
- Design and construction of a bridge transporter equipped with telescope,
trolley and girder (travel distance of 38 m, horizontal travel distance of
2.43 m and vertical stroke of 2 m)
o Design and construction of a heavy-duty dual arm servo-manipulator
- Design of decoupled link joint mechanism
- Prototype development of a dual arm servo-manipulator for
pyroprocess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single arm handing capacity
of 25 kgf)
o Design and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control system for both bridge
transporter and dual arm servo-manipulator
o Prototype development of a servo-manipulator system for pyro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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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and maintenance
- Assembly and mock-up installa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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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Development of a pyroprocess analysis/visualization simulator, and process
analysis technology
o Prototype development of a pyroprocess analysis/visualization simulator
- Laying out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esign of simulator
- Workspace analysis of remote handling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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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IDE full-scale digital mock-up including various
3D models and input devices
- Analysis and evaluation of 3D process equipments from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viewpoint in a simulator
o Development of a pyroprocessing analysis technology
- Development of a DES based pyroprocess analytic technique
- Development of a DES based PyroFlow that can analyze nuclear flow
in pyroprocessing
The results of Phase II R&D activities are as follows:
2-1. Performance evaluation of remote handling systems for PRIDE
o Development, installation and test of an improved bridge transported
dual-arm servo manipulator
- Improved workspace and maneuverability of both a bridge transporter
and a dual arm servo-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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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ion of both a bridge transporter and a dual arm
servo-manipulator
- Improved performance of a PC-based integrated control system
- Installation of an improved bridge transported dual-arm servo
manipulator to a remote handling evaluation mock-up, test and
performance evaluation
o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a PRIDE bridge transported dual-arm
servo manipulator
-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a bridge transporter and a dual-arm
servo manipulator for PRIDE
- Development of a DSP-based integrated control system
- Design,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booting for both a bridge
transporter and a dual-arm servo manipulator to protect their mechanical
parts from salt fume
- Installation and test of a PRIDE bridge transported dual-arm servo
manipulator in the argon cell of PRIDE after shop test
- Analysis of common workspace for cooperation between a bridge
transported dual-arm servo manipulator and a master-slave manipulator
in a remote handling evaluation mock-up
2-2. Evaluation of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pyroprocess
equipments
o Construction of a remote handling evaluation mock-up
- Design and construction of a full-scale mock-up of PRIDE argon cell
(1/8 scale only in length of PRIDE and air atmosphere)
- Equipped with the same remote handling systems (one set of a bridge
transported dual-arm servo manipulator, two sets of a mechanical
master-slave manipulator, a crane, etc.) to be installed in the argon cell
of the PRIDE
o Evaluation of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both pyroprocess

equipments and integrate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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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f remote accessibility of 3D design models of process
equipments (a total of 14 sets of electrolytic reduction, electro-refining,
electro-winning, and salt waste process equipments) and their
arrangements in the PRIDE digital mock-up by using a simulator
- Evaluation of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constructed
process equipments (a total of 5 sets of reduction and salt waste
process equipments)
o Construction of a universal handling device for supporting the remote
work of process equipment and manipulators
- Design and construction of a universal, telescopic, remote handling
device (2 Phases, stroke of 1.7 m, handling capacity of 100 kg, remote
assembly and disassembly type)
- Mechanism capable of assembling and disassembling various special
tools of grabber, hook and gripper to the end of device in a remote
manner
2-3. Development of a base technology for remote automation of integrated
pyroporocess
o Analysis of a scope of remote automation related to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work of pyroprocessing equipments and their integrated
processes
- Analysis of remote operation and maintenance procedures and
establishment of evaluation standards for selecting modules to be
automated
- Selection of modules to be automated based on evaluation methods
o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technology (radiation-hardened components,
sensors and process control) applicable to each unit process
-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radiation effects on major components,
sensors and process control to be used for pyroprocessing equipments
- Building a DB of radiation-hardened components and sensors necessary
for constructing pyroprocessing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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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rawing out remote full- and semi- automation concept related to process
materials of pyroprocessing equipments and integrated processes
- Analysis of process material transportation system of unit process
equipment and integrated process, and drawing out common modules for
automation
- Deciding a combination of automation elements of process equipments
by using a relation matrix

Ⅴ. Applications of R&D results
The results obtained from Phase I and II R&D are bing used for the PRIDE
application and can be consistently applied to other related areas. The revised
BDSM (Bridge transported Dual arm Servo-Manipulator) is installed in the
RHEM (Remote Handling Evaluation Mock-up) and under operation for testing
and evaluating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prototypes of process
equipments. The BDSM developed for use in the PRIDE is also installed in the
argon cell of the PRIDE and will be used for conducting remote operation and
maintenance tasks of the pyroprocess equipment. Cor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BDSM developments were transferred to the industry, thereby making remote
technology business more active by commercialization. In addition, the B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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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ator for analyzing

and visualizing both the PRIDE, its

work environment and process is being used for verifying and improving the
design of the pyroprocess equipment for the PRIDE application. The PRIDE
full-scale digital mock-up built by using the simulator is being used in
evaluating the remote accessibility, arrangements,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the designed process equipment models in a virtual environment of the
PRIDE before construction, thereby improving the design completeness of process
equipment. The constructed RHEM that is a 1/8 scale of the PRIDE only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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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is being used in evaluating the remote oper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the constructed process equipments before they are installed and put into service
in the argon cell of the PRIDE.
The combined engineering-scale decladding voloxidizer with high throughput
and an automatic equipment for separating rod-cuts into hull and fuel meats
were develope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spent fuel powder. These
equipments will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a head-end process for
pyroprocessing.
A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base technology for automating an
integrated pyroprocess in a remote manner. The common concepts and strategies
for remote automation were drawn out from the viewpoint of unit process
automation and process material transportation, integrated process automation and
components' radiation-hardening. They will be applied to the embodiment of a
total remote automation of pyroprocess in a near future.
These remote technologies described above are being used directly in the
PRIDE and

will be applied to an engineering-scale pyroprocess facility and a

commercial pyroprocess facility to be constructed in order to implement a
pyroprocessing technolo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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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
는 고방사성 폐기물인 반면에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을 95% 이상 함유하고 있
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활용 되는 경우 미래의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
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콘크리트 용기에 담겨 발전소 내의
임시 저장 수조에 보관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이 예상된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환경 친화적이고 핵확산 저항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공정 즉, 파이로 프로세스(pyroprocess)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이로 프로세스는 고온에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 속의 각종 핵
물질을 분리 및 정제하는 기술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열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분리 • 정제한 핵물질을 제4세대 원자로에서 재사용
할 수가 있으며, 고순도의 플루토늄 회수가 불가능해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기술
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파이로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파이로 일
관공정 시험시설(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을
건설 중에 있다. PRIDE는 알곤 셀로서, 셀 가동 중에는 셀 안쪽으로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셀 안쪽의 모든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들은 원격 취급장치
및 기구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고장 시 원격 방식으로 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PRIDE 실증에 필요한 원격 취급기술을 개발하여 실증함으로
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격취급기술을 검증하고 원격 작업에 대한 경험을 습득
하고자 한다. 즉, 파이로 일관공정을 성공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대상 공정(공정장
치, 부속장치, 유틸리티 등)에 적합한 원격 취급,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
한 원격 취급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파이로 공정장치 및 각종 원
격 취급장비의 3D 설계모델과 제작품의 원격 취급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공정장
치 및 취급장비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기술, 파이로 공정에 원료 물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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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절단봉을 탈피복하여 분말화하는 기술, 그리고 파이로
공정장치 및 연계 공정을 원격으로 자동화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여 파이로 기술
구현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공정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과제의 연구개발 목적이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원격취급기술은 파이로 기술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공학규모 파
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인 PRIDE 는 아르곤 셀로서, 셀 가동 중에는 셀 안쪽으로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PRIDE 시설 아르곤 셀 내에서 파이로 공정을 성공
적으로 실증하기 위해서는 대상 공정(공정장치, 부속장치, 유틸리티 등)에 적합한
원격 취급, 운전, 유지보수 등과 같은 원격 시스템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
며, 또한 파이로 공정장치의 설계 시에 이를 반영하여 공정장치의 완성도와 신뢰
도를 높이고 원격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의 실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 효율을
증대시켜야 한다. 현재의 수동식 원격 작업방식은 모든 제반 작업이 작업자에 의
해 원격으로 수행되므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파이로 단위 공정장치, 단위
공정 및 일관공정에 대한 부분 또는 완전 원격 자동화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
하다. 따라서 핵연료주기 원격 취급시스템 기술은 파이로 공정의 실현뿐만 아니
라,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의 확립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기술이
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원격 취급기술 분야에서 핵연료주기 완성에 필요한 원격취급 장비 및 관련
기술을 국외에서 도입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민감 기술로 분류되는
일부 기술은 국외에서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관련기술을 적기에 파이로 기술의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필요하다.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누적량
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내 고유의 핵비확산성 사
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
는 사용후핵연료의 원격 취급기술 개발은 원자력 활용의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
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원격취급기술은 일반 산업계로의 기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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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도 큰 고부가가치 기술이므로 산업계에 적용할 경우 제품의 신뢰성 및 국
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원격취급
기술은 고속로 연계 순환핵주기, 원자력 시설의 제염/해체, 핵연료 제조 등 고방
사성 환경 작업 등에 즉시 활용 가능하므로 다양한 원격 실증기술의 수출에 기
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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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범위
1. 1단계(2007-2009) 연구개발 범위

가. 공학규모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o 헐 잔여분말 자동분리장치 설계, 제작, 목업 설치 및 시험
o 공학규모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설계 제작, 목업 설치 및 시험
o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장치 scale-up 데이터 생산

나.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o Pyroprocess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안 분석
o 고하중 취급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작, 목업 설치 및 시험
o 목업내 내 공정장치 유지보수 시험 및 평가

다.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기반 구축
o Pyroprocess Mock-up 가상환경 구축 및 원격작업성 분석
o 공학규모 Pyroprocess 실증시설 디지털 목업 구축 및 layout 분석
2. 2단계(2010-2011) 연구개발 범위

가. PRIDE 원격 취급시스템 성능 평가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개량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설치 및 시운전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원격 운전성 시험평가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와 기계식 조작기의 원격 협업성 시험평가

나.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성 평가
o 단위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성 시험평가
o 단위 공정장치의 원격 유지보수성 시험평가
o 연계공정의 원격 취급기구 설계 및 제작
o 연계공정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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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이로 공정 연계 원격자동화 기반기술 개발
o 단위공정 원격/자동 취급성 분석
o 공정생산물의 원격/자동 취급성 분석
o 단위공정장치의 원격 자동/반자동화 개념 및 방안 도출
o 공정물질 이송 원격 자동/반자동화 개념 및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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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 탈피복 및 건식 분말화기술

한국원자력연구소(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의 DUPIC 연
료 제조공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하기 위하여 길이방향으로 250 ㎜의
연료봉을 slitting 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실험실 규모의 장치로서 처
리용량이 작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DUPIC 연료 제조공정에서 개발된 장치를 기
반으로 탈피복 처리 속도를 개선한 장치를 개발하여왔다. 탈피복 장치는 분말화
공정 장치에 필요한 UO2 펠릿(Pellets)을 공급하기 위하여 절단된 250 ㎜의 연료
봉으로부터 펠릿과 헐(Hull)을 분리하는 기술로서 실증용 탈피복 장치는 여러 쌍
의 블레이드(blade)로 구성된 블레이드 모듈(blade module) 속으로 연료봉을 밀어
넣어 3개의 조각으로 연료봉의 옆면을 잘라내어 헐과 펠릿을 분리한다. 사용후핵
연료 차세대종합공정에서 처리용량인 20 ㎏HM/batch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 135개의 절단 연료봉을 탈피복하며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연료봉 장입 및 탈피복을 반자동화한 실증용 탈피복 장치를 설계 • 제작하
였다. 그림 2-1-1 (a)는 DUPIC에서 개발한 장치이며, 그림 2-1-1 (b)는 본 과제의
연구에서 개발한 slitting 장치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DUPIC 연료 제조공정에서는 탈피복한 UO2 펠릿을 분말화
하기 위하여 산화 환원(OREOX)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tray에 핵연료 펠릿을 고르게 펴고 가열하여 산화시키는 방법으로 공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소량의 핵연료(100～200 gU/batch)를 분말화하는데 적합한 공정
이다. 본 과제에서는 대용량(20 ㎏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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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제조용 건식 분말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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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PIC Slitting 장치

(b) 본 과제의 Slitting 장치

그림 2-1-1. 탈피복 장치

그림 2-1-2. DUPIC OREOX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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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건식 분말화 장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전처리 장치로 사용
후핵연료 탈피복 및 분말화 장치를 개발하였다. 금속전환로에 균질한 분말을 공
급하기 위하여 20 ㎏HM/batch 규모의 UO2 펠릿을 분말화 할 수 있는 연속식
voloxidizer를 제작하여 ACP 핫셀에서 SimFuel을 이용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

으며, 분말화 공정의 최적 반응조건을 규명하였다. DUPIC 연료 제조 공정에서는
탈피복한 UO2 펠릿을 산화 환원(OREOX)로에서 분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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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atch 규모의 분말화 장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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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의 핫셀에서 KAERI와 INL이 공동개발한 배기체 처리장치의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국외기술 현황은 실제 수 ㎏의 펠릿(1～5 ㎏HM)의 실험실규모이지만 본 과제
는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의 메시형 반응기의 크기를 예측하는 이론
식을 도출하였고, 산화/회수율이 높은 핵심 메커니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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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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말화 장치(50 ㎏HM/batch)를 개발하였다. 이 결과는 수백 ㎏HM/batch의 사용후핵
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scale-up 기술에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용
후핵연료를 적용하지 못하여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필요로 한다.

그림 2-1-4. 모듈식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장치
○ 원격 취급 및 유지보수 기술

한국차폐(주)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전을 받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던
기계식 MSM(Master Slave Manipulator)을 국산화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6
년도에

구축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실증시설에 그림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하여 공정장

치들에 대한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 병원
내의 동위원소 취급 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PRIDE 시설 아르곤 셀에 적
용할 수 있는 대형 기밀형 MSM은 생산하지 않으며, 또한 천정이동장치에 부착
되어 이동되는 서보조작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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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반
영 소형 고하중 조작기(텔리스코프 취급하중 200 ㎏, 조작기 취급하중 15 ㎏, 및
힘반영 민감도 0.47 ㎏)를 개발하여 ACP 시설에 설치하고, Inactive ACP campaign
을 통해 공정장치들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을 수
행하였다. 이는 기존 산업용/연구용 조작기와 비교하여 취급하중/자체 중량비가
20 % 이상 향상된 것으로서, 유지보수성, 부품의 내방사성 및 작업자의 힘반영

기능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그림 2-1-6은 핫셀 공정장치 운전/유지보수용 천정이
동 힘반영 서보조작기를 나타낸다.

그림 2-1-6. 핫셀 공정장치 운전/유지보수용 원격 서보조작기

- 11 -

○ 원격 취급성 평가 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ACPF 개발을 통해서 컴퓨터 그래픽기술을 활용한 공정
및 시설의 3차원 디지털 목업, 원격조작 방식의 공정장치와 원격 취급 장비를 개
발하였으며, 2006년에 종합적으로 공정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시험 평가를 수
행하여 원격 취급/유지보수 계통에 대한 scale-up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ACPF의 디지털 목업을 활용하여 각 단위 공정의 타당성을 3차원 그래픽 시뮬레

이션 수단으로 핵물질 원격 취급/운반 및 유지보수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또한,
ACPF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서보 조작기 지원 취급공구를 개발하고
ACPF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종합 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원격 취급성

평가 기술에 관한 국내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9년에 개발한 PRIDE 시설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파이로 주요

공정장치(전해 환원, 전해 정련, 전해 제련, 페용융염 처리)의 3D 모델을 대상으
로 각 장치의 배치, 원격 접근성,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을 시험 • 평가하고, 결과
를 각 공정장치의 설계 개선에 반영하여 장치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
다.
○ 원격 자동화 기술

원격 자동화 기술은 원자력 분야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용접 및 검사 분야
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정형화된 시퀀스를 갖는 공정에 대한 자동
화 기술은 높은 수준까지 도달해 있으며 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및 철강
공정 등에 주로 적용되어 왔다.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파이로 공정
장치 및 연계 공정의 원격 자동/반자동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 일관공정의 throughput을 증대시키기 위한 파이로 일관공
정의 원격 자동화에 대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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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탈피복 및 건식 분말화기술

미국 AI 사는 종전의 습식 재처리 방법의 대용으로 사용후 PWR 핵연료를 연
속적으로 산화-환원시켜 건식으로 탈피복하는 AIROX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후,
이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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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하였다. 즉, Die에 고정한 피복관내로 압착 피스톤을 삽입하여 핵연료 펠릿
을 밀어냄으로서 펠릿과 피복관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마그네슘 합금 연
료봉(두께 1.5 ㎜, 직경 7.2 ㎜) 등에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die와 피스톤의 구조
를 변경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핵연료봉 탈피복에 적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ANL과 함께 AFCI에 적용하기 위한 상용 규모의 건식 탈피복/분말화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하여 기존 실험실 규모 탈피복/건식 분말화 기술의 scale-up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일본의 JAERI는 FR fuel cycle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반에 수
평으로 회전하는 2 ㎏HM/batch 규모의 실험용 건식 분말화 공정장치를 개발한
바 있으며, 공학 규모의 재처리 시험시설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학 규모의
voloxidizer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그림 2-2-1은 트리티늄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
g/batch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사 형태의 건식 분말화 장치가 개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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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일본 JAERI의 트리티늄 제거용 voloxidation 장치
러시아 RIAR 연구소에서는 Weapon plutonium disposition program의 일환으로
핵무기에서

해체된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식

처리공정(DDP,

Dimitorvgrad Dry Process) 및 Vibropack 공정을 이용하여 MOX로 제조한 후
BOR-60 및 BN-600에 시험 연소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약 1.3 ton을 이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UO2 분말을 U3O8 분말로 산화시키는
200 gHM/batch 규모의 건식 분말화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장치 내부에 1단의 메

쉬와 vibrator를 설치하여 산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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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
여 throughput이 매우 낮다. 그림 2-2-2는 러시아의 RIAR 연구소에서 MOX 연료
제조용 voloxidation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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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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실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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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은 주로 습식 재처리의 전처리공정으로 지
난 40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국외에서 개발된 건식 분말화 장치 성능은 우라
늄 디옥사이드 펠릿을 200 g∼2 ㎏/batch까지만 처리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의
기초실험 단계에 불과하다. 미국의 ORNL에서는 실험용 킬른형(kiln type) 건식
분말화 장치가 전처리공정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AFCI의 advanced aqueous
separations 연구의 일환으로 AIROX 기술에 기초한 DOEX(Decladding via the
Oxidation of Spent Oxide Fuel) 연구와 off-gas trapping을 위한 핵분열성 물질의 휘

발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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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분말화 장치 기술은 high throughput 공학규모 장치 개발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일본에 있는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에서는 LWR(light-water-reactor)연료 생산을 위한 고온 재처리공정개발에

대한 스케일 업(Scale-up)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32, 48, 192
ton/year용 공기산화로의 개념설계가 수행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도 0.5 MT/day 규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

한 공기산화로가 개발 중이다(그림 2-2-3).

그림 2-2-3. 트리튬 제거용 Voloxidation (미 ORNL)
○ 원격 취급 및 유지보수 기술

로봇은 사용되는 작업 환경에 따라 크게 산업용과 원격 작업용으로 분류된
다.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은 자동차 산업이나 전기, 전자 산업분야에서 부
품조립, 용접, 도장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곳에서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위해 사용된다. 즉, 산업용 로봇은 프로그램된 작업순서에 따라 독립작
업을 수행하거나 협업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원격 작업용 로봇(telerobot)은 원자
력, 우주, 심해, 화재 현장 등 작업자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고, 작업자의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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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원격 작
업용 로봇 시스템에서는 작업자가 컴퓨터, 센서, 모니터를 통하여 원격지 로봇의
상태와 작업 활동을 감시 감독한다. 작업자는 원격작업지의 정보를 획득하여 작
업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작업지시를 내리는 등 계획된 임무를 완전히 달성할 때
까지 로봇 제어계통에 관여한다. 즉, 산업업용 로봇은 원격지에 로봇만 존재하지
만, 원격 작업용 로봇은 운전지역에 추가적으로 마스터(master) 로봇이 존재하여
운전자가 마스터 로봇을 붙잡고 움직이면 이의 동작을 원격지 로봇(slave robot)이
추종하게 된다. 이때 운전자는 슬레이브 로봇이 수행하는 작업력을 마스터 로봇
을 통해 피드백(feedback) 받게 된다. 이를 힘반영(force-reflecting) 이라 한다. 이렇
듯 원격작업용 로봇은 작업도중 작업자와 로봇간의 상호통신 및 작업 지령의 수
정이 일반 산업용 로봇과 크게 구분된다. 표 2-2-1은 원격 작업용 조작기와 산업
용 로봇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
표 2-2-1. 원격 작업용 조작기와 산업용 로봇의 차이점
Good force-reflecting teleoperator

Good industrial robot

1. End effector speed 0.91 m/s (36 in./s)

1. End effector speed 30 to 50 in./s

2. Friction 1-5% of capacity (at expense of
increased backlash)

2. Friction 30 to very large
3. No backlash (at expense of increased

3. Medium to low backlash

friction)

4. Replica master control

4. Teach pendant, keyboard

5. 2.5- to 5-cm (1- to 2-in.) deflection

5. Minimal deflection at full load
(0.01 to 0.05 inch)

at full load
6. 6 DOF and end effector

6. 4 to 6 DOF and end effector

7. Bilateral position-position control for

7. Force feedback with 6-axis and

force reflection

end effector sensing

with man in the loop

8. Relative low inertia for minimum fatigue

8. High stiffness designs yield high inertia

9. Kinematics approximately manlike

9. Kinematics mission dependent

10. Accuracy and repeatability not

10. Accuracy and repeatability very
important

important
11. 1:40 to 1:10 capacity/weight ratio

11. 1:40 to 1:10 capacity/weight ratio

12. Universal end effector

12. Interchangeable end eff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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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hot

cell)

환경에 사용되는 원자력용 로봇은 일반적으로 조작기

(manipulator)라고 부르고 있다. 핫셀은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두께(90 ㎝ 이

상)의 콘크리트 벽과 작업자가 핫셀 내부를 볼 수 있는 다수의 납유리 차폐 창
(lead-glass shield window) 및 벽에 부착되는 기계식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
(mechanical master-slave manipulator)로 구성되며, 조작기는 차폐 창을 중심으로 좌

우에 한 쌍씩 설치되어 있다. 일반 핫셀에서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은 대
부분 벽에 부착된 기계식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후행핵
연료주기 관련 연구시설인 핫셀에서는 부가적으로 천정이동 전동식 동력조작기
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기계식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에 비해 작업효율이 떨
어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힘반영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일부 상용화되고 있다(그림 2-2-4). 힘반영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
에 대한 대표적인 현황 및 상세 규격은 표 2-2-2와 같으며, 특히 작업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입력기(마스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2-2-4. 고방사선 환경 원격조작기 현황(개발, 상업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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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대표적인 힘반영 서보조작기 현황 및 특성

가.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원격취급 및 유지보수기술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인도 등은
핫셀 내 공정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내방사성을 고려한
각종 첨단 자동화 장비, 원격 조작기, 및 원격 감시/검사 기기 등을 개발하고 있
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ORNL을 중심으로 정교한 작업을

위한 전동식 서보매니퓰레이터가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SM-229, M2,
ASM, Telemate 등이 있다. 그림 2-2-5의 SM-229는 ORNL에서 최초로 개발한 서

보 매니퓰레이터로 human factor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M2 매니퓰레이터는 설
계 및 제작을 Central Research Laboratories(CRL)에서 담당하고 제어시스템 및 알
고리즘은 ORNL에서 담당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재처리의 원격 취급, 원
격 툴들의 개발, 작업자의 평가 및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컴퓨터 기
술의 발달에 따라 기구적으로 검증된 SM-229 매니퓰레이터를 기반으로 제어시스
템을 개량한 그림 2-2-6의 Telemate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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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SM-229 서보 매니퓰레이터

그림 2-2-6. Telemate 서보 매니퓰레이터
또한 ORNL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장시 원격 조작 방식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각 팔이 모듈식 구조로 조립되어 있는 그림 2-2-7의 ASM(Advanced Servo
Manipulator)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델은 일본에 기술이 전수되어 재처리 시설에

적용되었다. ASM은 토크 튜브를 통해 구동기를 조인트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
듈화하여 완전히 원격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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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Advanced Servo Manipulator(ASM)
1995년 INL(Idaho National Laboratory)은 EBR-Ⅱ Demonstration Program을 착수

하고, 그림 2-2-8에서 보여주는 FCF(Fuel Conditioning Facility)에서 1999년까지 약
2.5 ton의 EBR-Ⅱ 사용후핵연료를 전해정련 공정으로 처리하여 우라늄만을 금속

으로 분리하였다. 이 Program에서 INL은 기존 EBR-Ⅱ 사용후핵연료의 원격 재순
환공정 (Remote Recycling Process)에서 습득한 원격취급기술을 활용하여 이 공정
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핵연료절단, 전해정련, cathode processor, 잉곳주조로 등)를
원격방식으로 운전할 수 있고, 유지 •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 • 제작하여 실증한
바 있다. 또한 INL의 TDE(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은 수명이 다한 CP-5
원자로의 제염해체를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2-2-8. ANL/W의 EBR-II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설
미국 DOE는 산하 6개 국립 연구소들과 SNS(Spallation Neutron Source)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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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여, 2006년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내에 건설을 완료하였
다. SNS의 중성자 조사실인 target room은 고준위 방사선 구역으로 이곳에 설치
될 주요 장치 부품의 유지보수 시스템은 ORNL에서 담당하였다. ORNL은 SNS에
적용할 유지보수 장비인 천정이동 양팔 서보 조작기(취급 하중 24 kgf)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5년 5월 설치 완료하고, 2006년 5월 SNS의 첫 중성자 생산에 성공
하였으며, 2009년 8월에 첫 번째로 SNS target 모듈을 성공적으로 교체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그림 2-2-9은 Target 시설 내 유지보수용 조작기의 모습을 보여준
다.

그림 2-2-9. SNS 유지보수용 조작기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까지 CEA LIST를 중심으로 MA22, MA23(그림
2-2-10), MA30 등의 서보 매니퓰레이터를 개발했으며, 1990년대부터는 범용 입력

장치로써 SCA(Screw-cable actuator)를 적용한 마스터 매니퓰레이터를 개발하여 서
보식 및 유압식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힘반영 제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힘
반영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 전기식 및 유압식 매니퓰레이터, 장거리(long
range) 검사 로봇, 원격제어시스템을 위한 로봇 제어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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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MA23 서보 매니퓰레이터
최근에는 AREVA NC La Hague 재처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매니퓰
레이터의 성능을 개선하고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작업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새
로운 원격취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성 평가를 수행중에 있다. 그림 2-2-11의
좌측은 기계식 마스터 매니퓰레이터를 서보식 MT200-TAO 시스템으로 대체한
것을 보여주며, 우측은 기존의 기계식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이다. 원격제어는
서보식 마스터 매니퓰레이터를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개량을 통해 작업영역이
기존의 MT200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개발된 MT200-TAO 시스템에 대해 평
가한 결과 작업자들은 새로 개발된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희
망했다.

그림 2-2-11. MT200-TAO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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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용 로봇을 원격작업용 슬레이브 로봇으로 적용하려는 연구가
CEA-LIST와 AREVA NC의 공동 R&D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방식

은 산업용 로봇이 비싸지 않으므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원격취급
장비의 신뢰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TAÜBLI RX 로봇이 선정되었
고, 신뢰성, 제염, 내방사성 등 원자력 환경의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조되
었다. 핵재처리시설이 있는 AREVA NC La Hague에서 적용 평가가 진행되고 있
다. 2005년과 2008년에는 dissolution wheel roller의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그
림 2-2-12), 고압수를 이용하여 휠을 청소하는 작업을 2009년도에 수행하였다.

그림 2-2-12. RX170 원격로봇을 사용한 원격 유지보수 작업
(3) 영국
EFDA(European Fusion Development Agreement)는 당초 2002년도에 폐쇄

예정이던 핵융합로 JET(Joint European Torus)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
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림 2-2-13의 이동형 서보 매니퓰레이터(영국 Oxford
Tech. Ltd. 제작)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다. 서보 매니퓰레이터(MASCOT)는 양

팔형으로 취급하중 20 ㎏에 0.1 ㎏ • m의 힘반영 민감도를 갖으며, JET 모든 내
부 구역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길이 10 m, 6개의 관절로 구성된 붐에 결합되어
이동한다. 수행 가능한 주요 작업은 용접, 절단, 볼트 작업, 및 검사 등 JET의 유
지보수를 위한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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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JET 내부와 원격 제어실
(4) 일본

일본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첨단로봇연구협회(ARRA)의 주도로 원자
력을 포함한 각종 산업용 로봇을 개발한 바 있다. 특히 도까이 재처리공장의
dissolver pin hole 발생 및 누출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로봇연구협회가 각종

원격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최근에 도까이 유리화 시설(TVF, Tokai
Vitrification Facility)과 재처리공정장치 시험시설(RETF, Recycle Equipment Test
Facility)을 100 % 원격조작 방식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핫셀 공정장치 및 유

지보수 장치의 모듈화 설계를 완료하였다(그림 2-2-14). JAEA는 1982년부터 전동
식 양팔 조작기(BSM)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부터 미국
ORNL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실증용 BSM을 개발하여 TVF 시설과 RETF 시설

에 적용하였다(그림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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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Recycle Equipment Test Facility (RETF)

(a) slave arm

(b) master arm

그림 2-2-15. Bilateral Servo Manipulator(BSM)
또한 JAEA는 방사선 환경의 Pu-Facility에 설치되어 있는 글로브 박스들을 해
체하기 위해 Telbot을 적용하였다. Telbot은 그림 2-2-16과 같이 3자유도의 이동
장치에 부착되어 전체 시스템은 총 9자유도 운동을 갖는다. 이 로봇은 박스의 스
크류를 풀고, 박스를 절단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툴(tool)의 무한 회전이 가능하여
작업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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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Pu-Facility와 유지보수용 로봇 Telbot
(5) 인도
BARC(Bhabha Atomic Research Centre)에서는 토륨(thorium) 연료를 사용하

는 원자력 시설에서의 원격 설치 작업을 위해 그림 2-2-17과 같은 마스터-슬레이
브 힘반영 서보매니퓰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이 매니퓰레이터는 최대 작업거리
1.2 m에서 25 kgf를 취급할 수 있으며, 8 kgf까지 힘반영이 가능하다.

그림 2-2-17. Force Reflecting Servo Manipulator(FSM)

- 27 -

나. 전동식 매니퓰레이터
서보 매니퓰레이터와 같은 정교한 작업은 할 수 없으나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전동식 매니퓰레이터는 차폐실 내에서 고방사성 중량물 이송 및 장비
해체를 위한 절단 작업 등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전동식 매니퓰레이터는 100
kgf 이상의 가반중량을 갖으며 매니퓰레이터 자체의 중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 차폐구조를 갖기에 적합하다. 전동식 매니퓰레이터의 대표적 모델로는 미
국 GCA 3000, 독일 Hans Walischmiller의 A1000(그림 2-2-18)과 TELBOT, 미국
Par 시스템사의 TR4350 등이 있다. 또한 영국 GEC Alsthom사가 개발한 HELIOS

는 최대 팔길이가 4.1 m이며 가반 중량도 200 kgf(2m reach시) 정도이며, 독일
Walischmiller사가 개발한 Telbot은 3m 정도 작업 범위와 최대 가반중량이 150
kgf이다. 이와 같은 전동식 매니퓰레이터는 주로 겐트리 크레인에 부착되어 넓은

영영으로 이송되며 작업을 수행하나 가반중량이 커짐에 따라 매니퓰레이터 용량
도 커져 큰 매니퓰레이터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작업(원자력발전소의 노즐댐
보수, 차폐실 벽 또는 천정 구멍을 통한 차폐실 보수 작업 등)에는 적용할 수 없
다.

그림 2-2-18. A1000 전동식 매니퓰레이터

- 28 -

최근 사례로 미국 워싱턴의 Hanford site에 원자력 폐기물 처리시설이 2019년
운전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데, 고준위 폐기물의 유리화(vitrification) 공정이 고
방사선 환경의 HSH(High Level Waste Melter Cave Support Handling System) 셀
(cell)에서 이루어진다. HSH cell에는 1700개 이상의 원격 유지보수 대상이 있으

며, 모든 파이프 연결 작업, 전기 공급장치 및 제어시스템들이 원격으로 교체가
능하다. 핫셀 내부의 모든 것들은 다양한 형태의 후크와 매니퓰레이터 핸드로 취
급할 수 있도록 lifting point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모든 고정 요소들은 호이스트
하단부에 설치된 load block에 임팩트 렌치나 너트 체결기(nut runner)를 장착하여
원격으로 제거될 수 있다. 원격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가 그림 2-2-19과 같이 개
발되었으며, 텔레스코픽 붐 하단에 100 kgf 취급 용량의 6자유도 전동식 매니퓰
레이터 TR4350이 설치되어 조이스틱과 버튼들을 사용하여 제어한다.

그림 2-2-19. HSH 셀에서의 원격 취급장비
다. 유압식 매니퓰레이터
유압식 조작기는 힘-토크 제어에 있어서의 제한으로 인해 복잡한 작업들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기식 조작기에 비해 자신의 크기와 무게 대비
높은 하중을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GEC Alsthom 사
의 Schilling Robotics Division에서는 TITAN, CAMMA, HYDRA series 등 많은 유
압식 매니퓰레이터들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으며, 영국 Harwell 연구소에서 유압
식 매니퓰레이터 ARTISAM을 개발하였다. Schilling이 개발한 TITAN7F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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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보수용으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ORNL에서는 TITAN II 매니
퓰레이터를 양팔로 구성한 그림 2-2-20의 Dual Arm Work Module(DAWM)을 개발
하여 ANL의 CP-5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에 적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Army
Research Laboratory에서는 25 ton의 초 중량물 취급이 가능한 FMR 매니퓰레이터

를 개발하였으며, 영국 BNFL에서는 무게 3 ton을 들 수 있으며, 팔 길이가 4.8 m
나 되면서도 정교한 조작이 가능한 긴팔 매니퓰레이터를 개발하였다. 프랑스
CEA LIST에서는 CYUBERNETIX사와 협력하여 높은 취급하중과 적은 무게 및

크기를 갖으면서도 복잡한 작업 조건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진보된 유압식
로봇 암 MAESTRO를 개발하였다(그림 2-2-21). MAESTRO는 힘반영 제어가 가능
하며 해체(dismantling), 유지보수, 검사, 원격취급을 위한 시스템들에 적용이 가능
하다.

그림 2-2-20. Dual Arm Work Module(DAWM)

그림 2-2-21. MAESTRO 매니퓰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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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 팔 매니퓰레이터
뱀과 같이 여유 자유도를 가진 유지보수용 매니퓰레이터도 최근 활발히 개
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의 매니퓰레이터는 좁고 복잡한 시설 내에서의 작업
에 매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 MAGNOX 사의
SNAKE가 있으며 유압을 구동원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많은 자유도를 갖는

매니퓰레이터는 핵융합로(Fusion reactor)의 보수용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6자유도 이상의 boom 끝에 기존 서보매니퓰레이터를 부착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2-2-22). 영국의 OC Robotics사에서는 그림 2-2-23과 같은 19자유도를 갖는

뱀형 로봇을 개발하여 BWR 및 CANDU 원자로 내부의 파이프 검사 및 유지보수
작업에 각각 2004년과 2010년도에 적용하였다.
또한 CEA LIST에서는 원자로의 배관시설과 같은 협소 공간에서 팔 끝단에
카메라와 조명을 장착하고 유연하게 굽어지면서 근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작업
거리가 각각 8 m와 9 m인 AIA(Articulated Inspection Arm)과 LORA 등 두 가지
모델의 관절형 로봇을 개발중이다. LORA는 핵재처리시설인 AREVA NC에서 사
용될 예정이며, AIA는 카다라쉬에 2009년부터 건설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핵융합
실험로(ITER)에 실제로 투입되어 내부의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2-2-24는
Tore Supra에서 검사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AIA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2-22. 핵융합로 보수용 긴 팔 매니퓰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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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Snake arm을 이용한 BWR(좌) 및 CANDU(우) 원자로 검사 작업

그림 2-2-24. 관절형 장거리 검사로봇(AIA)
○ 원격 취급성 평가 기술

∙ 미국

Westinghouse Hanford 사는 사용후핵연료 취급/포장 작업에 대한 3차

원 그래픽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인 Hanford
PUREX 시설의 각종 원격 장비와 공구의 개념설계, 사전검증 및 최적의

작업순서를 개발하는데 활용하였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훈련시키는 도
구로 사용하였다.

∙

미국 에너지부는 2010년 원자력에너지 분야에 있어 Science-based,
Goal-oriented라는 기본전략 하에 5개 전략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5개의 목

표는 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핵
연료주기, 확산위험 감축 등이다. 이 발표에서 Science-based란 슈퍼컴퓨터
를 활용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요 실험을 대체함으로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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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설의 건설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며, 향후 연구 실증시설의 건설 전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도입하여 실증시설 개발비를 최소화하
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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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CNSDA(Center for Nuclear Systems
Design and Analysis)를 설립하고, Bruns&Roe와 Studsvik Scandpower 회사가

참여하여, 차세대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시설을 설계하고 컴퓨터 시뮬레이
션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사전에 설계를 검증하는데 활용하였다.

∙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ARL의 Synthetic Environment Application Lab(SEA

Lab)에서는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stitute) 과제로 가상환경을 이

용한 GEN-IV nuclear energy system 건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CAVE를 사용한 IPD(Immersive Projection Display)
기술을 활용하여 NPP(Nuclear Power Plant) virtual mockup을 구축하고, 이
를 기반으로 시설의 건설,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최적화를 통한 건설
비용의 절감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 대안을 쉽게 찾
고,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건설 단계에서는 작업일정
의 개발 및 최적화,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쉽게 해주는 작업정보의 교환,
그리고 설치 공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활용하였다. 운영 및 유지보수 단
계에서는 유지보수 작업의 전산모사를 통한 절차의 개발 및 작업자 훈련
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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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NPP 가상 목업

∙ 미국 INL에서는

FCF(Fuel Conditioning Facility), HFEF(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등에 설치될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부분 목업 시설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 미국 네바다 대학의 기계공학과에서 transmuter

fuel fabrication을 위한 로봇

셀에의 두 대의 로봇(telbot)의 workspace 분석을 하고, hotcell의 배치에 대
한 설계 기준을 생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연료제조시설에서 처리양 분석
과 개념설계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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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연료제조 시설

∙ 프랑스

CEA에서는 2000년도부터 약 5년에 걸쳐 CHAVIR라고 하는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의 설계 및 분석 등
에 활용하고 있다.

가상의 몰입 환경(immersive environment)에서 힘반향

기구인 햅틱 장치를 이용하여 기차의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간으로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2-27. CHAVIR를 이용한 해체 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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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8. 가상현실을 이용한 유지보수작업

∙ 일본 JNFL은 고준위 액체폐기물 저장시설(K시설)에서 캐니스터 수납 장치
에 대한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IGRIP을 이용한 Virtual
Prototyping을 활용하였고, 핵연료주기 시설 내 핫셀에서의 원격취급과 유

지보수를 위한 크레인 또는 매니퓰레이터의 작업절차 설정과 가능한 작업
영역 검증 및 작업자 훈련을 위해 그래픽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crane

Revolving
Rack

port

Window

가상 작업환경

차폐창 뷰

그림 2-2-29. 일본 JNFL K 시설의 Virtual Prototyping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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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산모사

실제 작업공정

그림 2-2-30. 인셀 크레인 유지보수 전산모사 및 실제 작업공정

∙ 일본의

JAEA와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는 2015년까지 실용 가능한 fast reactor cycle system의 개발을 목표로 고속
증식로에 적합한 FBR(Fast Breeding Reactor) 연료의 재처리 공정장치를 개
발 중이다. 이들은 공학규모의 재처리 공정장치에 대한 원격 운전 및 유지
보수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설인 RETF를 2000년도에 건설을 완료하였
으며, 이 시설은 그래픽을 이용한 Digital Mock-up 제작기술, 힘반영 서보
조작기 기술, 원격 유지보수 기술 등을 적용하여 완전 원격 개념을 도입하
였다.

∙ 일본 기계 기술 연구소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 작업을
원격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과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웹기반 이동 매니플레이터와 마스터 기구,
동화상 서버 그리고 on-line 그래픽 시뮬레이터로 구성되었으며, 밸브 유닛
에 체결된 볼트를 풀고 철거용 손잡이를 붙잡고 밸브 뚜껑을 들어내는 일
련의 해체 작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 일본 JAERI는 J-PARC(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의 원격취

급 시스템 개발을 위해 원격취급시험시설의 3D 목업을 구축하고, 원격으
로 장치 교환을 전산 모사하였으며 실제 원격취급시험시설을 구축하여 원
격취급을 위한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다.

∙

일본의 이시가와지마 중공업(IHI)에서는 토카이 유리화시설(TVF) 건설시
핫셀 및 공정장비를 그래픽 모델링하고 각종 원격조작기의 작업범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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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조작기 간의 간섭방지와 물질 이송경로의 최소화 방안을 도출하고
핫셀 공간 및 장치 배치를 최적화하였다. 또한 크레인과 원격조작기의 원
격작업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3차원 가상환경과 연계한 원격운전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그림 2-2-31. 유리화시설의 작업범위 분석

∙

OECD Halden Reactor Project(HRP)에서 VR을 사용한 유지보수 훈련에 사

용하고 있다. 화면에 방사선 피폭에 관한 세기를 가시화하여 작업자가 방
사선지역에 피폭을 피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그림 2-2-32. 방사선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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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분야에서는 위험한 방사선환경에서의 작업이나 핫셀 내에서 이루어
지는 폐쇄된 환경에서의 작업을 전산 모사하여, 작업자의 안전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 설계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GNS사는
PKA 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의 수납장비 및 관련공정을 3차원 그래픽으

로 모델링하고 이를 전산 모사하는 방식으로 실증장비를 개발한 바 있다.

그림 2-2-33. 독일 PKA 시설의 수송용기 개폐공정 전산모사

○ 원격 자동화 기술

가. 원자력분야 자동화 적용사례
(1) 핵물질 처리 및 핸들링
(가) SNS (DOE's Spallation Neutron Source) 자동화 시스템
SNS 자동화 시스템은 디지털 제어기반 힘반향 서보매니퓰레이터가 로

봇 브리지에 설치되어있다. 또한 멀티카메라 및 고자유도 운용은 작업창을 통해
서만 조작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원격으로 운용, 유지보수가 모두 가능하다.
서보매니퓰레이터 및 브릿지 크레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PaR Systems와 협
력하여 독일의 Telerob GmbH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SNS 핫셀의 주요한 유지보
수 공구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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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4. SNS (DOE's Spallation Neutron Source) 자동화 시스템
Telerobot EMSM-2B 서보모터암은 그리퍼를 포함해서 각각 6개의 위치결정장

치를 가지고, 72인치의 리치, 55lb의 정격가반하중, 100lb의 최대 가반하중을 가진
다. 스케일 조절이 가능한 힘반향시스템, 취급공구 하중 보정기, Joint Indexing 및
기타 장비등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작업 피로를 최소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MSM의 성능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보매니퓰레이터 패키지는 500lb 가반

하중의 호이스트를 포함하며, 작업 공간내 컴포넌트의 핸들링 및 공구 작업을 지
원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서보매니퓰레이터 브릿지는 레일에 올려진 7.5톤 브릿지크레인에 의해 지지되
어있다. 브릿지의 정밀한 로봇의 위치 제어를 통해 호이스트의 후크 및 매니퓰레
이터를 1/8in 이내의 오차로 목표위치에 접근 시킬 수 있다. 시스템의 이러한 정
밀한 조작은 조작셀 내부에서 모두 실행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해진 작업을 위한
리프트의 정위치 동작 같은 경우에는 중간의 지루한 동작을 모두 자동화하여 조
작자는 간략화된 명령만으로 위의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나) Applying Commercial Robots to Radioactive Material Processing

∙ 원격 중량물 양중 및 방사능 물질의 유출 체크 등을 자동화하기 위
해 Weigh and Leak check System (WALS)를 제안 à Mason & Hanger
–

Plant, a U.S. Department of Energy (DOE) facility

∙ 볼링공 모양의 pits라는 물체를 적재 혹은 이송하기 위하여 (조작자의
작업을 통해) 포장을 해체 혹은 재포장하는 공정이 존재함. 또한 별
도로 계측 및 시험을 목적으로 작업대로 옮겨지는 공정도 포함됨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공정들을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고자 함
∙ Automated Data Entry Method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개입 및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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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적오류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작업결과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관
리함

∙ 작업자가 최종 포장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의 사이즈가 일정치 않음
으로 인하여 중량물 핸들링 장비들의 다양한 사이즈에 대한 대응성
이 요구됨

∙ 작업자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개방성이 요구됨
∙ 핸들링하고 있는 취급물 (위험물)의 중량물에 대한 실시간 체크가 가
능해야 함

∙

WALS는 일반 산업용 로봇을 Linear track에 마운트하였고, 비전시스

템 및 힘제어 기술을 로봇에 적용하였음

∙ 셀 안에서 다양한 물체를 핸들링하기 위한 툴 체인저가 적용되었음
∙ IGRIP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동화 레이아웃을 설계하였음
∙ 공압액추에이터를 사용
∙ 대상물을 고정함과 동시에 볼트작업 및 이를 위한 포지셔닝을 위해
1자유도 스테이지를 구성

∙ 볼트 고정작업은 공압 토크렌치를 사용
∙ 작업자에 의한 사전교지를 잘 추종하는지 검사하기 위한 비전시스템
채용

그림 2-2-35. Applying Commercial Robots to Radioactive Materi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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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pplying Commercial Robots to Radioactive Material Processing (Los
Alamos)

∙ 수동 리프트 조작방식에서 로봇 시스템으로 Full 자동화를 시도
∙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Task, Payload, Workspace, Safety,
Interface)

∙

“Baseline design was required for each individual system and the
selection process was started to ensure the system were reasonable.”

∙ 자동화관련 3가지 주안점

: Vault automation system (Drywell을 통해

반입, 반출하는 물질이송 자동화), NDA automation system (로봇을 이
용하여 실험실내로 물질을 반입), Drum handling system (고중량물의
실험실내 반입을 위한 양중력을 제공)

그림 2-2-36. Applying Commercial Robots to Radioactive Materi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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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ault Automation Systems

∙ 캔 안에 적재된 물질을 로딩/언로딩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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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7. Vault Auto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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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DA Automation System

∙

Transfer cart가 이송한 캔을 NDA로봇을 이용하여 각종 계측장비

로 이송

그림 2-2-38. NDA Automation System
③ Drum Handling Systems

그림 2-2-39. Drum Handling Systems

∙ 다양한 사이즈의 캔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적재 바스켓을 공통적
용하여 적재 및 핸들링

∙ 이러한 공통 규격 바스켓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사이즈의 바스켓
을 일정규격의 Rack에 정리 보관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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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pplying Commercial Robots to Radioactive Material Processing

∙

Actinide1) Packaging and Storage Facility (APSF)의 이송자동화를 목표

로 연구되었다.

∙ 공정 및 저장공간 사이의 컨테이너의 이송은

AGV (Autonomous

Guided Vehicle)로 구현

그림 2-2-40. AGV (Autonomous Guided Vehicle) 적용 사례

∙ 다양한

AGV 시스템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장거리 직선

이송 및 주라인 이외의 별개라인으로 중량물을 이송하는데 유리하다.

∙ 실제로, 방사선 현장에서 사용되는

AGV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 다양한 형태의 컨테이너를

AGV

및

PICK&PLACE 로봇 및 GANTRY 로봇

을 활용하여 핸들링 하였음

∙ 다른 규격의 패키징

(Interim

Term

Storage Container) 역시 자동화 하였음

∙
∙
∙

SNM : Special Nuclear Material
ITSC : Interim Term Storage Container
SIS : Special Isotrope Storage

그림 2-2-41. APSF Container Flow
1) Actinide is any of a series of chemically similar, radioactive elements with atomic numbers ranging from 89 (actinium) through
103 (lawrenc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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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ontainer Handling Strategies

그림 2-2-42. AGV Gripper Design

∙ 모든 형태의 컨테이너를 규격화
∙ 하나의 그리퍼로 모든 형태의 컨테이너를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설계

∙ 포지셔닝 스테이션이 장착된

Portal을 통해

서 반입된 AGV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인계
받음

∙ 컨테이너를 Sarcophagus 안에 장입함
∙ 이러한 로봇시스템 구현을 통하여 반복작
업의 자동화, 고속화, 정밀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수동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는 피폭을 미연에 방지 가능

∙ 특수 바스켓을 설계하여 AGV로 부터 입력
되는 ITSC를 바스켓에서 수용할 수 있음

∙ 바스켓 형태 그대로 다른 설비에

Hanging

도 할 수 있는 기계적은 구조를 고안하여,
공정간 연결을 하였음
그림 2-2-43. AGV를 이용한
Material Handling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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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PU (Shipping Package Unpackaging) Enclosure

∙ 적재 패키지들이

Access Door를 통해 ‘하부 봉입 구역’으로 반입

됨

∙ 본 구역은 미끄럼 반입식 선반이 회전식 리프트 테이블에 고정되
어 있고 드럼을 승하강 시킬 수 있음

∙

Slide-out Shelf에는 다양한 팔렛을 적용시킬 수 있어, 다양한 사이

즈의 드럼에 대응할 수 있음

그림 2-2-44. SPU (Shipping Package Unpackaging) Enclosure
(마) Applying Commercial Robots to Radioactive Material Processing

그림 2-2-45. 자동화를 위한 사전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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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A(Non-destructive Assay) Module Automation

∙ 전체적인 시스템은

Heat flow calorimeter (with a gradient bridge

design), a coaxial design gamma-ray isotope detector, and a neutron
multiplicity counter (NMC)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공정 중 Operator의 수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었음 (작업자의
관찰없이 방사능 물질 유출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작업)

그림 2-2-46. Automation of NDA Module
② Disassembly Module Automation

그림 2-2-47. Automation of Disassembly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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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IPS Module Automation

그림 2-2-48. Automation of RIPS Module
(2) 제염 해체 분야

로봇을 이용한 원자력시설 해체는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의 자동화시스템은 가상시스템은 물론 프로그래
밍이 되어있는 실제시스템에서도 자동화가 충분히 진행되어있지 않다. 작업자는
시스템의 제어루프의 일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이는 모든 시스템이 단순
원격조작에 의해 동작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4
개중 한개로 구분된다.
(가) 특정목적에 맞추어 설계된 전용 자동화 시스템 적용사례
WAGR(Windscale Advanced Gas Cooled Reactor)의 DECON 해체 프로젝

트를 통해서 분석된 바에 의하면, 즉각적인 원자로 용기의 해체는 작업자에게 1
Sv/hr 가량의 방사능 피폭을 유발할 것이며, 이는 20분 안에 작업자의 연간 허용

피폭량에 근접하는 양이다. 아래의 그림은 6자유도 매니퓰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신축형 Mast의 모습을 도시하고 있다. 폐기물은 겐트리형 크레인에 의해 반응 용
기의 밖으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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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9. Decommissioning robot for WAGR reactor
(나) 범용적인 자동/반자동화 시스템 적용사례 (스웨덴, 프랑스)

그림 2-2-50. Brokk remote controlled plant for demolition and LMF general
purpose vehicle

∙ 범용플랜트 적용사례로는 원격조작식 Brokk 시스템이 있다. 원격조정
용 팬던트는 방사선지역 및 기타위험지역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된 거
리에서 조작이 가능토록 한다. Brokk 시스템은 전동식으로 구동되며,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말단조작기 공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
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LMF는 원격조작형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원자력 관련 산업현장에서

사후처리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KHG(Kerntechnische
Hilfsdient Gmbh, 독일)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CYBERNETIX(프랑스)

에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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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용 부품들을 조합한 특수 목적 시스템 (미국, 독일)
RODDIN은 크레인과 결합된 형태의 프랫폼으로서 해체작업시의 파이

프 및 금속 절단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미국의 FLUOR DANILE
HANFORD의 해체 업무에 투입된바 있으며, CYBERNETIX에서 개발하였다.
ARTISAN은 방사선차폐형 원격조작로봇으로서 고가반하중을 취급할 수 있다. 독

일의 RWE NUKEM Ltd.에서 개발하였으며, 원자력 해체작업에 특화된 폐기물 취
급, 폐기물 추출 및 압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2-51. 특수목적용 원격매니퓰레이터 시스템 개발 사례
(라) 그밖의 사례 (미국, 일본)

∙ 로봇 워터젯 시스템을 이용한

Maine Yankee 및 기타 원자력발전시설

의 해체작업이 진행된바 있으며, 로봇 및 플라즈마 아크를 이용한 글
로브박스 해체 작업이 미국, 일본에서 수행된 바 있다.

∙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폐기물 처리용 로봇을 개발한 사

례가 있다. 지하 저장 탱크의 작업분석을 거쳐서 로봇이 투입되며,
원격제어용 로봇이 조를 이루어 투입된다. 이러한 경우, 특히 로봇
자체의 자동화는 극히 제한적이며, 원격의 사용자에 의해 주로 시스
템이 조작 및 제어되면서, 현장의 로봇시스템들은 자체 제어 기능을
통해 원격조작자를 조작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당초 2500여
개의 대상물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17000개 이상
을 처리하였다.

- 51 -

그림 2-2-52. Robotic devices deployed to retrieve waste at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3) 방사성 폐기물 처리분야 (미국)
(가) 방사선 폐기물의 패키징 및 매립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DOE의
Yucca Moutain Project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방사성 폐기물의 밀폐, 헬륨충전, 물

질 이송, 부하스트레스 완화, 비파괴 검사, 누출검사 등을 위한 원격 자동화 시스템
이 도입되었다.

그림 2-2-53. A robotic high-level waste package closure system developed by the
DOE's Idaho National Laboratory (Graphic : PaR Systems)
(나) Hanford Mobile Solidification System (미국)
EnergySolutions 처리 설비는 대상 건물 (K-Area 빌딩)내에 설치하기 위

해 모듈형으로 개발되었다. 슬러지를 수용한 이후에 슬러지 내부에 포함된 반응
우라늄은 WIPP (Waste Isolation Pilot Plant in New Mexico) 으로 옮겨지는 동안
수소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위해 용식(Corrosion)을 시킨다. 우라늄 용식과정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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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활판이 장착된 유닛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서로다른 다양한 종류의 슬러
지나 우라늄 입자를 다루는데 유리하다. 또한 Upstream assay system 및 solid and
coriolis flow meters로부터 나오는 출력을 활용한 자동화 알고리즘을 통해, 드럼이

넘치지 않도록 제어한다.

그림 2-2-54. The MOSS waste solidification system used to cement
encapsulate spent fuel sludges
(다) MILWPP (Sellafield, UK)

그림 2-2-55. Schematic of the MILWPP Waste Encapsulation System
showing the Fill Head in place on a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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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WPP는 Mobile Intermediate Level Packaging Plant의 약자로서 방사

능 폐기물의 시멘트 캡슐화 자동화장비이다. MILWPP는 다양한 형태
의 방사성 액상물질을 캡슐화할 수 있다. (Powered Ion Exchange
Resin, Bead Ion Exchange Resin, Evaporator Bottoms, Suldege and
Laundry Waste)

∙

MILWPP는 원격으로 제어되며, 국지적으로 ALARA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방호작업을

위한

작업자가

적용된다.

주

이송장기는

Through-wall drive를 통해 컨테이너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터 및

기어박스로 구동된다. 따라서 위험지역 내부에서의 작업자에 의한 유
지보수 작업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라) Skid Mounted IPAN Fissile Content Assay System (미국)
EnergySolutions는 Parajito ScientIFIC Corporation과 Hanford K-Basins
Sludge의 처리시스템의 공정운영과 관련하여 Image Passive Active Neutron (IPAN)

분야의 협업을 수행하였다. 본 Assay 시스템은 폐기물 슬러지의 핵분열 성분 및
감마출력을 측정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2-56. Combined MOSS and IPAN Skids for processing Hanford K Basins
sl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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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동 가능한 장비를 활용한 고체 폐기물 취출기술 - Silo Emptying
Plant Mobile Cell (영국)

영국의 Sellafield nuclear processing site에는 물이 채워진 콘크리트벽으
로 된 격실 22개가 있으며 ("Silos") 각각의 부피는 약  이다. 이러한 설비는
Magnox 원자로의 우라늄 금속 연료성분들이 분해 및 재처리되기 앞서 보관용 캔

에서 개방되었을 때 생성되는 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이 입혀진 폐기물의 주 저
장시스템으로서 건설되었다. 이러한 설비내의 오염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하
여 모바일 플랫폼이 개발되었다. 본 시스템의 작업자는 취출공간의 외곽에 있는
제어실에서 시스템을 조작하며, Silo 격실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Pedal grab을
사용한다. 제거된 오염물은 윈치를 통해 플라스크에 담겨진다.

그림 2-2-57. The Silo Emptying Plant Mobile Cell at
the Sellafield Plant
(4) 유지보수 분야 (프랑스)
(가) 재처리공정 내 Dissolution Cell 유지보수 자동화 시스템

∙ 재처리공정 장비의 유지보수는 벽면에 설치된

MT200 기계식 조작기

와 500daN 용량의 후크 크레인 및 다른 고가반하중 크레인에 설치된
고가반하중 매니퓰레이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

Dissolver의 휠은 모두 지지용 프레임에 고정된 8개의 롤러 위에서 회

전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해체하기 위해서 매니퓰레이터 말단부에
특수 공구를 장착하여 해체한다. (66, 36, 56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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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8. Shearing and dissolution facility at
AREVA/COGEMA La Hague plant

그림 2-2-59. Principal mechanical parts handled by the robot

그림 2-2-60. Location of the equipments in th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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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의 국제적 위상
핵심기술

선진국
대비
비교국명 국내기술
수준

근거

(%)
ORNL은 SNS의 target room(고준위 방사
선 구역)에 사용할 유지보수 장비인 천
정이동 양팔 서보 조작기(취급 하중 24
kgf)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5년 5월 설치
완료 하였으며, 2006년 5월 SNS의 첫 중

원격 취급 및
미국 ORNL
운전/ 유지보수
및 INL,
기술
일본 JAEA,
독일
▪천정이동 양팔
Telerob
서보조작기

90%

가상환경
기반 공정 전산
가시화
모사,
및 원격성 평가 미국 INL
기술
및 Boeing,
프랑스
▪시뮬레이터
CEA-LIST
▪디지털목업
▪원격성 검증
목업

85%

성자 생산에 성공한 이후 이 시스템을
운영 중임
KAERI는 PRIDE에서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장비(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취급용량 25 kgf)를 국산화
하여 성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 설계 및
핵심 성능 분야에서는 선진국 기술 수준
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 적
용에 따른 안정성 및 신뢰도 면에서 원
자력 선진국 대비 90% 정도 수준임. 핵
심기술은 산업체에 이전하여 산업화의
틀을 마련하였음
미국 Boeing 사 VPS기술을 개발하여 작
업자의 유지보수 작업 시뮬레이션에 활
용하고 있음. 이 기술은 원자력 시설의
핫셀 환경과는 상이하나, 부품을 교환하
거나 정비할 때 그리고 유지보수 작업
관련한 시뮬레이션에 직접 응용할 수 있
는 유용한 기술임. 또한, 프랑스
CEA-LIST에서는 CHAVIR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자력 시설의 유지보수 공정
분석과 해체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에 활
용되고 있음
KAERI는 PRIDE 시설과 파이로 공정장
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을 분석하여
가시화할 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파
이로 공정장치 3D 설계 모델의 원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측규모 PRIDE 디지털
목업과 제작된 공정장치의 원격성을 사
전 평가 할 수 있는 원격성 검증목업을
구축하였음. 실시간 가상환경 안터페이스
기술은 선진국 대비 80% 정도이나,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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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복 및 건식 미국 INL,
ORNL,
분말화 기술
일본
▪고효율 탈피 CRIEPI,
복/분말화 일 러시아
RIAR
체형 장치

70%

환경기반 공정장치 설계모델과 실제 제
작품기반 원격성 평가기술은 선진국 보
다 우수함.
일본에 있는 CRIEPI에서는 LWR 연료
생산을 위한 고온 재처리공정개발에 대
한 Scale-up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32, 48, and 192 ton/year용 공
기산화로 의 개념설계가 수행된 바 있음.
KAERI는 산화효율과 회수율이 높은 모
듈식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50㎏HM/batch)를 개발하였으나, 사용후
핵연료를 실증하지 못한 관계로 이 기술
은 선진국 대비 70% 정도수준임. 향후,
사용후핵연료 취급실험/운전 자료를 확
보할 경우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기술은 성숙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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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1단계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세부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시제품 개발
▪ 잔여 분말 자동분리장치 시제품 개발
①산화속도 및 【최대 산화속도/회수율 요건 도출】
회수율 향상을 단일 장치에서 PWR 사용후핵연료 절단 연료봉(clad+pellets)을
high- 피복재(hulls)와 연료(pellets)로 분리시키고, 연료의 산화 분말화
위한
throughput 장 후 피복재와 분말을 순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탈피복/분말
치 메커니즘 화 일체형 장치의 산화 및 회수율 요건을 도출(ball drop과
rotary drum의 회전 : 절단 연료봉의 탈피복 증대)
고안
⋅ 연료봉에서
분말 회수율 【연료 산화 및 분말회수 메커니즘 설계】
: 90%이상
기계적 ball drop의 탈피복 방식과 화학적 rotary kiln 방식의
(1차 회수)
장점을 결합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핵심 메커니즘(연
료산화, 헐(hull)/분말 회수)을 고안
- 산화 메커니즘 : 500℃에서 메시형 반응기(블레이드 장착,
40개)를 회전(3~5 rpm)시키면서 연료를 산화(볼 낙하와 블
레이드교반으로 인한 산화 속도 증대)
SolidWorksⓇ를 이용하여 고안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SF 20
kgHM/batch 처리규모의 연료 산화 및 헐/분말회수 장치를 설
계(메시형 반응기, 반응기를 스크루로 회전시키는 방식, 반응
기 내부 세라믹 볼 1개 내장, 반응기 외부에 블레이드 40개
장착)
COSMOSWorksⓇ로 반응기와 가열로의 간격(10, 20, 30, 40,
50mm)과 외부온도(1100, 1200, 1300, 1400, 1500℃)를 변화 시
키면서 열전달특성을 분석함(배출 밸브와 회전축부에서 열손
실이 크게 발생함)
반응기 회전시 세라믹 볼의 구름 낙하 충격에 의한 헐의 변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OSMOSWorks로 헐의 변형과 항복
응력을 분석하였으며, 이의 결과로서 최적의 볼 직경을 도출
함(7 cm)

산화 메커니즘

회수 메커니즘

반응 내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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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충격 해석

②Hi gh -t hrou gh 【High-throughput 산화/회수 핵심장치 제작】
put 분말화 공 설계한 장치의 열적/구조적 안전성 분석을 통해서 최적 설계
정 핵심장치 를 수행한 후, 산화/회수 핵심장치(연료산화 및 헐/분말 회수)
설계 및 제작 를 제작(SF 20kgHM/batch 용량, 장치 크기 H132 x L44 x W88
mm)(반응기의 재질: 내열성이 우수한 인코넬 601)
산화 핵심장치의 blank 성능시험 결과, 내부온도를 500℃까지
승온 시키는데 약 30분이 소요됨을 확인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핵심장치
【모의 연료봉 길이에 따른 회수율 성능평가】
UO2 펠릿과 유사한 체적 팽창비(2.7)를 갖는 산화물질을 도출
하기 위하여 펠릿타이징(pelletizing)이 용이한 세라믹계열 후보
물질을 선정(W, SiC, AIN, BN-B, BN-W, Si3N4)하고, 산화실험
을 수행하여 최적의 모의연료 대상물질(W, SiC), 배합비(W
90%, SiC 10% : 체적변화 2.5~3.4) 및 압분밀도(4.3 g/㎤)를 도
출
도출된 결과로 모의 연료(6 kg) 및 모의 연료봉(SUS 316 tube,
OD ∅ 13.8, IN ∅ 10.5mm+모의 연료)을 30mm, 70mm 길이로
제조
산화/회수 핵심장치에 제조한 연료봉을 길이별로 투입 (모의실
험용 연료 1.5 kg /batch, 4 batch)하고, 500℃에서 산화가 종료
된 후, 헐과 분말을 순차적으로 회수한 결과 목표치 90% 이상
의 헐과 분말 회수율을 충분히 달성하였음

모의 펠릿

연료봉

회수 분말

Hull

③Hull의 잔여분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고안】
말 자동분리 연료봉 길이(~70 mm) 헐에서의 잔여분말 2차 회수 요건을 도
메커니즘 개발 출
및 성능 평가 - 회수율 95 % 이상(분말의 1차 회수는 산화 반응부에서
95% 이상 이루어짐), 운전 조건은 1회에 12시간 연속운전,
⋅ Hull에서 잔
산화 반응부와 잔여분말 분리부의 자동연결(산화 반응부로
여분말 회수
부터의 헐 수집), 잔여분말 분리 후 헐 및 잔여분말의 자
율:95% 이상
동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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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수)

헐의 잔여분말 분리 메커니즘을 고안하기 위하여 헐의 공급,
이송 및 잔여분말 분리 등을 분석하여 각각 Conveyer 방식,
Parts feeder 방식, Air shower 방식 등을 적용한 드럼 회전 및
축 왕복회전의 연속식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고안함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제작 및 성능 평가】
고안한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평가하기 위하여 100
kgHM/batch 처리용량의 길이 1,500mm, 높이 1,229mm, 폭1,200
mm의 크기를 갖는 장치를 설계 • 제작함
2007년도에 개발한 탈피복/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로부터
회수한 70 mm 길이의 헐(사용후핵연료 기준 20 kgHM 용량,
내/외부에 약 3% 분말 잔류)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헐의 잔
류분말 분리 시험을 수행함. 성능평가 결과, 잔류분말 회수율
은 약 96%로서 당초 목표 95% 이상을 달성함(1차 분리 97%
를 포함하면 연료봉내 펠릿의 분말로의 회수율은 99.88% 임)

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④탈피복/ 분말화 【샘플링 메커니즘 고안 및 모의 분말입자의 균질도 평가】
공정 핵심장치 분말화된 입자의 균질도를 평가하기 위해 산화/회수 핵심장치
성능 평가 및 로부터 분말을 직접 샘플링 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탈부착이
탈피복/ 분말화 가능한 샘플 챔버 및 이중 실링 밸브, 샘플 채집 스푼 등으로
일체형 장치 구성)하고, 제작 및 분석을 수행함(평균입도 :9.89～12.95μm)
상세설계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산화/회수 핵심장치 성능평가】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 데이터 생산을
위해 2007년도에 개발한 탈피복/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를
이용하여 다음의 성능시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 인코넬 600으로 제작한 메시형 산화반응기에 대해 진공도
1 torr (1/760mmHg) 및 유량 120cc/min의 산소분위기에서
1000℃까지 승온 시험을 수행
- 시험 결과, 진공도와 온도는 잘 유지되었으나 슈퍼 칸탈 열
선과 반응기 외벽에 부식이 발생함(재료 수명을 고려한 내
열 내부식성 재료를 조사/분석함) 또한, 승온시험 중 고온
에 의한 반응기 회전부에 그리스(grease)가 누출됨(공기 냉
각 시스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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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열 후 1000℃가열 후

승온에서 진공결과

인코넬 고온 승온 실험(1000℃, 양호)

고안된 샘플링
메커니즘

【산화 반응부에 대한 최적의 체적크기 설계 데이터 생산】
과거 ACPF 분말화 실험(UO2 펠릿 20kgHM을 U3O8로 변환)
결과로 부터의 체적 및 사용후핵연료 20kgHM 용량의 연료봉
을 길이별(2～21cm)로 자유롭게 적재시켜 체적을 구한 후 각
각의 벌크 체적비를 구함(2.7 및 2.0～4.7)
U3O8 체적 및 연료봉 체적에 안전계수 값(1.5)을 적용하여 연
료봉 길이와 사용후핵연료 무게에 따른 산화 반응기 체적 예
측식 도출
(Vt:이론체적,
     ×  ×  ×   × 
fi: 벌크 팩터, d:연료봉 직경, L:연료봉 길이, n:연료봉 수, s:안
전계수)
상기의 결과 및 3D 분석 등을 통해서 공학규모(100
kgHM/batch)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및 고온/진공 가열로를
설계함
Rod-cuts

T il tin g

Hull
O xidation
Powders
H ull
Pow ders

Lifting system

볼륨 예측식 검증

산화장치 모듈 3D

고온/진공 가열로 설계

⑤탈피복/ 분말 【모듈/반자동화 대상 결정 및 분석】
화 일체형 장 원격안전성과 유지ㆍ보수성확보를 위하여 2008년도에 제작한
치 제작
설계도면을 검토 및 보완하고, 모듈식 및 반자동화 대상을 결
정하고, 분석함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모듈식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3D】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개발을 위해 산화반응장치
의 장치 용량과 크기를 반영하고,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모듈화 요건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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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기구동 모듈부는 착ㆍ탈 부분은 베벨기어와 5°의 경사

-

-

-

-

플레이트 구조를 반영하여 인양고리에 의한 모터 모듈의
슬라이딩 운동으로 쉽게 유지보수가 가능케 개선함
반응기 모듈은 사용후핵연료 50 kgHM/batch규모로,
350×400mm (D×L)로 결정하였고, 헐 및 분말 Transfer slop
angle를 45°로 함
나이프게이트 밸브(Knife-gate valve)모듈은 air cooling
system에 고려하였으며, 클램프 탈착 방식의 모듈화개념을
고려하였음
배출부 모듈은 플렉시블 및 용접 방법을 적용한 모듈 형태
로 하였고, 또한 배출부 모듈의 엔드캡 탈착에 전후슬라이
드 방법을 적용함
유지/보수를 위해 장치 전체가 하단부의 50cm 위치에서
180° 회전하는 회전 플레이트 모듈이 고려되었으며, 회전
위치 제어용 스토퍼가 설치됨

대상 모듈 및 반자동화 요소도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⑥탈피복/ 분말화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생산】
일체형장치 통 제작된 모듈들을 통합하여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의 시제
합 시험
품을 제작하고 통합 시험을 수행함
- 산화반응장치 제작 후 blank 시험
-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와 산화반응장치를 기계적으
로 통합한 후, 모의 Rod-cut을 이용한 통합시험 및 시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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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ACPF 개량 공정장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평가】
①Pyroprocess 공
ACPF 금속전환장치의 개량 설계 단계에서 ACPF 가상환경을
정장치의 원
이용하여 MSM, BTSM의 원격접근성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
격 운전/유지
안을 제시하여 장치설계 및 제작에 반영함(클램프, 볼트, 배관
보수 방안 분
등)
석
Pyroprocess 공정장치 원격 취급 방안 분석(취급장비, 공구 등)】
⋅ 원격취급 모 【
핫셀 설치 후에는 4개월여에 걸친 원격 운전성의 현장 평가를

듈화 및 표
통해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그리퍼 홀더 툴을 고안하고 모
준화 설계요
듈 등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량 금속전환장치의 원격
건의 적합성
운전성을 크게 향상 시켰음
(대상 모듈,
【Pyroprocess 공정장치 원격취급 모듈화 및 표준화 설계 요건
유지보수 장
도출】
비, 공구 등)
ANS와 ORNL에서 발간된 방사선 환경에서의 원격유지보수 관
련 장비의 설계지침 및 ACPF에서의 설계(공정장치, 유지보수
장비, 공구) 및 운전 경험을 토대로 Pyroprocess 공정장치 설계
에 필요한 표준화 요건을 도출(볼트 규격 : 19, 28mm, 볼트 형
상 : 원뿔 모양의 guide cap, 모듈 무게 : 20kg 이하, 벽면이동
서보조작기 등)

ACPF 개량 금속전환장치의 원격 운전성 평가
취급 【조작기 관절부 decouple 방안분석 및 양팔 서보조작기 설계】

②고하중
양팔서보조작
기 3차원 설계
및 핵심부 제
작/시험
⋅ 양팔 서보조
작기 구동부
독립성( 기구
해석 결과의
타관절 영
향: < 0.5
mm)

조작기 관절의 회전에 따른 타축 모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11 가지 Elbow 조인트 구조를 고안(완전 decouple 구조 8개,
간섭 최소화 구조 3개) 하고, 이중 2가지 구조를 채택함(조인
트의 pitch 및 roll 운동 decouple 구조)
케이블 구동부의 모션 간섭량 분석 및 최적화 설계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고안된 구조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최적의
완전 decouple 구조(타관절 영향 0 mm) 선정 및 최적의 wrist
조인트 설계를 수행함
서보조작기의 중요한 요소인 역구동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어 감속, 케이블 감속, 기어+케이블 감속의 동력
전달 실험 장치를 제작하고, 이의 성능을 평가 한 후 최적의
방안을 도출(기어+케이블 감속: 기어 및 케이블 감속을 적절히
혼용하면 역구동력은 취급하중 대비 0.7% 이내 달성)하여 동
력 전달부 설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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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과정에 구조해석/동해석 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한 팔
이 25 kgf의 하중을 취급하는데 최적화된 강도 및 치수를 갖
도록 3차원 설계를 수행 함

Decouple 메커니즘

분석 프로그램

케이블 동력전달

구조해석

양팔서보조작기

【조작기기구학/동력학 해석 및 구동기 최적사양 도출(25 kgf
취급)】
MATLABⓇ의 SimulinkⓇ/SimmechanicsⓇ를 이용하여 3차원 동
력학 해석 방법을 확립하고, 가상현실과 연계하여 해석 결과
를 가시화함
동적 물체의 부하 특성과 모터 특성을 분리시켜 최적의 구동
기 동력 및 감속비를 도출하는 기법을 개발함
25 kgf의 취급하중과 1 m/sec의 끝단 속도를 고려한 조작기의
3차원 동력학 해석 결과(조인트 토크 및 각속도)를 모터 동력
및 감속비 선정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총 28축 서보조작기 구
동부의 최적사양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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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조작기 기구 모델

동력학 해석 모델

모터 용량 및 감속비 선정
【조작기 관절부 제작 및 시험/평가】
고안한 Elbow 조인트의 모션 비간섭 구조 및 최적 설계된
Wrist 조인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상부팔, 하부팔 및 손목
으로 구성되고 케이블로 동력전달 되는 조작기 관절부를 제작
하고, 관절부의 모션 간섭량을 평가하는 고분해능의 측정 시
스템을 구축(길이 측정 분해능 : 0.002 mm)함
평가 결과, Elbow 및 Wrist 조인트 회전시 타축 모션 간섭현상
이 완전히 제거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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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tent
KTH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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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TH200
KAERI
0

5

Coupling length (mm)

Coupling lengt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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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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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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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 핵심부 평가
장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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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armpitch angle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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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ow 모션간섭 평가

결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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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0

-40

-20
0
20
Wrist pitch angle (deg)

40

60

80

Wrist 모션간섭 평가 결과

③고하중 취급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 모듈화 상세설계 및 제작】
양팔 서보조작 고안된 관절 구동부 모션 비간섭 구조를 케이블 비노출 구조
기 설계 개선 및 케이블 경로 최적화 메카니즘으로 개선함
및 제작/시험 마스터 및 슬레이브 조작기는 유지보수 편리성을 갖도록 모듈
별로 분리(말단장치, 손목, 하부팔, 상부팔, 쇼울더, 구동부 모
⋅ 조작기 구동 듈)하여 상세 설계함
부 메커니즘 슬레이브 조작기의 몸체부는 취급하중 대신에 작업시 충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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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성
및 성능요건
만족여부( 구
동부 무게
불균형 0.4
kgf 이하)

의 충격하중을 고려하여 취급하중의 4배(100 kgf)을 하중조건
으로 적용하였으며, 무게를 최소화하면서 강도를 키우도록 상
부팔의 구조 보강을 통해 최소 안전계수 2.0을 갖도록 설계함
조작기의 3차원 물성치를 고려한 기구학적 무게 균형 설계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동부의 최적화 설계를 수
행하였으며, 이러한 설계를 바타으로 양팔 서보조작기 프로타
입을 제작하였음(슬레이브 상/하부팔: 0.6/0.8m, 마스터 상/하부
팔: 0.375/0.5m)

개선 decouple 관절부

양팔 서보조작기 3D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모델
서보조작기
【서보조작기 구동시험 및 평가】
서보조작기의 설계계산서, 성능요건서, 성능평가서에 기초하여
핵심 항목들을 선정하고, 이를 평가한 결과, 조작기 관절부 동
작시 구동부간 완전히 비간섭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슬레
이브 및 마스터 조작기의 자중대비 무게 불균형은 각각 약
0.3 kgf 및 0.1 kgf 이하임(당초 목표 0.4 kgf 이내)
서보조작기의 구동 시험 결과, 슬레이브 조작기의 한 팔은 작
업범위 내에서 연속적으로 25 kgf 이상 취급할 수 있음을 확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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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양팔 서보조작 【제어회로 및 제어반 설계】
기 제어시스템 PRIDE 시설의 공간구성 및 작업자 운전 편의성을 고려한 제
설계
어반 및 시각시스템 설계 요건을 도출하고, 기본설계 수행(제
⋅ 고감도 힘반 어 콘솔, 조작 판넬, 제어회로, 시각 시스템)
영 알고리즘 조작기 파워 및 신호 케이블의 규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요
개발 여부 건들을 도출하고, PRIDE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8가지 안
( 전 산 모 사 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함
【작업자 시각시스템 설계】
등)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작업 영상을 원격 작업자에게 효과적
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시스템의 수 및 배치를 최적으로 선
정함(카메라 설치 위치: 천정이송장치 거더 양단 2D 2EA, 조
작기 팔 2D 2EA, 조작기 몸체 3D 1EA)
모든 카메라는 RS-485 통신 프로토콜로 규격을 통일시킴으로
써 시스템 통합이 용이하도록 설계 구성하였으며, 3차원 영상
의 장거리 전송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상용 카메라의 제어부
를 개선하여 적용함

Main power 회로

시각시스템 회로 구성도

케이블 설계

조작기 제어반

【고감도 힘반영 원격제어 알고리즘 개발】
조작기의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요구되는 물성치(모듈부 무게,
와이어 탄성 계수)를 실험을 통해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타당
성을 확보함
MATLABⓇ의 SimulinkⓇ 및 ADAMSⓇ solver를 이용하여 마
스터 조작기, 제어기, 슬레이브 조작기가 연동된 3차원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가제어성(controllability) 부여로
제어기의 안정성을 확보함
마찰, 관성, 중력 앞먹임 보상을 통해 힘 민감도를 높이고 작
업자 피로를 크게 줄이는 실시간 고감도 힘반영 제어 알고리
즘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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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제어기는 기존 제어기에서 제거하지 못한 비감쇠 모드
의 진동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슬레이브 조작기의 물체와의
접촉력이 설정된 힘반영 비에 맞게 마스터 조작기에게 전달됨
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함

Simulation model

고감도 힘반영 제어기

(a) tracking performance

(b) force reflection

힘반영 제어 특성
⑤양팔 서보조작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이동장치 설계】
기 이동장치 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의 천정이동장치(텔리스코픽 튜브,
설계/제작
케이블관리 시스템, 트롤리 시스템, 거더 주행시스템, 크레인
호이스트) 및 마스터 양팔 서보조작기의 이동장치(주행시스템,
마스터 부착튜브)의 제작도면(2D 및 3D)을 생산하고, 3D 간섭
체크 및 모듈별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설계 신뢰성을 확보함
PRIDE 시설에서 최대 작업영역 확보하도록 설계 : (주행거리,
횡행거리, 수직스트로크)=(38,000mm, 2,430mm, 2,000mm)
국내.외 특허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텔리스코픽 튜브 설계안(5
가지)을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원형튜브에 동일신축원리 적
용으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음
x, y, z축 구동부의 이중화 개념 및 유사시 트롤리 및 텔리스
코픽 튜브셋 일체를 견인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개념을 설계
에 적용함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이동장치 제작 및 인터페이스】
생산된 제작도면을 토대로 본 과제의 참여기업인 (주)무진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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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작을 완료하고 양팔 서보조작기(2008년 제작)와 결합하
여 통합된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의 기계적 성능을 평가 완
료함
【GUI 기반 원격 운전 프로그램 개발】
⑥천정이동 양팔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고감도 힘반영 제어기를 실시간 시
서보조작기의 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core module을 작성하고, 전체 시스템의
통합 제어시스 통합 제어가 가능하도록 객체지향형 프로그램을 개발함(DIO
템 제작 및 운 모듈, 파라미터 관리 모듈, 이상 감지 모듈, 힘반영 제어모듈
전 시험
등)
【천정이동 장치와 양팔 서보조작기 통합제어시스템 제작/운전
⋅ 조작기 힘반 시험】
영 민감도: PRIDE 시설 내부의 작업 영상을 조작기 운전 작업자에게 효
1 kgf (취급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동식 운전 display 시스템을 제작함
하중의 4% 35축으로 구성된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를 제어하기 위한
이하)
주제어반, 제어회로, 조작 패널, 기구부 배선/결선도 등에 대한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통합제어시스템을 제작 완료함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통합제어시스템의 기구적/전기적
인터페이스 및 원격 운전시험을 수행함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시스템 모듈화 상세설계

원격운전 프로그램

이동식 display
시스템

제어시스템
신호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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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제어시스템
구성

제 3 절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
분석기술 개발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 분석기술 개발
▪PRIDE시설 분석/가사화 시뮬레이터 시제품(v3.0) 개발 및 활용
▪ 실측규모 PRIDE 디지털 목업 구축 및 활용
①Pyroprocess 시 【시뮬레이터 기능 요구사항 도출】

설 시뮬레이터 개념 및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능을 도출하였으며,
공정장치의 접근성/운전성/유지보수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배치분석을 통해 파이로 시설과 장치의 설계를 검증할 수 있
⋅ 파이로프로 는 방법론을 도출하였음
세스 분석/ 【Pyro 공정 데이터 연계 및 가시화 방안 분석】
가시화 시 Pyroprocess 시설/공정의 설계 제작 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
뮬 레 이 터 용 절감을 위해 개념설계 단계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설계 요건 을 활용하여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운전/유지보수성 및 배치
의 적합성 분석 등을 통해 시설 및 장치의 설계를 검증하고, 분석 및 공
학적 해석 결과, 공정 데이터 등을 가시화하는 통합 환경의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함
【시뮬레이터 시스템 설계】
Pyro 공정/시설의 원격 작업성을 사실감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원격작업 시뮬레이터의 개념 및 상호작용기반 원격작업분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v1.0)을 개발
시뮬레이터의 통합 환경 Framework은 3D 모델링 입/출력 모
듈, 햅틱 렌더링 모듈. Scene Graph DB 모듈, 시뮬레이션 모
듈, 외부 입력장치 연계 모듈, 시뮬레이션 및 공학적 해석 가
시화 모듈로 구성됨
뮬레이터
계

원격 시뮬레이터 개념도
시뮬레이터 시스템 아키텍쳐
②Pyroprocess 시 【DES(Discrete Event Simulation) 기반 Pyro 공정 분석기술 개
설 개념 설정 발】
을 위한 분석 Pyro 공정 분석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 개념 설정을 MatlabⓇ/SimulinkⓇ/SimeventsⓇ를 활용하여 연속 시스템과 이
위한 구성 인 산사건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모델링 및 시
자의 타당성 뮬레이션 방법론을 개발함
및 분석 결과 Pyroprocess의 한 공정인 금속전환공정을 대상으로 11 가지의
의 신뢰성
세부 운전에 관한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링(조립 및 해체, LiCl
및 U3O8 투입 등), 연속 시스템 모델링(반응기 열시스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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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 등을 수행하였으며, 시
뮬레이션 결과의 분석(반응기 온도 변화, 장치 이용률)을 통해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기반 Pyro 공정 분석기법의 효용성을 평
가함
【가상환경 기반 공학규모 핫셀 예비분석】
Pyro 전처리공정의 공정흐름 및 운전 절차를 도출하고,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Pyro 전처리 공정을 모델링
함
MatlabⓇ/SimlinkⓇ/SimEventsⓇ/StateflowⓇ를 활용하여 캐스크
접속 공정부터 집합체 임시저장 공정까지의 운전절차를 모델
링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처리 용량, 소요 시간 등의 결
과를 도출하였음
③Pyroprocess 의 【Pyroprocess mock-up 3차원 모델링】
시뮬레이터 연 서로 다른 도구로 설계되는 다수의 공정장치 설계 데이터들
계기술 개발 을 원격 작업분석 시뮬레이터에 통일된 형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3D 모델링 절차를 표준화함
⋅ 시뮬레이터 PRIDE 시설의 설계도면, 유지보수 장비의 설계도면, 공학규모
분석/ 가시화 공정장치의 개념 설계도면들을 3D 모델링 표준안을 토대로
방법론 및 scene graph 구조의 VRML 데이터로 변환한 후 PRIDE 공정장
공 정 장 치 치의 배치 및 원격운전 분석에 사용할 예비 PRIDE 3차원 디
배 치 / 원 격 지털 목업을 제작함
운전 분석 【Pyroprocess 전산모사/공학적 해석】
의 효용성 Pyroprocess 시설에 사용되는 조작기의 작업영역은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 범위에 영향을 주며, 조작기 설
계와 공정장치의 최적배치에 활용됨
조작기의 작업영역을 해석하기 위하여 컴퓨터 단층촬영과 유
사한 기법으로 작업영역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함. 자코비
안과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조작기
작업영역의 근사적인 경계점을 추정하고, 퍼지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한 경계점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영역을
해석함
작업영역 해석 결과의 정확성을 실험하기 위해 PRIDE 디지털
목업에 배치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공정장치의 배치분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배치분석 결과, 상세 설계중인
PRIDE의 초기 설계 값(위치: X=1.5m, Y=0m, Z=-3m, 회전:
X=180o, Y=0o, Z=180o)을 적용할 경우,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
역에서 일부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작기 작업영역 내
로의 재배치 결과 값(위치: X=1.5m, Y=0m, Z=-1.3m)을 장치개
발 및 시설설계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에 반영 함
【전산모사/공학적 해석결과의 시뮬레이터 연계 모듈 개발】
Pyroprocess 공정 원격 배치 분석 시뮬레이션 모듈(v2.0) 개발
경계점으로 구성된 조작기의 3차원 작업영역 해 결과를
surface reconstruction 알고리즘 중의 하나인 Ball-pivoting 알고
리즘으로 VRML 파일을 생성하여 시뮬레이터의 벽이동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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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천정이동 조작기에 연계시킴. 시뮬레이터의 카메라 모듈
과 4분할 창을 통해 조작기의 작업영역 및 탈피복/분말화 장
치의 배치분석 결과를 입체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공정장치 배
치분석 시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킴

조작기 작업영역 해석 알고리즘 개요 조작기(MSM, BTSM)작업영역 해석 결과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역 해석: 4분할창
탈피복/분말화 장치 배치분석
④Pyroprocess 핵 【핵물질 흐름분석 Framework 개발】
공학규모 Pyroprocess 핵물질 flow sheet를 기반으로 시뮬레이
물질
흐름분석
션 툴인 ExtendSimⓇ을 이용하여 이산사건시스템 모델을 구축
모듈 개발
하고 4.5wt%, U-235, 55,000MWD/MTU, 10년 냉각된 기준핵연
료의 물질수지 정보 DB를 모델에 내장하여 핵물질 흐름분석
을 위한 Framework을 개발함
8가지 주요공정(절단, 공기산화,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
련, 용융염 증류, 카드뮴 증류, 잔류 악티나이드 회수)에 대한
세부모델을 구축하고, 주요 공정변수(rod-cut 길이, 공정시간,
장치개수, 배치용량)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
함
【핵물질 흐름 예비분석 및 가시화】
핵물질 흐름 예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rod-cut 길이, 공정시
간, 장치개수, 배치용량 등을 각 공정 담당자의 자문을 받아
모델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여 타당한 시나리오에 대한 예비
분석을 수행하고, 병목현상의 원인 및 정량적 분석결과를 효
과적으로 가시화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해서 공정 담당자의
검토를 거친 결과, Pyro 공정변수 설계 시 매우 유용한 도구
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음
⑤Pyroprocess 전【PRIDE 디지털 목업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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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사결과의 연구원에 위치한 정련변환시설의 Lay-out 설계 도면(2D)과 원
가시화 기술 격 취급 장비(크레인,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MSM)의 설계 도
개발
면(2D)을 3차원으로 모델링한 후, 2008년도에 구축한 파이로
시설의 3차원 디지털 목업 경험을 살려 현재 진행 중인
⋅ PRIDE 시설 PRIDE 시설의 디지털 목업을 구축함
공정장치 설 파이로프로세스 주요 4개 공정(전해 환원, 전해 정련, 전해 제
계 활용성 련, 염 폐기물)의 공정장치와 보조 장비들의 CAD 자료를 시
(모듈화, 원 뮬레이터에 적합하게 변환하고 입력하여 PRIDE 디지털 목업
격성 등)
에 배치함
이와같이 공정장치와 원격 조작기를 이용한 파이로 공정의
운전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환
경을 확립함

PRIDE시설(일관공정 cold 시험시설)의 디지털 목업
【PRIDE 디지털 목업 단위공정장치 원격 조작성 시험 및 분

석】
PRIDE시설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v3.0) 시제품 생산

파이로 공정장치의 설계도를 토대로 노후된 분말화 장치의
모터를 교체한다는 가정 하에 원격 접근성 예비 시험 및 분
석을 수행하였음
실험 결과 선정된 시나리오 원안대로 시뮬레이션을 성공리에
완료하였음. 아래 좌측 그림은 원격 조작기가 분말화장치 모
터의 레버를 잡고서 30∘ 아래로 내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
고 있으며, 우측 그림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터를 교
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시뮬레이터에서 공학규모 분말화장치의 3D 설계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시험 및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개발 담당자에게 제
공하여 장치의 개선에 반영함
위 실험을 통해 운전자와 입력장치(햅틱)간 상호작용을 실시
간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확립하였음. 본 시뮬레이
터는 운전자의 조작기 훈련도구가 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능을 추가시킬 계획이며, 또한 공정장치 유지보수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공학적 기능을 확장시킬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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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조작기 접근성 분석
원격 취급장비(크레인) 작업성 분석
【시뮬레이터 전산모사 결과의 가시화】
공정장치들의 배치와 원격 접근성 그리고 운전성에 대한 시
뮬레이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정장치 간 거리 측정 기
능과 3차원 공간에서 공정장치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
(drag & drop)을 구현하였음
또한 원격 조작기와 공정장치 간 충돌 감지 기능과 원격 조
작기에 사용될 공구들의 탈/부착 기능 구현 및 외부 인터페이
스를 이용한 입력 장비들의 제어와 원격 장비들의 조인트 값
을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음
⑥Pyroprocess 핵 【핵물질 흐름분석 모델 개발】
물질 흐름 분 Pyroprocess 핵물질 흐름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DES 기반 모
석
델인 PyroFlow v1.0 개발
기준핵연료(KSFA16x16, 4.5wt%, U-235, 55,000MWD/MTU, 10
⋅ 타당한 주요 년 냉각) 집합체 및 Pyro공정 물질수지 정보를 DB에 내장하
공정 설계 고, 공정장치 고장확률(MTBF,MTTR)에 입각한 입력 및 확률
인자 제시 론적 공정운전 분석 기능 및 공정 운전에 따른 동적 물질수
여부
지도(Dynamic Material Balance) 출력기능(공정물질 발생량, 버
퍼누적 공정물질량, 공정장치 운전상태)을 추가하였음
PyroFlow에 염재생공정, off-gas처리공정 등 미모델링된 단위
공정을 추가함
【공정간 핵물질흐름 전산모사 수행 및 분석】
PyroFlow 모델을 이용한 예비 전산모사를 수행하여 확률론적
공정장치 운전상태 분석, 버퍼누적 공정물질 양 및 공정물질
발생량 분석을 통해 병목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타당한 공
정 설계 변수를 제시할 수 있음을 보임
전 단위공정으로 구성된 통합모델을 이용하여 타당한 주요
공정설계인자(공정시간, 공정장치 개수 및 용량, 버퍼용량, 로
드컷 길이 등)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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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단계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PRIDE 원격 취급 시스템 성능평가
1. 프로토타입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개량

가. 프로토타입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개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공정인 Pyroprocess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
한 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시설이 건설 중이다.
PRIDE 시설 내에는 Pyroprocess 공정 운전을 위해 아르곤(Argon) 가스가 채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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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는 through-tube로 연결된 마스터-슬레이브 기계식 조작기 1set를 의미함)의 벽고
정형 기계식 원격조작기(manipulator)가 설치된다. 중대형 핫셀에서는 일반적으로
차폐창 근접지역의 작업을 위한 벽고정형 기계식 조작기외에도 이의 작업영역을
벗어난 공간의 작업을 위한 천정이동 서보조작기가 별도로 설치된다. PRIDE 시
설에서도 셀 및 공정장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정이동 서보조작기가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1단계 연구를 통해 2007년도에 설계를 시작
하여 2009년까지 PRIDE 운전/유지보수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프로
토타입을 개발하였다.
그림 4-1-1은 PRIDE 시설의 아르곤 셀에 설치되는 공정장치들에 대한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원격취급 시스템을 보여주며, 크레인, 벽고정 기계
식 조작기(MSM, 그림 미표시),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BDSM: Bridge
transported Dual arm Servo Manipulator), 제어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작업들은 차폐창 근처에 설치된 기계식 조작기에 의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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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PRIDE 시설 원격취급 시스템 구성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제어는 조작자가 조종하는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움직임
이 제어기를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에 지령됨으로써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서보조작기는
천정이동장치에 의해 셀 내부의 모든 공간을 접근할 수 있어, 기계식 조작기의
작업 영역을 벗어나는 공간인 공정장치의 후면과 상부면에 대한 작업들을 수행
할 수 있다. 개발하고 있는 천정이동형 양팔 서보조작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슬레이브 조작기는 한 팔당 25 kgf의 하중을 연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

며, 마스터 조작기는 5 kgf까지의 작업력을 조작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케이블 구동 조작기는 관절 운동시 케이블이 풀리에 감기는 양

이 변화하여 모션 간섭(motion coupling) 발생된다. 개발된 조작기는 모션
간섭량을 이동 풀리를 통해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한 관절의 운동이
타 관절의 운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오
동작을 줄일 수 있으며, 부품의 내구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마스터 조작기는 조작자가 직접 운전하게 되므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동부가 높은 역구동성
(backdrivability)을 갖도록 케이블과 기어가 최적의 비율로 혼합된 동력 전

달 방식을 선정하였다. 또한 조작기 관절의 무게 불균형은 조작자가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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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힘을 느끼게 하므로 관절이 균형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구적 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 위치에너지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설계
파라미터들을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마스터 운전시 특히 중요한 하부팔 피
치와 상부팔 롤 운동에 대한 무게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 양팔 서보조작기는 천정이송장치와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결합되어 있

어 한 팔씩 원격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분리된 곳에는 별도의 특수한 툴
들을 원격으로 탈부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천정이송장치의 트
롤리에 부착된 텔레스코픽 튜브를 완전히 접어서 트롤리와 함께 유지보수
셀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모듈화 하였다.
그림 4-1-2는 천정이동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 프로토타입의 3D
설계 모델을 도시한다. 천정이동장치는 양팔 서보조작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
여 천정에 설치되어 x축, y축, z축 및 회전 움직임을 서보조작기에 부가하여 셀
내부의 원하는 위치에서 원격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각 팔은 상부팔(upper arm)과 하부팔(forearm)의 2개 링크
와 shoulder joint, elbow joint, wrist joint의 3개 회전 조인트 구성된 6자유도의 관
절 운동과 추가적인 말단장치(end-effector) 운동을 갖는다. 말단장치로는 슬레이브
조작기에는 그리퍼가 마스터 조작기에는 핸들이 적용되었고, wrist 조인트에 결합
되었다. 설계된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취급하중 및 작
업시 충돌 등의 가혹한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해석 및 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1-3은 제작된 프로토타입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가 시험동에 설치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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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프로토타입 설계 모델

그림 4-1-3.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프로토타입
나. 프로토타입 천정이동장치의 성능 개선 및 시험
프로토타입 천정이동장치는 성능시험 후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z축 권양
구동부를 개선 설계하였으며, 전기적인 케이블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케이블관
리 시스템을 개선 설계하였다. 또한 트롤리 박스의 구조를 개선하여 사각지역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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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축 구동부 모듈 개선

양팔 서보조작기를 공간상에서 상하 이동시키는 프로토타입 천정이동장
치의 다단 텔리스코프 z축 구동부 모듈(그림 4-1-3)의 성능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
였다(그림 4-1-4).

그림 4-1-4. 프로토타입 천정이동장치의 z축 구동부 모듈

(a) 개선 전

(b) 개선 후

그림 4-1-5. z축 구동모듈 개선사항
- Z축 구동부를 이중화하여 유지보수 기간을 연장하였다(사용중인 구동부에

예기치 않은 고장이 발생하였을 시 상시 대기 중인 또 하나의 구동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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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함). 동력라인의 선택을 위해 치클러치(tooth clutch)를 사용하였으며, 동력
라인의 전달은 세 개의 베벨기어와 하나의 웜기어에 의해 부하까지 전달되
는 구조를 택하였다.
- 서보용량을 두 배 증가시켜(기존:0.7 kW, 개선:1.5 kW) 부하에 대한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튜브 간의 마찰을 감안하더라도 1,000 kgf
이상 순 부하의 권양이 가능한 용량이다.
- 예기치 못한 낙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z축 구동부 모듈에 수동

적 안전장치로 self-locking 기능을 갖는 웜기어(기어비 47:1)를 사용하여 클
러치가 모두 열려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텔리스코프의 자유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였고, 능동적 안전장치로 웜기어의 입력단에 브레이크를 추
가로 설치하여 클러치가 모두 열려있을 경우 회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
도록 설계하여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 소음 저감을 위해 상용 헬리컬 베벨기어박스를 채택하여 텔리스코픽 모션

발생시 발생하는 소음을 기존 97dB에서 80dB 이하로 크게 줄였다(이는 소
음원의 발생지점인 z-축 모듈로부터 1 m 떨어진 곳에서 소음계로 측정한
결과임).
(2) 케이블관리 시스템 개선

서보조작기에 전력 및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관리 시스템(그림 4-1-6)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그림 4-1-7).

그림 4-1-6. 프로토타입 천정이동장치의 케이블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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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선 후

(a) 개선 전

그림 4-1-7. 케이블관리 시스템 개선
- 케이블관리 시스템내 상하 풀리에 감겨있는 12 가닥의 케이블은 텔리스코픽

운동과 연동하여 풀리와 마찰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풀리의 축 대비
비틀림 각도를 케이블의 경로와 평행하게 유지시킴으로써 마찰이 거의 발
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대부분의 풀리를 마찰계수가 가장 작은 teflon 재질로 제작함으로써 케이블과

풀리간의 마멸로 인한 케이블 피복 벗겨짐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 케이블의 장력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미세장력 조절구를 설치하여

유지 및 관리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3) 트롤리박스 개선
PRIDE 아르곤 셀 후면 벽 쪽으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트롤리 박스

를 트롤리 횡행방향으로 좁게 거더 주행방향으로 길게 개선 설계하고, 트롤리 박
스 하판에 부착되는 텔리스코프의 위치를 최대한 벽쪽에 가깝게 설계하여 사각
지역을 최소하였다(그림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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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선 전

(b) 개선 후

그림 4-1-8. 트롤리박스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각지역 비교
- 기존의 트롤리부는 횡방향이 길고 주행방향이 짧았으나, 설계 개선을 통해

횡방향을 짧게 하고, 주행방향을 길게 함으로써 횡방향의 사각지역을 크게
감소시켜 작업영역을 14% 이상 증가시켰다.
- 이는 PRIDE에서 유지보수상황이 발생하여 트롤리 이하(트롤리+텔리스코프+

회전인터페이스)를 거더로 부터 내려놓을 경우 트롤리 이하부를 거더의 H형강 이상으로 들어올린 후 H-형강을 넘어 x-축 이동 후 내려놓는 방식 뿐
만이 아니라 트롤리를 살짝 들어올려 90도 회전 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식
도 취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4) 설계 검증 (구조해석)

개선된 텔리스코프 트롤리는 구조해석 검증을 통하여 정하중 상태에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천정이동장치의 솔리드웍스
(Solidworks) 3D 설계 모델을 중성포맷(neutral format) 형태인 sat 파일로 저장하여
ABAQUS에서 불러들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설계부터 제작/설치까지의 과정

중 구조해석의 위치는 그림 4-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조해석의 효율을 위해
중요 모듈별로 등가 하중조건, 등가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조해석 대상모듈은 트롤리박스와 텔리스코프+회전인테페이스로 국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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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설계부터 PRIDE 설치까지 과정중 구조해석의 위치
(가) 개선 트롤리박스 구조해석

트롤리 박스의 경우 하판에 텔리스코프 이하의 중량이 부착되므로 하
판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강 리브(rib)를 설치하여 기존 최대응
력 65.3 MPa에서 37.2 MPa로 약 1.8 배의 안전율을 확보하고, 불균일 처짐량을
1.6 mm에서 0.46 mm로 약 3.5 배 개선하였다(그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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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강리브가 설치된 트롤리

(a) 보강리브 없는 트롤리

그림 4-1-10. 기존 트롤리와 개선된 트롤리의 구조해석 결과 비교
(나) 개선 텔리스코프와 회전인터페이스 구조해석

텔리스코프와 회전인터페이스의 경우 등가경계조건 및 등가하중을 고
려하여 한 번에 모듈로 해석하였다. 트롤리박스와 결합되는 텔리스코프 튜브 첫
째 단은 변위를 구속하여 등가경계조건으로 처리하였다. 회전인터페이스의 한쪽
에는 150 kgf 상당의 한팔 서보조작기가 최대의 리치를 갖도록 관절을 펼친 후
그리퍼가 25 kgf 상당의 가반하중을 취급한다고 가정하고, 다른 편에는 범용취급
기구를 포함하여 500 kgf 상당의 부하가 중력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그
림 4-1-11). 이의 구조해석 결과는 그림 4-1-12와 같다.
해석결과, 회전인터페이스의 보강리브에 54.6 MPa의 최대응력이 발생하고, 텔
리스코프 튜브는 제일 마지막 단의 옆면에 8.3 MPa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보통 철의 항복응력이 200 MPa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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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xe d to tro ll e y b o x
( rep l ac em e n t w i th eq u i v. B .C .)

3 D OF s= 0

y

z
500k gf

2 5 kg f

x
d ist ri bu te d fo rce
= 5 00 kg f/ are a

m o m e n t= 2 5kg fx1 ,56 4 m m

di str ib u ted fo rce
=1 5 0k gf/a re a

S e rvo- m an ip u lator & g e n e ra l R H t o ol
(re p la ce m en t w ith e qu iv . L .C .s)

그림 4-1-11. 텔리스코프와 회전인터페이스 해석을 위한 등가하중 및 경계조건

그림 4-1-12. 텔리스코프와 회전인터페이스의 구조해석 결과
(5) 개량 천정이동장치의 제작
(가) 제작절차

개량 천정이동장치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사전 절차를 수행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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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그림 4-1-9과 같이 장치 제작 전 도면 생산 절차
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구조안전성 검증 및 SolidWorks를 통한 3D 간섭 체크
절차를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 수행하여 오류를 최소화 한 후 제
작에 착수하였다.
(나) 모듈별 제작 모습

개량 천정이동장치는 다음 그림 4-1-13과 같이 모듈별로 제작 및 조립
을 수행한 후 전체 조립을 수행하였다.

(가) 케이블관리시스템

(나) 거더부

(다) z축 구동모듈

(라) 텔레스코프 트롤리

(마) 텔레스코프

(바) 목업 설치 후

그림 4-1-13. 천정이동장치의 모듈별 조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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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텔리스코프 트롤리를 시험동에 설치(그림 4-1-14)하여 테스트한 결과,
기존의 텔리스코프 트롤리에 비해 안정적인 텔리스코픽 모션, 소음저감, 작업영
역 증가 등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b) 텔리스코프 완전신장시

(a) 텔리스코프 완전수축시

그림 4-1-14. 개량형 텔리스코프 트롤리를 설치한 천정이동장치
(6) 개량 천정이동장치의 사양
(가) 프로토타입 천정이동장치의 사양

개선전 천정이동장치(프로토타입 천정이동장치)의 구동에 관련된 사양
은 다음과 같다.
- x축(거더 주행)
· 평기어 감속비: 1/2
· 감속기(PLE80-60) 감속비: 1/60
· 휠지름: 140mm
· 모터(TS4613)의 정격속도: 3,000 rpm
· x축 주행 속도: 183.3 mm/s (=11 m/min)
- y축(트롤리 횡행)
· 평기어 감속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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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기(PLE80-64) 감속비: 1/64
· 휠지름: 120mm
· 모터(TS4612)의 정격속도: 3,000 rpm
· x축 주행 속도: 147.3 mm/s (=8.8 m/min)
- z축(텔리스코픽 모션)
· 평기어 감속비: 1/2.5
· 베벨기어 감속비: 1/2
· 감속기(PLE80-60) 감속비: 1/60
· 스프로켓 지름: 120mm
· 모터(TS4614)의 정격속도: 3,000 rpm
· z축 최대 권양 속도: 62.8 mm/s (=3.8 m/min)
- r축(회전인터페이스 회전)
· 평기어 감속비: 1/5
· 감속기(WPLE80-40) 감속비: 1/40
· 모터(TS4614)의 정격속도: 3,000 rpm
· r축 최대 회전 속도: 90 deg/s
(나) 개량 천정이동장치의 사양

개량 천정이동장치는 프로토타입 천정이동장치에 비해 약간의 변경이
있으며 상세 사양은 다음과 같다.
- x축(거더 주행)
· 평기어 감속비: 1/2
· 감속기(AB115-060) 감속비: 1/60
· 휠지름: 140mm
· 모터(TS4614)의 정격속도: 3,000 rpm
· x축 주행 속도: 183.3 mm/s (=11 m/min)
- y축(트롤리 횡행)
· 평기어 감속비: 1/2
· 감속기(AB115-060) 감속비: 1/60
· 휠지름: 120mm
· 모터(TS4613)의 정격속도: 3,000 rpm
· y축 주행 속도: 157.1 mm/s (=9.4 m/min)

- 90 -

- z축(텔리스코픽 모션)
· 평기어 감속비: 1/2.5
· 웜기어 감속비: 1/47
· 감속기(AB090-003) 감속비: 1/3
· 스프로켓 지름: 120mm
· 모터(RSMD15B)의 정격속도: 2,000 rpm
· z축 권양 속도: 35.6 mm/s (=2.1 m/min)
- r축(회전인터페이스 회전)
· 평기어 감속비: 1/5
· 감속기(WPLE80-40) 감속비: 1/40
· 모터(TS4614)의 정격속도: 3,000 rpm
· r축 최대 회전 속도: 90 deg/s

다. 프로토타입 양팔 서보조작기의 성능 개선 및 시험
(1) 개량 설계
1단계에서 개발한 양팔 서보조작기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운전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구성 모듈 전반에 대한 개량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구조 동해석 및
내구성 평가 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다관절 동력 전달계 및 기구부의 충격 내구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슬레이브 조작기 1축(피치운동)은 그림 4-1-15 (b)와 같은 자세에서 정적 최대
토크가 발생된다. 만약 최대 팔길이(reach) 1,564 mm인 상태로 25 kgf의 하중을
정적으로 받는 경우 약 400 Nm의 부하 토크가 발생되며 가속 시 수배 더 증가
하게 된다. 이러한 큰 부하가 작용하는 1축 동력전달 방식을 프로토타입의 와이
어-풀리 구조에서 기어(슬레이브)/마스터(벨트) 구조로 개선하여(그림 4-1-16, 4-117) 와이어 탄성, 변형, 손상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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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립 자세

(b) 최대 reach 자세

그림 4-1-15. 슬레이브 조작기 자세

(b) 개량형

(a) 프로토타입

그림 4-1-16. 상부팔 피치(1축) 구동부 개량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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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슬레이브

(a) 마스터

그림 4-1-17. 마스터-슬레이브 1축 동력전달부 구성
구동축의 동력은 마스터에서는 벨트, 슬레이브에서는 아이들 기어(idle gear)를
통해 조인트에 전달한다. 슬레이브에는 2개의 아이들 기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모
터의 회전에 대해 마스터와 조인트 회전 방향이 반대이다. 기구적으로 반대인 마
스터-슬레이브 운동은 다음과 같이 전기적 방법으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먼저 슬
레이브 회전에 대한 엔코더 펄스 부호를 동일 회전방향에 대해 마스터 펄스 부
호와 동일하도록 맞추고, 그 다음에 마스터 입력과 슬레이브 입력의 부호가 다르
면 슬레이브 입력의 부호를 바꾼다.
상부팔 롤 및 하부팔 피치(2, 3축) 운동은 차동방식(differential)의 동력전달로
두 개의 모터로 동시에 두 축의 모션 제어가 가능하다. 개량형(그림 4-1-18 (b))에
서는 일체형 설계/제작으로 결합부 조립시 발생하는 오차의 영향을 최소화하였으
며, 축 취약부를 테이퍼형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1축과 마찬가지로 프로토타입에
적용된 풀리-와이어 구조를 기어(슬레이브)/벨트(마스터) 구조로 개선하여 내고장
성을 증대시켰다.

(b) 개량형

(a) 프로토타입

그림 4-1-18. 차동구동 구동부(2,3축) 개량 설계
그림 4-1-19는 마스터 및 슬레이브 2, 3축 차동구동부의 동력전달부 구성을
나타낸다. 마스터는 벨트, 슬레이브는 아이들 기어를 사용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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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브에서는 1개의 아이들 기어만 사용하므로 동일한 모터 회전에 대해 마스
터와 슬레이브 조인트 회전 방향이 동일하다. 따라서 별도의 전기적 변환 없이
조인트-조인트 방식의 제어가 가능하다.

(b) 슬레이브

(a) 마스터

그림 4-1-19. 마스터-슬레이브 2축 및 3축 동력전달부 구성

구동부 모듈(drive module)은 6줄의 케이블로 구동되는 손목의 3자유도 운동
(roll, pitch, yaw)과 1줄의 케이블로 구동되는 그립 운동의 총 4자유도 운동을 위

한 4개의 구동 모터들을 하나의 고정된 프레임에 설치한 모듈로, 상부팔 피치운
동(1축)에 대한 균형질량(counterweight)의 역할도 담당한다.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
고 조립/분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곡률반경이 큰 풀리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주
위에 원주방향으로 구동부를 배치하되 이중 축 방식으로 풀리와 구동부를 연결
하는 새로운 구조를 고안하였다. 구동 모터로부터 발생된 회전력을 상부팔(upper
arm)과 하부팔(forearm)의 중심을 통과하는 동력전달케이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편심이 필요하다. 동력전달부 편심은 프로토타입에서처럼 다수의 아이들 풀리를
추가함으로써 쉽게 가능하지만 아이들 풀리의 크기로 인해 전체 설치 공간이 커
지게 된다. 개선된 서보조작기에서는 동력전달 케이블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충
분한 곡률반경으로 지지될 수 있으며, 아이들 풀리를 거치지 않고 동력 전달의
편심이 가능하며, 장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중공축 구조의 동력전달 메커니즘을
새롭게 적용하였다.
그림 4-1-20은 마스터 조작기 구동부 모듈에 적용된 이중축 구조의 동력전달
부 구성도를 보인다. 이중축 구조는 중공축 내부에 중실축이 결합되는 구조로 두
축은 동축으로 구성되며 한족 끝에 풀리가 고정되어 있다. 두 축은 상용의 축고
정장치를 통해 결합될 수 있으며, 텐션 조정 작업은 두 축을 상대 회전시킨 후
축을 고정시키는 2가지 동작만 필요하므로 단순하다.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서로
다른 설계 우선순위를 두었다. 슬레이브의 경우는 내구성을 우선시하여 모터의
회전력이 기어를 통해 풀리에 가해지도록 구성하였으며, 마스터의 경우에는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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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백래쉬가 작도록 케이블만으로 모터의 회전력이 풀리에 가해지도록 설계하였
다.

그림 4-1-20. 이중축(double shaft) 구조의 동력전달부 구성
마스터(좌) 및 슬레이브(우)
그림 4-1-21 프로토타입 구동부 모듈과 이중축 구조의 개량형 구동부 모듈을
나타낸다. 다수의 아이들 풀리를 사용하는 프로토타입의 경우 공간적 제약으로
동력전달 케이블의 곡률반경을 크게 확보하지 못한 반면에 개량형에서는 중앙
풀리에서 큰 곡률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구동부 모듈의 전
체 크기를 줄이면서도 기존 2.38 mm 직경의 케이블(절단강도 417 kgf)을 직경
3.18 mm 케이블(절단강도 798 kgf)로 변경하여 절단강도를 90% 이상 추가 확보

하였으며 케이블 단면적에 비례하는 케이블 강성을 약 80% 증대시켰다.

(a) 프로토타입

(b) 개량형 슬레이브

(c) 개량형 마스터

그림 4-1-21. 구동부 모듈(4-7축) 개량 설계
상부팔(upper arm)은 쇼울더 조인트와 엘보우 조인트를 연결하는 링크로 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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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을 키우기 위해 리브(rib)로 보강하였으며, shoulder block에 부착되는 결합
부 보강을 통해 강성 및 구조 안전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그림 4-1-22와 같이 하
부팔 피치 운동을 위한 링크 구조를 기계적 스토퍼로 활용함으로써 동작 영역을
안정적으로 제한시켰다. 링크에는 하부팔 자세에 따른 무게 불균형을 보상하는
균형질량(balancing weight)이 설치된다. 개량형에서는 프로토타입의 원통형 대신
에 타원 형상의 균형질량을 적용함으로써 공간대비 balancing 효율을 증대시켰으
며, 동력전달 풀리와 베어링 용량을 키움으로써 와이어 내구성 및 설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b) 개량형

(a) 프로토타입

그림 4-1-22. 상부팔 링크 개량 설계
손목 조인트는 그리퍼의 2자유도 운동(roll 및 pitch)을 위한 차동방식 조인트
로서 베벨기어 측면에 스프라켓을 설치하고 이를 구동풀리에서 출발하는 와이어
와 연결된 체인을 통해 동작시키게 된다. 그림 4-1-23의 모델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슬레이브 프로토타입에 적용된 호칭번호 #25의 체인(최대허용장력: 65 kgf)
을 #35 체인(최대허용장력: 220 kgf)로 변경하여 내구 안전성을 추가 확보하였으
며, 아이들 스프라켓 지지부를 기존 볼 베어링에서 니들베어링으로 변경하여 안
정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그리퍼의 회전제한 스토퍼를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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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토타입

(b) 개량형

그림 4-1-23. 손목 조인트 개량 설계
하부팔이 회전하면 엘보우 조인트의 풀리에 지지되는 와이어의 위치는 변화
하지 않으나 손목 조인트에 설치된 체인은 하부팔과 같이 회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와이어 및 체인의 꼬임이 발생한다. 또한 와이어와 와이어, 체
인과 체인, 와이어와 체인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와이어는 어느
정도의 비틀림은 허용할 수 있으나 체인이 비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와
이어와 체인이 접촉하는 경우 와이어가 쉽게 손상된다. 따라서 사용된 체인의 크
기와 하부팔 내경이 정해지면 와이어와 체인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부팔 회전각
을 제한해야 한다. 개량형에서는 그림 4-1-24와 같은 실험을 통해 하부팔 운동에
대해 기구적 스토퍼를 설치하여 ±110°의 회전각 제한을 두었다.

(a) 중립

(b) 최대 회전

그림 4-1-24. 체인-와이어 꼬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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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5는 마스터 및 슬레이브 조작기의 말단장치인 핸들과 그리퍼에 대
한 동력전달부 구성을 나타낸다. 핸들의 경우 조작자의 그립력으로 케이블 동력
전달에 의해 모터를 회전시키며 모터와 직결된 풀리에 감겨 연결된 스프링이 인
장되며, 그립을 풀면 스프링 복원력으로 핸들이 열리게 된다. 그리퍼의 경우 모
터의 회전력으로 아이들 기어에 직결된 풀리를 회전시키게 되며, 풀리에 감긴 와
이어가 당겨져 그리핑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모터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전체 와이어 루프가 느슨해지는데, 그리퍼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 복원력으로 전
체 와이어는 일정 텐션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퍼는 모터 구동에 의해서는 케이블
텐션을 통해 그립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모터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립 방향의
외력이 가해지면 지지할 수 없으며 케이블이 이완된다. 동작 측면에서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말단장치와 모터의 동작 방향이 일치하므로 직접 조인트-조인트 제어
를 수행할 수 있다.

(b) 슬레이브 조작기 그리퍼

(a) 마스터 조작기 핸들

그림 4-1-25.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 말단장치 동력전달부 구성
그리퍼는 구동부 모듈에 설치된 풀리에 감긴 와이어가 당겨지면 2개의 집게
(jaw)가 평행을 유지하면서 닫히게 되고, 와이어를 풀어주면 그리퍼에 설치된 스

프링 복원력으로 열리게 된다. 프로토타입에서는 4절 링크를 체인이 당겨서 동작
하도록 하였으나 개량형에서는 내구성 향상을 위해 그림 4-1-26과 같이 체인을
체거한 링크 구조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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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량형

(a) 프로토타입

그림 4-1-26. 그리퍼 개량 설계
그림 4-1-27은 PRIDE 시설에 설치되는 독일 HWM사의 기계식 조작기 A110
모델의 그리퍼와 프로토타입 개량형에 적용된 그리퍼의 동작성능을 비교한 그래
프이다. A110 그리퍼의 경우 집게의 이동 거리가 90 mm이며, 프로토타입 개량형
은 100 mm로 10% 이상 큰 물체까지 취급할 수 있으며, 특히 2개의 조에서 각각
25kgf씩 총 50 kgf의 악력(gripping force)을 내기 위해 케이블에 가해지는 텐션을

비교한 결과 A110 그리퍼의 경우 71.0에서 80.5 kgf의 텐션이 요구된다. 반면, 개
량형에서는 66.0에서 68.9 kgf의 텐션만 필요하다. 즉, 개량형에서는 평균 8kgf의
작은 장력으로도 동일한 악력을 낼 수 있으며, 조의 거리에 따른 텐션 변화가 작
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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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산(독일 HWM 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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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로토타입 개량형(KAERI)

그림 4-1-27. 그리퍼 동작 성능

- 99 -

프로토타입 조작기에서는 케이블 조인트 구동시 발생되는 축간 모션간섭을
보상하기 위해 마찰이 작고 백래쉬가 없는 2:1 감속형 풀리-케이블 구조를 채택
하였으나 정확한 중립위치의 상태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감겨지는 2개의 보상
케이블 텐션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작업이 복잡하였으며, 특히 슬레이브 조작기에
적용 시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4-1-28과 같이 풀리와이어 방식과 등가인 랙-피니언 방식을 새롭게 고안하여 충격력에 약한 와이어
의 내구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이 방식은 구현이 용이하고 완전
한 보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a) 프로토타입

(b) 개량형

(c) 제작 모습

그림 4-1-28. 랙-피니언 방식 모션 비간섭 조인트
케이블 동력전달에 의한 구동에 있어 케이블은 풀리에 감겼다 풀림에 따라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케이블 수명 저하의 주
된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형상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풀리에 나선
형상의 홈을 가공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나선 홈이 형성된 풀리에 케이블이 감길
때 풀리의 외주면에 접하는 와이어의 접점이 나선 피치와 비례하여 이동하게 되
고, 이로 인해 케이블 길이 변화 및 이에 따른 텐션 변화가 발생한다. 또한 그림
4-1-29와 같이 나선 풀리에 감긴 와이어를 아이들 풀리를 사용하여 안내할 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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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케이블 간의 접촉이나 케이블과 풀리의 마찰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그림 4-1-29와 같은 백래쉬 방지 케이블 동력전달 장치를 고안하였
다.

그림 4-1-29. 나선형 풀리의 문제점
그림 4-1-30는 백래쉬방지 동력전달장치의 구성도를 보인다. 모터가 회전하면
이에 고정된 풀리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며, 풀리의 외주면에 접하는 와이
어의 접점이 나선 피치에 비례하여 축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구동 풀리 1
의 한쪽 측면에 형성된 볼트는 고정 프레임 1에 설치된 너트 안쪽에서 회전하면
서 나선 풀리와 와이어 사이의 접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구동풀리 1과
구동 풀리 2를 강제로 이동시킨다. 이로 인해 모터의 회전 방향 및 회전량에 관
계없이 와이어와 풀리의 접점은 항상 같은 위치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텐션
변화나 백래쉬 없이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1-30. 백래쉬 방지 동력전달장치 구성도 및 제작품
고안된 장치로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서보 모터를 회전시켜 나선 풀리에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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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풀리고 감길 때의 수평 이동량을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한 결과 가공 및 조
립 오차 수준의 약 0.15 mm 내외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보상장치가 없는
경우의 변화량 10 mm에 비해 무시할 수준으로 나선 풀리를 사용하면서도 백래
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케이블 장력 변화나 풀리면과의 마찰이 없
어져 케이블의 내구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4-1-31. 동력전달 케이블 수평 이동량 측정
(2) 구조 동해석
(가) 유연체 동역학 모델링

개발중인 6-자유도 슬레이브 조작기는 최대 팔 길이 1.6 m에서 25 kgf
의 하중을 취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리퍼의 4-자유도 운동(roll, pitch, yaw,
grip)은 케이블 동력전달 방식을 사용한다. 부하토크는 가속시에 정적부하의 수배

더 증가하게 되고, 충돌이 발생하면 더욱 커지게 된다.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각
조인트에 걸리는 반력, 케이블 장력, 모터 구동력 및 구조물의 응력 분포를 정확
히 예측하기 위해 상용 툴인 ADAMS를 이용하여 유연 다물체 동역학(flexible
multi-body dynamics) 전산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량 설계물

의 검증자료를 도출하였다.
전산해석모델은 그림 4-1-32과 같이 3D CAD 설계모델을 활용한 부품별 관성
질량 모델링, 주요 부품 유한요소 모델링 및 부품간 조인트 관계를 고려한 조립
과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구축하였다. 모든 외부 프레임 및 동력전달 링크부
등은 경량화 설계를 위해 유연체로 모델링 하였으며, 다물체 동역학 모델과 결합
하였다. 케이블은 강체로 가정하고 회전력을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하였다. 그림
4-1-33은 조작기 구조물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응력이 크게 걸리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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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강을 위해 유한요소 모델링된 주요 부품들을 보여준다. 전체 해석모델
에 대한 고유모드 해석 결과는 표 4-1-1과 같다.

그림 4-1-32. 유연체 동역학 모델링

모드합성법을 이용한 유연체 모델링

그림 4-1-33. 모드합성법을 이용한 조작기 주요부 유연체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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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슬레이브 조작기 시스템 고유주파수

(나) 유연체 동역학 해석
① 조작기 운전조건

유연체 동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운전 조건에 대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각 조인트에 걸리는 토크반력의 크기 변화에 집중
하여 설계에 필요한 케이블 장력과 모터 동력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운전조건
은 취급물 하중이 25kgf와 15kgf인 경우, 구동속도가 90deg/sec와 45deg/sec, 그리
고 2가지 동작 순서에 대해 총 8가지 경우로 구성된다. 그림 4-1-34는 운전조건
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 104 -

운동조건

적재물 하중

구동속도

작동순서

Case1

25kgf

90 deg/sec

1-3-5/6-2-4

Case2

25kgf

45 deg/sec

1-3-5/6-2-4

Case3

15kgf

90 deg/sec

1-3-5/6-2-4

Case4

15kgf

45 deg/sec

1-3-5/6-2-4

Case5

25kgf

90 deg/sec

2-3-5/6-1-4

Case6

25kgf

45 deg/sec

2-3-5/6-1-4

Case7

15kgf

90 deg/sec

2-3-5/6-1-4

Case8

15kgf

45 deg/sec

2-3-5/6-1-4

그림 4-1-34. 슬레이브 조작기 구동토크 해석을 위한 운전 조건
각 조인트의 구동속도는 그림 4-1-35와 같다. 평균속도가 90 deg/sec가 되도록
ADAMS가 제공하는 함수 Step function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최대 각가속도는
2000 deg/sec^2 으로 약 30 rad/sec^2 정도이다. 각가속도의 크기는 프로파일 형태

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Step function을 쓰는 경우 가속도의 크기를 최소
화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35. 조인트 운동에 사용된 속도 프로파일
② 조인트 토크 반력 및 구동 토크

슬레이브 조작기 설계에서 케이블 최대 허용 장력 및 모터 구동토
크는 중요한 설계인자 중 하나이다. 여기서 모터 구동토크라 함은 모터가 회전운
동에 필요한 토크를 의미하며, 정지 시 부하되는 토크는 의미하지 않는다. 즉, 정
지 시에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의해서 체결되어 모터에는 힘이 부하되지 않는다
고 가정한다. 이와 달리 케이블 장력은 정지 중에도 힘이 부하된다. 왜냐하면 모
든 상태에서 회전방향 힘은 케이블에 의해 전달되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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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브 조작기에서 케이블 장력을 고려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취
급 하중에 의한 관성토크력이다. 관성력은 질량과 가속도에 의해 발생된다. 그런
데, 슬레이브 조작기에서 취급 하중의 가속도는 손목(wrist) 조인트 운동보다 팔
(upper arm)운동에 의해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팔(upper arm) 운동

시에는 취급 하중에 의한 관성토크력, 즉 케이블 장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림 4-1-36은 팔운동과 손목운동에 따른 관성력의 크기와 이로 인한 조인트
토크 반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팔운동과 손목운동의 속도 프로파일은
동일하다. 손목 조인트에 걸리는 토크 반력은 손목운동에 비해 팔운동인 경우가
약 10배 이상이 발생된다. 그런데 손목의 자세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에 주목해야 한다. 그림 4-1-37는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속
도 변화에 따른 관성토크에 의해 조인트 토크 반력의 크기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36. 관성토크에 의한 조인트 토크 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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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7. 조작기 자세에 따른 토크 반력.
케이블 시스템은 케이블에 의해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회
전방향으로 힘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므로 revolute joint에 걸리는 반력 그대로 케
이블을 통해 전달된다. 참고로 전산 다물체 동역학에서는 케이블을 모델링할 수
없기 때문에 조인트에 운동구속조건(motion constraints)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토
크반력(reaction torque)을 사용하였다. 또한 케이블 시스템은 회전 방향 힘만 전달
하므로 나머지 5방향 힘 성분은 조인트 지지부를 통해 전달됨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 4-1-38. 케이블 장력에 의한 토크 전달
그림 4-1-39은 Axis1(어깨관절)의 토크반력을 모델링 방법 및 적재물의 질량에
따라 비교한 그림이다. 우선 모든 구조물은 강체로 가정한 rigid body 모델링인
경우 (적색 실선) 토크반력의 진동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나, 최대
토크반력의 크기는 flexible body 모델링(회색점선)에 비해 약간 작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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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토크반력의 진동현상은 구조물의 연성(Flexibility) 때문인 것임이 분
명하다. 적재물의 질량이 없는 경우 (파란색 점선) 조작기 시스템의 자체 관성질
량에 따른 토크반력이 발생하지만, 적재물에 의한 토크반력에 비해 약 20% 정도
의 크기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4-1-39. Axis1 토크반력 비교 (Rigid vs. Flex)
그림 4-1-40은 Axis5 (손목관절) 토크반력을 모델링 방법 및 적재물의 질량에
따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4-1-39과 같이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며, 손목 관절인
경우 어깨관절보다 약 10% 정도의 토크 반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적재물의
없는 경우 손목의 관성질량이 매우 작아 토크반력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림 4-1-40. Axis5 토크반력 비교 (Rigid vs. Flex)
그림 4-1-41, 4-1-42, 4-1-43은 끝단 적재물의 변위를 모델링 방법 및 적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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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에 따라 비교한 그림이다. 강체모델링(적색실선)인 경우 진동 현상은 나타나
지 않으며 유연체 모델링(적색실선)에서 최대 60mm(상하), 최대 40mm(전후), 최
대10mm(좌우) 로 진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조인트
부분의 마찰, 케이블 강성, 또는 제어시스템에 의한 적재물의 실제 가속도 크기
에 따라 이 진동량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조작기 테스트 동영상에서
도 이 정도의 출렁거림은 확인되고 있어 강체 모델링 보다 유연체 모델링이 훨
씬 신뢰성이 높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림 4-1-41. 상하방향 끝단 변위 비교 (Rigid vs. Flex)

그림 4-1-42. 전후방향 끝단 변위 비교 (Rigid vs. Flex)

그림 4-1-43. 좌우방향 끝단 변위 비교 (Rigid vs. Flex)
그림 4-1-44는 Axis4(팔 관절)의 변위를 모델링 방법 및 적재물의 질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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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그림이다. 강체모델링(적색실선)인 경우 진동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유
연체 모델링(적색실선)에서 최대 2.5mm(상하)로 진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즉 Outer Body, Upper Arm의 연성(Flexibility) 효과로 최대 2.5mm 정도의 처
짐이 발생한다. 적재물이 없는 경우(파란색 점선) 약간의 진동 (0.1mm)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나 적색 실선 (적재물 25kg, 90deg/sec 어깨관절 회전) 경
우는 최대 2.5mm 정도의 처짐은 예상보다 훨씬 큰 변위임이 틀림없다.

그림 4-1-44. 상하 방향 Axis4 변위 비교 (Rigid vs. Flex)
구조물의 처짐을 감소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강성을 높이는 강성설계가 필요
하며, 또한 적재물의 질량과 팔운동의 가속도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취급 하중
에 의한 관성력의 크기를 관리함으로써 구조물의 처짐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필
요해 보인다.
하중조건 및 운전조건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인트 토크 반력을 구하였
다. 그림 4-1-45는 각각의 토크반력을 보여준다. 여기서 각 조인트 구동속도의 크
기는 동일하며 약 3초의 시간차를 두고 운전된다. 운동 1-3-5/6-2-4 는 1축이 6초
에서 회전을 시작하고, 다음 3축이 9초에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그림에
서 1-축에 의한 토크반력의 크기가 가장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축 운동에
의한 적재물 또는 슬레이브 조작기 자체의 가속도가 가장 크게 발생됨을 의미하
며, 이로 인해 조인트 토크 반력도 커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축 운동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림 4-1-46은 그림 4-1-39의 시간에 대한 토크반력 이력(time history)로부터
최대토크반력 및 최대구동토크를 구해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최대반력토크는 전
구간에서 최대값을, 최대구동토크는 해당 축이 운전하는 동안 최대값을 의미한
다. 최대반력토크는 케이블의 허용 장력보다 작아야 하며, 최대구동토크는 모터
의 최대 구동토크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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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조건별 조인트토크 (1) Axis 1

(a) Axis 1

운동조건별 조인트토크 (2) Axis 2

(b) Axis 2
운동조건별 조인트토크 (3) Axis 3

(c) Axi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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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조건별 조인트토크 (4) Axis 4

(d) Axis 4
운동조건별 조인트토크 (5) Axis 5

최대반력토크
(최대케이블장력 기준)

최대구동토크
(최대모터토크 기준)

(e) Axis 5
운동조건별 조인트토크 (6) Axis 6

(f) Axis 6

그림 4-1-45. 운전조건에 따른 조인트 토크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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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6. 최대토크반력 및 최대구동토크
그림 4-1-47는 각 운전조건별 최대토크반력 및 최대구동토크를 비교한 그림이
다. 최대토크반력은 적재물의 질량에 비해하며, 각가속도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대구동토크는 슬레이브 조작기 자세에 따라, 각 운동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본 시뮬레이션 조건과 같이 각 축이 동시에 운동하지 않는다면 아래
그림 정도의 구동토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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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7. 최대토크반력 및 최대구동토크 비교
(다) 실측 데이터 적용 시뮬레이션

본 절에서는 그림 4-1-48과 같이 실제 조작기로부터 각 조인트의 각변
위를 측정하고 이를 해석모델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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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8. 실험 환경 및 실측 데이터 측정
그림 4-1-49은 실측된 각변위를 이용하여 구동한 시뮬레이션 결과들로서, 각
조인트에 걸리는 부하토크 및 구동 각변위를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xis
1에서 조인트 토크반력의 크기는 최대 1000 Nm 정도로 정적상태 250 Nm 보다

약 4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성토크에 의한 토크반력이 정
적 토크보다 훨씬 큼을 보여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Axis 5/6에서 앞 절에서
나타났던 토크반력 증가현상(Axis 1의 운동에 따른 관성토크 효과)이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시스템에서는 Axis 1의 각가속 운동을 하게 되
면 Axis 5/6에서는 Weight 가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인트 각변위가 발생하
는 Cable 탄성효과 때문이다(해석 모델에서는 Cable 탄성효과를 무시하였다). 즉,
Weight 가속도는 순간적인 Cable 인장 또는 수축에 의해 상당 부분 저감되고 있

다. 이로 인해 조인트에 걸리는 토크반력도 상당히 줄어든다. 실측 데이터에서도
Axis 1의 운동할 때 Axis 5/6에서 각변위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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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xis 1

(b) Axis 2

(c) Axi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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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xis 4

(e) Axis 5

(f) Axis 6

그림 4-1-49. 실측 각변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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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응력 해석
① 조작기 운동조건

유연체 동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운전
조건들을 가정하여 동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구조물의 최대 응
력 및 발생 위치 등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그림 4-1-50은 동응력 해석에 적용된
운전조건들을 보여준다.

운동조건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Spinup_Speed : 90
Spinup_Speed : 45
Obstruction Collision
Weight 15kg, Spinup_Speed : 90
Weight 15kg, Spinup_Speed : 45
Weight 15kg, Collision to ground
Wrist ± 45deg

(a) 운전조건 및 해석 환경
Case 1/2/4/5

Case 3

Case 1/2/4/5

Case 6

Case 7

(b) 운전조건에 따른 조작기 자세

그림 4-1-50. 동응력 해석을 위한 운전조건
② 부품별 동-응력 해석 결과

표 4-1-2와 그림 4-1-51은 운전조건별 부품별 최대 응력값을 정리 비
교한 것이며, 그림 4.4는 주요 구성품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Wrist T-Bar인 경
우 운전조건 Case1, Case4, 그리고 Case 6에서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동응력이 나
타났다. 그 외 구조물에서도 허용응력에 가까운 응력이 나타나 구조물의 형상 변
경 혹은 운전조건에 대한 제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원인은 적재물의 가속력에 의한 관성력이 상당히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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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Wrist T-Bar는 적재물 관성력이 굽힘 방향으로 크게 작
용할 때 응력이 매우 크게 되고 응력 집중현상도 나타났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는 팔운동(Axis 1)의 각가속도를 줄이고, 손목 자세(Axis 5)를 지면과 수직하게 유
지하여 굽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응력집중을 감소시
킬 수 있는 형상 변경도 필요하다.
표 4-1-2. 운전 조건별 최대 응력 표

그림 4-1-51. 운전 조건별 최대 응력 비교
그림 4-1-52는 각 구조물들이 운전상태에 따라 응력분포 및 크기가 변하는 것
을 보여준다. 이 결과들은 향후 구조물 형상 변경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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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2. 주요 구성품 응력 분포.
(3) 내구성 검증
PRIDE 시설에 설치되는 독일 HWM 기계식 조작기는 1.68 mm 와이어 케

이블을 동력전달에 사용하고 있다. 이 조작기는 짧은 시간동안 에는 20 kgf 취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통상 조작자는 10 kgf를 직접 취급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20 kgf를 가속운동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보조작기의
경우에는 조작자의 입력 동작을 그대로 따르도록 제어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가
속에 의해 케이블은 큰 텐션을 받게 된다. 케이블은 내구성에 취약한 기계요소이
다. 통상 케이블 피로수명은 적절한 선정을 통해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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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풀리 표면 마모

(a) 케이블 파손

그림 4-1-53. 케이블과 풀리의 파손
적절한 케이블 선정을 위해서는 케이블 피로수명과 컴팩트 설계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조건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 즉 풀리의 반경을 키우는 것은 케이블이
큰 곡률반경을 확보할 수 있어 케이블 피로를 줄일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동력전
달 구조가 커지게 된다. 적절한 케이블을 선정하기 위해 그림 4-1-54과 같은 슬
레이브 서보조작기의 링크 구조와 유사한 1축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0.5Hz의 스
플라인 경로를 기준입력으로 주어 연속적인 스윙(swing) 테스트를 수행했다. 시험
부하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최대부하의 60%인 15 kgf로 선정했다. 500시간
이상의 시험 결과가 표 4-1-3에 정리되었다. 케이블 파손까지의 수행된 스윙 사
이클 수는 하드 아노다이징(hard anodizing) 처리된 알루미늄 풀리 대신에 열처리
와 연마를 한 철제 풀리를 사용하여 약 26% 증가하였다. 이는 알루미늄 풀리의
표면 손상이 케이블 파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풀리의 반경을 33%
키운 경우, 케이블 피로수명은 4.3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풀리 그루브(groove) 설계와 풀리 직경이 케이블 피로수명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
들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다음의 기준으로 케이블과 풀리를 선정하였
다.
- 케이블 최소 절단강도는 부하의 10배로 선정
- 풀리의 직경은 케이블 외경의 25배로 제작
- 풀리의 홈(groove)는 케이블을 최소 1/3이상 감싸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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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토타입 구조

(b) 개량형 구조

(c) 마스터 입력장치

(d) 간이 제어반

그림 4-1-54. 1축 동력 전달부 내구성 시험장치
표 4-1-3. 동력전달 케이블 내구성 시험 결과
케이블
직경

구성

풀리
절단 강도

직경

재료

표면처리

AL

hard
anodizing

23000

steel

heat
treatment

29000

60 mm

steel

heat
treatment

125000

80 mm

steel

heat
treatment

>200000

45 mm
2.4 mm

3.2 mm

7x19

7x19

417 kgf

798 kgf

파손까지
총 cycle

*

*

케이블은 스윙 시험 200000 사이클까지 손상되지 않았으나 부수적인 문제로

실험을 중단함.
구조/동해석 및 내구성 검증 시험 결과를 반영하고, 무게 균형 분석 등을 추
가로 수행하여 최종적인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작기 시스템의 3차원 설계를
그림 4-1-55와 같이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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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b) 마스터 서보조작기

그림 4-1-55. 개량형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3차원 설계도
설계된 개량형 양팔 서보조작기를 제작하고(그림 4-1-56), 실제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준 부하 6종(1kgf ~ 25kgf)을 이용하여 부하 취급성을 평가한
결과(, 그림 4-1-57), 조작기 최대 팔 길이 1.6 m 지점에서 양팔 50kgf의 연속취급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4-1-56.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부하 취급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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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7. 개량형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부하 취급 시험 결과
2. 공정장치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 구축

가.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 개요
PRIDE 시설은 밀폐된 유독성 아르곤 환경으로 공정장치가 한번 설치된 이

후에는 장치의 개조와 같은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며 전체 공정
지연이나 비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장치의 설계과정 및 제작 완성
시점에서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PRIDE 실측규모
3차원 디지털 목업과 검증용 목업(길이만 1/8 축소)을 구축하였다. 그림 4-1-58은

파이로 공정장치 개발 단계에서의 원격 취급성 평가 개념도를 보여주며,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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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업과 검증용 목업은 파이로 공정장치를 PRIDE 시설에 설치하기 전에 공정장
치의 원격 취급성을 사전에 시험, 평가 및 검증함으로써 설계 및 제작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활용된다.

그림 4-1-58. 파이로 공정장치 원격 취급성 평가
나.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 구축
공학규모 파이로 공정장치를 PRIDE 시설에 설치하기 전에 공정장치의 원
격 취급성을 미리 시험, 평가 및 검증함으로써 설계 및 제작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한 공정장치 원격 취급성 검증목업을 그림 4-1-59와 같이 구축하였다. 단위 공정
장치에 대한 검증 평가가 가능하도록 실제 PRIDE 시설의 길이인 40 m를 1/8로
축소하고, 나머지 모든 제원은 PRIDE의 실측 규모와 동일하도록 하였다 [목업
제원 : 5.0mx4.8mx6.4m(LxWxH)]. PRIDE 시설에 설치될 동일 원격 취급 시스템인
기계식 원격 조작기(2식), 개량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1식), 크레인(2 톤), 시
각 창[1식, 1.0mx 0.8m(LxH)]외에 목업의 편리성을 위해 모니터링 창[1식,
3.4mX0.8m(LxH)]을 시각 창과 90도 방향에 설치하였다. 시각 창은 가변형 방식

을 택함으로서 공정장치의 최적위치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공정장치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각 창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원격성
을 평가할 수 있다. 기계식 조작기는 시각창에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시각 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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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면 기계식 조작기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림 4-1-59. PRIDE 원격취급성 검증목업
구축된 목업 시설의 독창적인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계식 조작기와 일체로 이동 가능한 가변형 시각창을 설치함으로써

공정장치에 대한 원격취급성 분석 시 무거운 장치의 위치는 고정하는
대신 기계식 조작기 및 시각창을 이동함으로써 다양한 분석 조건을 쉽
게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하고 정밀한 위치분석이 가능해짐
(그림 4-1-60)
○ 전면부 벽에 설치되는 기계식 조작기와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가 서

로 교차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상호간의 협조 작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음
○ 목업 후면부를 셔터 방식으로 구성하여 원격취급성 평가를 위한 공정

장치의 반입이 용이하면서도 셔터가 닫히면 PRIDE의 아르곤 셀 후면
벽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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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업 벽면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조립식으로 구성하여, 향후 PRIDE

부속장치인 gravity tube, feed-through, lamp 등의 사전 시험이 가능하도
록 구축함

그림 4-1-60. 기계식 조작기 및 시각창의 이동식 구성
레이저측정기로 구축된 검증 목업 바닥면의 전체 영역을 등 간격으로 9점 측
정한 결과, 수평도는 4 mm 이내의 오차로 나타났으며(그림 4-1-61), 목업 주요부
(천정이동장치 설치부, 기계식 조작기 설치부, 시각창 설치부)의 치수가 PRIDE

시설 설계도 대비 10 mm 이내의 오차 범위로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1-61. PRIDE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 수평도 측정
성능 개량된 프로토타입 (천정이동장치, 양팔 서보조작기)을 그림 4-1-62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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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RIDE 공정장치 원격취급성 사전 검증 목업에 설치하고, 제어시스템과 연결
하여 총 36축(500kgf 용량의 호이스트 2축 포함)의 축별 조그 운전 및 시운전 시
험를 완료하였다.

그림 4-1-62. 개량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목업 설치
3. PRIDE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가. PRIDE 원격 취급시스템 개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공정인 Pyroprocess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
한 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의 아르곤 셀에는
공정장치들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3차원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천정이동 양
팔 서보조작기(Bridge Transport Dual Arm Servo-Manipulator, BDSM) 시스템이 설
치된다. 그림 4-1-63은 PRIDE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2층은 기밀이 유지되는 아르
곤 셀로서 아르곤 분위기가 요구되는 공정장치들이 놓이며, 1층은 아르곤 분위기
가 요구되지 않는 공정장치들이 놓인다. 아르곤 셀의 좌측 전면에는 17개의 투시
창(A)이 설치되며, 각각의 투시창 좌우에는 상업용 기계식 마스터-슬레이브 조작
기(B)가 1조씩(HWM

A110, 연속 취급하중 15kgf, 최대 순간 취급하중 25 kgf)

설치된다. 아르곤 셀 1단에는 개발한 천정이동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슬레이브 조작기 한팔: 연속 취급하중 25kgf, 최대 순간 취급하중 50kgf, 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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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조작기 천정이동 장치: 조작기 양팔 부착 상태에서 취급하중 400 kgf, 조작기
양팔 제거 상태에서 취급하중 800 kgf, 보조 호이스트: 500 kgf)가 설치되는데, 양
팔 마스터(C)와 슬레이브(D) 및 각각의 이동장치(E, F)로 구성된다. 아르곤 셀 2
단에는 천정이동 크레인(G, 취급하중 2.8 tons)이 설치되며, 셀 천정에는 blister
hoist(H, 취급하중 2.0 tons)가 설치된다. 아르곤 셀 바닥에는 아르곤 분위기를 유

지하면서 공정물질 또는 공정장치의 반입/반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LTL (Large
Transfer Lock) 시스템이 설치된다. LTL로 반입/반출 가능한 제원은 지름 2.2 m,

높이 2.2 m, 중량 2.8 tons 이하여야 한다. 장치 높이가 2.2 m 이하로 제한되는
이유는 2.8톤 크레인 hook 높이가 약 5.3 m 이기 때문이다. 공정장치를 들어올리
기 위해 hook에 매달리는 취급장비의 높이(약 0.9 m)를 고려하면 실제적인 크레
인의 취급 높이는 4.4 m가 된다. 어느 한 최대 높이의 공정장치를 LTL로 반출하
려고 할 때 옆에 있는 또 다른 같은 최대 높이의 공정장치 위를 통과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최대 높이의 2배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장치 최대 높
이는 2.2 m가 된다.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는 PRIDE 제약 조건(시설 제원, 천
정 크레인 제원, 공정장치 크기 등) 하에서 공정장치 최대 높이(2.2 m)까지의 작
업 및 상부와의 간섭 없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최적으로 설계/제작 하였다. 서보
조작기가 부착된 텔리스코핑 튜브를 완전히 접었을 때 조작기 손목까지 높이는
2.4 m이다.

그림 4-1-64는 PRIDE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천정이동장치 및 제어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서보조작기의 기계적 구조는 기계식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와 유사하다. 3차원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천정이동장치는
기계식 조작기에 비해 서보조작기의 작업영역을 크게 증가시킨다. 또한, 서보조
작기는 기계식 조작기에 비해 작업자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기계식 조작
기는 슬레이브 조작기가 취급하는 무게를 그대로 작업자에게 전달하지만, 서보조
작기는 작업자에게 슬레이브 조작기가 취급하는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
하여 2009년에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원격취급 검증 목업(mock-up)에
이를 설치하여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 검증에 활용 중에 있다.
2010∼2011년에는 프로토타입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시제품을 개량

한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2년 1월에 PRIDE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2012년에는 성능시험을 거쳐 PRIDE 공정장치의 운전 및 유
지보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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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3. PRIDE 원격 취급시스템 배치도

그림 4-1-64. PRIDE 시설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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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IDE 실증용 천정이동장치 제작
(1) PRIDE 실증용 천정이동장치의 구성

천정이동장치는 PRIDE 시설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장비인 마스터-슬레이
브 양팔 서보조작기를 작업 대상으로 공간 이동시키는 장비로서, 아르곤 셀 내에
놓이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이동시키는 슬레이브 이동장치와 셀 외부 운전지
역에 놓이는 마스터 서보조작기를 이동시키는 마스터 이동장치로 구성된다. 슬레
이브 이동장치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아르곤 셀의 길이(40.3m) 방향으로 이동
시키는 거더(girder), 폭(4.8m)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트롤리(trolley),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텔리스코프(telescope) 및 360° 회전시키는 슬레이브 회전판으로 이루
어진다. 마스터 이동장치는 마스터 서보조작기를 아르곤 셀 밖에서 주행 및 횡행
방향(길이 및 폭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구동부, 수직으로 고정된 튜브부 및 360°
회전시키는 마스터 회전판으로 이루어진다. 거더는 3개의 보(bridge)로 구성되는
데, 트롤리가 이동하는 2 개의 보와 보조 호이스트(hoist)가 이동하는 1 개의 보로
이루어진다. 트롤리가 이동하는 2개의 보 중 1개의 보 좌/우 끝단 가까이에는 2
대의 2D 카메라가 부착되며, 슬레이브 회전판 중앙에는 3D 카메라 1대가, 중앙
좌/우에는 2대의 2D 카메라가 부착된다.

그림 4-1-65. 천정이동장치 구성도
(2) PRIDE 실증용 천정이동장치의 설계 요건
• 셀 환경
- 셀 크기 : 40.3(L) x 4.8(D) x 6.3(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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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DE 시설의 사용 기체 : 아르곤(argon), (산소 < 50 ppm, 수분 <
50 ppm)
- PRIDE 시설의 운전압력 : -10 ～ -200 mmAq
- PRIDE 시설의 운전온도 : 25℃～40℃
• 운전성(취급하중 포함)
- 조작기 그리퍼는 셀 전/후, 좌/우 벽면 및 바닥면에 접근 가능해야

함
- 조작기 최대 높이에서 기본자세(elbow-up)시 손목은 바닥까지 2.4m

이상이어야 함
* 공정장치 최대 높이 : 2.2m
- 조작기는 어느 자세에서든지 연속적으로 25 kgf를 취급(일정 순간

최대는 50 kgf) 할 수 있어야 함
- 조작기는 운전자에게 작업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힘반영), 힘반

영 비를 조절 할 수 있어야 함
- BDSM의 보조 장비(호이스트)는 STL로 반입/반출 되는 용기 등의 이

송물질을 이송 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공정장치 내 또는 장치간 이송물질을 이송 할 수 있어야 함
(500 kgf 이하)
- BDSM의 보조 기구(운전, 유지보수 기구)는 400 kgf 이상 취급할 수

있어야 함
• 작업 시각
- 다수의 카메라를 통한 작업 대상의 운전자 시각 확보
• 유지보수성
- 유지보수 대상의 원격 모듈화
- 유지보수 시 셀 내 blister hoist(2톤) 또는 in-cell crane(2.8톤) 활용
- LTL 이용 모듈 최대 크기 및 중량 < 2200(Φ)x2200(H), <2.0톤
. 트롤리 시스템
. 조작기
. 운전/유지보수 기구
- STL 이용 모듈 최대 크기 및 중량 < 800(L)x250(W)x250(H), <20kgf
. 카메라
. 운전/유지보수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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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속도 센서는 방사선 환경에 강인한 resolver 사용
• 운전 속도
- 천정이동장치 주행/횡행/권양 및 회전속도 < 10/8/3 m/min, 10 rpm
(3) 천정이동장치 전산해석 모델링 및 검증
(가) 유연체(Flexible Body) 동역학 모델링

천정이동장치는 그림 4-1-66처럼 슬레이브 조작기를 전후, 좌우, 상하 3
방향 운동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3방향 운동은 모터 구동장치에 의해 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3 방향 운동 중에 천정이동장치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주요 구조물에 대한 유연체(Flexible Body) 모델링을 구축하고 동역학 해석
을 수행하였다.

그림 4-1-66. 천정이동장치
그림 4-1-67는 천정이동장치에 대한 유연체 모델링을 보여준다. 구축된 전산
해석모델은 그림 4-1-68의 유연체 모델들뿐만 아니라 케이블 동력장치, 슬레이브
조작기, 기타 부속장치들에 대한 강체 모델링도 매우 정밀하게 모델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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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7. 천정이동장치 유연체동역학 해석모델

그림 4-1-68. 유연체 모델링 요소들
그림 4-1-69는 천정이동장치의 전후 운동을 제어하는 Girder Frame의 구동장치
및 모델링 방법을 보여준다. Girder Frame은 천정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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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개의 휠은 모터 구동에 의해 동작한다. 그런데 Girder Frame은 좌우 이동 시
레일의 역할은 하기 위해 상당히 길게 제작되었다. 따라서 Girder Frame은 운전
중에 굽힘 변형이 발생한다. 굽힘 변형에 따른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우 휠
의 구조가 그림과 같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좌측은 미끄럼 운동이 가능하도
록, 우측은 레일을 따라 운동하도록 구속되어 있다. 해석모델도 이를 반영하여
좌측은 Inplane Joint를, 우축은 Translational Joint를 사용하였다.

그림 4-1-69. Girder Frame 구동 장치 및 모델링 방법
그림 4-1-70은 천정이동장치의 좌우 운동을 제어하는 Trolley Box의 구동장치
및 모델링 방법을 보여준다. Trolley Box는 Girder Frame의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4개의 휠은 모터 구동에 의해 동작한다. Trolley Box의 4개 휠도 마찬가지 방식으

로 제작되었고,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링되었다. 그런데 Girder Frame 레일은 변형
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유연체 모델링 기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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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0. Trolley Box 구동 장치 및 모델링 방법
그림 4-1-71은 천정이동장치의 상하 운동을 제어하는 Multiple Tubes System의
구동장치 및 모델링 방법을 보여준다. 6개의 Tubes 들은 케이블 장치에 의해 상
대거리가 비례적으로 줄어들고 또는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운전 중에 Tube
에 발생하는 응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각 Tube는 유연체로 모델링되었다. 즉
각각의 Tube는 굽힘 또는 비틀림에 의한 변형이 가능하다. 케이블 동력장치는 상
당히 복잡한 시스템이므로 무게에 의한 관성효과만을 고려하였고, 운동 조건은
Translational Joint로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그림 4-1-72은 슬레이브 조작기를 장착하는 회전판에 대한 모델링 방법을 보
여주고 있다. 슬레이브 조작기의 과도한 운전에 의한 회전판의 안전성을 검토하
기 위해 회전판을 유연체로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2개의 슬레이브 조작기와
Fixed Joint로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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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1. Tubes 구동 장치 및 모델링 방법

그림 4-1-72. 회전판 모델링 및 구속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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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해석모델의 신뢰성 검증

본 절에서는 천정이동장치 해석모델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기
존 실제 시스템에 대한 계측 결과들과 해석 결과들을 비교 분석한다. 그림 4-173은 실제 시스템의 전후로 이동할 때 특히, 제동할 때 회전판의 진동 현상을 계

측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1-73. 인터페이스의 전후 방향 진동 결과 (실험 결과)
그림 4-1-73의 제동 시 발생하는 진동을 분석해보면 진동수는 1.430Hz 정도이
고 감쇠비는 0.051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해석 모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4-1-74는 해석모델에 대한 고유진동수 해석결과 중 1차 고유모드
및 고유진동수를 보여준다. 시스템 1차 고유모드는 1.54 Hz의 Girder Frame의 횡방향 굽힘 진동 모드이다. Girder Frame의 횡 방향 강성은 그림 4-1-74에서처럼
종 방향 강성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다. Girder Frame의 횡 방향 굽힘은 전후운
동 시 가속 또는 감속에 의한 관성력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해석모델의 1차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가 실험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은 해석
모델의 전반적인 질량분포와 Girder Frame의 유연체 모델링이 제대로 되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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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고유모드 및 고유진동수

(B) 그 외 고유모드 및 고유 진동수

그림 4-1-74. 해석모델에 대한 고유진동수 해석 결과
그런데, 진동 감쇠비는 유연체 모델의 구조 댐핑(Structural Damping), 레일에서
의 마찰 특성 또는 제동 시 감속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제동 시 감속조건은 모터 구동에 따른 Girder Frame의 실제 감속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계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 초기에는 시간적 제약으로 실제
감속 조건없이 모델링 검증작업을 수행하였고, 추후에 Girder Frame의 실제 감속
조건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었다.
우선 먼저 실제 감속조건이 없을 때 모델 검증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레일
과 휠 사이 운동 마찰력을 보완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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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5. 횡 방향 운동 마찰력 추가 보안 모델링

그림 4-1-76. 1차 진동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모델 검증 과정
Girder Frame의 감속 조건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0.2 sec에서 1.4 sec 까지 변화시키고 마찰계수도 다르게 설정하면서 많은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1-77과 같으며 최종적으로 마찰력을 무시하고 0.4
sec 감속조건의 해석 모델이 실험결과와 가장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a) 마찰력 무시,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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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찰력 고려, 해석 결과

(c) 1차 진동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 비교

그림 4-1-77. 1차 진동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모델 검증 결과
다음은 Girder Frame의 감속 조건까지 정밀하게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
모델을 검증한 내용이다. 실험 방법은 그림 4-1-78과 같다. Girder Frame의 X축
변위 (전후 변위)와 회전판의 변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그림 4-1-78. 2차 진동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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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감속 0.0초 조건

(b) 가감속 0.0초 조건 시 Offset 변위

(c) 가감속 0.5초 조건

(d) 가감속 0.5초 조건 시 Offset 변위

그림 4-1-79. 2차 진동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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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9는 2차 진동 실험의 운전 조건 및 측정 결과들을 보여준다. 그림
4-1-79 (a)는 모터에 인가된 속도 조건이 정지/등속/정지 하는데 0.0 초 시간 간격

즉, 계단 입력 속도 조건일 때 실제 모터 속력과 Girder Frame 및 Interface 위치
에서의 측정 변위이다. 등속 조건은 750RPM, 1500RPM, 2250RPM, 3000RPM 로
다양하게 운전 상태를 테스트하였다. 그림 4-1-79 (b)는 측정 변위를 입력 변위로
부터 offset량을 도시함으로써 거동을 좀 더 정밀하게 보여준다. 그림 4-1-79 (c)는
모터에 인가된 속도 조건이 정지/등속/정지 하는데 0.5초 동안 선형적으로 변하도
록 설정한 경우이다. 그림 4-1-79 (a)의 계단 입력보다는 다소 완화된 감/가속 조
건이라 하겠다.
그림 4-1-79 (b)와 (c)의 Girder Frame 변위를 살펴보면 상당히 심한 Noise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Girder Frame의 측정 변위를 해석 모델의
입력 조건으로 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Noise를 제거하기 위해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

이 시점에서 해석모델의 구동부에 대한 모델링 보완이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Girder Frame의 전후 운동을 Motion Constraints로 간단히 처리하였으나, 좀 더 실

제 시스템과 유사하도록 모터 구동부 모델링을 수정 보완하였다. 실제 모터 장치
는 목표속도 프로파일을 인가하면 PI제어기에 의해 모터의 회전속도가 조절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모델도 모터 회전 속도를 PI제어기로 조절하도록 토크작용
력을 모델링하였다. 그림 4-1-80은 모델링된 PI제어기를 보여준다.

그림 4-1-80. PI제어기를 포함한 모터 구동 모델
그림 4-1-81～4-1-84까지는 PI제어 구동에 의한 해석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진동이 가장 크게 발생되는 회전판 변위를 기준으로 PI제어에 사용된 Gain값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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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였다. 전반적으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형 입력(Linear Input)인 경우 모터 회전속도, Girder Frame 변위, 모터부
변위, 회전판 변위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계단 입력(Step
Input)인 경우 모터 회전 속도가 실험 결과에 비해 해석결과가 더 큰 결과를 보

이고 있다. 이는 레일과 휠 사이 조인트 구속조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림 4-1-85에서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a) 모터 각속도 및 Girder Frame 변위

(b) 모터부 및 회전판 변위

그림 4-1-81. PD제어 구동에 따른 해석 결과 (계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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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터 각속도 비교 (시험 vs. 해석)

(b) 회전판 변위 비교 (시험 vs. 해석)

그림 4-1-82. PD제어 구동에 따른 해석 결과 비교(계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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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터 각속도 및 Girder Frame 변위

(b) 모터부 및 회전판 변위

그림 4-1-83. PD제어 구동에 따른 해석 결과 (선형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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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터 각속도 비교 (시험 vs. 해석)

(b) 회전판 변위 비교 (시험 vs. 해석)

그림 4-1-84. PD제어 구동에 따른 해석 결과 비교(선형 입력)

- 147 -

그림 4-1-85. 계단 입력 시 휠-레일 간 유격 발생 개념도
그림 4-1-85에서처럼 휠-레일 유격이 발생하면 Trolley Box 변위가 작게 나타
나도 회전판의 변위는 매우 크게 발생된다. 해석 모델은 유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판의 큰 변위를 만들려면 Trolley Box의 변위도 커져야 하기 때문에
모터 회전속도의 진동이 매우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구조물의 응력
관점에서는 후자가 훨씬 큰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석 모델에 유격까지 모델
링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모터 구동 시 인가되는 속도 프로파일 방식 즉, 계단 입력과 선형 입력 방식
에 따라 시스템 진동의 크기가 크게 달라짐을 살펴보았다. 시스템 진동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선형 입력이 좋으나 응답이 늦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림 4-1-86과 같은 다단 입력에 대한 추가 해석이 수행되었다. 그림 4-186은 시스템 진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단 입력 속도 프로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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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6. 다단 입력 제어 모터 구동
그림 4-1-87은 다단 입력 시의 해석 결과이고 그림 4-1-88은 다단 입력과 선형 입
력에 따른 진동 크기를 비교한 그림이다. 다단 입력에 의해 진동이 많이 감소하
고 시스템 응답 특성도 매우 좋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다단 입력 시 회
전판의 가속도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커짐을 알 수 있다. 계단 입력에 비해서
는 다소 낮은 레벨로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

(a) 모터 회전속도 및 Girder Frame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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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터부 및 회전판 변위

그림 4-1-87. PD제어 구동에 따른 해석 결과 비교(다단 입력)

(a) 모터 회전속도 및 Girder Frame 변위 비교(선형 vs. 다단)

(b) 모터부 및 회전판 변위 비교 (선형 vs. 다단)

그림 4-1-88. PD제어 구동에 따른 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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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모터의 초기 게인 값 KP(500000)와 KD(5000)에 대하여 표 4-1-4과 같
이 1/10부터 10배 까지 다양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각각의 가감속 조건에 대한 결
과는 그림 4-1-89와 같다.
표 4-1-4. 모터 게인 KP 및 KD 변경표

그림 4-1-89. 모터 게인 KP, KD 변경에 따른 해석결과 비교
모터의 초기 게인 값 KP(500000) 대하여 표 4-1-5과 같이 1/10부터 10배 까지
변경하였을 경우 각각의 가감속 조건에 대한 결과는 그림 4-1-9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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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KP, KD 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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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0. 모터 게인 KP 변경에 따른 해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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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터의 초기 게인 값 KD(5000)에 대하여 표 4-1-6과 같이 1/10부터 10배 까지
변경하였을 경우 각각의 가감속 조건에 대한 결과는 그림 4-1-91과 같다.
표 4-1-6. KP, KD 변경 기준

그림 4-1-91. 모터 게인 KD 변경에 따른 해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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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모터의 게인 값은 충분한 Parametric Study를 통해 실험 결과와 가
장 유사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값으로 선정되었다. 실제 모터 게인 값과는
다소 크기가 달랐다.
(4) 개량 천정이동장치 동응력 해석
(가) 천정이동장치 운전조건

앞 장에서 소개한 유연체 동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운전 조
건에 대한 동-응력(Dynamics Stress) 해석을 수행하였다. 천정이동장치 운동 조건
은 그림 4-1-92와 같이 우선, Tubes System이 가장 길이가 늘어난 상태 즉, 가장
가혹한 조건인 상태에서 전후 운동 (Girder Frame)과 좌우 운동(Trolley Box)을 하
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슬레이브 조작기가 움직일 때에 대한 해석도 수행되었
다.

그림 4-1-92. 천정이동장치 동응력 해석을 위한 구동 속도 조건
모터에 의한 구동 속도 조건은 Motion Constraint 모델링 요소로 (Prescribed
Motion) 처리하였다. 해석 중에 구동에 필요한 모터 토크는 Motion Constraint
Torque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면서 2 가지 검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
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슬레이브 조작기의 무게 증가에 따른 기존 천정이동장치
구조물이 강도 측면에서 충분히 안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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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를 사용 시 구동 토크가 충분한지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구동 속
도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모터 구동 토크의 적합성
을 분석하였다.
운전 조건은 Girder Frame의 가감속 조건을 빠름(Fast, 0.1초), 중간(Medium,
0.5초), 느림(Slow, 1.0초) 조건이 있으며 그림 4-1-9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빠름

조건은 약 0.3g 가감속 조건으로 실제 시스템에 비해 다소 가혹한 운전 조건이
다.
Trolley Box 운전 조건도 마찬가지로 빠름(Fast, 0.1초), 중간(Medium, 0.5초), 느림
(Slow, 1.0초) 조건이 있으며 그림 4-1-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빠름 조건은 약
0.05g 가감속 조건인데, Girder Frame에 비해 작은 것은 좌우 운동 시 최대 속도

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그림 4-1-93. Girder Frame 전후 운동 조건

그림 4-1-94. Trolley Box 좌우 운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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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의 상하 운전 조건도 마찬가지로 빠름(Fast, 0.1초), 중간(Medium, 0.5초),

느림(Slow, 1.0초) 조건이 있으며 그림 4-1-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빠름 조건은
약 0.3g 가감속 조건인데, 실제보다는 다소 큰 편이다.
슬레이브 조작기의 운전 조건은 그림 4-1-96과 같고, 실제 운전 조건 중에서
가장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슬레이브 조작기에 의해 적재물을 이송하
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적재물 무게가 25.0 kgf 인 경우와 적재물이 없는 경우
를 고려하였다.

그림 4-1-95. Tube 상하 좌우 운동 조건

그림 4-1-96. 슬레이브 조작기 운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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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7. 슬레이브 조작기 적재물 조건
앞에서 설명한 운전 조건을 조합하면 많은 운전 조건이 가능하지만, 본 과제
에서는 그림 4-1-98과 같이 9가지 경우에 대한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터
구동 조건만 고려한 경우 (Loadcase 11, 12, 13)와 적재물 무게를 추가 고려한 경
우 (Loadcase 21, 22, 23), 그리고 슬레이브 조작기 운동을 추가 고려한 경우
(Loadcase 31, 32, 33) 이다.

그림 4-1-98. 동역학 해석에 적용된 운전 조건들

(나) 개량 천정이동장치 동-응력 해석 결과

본 절에서는 그림 4-1-98의 운전 조건 중에서 동응력 Hot Spots 결과를
위주로 설명한다. 그림 4-1-99, 4-1-100, 4-1-101은 하나의 운전 조건에 대한
Girder Frame, 회전판, Trolley Box의 동응력 분포와 Hot Spots Table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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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얻어진 Hot Spots 정보들을 모든 운전 조건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그림
4-1-102과 그림 4-1-103이다.

(a) 동응력 Hot Spots 테이블

(b) 동응력 분포

그림 4-1-99. Girder Frame 동응력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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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응력 Hot Spots 테이블

(b) 동응력 분포

그림 4-1-100. 회전판 동응력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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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응력 Hot Spots 테이블

(b) 동응력 분포

그림 4-1-101. Trolley Box 동응력 해석 결과
그림 4-1-102은 모든 운전 조건에 대한 Girder Frame, 회전판, Trolley Box의
최대 동응력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Grider Frame의 경우 중간/빠름 모
터 구동 조건에 대하여 150/290MPa 응력이 발생한다. 이는 허용응력을 넘어서는
범위이다. 그리고 회전판의 경우는 슬레이브 조작기가 운전하게 되면 모든 경우
190 Mpa 최대 응력이 발생하여 구조물 보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rolley Box

도 경우에 따라 140MPa 최대 응력이 발생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보강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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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림 4-1-103 결과를 참고하면 Tubes 구조물은 대부분 운전조건에서 안
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천정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Girder Frame, 회전
판, 그리고 Trolley Box의 구조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림 4-1-10
4, 4-1-105, 4-1-106은 각 구조물 최대 응력값과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정

리한 것이다. 구조물 보강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구조 보강설계에 따른 새로운 천정이동장치 시스템에 대한 동응
력 해석과 Hot Spots 결과를 설명한다.

그림 4-1-102. Girder, 회전판, Trolley Box 최대 동응력 결과

그림 4-1-103. 6 Tubes 최대 동응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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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4. Girder Frame Hot Spots과 발생 위치

그림 4-1-105. 회전판 Hot Spots과 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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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6. Trolley Box Hot Spots과 발생 위치
(5) 구조 보강 천정이동장치 동-응력 해석
(가) 구조 보강 설계 및 고유 진동수 해석

앞 장의 동응력 해석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구조물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Girder Frame과 회전판의 구조 형상을 그림 4-1-107과 같이 수정 보강하였
다. Trolley Box 구조 형상도 수정되었다. 그림에서처럼 Girder Frame H형, I형, ㄷ
형 형강들의 폭이 증가하는 형태인데, 이는 상하방향 굽힘 강성도 강화하지만 특
히 횡 방향 굽힘 강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회전판의 경우는 슬레이브
조작기 운동에 따른 비틀림이 크게 발생하는 해석 결과에 따라 비틀림 강도가
증가하도록 보강재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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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정 보강된 Girder Frame 형상

(B) 수정 보완된 회전판 형상

그림 4-1-107. 구조 변경 내용
구조물 형상 변경에 따라 해석 모델은 거의 대부분 새로 모델링되었다. 우선
시스템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1-108에서 보강 모델은 횡-방향 굽
힘 강성이 기존 모델에 비해 약 33% 정도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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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8. 기존 모델과 보강 모델의 고유진동수 비교
그림 4-1-109은 제동 시 진동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 모델에서 최
대 14mm 정도의 진폭에서 보강 모델은 6mm 정도의 진폭으로 진동 크기가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동의 감소는 구조물의 변형이 감소되었음을 알려
주고 그에 따라 응력도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4-1-109. 기존 모델과 보강 모델의 제동 시 진동 비교
(나) 동-응력 해석 및 결과

구조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모델에 대하여 슬레이브 조작기에 25kg
의 적재 조건과 운동 조건을 주었다. 감/가속 조건은 진동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0.3 sec를 부여하였다. 그림 4-1-110는 전반적인 해석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구조

변경으로 Girder Frame과 Rotational System 모두 50%이상 최대 응력이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4-1-111, 4-1-112, 4-1-113은 기존 모델과 보강모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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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들의 응력분포 비교 및 Hot Spots 테이블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a) 기존 모델

(b) 개선 모델

그림 4-1-110. 동응력 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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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모델 응력 분포

(b) 보강 모델 응력 분포

그림 4-1-111. Girder Frame 응력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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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모델 응력 분포

(b) 보강 모델 응력 분포

그림 4-1-112. 회전판 응력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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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모델 응력 분포

(b) 보강 모델 응력 분포

그림 4-1-113. Trolley Box 응력 분포 비교
구조물 강도와 더불어 모터 구동 토크 또한 중요한 설계 인자임을 설명한 바
있다. 모터 구동 토크는 그림 4-1-114～4-1-117에서 기존 모델과 개선 모델을 비
교하여 보여준다. 그런데, 개선 모델이 무게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Girder
Frame의 조인트에 걸리는 반력이 오히려 작게 나타났다. 즉, 최대 구동 토크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강성 강화에 따라 진동이
줄어들어 모터 구동에 저항하는 관성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rolley Box
와 Rotational System의 조인트 토크는 기존 모델과 개선 모텔 차이가 별로 없으
며 Tubes의 조인트 반력의 경우는 개선 모델이 약간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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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4. 전후 운동 모터 구동 토크

그림 4-1-115. 좌우 운동 모터 구동 토크

그림 4-1-116. 상하 운동 모터 구동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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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7. 회전판 회전 모터 구동 토크
(다) 구조 보강된 천정이동장치 해석 결론

주요 구조물에 대한 유연체(Flexible Body) 모델링을 구축하고 거더
(Girder), 트롤리(Trolley), 텔리스코픽 튜브(Telescopic Tubes)의 가감속 조건을
FAST(0.1초), MEDIUM(0.5초), SLOW(1.0초)로 설정하여 다음의 9가지 경우에 대

해 상용 ADAMSⓇ S/W를 이용하여 동해석을 수행하였다.
- 거더, 트롤리, 텔리스코픽 튜브의 모터 구동 조건만 고려한 경우(SLOW,
FAST, MEDIUM)
- 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에 각각 25kgf의 취급 무게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경우(SLOW, FAST, MEDIUM)
-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운동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경우(SLOW, FAST,
MEDIUM)

개량 천정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빠름 운전 조건에서
거더 프레임은 허용응력을 넘어서고, 서보조작기가 부착되는 회전판 및 트롤리
박스도 허용응력에 근접해 있어 모두 구조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텔리스코픽 튜브는 최대응력이 허용응력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허용응력의
20%) 구조적 보강이 필요 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동응력 해석 결과를 바탕

으로 천정이동장치의 거더 프레임, 회전판 및 트롤리 박스를 구조적으로 보강하
여 동해석을 수행한 결과, 시스템 고유진동수는 1.54Hz에서 2.08Hz로 향상되었고,
횡-방향 굽힘 강성은 약 33% 정도 증가하였으며, 거더 프레임, 회전판 및 트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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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는 최대 응력이 50%이상 감소되었다.
(6) 실증용 천정이동장치 제작
PRIDE 양팔 서보조작기용 천정이동장치는 PRIDE 셀 내부에서 운용되는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이동시키는 천정이동장치와 셀 밖에서 운용되는 양
팔 마스터 서보조작기를 이동시키는 천정이동장치로 나뉜다. 양팔 슬레이브 조작
기 천정이동장치는 거더(Girder), 트롤리(Trolley), 텔리스코픽 튜브(Telescoping
tubeset), 전력 및 신호 케이블 관리 시스템, 케이블베이어,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

작기 부착 회전판, 거더 및 회전판 카메라 부착대, 2 자유도 보조 호이스트로 구
성되며,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는 벽 수평 주행장치, ‘ㄱ’ 자 형태
의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부착 튜브, 케이블 처리 및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부착 회전판으로 구성된다. 개량 천정이동장치의 성능시험 결과를 토대로 실증용
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2D 설계, 3D 모델링, 구조적/동적 해석 및 설계 검
증의 단계로 실증용 천정이동장치 제작이 수행되었다. 그림 4-1-118은 제작된 실
증용 천정이동장치를 제작 현장에 설치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개량 천정이동
장치에 비해 안전성, 유지보수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거더 및 트롤리의 최대
가반 하중은 각각 4톤, 1.3톤이다.

(a) 슬레이브 조작기 천정이동장치

(b) 마스터 조작기

천정이동장치

그림 4-1-118. PRIDE 실증용 천정이동장치
아래에 개량 천정이동장치를 개선한 주요부에 대해 기술한다.
(가) 거더, 트롤리 및 회전판 부 개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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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응력 해석 결과를 토대로 거더 시스템의 구조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거더 브리지(2개)의 H 형강은 각각 200x100x5.5에서 194x150x6, 보조 호이
스트(취급하중 0.5톤)의 I 형강은 150x75x5.5에서 200x100x7.5, 새들의 ㄷ 형강은
125x65x6에서 150x75x6.5로 변경 하였으며, 트롤리 커넥터 모듈의 상부모듈을 안

착시키기 위해 케이블 베이어 가이드 채널 측면에 안착대를 추가 하였다. 그림
4-1-132은 제작한 거더 시스템을 보여준다. 그림 4-1-119에서 전면 중앙에 보이는

것이 트롤리 커넥터 상부모듈 안착대이며, 전면 좌우에 보이는 것이 카메라 모듈
이다. 우측 노란색 통 안에는 하부에서 올라온 케이블을 보조 호이스트와 트롤리
로 분기시키는 커넥터 모듈이 들어 있다. 좌측 뒤편에 보이는 것이 보조 호이스
트이다.

그림 4-1-119. 거더 시스템
텔리스코픽 튜브를 견인하는 견인모듈의 상판은 튜브 견인시 직접적으로 하
중을 받게 되는데, 중량물을 튜브를 견인하는 체인에 매달아 실험을 한 결과, 1.3
톤 견인시 상판 중앙부에 5mm의 처짐이 발생하였다. 허용 처짐은 크레인 보 규
정을 적용시키면 1.4mm(span/크레인 보 처짐 계수=700/500) 이하이어야 한다. 따
라서 견인모듈 상판의 재질을 Al에서 S45C로 변경하고, 그림 4-1-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부에 rib를 보강하였다. 개선된 견인모듈에 1.3톤을 매달아 실험을
한 결과, 0.3 mm의 처짐이 발생함을 확인 하였다. 이는 허용치의 20% 정도 수준
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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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

그림 4-1-120. 텔리스코픽 튜브 견인모듈
동응력 해석 결과를 그림 4-1-121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롤리 박스 내 하
부 바닥에 rib를 보강하여 구조적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트롤리를 구동하는 Y축
모터모듈을 그림 4-1-121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중화하여 상시 대기시킴으로서
고장시를

대비하였다.

모터모듈의

2중화로

인해

박스크기는

당초

1260x912x441(LxWxH)에서 1260x937x441(LxWxH) 로 변경되었다. 즉, 폭이 25
mm 증가하였다.

Y-모터모듈
Y-모터모듈

견인모듈

Y-모터모듈

(b) Y축 모터모듈 2중화

(a) 트롤리 박스 하부 rib 보강

그림 4-1-121. 트롤리
동응력 해석 결과를 토대로 그림 4-1-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원형 회전판
상부 및 하부에 rib를 보강하여 구조적 강도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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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모터모듈

(b) 회전판 하부

(a) 회전판 상부

그림 4-1-122. 회전판
(나) 실증용 천정이동장치의 구동부 사양

실증용 천정이동장치에 대한 구동부의 최종적인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슬레이브 x축(거더 주행)
· 평기어 감속비: 1/2
· 감속기(AB115-090-S2-P2) 감속비: 1/90
· 휠지름: 140mm
· 모터(TS4614, 750)의 정격속도: 3,000 rpm
· x축 주행 속도: 122.2 mm/s (=7.3 m/min)
- 슬레이브 y축(트롤리 횡행)
· 평기어 감속비: 1/2
· 감속기(AB115-100-S2-P2) 감속비: 1/100
· 휠지름: 120mm
· 모터(TS4613, 600W)의 정격속도: 3,000 rpm
· y축 주행 속도: 94.2 mm/s (=5.7 m/min)
- 슬레이브 z축(텔리스코픽 모션)
· 평기어 감속비: 1/2.5
· 웜기어 감속비: 1/47
· 감속기(AB090M1-005-S2-P2) 감속비: 1/5
· 스프로켓 지름: 120mm
· 모터(TS4815, 1.5kW)의 정격속도: 3,000 rpm
· z축 권양 속도: 32.1 mm/s (=1.9 m/min)
- 슬레이브 r축(회전인터페이스 회전)
· 평기어 감속비: 1/5
· 감속기(ABR090-120) 감속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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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TS4612, 400W)의 정격속도: 3,000 rpm
· r축 최대 회전 속도: 30 deg/s
- 마스터 x축
· 감속기(PLE60-40) 감속비: 1/40
· 피니언기어 P.C.D : 50mm
· 모터(CSMT-04B, 400W)의 정격속도: 3,000 rpm
· x축 주행 속도: 196.3 mm/s (=11.8 m/min)
- 마스터 y축
· 볼스크류(BLK2020-2.8t 402L-J2) 리드 : 20mm
· 감속기(PLE40-8) 감속비: 1/8
· 모터(CSMT-01BR1ANT3, 100W)의 정격속도: 3,000 rpm
· y축 주행 속도: 125 mm/s (=7.5 m/min)
- 마스터 r축
· 평기어 감속비: 1/5
· 감속기(WPLE60-20) 감속비: 1/20
· 모터(CSMT-02B, 200W)의 정격속도: 3,000 rpm
· r축 최대 회전 속도: 180 deg/s

다. PRIDE 실증용 양팔 서보조작기 제작
개량형 양팔 서보조작기를 이용하여 실제 작업 패턴을 반복적으로 추종하
는 운전 시험 및 마스터-슬레이브 운전을 통해 조작자의 직접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조건에서의 보완점들을 도출하였다. 조작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탈부착시
조작자가 시각창 밖에서 떨어져 탈착 또는 분리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
도록 그림 4-1-123과 같은 기준 표식을 부착하였다. 상하부 인터페이스 모듈에
설치된 화살표의 방향으로 쉽게 탈부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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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3. 원격 인터페이스 기준 표식
또한, 파이로 공정 운전 시 발생되는 염 증기(fume)의 유입을 방지하여 내고
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커버를 장착한 조작기의 최종 제작도면을 생산하고,
그림 4-1-124와 같이 PRIDE 실증용 양팔 서보조작기 제작을 완료하였다. 운전지
역에 설치되는 마스터 조작기의 경우에도 구동부 모듈이 노출되어 물체나 작업
자와 충돌하여 손상을 받거나 또는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보호 커버를 장착하였
다.

그림 4-1-124. PRIDE 실증용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
슬레이브 조작기의 고장시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구역으로 이동시
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림 4-1-125와 같이 조작기 몸체 상면에 아이볼트 4
개를 장착하여 필요시 기계식 조작기의 도움을 받아 탈착장치와 일체로 견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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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5. 일체형 견인 방식
서보조작기에 부착된 14축 구동 모터 및 리졸버 위치센서 케이블(전원 84선,
84선 → 4가닥 선으로 모아서)이 7자유도의 관절 운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마스터의 경우 케이블이 받는 부하를 조작자가 직접 느끼게 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프로토타입 개량형에서는 curl cable을 기존
방식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PRIDE 실증용에서는 curl cable의 미세한 스프링 효과
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curl cable을 사용하지 않고도 조작기의 다관절 복합 운동
에 대해 케이블 탄성이 조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cable의 최적 경로를
도출하였다. (그림 4-1-126)

(a) 프로토타입

(b) 개량형

(c) PRIDE 실증용

그림 4-1-126. 다관절 복합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케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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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격 인터페이스장치 제작
(1) 장치 개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고장 발생시 기계식 조작기를 이용하여 전체를
분리하고 크레인을 통해 유지보수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원격 인터페이스 장
치를 개발하였다. 그림 4-1-127은 PRIDE시설에 설치된 원격취급시스템의 구성도
를 보인다. 양팔 서보조작기는 천정이동장치를 이용하여 핫셀 내부 공간을 이동
할 수 있으며, 목표 지점에 위치한 후에는 양팔 서보조작기의 자체 자유도를 활
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본 시스템의 조작은 핫셀 외부에 위치한 작업자가 마스
터 조작을 통해 원격으로 이루어진다. 양팔 서보조작기는 계속적인 운전을 거치
면서 정기/비정기적인 유지보수 상황이 발생하며, 이때 해당 시스템의 분리 및
교체 역시 원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4-1-127. PRIDE시설 원격취급시스템 구성도
(2)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보조시스템 구성

원격 인터페이스 장치는 그림 4-1-128과 같이 천정이동장치 프레임에 부
착되는 상부 인터페이스와 조작기에 부착되는 하부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하부

- 179 -

인터페이스에는 콘 형상의 돌출부와 니들 롤러베어링이 설치된 가이드 홀이 각
각 3개씩 등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부 인터페이스에는 콘 형상 돌출부를 안
내하는 홀과 가이드 핀이 설치되어 있다. 하부 인터페이스를 상승시키면 콘 형상
결합부의 안내에 의해 3개의 가이드 핀이 니들 롤러베어링에 정밀하게 결합되므
로 기구부 뿐만 아니라 정밀한 결합이 요구되는 전원 및 신호 커넥터가지도 동
시에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다.

그림 4-1-128. 천정이동장치와 서보조작기의 인터페이스 장치
그림 4-1-129는 실제 핫셀의 환경을 모사한 시스템 검증용 목업 내부에 원격
인터페이스 장치 와 이를 구동하는 보조시스템들을 같이 도시하고 있다. 기계식
원격조작기 (MSM), 유압잭 기반 탈착대, 인양장치를 기본 구성으로 한다. 마스터
서보조작기 인터페이스장치는 높이를 최소화하면서 스트로크를 증대시키기 위해
그림 4-1-129와 같이 2단의 구동부로 구성하였다. 완전히 접힌 상태의 높이는 1.1
m이고, 스트로크는 0.58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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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9.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원격 인터페이스 장치
(3) 유지보수 작업 시나리오 구성

전술한 기본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양팔 조작기의 유지보수작업 시나리오
를 그림 4-1-130과 같이 구성하였다. MSM, 천정이동장치 및 인양 기구는 개별적
으로 복수의 작업자가 운용하거나, 한 명의 작업자가 각 장치를 순차적으로 조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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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30. MSM과 탈착대를 활용한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교체 시나리오
(4) 원격 유지보수 실험

그림 4-1-131과 그림 4-1-132는 기계식 조작기만을 사용하여 슬레이브 조
작기를 원격으로 분리 및 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 장/탈착 시 조작자
는 정밀하게 위치 조정이 가능한 천정이동장치를 탈착장치 위치로 접근시킨 후
수동 방식으로 유압잭을 상하로 동작시키고 회전판을 돌리는 간단한 동작만을
수행하여 천정이동장치에서 서보조작기 한팔을 손쉽게 장/탈착 가능하다. 구성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검증 목업 내부에서 수행된 전반적인 실험 결과는 성공적
이었으며, 실제 시나리오에 더하여 MSM 및 BDSM의 유기적인 협업이 요구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 매니퓰레이터 원격 분해
①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탈부착시 구동 전원 및 센서 신호 커넥터들도

함께 분리 되므로, 쇼트 등에 의한 하드웨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프
로그램을 종료하고 전원을 차단시킨다.
② 슬레이브의 탈부착 작업은 MSM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이루어지므로
MSM의 작업영역 내에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위치시킨다.

③ MSM을 이용하여 탈착대를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밑으로 이동시킨다
(그림 4-1-131 (a)).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와 탈착대의 일정량의 위치

- 182 -

오차는 허용할 수 있도록 탈착대가 설계되었다.
④ 유압잭을 상하로 운동시켜 탈착대를 상승시킨다(그림 4-1-131 (c)).
⑤ 탈착대의 높이는 텔레스코픽 신축장치에 매달려진 슬레이브 서보조
작기가 살짝 들리는 순간까지 상승시킨다.
⑥ 텔레스코픽 신축장치에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고정핸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고정된 것을 푼다.
그리고 고정핸들이 설치된 회전판을 돌려 결합돌기가 결합구멍을 통
과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든다. (그림 4-1-131 (d))
⑦ 유압잭에 설치된 핸들을 회전시켜 유압을 제거함으로써 탈착대의
높이를 낮춘다(그림 4-1-131 (e)).
⑧ MSM으로 분리된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유지보수를 위한 위치로
이동시킨다(그림 4-1-131 (f)).

그림 4-1-131.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분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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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니퓰레이터 원격 결합

①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텔레스코픽 신축장치에 부착하는 과정은 탈
착대에 안치된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텔레스코픽 신축장치의 밑으
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림 4-1-132 (b))
② BDSM을 탈착대 근처로 이동 시킨다. (그림 4-1-132 (c))
③ 유압잭을 상하로 운동시켜 탈착대의 높이를 조정한다. 결합돌기가
결합구멍을 통과하여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살짝 들릴 때까지 탈착
대를 높인다. (그림 4-1-132 (d))
④ 결합돌기가 회전판에 결려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텔레스코픽 신축
장치에서 중력방향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회전판을 회전시킨다. (그
림 4-1-132 (e))
⑤ 고정핸들을 돌려 회전판이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그림 4-1-132
(e))

⑥ 탈착대의 높이를 낮춰 탈착대 보관 위치로 이동시킨다. (그림
4-1-132 (f))

그림 4-1-132.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장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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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33은 유지보수 실험을 수행한 3명의 작업자별 소요시간을 주요 작
업 구간별로 도시하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유압잭을 MSM으로 직접 상승시키
는 '탈착대 상승‘과 같은 작업의 기구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4-1-133. 매니퓰레이터 교체 작업별 소요시간 분석
(A: BDSM 접근, B: MSM으로 탈착대 접근, C: 탈착대 상승, D: 탈부착 장치

회전, E: 탈착대 하강)
원격 장/탈착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조작기와 탈착대 사이의 수
평도로, 이는 시설 바닥의 경사와 조작기 연결 프레임의 처짐에 주로 영향을 받
게 된다. 완벽한 바닥 수평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평도 조건
이 탈부착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4-1-134와 같이 탈착대의
두 바퀴에 다양한 높이의 플레이트를 고여 인위적인 경사 조건을 부여하여 탈착
시험을 수행한 결과 바닥 수평도 불균일 정도가 10 ㎜인 아주 가혹한 조건에서
도 슬레이브 조작기를 100 % 원격 장/탈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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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34. 셀 내부 바닥면 경사 조건에 따른 원격 장/탈착 시험
(5) 원격 인터페이스장치 개량

원격 인터페이스 장치 프로토타입은 서보조작기 전용의 장탈착을 위해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림 4-1-135와 같이 조작기 몸체 측면에 설치된 원통형 돌
기를 U자 홈을 갖는 플레이트로 지지하도록 제작되었다. 하지만 조작기를 분리
한 이후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유지보수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조작기와 원격
인터페이스 장치는 일체형으로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탈착을 위해 조작
기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조작기와 원격 인터페이스 장치를 일체화하기 위해
실증용에서는 삼각형 구조의 돌출부와 고리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
였다.

그림 4-1-135. 원격 인터페이스장치 지지부: 원통형 돌기(좌) 및 테이퍼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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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36은 실증용 조작기의 원격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변형 탈착장치의
설계 모델을 보여준다. 대상 장치의 돌출부를 지지하는 플레이트가 양쪽에 세워
져 있고 좌우 동시 이동이 가능하며, 플레이트 전체는 유압잭을 동작시켜 통해
상하 운동이 가능하다. 좌우 이동은 인터페이스 대상 장치의 폭이 다르더라도 공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림 4-1-137은 PRIDE에 설치된 슬레이
브 서보조작기의 한 팔을 제작된 가변형 탈착대를 사용하여 탈부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완전하지 않은 바닥면 조건에서도 100 %의 장탈착 성공률을 보였다.

(a) 수평 운동

(b) 수직 운동

그림 4-1-136. 가변형 탈착 장치

그림 4-1-137. 가변형 탈착대 활용 조작기 탈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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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부트 시작품 제작
(1) 개요
PRIDE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 부트는 PRIDE 시설의 아르곤셀

에서 운용되는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의 외관을 염증기(fume)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 커버로서, 천정이동장치의 텔레스코픽 튜브와 양팔 서보조작기(좌/우 1
쌍)에 각각 체결되도록 설계/제작되었다. 텔레스코픽 튜브용 부트는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신장/수축하는 텔레스코픽 튜브 모듈의 모든 부위를 차폐할 수 있는 신
축성 합성수지로 구성하였으며, 튜브와의 연결 및 결합성을 고려한 어뎁터가 일
정간격으로 적용되었다. 양팔 서보조작기용 부트는 6자유도를 가지는 서보조작기
에 대해서 텔레스코픽 튜브의 최하단과 연결되는 회전판 연결부(Shoulder부)로부
터 서보조작기 끝단의 그리퍼와 연결되는 손목부까지를 일체형으로 차폐할 수
있는 신축성 합성수지로 구성하였으며, 텔레스코픽 튜브와 동일하게 조작기와의
연결 및 결합성을 고려한 어뎁터가 일정간격으로 적용되었다.
(2) 소재 선정 및 융착

부트의 소재는 신축성 및 외부의 fume에 대한 방호성능을 고려하여 PU
계열의 TPU (Thermal Polyurethane)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반투과성 재질을 사
용하여 부트 내부의 시스템을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TPU를 통한 벨로우즈 형상 조형 및 파츠간 결합을 위하여 열 융착 방식으
로 제작하였다. TPU를 통한 부트 상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3D 모델링된 제품을 2D로 변환하고 변환된 각각의 벨로우즈 형상을 레이저

나 기타 절단방법으로 제작한다. (자르는 재질은 PU Sheet 혹은 그와 유사
한 성질을 가진 Sheet이다.)
- 절단된 PU sheet를 초음파 융착 장비 혹은 고주파 융착 장비를 이용하여 절

단면 내측, 외측 가장자리를 융착시킨다. (이때 융착 방법에 따라 JIG가 필
요할 경우가 있다.)
- 융착된 벨로우즈를 최종 점검한다. (벨로우즈 경계면의 접착도 및 기밀성,

단면방향의 접착 균질도 등)
(3) 텔레스코픽 튜브용 부트 제작

텔레스코픽 튜브용 부트의 경우, 2m이상의 스트로크를 가지는 대구경 텔
레스코픽 튜브를 커버하여야 하므로, 다단의 벨로우즈를 적용함과 동시에 벨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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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내부에 형상기억 스프링을 적용하여 부트의 최대 신장 및 최소 수축시에 벨
로우즈의 형상왜곡 및 처짐을 방지하였다. 그림 4-1-138은 텔레스코픽 튜브용 부
트의 최대 축소 및 신장시의 3차원 형상을 도시하고 있으며, 그림 4-1-139는 이
러한 텔레스코픽 튜브의 형상을 고려하여 제작된 부트의 최대 신장 및 최소 수
축시의 형상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4-1-138. 텔레스코픽 튜브용 부트의 최대신장 및 최소수축시의 형상 (3D)

그림 4-1-139. 텔레스코픽 튜브용 부트의 최대신장 및 최소수축시의 형상 (제작 도면)
그림 4-1-139와 같이 설계된 텔레스코픽 튜브용 부트를 TPU 열 융착법을 이
용하여 제작한 후, 벨로우즈 내부에 형상기억 합금을 적용한 최종 완성품의 형상
은 그림 4-1-1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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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40. 텔레스코픽 튜브용 부트의 최대신장 및 최소수축시의 형상
(최종 완성품)

(4) 양팔 서보조작기용 부트 제작

양팔 서보작기용 부트의 경우에도 부트의 소재는 신축성 및 외부의 Fume
으로 부터의 방호성능을 고려하여 PU 계열의 TPU (Thermal Polyurethane)을 사용
하여 제작하였으며, 조작기의 다자유도를 고려하여 다축 관절부에는 벨로우즈 형
상을 적용하였다. 그림 4-1-141 하단은 양팔서보조작기의 각 관절별 동작영역 분
석을 통해 설계된 부트의 형상을 도시하고 있다. 조작기용 부트는 일체형으로 설
계되어 그리퍼 모듈 및 카메라모듈의 분리만으로 손목관절로 부트를 통과시켜
전체 Arm에 대한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림 4-1-141 상단 참조). 부트와 조
작기 간의 결합부는 별도의 차폐체를 적용하여 방호성을 유지하였으며, 볼플런져
를 적용하여 부트 모듈의 탈부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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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41. 양팔서보조작기의 각 관절별 동작영역 분석 및 설계된 조작기용 부트의 형상
또한 손목관절의 경우, 높은 관절자유도 및 동작영역을 가지므로 기존의 벨로
우즈 형상을 개선하여, 벨로우즈 및 플랫 형상을 조합한 손목관절용 부트를 고안
하였다. 이러한 부트는 손목관절의 회전 운동 시 일부 부트 지점에 응력이 집중
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부트의 내구성을 향상시켰다(그림 4-1-142).

그림 4-1-142. 서보조작기용 부트 손목관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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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43은 제작된 손목관절용 부트의 비틀림 실험을 도시하고 있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다양한 손목 자세 및 과도한 비틀림 이후에도 부트 본래의 형
상을 복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1-143. 부트 손목관절부의 비틀림 테스트
그림 4-1-144은 부트와 조작기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부트 형상유지 모
듈을 도시하고 있으며, 관절동작범위가 큰 Elbow 관절 상단 (그림 4-1-144 상단
좌측) 및 Shoulder 관절 인접부의 벨로우즈에 각각 적용하였다(그림 4-1-144 상단
우측).
그림 4-1-144 하단은 이러한 부트형상유지 모듈을 적용하여 조작기 Shoulder부
의 과도한 동작을 취한 모습을 도시하고 있으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
트의 자중에 의한 벨로우즈 처짐 및 조작기와 벨로우즈간의 간섭현상을 해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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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44. 조작기용 부트의 벨로우즈 형상유지 평가
4. PRIDE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가. 원격제어 알고리즘 개발
(1) 연속 궤적 생성
(가) 목표 운동에 따른 부드러운 궤적 생성

매니퓰레이터의 말단 장치가 3차원 공간상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
기위해서는 필요한 궤적을 생성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궤적을 생성하기 위해서
는 궤적을 생성하는 함수를 찾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함수가 하나의 변수에 대
해 매개변수화(parameterize)하게 되면, 이 변수를 통해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한
S-curve 형태의 궤적을 생성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3차
(cubic) 혹은 5차(quintic) 보간법이다.

먼저 직선 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차원 공간상에서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궤적 함수를 변수 s에 대해 구간   에서 매개 변수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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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1-23)


  
   

∥  ∥  

여기서 ,  는 각각 시간 ,  에서 위치이며,  와  는  를 시간에 대해 각
각 1차, 2차 미분한 값이다. 시뮬레이션은 조작기 말단부가 그림 4-1-145와 같은
직선 궤적을 따라 이동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1 ms의 간격으
로 1초 동안 수행하였다.
       ,       ,       
      ,       ,      

그림 4-1-145. 직선 운동
그림 4-1-145와 같이 말단부가 3차원 공간상에서 직선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직교좌표상의 3축(x축, y축, z축)은 부드러운 S자 형태의 곡선 궤적을 갖도록 할
수 있다. 5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궤적을 생성하면 그림 4-1-146과 같이 위치, 속
도, 가속도에 대한 곡선 궤적을 생성할 수 있다. 각각의 궤적 그래프는 왼쪽부터
x축, y축, z축 순으로 도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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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치 궤적

(b) 속도 궤적

(c) 가속도 궤적

그림 4-1-146. 말단부 직선 운동을 위한 각 축의 위치, 속도, 가속도 궤적
다음으로 원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차원 공간상에서 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궤적 함수를 변수 s에 대해 구간   에서 매개 변수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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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궤적 생성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와  는  을 시간에 대해 각각 1차, 2차
미분한 값이다. 매개 변수 식에서 보면 원이 그려지는 면은 원 중심에 붙인 좌표
계에 대해 xy 평면이 된다. 이렇게 생성된 원 궤적을 3차원 공간상에서 그릴 수
있도록 일반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은 원 좌표계를 기준 좌표계로 표현한 것이며,  은 원 좌표계에서 바라본 원

은 기준 좌표계에서 원 좌표계의 원점까지
위의 점에 대한 위치 벡터이다. 

의 거리이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점은 생성되는 궤적의 처음 위치가 3차원 공간상에
임의의 점이 아니라 현재 매니퓰레이터 말단 장치의 위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 궤적의 시작점까지 이동하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원 궤적의 중심 좌표계를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radius

  





위의 식을 이용하여 먼저 중심 좌표계를 계산하게 되면 생성되는 원 궤적의 시
작점은 현재 매니퓰레이터 말단 장치의 위치가 된다. 식에서  는 말단 장치의
현재 위치이다.
검증을 위해 말단장치가 반지름이 100 ㎜인 원 궤적을 따라 10초 동안 360°
를 회전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데이터는 1 ㎳ 간격으로 샘플링하였으며,
시작과 끝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0으로 하였다. 생성된 원 궤적은 그림 4-1-147
과 같다. 생성된 원 궤적을 만들기 위한 직교 공간상의 위치, 속도, 가속도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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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 4-1-148와 같다. 각각의 궤적 그래프는 왼쪽부터 x축, y축, z축 순으로 도
시된 것이다. x-y 평면상의 운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므로 z축에 대한 위치, 속
도, 가속도 궤적을 갖지 않는다.

그림 4-1-147. 원 운동

(a) 위치 궤적

(b) 속도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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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속도 궤적

그림 4-1-148. 말단부 원 운동을 위한 각 축의 위치, 속도, 가속도 궤적
(나)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이용한 궤적 생성 기법의 검증

궤적 생성 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역기구학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증해보려고 한다. 검증에 사용된 역기구학 알고리즘은 최적
화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과 자코비안(Jacobian)
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속도 수준에서 해를 구하는 CLIK(Closed-Loop Inverse
Kinematics) 알고리즘이다. 역기구학 알고리즘에 사용된 기구학 모델은 개발된 천

정 이동 양팔 서보 조작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DH 좌표계와 DH 파라미터는
그림 4-1-1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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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49. 천정 이동형 양팔 서보 조작기의 DH좌표계와 DH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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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반복적인 역기구학을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Pseudo
code)는 그림 4-1-150과 같다.

Start
stol = 1e-12;
mn = 1;
   ;
while(mn < stol)
{
  FK;
    
  inv   ;

mn = norm( )
    

}
    

End

그림 4-1-150. 반복적 역기구학 알고리즘 수도 코드
코드의 각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식 4-1-2와 같이 말단장치
(end-effector)의 목표 위치와 현재 위치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다.

(4-1-2)

    

다음으로 현재의 관절 값들을 사용하여 자코비안을 계산 후 식 4-1-3을 이용
하여 자코비안의 수도 역행렬을 구한다.
         

(4-1-3)

구한 자코비안의 수도 역행렬에 대해 식 4-1-4를 이용하여 오차를 계산한다.
  ∥    ∥

(4-1-4)

만약 오차 값이 설정한 오차 이내이면 식 4-1-5와 같이 관절 값들을 새로운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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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갱신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하지만 오차값이 설정값 이상이면 해가 충분
할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4-1-5)

  
      

Matlab을 이용하여 위에서 설명한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다양한 입력 궤적에

대하여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반복적으로 해를 구할 때 오차 크기는   로
하였다. 먼저 직선 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니퓰레이터의 말단 장
치가 3차원 공간상에서 직선 운동을 할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
이션 조건으로 1초 동안 x, y, z 각축에 대해 각각 +300 ㎜를 움직이게 하였다.
또한 출발 할 때와 도착할 때의 속도와 가속도는 0으로 하였다.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각 관절 값들의 궤적은 그림 4-1-151과 같다.

그림 4-1-151. 생성된 관절 각 궤적
역기구학을 통해 얻은 관절 값들을 정기구학식을 이용하여 목표궤적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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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그림 4-1-152, 그림 4-1-153과 같다.

그림 4-1-152. 위치 궤적 비교(왼쪽부터 x축, y축, z축)

그림 4-1-153. 방위 궤적 비교(왼쪽부터 Roll, Pitch, Yaw)
식 4-1-6과 같은 오차식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하게 목표 궤적과 생성된 궤적
과의 차이를 알아보면 그림 4-1-154과 그림 4-1-155와 같다.
(4-1-6)

  ∥  ∥

식 4-1-6에서 와 는 각각  시간 때의 목표 궤적에서의 값과 생성된 궤적에
서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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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54. 위치 오차

그림 4-1-155. 방위 오차
그림 4-1-156은 3차원 공간상에서 목표 궤적과 생성된 궤적을 같이 나타낸 것
이다.

그림 4-1-156. 목표 궤적과 생성 궤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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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니퓰레이터
의 말단 장치가 3차원 공간상에서 직선 운동을 하면서 회전 운동도 함께 하는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1초 동안 각축에 대해 각각
+300 ㎜를 움직이는 동시에, 롤/피치/요 방향으로 각각 +10°, +30°, +20° 만큼 회

전 운동도 하였다. 또한 출발 할 때와 도착할 때의 속도와 가속도는 0으로 하였
다.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각 관절 값들의 궤적은 그림 4-1-157과 같다.

그림 4-1-157. 생성된 관절 각 궤적
역기구학을 통해 얻은 관절 값들을 정기구학식을 이용하여 목표궤적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4-1-158과 그림 4-1-1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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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58. 위치 궤적 비교(왼쪽부터 x축, y축, z축)

그림 4-1-159. 방위 궤적 비교(왼쪽부터 Roll, Pitch, Yaw)
식 4-1-6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하게 목표 궤적과 생성된 궤적과의 차이를 알아
보면 그림 4-1-160, 그림 4-1-161과 같다.

그림 4-1-160. 위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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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61. 방위 오차
다음으로 매니퓰레이터의 말단 장치가 3차원 공간상에서 원 운동을 하는 경
우를 살펴본다. 시뮬레이션은 반지름 100 ㎜인 원을 그리며 5초 동안  회전
하는 조건을 설정하였고, 출발 할 때와 도착할 때의 속도와 가속도는 0으로 하였
다.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각 관절 값들의 궤적은 그림 4-1-162와 같다.

그림 4-1-162. 생성된 관절 각 궤적
역기구학을 통해 얻은 관절 값들을 정기구학식을 이용하여 목표궤적과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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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그림 4-1-163, 그림 4-1-164와 같다.

그림 4-1-163. 위치 궤적 비교(왼쪽부터 x축, y축, z축)

그림 4-1-164. 방위 궤적 비교(왼쪽부터 Roll, Pitch, Yaw)
식 4-1-6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하게 목표 궤적과 생성된 궤적과의 차이를 알
아보면 그림 4-1-165, 그림 4-1-166과 같다.

그림 4-1-165. 위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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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66. 방위 오차
그림 4-1-167은 3차원 공간상에서 목표 궤적과 생성된 궤적을 같이 나타낸 것이
다.

그림 4-1-167. 목표 궤적과 생성 궤적 비교
궤적 생성 기법을 검증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CLIK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다. 매니퓰레이터의 끝단의 자세(posture)가 주어졌을 경우 그에 대응되는 각 관
절의 값을 구하는 것을 역기구학이라고 한다. 끝단의 속도가 주어졌을 경우 식
4-1-7과 같이 자코비안(  )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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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렬을 이용하여 관절의 각속도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을 미소시간에 대
해 식 4-1-8과 같이 수치 적분을 함으로써 관절 값을 구할 수 있다.
     

(4-1-8)

그러나 이 경우에 수치 적분 오차가 계속 누적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오차가 커
지게 된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그림 4-1-168과 같이 폐루프 시스템
(closed-loop system) 형태의 CLIK(Closed-loop Inverse Kinematics) 알고리즘이 제안

되었다.

그림 4-1-168. CLIK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4-1-168에서  와  는 각각 목표 위치 벡터와 목표 속도 벡터를 나타
내며,  는 현재 위치 벡터이다. 또한,  는 게인 행렬(gain matrix)이며,  는 해
석적 자코비안 행렬(analytic jacobian matrix)이다. 이 제어 시스템을 정리하면 식
4-1-9와 같이 된다.
        




(4-1-9)

이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식 4-1-9을 식 4-1-10을 사용하여 오차에
관해 다시 정리하면 식 4-1-11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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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4-1-11)

이를 통해  가 양정의 행렬(positive definite matrix)일 경우 점근적으로 안정
(asymptotically stable)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렬의 고유값(eigen value)이

클수록 오차가 ‘0’이 되도록 더욱 빨리 수렴하게 된다.
Matlab을 이용하여 앞서서 알고리듬을 검증 할 때 사용하였던 동일한 목표 궤

적을 입력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K값은 100으로
설정하였으며, 적분 간격은 0.001 sec/sample이다.
먼저 직선 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니퓰레이터의 말단 장치가 3
차원 공간상에서 직선 운동을 할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조
건으로 1초 동안 x, y, z 각축에 대해 각각 +300 ㎜를 움직이게 하였다. 또한 출
발 할 때와 도착할 때의 속도와 가속도는 0으로 하였다.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각 관절 값들의 궤적은 그림 4-1-169와 같다.

그림 4-1-169. 생성된 관절 각 궤적
역기구학을 통해 얻은 관절 값들을 정기구학식을 이용하여 목표궤적과의 차
이를 살펴보면 그림 4-1-170, 그림 4-1-1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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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70. 위치 궤적 비교(왼쪽부터 x축, y축, z축)

그림 4-1-171. 위치 궤적 비교(왼쪽부터 x축, y축, z축)
식 4-1-6를 이용하여 보다 자세하게 목표 궤적과 생성된 궤적과의 차이를 알
아보면 그림 4-1-172 및 그림 4-1-173과 같다.

그림 4-1-172. 위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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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73. 방위 오차
그림 4-1-174는 3차원 공간상에서 목표 궤적과 생성된 궤적을 같이 나타낸 것이
다.

그림 4-1-174. 목표 궤적과 생성 궤적 비교
다음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니퓰레이터의
말단 장치가 3차원 공간상에서 직선 운동을 하면서 회전 운동도 함께 하는 동작
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1초 동안 각축에 대해 각각 +300 ㎜
를 움직이는 동시에, 롤, 피치, 요 방향으로 각각       만큼 회
전 운동도 하였다. 또한 출발 할 때와 도착할 때의 속도와 가속도는 0으로 하였
다.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각 관절 값들의 궤적은 그림 4-1-17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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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75. 생성된 관절 각 궤적
역기구학을 통해 얻은 관절 값들을 정기구학식을 이용하여 목표궤적과의 차
이를 살펴보면 그림 4-1-176과 그림 4-4-177과 같다.

그림 4-1-176. 위치 궤적 비교(왼쪽부터 x축, y축, z축)

- 212 -

그림 4-1-177. 방위 궤적 비교(왼쪽부터 Roll, Pitch, Yaw)
식 4-1-6를 이용하여 보다 자세하게 목표 궤적과 생성된 궤적과의 차이를 알
아보면 그림 4-1-178 및 그림 4-1-179와 같다.

그림 4-1-178. 위치 오차

그림 4-1-179. 방위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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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원 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니퓰레이터의 말단 장치가 3
차원 공간상에서 원 운동을 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5초 동안 반지름 100 ㎜인 원을  회전 하였다. 또한 출발 할 때와 도착할 때

의 속도와 가속도는 0으로 하였다.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각 관절 값들의 궤적은 그림 4-1-180과 같다.

그림 4-1-180. 생성된 관절 각 궤적
역기구학을 통해 얻은 관절 값들을 정기구학식을 이용하여 목표궤적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4-1-181과 그림 4-1-18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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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81. 위치 궤적 비교(왼쪽부터 x축, y축, z축)

그림 4-1-182. 방위 궤적 비교(왼쪽부터 Roll, Pitch, Yaw)
식 4-1-6를 이용하여 보다 자세하게 목표 궤적과 생성된 궤적과의 차이를 알
아보면 그림 4-1-183과 그림 4-1-184와 같다.

그림 4-1-183. 위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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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84. 방위 오차
그림 4-1-185는 3차원 공간상에서 목표 궤적과 생성된 궤적을 같이 나타낸 것이
다.

그림 4-1-185. 목표 궤적과 생성 궤적 비교
두 가지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직선 궤적과 원 궤적 생성에 대해 검
증해 보았다. Matlab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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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인제어 알고리즘 개발

개발된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는 PRIDE 알곤셀 내부에 설치되
는 슬레이브 조작기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마스터 조작기로 이루어지며, 두 조작
기는 말단 장치(end-effector)를 제외하고는 기구학적으로 동일하다. 이 조작기는
양방향제어(bilateral control)가 적용된다. 즉, 슬레이브 조작기는 마스터 조작기의
운동을 추종하며, 슬레이브 조작기가 주위 환경과 접촉 시 조작자가 그 힘을 느
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양방향 제어기는 그 구조에 따라 위치-위치기반제어
(position-position based control), 직접힘반향제어(direct force reflection control), 4-채

널제어(4-channel control), 컴플라이언스제어(compliance control) 등 여러 제어기 구
조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조작기는 방사선 관리 구역에 설치되어 센서의 고장
확률이 높고, 고장 시 유지보수가 어려워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변수는 마
스터와 슬레이브 구동기의 각도와 각속도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적용가
능한 제어기 구조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M-2 Manipulator control loop (joint to joint control, replica type)
Operator

Master

PD Controller

Motor
Encoder

+
Position _

Position
Error
Gain
+

Velocity
Derivation

Velocity _

+
Position _

Position
Error
Gain

+

Resolver
Slave

Load

Motor

+
Velocity
Error
Gain

+

Velocity
Derivation
+
Velocity _

+

Force
Reflection
Ratio

Amplifier
(Current Loop)

Amplifier
(Current Loop)

Velocity
Error
Gain

그림 4-1-186. ORNL M2 서보조작기에 적용된 양방향 제어기 블록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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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양방향 제어기로써 그림 4-1-186과 같은 ORNL의 M2 서보조작
기에 적용된 비례-미분(PD) 기반 제어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제어기가
시간지연에 덜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
정 이득을 사용하므로 작업력 변화와 같은 부하 변동이나 외란에 대해서는 성능
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PD 제어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제어기가 설계되고 적용되었다.
첫 번째 제어기는 최적 정적 출력 되먹임 제어기(optimal static output
feedback controller)이다. 이 제어기는 조작기에서 텐던의 강성을 고려하고 제한된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슬레이브 조작기의 마스터 조작기 추종 성능과
힘반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례-미분 제어기 구조를 선정하고, 진동모
드 해석을 통한 가감지성(detectability) 보장하는 축소 모델 도출 및 H∞- 최적 출
력 되먹임 제어방법을 이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하고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
능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 제어기는 시간지연제어기(Time Delay Controller)이다. 이 제어 기
법은 과거의 입출력 정보를 이용하여 잘 모르는 선형 또는 비선형 동력학과 예
측하지 못한 외란 항 등을 제거한다. 따라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지니면서도
외란과 매개변수의 변동에 대하여 강인성을 갖는 특징으로 인해, DC서보모터의
위치제어, 로봇의 위치/힘 제어 등에 적용되어 우수한 제어 성능을 보였다.
(가) 정적 출력 되먹임 제어

개발된 서보조작기는 그리퍼를 제외한 총 6-자유도를 갖지만 조작기의
운동 속도가 작으므로 링크간 동적연성은 무시하고 상호 독립된 링크로 가정한
다. 따라서 그림 4-1-187과 같이 하나의 마스터 링크와 해당 슬레이브 링크를 고
려한다. 상부와 하부는 각각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동부와 링크를 나타낸다. 마스
터측과 슬레이브측의 모터풀리,  , 와 링크 풀리의 반경,  ,  은 서로 같다고
가정한다. 즉,    ,    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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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87. 링크 모델 : 마스터(上), 슬레이브(下)
그림 4-1-187의 마스터와 슬레이브 링크 각각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4-1-12a)

     
         



 

 

 

(4-1-12b)



여기서 아래첨자 m은 마스터측, s는 슬레이브측을 의미한다.  ,  과  ,  는
각각 마스터측과 슬레이브측 구동부와 링크의 회전관성이며,  ,  과  ,  는
각각의 구동부와 링크의 회전각이다.

 ,

 는

텐던의 회전탄성으로,

   ,    이며,  ,  는 텐던의 길이탄성이다.  , 는 제어 토크,
 는 마스터 링크에 운용자가 가하는 토크,  는 슬레이브 링크가 외부 환경에

접촉 시 전달되는 토크이다.
개발된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동기는의 회전각과 회전속도만이 측정가능하므
로 추종제어와 힘반영을 위해 관측기나 칼만필터 등을 이용한 시스템 상태변수
의 추정 및 상태되먹임제어를 적용하거나, 동적 출력 되먹임 제어(dynamic output
feedback control)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이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므로 복잡한 구조의 제어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다음의 고정이득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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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출력 되먹임 제어를 선정하였다.
         
         



(4-1-13)

여기서 는 힘반영비로 슬레이브 링크에 전달되는 힘의  배 만큼 조작자가 느
끼도록 하기 위한 상수이며,  와  는 각각 비례제어와 미분제어 게인이다.
식 4-1-13을 이용한 힘반영은 동적상태에서는 보장할 수 없으나, 정적상태에
서는 보장된다. 정적상태에서 식 4-1-12와 식 4-1-13을 쓰면,






         

         
      
       

(4-1-14)

식 4-1-14를 정리하면 정적상태에서 조작자의 토크와 슬레이브 링크의 접촉 토크
사이는 다음과 같이 힘반영비  의 관계를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4-1-15)

   

이 때 링크의 추종 오차는 다음과 같다.
 ∞  ∞        

(4-1-16)

식 4-1-13에서 이득  와  는 최적출력되먹임 제어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출력 되먹임제어는 상태되먹임제어와 달리 시스템에 따라 폐회로의 안정성
이 보장되지 못한다. 안정화가 가능한 경우 제어이득은 축차방식(iterative)의 설계
방법을 적용한다. 출력제어에서 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감지성(detectabilty)을
만족해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 -최적 출력 되먹임제어 설계방법을 적용한다.
그림 4-1-188은 식 4-1-12의 시스템에 식 4-1-13의 제어기를 적용한 마스터-슬
레이브 링크 양방향제어의 개념도이다. 윗부분은 마스터 구동기와 링크, 아래 부
분은 슬레이브 구동기와 링크, 좌측은 양방향제어기를 보인다.

- 220 -

그림 4-1-188. 마스터-슬레이브 링크의 양방향제어 구조
출력 되먹임제어를 적용하기 위해 식 4-1-12의 각 조작기를 모드해석하면 결
과는 다음과 같다.
◦ 마스터 조작기의 특이치(eigenvalue)  ,  와 표준화된 특이행렬
(normal modal matrix) 
 
            
  

(4-1-17a)

 

       
 

  








◦ 슬레이브 조작기의 특이치  ,  와 표준화된 특이행렬 
 
            
  

(4-1-17b)

 

        
 
   








모드해석 결과 식 4-1-17에서와 같이 각 조작기는 구동부와 링크가 같이 회전하
는 강체모드와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동하는 진동모드가 존재한다.
식 4-1-12와 식 4-1-13을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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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여기서 각 행렬은
    
    
 


   

   



         



   
   








  


    
 

  






 
 

  
  

   × 

         
           


 ×   
  
  

 
 

 
 

이며       는 제어이득행렬이다.
식 4-1-18의 첫 번째 식은 서로 독립된 마스터와 슬레이브측의 운동방정식을
단순히 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제어를 통해 두 조작기가 결합되므로 이를 고려하
기 위해 좌표변환   을 도입한다. 여기서 변환행렬  는 식 4-1-18에서의 강
성행렬 대신 다음과 같이 변형시킨 강성행렬을 갖는 시스템에서의 특이행렬로
정한다.
    
   
 
   

 ∆  ∆ 


  ∆ ∆ 
  


 

      
 







(4-1-19)

이 강성행렬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동부 사이에 회전탄성 ∆ 를 갖는 스프링을
연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이행렬은 다음과 같으며, ∆→ 일 경우 특
이값은 식 4-1-17의 4가지 특이값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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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1-20)



 
       
  
 
      
        

여기서 은 두 조작기의 결합 후 강체모드이고, , 는 각각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2번 째 모드로 구성된다. 는 행렬   과 질량행렬을
기준으로 직교하므로,          결정할 수 있다. 와

의 크기는 표준화하여,     ×  결정한다.
식 4-1-20의 특이행렬을 이용하여 좌표변환을 하고,   , 식 4-1-18을 다시
쓰면,
         
      


 
      
  





(4-1-21)



식 4-1-21의 첫 식은 특이행렬  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다.
    
   

      
   
   





(4-1-22)

여기서 특이치  는 ∆→이면 →이다.
식 4-1-21에서 벡터  의 첫 번째 요소가 영이므로 측정출력 에는 첫 번째
모드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첫 번째 강체모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식
4-1-22을 이용하여 상태공간방정식을 구성하면 가탐지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물

리적으로 제어기 식 4-1-13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동축의 회전각과 속도 차이를
되먹임하므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동모터가 같이 움직이는 강체모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 이는 슬레이브가 마스터를 따라 추종하도록 설계한 제어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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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드해석을 통해 강체모드를 제거하

여 가탐지성을 만족하는 축소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출력최적제어기
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식 4-1-22에서 강체모드를 제외한 축소모델, 측정출력, 제어입력을 다시 쓰면,
   


   

 
 


       
 
   
      


 
  
    

 
















(4-1-23)




  

여기서 ∈  ×  은 특이행렬의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외한 행렬이며,

        ,      이다. 식 4-1-41에서  ,  ,  는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진동모드의 좌표변수이다. 즉, 해당 진동모드에서의 변위를
나타낸다.
식 4-1-23을 상태공간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태변수를 정의
하면,


        

       










(4-1-24)



상태공간방정식과 제어기는 다음과 같다.


  
  
 

     


 
      
      



(4-1-25)



식 4-1-25에서 측정 출력∈  ×  제어입력∈는 상태공간벡터 ∈  × 
로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시스템 행렬은 식 4-1-23에서 쉽게 얻어지므로
생략한다.
정리하면 식 4-1-13의 제어기는 측정변수의 차    ,   에 제어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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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한 형태이며,    ,   에는 강체모드 응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식
4-1-25처럼 측정출력 는 첫 번째 모드를 제외한 세 모드의 합만으로 표현된다.

또한 제어가 불가능한 강체모드를 제외한 나머지 진동모드로 시스템을 나타내어
얻은 모델이 식 4-1-25에 해당된다.
식 4-1-25의 시스템에 최적출력제어를 적용하면, 외란과 다음으로 정의되는
제어출력 
    

(4-1-26)

사이의  -이득이 보다 작다면,
∞

∞

 ∥∥       
 ≤ 
  
 ∥∥ 

∞















∞

(4-1-27)





를 최소화하는 제어기 이득     을 정할 수 있다.

식 4-1-26에서 는 반양한정(positive semi-definite) 대칭행렬, 은 양한정
(positive definite) 대칭행렬이다.
➀ 시뮬레이션 및 결과 고찰

개발된 위치추종-힘반영 제어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의의 간
단한 모델을 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모델 파라미터는 표 4-1-7과 같다.
슬레이브 링크에는 부하하중이 작용하므로 마스터 링크에 비해 링크관성과 텐던
강성을

높게

정하였다.

식

4-1-26에서

행렬

와

은

           ,   로 하였으며, 힘반영비는   로 가정하였

다. 제안된 방법에 따라 설계된 비례-미분제어이득은   ,    이다.
그림 4-1-189는 이 제어기를 적용한 폐회로의 주파수응답으로 가장 오른쪽 첨두
치부터 차례로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진동모드에 해당된다. 폐회로 대역폭은
   이다. 각 모드의 주파수와 감쇠비는   ,   ;   ,
  ,   ,   ;   ,   이다. 세 번째 모드와 네

번째 모드의 감쇠가 작으므로, 이 모드가 가진될 경우 오래 지속되는 진동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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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4-1-7. 시뮬레이션 모델의 파라미터
파라미터

값

관성,  , 

  ,  

관성,  , 

  ,  

강성,  , 

× ,  × 

힘반영비 



20

Magnitude, dB

10
0
-10
-20
-30
-40
-50
0.1

1

10

Frequency, Hz

그림 4-1-189. 폐회로 주파수 응답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조건에 의한 응답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초기조건은 마스터 링크의 각도가   이며, 나머지 조건은 모두 영
인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림 4-1-190 (a)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링크의 응답으로,
응답 초기 두 링크 모두 감쇠비가 작은 세 번째 모드의 진동,

  ,

  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상상태에 도달된 후 두 링크

의 회전각은 일치하였다. 그림 4-1-190 (b)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동기의 회전각
으로 링크의 응답과 유사하게 두 번째 모드의 진동 후 정상상태에 도달되며, 정
상상태에서 두 회전각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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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

(b) 마스터-슬레이브 구동기 각도

그림 4-1-190. 초기 조건에 대한 응답
다음으로 마스터 링크를 임의의 위치로 회전시키는 경우 슬레이브 링크의 마
스터 링크 위치 추종성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4-1-191 (a)에서와 같이 마
스터 링크는 정지상태로부터 0.63초에 최종 위치 1 rad의 95 %에 도달되는 운동
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 때 슬레이브 링크는 그림 4-1-191 (a)에서와 같이
마스터 링크 위치를 잘 추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한 마스터의 운동이 감쇠
비가 낮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진동모드를 적게 가진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4-1-191 (b)는 이 때의 구동기 각도로 링크와 유사한 추종 성능을 보인다.
그림 4-1-191 (c)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링크의 각속도로 응답초기 슬레이브 링크
는 마스터링크를 시간지연을 갖고 따라가며, 최대속도 지점에서 과도응답을 보인
후  초 부근 이후에서는 두 링크의 속도가 거의 같아진다. 그림 4-1-191 (d)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동기의 각속도로 앞의 링크의 응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
다. 속도의 응답 특성은 각도 응답 특성에서와 같이 마스터의 운동이 감쇠비가
낮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진동모드를 적게 가진하였으며, 초기 응답은 감쇠비가
높은 두 번째 모드로 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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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91. 슬레이브 링크의 마스터 링크 추종 응답-표준 운동
그림 4-1-192는 그림 4-1-191에 비해 마스터 링크의 운동이 3배로 빨라진 경우
응답이다. 이 경우 마스터 링크는 그림 4-1-192 (a)에서와 같이 0.21초에 최종 위
치의 95 %에 도달된다. 이 마스터 링크의 운동에 따라 슬레이브 링크의 응답은
초기 진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정한 마스터 링크의 운동이 계의 두 번째 모
드,   ,

  를 그림 4-1-191의 경우에 비해 더 많이 가진하였기 때

문이며, 두 번째 진동모드는 감쇠비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초기 진동은 빨리 감소
하여 마스터 링크의 위치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 두 링크의 회전
각은 동일하다. 실제 핫셀 내부의 조작기를 운용하는 경우 운용자는 슬레이브 조
작기의 동작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마스터를 운용하므로, 그림 4-1-191과 같
은 느린 운동이 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4-1-192 (b)의 구동기
운동은 링크의 운동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그림 4-1-192 (c)와 4-1-192 (d)는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링크 각속도와 구동기 각속도로 두 번째 모드의 진동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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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모드의 감쇠비의   에 의한 진동
의 감쇠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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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92. 슬레이브 링크의 마스터 링크 추종 응답-빠른 운동
이상의 응답으로부터 앞에서 설계된 제어기 구조 및 결정된 이득을 적용하면
일반적 조작기 운용 중 슬레이브 링크의 마스터 링크 추종이 잘 이루어지며, 정
상상태 오차는 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운용 중 슬레이브 조작기가 환경에 접촉하여 발생되는 접촉력이 운
용자에게 전달되는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마스터 링크에 일정
한 토크   가 작용하여 마스터 링크가 회전하고 따라서 슬레이브 링크가 마
스터 링크 운동을 추종하며, 슬레이브 링크가 회전 중  위치에 설정한 벽
에 부딪히는 조건을 가정하였다. 슬레이브 링크와 벽이 부딪힐 때 슬레이브 링크
와 벽 사이에 감쇠      , 탄성      이 존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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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하였다.
그림 4-1-193은 이 때의 응답을 보인다. 그림 4-1-193 (a)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링크의 회전각으로 슬레이브 링크는   초에서 벽에 부딪히며, 그 이후 슬
레이브 링크는 벽과의 접촉 동특성에 따라 응답을 보이며, 마스터 링크는 계속
회전하다 과도 응답을 보인 후 조작자가 가한 토크와 반향된 토크가 평형을 이
루는 정상상태로 정착됨을 보인다. 따라서 접촉 이후 두 링크 사이에는 위치오차
가 발생하게 되며, 이 위치오차와 비례제어이득의 곱이 정상상태에서의 반향된
토크에 해당한다. 그림 4-1-193 (b)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동기의 회전각으로 링
크의 운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193 (c)는 접촉에 의해
슬레이브 링크에 전달되는 토크와 마스터 링크에 반향되는 토크를 보인다. 비교
를 위해 조작자에게 반향된 토크와 슬레이브 접촉 토크에 힘반영비   를 곱
한 토크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따라서 완벽한 힘반영이 이루어질 경우 그림
4-1-193 (c)의 두 그래프는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림 4-1-193 (c)에서와 같이

접촉 후 동적 상태에서는 두 토크가 차이를 보여 정밀한 힘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상상태에 도달 된 후에는 정밀한 힘반영이 이루어졌다. 즉,
정상상태에서 슬레이브 접촉 토크는 마스터 링크의 토크의 2배인 -60 Ncm가 작
용한다. 접촉 후 동적 상황에서의 힘반영 오차는 위치-위치 기반 양방향 제어기
식 4-1-13의 제어기 구조적 한계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정상상태에서 마
스터와 슬레이브 링크의 각도 차이는  ∞  ∞  로 식 4-1-16의 이
론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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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93. 슬레이브 링크의 환경 접촉시 응답
(나) 시간지연제어기(time delay controller)

일반적인 비선형 시스템에 대한 TDC 제어 법칙은 K. Youcef-Toumi 에
의해 유도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로봇 매니퓰레이터에 대해 TDC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동역학은 다음과 같다.
        

(4-1-28)

여기서   는 × 관성 행렬(inertia matrix), n은 로봇 관절의 수 ,  는
× 의 관절 변수 벡터, 은 코리올리(Coriolis)력과 원심력의 ×의 벡터,

 는 × 의 중력 벡터,  은 마찰력이나 외란(disturbance)과 같이 모델링

되지 않은 힘, 그리고 는 관절에 가해지는 × 토크 벡터를 나타낸다.
 를 도입하면 식
식 4-1-28에   에 기준하여 선정되는 × 상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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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1-29)

여기서 비선형 벡터   은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모든 비선형 항과 외란 등
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1-30)

Computed Torque Control 기법의 관점에 따라 관절 토크  를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4-1-31)

         

(4-1-32)

 는  의 추정 값이며,  와  는 × PD 게인 대각 행렬이다.
여기에서 


   가 성립한다면, 식 4-1-29와 식 4-1-30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약 

성립한다.
 

(4-1-33)

따라서 식 4-1-33에 식 4-1-32를 적용하면 폐회로(closed loop)의 오차 동력학(error
dynamics)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4-1-34)

여기에서  ≅   이다.
시간지연 제어에서 비선형 벡터  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시간지연추정
(Time Delay Estimation, TDE)을 이용한다. 시간지연(time delay) 이 매우 작다고

가정할 경우,  에서의 상태 값은    에서의 값과 매우 근사하다.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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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35)

   
            

따라서 식 4-1-32와 식 4-1-35을 식 4-1-31에 대입하면, 시간지연을 이용한 제어법
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1-36)

            

 
 

 를 대각 상수 행렬로 선정한다면, PD 이득 값과 대각 상수행렬만을
만약 

사용하는 독립된 조인트 제어기로서 그림 4-1-194와 같은 형태로 구현될 수 있
다. 즉, 시간지연을 이용한 제어는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복잡한 비선형 동역학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시간지연추정을 이용함으로써, 매우 효율적이고 계산양의
부담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4-1-194. 시간지연제어기 블록 선도
시간지연제어기를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대부분의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은 다자유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논
문에서는 간략화 하여 1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한다. 마스터-슬레이브 시스
템의 동역학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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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4-1-38)

여기에서 과  는 마스터, 슬레이브 각각의 위치 값을 나타낸다. 은 시스템
관성을 나타내며 는 코리올리스와 원심력을 나타낸다. 는 중력을 나타내며,
 은 조작자가 마스터 링크에 가하는 힘을 의미한다.  는 슬레이브 매니퓰레이

터가 물체에 가하는 힘을 나타낸다. 모터 구동력은  과  로 나타내었다.
BDSM의 구조적 특징과 방사능 환경이라는 조건에 의해 힘/토크 센서를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 피드백만을 사용한다. 따라서  과  는 측정이 불가능
하므로 0이라 가정한다.
TDC의 제어법칙에 의해 식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4-1-39)

        
       
     
 
 
 

(4-1-40)

여기서      과      은 마스터,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위치오차
를 나타낸다. 폐루프 오차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1-41)

    

(4-1-42)

TDC를 이용한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4-1-195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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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95. 시간지연제어기 기반 마스터-슬레이브 원격 제어기
 를 결정함으
TDC의 제어 입력을 살펴보면, TDC는 시간지연 과 PD 게인 및 

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시스템에 TDC를 적용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과 순서로 설계한다.
1) 매니퓰레이터의 제어는 보통 이산제어기를 사용하므로, 시간지연  은

표본주기 와 같게 둔다. 이때 는 제어기의 성능 및 센서 잡음을 고
려하여 적절한 값을 결정한다.
2) 폐루프 시스템의 원하는 동역학을 선정함으로써 PD 게인,  와  를 결

정한다. 고유진동수  과 감쇠비 에 대해서  와  는 다음과 같다.
   ,

  

이때 오버슈트를 피하기 위해서  ≥  로 두며, 간단히    로 두는 경
우가 많다.
 의 형태와
3) 안정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제어성능을 보이는 

그 값을 결정한다.
TDC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1자유도 실험

장치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모터 모델링 대상은 슬레이브 조작기에 적용된
Tamagawa사 TS4609 모델이며 모터와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로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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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ystem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4-1-196은 1자유도 시뮬레이션을 위한 블록선도

이다.

그림 4-1-196. 시뮬레이션 블록 선도
   세 파라미터의
시스템의 특성상 시간지연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응답특성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TDC를 적용할 때, 제어기 설계의
 를 사용한다.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TDC의 강인성
편의성을 위해서 상수행렬 

으로 인해 상수행렬을 사용하여도 충분히 좋은 제어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의 값이 0에 가깝도록 
의
이다. 안정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     
 의 변화에 따른 응답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값을 설정한다. 그림 4-1-197은 

 를 너무
그 외의 파라미터 설정 값은 다음과 같다. (   ㎳,   ,    ) 

작은 값을 설정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진동이 발생하며 너무 큰 값을 설정하게
되면 오버슈트가 발생하며 위치오차가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198은  의 변화에 따른 응답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4-1-197에서 

 의 값을 0.5로
의 값이 0.1과 1사이인 경우에 안정한 응답특성을 보였으므로 

설정한다. 그 외의 파라미터 값은 동일하다.  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제어 입력
값을 거의 추종하지 못하는 성향을 확인하였으며,  이 큰 경우, 응답속도가 빠
르며 오버슈트가 발생하지만 위치오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 대한 시뮬
그림 4-1-198은 의 변화에 따른 응답특성을 나타낸다.  과 


 =0.5 로 설정한다. 의 값이 작으면 진동하는 경향을
레이션에 의하여  =10 , 

보였고, 너무 큰 경우에는 응답속도가 확연히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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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에 대한 응답
그림 4-1-197. 

그림 4-1-198.  변화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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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99.  변화에 대한 응답
➀ 1자유도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 적용 시험

시간지연제어기 기반 양방향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BDSM과 관절 구성과 유사하게 제작한 1자유도 조작기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그

림 4-1-200에 보이는 것처럼 1자유도의 마스터 및 슬레이브 조작기, 제어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마스터 매니퓰레이터는 모터의 회전축과 슬레이브를 조작할 수
있는 핸들 부분이 와이어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조작자가 마스터 핸들을 움직이
면 모터에 연결되어있는 엔코더에서 펄스 값을 읽어 각도 값으로 환산하여 슬레
이브에 위치 제어 지령으로 사용된다.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는 실제 BDSM의
마지막 관절 형상과 유사하게 제작되었다. 실험 장치에 사용된 모터와 와이어,
풀리 등은 BDSM과 모두 동일하다. 차동기어를 사용하는 BDSM이 취급할 수 있
는 최대 하중은 25 kgf이지만 본 실험 장치는 평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하
중은 12.5 kgf라 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의 경우 BDSM의 설계기준보
다 링크의 길이를 4 ㎝ (16 %)길게 제작하였으며, 7.5 ㎏의 하중으로 최대 하중
대비 70 %의 부하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와이어에 의해 구동되기 때문에 모터의 출력축에 기어를 이용하여 모터의 토
크를 증가시켰다. 마스터의 움직임을 따라 슬레이브가 움직이면서 슬레이브 엔코
더 출력이 다시 마스터의 제어 입력으로 사용된다. 마스터와 슬레이브에 사용된
모터의 사양은 표 4-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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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00. 1-자유도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 마스터(左), 슬레이브(中),제어반(右)
표 4-1-8. 마스터-슬레이브 구동 모터 규격
Master

Slave

Model

CSMT-02

TS4609

Rated Output Power(W)

200

400

Rated Torque(N·m)

0.64

1.27

Rated Velocity(RPM)

3000

3000

Armature Resistance(Ω)

7.5

2.9

Armature Inductance(mH)

24

9

Torque Constant(N·m/A)

0.39

0.41

구성된 실험장치의 제어시스템의 구조는 프로토타입 BDSM의 제어시스템과
동일하다. 마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는 서보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토크지령
모드로 제어된다. 마스터-슬레이브 조작기의 모션 컨트롤 보드는 하나의 PC에 연
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터 회전각, 모터 속도 등의 값을 측정하여 TDC의 제어
입력으로 사용한다. 프로그램은 Visual C++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4-1-201은 조작 화면을 보여준다.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상태정보가 표시되며 제

어기와 입력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모터 사양이 각각 다
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현함에 있어서 스케일을 고려하였고, 가속도는 모터
속도 값을 수치미분 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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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01. 제어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TDC 기법은 위치, 속도 가속도 정보를 이용한다. 위치는 엔코더에 의해 측정

되는 펄스 수를 이용하여 계산되고, 속도정보는 모터의 RPM 정보를 이용한다.
하지만 가속도의 경우는 수치미분을 통해 그 값이 구해진다. 따라서 조작자가 마
스터를 빠르게 조작하는 경우 가속도의 값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제어입력 포화
가 일어나게 되고 더 큰 오버슈트가 발생하게 된다. 조작자가 마스터 매니퓰레이
터를 조작하는 경우 경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움
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구성된 1자유도 시스템은 움직임이 제한적이므로
스윙 모션만 가능하며, 사람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실험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힘/토크 센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정보만 피드백 받아 제어 입력으로
사용한다.
TDC의 제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에 적용되었던 PD제어기와

비교 실험을 하였다.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조작하기 때문에 경
로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두 제어기에 대한 응답 특성을 분석하기에 기준이 명확
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 경로를 주고 그에 대한 응답 특성을 분석하여 제어기의
성능 비교하였으며, 부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부하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성능비교를 하였다.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에 대해서도 부하 유무에 따른 성능
을 분석하였다. 그래프에서 기준 경로는 ‘Ref'로 표기하였으며, 부하 유무에 대하
여 무부하 상태는 ‘wol'로, 부하상태는 ’wl'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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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부하 상태에서의 위치 제어 특성을 살펴보았다. 실험을 하기에 앞서
TDC와 PD 제어기의 이득 값을 설정하였다. 샘플링 시간은  =1 ㎳로 설정하였
   로 설정하였다. PD 제어
고,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   , 



기의 이득 값은 TDC와 PID의 관계에 의해     ,      으

로 설정하였으나 시스템의 특성상  의 이득 값이 너무 커서 불안정한 응답을
나타내기 때문에  값을 줄여가면서 실험을 한 결과  =400에서 가장 안정한
응답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PD 제어기의 이득 값은  =400,  =10으로 설정하였
다.
그림 4-1-202는 무부하 상태에서 일정 경로가 주어진 경우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1-202 (a)는 PD 제어기를 적용한 위치추종 결과를 나타내고, 그
림 4-1-202 (b)는 TDC를 적용하였을 때의 위치추종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1-203은 각속력 추종 결과를 나타낸다. TDC를 적용하였을 때 약 1° 미만의 위

치오차가 존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PD
제어기를 적용하였을 때, 같은 기준 위치에 대하여 3.557°의 위치오차를 보이며
TDC를 적용한 경우 약 76%의 오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속도 추종

결과는 제어기에 관계없이 기준 속도를 잘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TDC 제어기

(a) PD 제어기

그림 4-1-202. PD 제어기와 TDC 제어기의 무부하 위치 추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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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 제어기

(b) TDC 제어기

그림 4-1-203. PD 제어기와 TDC 제어기의 무부하 각속력 추종 특성
부하에 대한 제어기의 강인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부하 상태에서 실험한 이득
값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7.5 kgf 부하에 대하여 위치 추종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1-204은 부하 상태에서 일정 경로가 주어진 경우에 대한 위치응답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1-204 (a)는 PD 제어기를 적용한 위치추종 결과를 나타내고, 그
림 4-1-204 (b)는 TDC를 적용하였을 때의 위치추종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1-205는 각속력 추종 결과를 나타낸다. PD 제어기를 사용한 경우 위치오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TDC를 사용한 경우 위치오차가 점차 감소하며 기준 위
치를 추종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TDC를 적용하였을 때 약 4.9°의 위치오차가 존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

부하 상태보다 빠른 속도로 오차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부하조건에
대하여 PD 제어기를 적용하였을 때 약 12.42°의 위치오차를 보이며 TDC를 적용
한 경우 약 60 %의 오차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DC는 부하 유
무에 관계없이 기준 속도를 잘 추종하는 반면 PD 제어기는 부하상태의 경우 속
도 추종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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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 제어기

(b) TDC 제어기

그림 4-1-204. PD 제어기와 TDC 제어기의 부하취급 위치 추종 특성

(a) PD 제어기

(b) TDC 제어기

그림 4-1-205. PD 제어기와 TDC 제어기의 부하취급 각속력 추종 특성
마스터 지령-슬레이브 추종 제어 특성을 살펴본다. 제어 이득은 이전 실험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여 PD 제어기와 TDC의 성능비교 실험을 하였다. 마스터의
움직임을 사람이 조작하기 때문에 경로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매 실험마다 비
슷한 경로를 주도록 노력하였다.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은 각각의 모터 사양과
기어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제어입력을 계산할 때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여 연산하여야한다.
그림 4-1-206은 무부하 상태에서 TDC와 PD 제어기를 사용하였을 때 마스터
위치추종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4-1-207은 위치 오차와 제어 입력을 나타낸다.
각각의 위치경로가 일치하지 않지만 PD 제어기를 적용하였을 때에는 약 ±5°의
위치오차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TDC를 적용하였을 때 약 ±1°의 위치오차가 발생
하며 약 80 %의 위치오차 감소를 나타내었다. TDC의 경우 위치오차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제어입력이 비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PD제어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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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같은 위치에서 일정한 제어입력 값을 갖으며, 슬레이브 조작기의 제어입력은
제어기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a) PD 제어기

(b) TDC 제어기

그림 4-1-206. PD 제어기와 TDC 제어기의 무부하 위치 추종 특성

(a) 위치 오차

(b) 제어 입력

그림 4-1-207. PD 제어기와 TDC 제어기의 무부하 제어 특성 비교
그림 4-1-208은 부하 상태에서 위치 추종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4-1-209는 위
치 오차와 제어 입력을 나타낸다. PD제어기는 약 ±13°의 위치오차가 존재하지만
TDC는 최대 ±3.8°의 위치오차로 오차율이 약 71 % 감소하였다. 제어 입력은 슬

레이브에 작용한 토크를 나타내며 두 제어기가 비슷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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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 제어기

(b) TDC 제어기

그림 4-1-208. PD 제어기와 TDC 제어기의 부하 위치 추종 특성

(a) 위치 오차

(b) 제어 입력

그림 4-1-209. PD 제어기와 TDC 제어기의 부하 제어 특성 비교
마지막으로 양방향 제어 특성을 살펴보았다. 원격조작 작업에 있어서 가장 이
상적인 형태는 슬레이브의 작업력이 조작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현재
조작기의 기구적인 특징과 방사능 환경 하에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힘/토크 센서가 사용될 수 없으므로 양방향 제어를 위해 마스터-슬
레이브 매니퓰레이터 각각의 위치 값만을 피드백 받아 제어입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자가 반향되는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위치오차를 이용하여 조작자가 마
스터 매니퓰레이터를 조작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토크를 발생시킨다. 이를 힘
반영, 양방향 제어라 한다.
TDC를 이용하여 위치 제어를 수행한 결과, 슬레이브가 마스터의 움직임을 잘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작자에게 반향되는 힘에 대해 연구하
기 위해서는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실험조작기의 경우, 마스터 핸들을 반시계방향으로 조작할 경우 로드 부분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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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적이며 인위적인 오차
값을 발생시킬 수 없다. 반대로 마스터 핸들을 시계방향으로 조작할 경우, 슬레
이브 매니퓰레이터의 기구적 구조상 100°까지 움직일 수 있고, 마스터 매니퓰레
이터는 150°까지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위치 오차
를 발생시킨다.
마스터 조작기는 최대 5 kgf의 힘반영을 위해 정격토크 0.64 Nm의 서보모터
를 사용하였지만 본 실험에서는 최대 1 kgf의 힘반영이 가능하도록 입력 상한치
를 0.128 Nm로 설정하였다. 동일 조건의 성능비교를 위해 제어기의 이득 값은
이전의 실험에서 사용된 이득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4-1-210과 그림 4-1-211은 각각 PD 제어기와 TDC를 적용한 경우에 대한
마스터-슬레이브의 위치 추종 결과와 조작자에게 반향되는 마스터 제어 입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PD 제어기의 경우 위치오차가 존재하면 위치오차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마스터 조작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실제로 오차가 존재하지만
조작자가 반향되는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TDC의 경우 작은 오차에도 적분기 특성에 의해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조작자는 오차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마스터의 제어 이득 값이 작은 경우에는 그림 4-1-212와 같이 포화범위 내에
서 오차가 존재함에 따라 제어입력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힘반
영은 마스터의 움직임을 슬레이브가 추종하지 못하는 경우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슬레이브에 작용하는 힘이 마스터 조작자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그림 4-1-212의 경우에는 위치오차에 의해 발생한 힘이 오차가 감소함에 따라 줄
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며 오차 발생이 반복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기 때
문에 조작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역방향으로 임의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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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토크 특성

(a) 위치 특성

그림 4-1-210. PD 제어기 힘반영 제어 실험 결과

(b) 토크 특성

(a) 위치 특성

그림 4-1-211. TDC 제어기 힘반영 제어 실험 결과

(b) 토크 특성

(a) 위치 특성

그림 4-1-212. 작은 이득을 갖는 TDC 제어기 힘반영 제어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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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 제어시스템 제작
(1) 원격제어시스템 설계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제어는 조작자가 조종하는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움
직임이 제어기를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에 지령됨으
로써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천정이동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제어 및 인터페이스 대상은 아래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다.
◦ 15축으로 구성된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구동부(encoder type servo motor),
◦ 15축으로 구성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resolver type servo
motor),
◦ 5 stage telescopic tubesets가 장착된 3축 슬레이브 천정 이동장치 및 2축 마

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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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의 카메라 및 컨트롤러,
◦ 서보조작기, 천정 이동장치 및 카메라 제어를 위한 매뉴얼 콘솔,
◦ 천정 이동장치의 조그(jog) 운전을 위한 소형 팬던트,
◦ 서보조작기 및 천정 이동장치의 운동 제한을 위한 limit switch 28 EA

맨 먼저 제어시스템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였다. PRIDE와 같이 완전한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셀 내부에 설치된 서보 구동부는 제어시스템 전체가 셀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전원선과 통신선만 밀폐된 공간 내부로 연결하면 되므로 케이블
배선이 아주 단순화된다. 하지만 PRIDE시설에서는 서보 구동부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이를 원격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한 툴이 마땅치 않으며 설치 공간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제어시스템은 외부 운전 구역에 설치하고 케이블 배선을 통
해 서보 시스템을 구동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서보모터에는 전원 케이블과 신호 케이블이 일정 길이 연결되어
있고 그 끝단에 커넥터가 부착된다.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경우 한 팔당 7
개의 모터가 장착되며, 추가로 몸체 회전 및 천정이송을 위한 X-Y-Z 3축의 모터
가 장착된다. 천정이송장치 구동부는 고장발생시 유지보수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중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서보모터의 수는 2배가 된다. 이러한 알곤
셀 내부에 설치되는 총 21축의 서보모터를 사용함에 있어 모터 하나당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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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원과 신호의 2선이 사용되므로 총 40가닥 이상의 케이블이 필요하다. 또한
구동부 전달 동력 제어를 위한 클러치, 리밋 스위치, 카메라 파워 및 제어부, 호
이스트 구동부 등의 케이블이 추가되는 경우 케이블의 수가 더욱 증가한다. 케이
블 수량이 증가할수록 케이블베어 시스템이 과도하게 커지게 되며 커넥터 처리
시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능별로 그룹을 지어 케이블을 설계하는 방
식을 적용하였다.
케이블은 상시 허용전류, 전압강하, 곡률반경, 기계적 강도,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케이블 형상은 그림 3-2-213과 같다. 서보 구동부
전원선은 AWG 19, 신호선은 AWG 22로 설계하였으며, 절연은 TPE(Thermoplastic
Elastomers),

바인더(binder)는

폴리에스테르,

외피(out

jacket)는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재질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신

호선의 경우에는 트위스트 페어(twisted pairs)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노이즈에 강
하도록 하였다. 3D 카메라 및 2D 카메라 케이블은 4종류를 설계하였다. 3D 카메
라는 영상신호 전달을 위해 75 Ω coaxial cable, 카메라 전원선(1 twisted pair, 0.34
SQ), pan-tilt 제어선(4 twisted pairs, 0.34 SQ)로 구성하였다. 2D 카메라는 하나의

케이블로 카메라 2 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설계/제작하였는데,
영상신호 전달을 위해 2개의 75 Ω coaxial cable, 카메라 전원선(2 twisted pairs,
0.34 SQ), 통신선(2 twisted pairs, 0.34 SQ)로 구성하였다. 그리퍼 카메라는 팬-틸

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상 신호선과 전원 신호선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배선을
단순화하기 위해 75 Ω coaxial cable 4개와 카메라 전원 또는 통신용 케이블(4
pairs, 0.34 SQ), 및 신호 케이블(5 twisted pairs, 0.34 SQ)을 설계/제작하였다.

그림 4-1-213. 케이블 설계도
천정이동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전체 시스템의 소비전력은 정격운전시 약 13
㎾가 필요하다. 서보조작기의 모든 축들이 동시에 정격 이상으로 움직일 빈도는
적지만 제어용 PC, 모션 컨트롤 보드, PLC, 카메라, 영상 분할기, 모니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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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 등의 추가 전원 및 전력 여유치를 고려하여 시스템 공급 전력은 20 ㎾
용량으로 적용하였다. 천정이동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케이블을 구
성하는 개별적인 전선들이 feed-through를 거쳐 운전지역의 제어시스템으로 연결
된다.
이상에서 설계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양팔 마스터 서보
조작기, 마스터 벽면 이동장치, 호이스트,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전체 시스템의 전원 및 신호 케이블의 배선도는 각각 그림 4-1-214에서 그림
4-1-217과 같다. 배선도 설계시 중점은 둔 부분은 기구부의 유지보수시 케이블

커넥션도 동시에 일어나도록 커넥터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커넥터는 LEMO 사의
B-시리즈 제품군에서 선정하였으며 제작된 케이블과 최대한 일치하면서 케이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였다.

그림 4-1-214. 슬레이브 파워 및 신호 케이블-커넥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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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5. 슬레이브 카메라 케이블-커넥터 구성도

그림 4-1-216. 마스터 전체 케이블-커넥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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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7. 마스터 운전-디스플레이반 케이블-커넥터 구성도
(2) DSP 기반 원격제어시스템
(가) DSP 기반 제어시스템 선정 배경

제어시스템은 크게 PC 기반 컨트롤러와 독립형(stand-alone) 컨트롤러로
구분할 수 있다. PC 기반 컨트롤러는 (1) 고정도 멀티미디어 타이머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2) DSpace와 같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DSP 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 real-time extension을 사용하는 방법, (4) 윈
도우 운영체제 대신에 실시간 리눅스 커널(kernel)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제어 주기를 1 ㎑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적용과 디버깅이 편리
한 장점이 있지만, 비실시간 OS로 인해 제어주기가 불규칙하고, 30 ㎳ 이상의 제
어 지터가 발생할 수 있다. 나머지 방법들도 특별한 OS나 하드웨어를 추가로 설
치해야 하며, 별도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가 제공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방법들은 모션 제어와 관련이 없는 메인 보드나 하드디스크
와 같은 주변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운영체제를 다시 깔고, 주변 기기를 교체
하여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PC 기반 컨트롤러는 전원을 인가하고 실제 제어 프로그램이 구동되기까
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갑작스런 전원 차단에 특히 취약하다. 또한 갑작스런
전원 차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드디스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스템 전체가 구동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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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DSP를 사용하는 독립형 컨트롤러는 실시간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PC 기반 컨트롤러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DSP 기반 제어기는 하드웨어 타

이머 인터럽트를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0 ㎑ 이상의 제어 주파수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OS는 제어와 관련된 태스크만 수행하므로 운영체제가 단순화
되어 안정적인 동작 특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팅 시간을 1초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유지보수시 새로운 모듈로 교체하고 펌웨어 프로그램을 이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갑작스럽게 전원이 차단되
더라도 제어기 내부의 운영체제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으므로 비정상적인 전
원의 on/off에도 자유롭다.
원격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하드웨어는 그림 4-1-218과 같이 DSP 기반 모션
컨트롤러와 서보 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된다. 양방향 힘반영 제어가 필요한 마스
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는 토크지령 모드로 제어된다. 반면에 마스터
이송장치, 슬레이브 이송장치 및 호이스트는 속도지령 모드로 제어되며 다단 변
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관절 회전각을 측정하기 위해 마스터 서보조작기는 엔코더, 슬레이브 서보조
작기에는 레졸버가 장착된 서보모터를 사용하였다. 서보조작기 및 천정이동장치
의 각 축은 기구적 스토퍼와 함께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여 과도한 동작을 방지
한다.

그림 4-1-218.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구성도
(나) DSP 기반 모션 제어시스템 모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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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9은 DSP 기반의 4축 모션 컨트롤러 모듈의 구성을 나타낸
다. 그림에서 하나의 DSP 모듈은 2축의 마스터 구동부와 2축의 슬레이브 구동부
를 동시에 제어한다. DSP 모션 컨트롤러 모듈은 CPU 모듈, 아날로그 출력 모듈,
엔코더 카운터 모듈, 디지털 입출력 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CPU: 32 bits floating-point DSP, 150 MIPS
◦ DSP/BIOS-based real-time OS
◦ Control frequency jitter: <5 ㎲
◦ System memory: 16 MB SRAM
◦ 2 Mbytes flash memory
◦ Access to all DSP register via 100 Mbps Ethernet port
◦ 16-bit DA output with the resolution of 0.3 ㎶
◦ 28-bit encoder counter
◦ Machine I/O: 40 pin(-/+ limit, home, MPG, latch, slow down, CMP output)
◦ System I/O: input 16(include EMG Stop port), output 16(including 2 break
output port)

그림 4-1-219. DSP-기반 4축 모션 컨트롤러 모듈
서보드라이버와 DSP 모듈은 확장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었는데, 향후 A/D 모듈
이나 통신 모듈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배치 설계의 제약조건으로
① DSP 모듈은 모듈간 기구적 연결시 데이터 버스도 같이 연결되므로 서로 분리
할 수 없으며, ② DSP 모듈 상부에 디버깅과 모니터링을 위해 J-TAG emulator의
커넥터를 연결해야 하므로 모듈 상부에 공간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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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0과 같이 DSP 모듈 상부 및 측면에 공간을 두어 향후 필요한 모듈들을 추

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그림 4-1-220. 서보드라이버 및 DSP 모듈 배치
그림 4-1-221의 하부는 커넥터를 통한 케이블 인터페이스를 위해 설계한 터미
널젠더를 나타낸다.

그림 4-1-221. 터미널 젠더 설계도
DSP 기반 4축 모션 컨트롤러 모듈은 그림 4-1-222 (a)～(c)의 3가지 종류의 케

이블을 통해 서보 드라이버와 연결된다. (a)의 케이블은 엔코더 모듈과 터미널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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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terminal gender)를 연결하며, (b)의 케이블은 아날로그 출력과 터미널젠더를 연
결하며, (c)의 케이블은 터미널젠더를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 드라이버에 연결
한다.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드라이버의 핀맵은 다르지만 터미널 젠더를 공통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하나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제조사의
서보 드라이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1-222. 모션 제어시스템 모듈 케이블 연결
그림 4-1-221에서 터미널젠더는 4가지 그룹의 신호들과 커넥터를 통해 연결된
다. 표 4-1-9는 엔코더 제어 유닛(ceMC04P)과 터미널젠더가 연결되는 커넥터의
핀 맵을 나타낸다. 또한 아날로그 출력 모듈(ceAO04V)과 터미널젠더가 연결되는
커넥터의 핀 맵은 표 4-1-10과 같다. 서보드라이버와 연결되는 터미널젠더 핀 맵
은 표 4-1-11과 같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모터의 서보드라이버는 서로 다른 제조
사의 제품이지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표 4-1-12는 전원, 브레
이크 제어, 아날로그 입력, 리밋 체크, 원점, 외부 입력 신호 등을 위한 단자대에
대한 핀 맵을 나타내며, 필요시 연결할 수 있도록 스크류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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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엔코더 제어 유닛과 연결되는 터미널젠더 핀 맵
Control Unit
(ENC 입력)

ENCODER Z-

Control Unit
(ENC 출력)

ENCODER Z+

Control Unit
(ENC 입력)

ENCODER B-

Control Unit
(ENC 출력)

ENCODER B+

Control Unit
(ENC 입력)

ENCODER A-

Control Unit
(ENC 출력)

ENCODER A+

Control Unit
(ENC 출력)

SIGN -(CCW-)

Control Unit
(ENC 출력)

SIGN
+(CCW+)

Control Unit
(ENC 출력)

PULSE -(CW-)

Control Unit
(ENC 출력)

PULSE
+(CW+)

N24

I/O COM

Control Unit
(ENC 출력)

Servo Alarm

Control Unit
(ENC 입력)

INP

Control Unit
(ENC 출력)

Servo Power
ON

Control Unit
(ENC 출력)

Servo Alarm
Reset

P24

I/O SYNK

표 4-1-10. 아날로그 출력 모듈과 연결되는 터미널젠더 핀 맵
Control Unit (AO 출력)

±10V Analog 출력

AGND

AGND

표 4-1-11. 서보드라이버와 연결되는 터미널젠더 핀맵
SERVO 출력

ENCODER Z-

SERVO 출력

ENCODER Z+

SERVO 출력

ENCODER Z-

SERVO 출력

ENCODER Z+

SERVO 출력

ENCODER B-

SERVO 출력

ENCODER B+

SERVO 출력

ENCODER A-

SERVO 출력

ENCODER A+

SERVO 입력

SIGN -(CCW-)

SERVO 입력

SIGN +(CCW+)

SERVO 입력

PULSE -(CW-)

SERVO 입력

PULSE +(CW+)

N24

I/O COM

SERVO 출력

Servo Alarm

SERVO 출력

INP

SERVO 입력

Servo Power ON

SERVO 입력

Servo Alarm Reset

P24

I/O SY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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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2. 모션 제어에 필요한 단자대 핀맵
Control Unit (AO)

P24

Control Unit (AO)

N24

SERVO 입력

BK+

SERVO 출력

AO-1

SERVO 출력

AO-2

SERVO

AO-GND

Control Unit (ENC 출력)

+EL

Control Unit (ENC 출력)

-EL

Control Unit (ENC 출력)

ORG

Control Unit (ENC 출력)

DI

그림 4-1-223은 호스트 컴퓨터, 서보조작기 제어를 위한 7세트의 4축 모션 컨
트롤러 모듈, 천정이동장치 제어기 모듈, 콘솔 입력장치, 서보 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된 전체 제어시스템의 통합 인터페이스 구성도를 나타낸다. 각 모듈들은 호
스트 컴퓨터의 관리 하에 이더넷 통신을 통해 연결 된다.

그림 4-1-223. 통합 인터페이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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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식 원격운전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

이동식 원격운전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그림 4-1-224과 같이 2D 및 3D
모니터, PCL system이 내장된 카메라 제어기, manual console 및 pendant로 구성되
며 이동식 카트 위에 설치하여 마스터 조작기의 이동에 따라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운전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원 및 신호선을 쉽게 탈부착
할 수 있도록 커넥션 처리하여 이동성을 향상시켰다. 3D 모니터는 작업자가 편
안히 볼 수 있는 각도로 경사지게 배치하였으며, 2D 및 3D 모니터의 높이는 조
절이 가능하다. 카메라의 영상신호는 주로 이동형 모니터링 장치에 장착되는
LCD 모니터에 입력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LCD 모니터가 아닌 빔 프로젝터와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매뉴얼 콘솔(manual console)에는 3D 카메라 1대와 2D 카메라 4대를 제어하기
위한 조작 버튼들이 설치되었다. 3D 카메라의 경우 pan/tilt, focus, convergence,
mode 설정 등을 제어할 수 있다. 2D 카메라의 경우 4대의 카메라를 제어하는데

있어 최소의 버튼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다. 각각의 카메라는 버튼
4개를 눌러 선택하며, 선택된 카메라에 대해 pan/tilt/zoom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카메라 선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카메라는 초기위치(home position)로 이동한다.
또한 4개의 카메라 영상을 하나의 장치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2개의 제어 버튼
을 사용한다. "MULTI"란 버튼을 누르면 4대의 카메라 영상이 분할 영상으로 디
스플레이 되며, "CH1-4"란 버튼을 누르면 누를 때마다 순환적으로 카메라 1번부
터 4번까지 독립영상을 디스플레이 시킨다. 팬-틸트-줌 기능이 없이 조작기의 말
단부 그리퍼에 설치된 카메라는 특별한 제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각각의 영상만
7인치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한다. 팬던트의 경우 프로토타입조작기에서는 마스터

이송장치, 슬레이브 이송장치 및 호이스트를 제어하기 위한 방향 이동 버튼을 배
치였으며, 속도를 4단으로 가변시킬 수 있도록 조절 버튼을 설치하였다. 실증용
에서는 이송장치 뿐만아니라 향후 개발될 다양한 툴들의 제어도 별도의 추가적
인 팬던트 없이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가능한 터치패널형 팬던트를 적용하
였다. 팬던트에 내장되는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서보조작기 및 이송장치의 운전/이상 상태를 표시한다.
◦ 마스터 이송장치 2축, 슬레이브 이송장치 3축, 마스터 및 슬레이브 조작기

몸체부 회전 각 1축, 호이스트 2축에 대한 속도모드 Jog 운전한다.
◦ 서보조작기의 제어 모드(위치제어, 힘반영 제어)를 설정한다. 위치제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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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는 슬레이브가 마스터의 동작을 추종하며, 조작자에게 힘반영을 하
지 않을 때 사용한다. 힘반영 제어시 힘반영 비를 선택할 수 있어 작업자
의 느끼는 작업력과 피로를 조절할 수 있다.
◦ 슬레이브가 취급하는 추가적인 공구에 대한 동작 제어스위치.
◦ 다자유도의 원격취급공구 운전을 위한 조그 운전 기능.

그림 4-1-224. 이동식 카메라-디스플레이 시스템
(4) 주제어반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의 주 제어반은 그림 4-1-225와 같
이 설계 및 제작되었다. 주 제어반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전원공급장치, 노이즈
필터, 35축 서보 드라이버, 릴레이 모듈, I/O 모듈, 제어용 PC, Pan/Tilt 제어기, 스
위치 패널, 카메라 제어기 및 데이터 수집 장치 등을 포함한다. 조작자의 작업성
및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스탠드형과 데스크형이 연결된 형태를 채택하였다.

- 260 -

(a) 주 제어반 설계 도면: 측면(左), 전면(中), 후면(右)

(b) 주 제어반 제작/배선 모습: 전면(左) 및 후면(右)

그림 4-1-225. 주 제어반 설계도 및 제작 모습
전원 공급 순서는 시스템의 안전을 고려하여 그림 4-1-226과 같이 순차적으로
동작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주 제어반 후면의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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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Breaker(MCCB), ABS203B 125A)를 켜면 장치 전면의 전원 스위치를 작동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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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모듈인 주전원이 공급 되어야 제어기와 모터 드라이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제어기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만 모터 드라이버 전원 공급이 가능하
다. 반대로 모터 드라이버 전원을 끄지 않으면, 이의 상위 모듈인 제어기 전원을
끌 수 없다. 만약 제어시스템이 동작하는 상태에서 메인 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면 마스터-슬레이브 원격 운전 중인 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
웨어의 이상동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이다. 그림
4-1-226은 주 제어반에 전원 공급모듈이 설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1-226. 주 제어반 전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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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제어반 전원 공급부

(b) 허브 및 파워 서플라이

(c) 릴레이 회로부

그림 4-1-227. 주 제어반 전원공급부 및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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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27는 주 제어반의 전원 공급 스위치 패널을 보여주는데, 그림
4-1-229와 같은 릴레이 회로를 통해 전원 공급 및 차단 시퀀스 동작이 구현되었

다. MAIN ON 스위치를 누르면 MC1이 동작하게 되고, 그림 4-1-229의 회로와 같
이 3상 전원이 하위 모듈에 연결된다. PC ON을 누르게 되면 서보모터를 제외한
모든 장치(PC, 카메라, DSP 제어기, 파워 서플라이, 허브 등)에 전원이 공급된다.
또한 BDSM ON 스위치가 눌리면 서보드라이버에 전원이 공급된다. 테스트 결과
전원 공급 및 차단 시퀀스 동작이 이상 없이 작동하였다.

그림 4-1-228. 주 제어반 전원 공급 스위치 패널

그림 4-1-229. 주 제어반 전원 회로
그림 4-1-230과 그림 4-1-231은 각각 디지털 입력 모듈과 디지털 출력 모듈의
결선도를 보인다. 디지털 입력 모듈은 마스터 조작기의 양팔 핸들에 설치된 동작
스위치를 감지한다. 스위치 버튼은 적색과 초록색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지털 입력 모듈이 감지하여 DSP 제어시스템에 서보 조작
기의 제어 시작 명령을 전달한다. 디지털 출력 모듈은 천정이동장치의 거더부에
설치된 모노레일 호이스트 제어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호이스트의 전/후 직선 주
행, 상하 리프팅 움직임과 비상 정지 명령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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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30. 디지털 입력 모듈 결선도

그림 4-1-231. 디지털 출력 모듈 결선도
다. DSP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그림 4-1-232와 같이 물리적으로 호스트 PC에서
동작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DSP 상에서 구동되는 펌웨어
(firmware)의 두 파트로 구성된다. PC 소프트웨어의 경우 Visual C++ 6.0으로 작

성되었고, 윈도우즈 XP 상에서 구동된다. 이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상태를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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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더넷 통해 모든 DSP 모듈들과 통신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어 파라미터들을
갱신한다. DSP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커널(kernel) 라이브러리, 통신 모듈, 하드웨
어 인터페이스 함수, 제어 알고리즘 등으로 구성된다. DSP 소프트웨어의 코드는
TI(Texas Instrument)사의 DSP에 대한 통합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Code Composer
TM

Studio (CCS) 환경에서 ANSI-C 언로로 작성되었다. 개발 단계에서 DSP 모듈의

프로그래밍과 디버깅을 위해 JTAG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
으로 테스트되고 검증이 완료되면, 전용의 down load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
로그램의 실행 파일이 이더넷 링크를 통해 대상 DSP에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시
작 또는 재시작시 DSP 모듈의 플래쉬(flash) 메모리에 저장된 부팅 프로그램이
DSP 모듈의 내부 레지스터들과 인터럽트 서비스 테이블들을 초기화한다. 초기화

이후에 DSP는 마스터 암의 조작과 같은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아이들 루프에
들어간다. 마스터-슬레이브 제어는 마스터 매니퓰레이터의 핸들에 설치된 버튼을
누름으로써 활성화 된다.
호스트 PC의 GUI 프로그램에는 제어 모드들을 전환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
들이 존재한다. 또한 매니퓰레이터의 마찰을 평가할 수 있는 개루프(open-loop)
테스트 옵션들을 포함한다.

그림 4-1-232. DSP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1) 개발환경 구축
DSP 제어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편집, 컴파일, 링크, 디버깅 등의 통합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Texas Instrument사의 Code Composer StudioTM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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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다. 그림 4-1-233과 같이 구성된 Code Composer Studio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가지고 있다.
◦ 프로그램 개발 언어 : 어셈블리어와 ANSI-C, C++를 제공하며, C 언

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통합 개발환경 제공 : 프로그램의 편집, 컴파일, 링크, 디버깅 환경을

모두 제공하며, 각각의 기능들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Microsoft Visual
Studio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급 기능들을 제공한다.
◦ 프로그램 편집기 : Auto-complete 기능, Syntax-highlight 기능 등의 최

신 편집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고급 기능들을 대부분 제공한다.
◦ 컴파일/링크 : GUI 환경에서 컴파일 및 링크가 수행되며, 각종 경고

및 에러를 GUI 상에서 자동 리스트하고 해당 소스 라인을 찾아주는
등 Visual Studio와 유사한 형태로 기능을 제공한다.
◦ 강력한 디버깅 환경 : CCS는 디버깅 환경에서만큼은 Visual Studio를

능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Break-point, Step-over,
Step-into, Stack-trace 등의 일반적인 디버깅 기능은 물론이고, 조건적
break-point, probe-point(특정 코드를 지정하고 해당 코드가 실행될 때

마다 각종 모니터 값들을 자동 변경해주는 기능), Memory/Port Break
등을 지원하며 또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 실시간 OS 커널 라이브러리 : DSP/BIOS라고 하는 실시간 OS 커널

을 운용하는 각종 라이브러리를 지원하여 실시간 제어를 수행하는 프
로그램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 또한 DSP/BIOS에서는 시스템의 실
시간 퍼포먼스를 최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툴들을 제
공한다(그림 4-1-234).
◦ JTAG 에뮬레이터 인터페이스 지원 :

JTAG 에뮬레이터 인터페이스

를 지원하여 고속으로 대상 디바이스(target device)를 PC에서 디버깅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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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33. Code Composer Studio의 구성

그림 4-1-234. DSP/BIOS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분석 툴
DSP/BIOS에서 커널 라이브러리 모듈 그룹을 정리하면 표 4-1-13과 같

다. 각 라이브러리 모듈들은 각 기능 그룹을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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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3. DSP/BIOS 커널 라이브러리 모듈 리스트
Module

Description

CLK

System clock manager

GLB

Global setting manager

HST

Host input/output manager

HWI

Hardware interrupt manager

IDL

Idle function and processing loop manager

LOG

Message log manager

MEM

Memory manager

PIP

Data pipe manager

PRD

Periodic function manager

RTDX

Real-time Data Exchange manager

STS

Statistics accumulator manager

SWI

Software interrupt manager

TRC

Trace manager

펌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에서는 CCS와 JTAG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서 대상 DSP를 동작을 시험하고 검증한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면 실행 프로그
램을 대상 DSP에 저장해야 한다. 그림 4-1-235와 같은 COMIZOA사의 펌웨어 다
운로드 소프트웨어인 “Power Flasher”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더넷 통신
을 통해서 실행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은 대상 DSP의 플
래쉬 메모리에 영구 저장되었다가 시스템 전원이 인가되면 실행된다. 따라서 실
행 프로그램을 DSP에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롬라이터(ROM Writer)와 같은 별도
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운로드 속도 또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대상 DSP의 IP들만 기록해주면 여러 대의 DSP에 동시에 다운로드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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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35. 펌웨어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Power Flasher
(2) 원격제어 프로그램 개발

그림 4-1-236 (a)는 프로토타입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제어시스템에
적용되었던 PC 기반의 컨트롤러에서 고정도 멀티미디어 타이머 콜백 함수를 사
용하여 1 ㎑ 간격으로 on/off 제어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명령의 지연이 발
생되어 정확한 주기를 보장할 수 없다. 반면에 그림 4-1-236 (b)와 (c)의 DSP 기
반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10 ㎑까지도 일정 주기가 정확히 보장된다.

(a) PC 1 kHz

(b) DSP 1 kHz

(c) DSP 10 kHz

그림 4-1-236. PC와 DSP 제어시스템의 제어주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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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프로그램은 기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성능시험 모드와 힘반영 제어
기를 구현한 운전모드, 천정이동장치의 제어를 위한 조그 모드로 구성된다. 성능
시험모드는 다양한 평가조건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마찰과 중력 보상을 위한
개루프 step 및 sine 입력 시험 기능과 폐루프 응답을 위한 경로추종제어, P, PD,
PID, TDC 등과 같은 다양한 제어기를 사용하여 입력 궤적을 추종하는 경로추종

제어기가 구현되었다. 운전모드는 마스터-슬레이브 추종제어 및 힘반영 제어기가
PD 및 TDC 제어기에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원격운전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리소스를 관리하며, 하드웨어 장치 및 내부 프
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본적인
파라미터 값을 관리하며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를 수행한다. 운영 프로
그램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 힘 반영비 설정
◦ 엔코더(레졸버) 1회전당 발생 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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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또는 고장 등의 모터의 상태 정보는 매뉴얼 콘솔에 부착된 LED를
통해서 표시되며 나머지는 GUI를 통해 표시된다.
시스템의 제어를 위해 운영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은 엔코더/레졸버 신호
를 읽고 제어기 출력값을 AD 모듈을 통해 모터 드라이버에 지령하는 함으로써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의 위치를 제어한다. 힘반영 제어를 위해서는 슬레이브
암의 위치 신호를 받아 마스터 암의 위치를 제어하게 된다. 또한 시스템의 안전
성 및 신뢰성을 위해 오동작 신호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처리한다.
원격운전 프로그램의 GUI는 그림 4-1-237과 같이 마스터-슬레이브 운전모드,
성능시험모드, 파라미터 설정 모드, 천정이동장치 운전 모드의 4개의 주요 화면
으로 구성된다. 파라미터 설정 모드는 시스템에 필요한 여러 파라미터 값을 설정
하기 위한 것이며, 마스터-슬레이브 운전 모드는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각 관절의
위치를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각 관절이 추종하도록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의 위치 오차를 기준을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각 관절을
구동시켜 조작자에게 힘을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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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37.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GUI
그림 4-1-238은 펌웨어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의 순서도
를 나타낸다. DSP 제어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면 맨 먼저 그림 4-1-239과 같은
순서로 부팅이 된다. 인터럽트 초기화, PLL(phase-locked loop)를 통한 내부 동작
주파수 설정, 외부메모리(EMIF) 초기화 등의 DSP 초기화가 수행된다. 내부 전역
변수들에 대한 초기화를 마친 후, 플래시 메모리 부팅, 슬레이브 모듈 부팅, 통신
초기화 등의 시스템 초기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엔코더 모듈과 DA 출력
모듈과 같은 하드웨어 모듈의 초기화를 수행하고 통신 포트를 오픈한다. 제어기
변수들을 초기화한 후, 플레쉬 메모리에 데이터를 로드한다.
그림 4-1-240은 아이들 루프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작업들을 관리하는 순서도
를 나타낸다. 컨트롤러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표시하며, 통신을
통해 입출력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제어의 시작 상태를 알려주는 스위치 버튼의
눌림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제어가 시작되는 순간 제
어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1-241은 실시간 제어 루프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호스트 컴퓨터의 GUI
프로그램에 설정된 다양한 동작 모드에 따라 조건별로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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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38.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 플로우차트

그림 4-1-239. DSP 부팅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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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40. 작업 관리 순서도

그림 4-1-241. 실시간 제어 루프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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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어기 적용 시험
(1) 힘반영 민감도 향상 기초 실험
PRIDE 양팔 서보 조작기는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로 마스터 매니퓰레이터

를 이용하여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를 조정할 수 있다.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면
서 물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힘을 조작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작자가 적
절히 상황을 해결하고,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슬레이브 조작기
가 받는 힘을 마스터 조작기를 통해 조작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반영 기술이
필요하다. PRIDE 양팔 서보 조작기에는 그림 4-1-242와 같은 양방향 위치-위치
힘반영 제어기(bilateral position-position force reflection controller)를 적용하였으며,
마스터와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위치오차를 되먹임(feedback)하는 방식으로 힘
을 전달한다. 즉, 작업자가 마스터 매니퓰레이터를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토크
를 인가하여 작업자는 마스터 매니퓰레이터로부터 저항력을 느끼게 된다.

그림 4-1-242. 양방향 힘반영 제어기의 블록선도
양방향 힘반영 제어기 식은 식 4-1-43과 같이 PD 제어기 형태로 구성하였다.
         

(4-1-43)

          

그러나 마스터 매니퓰레이터에 전달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보다 세
밀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힘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식 4-1-44와 같이 매니퓰레이터의 각 축의 회전 운동에 대하여
마찰력을 보상하는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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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n

(4-1-44)

           sgn

식 4-1-44에서  과  는 마찰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터 제어 토크에 추가
되는 항이다. 그러나 이 항은 회전 방향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 그러므로 먼
저 마찰력을 보상하는 바이어스 토크를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바이어스 토
크를 적용한 경우 효과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먼저 바이어스
토크를 적용하기 전에 임의의 토크 값을 정현파 형태로 입력하여 현재 매니퓰레
이터의 상태를 점검하였다. 정현파를 입력하는 이유는 회전 방향에 따른 균형 상
태를 알 수 있으며, 특정 방향으로 치우친 경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현
파의 크기를 달리하여 토크 크기에 따른 균형 상태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림
4-1-243에서 알 수 있듯이 회전을 할 때 균형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토크

크기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질수록- 균형의 차이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러한 균형의 차이로 인해 조작자가 마스터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주어
진 작업을 수행할 경우 회전 방향에 따라 필요한 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힘반영 민감도를 떨어트리게 된다.
1st
2nd
3rd

0.0

0
-2

angle[deg]

-0.1

angle[deg]

1st
2nd
3rd

2

-0.2

-0.3

-4
-6
-8
-10

-0.4
-12
-0.5

-14
0

10

20

30

0

50

40

10

time[sec]

20

30

40

50

time[sec]

(a) mag = 0.006977Nm

(b) mag = 0.010465Nm
1st
2nd
3rd

5

1st
2nd
3rd

10

0
0

angle[deg]

angle[deg]

-5
-10
-15

-10

-20

-20
-30
-25
-40

-30
0

10

20

30

40

50

time[sec]

0

10

20

30

time[sec]

(c) mag = 0.013953Nm

(d) mag = 0.017441Nm

그림 4-1-243. 다양한 크기의 정현파에 대한 위치 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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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스 토크를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회전 시 필요한 구동 토크를 측정하
여 회전 방향에 따른 차이를 보상 해주는 것이다. 구동 토크의 측정을 위해 1초
동안 지령 토크를 스텝 함수 형태로 인가하는 실험을 하였다. 정방향 회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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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과는 그림 4-1-2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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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44. 정방향 회전 실험 결과
다음으로 역방향 회전에 대한 실험 결과는 그림 4-1-2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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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45. 역방향 회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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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구동 토크는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구간으로 정하였다. 왜냐하면
구동 토크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생길 때의 토크 값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는 축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0 이상인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지마찰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움직인 것을 뜻하기 때문
이다.
그 결과 정방향에 경우 0.006977 Nm에서 0.008720 Nm 사이의 구간에서 속도
의 변화가 있었다. 역방향의 경우 0.003488 Nm에서 0.005232 Nm 구간에서 속도
의 변화가 있었다. 결과를 정리하여보면 표 4-1-14와 같다.
표 4-1-14. 회전 방향에 따른 바이어스 토크
방향

Positive Direction

Negative direction

토크 값 0.006977 Nm ~ 0.008720 Nm

0.003488 Nm ~ 0.005232 Nm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현파를 이용하여 유효성을 검증 하여
보았다. 실험의 입력으로 사용된 정현파의 크기는 0.010465 Nm로 하였다
표 4-1-15. 바이어스 토크 값
조건

바이어스 토크

최소

(+)0.006977 Nm

(-)0.005232 Nm

+0.000872 Nm

최대

(+)0.008720 Nm

(-)0.003488 Nm

+0.002616 Nm

그림 4-1-246은 바이어스 토크값의 변화에 대한 위치 응답 특성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바이어스 토크 값을 0.002616 Nm 설정한 경우 양 방향으로
회전에 대해 균형이 대체로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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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46. 바이어스 토크 변화에 따른 위치 응답 특성
바이어스 토크의 유효성을 확인해 보기위해 바이어스 토크 값은 0.002616 Nm 고
정된 상태에서 정현파의 크기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하였다. 그림 4-1-25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현파의 크기를 달리해도 바이어스 토크 적용 결과가 양호하다.
그러나 크기가 0.006977 Nm을 적용한 경우 균형이 잘 안 맞았다. 하지만 토크
크기가 0.006977 Nm인 경우는 회전량이 0.13°로 매우 작기 때문에 매니퓰레이터
를 구동할 경우 0.006977 Nm보다는 큰 크기의 토크가 필요하며, 이 경우 바이어
스 토크를 적용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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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47. 정현파 크기 변화에 따른 바이어스 토크 유효성 검증
동역학 모델로부터 바이어스 토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Least Square
Regression을 적용하였으며, 그림 4-1-248은 마스터 조작기의 왼팔 1번 축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다양한 크기의 토크가 계단입력 형태로 팔에 가해질 때
회전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팔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을 추정한다. 마찰토크 이
상의 입력으로 팔을 가속시킨 후 측정된 각각의 응답 곡선들은 3차 다항식으로
근사화되고 계수들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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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역방향 회전

(a) 정방향 회전

그림 4-1-248. 입력 토크 변화에 대한 회전각 응답
그림 4-1-249에서 다항식 피팅을 통해 구해진 계수

a가

입력토크에 대해 마

커로 표현되었으며, 실선은 이들을 선형 피팅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직선
이 y = 0과 만날 때 x 좌표 값이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바이어스 토크이
다.

그림 4-1-249. 이차항( )들에 대한 선형 피팅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한 마찰 토크를 측정하였으며, 다
선 번 반복 실험한 결과가 표 4-1-16에 정리되었다. 얻어진 결과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해서 바이어스 토크 값으로 사용하였다 즉, 정방향
마찰 토크는 0.016 Nm, 역방향 마찰 토크는 -0.0042 Nm, 바이어스 토크는 0.0062
N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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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6. 마찰 토크 측정 결과
1st

2nd

3rd

4th

5th

정방향

0.0160

0.0165

0.0159

0.0169

0.0162

역방향

-0.0044

-0.0041

-0.0048

-0.0040

-0.0037

앞서 적용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결과 비교를 해 보면 그림 4-1-250과 같다.
그래프는 왼쪽 칼럼부터 바이어스 토크를 적용하기 전, 계산식(Least square)을 이
용하여 얻은 바이어스 토크 적용, 직접 구동 토크를 측정하여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적용한 결과이다. 바이어스 토크를 적용하기 전에는 양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균형이 맞지 않아 편향되어 움직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계산식과 실험적
으로 구한 값을 바이어스 보상 항으로 적용한 결과 비슷하게 입력 정현파에 대
한 위치 응답 특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방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 직접 구동 토크 측정 방식은 측정이 간
단하지만 대략적인 값만 구할 수 있으며, Least Square 방식의 경우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 번의 실험이 필요하고 분석도 여러 단계를 거쳐 수행해야
한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마스터 매니퓰레이터에 대하여 계산식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바이어스 토크를 구하였다. 바이어스 토크를 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구
동이 시작된 위치로 되돌릴 때 절대치 엔코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움직
이어야 하는데 마스터 매니퓰레이터는 역구동력이 움직일 만큼 충분히 작고 브
레이크가 없어 쉽게 초기 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경우에는 초기 위치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구동 방식을 이용하여 바
이어스 토크를 구하였다.
마스터 매니퓰레이터의 12축에 대해 실험을 통해 얻은 바이어스 토크 값이
표 4-1-17과 표 4-1-18에 정리되었으며,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12축에 대해 실
험을 통해 얻은 바이어스 토크 값은 표 4-1-19와 표 4-1-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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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50.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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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0

표 4-1-17. 마스터 조작기 오른쪽 팔 바이어스 토크
# of Motor

Positive Dir.

Negative Dir.

바이어스 토크

1
2
3
4
5
6

0.0166
0.0009
0.0096
0.0076
0.0056
0.0149

-0.0042
-0.0025
-0.0040
-0.0038
-0.0124
-0.0210

0.0062
0.0033
0.0028
0.0018
-0.0034
-0.0030

표 4-1-18. 마스터 조작기 왼쪽 팔 바이어스 토크
# of Motor

Positive Dir.

Negative Dir.

바이어스 토크

1
2
3
4
5
6

0.0101
0.0056
0.0025
0.0044
0.0063
0.0022

-0.0079
-0.0061
-0.0131
-0.0064
-0.0150
-0.0097

0.0010
-0.0002
-0.0053
-0.0009
-0.0043
-0.0037

표 4-1-19. 슬레이브 조작기 오른쪽 팔 바이어스 토크
# of Motor

Positive Dir.

Negative Dir.

바이어스 토크

1
2
3
4
5
6

0.0401~0.0437
0.0135~0.0155
0.0135~0.0155
0.0135~0.0155
0.0155~0.0174
0.0174~0.0193

-0.0218~-0.0255
-0.0174~-0.0193
-0.0155~-0.0174
-0.0116~-0.0135
-0.0135~-0.0155
-0.0077~-0.0096

0.0109
-0.0029
-0.0019
0.0019
0.0019
0.0058

표 4-1-20. 슬레이브 조작기 왼쪽 팔 바이어스 토크
# of Motor

Positive Dir.

Negative Dir.

바이어스 토크

1

0.0145~0.0182

-0.0328~-0.0364

-0.0109

2

0.0135~0.0155

-0.0155~-0.0174

-0.0019

3

0.0058~0.0077

-0.0155~-0.0174

-0.0058

4

0.0135~0.0155

-0.0096~-0.0116

0.0029

5

0.0135~0.0155

-0.0116~-0.0135

0.0019

6

0.0135~0.0155

-0.0058~-0.0077

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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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51은 앞서 구한 바이어스 토크 값을 마스터 매니퓰레이터의 오른
팔 1축에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응답 특성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에서 검은색 실선은 마찰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응답 특성을 나타내
며, 빨간색 실선은 바이어스 토크가 제어기에서 보상된 경우의 응답을 나타낸다.
양방향 모두에서 정현파 지령을 잘 추종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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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루프 정현파 위치 응답

(a) 개루프 정현파 입력

그림 4-1-251. 개루프 정현파 위치응답 특성
다음으로 Quintic path와 정현파를 이용한 폐루프 응답 특성에 대해 바이어스
토크 적용 효과에 대해 검증하여 보았다. 먼저 Quintic path을 이용하여 목표 지
령 위치 값을 변화하면서 정지 상태 오차에 대해 바이어스 토크 적용 전후에 변
화를 살펴보면 그림 4-1-2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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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52. 바이어스 토크 적용에 대한 위치응답 특성 비교
다양한 지령 각도에 대한 정상상태 도달 각도를 정리하면 표 4-1-21과 같다.
바이어스 토크를 적용하였을 때 정방향에 대해서는 오차 값이 작지만, 역방향에
대해서는 바이어스 토크 적용 전보다 값이 커졌다.
표 4-1-21. 목표치와 실제 도달 위치 비교
지령 각도 (degree)
with bias torque
without bias torque

-30
-28.92

-20
-18.88

2
-29.09

4
-18.9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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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20

+30

-8.758

9.136

18.902

28.720

-8.966

8.907

18.694

28.582

표 4-1-22는 지령 위치에 대한 토크값을 나타낸다. 토크 값은 정방향 회전 시
에 바이어스 토크를 적용하였을 때가 조금 크게 나왔으며, 역방향 회전 시에는
바이어스 토크 적용 전보다 작게 나왔다.
표 4-1-22. 지령 위치에 대한 토크 값
-30

-20

-10

+10

+20

+30

with bias torque

-242.49

-259.55

-297.43

339.14

409.17

458.92

without bias torque

-270.58

-301.18

-304.95

327.82

396.54

430.33

그림 4-1-253은 이상의 실험 결과들을 그래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바이어스 토크를 적용하면 적용한 방향에 대해서는 오차값이 줄지만 다른 방향
으로 회전 할 때는 오차값이 적용 전보다 약간이나마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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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53. 바이어스 토크 적용 효과 결과
다음으로 기준 입력으로 주기가 5초이고 목표 각도가 크기인 정현파 입력 추
종 실험을 수행하여, 바이어스 토크 적용 전후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4-1-254와 같이 바이어스 토크를 적용하면 정방향 회전 시에 오차가 오프셋 적용

전보다 줄어들며, 위치 제어를 위한 토크 출력은 시작을 제외하고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마스터 매니퓰레이터의 역구동력을 측정하여 마찰 보상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았다. 역구동력을 측정하기 위해 Push-pull gauge를 이용하였으며
측정한 위치는 그림 4-1-255과 같으며, 축과의 거리는 표 4-1-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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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54. 정현파 입력에 대한 바이어스 토크 적용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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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55. 역구동력 측정 위치
표 4-1-23. 축부터 거리 측정 위치까지 거리
Axis
1
2
3
4
5
6

Length (Pos.Dir.)
0.269m
0.435m
0.470m
0.075m
0.124m
0.180m

Length (Neg.Dir.)
0.375m
0.435m
0.470m
0.075m
0.124m
0.124m

마스터 매니퓰레이터의 왼팔과 오른팔에 대한 역구동력 실험 결과는 각각 표
4-1-24와 표 4-1-25와 같다. 정리된 결과를 살펴보면 마찰 보상항에 따른 역구동

력은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weight balancer와 같이 기계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회전 방향에 따른 질량 불균형을 많은 부분을 보상하였고, 마찰
뿐만 아니라 중력등과 같이 다른 요소들로 인한 영향까지도 보상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표 4-1-24. 마스터 매니퓰레이터 왼팔 역구동력
Axis
1
2
3
4
5
6

보상 전
힘(+)
힘(-)
0.61kgf
0.42
0.23
0.60
0.21
0.16

0.48kgf
0.43
0.24
0.62
0.26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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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후
힘(+)
힘(-)
0.60kgf
0.42
0.23
0.60
0.23
0.17

0.47kgf
0.42
0.24
0.62
0.26
0.25

표 4-1-25. 마스터 매니퓰레이터 오른 팔 역구동력
Axis
1
2
3
4
5
6

보상 전
힘(+)
힘(-)
0.59kgf
0.47
0.24
0.64
0.23
0.15

0.44kgf
0.46
0.23
0.59
0.27
0.24

보상 후
힘(+)
힘(-)
0.58kgf
0.47
0.24
0.63
0.23
0.17

0.46kgf
0.46
0.24
0.59
0.26
0.25

(2) 천정 이동장치 주행 시험

셀에서 양팔 서보 조작기의 이동을 위한 천정이동장치는 그림 4-1-256과
같이 거더(Girder), 트롤리(Trolley), 텔레스코프(Telescope), 회전인터페이스(Rotation
interface)로 구성되었다. 거더는 천정이동장치 전체를 셀의 주행(x) 방향으로 이동

시키며, 트롤리는 거더 위에 설치된 레일 위에서 트롤리 이하 전체를 셀의 횡(y)
으로 이동시킨다. 마지막으로 텔레스코프는 회전인터페이스 및 슬레이브 조작기
를 수직(z)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림 4-1-256. 천정이동장치 시스템 구성
양팔 서보조작기를 천정이동장치를 이용하여 이동시킬 경우 출발 및 정지를
상태를 거치며, 이때 상부에 위치한 거더 차륜 및 트롤리 차륜의 구동에 의한 진
동이 하부- 양팔 서보조작기-의 진동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진동을 줄일
수 있도록 입력 궤적 형태 및 가/감속 시간을 달리하여 알맞은 입력 궤적을 실험
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텔레스코프 튜브의 상태에 따른 영향도 고려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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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방향으로 이동에 대해 각각 텔레스코프 튜브를 완전히 신장, 수축하였을

경우에 입력 궤적 형태로는 사다리꼴과 S-곡선(5차) 형태를 이용하였으며, 가/감
속 시간은 0.5초와 1.0초 두 가지 경우만 고려하였다.
모든 입력 궤적은 1초부터 가속시간까지 속도를 모터의 정격속도까지 상승시
키고, 이 후 5초까지는 속도를 유지하며, 5초부터 감속시간까지 속도를 0이 되게
하고, 그 후 8초까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4-1-257과 같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하여 x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거더와 회전인터페이스의 이동거리를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y방향으로 이동할 경
우 트롤리 박스와 회전 인터페이스의 이동거리를 동시에 측정하여 상부에 위치
한 거더 차륜 및 트롤리 차륜의 구동에 의한 진동이 하부 조작기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SICK의 DME3000-111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레
이저 측정을 위해 반사판을 이용하였다. x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반사판은 거더와
회전 인터페이스에 부착하였으며, y방향에 대해서는 트롤리 박스와 회전 인터페
이스에 부착하였다. 측정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는 PC를 사용하였으며, 장치와
RS-422 통신으로 연결하였다.

그림 4-1-257. 천정이동장치 주행 시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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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그림에서 1초부터 3초까지 구간은 출발을, 5초부터 8초까지 구간은 정지
시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T'와 ‘Q'는 각각 사다리꼴과 S-곡선 형태를 의미하며,,
05’와 ‘10’은 가/감속 시간이 0.5초와 1.0초를 의미한다.

그림 4-1-25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텔레스코프 튜브가 완전히 수축한 상태에
서 x방향으로 출발 및 정지를 시킬 때는 입력 궤적 형태와 가/감속 시간에 상관
없이 거더 및 회전 인터페이스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4-2-259에서와 같이 y방향으로 장치를 이동할 경우에는 x방향으로 이동
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발 및 정지를 시킬 때는 입력 궤적 형태와 가/감속 시간
에 상관없이 거더 및 회전 인터페이스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S-곡선
형태로 0.5초 동안 감속을 했을 경우 거더 부분에서 진동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
나 이것은 데이터를 측정할 때 노이즈로 인한 것이다.

그림 4-1-258. Telescope with fully retraction - x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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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59. Telescope with fully retraction - y direction
그림 4-1-26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텔레스코프 튜브가 완전히 신장한 상태에
서 x방향으로 이동시킬때는 출발과 정지시에 회전인터페이스 부분에 진동이 발
생함을 알 수 있다. 출발을 위해 0.5초 동안 가속을 할 경우 입력 궤적 형태와
상관없이 진동이 발생하였지만, 사다리꼴 형태로 가속을 할 경우 S-곡선 형태보
다 진동이 덜 발생했다. 1.0초 동안 가속을 한 경우에는 입력 궤적 형태와 상관
없이 진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S-곡선 형태로 0.5초 동안
감속을 할 경우에는 사다리꼴 형태보다 회전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더 큰 진동이
발생하지만, 1.0초 동안 감속을 할 경우에는 사다리꼴 형태 보다 진동이 빠르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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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60. Telescope with fully extension - x direction
그림 4-1-261과 같이 y 방향으로 텔레스코프 튜브가 완전히 신장한 상태에서
이동시킬 때는 x 방향과 같이 출발과 정지 시에 회전인터페이스 부분에 진동이
발생한다. 0.5초 동안 가속을 할 경우 입력 궤적 형태와 상관없이 진동이 발생하
였지만, S-곡선 형태로 가속을 할 경우 사다리꼴 형태보다 큰 진동이 발생한다.
1.0초 동안 가속을 한 경우에는 입력 궤적 형태와 상관없이 진동이 발생하지 않

는다. 또한, S-곡선 형태로 0.5초 동안 감속을 할 경우 사다리꼴 형태보다 회전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더 큰 진동이 발생하지만, 1.0초 동안 감속을 할 경우에는
사다리꼴 형태 보다 진동이 빠르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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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61. Telescope with fully extension - y direction
이상에서 텔레스코프 튜브가 완전히 수축한 상태에서는 x, y방향으로 천정이
동장치를 이동할 경우 입력 궤적 형태와 가/감속 시간에 상관없이 거더 및 회전
인터페이스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텔레스코프 튜브가 완전히 신장한
상태에서는 x, y방향으로 장치를 이동할 경우 입력 궤적 형태와 가/감속 시간에
따라 회전 인터페이스에 발생하는 진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천정이동장치를
정지시에는 0.5초로 감속을 할 경우 S-곡선 형태가 사다리꼴 보다 더 큰 진동이
발생했지만, 1.0초로 감속을 한 경우에는 S-곡선 형태가 사다리꼴 보다 빠르게
진동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천정이동장치를 x, y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1.0초 동안 가/감속을 할
경우 S-곡선 형태가 사다리꼴 형태보다 텔레스코프 튜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양
팔 서보조작기의 잔류진동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감속 시간에 따라 S-곡선 형
태가 사다리꼴 형태보다 더 큰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3)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운전 시험

그림 4-1-262는 부하취급시험 및 힘반영 특성 평가 시험을 위해 납으로
제작된 중량물를 보여준다. 무게별로 6종을 제작하였으며, 슬레이브의 그리퍼로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홈을 두어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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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62. 기준 하중
 ,  ,  세 가지이며, 실험적 방법을 통해 튜닝하였
TDC 제어기의 게인은 

다. 게인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두 개의 값을 고정하고 하나의 변화에 대한 영향
을 살펴보면서 적합한 게인을 선정했다. 첫 번째로  을 10,  를 1.0으로 하고
 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5차의 다항식 형태의 step 응답 시험을 수행한 결과가

 의 값이 0.01과
그림 4-1-263의 그래프와 같다. 그래프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0.35에서는 시험 도중 드라이버가 다운되었다. 그림 4-1-264는 대표적인 결과들에
 의 값이 작은 경우 기준 궤적보다
대해 응답 특성을 확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가 커지면서 진동이 발생되
빠른 응답을 보이면서 불안전한 특성을 보였으며, 

었고 진폭 또한 증가하였다. 동일한 실험을 마스터 지령 - 슬레이브 추종 실험에
 의 값이 작을수록 추종 오차가 커졌
적용한 결과가 그림 4-1-265에 보여진다. 
 의 값이 증가할수록 진동이 발생하는 불안정 응답 특성을 보였다. 이러
으며, 
 의 값을 0.15로 선정
한 두 가지 실험 결과에 대한 직관적인 관찰로써 적절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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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변화에 대한 응답 특성 ( =10,  =1.0)
그림 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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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변화에 대한 응답 특성의 확대 모습 ( =10,  =1.0)
그림 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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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변화에 대한 마스터 지령-슬레이브 추종 응답특성( =10,  =1.0)
그림 4-1-265. 
 를 0.15,  를 1.0으로 고정하고 실험
다음으로  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을 수행하였다. 그림 4-1-266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작을수록 오차가 크게 발
생하였으며, 커질수록 진동이 발생하는 불안정 응답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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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66.  의 변화에 대한 마스터-슬레이브 위치추종 응답특성 ( 
 =1.0)

 를 0.15,  을 10으로 고정하고 실
마지막으로  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1-267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값이 특정 값보다 작아지거
나 커질수록 위치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진동과 같은 불안정 응답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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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67.  의 변화에 대한 마스터-슬레이브 위치추종 응답특성 ( 
 =10)

선정된 TDC 제어기의 게인을 사용하여 1초의 상승 시간을 갖는 5차 다항식
궤적의 스텝 응답 추종 시험을 수행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해 PD 제어기를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PD 제어기 게인은   = 3000,   =300로 설정하였고, TDC 제어

- 301 -

 =0.15,  =10,  =1로 설정하였다. 그림 4-1-268의 무부하 시험 결과에서
기는 


기준 입력이 가변하는 과도상태에서 PD 제어기의 추종 오차가 TDC에 비해 최대
값 기준으로 약 3배 정도 큰 값을 보였으며, 정상상태오차는 PD 제어기의 경우
약 0.18°의 값을 보인데 반해 TDC의 경우에는 약 -0.04° 이내의 아주 작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위치 오차는 위치 기준형 힘반영 제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TDC가 PD 제어기에 비해 불필요한 작업력 전달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제어기 출력은 두 제어기 모두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PD 제어기의 경
우에는 정상상태오차만큼의 출력을 지속적으로 보내지만 구동부의 마찰 특성에
의해 정상상태 오차가 줄어들지 않게 된다. 반면에 TDC 제어기는 아주 작은 정
상상태 오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제어 출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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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68. PD 제어기와 와 TDC의 무부하 추종 성능 비교
그림 4-1-269는 슬레이브 조작기가 최대 취급하중인 25 kgf를 그리퍼로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1초의 상승 시간을 갖는 5차 다항식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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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텝 응답 추종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공정한 성능 비교를 위해 두
제어기의 게인은 이전 값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4-1-268의 무부하 시험
결과에서 기준 입력이 가변하는 과도상태에서 PD 제어기의 추종 오차가 TDC에
비해 최대값 기준으로 3.5배 이상 큰 값을 보였으며, 정상상태오차는 PD 제어기
의 경우 약 1.54°의 값을 보인데 반해 TDC의 경우에는 약 0.03° 이내의 아주 작
은 값을 보였다. TDC의 제어 출력은 제어 시작 시 서보모터의 브레이크가 풀리
면서 취급하중 25 kgf의 자중에 의한 조작기의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 크게 작
용하며, PD 제어의 경우 위치 오차를 유지하는 출력을 내보내게 된다. 전반적인
제어 출력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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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69. PD 제어기와 TDC의 25 kgf 부하 추종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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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작자가 마스터 조작기를 움직일 때 슬레이브 조작기가 마스터 조작
기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실험 결과들을 보인다. 조작자가 직접 기준 궤적을 발생
시키는 경우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공정
한 비교를 위해 조작자의 움직임을 저장한 후, 매 실험마다 기준 궤적을 메모리
상에 읽어 들여 기준 입력을 발생시켰다. 그림 4-1-270과 그림 4-1-271은 각각 약
2.5 ㎐ 정도의 주기를 갖는 마스터 입력을 10 kgf와 25 kgf의 부하를 취급하는

슬레이브가 추종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전반적인 성능은 스텝 응답 시험과 유사
하게 TDC의 제어 성능이 PD 제어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였으며, 동작 중 진동
발생 등 불안정한 제어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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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70. PD 제어기와 TDC의 10 kgf 부하취급 마스터-슬레이브 운전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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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71. PD 제어기와 TDC의 25 kgf 부하취급 마스터-슬레이브 운전 성능
비교
그림 4-1-272는 10 kgf의 하중을 취급하면서 마스터 지령을 추종하는 실험 결
과를 보여준다. 위치뿐만 아니라 각속력 및 각가속력 또한 잘 추종함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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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72. PD 제어기의 10 kgf 부하취급 마스터-슬레이브
운전성능 비교
5. PRIDE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통합 설치

가. 천정이동장치 설치
PRIDE 시설에 양팔 서보조작기 이송용 천정이동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행 레일이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4-1-273은 아르곤 셀 내 주행 레일 위
에 거더를 설치한 모습이다. 주행 레일은 H 형강 위에 설치되며, H 형강은 지지
브라켓 위에 설치된다. 시설 측면 좌우에 2.3m 간격으로 H 형강 지지 브라켓을
설치하였고(시설 바닥에서 H 형강 지지 브라켓 상단까지 높이: 4,226mm), 그 위
에 200x200x8의 H 형강을 레일 길이 방향으로 40,212 mm 설치하였다(시설 바닥
에서 H 형강 상단까지 높이: 4,426mm). 그 위에 천정 크레인용 레일(15kgf/m)을
39,713 mm 설치하였다(시설 바닥에서 레일 상단까지 높이: 4,505mm). 설치된 좌

우 H 형강의 중심 거리(4,562 mm) 편차는 ±5 mm 이내임을 확인하였으며, 레일
중심 거리(4,562 mm) 편차는 ±3 mm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레벨 측정 및 거리
측정 시에 Zeu LS-610P 레벨 측정기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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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더 주행 레일부(H 형강, 레일)
거더

H 형강 지지 브라켓

그림 4-1-273. 주행 레일 및 거더 설치 모습
그림 4-1-296은 양팔 서보조작기 부착 회전판, 텔리스코픽 튜브 및 트롤리로
구성된 트롤리 시스템을 거더 위에 설치한 모습이다. 그림 4-1-274 (a)는 텔리스
코픽 튜브 이하를 완전히 접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림 4-1-274 (b)는 최대
로 펼쳤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대 2,000 mm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

(b) 최대신장

(a) 최대수축

그림 4-1-274. PRIDE 실증용 슬레이브 천정이동장치
그림 4-1-275는 제작한 마스터 양팔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를 셀 외부에 설
치한 모습이다. 마스터 천정이동장치의 주행 레일 역할을 하는 주행 가이드를 작
업자 운전지역인 아르곤 셀 외부 상단에 설치하였다(운전지역 바닥에서 주행가이
드 부착 브라켓 상단까지 높이: 4,172 mm, 주행가이드 길이: 4,000 mm). 상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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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이드의 상부는 V 형 롤러가 구를 수 있는 형상이며, 하부는 피니언과 맞물
리는 랙 형상이다. 하부 주행가이드의 하부는 V 형 롤러가 구를 수 있는 형상이
다. 마스터 천정이동 장치 후면 상부에 3개의 V형 동심 롤러가 부착되어있고, 하
부에 3개의 V형 편심 롤러가 부착되어 있다. 편심 롤러는 마스터 천정이동장치
의 상하 유격을 조절하게 된다. 표 4-1-26과 4-1-27은 천정이동장치의 작업영역
및 취급하중을 보여주며, 표 4-1-28은 구동 사양을 보여준다.

마스터 천정이동장치

주행 가이드

그림 4-1-275. PRIDE 실증용 마스터 천정이동장치
표 4-1-26. 천정이동장치 작업영역
길이(m) 폭(m)

표 4-1-27. 취급하중

높이(m)

취급하중

PRIDE 셀 크기

40.3

4.8

6.4

천정이동장치 작업영역
Hoist 작업영역

37.4

3.4

1.6~3.6(stroke: 2)

Hoist

500 kgf

37.4

3.7

3.6

보조 툴

400 kgf

천정이동장치 1,300 kgf

표 4-1-28. 천정이동장치 구동 사양
최대속도 (m/min) 작업영역 도달 최소시간 (sec)
주행(거더)
횡행(트롤리)
천정이동장치
인양(텔리스코프)
회전(인터페이스)
호이스트 횡행
Hoist
호이스트 인양

7.3

306

5.7

37

1.9

62

30 deg/sec

12

10

22

2.5

87 (최대상승-바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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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팔 서보조작기 설치
그림 4-1-2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IDE 아르곤 셀 내부에 설치한 천정이
동장치 회전판 좌우 인터페이스에 각각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를 설치하고, 아르곤
셀 외부에 설치한 천정이동장치 회전판 좌우 인터페이스에는 마스터 서보조작기
를 설치하였다. 그림 4-1-276 (a)는 천정이동장치 텔리스코픽 튜브 및 슬레이브
조작기에 부트를 장착하지 않은 모습이며, 그림 4-1-276 (b)는 장착한 모습이다.
부트는 텔리스코픽 튜브 및 조작기를 염증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다. 양
팔 서보조작기에 대한 사양은 표 4-1-29에서 보여준다.

(a) 부트 미장착

(b) 부트 장착

그림 4-1-276. PRIDE 아르곤 셀에 설치된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표 4-1-29.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성능 규격
자유도
취급하중 (슬레이브)
힘반영 (마스터)
incline (axis 1)
rotation (axis 2)
(upper arm)
길이 (mm)
incline (axis 3)
하부팔
rotation (axis 4)
(forearm)
길이 (mm)
incline (axis 5)
손목
rotation (axis 6)
(wrist)
그리퍼 동작 범위 (mm)
최대 팔 길이 (마스터/슬레이브)

상부팔

인터페이스 포함 전체 중량
(마스터/슬레이브)

6 + 그리퍼/핸들
250 N (연속 운전)
50 N (연속 운전)
± 45°
± 45°
600 (슬레이브) / 375 (마스터)
± 45°
±110°
800 (slave) / 500 (master)
+37 ~ -143°
±170°
0 ~ 100
0.95 m / 1.56 m
45 kg / 16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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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시스템 설치 및 통합 인터페이스
그림 4-1-277은 PRIDE 알곤셀 내부에 설치된 케이블 베어 시스템을 나타낸
다. 셀 내부 벽면 약 3.6 m 높이에 2.3 m 간격으로 브라켓을 설치하고 판금 가공
된 플레이트를 고정하였다. 플레이트 위에는 채널이 고정되고 채널 내부에서 체
인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체인 내부에는 천정이동장치, 양팔 서
보조작기 및 카메라 시스템의 전원 및 신호를 통합제어반에 전달하기 위한 5종
의 12가닥 케이블들이 설치된다.

그림 4-1-277. PRIDE 알곤셀 내부 케이블 베어 시스템
전원 및 신호 케이블들은 Feed-through를 통해 알곤셀 내부와 외부를 기밀을
유지하면서 연결된다. 케이블 베어 시스템에 설치된 케이블들은 그림 4-1-277과
같은 알곤셀 내부 feed-through에 연결되며, 그림 4-1-278의 알곤셀 외부의
feed-through 단자를 거쳐 통합제어반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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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78. PRIDE 알곤셀 내부 Feed-through 배선 모습

그림 4-1-279. PRIDE 알곤셀 외부 Feed-through 배선 모습
그림 4-1-280과 같이 BDSM 통합제어시스템을 PRIDE에 설치하고, 천정이동장
치, 양팔 서보조작기, 카메라 시스템들에 대한 기구적/전기적 시운전을 완료하였
다. 2012년에는 설치된 BDSM 시스템에 대한 성능 시험 및 운전/유지보수성 평가
를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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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80. PRIDE 실증용 BDSM 통합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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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성 평가
1. 단위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평가

가. 3D 공정장치의 시뮬레이터 기반 원격 운전성 분석
(1) 시뮬레이터 개선 및 디지털 목업 구축

가상의 원격취급장비(MSM, BDSM)를 작업자가 편리하고 정교하게 조작
할 수 있도록 역기구학 해석 방법 및 처리 속도를 개선한 개량형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안정된 원격 접근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Haptic 장치의 전송속도와 시
뮬레이터의 데이터 처리 속도의 비동기화로 인하여 BDSM의 구동이 지연되는 현
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thread 함수를 이용한 데이터 fetch 기능 및 timer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의 document
클래스 객체의 자료구조를 변경하여 3D 마우스 및 조이스틱의 데이터를 처리하
는 External Interface 클래스 객체의 중복생성을 피하였고, 외부 장치와의 연계 불
능 상태를 초래하는 사용자의 오작동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
다.
(가) 시뮬레이션 모델자료 구축 방안

모델링은 3차원 CAD 프로그램에 생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터
의 모델데이터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모델변환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장치설계 제작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3차원 CAD 프로그램은
Ⓡ

Ⓡ

Inventor 를 사용하고 있다. Inventor 에서 생성된 파일을 현재 연구원에서 보유한
Ⓡ

3차원 CAD 프로그램 (Solidworks )으로 import 하기 위하여 step파일 형태로 제공

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SolidworksⓇ에서 모델을 import하여 모델 파일을 열람
할 경우, 시뮬레이터에 사용하기 위한 모델 데이터 생성 자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현재 파트 모델링 상태는 장치 제작 관점의 모델링 작업(형상위주)이다.
- 일반적인 파트 모델링의 생성은 원점(origin coordinate)을 기준으로 형상데이

터를 갖는 모델이다.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운전이나 유지보수에
발생하는 이동 및 회전을 필요로 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델의 원
점은 이동축이나 회전축 상에 있는 모델로 생성해야 한다. (그림 4-2-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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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모델링된 모델은 형상위주로, 이동축이나 회전축 상에 원점을 가지고 있
지 않은 모델이다.
- 모델 제작단계에서 파트를 시뮬레이션 모델로 모델링하였어도 경우에 따라

수정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모델의 부분 변경을 필요 할 수 있다.
- 다수의 파트 모델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조립모델을 만들고, 다수의 조립모

델과 다수의 파트 모델들이 조립되어 하나의 장치모델을 생성한다. 제작을
위한 공정장치들의 조립은 형상이 중요하여 장치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조
립을 수행한다.
- 시뮬레이션을 위한 장치의 조립 모델은 동작하는 축 상에 원점이 있는 기본

파트모델을 중심으로 모델의 조립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구동 파트 모델을
중심으로 그룹으로 재조립이 필요하다.
- 시뮬레이터에서는 장치의 배치가 모델의 원점을 기준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모델의 원점이 바닥면과 일치하지 않아 모델의 원점과 바닥면에 대한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림 4-2-1. 모델의 원점좌표 예
모델링에 대한 용어 해석은 다음과 같다.
- 파트 모델: 기본적인 부품이 되는 모델이다.
- 조립 모델: 파트모델들의 조립된 그룹을 기준으로 하며, 조립모델과 파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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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조립, 조립모델과 조립모델의 조립된 그룹을 조립모델로 볼 수 있다.
- 장치 모델: 조립모델과 파트 모델의 조립으로 생성된 공정장치의 모델 그룹이다.
Ⓡ

InventorⓇ에서 생성된 모델을 Solidworks 로 모델로 변환한 모델에 대한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

- 현재 모델링된 일부 파트 모델이 오류를 표시하고 Solidworks

모델로 전환

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오류로 변환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
식된다. (본래 데이터에 대한 형상을 비교할 수 없다.)
Ⓡ

- 일반적인 Solidworks 의 모델은 생성한 이력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파트모델의 경우, 삭제나 억제 기능을 사용하여 모델 변경이 가능
하다. (이 경우는 모델데이터의 양을 축소하기위한 작업이 가능한 형태이
다. 그림 4-2-2).
- 다른 S/W에서 모델링한 자료를 변환하여 import 한 경우에는 모델을 생성한

이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상데이터 만을 가진 형태로 모델파일이
생성된다. 따라서 모델의 형상 변경이 불가하다. (그림 4-2-3).
- 이동이나 회전 동작의 파트 모델은 원점좌표의 축을 중심으로 동작하기 때

문에 모델의 원점이 이동축이나 회전축 상에 없다면 공정장치가 요구하는
의도된 동작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SolidworksⓇ를 통한 모델 수정이 불
가하다.

그림4-2-2. SolidworksⓇ에서생성한

그림4-2-3. 외부툴에서생성된

모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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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모델링 작업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시뮬레이터에 필요한 모델링 작업은 앞서 행한 기본 모델작업 이외에 추가

적인 작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모델작업을 통해 정확한 모델이 전달
되어야만 적절한 시간 내에 모델을 완성하여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현재의 모델을 통한 장치의 분석 작업의 경우, 외부형상을 기초로 한 조작

지점 분석 이외의 작업은 불가하다.
- 분석을 위해서는 장치에 대한 구조, 운전/유지보수 절차 및 동작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나) 시험평가용 모델

시뮬레이터의 기준이 되는 셀 바닥면의 위치는 y축이 0인 상태이다. 따
라서 모든 공정장치는 바닥면을 기준에 맞추어 장치의 기준좌표가 설정되어 있
으며 이를 통해 장치 이동 및 회전에 이점을 가진다. 시뮬레이터에서 배치 분석
에 사용하는 공정장치의 기준좌표가 y축 상의 좌표값(0)을 가짐으로서 높이 방
향에 대한 조작이 없이 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D CAD에 의
해 생성된 모델들은 기준이 되는 파트 모델이 바닥면과 일치된 지점에 기준 좌
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자체의 기준좌표를
이동시키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준좌표 이동 방법에는 (1) 동작이 없는
모델링 작업은 igrip 툴로 작업을 수행한 후에 vrml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으
며, (2) 3DXML의 모델자료를 vrml 자동변환 툴을 이용한 변환방법이 있다.
먼저 igrip을 이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3D CAD 툴에서 모델을 vrml 파
일로 변환한다. vrml모델을 igrip의 part 환경에서 데이터를 import 하여 화면에 표
시된 기준좌표 점과 공정장치의 z축상의 최하단의 위치(vertex)를 측정하고 중심
점을 측정한다. ② 이 값을 이용하여 모델을 이동시키고 새로운 기준좌표를 설정
하여 모델을 저장한다. ③ igrip에서 파트파일의 작업을 끝내고 device 환경에서
device의 설정을 수행하여 공정장치를 device 파일을 만든다. 이를 workcell 환경

에서 저장을 한다. ④ workcell 환경에서 공정장치 모델을 motion 환경으로 이동
한다. motion 환경에서 rec button을 누르고 vrml 파일로 저장을 한다. ⑤ igrip에
서 저장된 vrml 파일은 switch 문이 삽입된 관계로 시뮬레이터에서 장치의 화면
이 사라지는 현상을 초래하여 vrml editor를 이용하여 switch 문과 관계된 format
을 삭제한다. 이로서 시뮬레이터에서 작업이 가능한 vrml 파일을 완성할 수 있
다. 본 절차는 하나의 part 모델의 형상데이터를 많은 수 의 shape 형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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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vrml 파일의 편집 작업과 시간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편
집 작업은 그림 4-2-4와 같이 수행한다.

그림 4-2-4. VRML 데이터 편집화면
두 번째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 방법에서 사용한 igrip의 part
환경에서 데이터를 import를 하여 화면에 표시된 기준좌표 점과 공정장치의 z축
상의 최하단의 위치(vertex)를 측정하고 중심점을 측정한다. ② vrml 자동변환 툴
에서 기준좌표를 갖고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 vrml 자동변환 툴에서 생성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먼저 기준좌표가 (0,0,0)인 vrml 자동변환 툴의 임시저장 형태
(*.cmo)로 데이터 파일을 생성한다(그림 4-2-5 (a)). ③ 이 데이터 파일을 이용하여

변환된 기준좌표를 갖는 vrml 파일을 생성한다. 먼저 기준좌표가 (0,0,0)인 데이터
파일을 읽고 난후에 ‘합치기’를 눌러 변경할 공정장치를 읽어 들인다. (그림 4-25 (b)) ④ 읽은 공정장치를 그림 4-2-4의 리스트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준좌표 모

델명 밑에 공정장치 모델을 하위 tree로 이동시키고, 앞서 igrip에서 측정한 이동
거리 값을 공정장치의 좌표계를 통해 position 데이터에 적용하면 기준좌표 축 상
에서 입력된 값만큼 이동된다. 이를 vrml 파일로 내보내면 시뮬레이터에서 필요
한 scenegraph 형태의 모델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4-2-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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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점좌표

(b) 원점좌표를 갖는 모델과 공정장치 합치기

(c) 원점좌표를 갖는 모델로 수정

그림 4-2-5. 3D 모델의 원점좌표수정 작업
공정장치의 원격접근성 평가 시뮬레이션을 구현함에 있어, 공정장치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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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의 이동이나 장치 동작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작을 위한
이동이나 회전을 필요로 하며 이런 동작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파트 모델
의 기준좌표가 이동축 또는 회전축상에 있는 경우에만 모델의 이동이나 회전이
가능하다. 이런 모델들을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의 모
델링이 가능하다. 먼저 igrip에서 장치 모델을 구성하여 vrml 파일로 변환하는 방
법과 3DXML로 변환된 데이터를 vrml 자동변환 툴을 이용하여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vrml 자동변환 툴을 이용하는 방법은 3DXML 모델 파일을 읽어들이고 난 후

에 assembly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수정 방법은 3D 오브젝트 리스트에서 기준이
되는 part 모델에 해당된 파트 모델을 하위의 tree로 만들면 된다. 그림 4-2-6 (a)
는 원래의 모델링 파일의 구조이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구조의 tree 구조를 만
들기 위해 마우스로 해당된 파트파일을 선택하여 drag and drop 기능을 이용하여
상단에 위치하는 파트 파일 하위로 drop함으로써 그림 4-2-6 (b)와 같은 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

(a) 모델링 원형 파일의 tree 구조

(b) 변경된 모델링 파일의 tree 구조

그림 4-2-6. 3D 모델의 tree 구조 수정 작업
(다) 시뮬레이터 환경 구축

공정장치의 배치 및 원격취급성 검증을 위해서는 기 개발된 시뮬레이
터의 작업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 후에 공정장치의 운전에 필요한 절차에 따
라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배치 및 원격취급성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작
업자가 차폐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각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카메라
view 설정작업을 수행한다. 카메라 view의 설정방법은 시뮬레이터에서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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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취할 수 있다. 카메라 view 설정을 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먼저 모델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하다. 카메라 view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모델
파일에 조인트 특성을 갖는 node의 이름이 필요하다. 목업 전면 형상의 node에
조인트 특성을 알리는 이름을 변경하였다. 카메라 view는 UDC view 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node의 이름에서 클릭을 두 번하면 새로운 UDC view를 설정하게 된다.
생성된 view 는 node의 원점좌표점에 생성되기 때문에 목업의 각 창앞에서 카메
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생성된 각 위치와 각도를 수정해야 한다. 위치데이터는
vrml에서 사용되는 좌표축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좌측 x축, 위 y축, 앞 z축(화면에

서 나오는 방향)기준으로 한다. 카메라의 view 방향은 z축의 - 방향으로 설정되어
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CCF 카메라 설정 방법이다. 좌표축은 모델링에서 사용된 방향
으로 설정되어 좌측 x축, 위 z축, 앞 y축(화면에서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하며
카메라의 view 방향은 z축의 + 방향으로 설정되어서 x축에 대한 90도 회전값을
주어야 작업자가 차폐창을 통해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작업자가 바라보는
시가적인 위치는 차폐창의 좌우중심과 작업자의 키가 1m 70cm 를 가정하여 1m
60cm에 높이에서 바라보며, 차폐창의 50cm 앞에서 바라보는 위치로 카메라 위치

를 설정하였다. 각 창에 대한 설정 값은 표 4-2-1과 같다.
표 4-2-1. 카메라 view 설정한 위치값
차폐창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x
1.6
3.9
6.2
8.5
10.8
13.1
15.4
17.7
20.0
22.3
24.6
26.9
29.2
31.5
33.8
36.1
38.4

UDC camera
y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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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UDC 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iscamera를 check 함으로써 카메라를 설

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display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UDC camera를 선택하면 현재 display 창이 선택된 carmera view를 볼 수 있다.
(2) 단위 공정장치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 평가방법

공정장치를 PRIDE 셀 내부에 배치할 때의 고려 사항은 작업지점의 위치,
작업시 사용할 원격장비, 작업창 및 카메라를 통한 시야확보, 원격장비의 작업영
역, 작업지점까지의 접근경로 등을 포함하여 많은 고려사항들이 존재한다. 본 기
술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고려사항 중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한 사항들만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그 외의 사항은 본 기술보고서 관련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다른 분
석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개발
된 시뮬레이터를 통해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원격
접근성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원격접근성 평가방법론을 통하여 3D
공정장치 모델을 평가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제안한 원격접근성 평가방법론의 타
당성을 논하였다. 원격취급(RH: Remote Handling) 장비의 원격접근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원격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이들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격접근성 공식을 제안함으로
서 시뮬레이션 수행결과를 정량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
였다. 또한 몇 가지의 단위 공정장치에 대한 원격접근성 분석을 수행하여 얻어진
원격접근성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공정장치 배치인자

공정장치를 PRIDE에 배치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그림 4-2-7과 같이 생각
해 볼 수 있다. 원격취급(Remote Handling: RH) 장비를 고려한 원격접근성 인자
및 원격접근성과 관련이 없는 배치인자로 나눌 수 있다. RH 장비 상의 미고려
사항은 주로 직관에 의존하는 배치인자들로서, 세부장치연계, 작업공간확보, 공정
작업흐름을 고려한 배치인자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RH 장비를 고려한 원격접근
성 인자는 RH 장비와 연관이 있는 인자이다. 원격접근성 이외에도 원격작업성도
RH 장비와 깊은 관련이 있으나 원격작업성을 시뮬레이터 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현재 개발된 시뮬레이터로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기로 한다. 원격작업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도의 기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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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 개발이 요구된다. PRIDE에서 사용되는 RH 장비는 크게 기계식조작
기,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구분된다. 공정장치 배치인자
중 RH 원격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은 시야확보, 작업영역, 접근경로의 세 가지 인
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정장치 배치 인자
비 RH

RH 원격접근성

세부
장치
연계

시야
확보

작업
공간
확보

시야
확보

작업영역

접근경로

공정
작업
흐름
직관에 의존

RH 원격작업성

자세

…

…

접근성평가방법 개발

고도의 시뮬레이터 필요

그림 4-2-7. 공정장치 배치인자의 분류
(나) 원격접근성 인자
RH 장비와 관련된 원격접근성 인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4-2-8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야확보는 작업창 및 카메라를

통해 본 작업지점(TP; Task Point)의 시야를 평가하는 인자이며, 작업영역 인자는
RH 장비의 작업영역 내에 원격취급 대상의 위치가 되는 작업지점이 어떻게 위

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인자이고, 접근경로 인자는 시뮬레이터의 입력장치를 통해
작업지점까지 RH 장비를 조작하여 접근할 때, 접근경로의 평가에 관련된 인자이
다. 원격접근성 관련 세 가지 인자를 평가방법기준으로 분류하면 정적 graphic 상
에서 평가가 가능한 인자인 작업영역과 simulator의 입력장치를 통해 평가해야하
는 인자인 접근경로가 있다. 이 때, 시야확보 인자는 어느 시야장비를 사용하는
가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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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RH 장비 관련 원격접근성 인자들
RH 장비 관련 원격접근성 인자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면 개별 원격접근성

인자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파악할 수 있다. RH 장비 관련 원격접근성 인자
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독립변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야장비 (VD: Viewing Device)
② 원격취급장비 (RHD: Remote Handling Device)
③ 작업지점 (TP: Task Point)
④ 장치위치 (LP: Location of Process equipment)
시야장비로는 PRIDE 기준으로 17개의 작업창이 있고, 5개의 카메라가 있다.
원격취급장비로는 벽부착 기계식조작기, 천정이동 양팔서보조작기, 호이스트 크
레인이 있다. 작업지점은 장치제작이 완료되면 변경할 수 없는 유일한 인자가 되
므로 작업지점 선택은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지점을 고려한 장치위치를 최
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기하학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기하학적 장치위치 결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장치위치는 원격접
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라 판단되며, 이는 PRIDE의 길이방향 및 폭
방향으로의 위치와 높이 방향을 기준축으로 한 회전 자유도를 갖는다. 그림
4-2-9에 장치의 위치 자유도를 나타내었다. 장치의 위치 자유도는 (x, y, θ)로 결

정되며, 초기 위치 결정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정장치의 중심점
이 PRIDE 폭의 중간지점, 작업창의 정중앙일 때, 그리고 회전각도는 주지 않았
을 때를 장치가 놓인 작업창 기준으로 (0, 0, 0)으로 지정한다. 공정장치가 일반
적인 기준으로는 바닥에 놓이므로, 장치위치의 자유도 중 높이방향의 자유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원격접근성 인자 중 시야확보 인자는 시야장비, RH장비, 작업지점, 장치위치모
두의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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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그림 4-2-9. PRIDE 평면도에 표기한 장치위치의 자유도
여기서, FV는 시야확보(Field of View)를 나타내는 함수, VD는 시야장비, RHD 원
격취급장비, TP는 작업지점, LP는 장치위치를 나타낸다. 원격접근성 인자 중 작
업영역 인자는 원격취급장비, 작업지점, 장치위치에 영향을 받지만 시야장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를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2-2)

여기서, WS는 작업영역(Work Space)을 나타낸다. 원격접근성 인자 중 접근경로는
시야장비, 원격취급장비, 작업지점, 장치위치 모두의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4-2-3)

여기서 AP는 접근경로(Access Path)를 나타낸다.
(다) 원격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앞서 원격접근성 인자를 기술하였고 각 인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도 소개하였다. 독립변수들은 시야장비, RH장비, 작업지점, 장치위치 네
가지이며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은 다음과 같다.
- 시야장비 (22개):

윈도우 1, ... , 윈도우 17, 카메라 1, ... , 카메라 5

- RH장비 (35개):

MSM(L) 1, MSM(R) 1, ... , MSM(L) 17, MSM(R) 17,

BDSM(L), BDSM(R), 호이스트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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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지점: 장치 설계시 기 결정사항으로 선택 및 변경 불가하다. 또한 유한

개의 작업지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명목척도(nominal scale) 개념을 갖는다.
- 장치위치: 장치위치는 엄밀히 비율척도(ratio scale)로 분류되지만, 모든 경우

의 수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등간척도(interval scale) 또는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분류할 수도 있다.

시야장비와 RH장비는 독립변수들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명목척도(nominal
scale)의 개념을 갖으며, 시야장비는 총 22 개 중 1 선택, RH장비는 35 개 중 1

선택한다. 작업지점은 설계시 기 결정되므로, 접근성 평가에서는 평가결과를 분
석하여 작업지점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작업지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염두
해 둔다. 장치의 위치는 연속적(비율척도의 개념)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는 평가하기가 어려워 최적의 장치위치를 기하학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치위치를 일정간격으로 구획을 정해서 나누는 등간척도
(interval scale) 개념을 도입하여 평가할 경우 연속적이 아닌 유한개의 독립변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므로, 평가 노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
(라) 원격접근성 평가공식

원격접근성(Remote Accessibility: RA)을 평가하기 위한 인자 세 가지를
가지로 원격접근성 평가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1안:    ×  ×     × 

(4-2-4)

여기서 RA는 원격접근성 함수를 나타내고,  은 작업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는 접근경로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2안:    ×     ×    × 

(4-2-5)

여기서  은 시야확보에 대한 가중치를  는 작업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는 접
근경로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작업영역과 시야확보 인자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접근경로와 시야확보는 인과
관계가 있다. 또한 접근경로는 시야확보의 종속변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식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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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식 4-2-6에서 시야확보는 다시 시야장비, RH장비, 작업지점, 장치위치의 종속
변수이므로 결국 식 4-2-6은 식 4-2-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원격접근성을
세 가지 인자로 평가하게 되므로, 세 가지 인자의 함수로 정리할 수 있는데, 1안
은 작업영역과 시야확보 간의 인과관계를 만들어 준 꼴이 된다. 부연하면, 작업
영역이 양호하더라도 시야확보가 좋지 않으면 원격접근성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시야확보가 좋더라도 작업영역 밖에 있는 작업
지점은 역시 원격접근성 점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안의 경우 원
격접근성에 기여하는 항목은 시야확보를 고려한 작업영역 항과 접근경로 항의
두 가지 합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대로 2안은 시야확보, 작업영역, 접근경로가 원
격접근성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서로 독립적으로 보고 세 가지의 합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1, 2 안 이외에 다른 많은 안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
으나, 여기서는 두 가지 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보도록 한다. 시야확보, 작업영
역, 접근경로의 최고평점을 각각 1점 만점으로 표준화(normalization)하고, 원격접
근성의 최고평점을 역시 1점으로 할 경우, 1, 2 안의 점수 분포를 분석하여 보면
1 안의 경우가 2 안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위 식 4-2-4, 4-2-5에서

마지막 항인 접근경로 기여도 항은 가중치를 갖게 하면 기여도가 같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들을 비교한다. 이 때, 식 4-2-5의 가중치  은 1의 값을 갖고,
식 4-2-6의      로 표현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안:     × 

(4-2-7)

2 안:     ×     ×    

(4-2-8)

위 두식은 모든   ≤  ≤  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2 안이 1 안보다 같거나
큼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항상 2 안이 1 안에 비해 높은 점수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원격접근성의 점수가 상당히 높은 쪽에서 있어서 2
안보다는 평균점수를 낮추어 주는 좀 더 보수적인 1 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이후 모든 원격접근성 평가 공식은 식 4-2-5를 사용하기로 한다.
(3) 원격접근성 인자별 평가방법
(가) 시야확보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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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확보는 작업지점을 시야장비로 확인하였을 때, 간섭 없이 잘 보이
며, 작업지점의 위치를 잘 판단할 수 있으면 ‘good’, 다른 구조물의 간섭에 의해
작업지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bad', 주변에 다른 간섭요인이 있어 위치를 잘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다른 구조물의 간섭에 의해 시야가 일부 가린다거나 하면
‘normal'의 점수를 주어 3 등분의 리커트척도를 사용한다. 아래 그림 4-2-10에 작

업지점으로 'cathode'와 ’배기체라인‘이 있으며, ’cathode'는 'normal', 배기체라인은
‘good'인 경우이다. 2 장에서 도출한 원격접근성평가공식에서 시야확보인자의 최

대점수는 1 점으로 평준화하므로 ’bad'는 0 점, ’normal'은 0.5 점, ‘good'은 1 점을
부여한다.

그림 4-2-10. 시야확보 평가 분류 예
(나) 작업영역 평가방법

개발된 시뮬레이터에 MSM의 작업영역(workspace)을 나타내는 작업볼륨
을 정적으로 삽입하여 장치의 작업지점이 작업볼륨의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아
평가한다. 작업볼륨의 영역을 네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그림 4-2-11과 같이 그리
퍼의 길이(240 mm)를 기준으로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번으로 표시된 영
역은 최외곽의 작업볼륨 구표면으로부터 그리퍼 두 배 길이만큼 안쪽으로 구표
면을 형성했을 때, 얻어지는 볼륨이며, 이 영역 안에 위치한 작업지점은 MSM으
로 작업하기 매우 편한 곳에 위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 ②로 명기한 작업
볼륨은 ①로 명기한 작업볼륨의 외곽 구면으로부터 그리퍼 한 배 길이만큼 바깥
쪽으로 구표면을 형성했을 때 얻어지는 볼륨이며, 이 영역 안에 위치한 작업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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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MSM으로 작업하기에 편한 곳에 위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 ③으로 명
기한 작업볼륨은 MSM 작업영역의 최외각 구표면으로부터 그러퍼 한 배 길이만
큼 안쪽으로 구표면을 형성하고, 이 두 구표면 사이에서 형성되는 볼륨을 의미한
다. 이 영역은 그리퍼가 도달할 수는 있으나 MSM의 다양한 자세가 형성되기 힘
들어 작업하기 불편한 영역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④로 명기한 공간은 MSM의
작업영역 밖에 위치한 곳으로 MSM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한 공간이다.

그림 4-2-11. MSM 작업영역의 구분
(다) 접근경로 평가방법

접근경로 평가는 시뮬레이터 작업자의 숙련도에 의해 평가결과가 달라
질 수 있고, 같은 작업자라 하더라도 MSM이나 BDSM의 그리퍼가 작업지점까지
가는 경로는 무수히 많을 수 있으므로 평가할 때마다 결과가 같지는 않은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평가점수의 정도가 작업자에 따라 또는 작업자의 감성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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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라 같은 결과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간척도(interval scale)인 리커트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7 회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여 작업자 또는 감성적 영향을 평균하여 최소화한다. 리커트척도는 3 등분
또는 5등분하여 사용하였고 각각 접근경로의 답안은 다음과 같이 등분한다.
- 3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difficult

normal

easy

- 5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very difficult

difficult

normal

easy

very easy

3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감성적인 부분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그림
4-2-12와 같은 기준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때, 접근시작점의 판단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판단문의 기준은 충돌, 가림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림 4-2-13과 같이 행렬형태의 결과를 갖는다. 충돌, 가림에 유/무의 조합에 따
라 easy는 2 건, normal은 2 건, difficult는 5 건의 결과를 취한다. 만일 5 등분 리
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접근경로 평가를 수행할 경우는 감성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림 4-2-14와 같은 기준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 때는 3 등분
리커트척도보다는 좀 더 복잡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접근경로 평
가 결과 도출 방안을 잘 숙지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접근시
작점의 판단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판단문의 기준은 충돌, 가림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되며, 그림 4-2-15와 같이 행렬형태의 결과를 갖는다. 결과를 살펴보면 충돌
과 시야가림에 따라 very easy 1 건, easy 1 건, normal 2 건, difficult 2 건, very
difficult 6 건의 결과를 취한다.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간

주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작업지점을 적절히 설계하고, 작업영역의 조건이
양호할 경우, 충돌과 가림 현상이 낮을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위와 같이 해석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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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2. 3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MSM 접근경로 평가 흐름도

그림 4-2-13. 3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MSM 접근경로 평가 결과 행렬

그림 4-2-14. 5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MSM 접근경로 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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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5. 5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MSM 접근경로 평가 결과 행렬
BDSM은 벽에 부착되어 있는 MSM과는 접근경로 평가방법이 좀 더 복잡하

다. 이는 서보조작기의 자유도 이외에 추가로 천장이동장치의 자유도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 천장이동장치는 PRIDE에서 서보조작기에 주행, 횡행, 수직, 회전
자유도를 줄 수 있다. BDSM을 사용하여 접근경로를 평가할 때 역시 리커트척도
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접근경로 평가 흐름도를 작성하여 감성적 영향을 제거한
다. 그림 4-2-16은 BDSM의 3 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접근경로 평가 흐름도를
나타내며, 그림 4-2-17은 3 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접근경로 평가 결과를 행렬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접근경로 평가 결과 행렬은 그림 4-2-16에서 점선으로 표
시된 라인 이하에 해당하는 조건별 결과이다. 이 때, easy는 2 건, normal은 4 건,
difficult는 12 건의 값을 취한다. BDSM의 접근경로 평가 흐름도를 MSM의 경우

와 비교해 보았을 때, BDSM에서 ‘천장이동장치 이동 중 충돌’의 역할을 MSM에
서는 ‘충돌 2회 이상’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장이동장치의 이동’ 중
에 양팔서보조작기는 기본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천장이동장치 이동
중 충돌발생 판단문 결과가 서보조작기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4-2-16. 3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BDSM 접근경로 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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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7. 3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BDSM 접근경로 평가 결과 행렬
BDSM의 접근경로 평가시 5 등분 리커트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접근경로 평가 흐름도를 갖고, 감성적인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4-2-18에
접근경로 평가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2-19는 그림 4-2-18에서 점선 이하의
판별문에 대한 접근경로 평가 결과를 행렬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MSM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조작기의 충돌과 조작기의 시야가림 등은
동일한 판단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때, very easy는 1 건, easy는 2 건, normal
은 3 건, difficult는 2 건, very difficult는 10 건의 결과를 취한다.

그림 4-2-18. 5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BDSM 접근경로 평가 흐름도

그림 4-2-19. 5등분 리커트척도 사용시 BDSM 접근경로 평가 결과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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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D 공정장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평가

원격접근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시야확보, 작업영역, 접근경로
이며 앞의 (3)절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특히, 접근경로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작업자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여러 작업자의 의
견을 설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작업자가 접근경로 평가를 수차례 연
속으로 수행하게 되면 2 회차 평가부터는 전회에 실시한 충돌 및 가림을 의도적
으로 피하게 되는 훈련효과가 크게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시뮬레이터 기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분석은 전해환원 장치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가) 전해환원장치의 원격 운전성 평가 분석

앞서 기술된 방법대로 전해환원장치의 6 개의 작업지점(양극 인양고리
및 전극커넥터 1, 양극 인양고리 및 전극커넥터 2, 음극 인양고리 및 전극커넥터
, 플랜지 인양고리 1, 플랜지 인양고리 2, 플랜지 인양고리 3)에 대한 원격접근성

평가를 수행하였다(그림 4-2-20).

그림 4-2-20. 전해환원장치의 원격운전 작업지점
장치의 위치는 평면도 상에서 MSM(L)과 MSM(R)의 가운데에 놓고, PRIDE의
폭방향 위치만을 변경(y=1500, 2400, 3500)하면서 원격취급장비인 MSM(L),
MSM(R), BDSM 모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원격접근성 평가공식에서 시

야를 고려한 작업영역과 접근경로 평가의 가중치를 5:5로 취하고, 최종 원격접근
성 점수를 0∼1점으로 표준화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된 원
격접근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33 -

- 작업창에서 공정장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야확보는 좋아지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 작업창에서 공정장치의 거리가 PRIDE 폭 길이의 절반인 2400mm 일 때 작

업영역 평가결과가 가장 좋음을 보여준다.
- 작업창에서 공정장치의 거리가 2400mm, 3500mm 일 때의 접근경로는 서로

비슷하며, 제일 가까운 1500mm에 위치할 경우의 접근경로는 좋지 않다.
- 종합적으로 원격접근성은 2400mm, 3500mm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이며,
1500mm 인 경우에는 좋지 않음(그림 4-2-21). 이는 BDSM의 영향보다는 벽

부착형 MSM의 한정된 작업영역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작업지점들의 위치가 2400mm인 경우와 3500mm인 경우 모두 비슷
한 수준으로 MSM의 작업영역 안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4-2-22)

그림 4-2-21. 원격운전 작업지점에 대한 시뮬레이터 기반 원격접근성 평가 결과

그림 4-2-22. 측면도 상의 장치 위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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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해환원공정의 유지보수성 평가 분석

전해환원장치의 작업지점 중 원격 유지보수 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그림 4-2-23와 같이 분류(배기체라인 1, 배기체라인 2, 냉각라인 1, 냉각라인
2, 온도센서 1, 온도센서 2)하고, 이에 대해 앞서 제안한 평가방법론으로 원격접

근성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그림 4-2-24과 같이 도출하였다. 행된 원격접근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MSM의 경우 1500mm, 2400mm, 3500mm 중 2400mm 지점에서의 원격접근

성 결과가 우수하다. 그러나 BDSM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하다.
- 원격운전 작업지점에 대한 원격 접근성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

접근이 가능한 BDSM 보다는 벽부착형 MSM의 제한된 작업영역이 전체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 4-2-23. 전해환원장치의 원격유지보수 작업지점

그림 4-2-24. 원격 유지보수 작업지점에 대한 시뮬레이터 기반 원격접근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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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격접근성 평가방법 분석 결과 고찰

원격접근성 평가를 위해 평가인자와 독립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
고,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파이로 공정장치들의 작업지점의 위
치설계와 PRIDE 내 배치검토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는 기존에
없었던 시뮬레이터 기반 사전 원격취급성 검증 절차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
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방법론을 사용한 평가 결과로부터 장치의 설치위치조정,
원격작업지점의 위치 조정, 또는 장치의 재설계 사이에서 결정을 쉽게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장치 설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공정장치 원형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 시험 및 평가
(1) 전해환원공정의 공정장치 원형 원격 운전성 평가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

전해환원장치와

캐소드프로세서(Cathode

Processor) 장치를 설치하고 원격 운전을 위한 접근대상을 선정하여 대상 부품의

시야확보 및 접근성에 대한 시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장치는 창 앞에서 1.5m 떨
어진 곳에 설치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전해환원장치와 CP 장치의 후면에 있는
볼트는 작업자를 통한 시야확보가 불가하므로, 보조 카메라에 의해 시야확보가
가능하였으며 원격취급장비의 경우에도 볼트 측 접근이 가능하였다. 그림 4-2-25
와 4-2-26는 각 장치의 접근 대상을 도시하고 있으며, 시야 및 접근성에 대한 평
가는 표 4-2-2와 같다.

그림 4-2-25. 전해환원장치의 접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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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6. CP장치의 접근대상
표 4-2-2. 주요 공정장치 운전 대상 부품의 시야 확보 및 접근성
항목
장치명

전해환
원장치

원격 운전 장비
대상

시야 확보

MSM BDSM Crane 카메라

Windo

공구

접근성

w

Cathode 견인고리

○

○

○

○

○

T

○

Aanode 견인고리

○

○

○

○

○

T

○

플렌지 볼트

○

○

○

○

○

R or S

○

기준전극

○

○

○

○

○

○

온도계

○

○

○

○

○

○

플렌지 견인고리

○

○

○

○

○

T

○

캐소드
프로세

비고

플렌지 볼트

○

○

○

○

△

온도계

○

○

○

○

○

IM

○

서 장치

일부
볼트는
MSM
접근성
불가함

○

시야확보 ○:100%, △: 100 - 0%, ×: 0%
공구 : Impact Wrench: Im, Rachet Wrench: R, Spanner S, 견인툴 : T
(2) 전해정련장치 원형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 평가
(가) 전해정련장치 원격 운전성 시험 및 평가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 모형 전해정련장치와 양극 카트리지 반자동화
교체 장치를 설치하고 원격 운전성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3D 시뮬레이터
에서의 작업영역 평가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난 위치(작업창 앞에서 2.4 m 떨어진
위치)에 전해정련장치를 설치하고, 그 옆에 양극 카트리지 반자동화 교체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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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다(그림 4-2-27).

그림 4-2-27. 셀 내의 장치 설치모습
전해환원공정의 캐소드프로세서 장치에서 염을 제거한 U-metal은 전해정련장
치에 사용되는 카트리지에 담겨, 바스켓으로 이송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양극 카
트리지 바스켓 이송 및 양극 카트리지 교체작업의 원격 공정운전 절차를 표 4-23과 같이 수립하고 작업자 시야, 간섭 및 운영의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4-2-3. 카트리지 교체작업의 운전 절차 및 시험
카트리지 교체작업의
운전 절차
작업
내용
양극
카트리지
바스켓
이송

양극
카트리지
교체

세부작업
양극 카트리지
바스켓 견인
양극 카트리지
바스켓 안착
양극 회전기구
위치 조정

원격 운전 장비 및 공정장치
교체
장치

정련
장치

작업
창
시야
확보

MSM

BDSM

Crane

O

O

O

△

O

O

O

△
O

반자
동화

x

O
O

카트리지 견인

O

x

카트리지 이동

O

O

카트리지 장착

O

O

장치
및
부품
간의
간섭

x

O

O
O

시야확보 ○:100%, △: 50%, ×: 0%
카트리지 교체장치는 반자동화장치로 작업자가 창을 통해 장치를 구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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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써 작업자의 시각에 매우 의존함.
카트리지 원격 교체작업에 있어서 카트리지
장착위치, 카트리지 회전기구 위치, 바스켓
안착지점, 바스켓 견인고리, 카트리지 견인
고리 등에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여 원격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
였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작업은 정밀 위
치제어, 가이드 및 자동화 등의 보완이 필

그림 4-2-28. 카트리지 교체 운전모습

요하며, 자동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작업자가 보고 작업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선
및 보이는 위치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전해정련장치에 카트리지를 장착하기 위해
카트리지 교체장치의 이송용 Arm에 장착하여 이동하는 도중에, 그림 4-2-28에 보
는바와 같이 바스켓에 있는 나머지 카트리지와 충돌현상 발생하였다. 양극 카트
리지 교체 및 양극 카트리지 바스켓 이송작업의 시험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도출
하여 공정장치의 개선사항을 표 4-2-4와 같이 기술하였고, 공정장치 개발자에게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4-2-4. 전해정련장치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작업내용
양극
카트리지
바스켓
이송

세부 작업
양극 카트리지
바스켓 견인
양극 카트리지
바스켓 안착
양극 회전기구
위치 조정

양극
카트리지
교체

문제점
시야확보
시야확보 및
고정된 위치의
안착
시야확보 및
고정된 위치의
회전

개선 대상

개선 사항

바스켓

바스켓 형상
개선(견인고리 및
견인방식)

고정테이블

바스켓 안착
가이드

전해정련장치
회전기구

카트리지 견인

시야확보

고정테이블

카트리지 이동

카트리지 간의
간섭

바스켓,
고정테이블

카트리지 장착

시야확보 및 교체

전해정련장치의
양극 카트리지
회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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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위치 회전
위한 자동화 및
기구개선
바스켓 안착 방향
조정
바스켓 구조 개선
및 고정테이블
높이 개선
교체작업 방향
조정 및 카트리지
체결구조 개선

(나) 전해정련장치 원격 유지보수성 시험 및 평가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에서 제작된 전해정련장치의 모형을 이용하여
원격 유지보수성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전해정련장치의 유지보수는 양극
회전 모터 교체, screw 모터 교체, 교반기 모터 교체, 음극 교체 등의 4개의 원격
작업 대상을 도출하여 표 4-2-5와 같이 유지보수 장비의 접근성 및 시야확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4-2-5. 전해정련 장치의 주요 유지보수대상

대상부품

작업

유지보수 장비의
접근성
Cran
MSM BDSM
e

시야확보
공구
작업창 카메라

양극회전모터

탈착

○

○

○

R or S, T

△

○

screw
회전모터

탈착

△

○

○

Im or R, T

△

○

교반기 모터

탈착

○

○

○

R, T

△

○

음극 교체

탈착

○

○

○

Im or R, T

△

○

접근성 ○:100%, △: 100 - 0%, ×: 0%
시야확보 ○:100%, △: 50%, ×: 0%
공구 : Impact Wrench: Im, Rachet Wrench: R, Spanner S, 견인툴 : T
표 4-2-5와 같이 원격 유지보수 대상 부품에 대하여 원격취급장비(기계식조작
기, 양팔 서보조작기)를 사용하여 작업지점에 대한 시야확보 및 원격 유지보수
작업지점의 접근성을 검증목업에 장치 원형을 설치하고 그림 4-2-29 ~ 32과 같이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2-29. 양극 회전 모터

그림 4-2-30. Screw 회전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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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 교반기 모터

그림 4-2-32. 음극 교체를 위한 플렌지

검증시험을 통하여, 원격 유지보수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할 부분을
표 4-2-6과 같이 captive fastener, 모터 견인고리, 플렌지 견인고리, 원격 모듈교체
를 위한 가이드 등을 도출하여 원격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설계지침에 따른 설계
사항을 검토하였다. 시험 및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공정장치 개발팀에 전달
하여 원격 설계지침에 따라 장치개발에 도입하면 공정장치 설계/제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표 4-2-6. 원격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설계지침에 따른 장치 개선점 도출
설계 지침
대상부품
모듈화

가이드

인양고리

Fastner
(captive
type)

양극회전모터

○

x

x

x

x

screw
회전모터

○

x

x

x

x

교반기 모터

○

x

x

x

x

음극 교체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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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커넥터

(3) 전해환원장치 및 CP장치 관련 보조장치의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 평가

전해환원공정의 전해환원장치와 CP장치의 히터장치에 대한 유지보수를 대
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사전 시험에서 도출된 히터모듈 교체에 필요한 공
구, 체결위치 및 방법을 반영하여 장치를 제작하였다. 또한, 히터 전면부와 후면
부의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전면은 MSM, 후면은 BDSM을 이용한 전원 커넥터
분리/체결을 수행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결과, MSM을 통한 커넥터 분리결합 작업은 가능하였으며, BDSM의 경
우에는 카메라를 통해, 커넥터 및 커넥터 결합위치를 원격으로 파악하여야 하므
로, 시야 식별이 용이하도록 커넥터 종류별 색상처리가 필요하며, 커넥터 결합시,
회전방향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구조물을 커넥터 헤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밖에 열전대 해체의 경우에는 해체된 열전대의 별도 거치
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전/후면 가열로 분리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급 공구
를 사용하여 MSM으로 모두 교체 가능하였다. (그림 4-2-33)

가열로 전선단자 해체

열전대 해체

전면 가열로 해체

클램프 해체

후면 가열로 해체

그림 4-2-33. 히터 원격 분해 작업 (전해환원장치)
(4) 산화침전장치의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 평가

산화침전장치 원형을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 배치하여 원격 운전성을 검증하
였으며, 디지털 목업에서 원격 접근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작업창에서 1.2m 떨어
진 곳에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그림 4-2-34) 총 8개의 운전 작업절차 중에
일부 장치의 전동화 된 부분을 제외한 4가지 절차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여 작
업가능성을 검증하였으며, BDSM과 MSM의 협업작업에 의해 히터 모듈을 교체
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산화침전장치 원형을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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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목업에서 수행되었던 10개의 유지보수 절차에 대하여 유지보수성을 평가
하였으나, 디지털 목업에서 원격 접근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유지보수
작업에 영향이 받지 않은 범위에서 단순화 시켰다. 특히 LTL (Large Transfer
Lock)을 통한 반출에 문제가 없는 관계로 모듈화하지 않았으며, 플랜지 수평 이

동 모듈의 동작을 위한 모터 모듈은 제거하고 수동 조작으로 변경하였다. 위의
사항에 추가하여 서브터미널을 이용한 배선 및 공압 라인의 분리/체결 작업성 및
설계 변경 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원격 유지보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였으며 작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4-2-34. 산화침전장치의 BDSM 작업
다. 원격조작기를 통한 단위 작업별 원격 유지보수성 평가
(1) 볼트 체결/분리작업

표 4-2-7. 원격조작기 직접 체결 및 분리
작업 예

특기사항
• 원격조작기 (MSM, BDSM 등)를 통해 직접 접근하여

볼트 체결 및 해체
• MSM을 통한 작업의 경우, 작업창을 통하여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볼트의 위치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하며, 볼트 완전 해체시에 볼트가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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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 jaw에 대한 회전동작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볼트의 나사산 개수는 적어야 한다.
• 조작기에 의한 볼트의 직접 파지 및 회전 동작이 이
루어져야 하므로 볼트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
다. 만약 밀집 지역일 경우, 볼트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구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해 환원장치]

표 4-2-8. 공구를 이용한 체결 및 분리
• 조작기를 통한 직접 분해 및 조립작업

[핵종결정화장치]

에 비하여 작업 수행 용이
• 공구를 조작할 수 있는 별도 수단 (ex.
페달 등)이 마련될 경우, 원격조작기 작
업자가 동시작업 가능
• 조작기를 통한 공구의 접근 및 파지가
용이하여야 하며, 공구의 무게와 진동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공구의 동력공급 라인이 공정장치와 간
섭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염이송용기 (전해/환원공정)]

[고체염분리장치/층분리장치]

(2) 견인 및 이송작업
(가) 공정장치 모듈의 견인 및 이송

표 4-2-9. 용기의 견인 및 이송
작업 예

특기사항
• 각 용기의 크기 및 하중에 맞는 전용

[전해환원 공정]

파지기구가 필요함 (원격조작성을 고려
해야 함)
• 크레인과의 긴밀한 협업작업이 요구되
며, 먼 거리를 이송할 경우 BDSM 상단
의 크레인을, 근거리 이동이나 BDS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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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호이스트를
사용한다.

[원료바스켓 장입장치]

[산화침전장치]

그리퍼 카메라
영상
[RAR장치]

[핵종결정화장치]

[고체염 분리장치/층분리장치]

표 4-2-10. 전극 (애노드/캐소드)의 견인 및 이송
작업 예

특기사항
•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유휴기간 동안에

전극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거치대
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인양 및 장입 시에 크레인과의 긴밀한
협업작업이 요구되며, 작업창을 통한
지근거리 접근 및 원격조작기 카메라를
통한 미세 접근의 순서로 작업을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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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환원장치와 같이 백금전극을 사용

하는 장치의 경우, 취급시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 작업창을 통해 확보되는 평면시각으로
서 3차원 공간상의 물체를 이동 및 접
근시켜야 하므로, 숙련된 작업자를 통
한 작업수행이 바람직하다.

[애노드파지 및 장치 장입]

[전극장입 - RAR장치]

[캐소드 장입 - 전해환원장치]

[캐소드 유지보수 - 전해정련장치]

• 공정장치별로 다양한 길이

[전해환원장치 열전대 교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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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전대가 존재한다. (수
cm - 1m 이상)
• 또한 열전대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얇으므로 장치 장입
및 반출시에 주의가 요구된
다.
• 장입 방향은 수직/수평 방식
이 있으며, 조작기의 접근
및 동작영역을 고려하여 열
전대를 설치하여야 함. 만약
불가피한 위치에 설치될 경
우, 원격조작기에 의한 조작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작기에 의한 열전대의 결
합 및 분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표 4-2-11. 히터의 유지 보수
• 히터의 경우, 공정물질 반응을 위해 빈

[Cd 증류장치 히터 교체작업]

번하게 사용되는 장치이다.
• 히터 동작을 위해 많은 전원선들이 연
결되므로, 원격조작기의 원할한 작업을
위하여 적절한 선처리가 요구된다.
• 장치 프레임 상부에 설치된 히터의 경
우, 상부 크레인을 통한 인양을 통해
반출하며, 프레임 하부에 설치된 히터
의 경우는, 반출이 용이하도록 분리되
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화침전장치 히터 분리작업]

표 4-2-12. 배관 / 유틸리티관 / 전기케이블

• 공정장치의 특성에 따라 장

치 운전 과정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
는 작업이다.
• 주로 MSM을 통하여 작업

[전해환원공정의 콜드트랩 장치의 유지보수작업]

을 수행하며, 배관이 분리
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지
지 않도록 별도의 스토퍼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격조작기에 의한 조작이

용이하기 위하여 배관이나
튜브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
좋다.
[RAR장치의

커넥터 [전해환원장치의

모듈 분리교체 시험]

케이블 교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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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표 4-2-13. 모터 유지 보수 작업

• 각장치의 전동구동부에 적용되는 액추

•

•

•
•

에이터로서 장치의 동작 빈도에 따라
많은 교체 작업이 예상되는 모듈이다.
따라서 원격조작기를 통한 분리, 교체
및 결합 작업이 용이하여야 하므로 결
합 정밀도 측면에서 충분한 여유공차
나 장착이 용이한 보조 메커니즘을 적
용하여야 한다.
모터와 결합되는 동력변환 모듈 (기어,
벨트-풀리 등)과의 안정적인 결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터 선에 대한 선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터 분리 및 결합을 위한 조작기의
요구동작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표 4-2-14. 인양 고리
• MSM 및 BDSM을 통한 후크 취급

시, 후크 외곽을 파지 할 수 있는
형상이 바람직하다. (아래그림 참조)

[고체염분리장치/층분리장치]

• 일반적인 인양고리의 구조는 여려개

의 후크가 한 개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으나, 각 후크의 와이어가 격리되
어 있지 않아 서로간의 꼬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원격조작을 통한

[전해환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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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핸들링시 많은 문제를 야기한
다. 따라서 각 후크 와이어를 물리
적인 분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
다. (아래그림 참조)

[핵종결정화장치]

표 4-2-15. 기구 작동

[전해환원공정의 용기회전장치의 나이프 밸브

개방작업 및 전해환원장치의 캐소드 상승공정에
대한 원격조작 작업]

[핵종결정화 장치의 전동화 모듈에 대한 수동

• 공정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격조작기가 수행하는 기
구 조작 작업으로서 해당 동작의
빈도가 높으므로 원격조작기를 통
한 파지 및 동작 용이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 특히, 장치의 분리를 위한 잠금 장

치 해제나 Feed-through에 대한 커
넥터 분리 결합과 같은 작업은
(조작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최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작 작업]

[ 전해환원공정의

[RAR장치의 플랜

히터 분해작업]

지 상승모듈 분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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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정장치 원격 취급기구 설계 및 제작
공정장치 원격 취급 및 조작기 작업 지원을 위한 범용 원격취급기구로써
텔레스코픽 신축기구의 하부에 다양한 툴들을 원격으로 교체하여 장착할 수 있
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그림 4-2-35에 보이는 것과 같이 천정이동장치의 회전 플
레이트에 설치된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한 팔을 대치하여 협소공간 작업 및 나
머지 한 팔의 서보조작기와 협조 작업이 가능한 장치이다. 이러한 구성은 천정이
동장치와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간의 원격 인터페이스 장치를 그대로 활용하여
원격으로 장탈착 가능하며, 말단에 부착되는 툴 또는 공구를 원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시스템 호환성 및 확장성을 극대화하였다. 원격 취급기구는 천
정이동장치에 원격으로 결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 텔레스코픽 신축부 및 이의
하단에 교체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원격 툴, 기계식 원격조작기를 사용하여 원격
취급기구를 분리/결합하기 위한 장탈착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상하방향 작업거
리는 1.7 m, 정격 취급하중을 100 kgf로 설정하였다.

(a) 완전 축소

(b) 완전 신장

그림 4-2-35. 텔레스코프형 원격 취급기구
그림 4-2-36는 정밀도와 강성이 우수한 볼스크류(ball screw)와 볼스플라인(ball
spline)의 조합으로 텔레스코픽 신축부를 구성한 개념도를 나타낸다. 각 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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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스크류와 볼스플라인이 짝을 이뤄 원주방향으로 배치된다. 볼스크류의 회전력
은 체인 또는 기어 등의 동력 전달을 통해 볼스플라인을 회전시킨다. 볼스플라인
은 회전력을 전달하면서 축방향으로 선형 운동이 가능한 기계요소로, 볼스크류의
회전에 의해 다음 단이 수직으로 이동하더라도 슬라이딩하면서 회전력을 전달한
다. 이러한 볼스플라인의 회전력은 다시 다음 단에 설치된 볼 스플라인에 전달된
다. 이러한 구성을 동일하게 확장하면 각 단이 동일한 스트로크로 신축 운동이
가능하다.

-

그림 4-2-36. 텔레스코픽 신축부 구성 개념도
텔레스코픽 원격 취급기구에 대한 상세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 조건을
검토하였다. 텔레스코픽 툴의 스트로크는 1694 mm이고, 3단 이동튜브로 구성되
므로 각 볼스크류의 스트로크는 약 565 mm이다. 전체 스트로크 최대 속력 이동
시간을 약 35초로 설정하면 볼 스플라인의 이동 속도는 16.14 mm/sec가 되며, 모
터 선정을 위한 속도는 16±1 mm/sec로 계산을 수행한다. 수직 취급 하중은 최대
100 kgf로 한다. 설계된 구조에서 1단의 볼스크류 회전력은 볼 스플라인을 통해
2단의 볼 스크류를 회전시키고, 이는 다시 3단 볼 스크류를 회전시킴으로써 3단

이 동일한 신장과 신축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고정튜브와 1단 튜브 상부에 설치
된 볼스크류는 취급하중을 포함한 1단, 2단 및 3단을 하중 모두를 들어 올리게
되며, 1단 튜브 상부 및 2단 튜브 상부에 설치된 볼스크류는 2단, 3단 및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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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들어 올리게 되며, 2단 튜브 상부 및 3단 튜브 상부에 설치된 볼스크류는 3
단 및 취급하중을 들어올리게 된다. 볼스크류는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며 pitch 5
인 무예압타입의 BNF 모델로 선정한다.
이상과 같은 설계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동기 및 감속비를 결정한다. 감속기
출력축의 분당 회전수는 튜브의 최대 신축속력 16±1 mm/sec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rpm



또한 서보모터의 정격회전속도 3000 rpm을 고려하면 적정 감속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4.7 ~ 16.7


따라서 감속비는 15로 결정한다.
텔레스코픽 운동을 위한 필요 토크는 다음의 공식으로부터 계산된다. 여기서
ball spline 및 기어부 효율은 고려하지 않고 최종 계산된 값에서 고려한다.

Ball-screw 축방향 하중 :      sin  cos 
Ball-screw 예압 하중 :    (BNF형은 무예압 타입)

×

 × ×





부하 토크 :     



여기서,
   : 축방향 하중, 예압 하중, 외부 입력
 : ball-screw 경사각
 : ball-screw 효율 (0.9)

 : ball-screw lead pitch
 : 구동면 마찰계수 (0.05)
 : 예압 nut 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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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 구동부 부하 토크


 

   kg




   sin cos   ×sin cos  
 × 
×
       Nm

 ×
(2) 2단 구동부 부하 토크


 

   kg




      ×   N
 × 
×
       Nm

×
(3) 3단 구동부 부하 토크


 

   kg




      ×   N
 × 
×
       Nm

×
(4) 구동부 전체 부하 토크


 



 

 

 Nm

(5) 모터 출력축 필요 토크



       Nm
 ×
 ×

만약 정격토크가 1.27 Nm인 400W 출력의 TS4609 서보모터를 선택한다면, 정
적 상태에서 약 4.8배의 여유치를 갖게 되며, 기구 구성부(기어, 볼스크류, 볼스플
라인, 회전 방지를 위한 키 등)의 마찰손실이나 동적 운동 상태에 따른 기동 토
크를 감안하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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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7는 텔레스코픽 신축부의 상세 설계모델을 나타낸다. 3단의 이동
튜브는 고정 튜브의 상부 플레이트에 설치된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동일한 스트
로크로 신축 운동을 한다. 튜브가 완전히 접혀졌을 때의 높이는 900 mm 이내이
고, 완전히 펼쳐졌을 때의 높이는 2.5 m 이상이다. 텔레스코픽 원격 취급기구는
천정이동장치에서 서보조작기가 분리되는 곳인 상부 인터페이스에 결합된다. 따
라서 텔레스코픽 신축부 상부에는 조작기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인터페이스 장
치가 설치된다. 따라서 기계식 원격조작기를 이용하여 기구부와 함께 텔레스코픽
운동을 위한 모터의 전원 및 신호선들도 동시에 분리 및 연결된다.

그림 4-2-37. 텔레스코픽 신축부 상세 설계모델
상세 설계 모델의 동적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용의 Visual NASTRAN을
이용하여 구조동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동응력-변위 해석 및 충돌해석을 수행였
다. 그림 4-2-38 (a)와 같이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 1 m/sec의 속도로 이송하면서
말단부가 장애물에 충돌하였을 때 최대 변형량은 약  ×   분석되어, 자유공
간을 최대 속도로 이동하는 가혹한 환경에서 설계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그
림 4-2-38 (b)와 같이 100 kgf의 중량물을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 1 m/sec의 속
도로 이송하면서 말단부가 미지의 장애물에 직접 충동하는 경우 최대 변형량은
약 0.1 mm로 분석되어, 하중물을 최대 속도로 이송시 발생하는 가장 가혹한 충
돌조건에서도 설계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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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부하 충돌시 동응력-변위

(b) 100 kgf 취급중 충돌시 동응력-변위

그림 4-2-38. 텔레스코프형 원격 취급기구 구조동해석
설계 검증된 공정장치 원격 취급기구를 그림 4-2-39와 같이 제작하였으며, 양
팔 서보조작기의 한팔을 대체하여 설치하였다.

그림 4-2-39. 공정장치 원격 취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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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공정의 원격 취급기구 설계 및 제작

가. 운전용 원격 취급공구 설계 및 제작
그림 4-2-40는 공정장치 원격 취급기구 하부에 교체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다양한 공구들의 모델을 나타낸다. 모든 공구들은 기계식 원격조작기를 사용하여
셀 내부에서 장탈착이 가능하도록 개념 설계를 수행하였다.

(a) end-effector

(b) grabber

(c) hook

(d) gripper

그림 4-2-40. 다양한 원격 취급공구 설계 모델
설계된 공구들 중에서 그리퍼형 공구와 후크형 공구를 제작하여 적용하였다.
그리퍼형 공구는 100 kgf의 용량을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텔레스코프형
원격 취급기구 하부에 장착된다. 따라서 서보조작기 한팔의 취급 용량인 25 kgf
를 초과하는 단위공정 및 연계공정이 고하중 물체를 안전하에 취급하는 것이 가
능하다. 후크형 공구는 협소 공간에서 물질이나 용기 등의 견인 및 운반을 위해
적용되었다. 크레인의 경우 천정이동장치의 트롤리 영역 내에는 간섭 때문에 접
근하기 어려우므로 조작기 양팔 중앙에 설치된 원격 취급기구를 신장시켜 물건
을 취급할 수 있다. 후크형 공구와 그리퍼형 공구는 기계식 조작기와 원격취급공
구 교환기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그림 4-2-41는 고하중 그리퍼의 3D 설계 모델을 나타낸다. 그리퍼 조(jaw)의
운동 거리는 100 mm이고, 최대 그립력은 100 kgf로 설계하였다. 사절 링크 구조
를 적용하여 조는 평행하게 이동한다. 그리퍼 중심부에 설치된 축은 스크류-너트
구조를 통해 모터의 회전력이 축의 직선 운동으로 변환된다. 축이 좌우로 슬라이
딩하면서 4절 링크 확장부를 회전시켜 조의 수평 운동이 발생된다. 설계된 구조
에서는 공간적 제약으로 기구적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리
퍼가 완전히 조여지거나 펼쳐진 상태로 지속적인 부하가 작용되면 스크류-너트의
끼임이나 손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류 양 끝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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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을 삽입하여 제어기에서 부하 상승을 체크하여 제어 동작을 멈출때까지의
여유치를 두었다.

그림 4-2-41. 고하중 취급 그리퍼 설계모델
그림 4-2-42는 설계된 그리퍼의 동력 전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한 그래프
를 보여준다. 그리핑 동작을 통해 100 mm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목표
는 설정된 그리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너트-스크류에 가해지는 토크를 계산하는
것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정적 분석을 통해 값들을 결정하고 동적 부하는 충
분한 안전율을 도입하여 고려한다. 링크의 길이는  과  이고,  는 그리핑력,
 는 스크류 축력,  과  는 각각 링크에 수직한 힘을 나타낸다. 모멘트 균형

에 의해 스큐류 축에 가해지는 힘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은 링크의 회전에 의
해 길이가 변화한다.
  cos
  
 cos

(4-2-9)

그림 4-2-42. 그리퍼 링크 구조의 운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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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3는 그리퍼 조가 100 kgf의 일정한 그리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스
크류축에 가해야할 힘을 조의 거리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그리퍼 조의 거리가
가까워 질수록 스크류축에 큰 힘이 작용되며, 최소 힘은 129.4 kgf, 최대 힘은
168.8 kgf로 계산되었다.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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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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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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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3. 그리퍼 스크류축 힘 전달 특성 분석
고하중 그리퍼의 스크류 축은 에크미(ACME) 나사를 적용하였는데, 쐐기 운동
(wedging action)에 의한 마찰 증가로 사각나사보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가공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스크류 축력  를 발생시키기 위한 토크  는 다음
식과 같이 결정된다. 여기서  은 스크류의 평균 직경(mean diameter),  는 마찰
계수(friction coefficient),  는 나선각을 의미한다.
    sec
    
   sec





(4-2-10)

스크류축에 걸리는 최대 힘을 170 kgf이고, 마찰계수를 0,15로 계산하면, 스크
류축을 회전시키기 위한 토크는 약 4.0 Nm 정도 필요하다. 만약 정격 토크가
1.27 Nm인 400W 모터를 사용하고, 기동 토크와 칼라 마찰 등을 추가로 고려하

여 약 3배의 여유치를 적용하면 10:1 정도의 감속기를 사용하면 충분하다.
그림 4-2-44는 공정장치의 운전을 위해 제작된 원격취급기구를 보여주며, 텔레
스코픽 장치 하부에 고하중 그리퍼형 운전공구와 후크형 운전공구를 장착하였다.
개발된 장치의 효용성은 PRIDE 시설에 공정장치가 설치된 이후에 검증할 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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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4. 공정 운전용 원격취급기구
나. 유지보수용 원격 취급공구 설계 및 제작
그림 4-2-45는 ORNL의 SNS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격 취급공구의 모습을 나
타내고 있다. 원격 취급 공구들은 서보조작기나 MSM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유지
보수를 수행하도록 제작되며, 빈번한 작업으로는 볼트와 조임 장치를 풀거나 체
결하거나 견인 작업들이다. 이러한 공구들은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에 의해 접근
가능하도록 셀 내부에 보관되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4-245는 공압 또는 전기를 이용한 체결형 원격 유지보수 공구를 보인다. 상용의 공

구를 원격 작업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사용하는데, 조작기의 그리퍼로 미끄러지
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플렌지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후크에 걸 수 있도록 고리
등을 설치하였다.

그림 4-2-45. 체결형 원격 유지보수 공구: 공압식(좌) 및 전동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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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6는 견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범용 견인 보조장치를 보이고 있
으며, 체인 슬링, 확장형 후크, 회전고리형 호이스트 견인 링 들이 설치되어 있다
. 이 장치는 상용품 견인장치를 원격취급 가능하도록 개조한 것으로, 주요 내용

으로는 바닥에 놓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다리를 추가하였고, 복수 슬링들을 위
한 후크에 리테이너를 추가하여였으며, 쉬운 설치를 위해 견인 링의 나사부를 수
정하였다.

그림 4-2-46. Remote lift fixture examples
유지보수 작업에서 가장 빈번한 볼트의 체결 및 분해를 위해 전기 서보방식과
에어 방식을 적용하였다. 원형 플랜지에 장착되는 볼트의 체결 순서는 그림 4-2-47
와 같이 볼트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한 번에 완전히 조이는 것은 플렌지가 평행을
유지하지 않고 기울어지므로 피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전체 토크의 약 절반 근처
로 조인다음에 순서를 지키면서 제안된 토크 한계치까지 조여야 한다. 체결 토크는
표 4-2-16와 같다.

그림 4-2-47. 볼트 체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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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6. 볼트 체결 토크
토크

N-m

Kgf-m

Kgf-cm

in-lb

M5

3.22

0.328

32.8

28.5

M6

5.56

0.567

56.7

49.25

M8

13.19

1.345

134.5

116.74

M10

25.76

2.628

262.8

228.00

M12

44.52

4.542

454.2

393.99

M14

70.69

7.213

721.3

625.64

M16

105.52

10.767

1076.7

933.91

M18

150.24

15.330

1533.0

1329.72

M20

206.69

21.090

2109.0

1824.04

M22

274.30

27.989

2798.9

2427.79

M39

1528.12

155.930

15593.0

13525.0

볼트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그림 4-2-48와 같은 전동식과 에어식 공구를 제작하
였다. 전기 서보방식으로는 정적 토크 체결형과 임팩트 체결형을 구성하고 그림
4-2-49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체결 토크를 측정한 결과, 반력 토크가 적은 임

팩트 체결형이 유지보수 작업에 적합하였다. 또한 에어방식은 상용의 렌치를 후크
에 걸어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으며, 체결시 진동이 작아 공구를 고
정하는 기구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에어 방식 공구는 상용품인 Fuji air
tool사의 토크 컨트롤 오일 펄스 렌치(모델 FLT-11-1)을 사용하였는데 70~130Nm의

토크 체결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M10에서 M12의 볼트 체결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
하였다.

그림 4-2-48. 체결형 원격 유지보수 공구: 전동식(좌) 및 공압식(우)

- 361 -

그림 4-2-49. 전동식 체결 공구 시험 프로그램
3. 연계공정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 시험평가

가. 공정장치 간 연계성 분석
개선된 시뮬레이터의 PRIDE 디지털 목업에 각 단위 공정(전해환원, 전해
정련, 전해 제련, 염폐기물)장치의 3D 설계 모델을 변환 및 import하여 가상환경
파이로 일관공정을 구축하였다. 파이로 일관공정의 장치 및 디지털 목업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상환경 파이로 일관공정 : 전해환원공정장치(4종), 전해정련공정장치(3종),

전해제련공정장치(3종), 염폐기물장치(4종) 등 총 14종의 3D 설계 모델
- PRIDE 디지털 목업 : PRIDE의 실측규모 가상환경(S/W로 표현된 환경)으로
PRIDE와 동일한 가상 원격 취급장치(기계식 조작기(MSM) 34 세트, 천정이

동 양팔 서보조작기(BDSM) 1세트, 크레인 1세트 등
원격 접근성/유지보수 평가 방법론에서 제시한 평가인자를 대상으로 단위공정
간, 단위 공정의 세부 장치들 간의 최적 연계 배치 평가를 수행하였다. 공정의
흐름에 따라 단위 공정별로 장치를 배치하고 원격 취급장치를 이용하여 공정간
원격 작업성을 평가하여 최적 연계공정 배치를 선정한 후, 각 단위 공정별 세부
공정장치의 연계성을 시험/평가하여 세부 장치들 간의 최적 배치를 그림 4-2-50
와 같이 선정하였다. 연계성 평가 및 분석 결과는 각 공정의 설계자에게 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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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정장치의 완성도가 향상되도록 하였다.

그림 4-2-50. PRIDE 디지털 목업에 배치된 파이로 공정장치
(환원/정련/제련/염폐기물 공정)

나. 디지털 목업 기반 3D 연계공정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평가
“PRIDE 디지털 목업”에서 가상 원격 취급장치(가상 MSM, 가상 BDSM, 가

상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원격 운전성과 유지보수성 측면에서 각 3D 공정의 원
격성을 시험 및 평가하였다. 시험평가 결과는 각 공정설계자에게 피드백 되었으
며, 시험평가 대상 공정 및 세부 공정장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환원공정: 고속환원장치(2종), CP장치(2종) 총 4종
- 정련공정: 연속식 정련장치(1종), 염이송/증류장치(2종) 총 3종
- 제련공정: 액체음극장치(1종), Cd-TRU 증류장치(1종), RAR장치(1종) 총 3종
- 염페기물공정: LiCl염 재생공정장치(2종), 공융염 재생공정장치(2종) 총 4종

디지털 목업에서의 평가는 시야, 접근성, 작업영역 및 원격취급장비 등의 원
격접근성 인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PRIDE 시설에 공정장치들의 설
치 및 이동과 관련하여 장치설계 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원격
접근성 평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장치설계 시에 LTL을 통한 출입이 가능한 크기
(직경 2.2 m) 및 천정이동형 원격조작기가 이동이 가능한 최고 높이(2.2 m)를 반

드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363 -

(1) 전해환원공정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평가

전해환원공정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기술에 의해 금속 사용
후핵연료로 전환시키는 공정이며, 주요장치로는 전해환원장치와 캐소드프로세서
장치(cathode processor 장치)로 구성된다.(그림 4-2-51) 전해환원장치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공정은 LiCl-Li2O 용융염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전해 셀의 환원전극 바
스켓에 담긴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산소 이온이 빠져 나와 산화 전극에서
산소기체로 배출되고, 금속 사용후핵연료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CP 장치는 금
속전환체의 잔류염 제거를 위해 진공가열 분위기에서 염의 휘발성질을 이용하여
염의 휘발 제거 및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장치이다. 염을 분리한 금속 사용후 핵
연료는 정련장치로 이송되어 전해정련 공정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림 4-2-51. 전해환원공정 관련 구성장치
아래의 표는 디지털 목업상에 import된 전해환원공정 장치들에 대한 원격성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17. 디지털목업 기반 전해환원장치의 원격성 평가
순
구분
번

1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상부 • 최상위 지점까지 모두 접근가능
접근 • 가이드바 후면에 위치한 볼트의 시
성
야확보 다소 어려움
• 프레임 윗면부터는 결합부 및 Hole
(1)
의 위치 및 형상은 육안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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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열전대, 2차회로 등의 장입구에 대한
상부 육안파악 불가
접근 • 각 볼트의 경우, 크레인에 임팩트 렌
성
치 등을 연결하여 MSM의 가이드로
설치/해체를 실시
(2) • 모든 볼트를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볼트 체결수와 강도는 추후 확정

3

측면
접근
성

4

정면
접근
성

5

반대 • 반대편 측면으로는 더 높은 지역까
편
지 도달이 가능하나, 높은 자유도의
측면 동작은 불가능
접근 • 간단한 1~2자유도 동작 (밀기, 끌기,
성
스위치 동작 등의 작업은 가능)

• 프레임하부 높이의 1/2이하의 높이
에 조작 액세서리를 배치해야함 (측
면의 경우, 그보다 위에 위치한 지역
은 MSM으로 접근불가)

• 정면부 접근에는 무리가 없으나,
MSM의 자세 특성상, 손목부위를 과

도하게 회전하는 작업은 다소 곤란
함 (ex. 볼트체결/해체)

표 4-2-18. 디지털목업 기반 히터장치의 원격성 평가
순
구분
번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반응 후에 cathode basket 위치 조정

1

상부
접근
성
(1)

•

•
•

•

2

상부
접근
성
(2)

을 위한 고정핀을 잡을 수 있는 형
상 수정 필요
고정핀 고정을 위한 구멍이 창에서
보이지 않음(카메라로 보고 조작이
필요)
cathode 봉의 체결방법 수정 필요
카메라로 cathode 봉의 체결위치를
알 수 있도록 봉에 빨간색의 line을
표시
작업시 anode와 접촉가능성 존재(운
전시 전원공급이 차단되는지?)

• 고전류를 사용하는 cathode 와 anode
는 booth bar의 전극사이가 5.5mm

가까워 누설전류 영향은 없는지 점
검이 필요함
• Cathode 접속을 위해 MSM 접근시에
앞에 있는 견인 I-bolt와 충돌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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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ode 접속시에 창에서 시야를 확
•

•

•

3

측면
•
접근
성
•

보하지 못함
Booth bar 접속방법(anode, cathode)에
대한 설명이 없어 추후 접속방법에
대한 안이 나온 후 다시 검토 필요
함
천정이동장치의 이동거리를 검토가
필요(도면상으로 최대이동거리에서
5cm 전까지 이동 및 셀후면에 부착
된 장치가 없다는 가정)
전원커넥터 연결관련(측면에서 작업
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후면 접
근성을 고려함)
환원장치의 상부 plate의 형상을 조
절하면 천정이동장치를 최대로 이동
하여 내린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BDSM이 아래로 내려오는 도중에
tong이 10cm 정도로 plate와 간섭이
발생(설계 데이터를 보면 frame에서
상부plate가 17cm 밖으로 나온 상태
임)

표 4-2-19. 디지털목업 기반 CP장치의 원격성 평가
순
구분
번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최상위 지점까지 모두 접근가능
• 프레임 윗면부터는 결합부 및 Hole

1

2

3

상부 의 위치 및 형상은 육안으로 파악
접근 불가능
성 • 전면부 볼트는 모두 접근가능, 가이
드바 이후 부분은 육안확인 불가
(1) • 상부에 설치되는 온도계 및 냉각파
이프에 대한 모델이 없어 접근성을
검증하지 못함
• 가이드바 후면에 위치한 볼트의 시
상부 야확보 다소 어려움
접근 • 각 볼트의 경우, 크레인에 임팩트 렌
성
치 등을 연결하여 MSM의 가이드로
설치/해체를 실시
(2) • 모든 볼트를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볼트 체결수와 강도는 추후 확정
측면
접근
성

• 프레임하부 높이의 1/2이하의 높이
에 조작 액세서리를 배치해야함 (측
면의 경우, 그보다 위에 위치한 지역
은 MSM으로 접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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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부 접근에는 무리가 없으나,
MSM의 자세 특성상, 손목부위를 과

4

정면
접근
성

5

반대 • 반대편 측면으로는 더 높은 지역까
편
지 도달이 가능하나, 높은 자유도의
측면 동작은 불가능
접근 • 간단한 1~2자유도 동작 (밀기, 끌기,
성
스위치 동작 등의 작업은 가능)

도하게 회전하는 작업은 다소 곤란
함 (ex. 볼트체결/해체)

(2) 전해정련공정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평가

전해정련공정은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UCl3 제조장치, 염이송장치, 염증류장
치 및 고화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프라이드 셀에는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염이송장
치 및 염증류장치가 설치된다. 연속식 전해정련장치는 전착 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반응기에서 우라늄 전착물이 하부에 낙하되며, 전착물 회수 및 이송장치로 이동하여
연속적으로 용융염이 약 30wt% 정도 함유된 U 전착물을 용융염 외부로 인출하여
회수하는 장치이다. U 전착물은 염증류장치로 이송된다. 염이송장치는 연속식 전해
정련장치의 생성된 U 전착물을 염증류장치로 이송하고 반응기에 남아있는 용융염을
외부로 인출하는 장치이다. 염증류장치는 연속식 전해정련장치에서 나오는 U 전착
물에는 용융염이 약 30wt% 정도 함유되어 있어 U 전착물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염
을 증류시키는 염증류 공정을 통해 U 전착물을 회수하는 장치이다. (그림 4-2-52)

그림 4-2-52. 전해정련공정 관련 구성장치
아래의 표는 디지털 목업상에 import된 전해정련공정 장치들에 대한 원격성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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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해정련장치

표 4-2-20. 디지털목업 기반 전해정련장치의 장치배치
순
구분
번

1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장치
배치
및
장치 • 전해정련장치의 기본 배치는 장치
가시 모델의 중심점 (전해조 중앙에 위치)
성
이 작업창 중앙에 위치하도록 배치
함

• 장치가 작업창으로부터 1700mm 떨
어질 경우, 후면벽과 충돌발생 (위
의 그림 참조)

• 장치의 전면이 작업창에서 700mm • 장치의 전면이 작업창에 1200mm
떨어진 곳에 배치한 경우, MSM과 이상 떨어질 경우, 후면 BDSM 접
정련장치의 플랜지 상하이동 모듈 근 및 작업이 곤란함 (위의 그림 참
간에 간섭발생 (상단 좌측그림 참조) 조 : 작업창으로부터 장치가
1500mm 떨어진 경우)
• 따라서 장치 전면이 작업창에서
1.2m ~1.5m 가량 떨어진 지점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4-2-21. 디지털목업 기반 전해정련장치의 운전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장치 정면에 위치한 작업창의
MSM으로는 Anode basket에 대한
접근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그
사용 후
Anode • Anode 및 Anode 인접 지역 러나 우측 인접창의 MSM을 이용
basket
(Anode 체결부, Anode 상승 모듈 할 경우, 좌측 하단 그림과 같이
1 제거 /
등)은 MSM을 통한 접근이 가능 접근 및 작업이 가능함
새 anode 함
basket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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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de 장/탈착시 사용되는 Anode
승/하강 장치는 해당 모델이 구체

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위의그림 참조)

• 덮개를 MSM으로 파지 후 보관장
소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MSM 손

2

전해조
덮개
제거

• 원격조작기용 파지기구가 마련되

어 있음

•

• 접근 및 작업가능

•

•

Flange +
•
Flange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상 아
3
거치대 님)

이동
•

목 동작자유도 특성으로 인하여 후
속 동작이 불가능함
덮개 손잡이를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형태로 변경하거나, 크레
인을 통해 이송할 수 있도록 인양
고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위의 그림 참조)
MSM으로 덮개 손잡이를 파지하는
방법에 따라 덮개와의 간섭 발생
우려가 있음. 또한 손잡이의 형상
이 파지를 유지하기 곤란한 구조로
되어있음
덮개 파지를 위한 MSM 접근 및
보관장소에 대한 덮개의 거치 동작
은 검증용 목업에서 재평가할 필요
가 있음
플랜지 상하이동부의 볼스크류 구
조의 경우, 시스템의 이송 정밀도
향상을 위해 LM가이드 방식을 고
려할 것을 권장함
설계모델 관련 의견
- 플랜지 최하단의 스크래퍼와 전
해조간에 간섭 발생

Flange

삽입 및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상 아
4
거치대 님)
이동

- 플랜지 거치대의 수직이동모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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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거리를 증가시키거나 거치대
자체의 높이를 상향조정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Flange 수직이동 모듈을 1.2m 하

강한 상태로 평가 실시
• 제공된 모델에 제시된 커넥터를
기준으로 평가실시 (위치, 형상)
• 커넥터의 위치 및 체결방향에 대한
Motor • 전면부의 경우, MSM 그리퍼의 접
개선 필요
전원공급 근은 가능하나, 커넥터가 상부 플
• 커넥터 hole이 작업창을 바라보도
랜지 상에 밀착되어 있는 관계로
장치
5
록 하며, 커넥터 체결시 MSM 접근
MSM

연결 및
전극
연결 (1)

취급시에 그리퍼와 상부 플
이 용이하도록 수정 필요함
랜지간에 간섭우려가 있음
• 대체적으로 커넥터의 사이즈가 작
으며 육안식별이 용이하지 않음

• 아래그림의 후면부 커넥터의 경
우, MSM 그리퍼의 접근은 가능하 •

대체적으로 커넥터의 사이즈가 작
으며 육안식별이 용이하지 않음
• MSM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커넥
터의 접근 각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커넥터 높이 자체에 대한 상향 조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port 커넥터에 MSM 및 BDSM이
접근하는 경우에, 커넥터 간의 간격
이 좁은 관계로 개별 커넥터 체결시
• 커넥터가 상부 플랜지 상에 밀착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커
Motor
되어 있는 관계로 MSM과 BDSM
전원공급 취급시에 그리퍼와 상부 플랜지간 넥터 간의 간격을 넓힐 것을 권장함.
MSM의 그리퍼 치수 참조)
장치
에 간섭우려 있음
6
연결 및 • 공정운전을 위한 3-port 커넥터의 • 히터 전원 커넥터의 배열이 3단으
로 배열되어 있어, 가운데 줄의 커넥
전극
경우, 작업창을 통한 시야확보 곤 터 체결시에 MSM과 인접 커넥터 간
연결 (2) 란 (아래그림 참조)
에 간섭이 있을 수 잇음
• 커넥터의 배열을 2열로 재배치하
거나 계단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시야확보는 불가능함

• 히터전원 커넥터의 접근성 및 작

업자 시야확보는 가능함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상 아
7 전해정련
님)
전착물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상 아
8
이송
님)
9 Flange • 모터 전극 제거의 경우 5번 과정 • 각 전극 케이블의 결합/해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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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순이므로 평가결과는 동일
• 플랜지 제거의 경우, 4번 과정의
역순이므로 평가결과는 동일
•
• 전해조 덮개 설치의 경우, 2번 과
정의 역순이므로 평가결과는 동일

제거

련하여 개별 케이블의 거치 및 처
리문제가 (운전절차서/유지절차서
상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
플랜지 상하/좌우 이동과정에서 프
레임과 케이블간의 간섭문제가 우
려됨

표 4-2-22. 디지털목업 기반 전해정련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MSM 파지부를 상향조정해야 할것

으로 판단됨

Anode

• 커넥터의 시야확보를 위해 커넥터

및

1

의 위치를 브라켓의 후면 쪽으로
배치하고 커넥터를 프랜지와 간섭
이 없는 높이로 수정할 필요있음
회전
• Anode 및 Scraper 회전 구동모터의
브라켓 간에 간섭 우려 있음
교체작업은 플랜지가 전해조 상부
구동
에 결합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모터
플랜지 구동 프레임 안에 탑재되어
있는 동안에는 교체가 불가능함
•
Cathode 분리모듈의 MSM을 이용한
• 전면 작업창에서는 시야확보 불가
• 인접 우측 작업창에서 시야확보 가 파지 및 핸들링의 경우는 전문조작
자 (정정환 책임연구기술원)의 평가
능 (아래그림 참조)
에 의거, 작업가능한 것으로 간주
함

Scraper • 모터 모듈 상부를 MSM으로 파지할
경우, MSM 그리퍼와 모터모듈 측면

Cathode
2

전극
집합체
• 하지만 우측창의 MSM 양팔 중 왼
팔만 목표위치에 도달가능함 (오른 • MSM을 통한 직접 파지 및 분리/결

팔은 플랜지 상하이동용 프레임과
간섭 발생)
• MSM 그리퍼로 cathode 잡을때에 간
섭 발생
전착물 • 커넥터 시야확보 가능
• MSM 접근 가능
이동
3

장치

합 방법보다는 그리퍼와 도구를 연
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전용 Jaw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기사항 없음

상/하
구동
모터

4

• 외부 카메라(BDSM에 설치된 카메

정련조 • BDSM으로 접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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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이

• 모터 모듈 상부를 BDSM으로 파지
할 경우, BDSM 그리퍼와 모터 모듈

라 일체, 총 7 개)를 통해 추가적인
측면 브라켓 간에 간섭 우려가 있음 시야를 확보할 경우, 작업이 가능
모터 • 커넥터에 대한 모델이 없어 평가 불 함
가

동용

• 외부 카메라(BDSM에 설치된 카메
• 후면부 모터 교체의 경우 BDSM으 라 일체, 총 7 개)를 통해 추가적인
시야를 확보할 경우, 작업이 가능
로 작업 가능함
• 후면부 모터 커넥터에 대한 접근 및 함
플랜지 교체의 경우 MSM으로 작업 가능함 • 모터 모듈을 고정하기 위한 볼트의
위치를 셀 후면벽 방향으로 이동
(아래그림 참조)
상하이
배치할 것을 권장함 (현재는 작업
5 동 모터
창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음)
• 플랜지 이동프레임이 최대로 하강
(후면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 공간이
부족하여 모터 모듈 교체가 곤란할
수 있음.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용
이하도록 프레임의 바깥쪽으로 모
터모듈을 이동 배치할 것을 권장함
(전/후면부 모터 동일사항)

)

• 전면부 모터는 시야확보 및 접근가
능 (아래그림 참조)

플랜지

• 전면부 모터의 경우, MSM 접근은
가능하나, 모터 인양을 위한 MSM
파지부의 높이가 낮아, MSM 파지시
(그림 1번) 모터 모듈 측면부(그림 2
번)와 간섭 우려 가 있음 (아래그림
참조)
• 좌측 그림 1번 파지부의 높이를 상
향조정할 것을 권장함 (주변 구조
물(그림 2번) 과의 간섭을 반드시
고려할 것)
• 위 그림에 도시된 모터모듈의 경
우, 인양고리를 체결한 후 작업할
수 없음 (상부에 구조물이 존재하
기 때문) 따라서 MSM 단독으로 해

상하이
6 동 모터
(전면부
)

• 모듈 측면의 볼트에 대한 접근 및

작업은 가능함

•

Anode • 플랜지 최대 상승시 MSM 접근 불 •
7

basket

가

• 플랜지가 최하단에 있을 경우에는
교체용 MSM으로 작업 가능 (아래그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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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및 부분인양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자에게 높은 작업 강도가 요구
됨
검증용 목업에서의 해체/결합 평가
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요
구됨
BDSM으로도 접근가능하나, 다소
무리한 자세가 요구되며,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아
래그림 참조)

조)
회전
모터

Anode
basket
8

교체용
회전모

• 플랜지 최대상승시 최상부 모터 커
넥터에 대한 시야확보 불가 (그림과

같이 좌우 작업창 시야 기준으로 최 •
상부 모터모듈 자체가 보이지 않고
터
있음)
(계속)
• Anode basket 교체용 회전모터의 커 •
넥터에 대한 작업자 시야확보는 불
가하지만 MSM과 BDSM으로 접근은
가능함

플랜지 완전 하강시 시야확보는 가
능하나 커넥터의 사이즈가 작아 식
별이 다소 곤란함 (그림 참조)
하지만 커넥터가 상부 플랜지 상에
밀착되어 있는 관계로 MSM 및
BDSM을 통한 취급시에 그리퍼와
상부 플랜지간에 간섭우려가 있음

Anode • 모터의 고정 볼트는 작업자 시야 확
9

• 모터 고정볼트에 대한 시야는
보 불가
• 커넥터에 대한 평가는 운전절차의 BDSM 그리퍼 카메라로 확보 가능
모터
내용과 동일

회전

(나) 염이송장치

표 4-2-23. 디지털목업 기반 염이송장치의 장치배치
순
구분
번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전해정련장치의 전해조와 염이송장

치의 염이송관이 결합하는데 있어
서 설계된 염이송관은 길이가 짧음
(좌측 그림의 1번 항목)
• 전해조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
는 염이송관의 길이가 현재의 2배
가량 증가되어야 함 (좌측 그림의
2번 항목). 염이송관의 길이가 증가
하면 가열로 설치길이도 동시에 증
가되며, 장치 고장시에 반출문제가
발생됨 (LTL을 통한 반출 시 길이

장치배
치및
배치
1
장치
1
가시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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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참고)
• 또한 현재의 배치로는 BDSM의 염
이송장치 후면 접근이 불가함 (좌
측 그림의 3번 항목)
• 전해정련장치+염이송장치를 작업창
측으로 전진 배치할 경우, 전해정
련장치의 플랜지 상하이동 모듈과
MSM 간의 여유간격이 줄어들고,
MSM의 원활한 작업이 곤란해짐
(좌측 그림의 4번 항목)
• 염이송장치만을 전진 배치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염이송관이 전해조

에 비스듬히 접근해야 하므로 수평
방향접근 시 보다 염이송관의 길이
가 더욱 길어지게 됨
• 전해정련장치의 전해조와 염이송장

•

배치
2

•

•

•

•

배치
3
•
• 작업창으로부터 염이송장치까
지의 거리는 1.7m로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함 (위의 그림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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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염이송관이 결합하는데 있어
서 염이송관의 길이가 현재의 2배
가량 증가되어야 함 (좌측 그림의
1, 2번 항목)
‘배치2’와 같은 경우에는 염이송관
과 접속하기 위해 정련장치의 전해
조를 별도로 플랜지 상하이동 모듈
로부터 shift 할 필요가 없음
또한 전해정련장치와 염이송장치의
셀 후면벽을 기준으로한 폭방향 위
치가 비슷해짐으로 인해서 작업창
기준 거리를 변경할 때 두 장치를
묶어서 취급할 수 있음
그러나 ‘배치1’과 동일하게 염이송
관의 길이가 증가됨에 따른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음
‘배치1’ 및 ‘배치2’와 달리 현재의
염이송관의 길이를 크게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음
또한 ‘배치2’와 같이 염이송관과 접
속하기 위해 정련장치의 전해조를
별도로 플랜지 상하이동 모듈로부
터 shift 할 필요가 없음 (이로 인하
여 장치의 폭방향 길이를 줄일 수
있음)
그러나, 전해정련장치의 플랜지 수
직이동모듈이 셀 후면 측에 배치됨
으로 인하여 전해정련장치에 대한
BDSM 후면 접근이 완전히 불가함
(좌측 하단 그림 참조)
또한 염이송장치 후면부의 기저부
에 대한 BDSM 접근 역시 곤란함

(아래그림 참조)

• 공정장치는 ‘배치3’으로 배열하여

원격성 평가를 실시함
• 상기의 ‘배치3’에서 정련장치를
수평방향으로 180도 회전한 배

치임
‘
•
배치 정련장치의 플랜지 상하이동
모듈’이 작업창과 근접한 거리
4

※

※
※
※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조이
므로 장치 후면부에 대한 원격
조작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구
조임
장치 배치: 장치의 위치(PRIDE 셀 내부의 좌우측 벽면 기준 위치)를 제공 받았으나,
작업창을 기준으로 한 거리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해당 위치 (제공된 PRIDE 셀 좌
우측 벽면 기준 위치)에서 작업창을 기준으로 장치를 전후로 이동시키면서 적정 거
리를 선정
원격접근성 평가는 MSM의 작업영역을 고려하였음
’1st, 2nd 이송 Bucket’ 및 ingot 장입장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염이송관의 경우, 전해정련장치와 염이송장치간의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련장치 전해조에 대한 염이송관의 결합성 및 염이송장치 Main Frame에 대한 염
이송관의 볼트 체결/해체 작업만을 평가하였음

표 4-2-24. 디지털목업 기반 염이송장치의 운전성 평가
순
구분
번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모델상의 염이송장치-염분리장치 고

Workin
g
1
Position
Setting

2

정용 클램프의 결합구조가 다소 모 • 운전절차서에 언급된 고정용 클램
호함 (아래그림 참조)
프의 구조 및 결합방법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염이송장치 및 염분리장치 모듈 전

체를 이송할 때 사용되는 파지부에
대한 MSM 접근은 가능하나, 작업
가능성은 검증용 목업에서의 평가
가 필요함

염이송 • 크레인을 통한 염이송관의 장입 작 • 높은 장입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
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아래그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투
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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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직전에 Y자형 호스와 Cone형
전해조 바닥 간의 간섭으로 인하여
림 참조)
• 이송관 설치 시, 작업자 눈높이에서 호스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 따라
전해조 투입구를 완전히 육안으로 서 전해조 투입구에 가이드를 설치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확인하기는 곤란함
Setting
(아래그림 참조)
(1)

• 이송관의 Main Frame 전면부 볼트체
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아래그 • 이송관의 Main Frame 후면부 볼트
체결의 경우, MSM 접근은 가능하
림 참조)
나, 임팩트 렌치를 취급하는 과정
에서 MSM과 염이송관 사이에 간
섭이 우려됨. (아래그림 참조) 검증

용 목업에서의 재평가가 요구됨

3

염이송
관의
Setting
(2) • 후면볼트의 경우, 작업자의 육안 시
야확보는 불가하며, BDSM으로 접근
가능함 (아래그림 참조)
• 후면 볼트의 경우 BDSM의 그리퍼

카메라를 활용하여 해당 영역의 시
야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좌
측그림 참조)

염이송
4
준비

• 운전절차서에 언급된 ‘Main Frame과
Mold 간 고정 볼트’에 대한 모델 정

보가 없음
• 위와 관련한 원격성 평가 불가

5

6

염이송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상 아님)
Mold

교환

• Mold를 60도씩 정확하게 회전시킬
• 상기의 4번 항목과 동일

수 있는 스토퍼 또는 볼 플런져의
사용을 권장함

3,4,5번
7

8

절차를
• 상기의 4~6번 평가결과 참조
반복
수행
염 분리 • Mold 상승이후 MSM에 의한 염분리 • Mold 이송 시 Mold 상승 높이에
장치로의 180도 수평 방향 전환 작 대한 정보가 없음. 검증용 목업 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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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시에는 이와 관련한 정보 제공
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 필요함
(아래그림 참조)
• 정확한 180도 회전을 위하여 기계
적인 스토퍼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 Mold 상하이동 및 회전 시, 전복장
치의 그리퍼와 전복장치 모터 케이
블 간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검증용 목업을 통한
평가를 요함
• 그리퍼 파지부분의 길이가 짧은 관
계로 작업 용이성이 떨어짐. 파지
부의 길이를 증가시킬 것을 권장함
(좌측 그림 참조)
• Mold의 히터 장입/반출 작업 가능
(아래그림 참조)

9

염 분리
작업

• 특기사항 없음

(2)

10

ingot

장입

• 1st 이송 Bucket, 2nd 이송 Bucket,
ingot 장입장치는 평가 대상에서 제
외함 (2011년 11월 16일 착수회의
당시 결의사항)

•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표 4-2-25. 디지털목업 기반 염이송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염이송관 체결볼트에 대한 접근성

• MSM을 통한 전면부 볼트 접근 및
•
해체 가능
• MSM을 통한 후면부 볼트체결의 경
우, MSM 접근은 가능하나, 임팩트
렌치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MSM과
•
염이송 염이송관 사이에 간섭이 우려됨
관
1
분리/반
•
출 • 전용 Lifter의 인양고리는 총 4개임.
• 그러나 염이송관의 경우, 후크를 체
결할 수 있는 지점은 총 2곳임

만을 평가
MSM 및 임팩트 랜치를 이용한 후
면부 볼트 해체/잠금 작업의 가능
여부는 검증용 목업에서의 재평가
가 필요함
BDSM 활용성은 ‘2. 운전성 측면’,
3번 항목 참조
따라서 전용 Lifter와 염이송관 사이
의 체결부 개수가 맞지 않을 뿐더
러, 체결 방법이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절차서에 명시된 Lifter 거치대의 경
우, 모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평
가 불가)

2

Mold

• MSM을 통한 볼트 분리/체결작업 가 • Mold 가열로 분리 후, 반출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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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인양고리의 높이가 낮은
관계로 인양고리 체결이후, 와이어
와 가열로 간에 간섭이 우려됨. 인
양고리의 높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권장함 (아래그림 참조)

능함 (아래그림 참조)

가열로
반출

• Gripper 및 인양 크레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였을 때, 작업창과 가까운

3

Mold

반출

• Mold 취급용 Gripper에 대한 모델정
위치에서 인양작업을 수행하는 것
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염
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폐기물 과제’와 동일한 Gripper를 적
• Mold를 60도씩 정확하게 회전시킬
용함에 따라 ‘작업가능’으로 평가함

수 있는 스토퍼 또는 볼 플런져의
사용을 권장함

• 내측/외측 실린더 커넥터 모듈의 체

결고리에 대한 접근 및 해체 가능
(아래그림 참조)
[내측 실린더 커넥터]
• 외측 실린더의 인양고리에 대한
MSM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나, 실제 Hook 결합 및 최종 탈

착 작업은 검증용 목업을 통한 평
가가 필요함 (아래그림의 MSM 접
근성 및 작업창 시야 참조)

Mold
4

이동
실린더
결합/반
출

[외측 실린더 커넥터]

5

Main

• 전/후면부 인양고리에 대한 MSM 접 • 후면부 작업시 BDSM 그리퍼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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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가능하나, 후면부 인양고리에
대한 시야확보 다소 곤란 (아래그림
라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참조)
판단됨
• BDSM의 접근성은 ‘2. 운전성 측
면’, 3번 항목 참조
• 체결부 브라켓의 폭을 증가시켜,

상부 가열로 지지부와 수직방향에
서 중첩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할
방향에서의 임팩트 렌치의 접근이 것을 권장함 (아래그림 참조)
곤란함 (아래그림 참조)

• Main Frame 체결볼트 중, (작업창 기
Frame
준) 전면부 우측 볼트의 경우, 수직

• (작업창 기준) 우측 후면부의 인양고

리 시야확보 불가
• Mold 회전장치의 인양고리 체결 및
Base Frame 결합작업 시에 BDSM

Mold
6

회전장
치

그리퍼 카메라의 활용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됨 (회전장치 하부에 가
이드가 존재함)
• MSM을 통한 분리/체결작업은 가능함
• 전/후면부 볼트 해체 가능 (아래그림
참조)

7

• 후면부 볼트의 경우, MSM으로 모
듈을 180도 회전하여 볼트를 전면

전복장
치

으로 이동시키면 해체가 더욱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됨
• 케이블 커넥터에 대한 접근, 해체 및
결합은 가능하나, 케이블 간섭문제는

평가불가

8

• 가열로 온도센서 모델자료 없음
• ‘염폐기물 과제’의 고체염 분리 및
• 전면부 커넥터 접근가능
층분리장치와 유사한 구조임. 따라
염분리
• Rodless Cylinder와의 볼트체결 및 해 서 디지털목업 기반 유지보수성 측
장치
체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면에서의 평가는 동일하지만, 두
가열로
(아래그림 참조)
모듈 간의 치수, 중량 및 설치 위

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검증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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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의 평가결과는 고체염 층분
리 장치와 다를 수 있음
• BDSM으로도 작업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 (아래 그림 참조)

9

Rodless
cylinder
(1)

• 상부 인양고리에 대한 MSM과 • BDSM을 통한 인양고리의 접근은
BDSM의 접근은 가능함 (아래그림, 가능하나,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아래그림
우측그림 참조)
참조)

• 유틸리티 서브터미널을 고정 브라켓
으로 분터 분리하는 작업의 경우,
MSM을 통한 접근이 불가함 (우측그
림 참조)

Rodless • BDSM을 통한 유틸리티 서브터미널
위치 도달은 가능함 (아래그림 참조)
10 cylinder
(2)

• 그러나, 작업 공간이 매우 협소하
며, BDSM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

•

•
• 각 전동화장치의 모터 모듈에 대한 •

개별적인 교환이 불가함
11

기타 • 염이송장치 후면부 Base Frame의 인
양고리에 대한 BDSM 접근 불가 (염
이송관 거치대와 간섭 발생, 우측 그
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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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우며 크레인과의 협업이 곤
란함 (좌측그림 참조)
장치 후면부 접근성의 경우, 전체
적인 장치 배치와 관련이 있으므로
BDSM을 통한 후면부 접근성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장치(전
해정련장치-염이송장치) 배치가 재
검토 되어야 함
모터는 모듈화하여 개별 교환이 가능
하도록 모델을 수정할 것을 권장함
장치가 작업창 측으로 전진배치 되
더라도 염이송관 거치대가 BDSM
의 후면 접근성에 저해요소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큼 (아래그림 참조)

(다) 염증류장치

표 4-2-26. 디지털목업 기반 염증류장치의 장치배치
순
구분
번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염증류 장치의 배치는 (작업창 기준)
우측에 위치한 LCC장치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작업창 간 중간지점에서
15cm 벗어난 지점에 장치의 우측 측
면이 일치하도록 배치함 (우측 그림
참조, 염폐기물 장치 과제 제공)

장치배
• 장치의 전면이 작업창에서 1.05m 떨
치및
1
어진 지점에 배치될 경우, 장치의 전
장치
영역이 MSM의 작업영역 안에 존재
가시성
함
• 장치의 전면이 작업창에서 1.55m 떨
어진 지점에 배치될 경우, 장치의 후 [장치의 위치별 MSM 작업영역]
면에서 BDSM과 간섭이 발생함
• 장치의 전면이 작업창에서 1.35m 떨
어진 지점에 배치될 경우, BDSM과
간섭이 잔존하나 BDSM 손목을 접
어서 접근할 경우, 이러한 간섭을 피
할 수 있음
[장치 전면이 작업창으로부터 각각
• 따라서 장치 전면이 작업창에서 1.05m (좌), 1.55m (우) 떨어진 지점에
1.25m 떨어진 지점에 배치되는 것이
위치할 경우의 작업창 시야]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4-2-27. 디지털목업 기반 염증류장치의 운전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도가니 수용부에 마련된 용기 안착

우라늄
•
전착물
도가니의
이송 및
1
기 사용
•
도가니 및
염회수용
기 탈착

용 단차 관련 공차를 적절히 조정
전착물 도가니의 이송작업 지점에
하여 크레인을 통한 직접 안착시
대한 MSM과 크레인의 접근가능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및 시야 확보가 가능함
함
• 도가니 이송시 ‘1’을 통한 반입/반
이송도구에 대한 자료 미 제공으
출 뿐만 아니라, ‘2’를 통한 직접
로 이송과 관련한 원격성 평가는
반입/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수행하지 않음
므로, 운전 절차 상에서 이와 관련
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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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용기 취급용 그리퍼는 용기

• 1번 사항과 동일

외경의 절반 가량만을 파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하지만, 용기의 장입 및 반출과정
에서 주변 장애물과의 접촉으로 인
해 용기가 그리퍼를 이탈할 가능성
이 있음
• 따라서 그리퍼에 Jaw를 확장/축소
할 수 있는 자유도를 추가하고 그
리퍼의 Jaw 길이를 증가시키면, 용
기 이탈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염 펠렛
회수 및
도가니,
2
회수 용기
증류 탑내
장착

3

염증류
• 공정장치 자체 운전
조업

우라늄
•
전착물
도가니의
4 이송용기
•
를 이용한
에어셀
이송

• 특기사항 없음

전착물 도가니 및 전용 이송용기
작업 지점에 대한 MSM 및 크레
• 이송용기의 형상 및 취급 방식에
인의 접근 및 시야 확보가 가능함
따라서 LTL까지의 이동방식 및 경
이송도구 및 전용 이송용기에 대
로가 달라질 수 있음
한 자료미 제공으로 이송과 관련
한 원격성 평가는 수행하지 않음

• 회수 용기 회전 동작을 위한
MSM 접근 및 시야 확보가 가능

함
회수용기 이송장치의 잠금장치와
하부 프레임 간에 간섭발생 (그림1
참조)
회수염 • 회수염 용기의 이동 및 취급을 위 •
5 펠렛용기 한 MSM 접근은 가능함. 하지만
MSM 파지를 위한 그립이 셀 바
의 탈착
닥면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작업
자 시야확보가 곤란할 수 있음
(그림2 참조)
• 이송도구 및 전용 이송용기에 대 •
한 자료미 제공으로 이송과 관련
한 원격성 평가는 수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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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용기 이송장치가 동작하는 구
간에 대해서 손잡이에 대한 충분한
시야 및 작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해당 장치 또는 손잡이에 대한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1)
장치 하부에 위치한 파지 기구 및
그립의 경우에는 검증용 목업을 통
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됨(그림2)

표 4-2-28. 디지털목업 기반 염증류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모터의 부하 회전시 모터 모듈이

회전축 반대방향으로 밀려나는 경
우를 방지하기 위해 강한 기계적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결
• 고정 클램프에 대한 MSM 접근가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ex.
능
우라늄전착
볼트 체결 방식)
• 현재 모터 모듈은 상부에 MSM용
물 도가니
1 장입/회수용
그립만 존재함. 하지만 해당 모듈
의 중량으로 인해 MSM 단독 취
구동모터
Assy. 교환
급 작업은 곤란하므로, 현재의
MSM용 그립 상부에 eye-bolt를 추
가로 설치하여 크레인을 통한 인
양도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좌측그
림 참조)
• MSM으로 전원 커넥터 작업가능

• 모터 모듈관련 유지보수성은 상기

증류탑 챔버
• MSM으로 전원 커넥터 작업가능
•
상 • 하 구동
• 고정 클램프에 대한 MSM 접근가
2
모터
능
(2 개소)

의 내용과 동일함
MSM을 통한 커넥터 작업시에 예
상되는 커넥터 케이블과의 간섭문
제의 경우, 검증용 목업을 통해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Assy.의 경우, 장치의 하단

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작업창
을 통한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
염회수용기
을 수 있음 (우측 그림 참조)
• 클램프의 원활한 파지가 가능한
장입/회수용
• MSM을 통한 클램프 파지 및 고
3
위치(ex. 위치 상향 조정)로의 수
구동모터
정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위치
Assy. 교환
정이 필요하며, 접근성 측면에서
임
모터의 수직 체결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MSM을 통한 모터 assy. 견인 방
법 이외에 크레인을 통한 견인 방
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1. 우
라늄전착물 도가니 장입/회수용
구동모터 Assy. 교환’ 관련 의견
및 제안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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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패널 하단부의 볼트 해체용

핸들 및 후면 패널 볼트 해체용
핸들의 경우, 전면 작업자를 통
한 시야 확보가 불가능
• 패널의 공압라인 커터에 대한
우라늄전착
MSM 접근은 가능하나, 세부 작 •
물 도가니
업은 수행이 불가하며 추가적인
Push Up
•
시야확보도 필요함
Cylinder
4
• 패널에 부착된 그립은 MSM을 통
Assy. 교환
한 장탈착 작업시에 간섭이 발생
(좌우
함
2개소)
• 전면 패널 제거후 드러나는, 패널
후면 cylinder의 제거 방법에 대해

서는 유지보수 절차가 제공되지
•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 MSM으로 볼트 해체용 핸들에 접
근 가능. 내측의 볼트 해체용 핸 •
들은 간섭 가능성이 존재함 (아래
그림 참조)
• 공압라인을 위한 커넥터에 대해
서 MSN 접근은 가능하나 작업은 •

불가함
염회수용기
5

Push Up
Cylinder
Assy. 교환

시야확보는 BDSM 카메라에 의해
확보가 필요함
MSM을 통한 원활한 작업을 위해
서 공압라인 커넥터는 L자형 보
다 I 자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
요함. 또는 MSM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음 (볼트 해체용
핸들과의 간섭 발생으로 인하여
위치 변경이 필요함)
그립위치 변경 또는 MSM의 그리
퍼 형상 및 구조를 참조하여 그립
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바
람직함
해당 Assy.의 내측에 위치한 볼트
해체용 핸들에 대한 접근 시에 주
변 간섭으로 인하여 접근성 및 작
업성이 떨어짐.
따라서 MSM을 통해 장치 틈새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도구를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 MSM을 통한 작업의 경우, 공압라
인 커넥터의 형상은 ‘L'자형 보다
는 'I’자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됨
우라늄전착
물 도가니
장입 구동 • 우라늄전착물 도가니 장입 구동
• 인접 체결 위치간의 Marking 필요
Frame Assy
Frame Assy 및 Furnace Assy 간의
6
• 체결부에 대한 추가적인 시야확보
및
상호 결합을 위한 체결부의 경우,
필요
Furnace
육안을 통한 시야확보가 곤란함
Assy의 원격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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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M으로 일부 접근 가능하나,

전면에서의 작업자 시야확보 불
가 (그림 1 참조)
•
• 공압라인용 커넥터에 대한 MSN
접근 및 작업이 불가함
• Assy.의 인양고리 자료가 제공되
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우라늄전착
물 지지대
7

수직으로 체결된 패널을 수평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BDSM이 접근 및 작업할 수 있도
록 설계 변경이 필요함 (BDSM은
장치 상부에서 수직 방향으로 접
근하기 때문. 그림 1, 2 참조)

• MSM을 통한 작업의 경우, 공압라
인 커넥터의 형상은 ‘L'자형 보다
는 'I’자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됨 (MSM 및 BDSM의 그리퍼 규
격 참조)

Push Up
Cylinder
Assy. 교환

• 견인고리 설치시 장치의 무게 중

심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Utility assy.의 시야 확보
우측하단에 - 패널에 경첩을 적용하여 전면부
로 (필요시) 패널을 Tilting 시킬
,

• 작업창을 기준으로
위치한 utility assy.의 경우 셀의
바닥면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MSM을 통한 접근 및 작업이 곤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함

- 회수 용기 회전장치의 하부에

설치된 염펠렛 회수 모듈의 상
부 형상을 변경하여 패널 상부
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를 통해 utility assy.를 상향 조
정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아래 그림 참조)

란함
• 공압라인용 커넥터의 경우, 커넥
터 간의 간격이 매우 좁아, 개별
Utility Assy. 커넥터에 대한 MSM의 접근 및
8
교환
작업이 곤란함 (아래 그림 참조)
(2개소)

• MSM의 그리퍼 규격을 참고하여

우라늄전착
물 도가니
9 장입 구동

• 크레인용 인양고리에 대한 모델 •

의 미 제공으로 체결작업에 대한
평가 불가
• Furnace assy.와 frame assy.의 체 •
Frame Assy.
결 부위에 대한 시야 확보가 곤
교환
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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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라인의 체결작업을 위해 간격
을 조정 배치를 고려하기 바람
크레인 체결을 위한 견인고리의
위치는 assembly 견인을 위한 무
게 중심을 고려하여야 함
모듈간 접근 및 상호 결합시에 체
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듈의
한 부분에 Marking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개의 pin을 체결하
는 방식보다, 가이드에 의해 자중
으로 자연스럽게 체결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Furnace
10
Assy. 교환

• 크레인용 인양고리에 대한 모델 • 크레인 체결을 위한 견인고리의
의 미 제공으로 체결 작업에 대 위치는 assembly 견인을 위한 무

게 중심을 고려하여야 함

한 평가 불가

(3) 전해제련공정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평가
TRU 회수 전해제련 시스템에서는 전해정련 후 공융염 중에 녹아있는

악티늄족 원소들을 액체카드륨음극(LCC : liquid CADmium cathode)으로 공회수하
여 전해정련 조업의 지속성을 유지함은 물론 소듐냉각고속로의 핵연료물질을 생
산한다. RAR 장치는 전해에 의해 폐용융염 잔류 악티늄족을 란탄족과 함께 LCC
에 회수하고 LCC에 동반 전착된 란탄족 금속을 선택산화(또는 염소화)시켜 LCC
의 란탄족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기초로 하여 악티늄족과 란탄족 금속염화물의
혼합물로부터 악티늄족 원소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장치이다. Cd 증류장치는
액체 카드뮴 음극에 용융염중에 용해되어 있는 악티늄족 원소들을 전착하는 단
계, 전착된 액체 음극에서 카드뮴을 분리하고 악티늄족 원소들을 회수하는 단계
및 폐기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용융염 잔류 미량 악틴족 원소를 회수
하는 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4-2-53)

그림 4-2-53. 전해제련공정 관련 구성장치

- 386 -

(가) LCC 전해제련조 장치

표 4-2-29. 디지털목업 기반 LCC 전해제련조 장치의 배치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LCC장치를 작업창측 벽면을 기분
으로 0.5m 간격으로 후면벽측으로

이동하면서 원격접근성을 검토하
였음
• 작업창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
장치가 설치될 경우, 전체 장치의
하단부에 대한 시야확보 다소 곤
란 (작업창 하단의 내측벽에 배치
되는 피드스루 돌출부와도 간섭
우려있음)
• 작업창에서 1.3m 떨어진 위치에
장치가 설치될 경우, BDSM을 통
한 장치 후면부에 대한 접근이 불
가함 (우측 그림 참조)
1
• 따라서 작업창에서 0.8m 떨어진
위치에 장치가 설치되는 것이 가
장 적절하며, MSM 작업영역을 고
려하여 정밀한 위치 수정이 가능
장치배치
하나 그에 따라 개선되는 여지는
및 장치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가시성

[작업창으로부터 0.8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할 때의 장치 시야]

표 4-2-30. 디지털목업 기반 LCC 전해제련조 장치의 운전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전기로 설치 시 장치 하단부 시야
확보가 곤란함. 정밀 작업시 카메
• 작업창을 통한 작업자 시야 확보 라의 의한 시야 확보가 필요함 (장
곤란
치 측면 하단부, 아래그림 참조)
LCC
• 전기로를 구동모터/레일에 설치할
1 전해제련
때, 전기로 하단부와 가이드 pin

조 설치

사이에 정확한 조립 작업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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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조 조립이 용이하도록 단차를

•

2

공융염 •
장입 및
용융 •

•

LCC •
assembly
3

를
전해조에 •
장입

둔 형상의 가이드를 통해 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할 것을 권
장함. 또한 가이드의 사이즈를 현
재의 설계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
음
• 카메라을 활용한 시야확보가 필요
일부작업에서 작업창을 통한 작업 함
자 시야확보 가능
공융염 도가니 이송 툴이 모델링
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그리퍼 사이즈에 비하여 클램프의
사이즈가 매우 작음 (우측그림 참 • 본 평가서 2페이지에 제시된 그리
조)
퍼 사이즈를 고려하여 클램프를 선
정할 것을 권장함
MSM을 통한 수평이동장치 상의
LCC 도가니 접근가능
• LCC assembly에 대한 접근성은 대
Cd와 관련된 물질정보가 제공되지
체로 양호하므로 이와 관련된 작업
않은 관계로 Cd의 LCC 장입 작업
(LCC 도가니의 도가니 지지대 결
은 평가 불가함
합, 전해조 내부로의 장입시의 작
LCC 리드선의 전원부 연결과 관
업 보조)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련된 작업은 관련 부품에 대한 정
됨
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
함

• 양극에 기계적 구조 (장입부 두께
정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ex. 부재의 두께가 가늘 경우, 장
• 양극 파지 및 장입 관련 작업은 입시 해당 부품이 휠 수 있음)
• 양극 및 교반기 장입 시에 장입구

양극,
•
교반기,
참조전극
4
을
•
전해조에
장입

LCC
5

6

전착실험
수행 및
종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리드선의 전원부 연결과 관련한
공정은 관련 부품에 대한 정보 미
•
제공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함
교반기에 대한 무게 및 장치 내구
성 등과 관련된 정보의 미제공으
로 인하여 파지 및 장입 용이성은
판단 불가함

• 리드선의 전원부 연결과 관련한

공정은 관련 부품에 대한 정보 미
제공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

• LCC assembly의 수평방향 90도 회
도가니에 전은 작업이 가능함 (우측 상단그

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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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추가적인 시야확보 필요함
(BDSM 그리퍼 카메라 등)
인양시 해당 모듈이 흔들릴 수 있
으므로 체결고리 형태의 개선이 요
구됨 (아래그림 참조)

림 참조)
• 증류장치용 안전도가니의 취급용
손잡이 및 용기 손잡이에 대한
MSM 접근은 가능함 (우측 하단그
림 참조)
서U
• LCC 도가니 수직/수평이동장치 및
전착된
도가니 회전장치는 End user 자체
Cd 잉곳
운전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회수
• 리드선의 전원부 연결과 관련된
공정은 관련 부품에 대한 정보 미
제공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
• 모델상에 증류장치 안전도가니의
취급용 손잡이가 존재하지 않음

표 4-2-31. 디지털목업 기반 LCC 전해제련조 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분리되는 모듈 전체에 대한 인양고

리 기준 무게 중심을 반드시 파악
리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 하여야 함
로 모터모듈 자체의 체결부에 대
한 접근성만을 평가함

• 해당모듈에 부착된 전원 및 유틸

1

LCC
• 작업창 측에서의 육안 시야확보
assembly

수직이동
모터 1

불가

• BDSM을 통한 후면접근 및 크레인
협업을 통한 분리/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우측 상단 그림 참
조)

• 체결 볼트 1EA로서 모듈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함 (그리퍼 크기 또
는 임펙트렌치 고려, 위의 그림 참
조)
• 모터 구동시 모터모듈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해당모듈과 체결장치가 홈
에 맞물려 체결될 수 있는 형상으
로 수정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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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모듈에 부착된 전원 및 유틸

리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
로 모터모듈 자체의 체결부에 대
LCC
한 접근성만을 평가함
assembly • 작업창 측에서의 육안 시야확보
2
수직이동 불가 (우측 첫 번째 그림 참조)
모터 2 • MSM의 원활한 접근이 곤란함 (우
측 두 번째 그림 참조)
• 크레인/MSM/BDSM의 정교한 협업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적인 작업 가능 여부는 검증용

목업에서의 재평가가 요구됨
• 전원 및 유틸리티 정보가 제공되

3

4

지 않은 관계로 모터모듈 자체의 • 추가적인 시야확보가 필요함. 또한
체결부에 대한 접근성만을 평가함 실제적인 작업 가능 여부는 검증용
• 에어라인에 대한 작업창 측에서의 목업에서의 재평가가 요구됨
육안 시야확보 곤란
Mesh
• 핀사이즈(폭방향/길이방향)의 증가
구동
실린더 • 에어라인 하단에 대한 핀의 육안 가 요구됨
• 카메라에 의한 추가적인 시야 확보
시야확보 불가
필요 (BDSM 그리퍼 카메라 등)
• 실린더모듈 분리후 거치 문제는 • 현재의 모델은 실린더를 교체/체결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평 할 수 없는 구조로서 설계검토가
가 불가
필요함
• 모터블록에 인양고리가 존재하지
않음. 수정이 요구됨
• 카메라에 의한 시야 확보
• 전원 및 유틸리티 정보가 제공되
지 않은 관계로 모터모듈 자체의
체결부에 대한 접근성만을 평가함
클램프
• 고정핀에 대한 작업자의 시야확보
가 곤란하지만 BDSM을 통한 작업
Mesh
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회전
• 그리퍼 사이즈에 비하여 클램프의
고정 핀
모터
사이즈가 매우 작음 (우측그림 참
조)
• MSM의 동작영역 내에 존재하므로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필
요시 BDSM과의 협업도 가능함) • 고정핀의 형상을 그리퍼 파지가 용
이한 형상으로 수정할 것을 권장함
• 클램프의 형상 및 체결방법이 고려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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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및 유틸리티 정보가 제공되

지 않은 관계로 모듈 자체의 체결
부에 대한 접근성만을 평가함
LCC
• 유지보수절차와 달리 수평이동 모
도가니
5
터는 실린더로 판단됨 (확인요망)
수평이동
• MSM의 동작영역 내에 있으므로
모터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우
측그림 참조) 작업창을 기준으로
한 시야확보도 가능함
• 인양고리가 모델링 되어 있지 않
음. 하지만 지근거리까지의 MSM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주
변의 Reference 전극을 MSM으로

취급시에 간섭이 발생하는 점을 •
고려하여야 함, 우측그림 참조)
• 작업창 측에서의 육안 시야확보 •
불가
• 인양고리 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Stirrer
Module 1

7

Stirrer
• 6번 Stirrer Module 1과 동일함
Module 2

실제적인 작업 가능 여부는 검증용
목업에서의 재평가가 요구됨
작업창에서의 시각을 기준으로 인
양고리를 장치 우측으로 옮기거나
인양고리 전방에 존재하는 구조물
을 좌측으로 옮겨 배치할 것을 권
장함

• 6번 Stirrer Module 1과 동일함

• 전해조 수평이동은 End user 자체 • 분리된 전해조의 재결합 시에는 전
•

8

전해조
•
도가니
•

•

전해조
•
9 안전도가
니

운전이므로 평가대상 아님
전원 및 유틸리티 정보가 제공되
지 않은 관계로 접근성 평가에서
제외함
상부 테두리 체결부는 작업자 육
안을 통한 시야확보 불가
후크 체결부에 대한 MSM 접근은 •
가능하나 부트 오염 및 훼손을 고
려하였을 때 접근이 곤란할 것으 •
로 판단됨
상부 테두리 체결부는 작업자 육
•
안으로 시야확보 불가
후크 체결부에 대한 MSM 접근은
가능하나 부트 오염 및 훼손을 고 •
려하였을 때 접근이 곤란할 것으
로 판단됨

해조모듈 하단의 가이드에 대한 시
야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시야확보가 요구되며 검증용 목업
에서의 검증이 요구됨 (‘2. 운전성
측면’의 1번 항목 그림 참조)
카메라에 의한 시야 확보 필요
(BDSM 그리퍼 카메라)

도가니 체결 방식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전해환원 공정 참조)
카메라에 의한 시야 확보 필요
(BDSM 그리퍼 카메라)
도가니 체결 방식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전해환원 공정 참조)

• 모터에 대한 시야확보는 가능하나,

전기로 • MSM의 접근은 가능하나, 체결작
10 수직이동

모터
11

모터 체결부에 대한 시야확보가 곤
업을 위한 작업자 시야 확보는 곤 란할 것으로 예상됨
• 카메라에 의한 시야 확보 필요
란함
(BDSM 그리퍼 카메라)

전기로 • MSM의 접근은 가능하나, 수평으 • 모터에 대한 시야확보는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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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이동
모터

로 체결하기 위한 시야 확보는 관
•
란함
•
•
• 히터 모듈이 공정운전 상태의 위
치할 경우, 전원 커넥터에 대한
MSM 접근이 가능함. 히터 모듈을

12

히터
모듈

작업창 방향으로 전진시켜 작업할
경우, 시야확보 및 조작기의 접근
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음

모터 체결부에 대한 시야확보가 곤
란할 것으로 예상됨
모터 체결을 위한 진입 방향에 대
한 재검토가 요구됨 (수평방향 vs.
수직방향)
커넥터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의 명
확한 정립이 요구됨
MSM을 통한 작업이 용이하기 위
해서 커넥터 3열-사선 방향으로 배
치할 것을 권장함. 커넥터의 분리
역시 사선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변경할 것을 권장함

• 후면 인양고리의 접근성 및 체결

작업 어려움
• 인양고리의 위치 변경을 권장함
(위의 그림 참조)

(나) RAR장치

표 4-2-32. 디지털목업 기반 RAR 장치의 배치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RAR장치를 MSM의 작업영역안에
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BDSM의

접근 가능지역을 검토하였음
• 작업창에서 1.8m 떨어진 위치에
장치가 설치될 경우, BDSM을 통

한 장치 후면부에 대한 접근이 가
능함 (우측 그림 참조)
• 1.8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경우
BDSM 작업이 불가능함

1

장치배치
및 장치
가시성

[작업창으로부터 1.8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할 때의 장치 시야]

※ 장치 배치: 장치 중심을 작업창의 중심과 일치시킨 후, 장치를 전후로 이동시

- 392 -

키면서 적정 거리를 선정 (상단 우측그림 참조)
※ 장치 가시성: 작업자 위치에서 작업창에서 위치별로 배치된 장치의 바라본 모
습을 비교함
※ 장비 배치와 관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관계로 장치의 위치를
일정간격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였음
※ 원격접근성 평가는 MSM의 작업영역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시야확보가 양호
한 위치 (작업창에서 1.8 m 떨어진 지점)에 장치를 배치하고 평가를 수행함
표 4-2-33. 디지털목업 기반 RAR 장치의 운전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RAR

• 공융염 도가니 설치작업은 작업창 • 전해조 도가니 설치작업은 카메라
전해조
를 이용한 시야확보 필요함
을 통한 작업자 시야 확보 곤란
1 의 공융염
• 공융염 도가니 이송 툴이 모델링
도가니
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설치
• 시야 확보를 위해 카메라 사용이
필요함
• 전해조 덮개 조립이 용이하도록 단
차를 둔 형상의 가이드를 통해 체
결되면서, 최종적으로 pin이 결합되
는 형태로 결합될 수 있도록 설계
• 일부작업에서 작업창을 통한 작업 를 변경할 것을 권장함
자 시야확보 가능
• 전해조 덮개 조립을 위해 4개의

가이드의 시야 확보 곤란
공융염
2 장입 및
• 전해조 덮개 분리 시에 가이드핀
용융
• 가이드 핀과 아이볼트의 간격이 좁
과 간섭우려 있음
아 MSM 작업 시 간섭을 일으킬
• 그리퍼 사이즈에 비하여 클램프의 수 있음.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권
사이즈가 매우 작음 (우측그림 참 장함 (상단 그림 참조)
조)

• 그리퍼 사이즈를 고려하여 클램프

를 선정할 것을 권장함
LCC
assembly

• MSM을 통한 수평이동장치의 LCC • LCC assembly에 대한 접근성은 대

도가니 접근가능

체로 양호하므로 이와 관련한 작업
(LCC 도가니와 도가니 지지대의 결
3
를
합, 전해조 내부로의 장입시의 작업
전해조에
은 평가 불가함
보조)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장입
• LCC 리드선의 전원부 연결과 관 • 교반기 모터의 회전작업은 카메라
• Cd와 관련된 물질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Cd의 LCC 장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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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시야 확보 필요함. 또한
련된 작업은 관련 부품에 대한 정 간섭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실제적
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 인 작업 가능 여부는 검증용 목업
에서의 재평가가 요구됨 (하단 그
함
• 교반기 assembly의 장입 방법 및 림 참조)
견인용 고리 관련 설계정보가 제
공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불가
• 교반기 assembly의 장입 시에 교반
기 모터의 회전작업은 작업자 시
야확보 불가
• 전극과 관련된 기계적 구조 (장입
부 두께 정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ex. 부재의 두께가 가늘 경
우, 장입시 해당 부품이 휠 수 있
음)
• 양극 파지 및 장입 관련 작업은
• 양극 및 교반기 장입 시에 장입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양극, • 리드선의 전원부 연결과 관련한
교반기, 공정은 관련 부품에 대한 정보 미
•
참조전극 제공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함
4
을 • 교반기에 대한 무게 및 장치 내구
전해조에 성 등과 관련된 정보의 미제공으
장입
로 인하여 파지 및 장입 용이성은
판단 불가
• 삽입할 입구의 시야확보가 어려움

에 대한 추가적인 시야확보 필요함
(BDSM 그리퍼 카메라 등)

인양시 해당 모듈이 흔들릴 수 있
으므로 체결고리 형태의 개선이 요
구됨 (하단 그림 참조)

• 장입할 입구의 표시 및 가이드 설

치가 요구됨

• 리드선의 전원부 연결과 관련한

공정은 관련 부품에 대한 정보 미
제공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
전착실험 • (그리퍼의 사이즈를 감안할 때) 커
5
수행 및 넥터 박스 상의 커넥터 관련 작업
종료
곤란 (우측 그림 참조)
• 커넥터 연결부에 대한 시야 확보
• 커넥터 위치 변경 요망 (블럭별로
불가
배치하여 커넥터 설치)
• 커넥터의 사이즈가 작은 관계로,
가이드를 따라 체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할 것을 권장함
LCC

6

LCC

• LCC assembly의 수평방향 90도 회 • BDSM 및 MSM 접근 가능함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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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작업이 가능함
• 증류장치용 안전도가니의 취급용 그림 참조)
손잡이 및 용기 손잡이에 대한
도가니에
MSM 접근은 가능함
서U
• LCC 도가니 수직/수평이동장치 및
전착된
도가니 회전장치는 End user 자체
Cd 잉곳
운전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회수
• 리드선의 전원부 연결과 관련된
공정은 관련 부품에 대한 정보 미
제공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

표 4-2-34. 디지털목업 기반 RAR 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카메라에 의한 시야 확보 필요함
• 분리되는 모듈 전체에 대한 인양고

• 해당모듈에 부착된 전원 및 유틸

1

LCC
assembly

리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 •
로 모터모듈 자체의 체결부에 대
한 접근성만을 평가함

수직이동 • 작업창 측에서의 육안 시야확보
모터 1
불가

•

리 기준 무게 중심을 반드시 파악
하여야 함
그리퍼를 통한 해체가 용이하도록
볼트 형상을 수정할 것을 권장함
(ex. 십자 형태)
모터 모듈의 경우, 핀에 삽입하는
고정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BDSM을 통한 후면접근 및 크레인
협업을 통한 분리/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우측 그림 참조)

• 분리되는 모듈 전체에 대한 인양고

리 기준 무게 중심을 반드시 파악
하여야 함

2

LCC
assembly

수직이동
모터 2

• 해당 모듈에 부착된 전원 및 유틸

리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
로 모터모듈 자체의 체결부에 대
한 접근성만을 평가함

• 볼트를 그리퍼로 풀기 쉬운 형상으
로 권고함 (상단 그림 참조, ex. 십
자 형태)
• 핀 삽입하는 모터모듈 고정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실제적인 작업 가능 여부는 검증용

목업에서의 재평가가 요구됨
3

교반기 • 전원 및 유틸리티 정보가 제공되 • 전원 및 유틸리티 관련 작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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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 않은 관계로 평가하지 않음
구동 • 교반기 구동 실린더의 자체 교체
실린더 는 수행하지 않으며 LCC assembly
전체를 분리함
• 전원 및 유틸리티 정보가 제공되
지 않은 관계로 모터모듈 자체의
•
교반기
체결부에 대한 접근성만을 평가함
회전
• 모터모듈 자체의 교체는 수행하지
모터
않으며 LCC assembly 전체를 분리
함

능 여부는 검증용 목업에서의 재평
가가 요구됨

전원 및 유틸리티 관련 작업의 가
능 여부는 검증용 목업에서의 재평
가가 요구됨

• 전원 및 유틸리티 관련 작업의 가
• 전원 및 유틸리티 정보가 제공되

능 여부는 검증용 목업에서의 재평
가가 요구됨

지 않은 관계로 모듈 자체의 체결
부에 대한 접근성만을 평가함
도가니
• 실린더 모듈 교체는 수행하지 않
수평이동
5
으며 회전장치를 분리작업을 수
, 상하
행
및 회전
• 후면 아이볼트 작업자 시야로 확
실린더
보 가능하며 BDSM으로 작업가능 • Pin 형태의 가이드로 가이드의 위
치를 파악할 수 없음. 후면부에 가
함
이드를 설치를 권고하며 검증용 목
업에서의 재평가가 요구됨 (상단
그림 참조)
• 전원 및 유틸리티 관련 작업의 가
• 전원 및 유틸리티 정보가 제공되 능 여부는 검증용 목업에서의 재평
지 않은 관계로 모터모듈 자체의 가가 요구됨
체결부에 대한 접근성만을 평가함
• 인양고리가 모델링 되어 있지 않
교반기
6
음. 하지만 지근거리까지의 MSM
Module 1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우
측 그림 참조)
• 인양고리 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 실제적인 작업 가능 여부는 검증용
판단됨
목업에서의 재평가가 요구됨
LCC

7

Stirrer
• 6번 교반기 Module 1과 동일함
Module 2

• 6번 Stirrer Module 1과 동일함

• 전해조 덮개의 거치대 이동하여

8

거치시에 가이드가 없음
전해조 • 체결부위는 작업자 육안을 통한
도가니 시야확보 불가
• 체결도구 모델이 제공되지 않은 • 거치대에 전해조 덮개를 위한 가이
드 설치가 필요함 (상단 그림 참조)
관계로 도구 접근성 평가 불가
• 카메라에 의한 시야 확보 필요
(BDSM 그리퍼 카메라)
• 도가니 체결 방식에 대한 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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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됨 (전해환원 공정 참조)

9

• 체결부위는 작업자 육안을 통한 •
전해조
시야확보 불가
안전
• 체결도구 모델이 제공되지 않은 •
도가니
관계로 도구 접근성 평가 불가

카메라에 의한 시야 확보 필요
(BDSM 그리퍼 카메라)
도가니 체결 방식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전해환원 공정 참조)

• 전면부 대비 후면부의 클램프 높이

를 증가시켜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
록 설계를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후면 클램프는 BDSM로 접근가능
• 클램프의 작업자의 시야확보는 불

LCC
10
assembly

가능함
• 상부 아이볼트가 두 개인 관계로 • Pin 가이드의 위치를 파악하기 곤
모듈 인양시 안정적인 취급이 곤 란하며 (시야확보가 불가) 후면에

추가적인 가이드 설치가 필요함
(상단 그림 참조)
• 외부 카메라에 의한 시야확보 필요
함
•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는 아이볼트
설치가 필요함

란할 수 있음

• 히터 모듈 교체는 장치 전체를 견

11

히터
모듈

인하여 유지보수를 수행
• 후면 인양고리는 BDSM을 이용하

여 접근 가능하며 작업자의 시야
확보는 불가능함

• 외부 카메라에 의한 시야확보 필요

함

(다) Cd 증류장치

표 4-2-35. 디지털목업 기반 Cd 증류장치의 배치
순
번

구분

장치배치
및 장치
1
가시성
(1)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인접 장치인 고체염분리장치(기 디
지털 목업 원격성 평가 완료)와 동

• 평가
작업창으로부터
결과,
1300mm 이상 떨어져야 본장치
Furnace 측면의 최상단부 connector

에 원활한 접근이 가능함
• 초기위치 (1060mm)로부터 500mm

일한 거리를 작업창으로부터 떨어
간격으로 장치위치를 후퇴시켜 평
뜨린 위치임 (1,060mm, 아래그림
가한 결과, 작업창으로부터 장치가
참조)
2m이상 떨어진 지점부터 BDSM의
간섭이 발생하기 시작함 (아래 우
측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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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해당장치
의 상부 작업을 실행할 경우,
MSM 동작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

• 따라서 장치는 작업창으로부터
1300mm 이상 2000mm 이하의 위

치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발생함
• 현재의 인접장치와 본 장치와의
거리는 위의 좌측 그림과 같으며,

세부적인 장치간 거리에 관계없이
현재의 배치는 (유지보수시에) ‘Cd
용기 장입/회수용 상하구동모터 모
듈’의 반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장치배치
할 수 있음
및 장치
• 평가결과, 작업창을 기준으로 우측
가시성
장치와의 간격이 1m이상 떨어져야 •
(2)
현재의 유지보수 절차 진행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우측 그림 참
조)
• ‘염폐기물 재생 고화 시스템 개발’
과제와 장치배치와 관련한 협의
필요

현재의 위치에서 작업창 방향으로
장치를 90도 회전하고, 작업창으로
부터 적절한 거리만큼 떨어질 경
우 반출이 가능할 수 있음

표 4-2-36. 디지털목업 기반 Cd 증류장치의 운전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전산모델 및 운전절차서 상에 용

기 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
• 아래의 그림은 초기위치(작업창 이 없으므로 용기 인접 위치로의
으로부터 약 1060mm 떨어진 위 접근성만 평가
치)에서 MSM을 통해 용기 손잡
Cd 전착물을
이를 파지하는 작업을 도시하고
Crucible
있음
Support
1
• 기본적인 용기 손잡이 파지 및
Assembly에
크레인 인양작업에 문제가 없을
장입
것으로 판단됨
• 1060mm~2000mm 범위의 다른
위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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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용기 장입/회수용 고정실린더

• ‘Cd 용기 장입/회수용 전후 구동
모터’를 통해 용기가 장입될 경
우, 현재의 설계는 최종 목표지
점의 60mm 전에 멈추도록 설계
되어 있음 (아래그림 참조)
•

응축 용기를
2

Crucible
Support
Assembly에

장입

• 이후 남은 거리를 MSM을 사용 •

하여 용기를 해당위치에 정위치
시킴
• 용기 지근거리로의 MSM 접근은
기본적으로 가능함
• 하지만, 현재의 구조상에서는 •
MSM과 Furnace하부 받침사이에
간섭 가능성이 있음 (아래그림
참조)
• 이러한 문제점은 장치 거리와 상
관없이 발생할 수 있음 (아래그
•
림 참조)

실험수행 및 •
종료후
3 안전도가니를 •
장입대
위치로 회수
잔류물을
•
Air-cell의
4

Melting
Furnace로 이동

모듈의 측면에 설치된 리미트 스
위치를 조절할 경우, Cd용기 장
입/회수용 고정실린더 모듈의 그
리퍼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용
기를 Crucible support assembly에
완전한 장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나, 제공된 운전절차서 상에
는 용기의 최종 장입을 MSM을
통해 수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MSM을 통한 용기의 최종장입
작업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
하여 검증용 목업에서 면밀한 검
증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기 무게에 따른 MSM의 작업
난이도 (반입/반출)
- 상기 사항에 따른 용기상의 추
가적인 파지부 적용 문제
- MSM을 통한 이동거리의 적절성
- Furnace 하부지지모듈과 MSM
과의 간섭문제
Furnace 하부 지지공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아래 그림과 같
이 제거할 것을 권장함 (최종 설
계 반영이전에 구조해석을 실시
할 것을 권장함)
또는, 장치 전/후 폭에 여유가 있
으므로 base 프레임을 좀더 크게
하여 4군데에 기둥을 세우고 위
의 녹색 상부 플레이트 설치도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함. 이 경우
측면에 많은 공간이 확보 됨
해당 공정의 MSM 접근성 평가
의 경우, 검증용 목업을 통한 상
세 검증이 추가로 요구됨

2번 작업의 역순이므로 검토결과
는 2번과 동일함

• 검증용 목업을 통한 상세 검증이
장입대 위치로 회수된 용기에 대
요구됨
한 크레인 취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용기 반출이후의 작업에 대해 제 • 증류용 도가니를 담아서 수송할
공된 정보가 불충분한 관계로 평 Air-cell 이송용 밀폐용기에 대한
가불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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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7. 디지털목업 기반 Cd 증류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모터상부의 인양고리에 대한 접 • 현재의 직선으로 구성된 다각형

의 형상보다는 곡선으로 처리된
형상이 크레인을 통한 인양고리
체결관련 작업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근성 양호

Cd 용기
장입/회수용
1

상하
구동모터
모듈 (1)

• 모터 측면에 마련된 나비너트의

• 아래의 그림과 같이 MSM을 통
해체는 작업이 매우 곤란함
한 나비너트 해체작업은 숙련된
• 모터 모듈을 후면에서 레버로 체
조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결시 접촉이 많이 일어나도록 고 (접근성 낮음, 시야확보 곤란함,
려 필요
나비너트 해체동작 역시 MSM에
게는 구현이 어려운 동작임, 좌측
그림 참조)
• 나비너트의 날개 길이를 증가시
키것을 권장함
• (작업창 기준) 우측장비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
함
• 현재의 나비너트 위치와 레버 힌
지점을 서로 맞바꾸면, 레버가 열
리는 방향이 Flip 되어 MSM 작
업이 좀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해당모듈의 외부반출은 인접장치 • 1. 장치 배치 및 평가 조건의 ‘1.
와의 간섭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장치배치 및 장치 가시성’을 참

배치로는 작업이 불가함

조할 것
• MSM과 장치 프레임과의 간섭이

예상됨

Cd 용기
장입/회수용
2

상하
구동모터
모듈 (2)

• 작업창으로부터
• Vacuum Pump 모듈에 대한 MSM
의 접근 및 작업이 곤란함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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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완화
되나, 장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당 작업을 위한 가시성이 떨어
지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하단
좌측 그림 참조)
• 장치 배치상의 문제로 작업창과
근접한 거리에 장치가 설치될 경
우, 원격팀에서 제시한 장치 제한

높이 (2.2m) 내에서 프레임의 높
이를 상향조정할 것을 권장함
(만약 프레임의 높이가 증가할
경우, ‘상하구동모터 모듈’의 동
력전달부 모듈의 길이도 함께 증
가됨을 고려하여야 함)
• 장치거리가
작업창으로부터
1500mm 이상 떨어질 경우 프레
임과 MSM간의 간섭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검증용 목업 평
가를 통해 정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장치 반출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서 본 모듈의 이동구간에 레일을
설치할 것을 권장함
• 해당 모듈의 각 인양고리에 대한
MSM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아래그림 참조)
• 시야 확보 및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Furnace 하부지지 모듈

과의 간섭이 없는 한도내에서
eye-bolt의 높이를 최대한 상향조

정할 것을 권장함

3

Cd 용기
장입/회수용 • 해당모듈의 분해시에 해체하여야 • 현재 나비너트의 형상은 가시성,
고정 실린더 하는 나비너트의 경우 작업이 곤 접근성, 취급성 측면에서 불리한

란함
• 사이즈가 매우 작고, 나비너트 •
날개부분의 길이 역시 짧아서
MSM을 통한 작업에 매우 곤란
함 (아래그림 참조)

형상을 가지고 있음
나비너트 날개부분의 사이즈를
증가시킬 것을 권장함 (아래그림
참조- BDSM 회전판 인터페이스
분해모듈 이미지 발췌)

• Furnace 상부 eye-bolt의 시야 및
접근성은 양호함 (아래그림 참
조)
• Furnace의 eye-bolt는 Furnace 몸체

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도록 수
정할 것을 권장함

4 Furnace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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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nace 전면부의 커넥터 접근성

양호함
• Furnace 상부 중앙에 위치한 커넥
• Furnace 상부 중앙에 위치한 커

넥터의 시야확보 문제

터의 경우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
으나, 충분한 시야확보를 위해서
는 외부카메라의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Furnace 결합작업 시에는 Vessel
Assembly와 먼저 결합이 이루어
지므로, 현재의 Furnace 체결용

가이드는 기능상 활용도가 떨어 • 가이드의 높이를 상향조정하여
짐 (아래그림 참조)
Furnace와 Vessel Assembly가 최
초로 만나는 지점부터 가이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
경이 요구됨

(4) 염폐기물 재생/고화공정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평가

염폐기물 재생/고화공정은 산화침전장치, 고체염/층분리장치 및 고체염분
리장치, 핵종결정화장치 및 고화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프라이드 셀에는 산화침
전장치, 고체염/층분리장치 및 고체염분리장치, 핵종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염폐
기물 재생 및 고화공정은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의 전해환원공정에서 LiCl 염
폐기물과 전해제련 공정으로부터 LiCl-KCl 공융염폐기물을 받아서 각각의 염폐기
물내 포함되어 있는 I/II족 핵종 및 희토류핵종을 제거하고 정제된 염을 회수하여
각각 전해환원 및 전해정련 공정으로 재순환(활용)하며 염 재생공정에서 발생되
는 처분대상 잔류폐기물(LiCl 농축폐염 및 희토류산화물)은 최종처분의 적합한
고화체로 제조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종결정화 장치는 경막결정화(layer
crystalization) 방법을 이용하며 결정판의 외벽에 순수한 LiCl 염만을 냉각시켜 분

리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장치이다. 고체염 분리장치는 고체상태로 존재하는 LiCl
염 (결정화로: 농축폐염, 용융염: 정제염(재활용)을 용기와 분리를 하기위한 장치
이고 분리된 염들은 전해환원공정 및 고화체제조 공정으로 각각 이송한다. 산화
침전공정은 산화침전장치, 고체염 분리장치, 층분리장치로 구성된다. 산화/침전장
치는 반응로에서 산소분산을 이용하여 공융염폐기물 내 존재하는 희토류핵종을
산화물로 형성하여 침전시키는 장치이다. 침전후 냉각된 공융염은 상부의 순수염
층과 하부의 침전물층으로 분리된다. 고체염/층분리장치는 금속용기내의 고체 공융
염을 고체염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층분리장치를 이용하여 2개의 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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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장치이다. (그림 4-2-54)

그림 4-2-54. 염폐기물 재생/고화공정 관련 구성장치
(가) 핵종 결정화장치

표 4-2-38. 디지털목업 기반 핵종 결정화장치의 배치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공정에서 제공한 장치 배치순서
에 의하면 PRIDE 셀의 작업창

기준 우측 마지막 창앞에 설치
됨. 장치간의 간격은 약 10cm 간
격으로 배치
• 장치를 후면벽 방향으로 이동 배
치할 경우, 시야확보 측면에서
다소 유리함. MSM의 작업영역
밖에 설치되어 원격 조작이 곤란 •
장치배치 및 할 뿐만 아니라, BDSM을 통한
1
장치 가시성 후면 접근도 불가능함
• 따라서 작업창을 기준으로 장치
의 중심점이 2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MSM 작업영역을 고려하여 정밀
한 위치 수정이 가능하나 그에
따라 개선되는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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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치는 PRIDE 셀 우측 맨 끝
에 설치되는데 공간 배치상 벽과
의 거리가 짧아 원격취급장비
(MSM, BDSM, Crane)의 접근 및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됨. 따라서 장치들의 크기 최소
화 및 최적 배치를 통해 유지보
수를 위한 공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BDSM 그리퍼부는 우측 벽면에
접근 가능하며 10 cm 정도 여
유가 있음
- 크레인은 설계도면(시설과제로
부터)을 받지 못한 관계로
dead zone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음

※ 장치 배치: 공정에서 배포된 공정위치에 맞추어 장치를 배치, 장치를 전후로 이동시키

면서 적정 거리를 선정
※ 장치 가시성: 작업자 위치에서 작업창에서 위치별로 배치된 장치의 바라본 모습을 비

교함
※ 원격접근성 평가는 MSM의 작업영역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가시성이 좋은 위치 (작업
창에서 장치의 중심점이 2 m 떨어진 지점)에 장치를 배치하고 평가를 수행함

표 4-2-39. 디지털목업 기반 핵종 결정화장치의 운전성 평가
순
번

구분

반응용기장입
1
/반출

2

반응용기
커버 씌움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반응 용기 및 취급공구 형태를

• 그래플러 모델 자료 제공받지 못
제공받지 못해 운전성 가능여부
함
를 평가할 수 없음
• MSM으로 커버의 I-bolt에 접근은
가능하나 커버의 무게가 확인되
지 않아 운전가능여부는 평가 할
수 없음

• 고리 형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의 한손 파 • 제공된 3D 모델에 무게 정보는

지만 가능한 그립 보다는 그립
형상을 길게하고, 면접촉이 가능
하도록 단면 형상을 사각으로 변
경하면, 두손 파지가 가능함과 •
동시에 넓은 판형 부재를 안정적
으로 파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됨

없지만 장치 설계 담당자의 예측
대로 약 2~3 kgf 정도로 제작된
다면 MSM 작업 가능함
MSM으로 취부하기 쉽도록 견인
용 고리의 형상 개선이 요구됨
(본 평가서 2page에 첨부된 MSM
tong의 규격 참조)

• MSM으로 커버의 I-bolt에 접근은

3

결정판
삽입/반출

가능하나 커버의 무게가 확인되
지 않아 운전가능여부는 평가 할
수 없음
• 전후이송 실린더 스트로크에 여
유가 있어 공간 최소화 설계의
여지가 있음 (그림 1번)
• 용융로 내부로 장입시의 이동거 • 반응용기 커버관련 사항은 2번

리가 반응용기의 높이보다 길게 항목과 동일
• 실린더 스트로크와 장치에서 필
설계되어 있음(그림 2번)
요한 이송거리를 맞추어 설계
(MSM
• 전후이송 실린더 스트로크에 여
으로 이동시에는 stopper설
유가 있어 공간 최소화 설계의 치가 필요)하면, 장치 높이 및 폭
을 줄일 수 있음 (본 장치는 좌
여지가 있음
우에 배치되는 장치를 위해
compact 한 설계 필요)

- 404 -

• 용융로 내로 장입시에 상부 뚜껑
이 반응로를 덮는 경우, 배플이
반응용기와 충돌발생. 장치 운전
과 관련한 반응로, 결정판, 반응

용기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4

• 고체염 그래플러 모델 자료 제공

고체염
회수용기로 • 평가에서 제외
이송

받지 못함
• 수송용기 모델 자료 제공받지 못

함

표 4-2-40. 디지털목업 기반 핵종 결정화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터미널 분리관련 평가는 검증용 • 터미널 분리관련 작업에 대한 평
산화 침전장치의 터미널 분리 실 가는 유보 (제작후 산화 침전장

험을 목업에서 수행한 후 이의
결과를 반영
결정판&플랜
1
• 임팩트 렌치로 볼트를 해체 할 •
지
경우, 주변과의 간섭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나, 임팩트 렌치 크기,
형상등을 제공 받지 못해 간섭여
부를 평가 할 수 없음
•
• 서브 터미널의 상단은 MSM으로

접근 가능
결정판&플랜
• 상부 체결볼트 및 인양고리
•
2
지 이송용
MSM 접근가능
cylinder
• 임펙트 렌치 사용시 볼트 주변의
간격확인 필요

치의 원격성 검증목업 현장 테스
트 결과를 참조)
임팩트 렌치로 볼트를 해체 하고
자 할 경우, 주변과의 간섭이 없
도록 최대한 주변과 멀리 떨어뜨
리고, 볼트 너트 지지부를 높게
하기 바람
터미널 분리관련 작업에 대한 평
가는 유보 (제작후 산화 침전장
치의 원격성 검증목업 현장 테스
트 결과를 참조)
임팩트 렌치로 볼트를 해체 하고
자 할 경우, 주변과의 간섭이 없
도록 최대한 주변과 멀리 떨어뜨
리고, 볼트 너트 지지부를 높게
하기 바람

반응로(결정 • 반응로의 인양고리에 MSM 접근
화로, 용융로) 가능
• 그래플러 모델데이터 부재로 평
4
• 모델 데이터 부재로 평가 불가
반응용기
가 불가
• 히터 체결시에 2개의 가이드가
동시에 체결되므로, 해당 부재의
공차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 바
람. (너무 공차가 작을 경우 원격
• 가이드는 경사진 형태로 체결되
조립이 어렵고, 너무 공차가 클
며 2개의 가이드가 동시 체결되
경우, 히터와 상부 플랜지의 결합
전기히터(결 도록 모델링 됨
5
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정화, 용융로) • 전기히터의 인양고리 모델데이터
• 전기히터 체결은 1, 2차에 걸친
부재로 MSM의 접근성은 평가
가이드에 의해 체결하기 바람
불가
• 가이드 설계시, 처음에는 접촉없
이 여유있게 삽입되도록 하고(경
사면), 최종 접촉 면적을 최소화
할 것을 권장함(높이를 최소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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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로
선
무

설계에서는 좌/우는 경사 면으
설계되어 있으나, 전/후는 직
형태임. 또한, 접촉면적이 너
넓음

• 모든 장치가 해체된 후, 작업대

만 남은 경우의 해체작업에서 인
양고리의 MSM 접근은 가능
6

7

작업대

기타

• 모든 장치를 해체하지 않고 작업

• 인양고리 접근은 가능하나, 레일
과의 간섭이 예상됨. 작업성을 위

대에 부착된 인양고리를 사용하 해 현재 위치 보다 안쪽으로 배
는 경우 와이어 로프와 장치간의 치 (후면의 인양고리도 안쪽으로
간섭이 예상됨
배치하기 바람)
• 인양 고리부는 주변과의 간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설치하기 바람
• 터미널 분리관련 작업에 대한 평
가는 유보 (제작후 산화 침전장
• 오른쪽 하단의 서브 터미널 접근
치의 검증용 목업 테스트 결과를
불가(MSM, BDSM)
참조)
• 장치의 오른쪽 하부는 MSM 및
• 장치 오른쪽에 바로 셀의 벽이
BDSM접근 불가 지역임. 결정판
위치하여 유지보수 장치의 접근
의 전후 이동, 이동파트 체결 및
이 곤란하므로 최대한 공간 확보
실린더 체결 불가. 작업자 시야
가 필요함. 실리더 위치를 상향
확보 불가
조정 및 결정판 전후 이동 파트의
• 결정판 전후 이동시 반응로의 상
상부체결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부와 간섭
• 반응로 높이와 이송장치의 설계
사항 검토가 필요함

(다) LiCl 고체염 분리장치

표 4-2-41. 디지털목업 기반 LiCl 고체염 분리장치의 배치
순
번

1

구분

평가 결과

• 작업창을 기준으로 장치의 중심
부 가 2 m 거리에 위치할 경우,
장치의 대부분이 MSM의 동작영
역 안에 존재함 (세부적인 작업
장치배치 및 가능성과는 무관)
장치 가시성 • 장치를 후면벽 방향으로 이동 배
치할 경우, 시야확보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지만 MSM의 작업영

역 밖에 배치되어 원격 조작이
곤란한 부분이 발생하며, B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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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제안

을 통한 후면 접근도 곤란함 (아
래 그림 참조)

• 따라서 작업창을 기준으로 장치
의 중심점이 2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MSM 작업영역을 고려하여 정밀

한 위치 수정이 가능하나 그에
따라 개선되는 여지는 크지 않을 [작업창으로부터 장치 중심점이 2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할 때의 장치
것으로 판단됨
시야]
• 공정에서 제공한 장치 배치순서
에 따라 배치를 수행. 장치간의
간격은 약 10cm 간격으로 배치
※ 장치 배치: 장치의 위치(PRIDE 셀 내부의 좌우측 벽면 기준 위치)를 제공 받았으나,
작업창을 기준으로 한 거리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해당 위치 (제공된 PRIDE 셀 좌
우측 벽면 기준 위치)에서 작업창을 기준으로 장치를 전후로 이동시키면서 적정 거리
를 선정
※ 원격접근성 평가는 MSM의 작업영역을 고려하였음

표 4-2-42. 디지털목업 기반 LiCl 고체염 분리장치의 운전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반응용기 회전장치를 우측에서

1

반응용기
회전

좌측으로 이동하기 위한 손잡이
파지 가능
• 회전장치 이동용 손잡이가 비교
적 작업창에 근접해 있고, 장치하
• MSM의 주요 동작영역이므로 회 단에 위치하므로 작업자의 시야
전장치 파지후 좌측으로 이동시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키는 동작 수행 가능
있음
• 손잡이 형태를 MSM 조작기 그
• 장치의 자체적인 용기 회전동작 리퍼 측면에서 고려하기 바람
이 완료된 후, MSM을 이용하여 • 반응용기 그립부는 정확한 파지
회전장치를 다시 역순으로 우측 를 위해 항상 지면과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동작 수행 가능
유지되어야 하므로 리밋 센서 등
의 설치가 필요함
• I-bolt 고리와 반응용기 회전장치 • 반응용기 측면 돌출부와 그리퍼
가 간섭이 있음
jaw 중심의 alignment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 활
용(상하 방향에 대해)
• 그리퍼 jaw의 홈 가공부는 반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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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측면에 돌출된 부분이 안전하게
끼워지도록 형상 변경이 필요함
• 반응용기를 회전 시킬 때 반응용
기의 무게로 인해 회전장치의 그
리퍼가 open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장치 그리퍼 모터는 brake 타
입이 요구됨. 회전장치 모터는 모
두 brake 타입이 요구됨

2

반응용기
회전

• 회전이송장치의 stopper위치가 정
지위치보다 보다 큼(회전이송장

치와 회수용기이송장치와 직접적
인 충돌)

• 회전이송장치의 이동거리를 확인
하여 장치크기를 축소 권고(좌우
의 장치와의 배치관련)

• MSM으로 회수용기 지지대에 설 1.
회수용기 지지대의 손잡이를 파지

2

3
4
5
6

치된 고리 파지 가능
• MSM의 주요 동작영역이므로 지
지대 파지후 히터 하부까지 이동
시키는 동작 수행 가능
회수용기를 • 기계식 스토퍼가 존재하므로 해
전기히터
당 지점 포지셔닝에는 문제가 없
2. 회수용기 지지대를 히터로 접근
하부로 이동 음
• 손잡이 형태가 그리퍼로 잘 붙
• 전기히터 하부 커버 부근의
잡고 움직일 수 있는 형태라기
MSM의 접근은 가능하나, 모델
보다는
작업자가 손으로 붙잡고
자료 없음
움직이는데 편리한 형태인 것
같음. 조작기 그리퍼 측면에서
작업성을 고려하기 바람
• 스토퍼의 위치 조정 및 이동거
리에 대한 설계를 감안하여
compact한 설계가 요구됨
• 전기히터 하부 커버 모델자료
없어 평가에서 제외
전기히터
가열
전기히터
하강
• 평가대상 아님 (장치 자체 수행)
고체염 분리
감지
전기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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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올림
회수용기
원위치로
이동
반응용기
회전
반응용기
이동
분리된
고체염 이동

• 자체적인 기계식 스토퍼가 존재
• 2번의 역순이므로 작업가능

하므로 작업에 어려움이 없을 것
을 판단됨

• 1번 작업과 동일하므로 작업가능
• 용기 취급전용 공구가 제공되지 • MSM 작업영역 내에 있으므로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용기 취급전용 공구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표 4-2-43. 디지털목업 기반 LiCl 고체염 분리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전면부 인양고리는 MSM을 통한

접근 및 작업이 가능
• 후면부 인양고리는 MSM을 통한
접근 및 작업이 불가(그러나
base위에 모든 모듈이 있고 장치
가 MSM의 작업영역안으로 재배
치할 경우, 좌우에 있는 장치와

1

의 간격이 좁아 간섭으로 인한
MSM의 접근불가. 모든 모듈이
없는 경우는 접근 가능함)
• 후면부의 경우 BDSM을 통해 작
업해야 함
Base Frame • 4개의 인양고리가 전체를 인양하
는데 사용하는지? 만약 그렇다
인양고리
면, 4개의 인양 고리에 각각의
접근성
와이어 로프 끝단이 걸리고, 시
작단이 합쳐져서 크레인 훅크에
걸 경우 와이어와 장치가 간섭을
일으킬 수 있음

[전면부 작업가능]

[Base Frame 후면부 인양고리
접근불가]
• 인양고리의 위치 변경이나 간섭

을 피해 조립이 필요함
• 장치 왼쪽의 후면에 있는 인양고

리와 케이블 모듈간의 간섭 존재

2

• 작업창 기준 좌측 커넥터 Set
•
- 커넥터 Set 최상단부와 최하단
부에 대한 접근 가능 (우측 그
(1)
림 참조)
유지보수성
- 장치자체의 커넥터 Set 최상단

케이블
커넥터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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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블록 전체를 동시에 삽입/
분리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
업이므로 관련 기구부 모듈의 사
전 검증을 통해 설계 확정 요함

부는 접근 및 작업이 가능
- 최하단부에 대한 접근 및 작업
이 가능 (우측 그림 참조)하나
좌우에 있는 장치(간격 약
10cm)를 고려하면 간섭 발생

가능성 높음
- 주변장치와의 간섭 없음
- 후면부의 경우 BDSM으로도

작업가능
• 이 분분에 대한 원격성 평가는

장치 제작후 검증목업에서 현장
시험평가후 최적안을 도출할 계
획임
• 커넥터 블록 전체를 동시에 삽입/
• 작업창 기준 우측 커넥터 Set
- 커넥터 Set 최상단부와 최하단
부에 대한 접근 가능 (우측
그림 참조)
- 장치자체의 커넥터 Set 최상단

분리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
업이므로 관련 기구부 모듈의 사
전 검증을 통해 설계 확정 요함

부는 접근 및 작업이 가능

3

케이블
커넥터 Set
(2)

유지보수성

- 최하단부에 대한 접근은 좌우
에 있는 장치(간격 약 10cm)

를 고려하면 간섭 발생가능성
높음
- 주변장치와의 간섭은 없으나,
용기 회전장치와의 거리 여유
가 많지 않은 관계로 작업이
불편할 수 있음
• 이 분분에 대한 원격성 평가는

장치 제작후 검증목업에서 현장
시험평가후 최적안을 도출할 계
획임

• MSM을 통한 접근 및 작업 가능
(주변장치와의 간섭 없음)
• 하지만 히터가 상승된 상태에서

4

는 작업창을 통한 시야 확보가
히터
불가함
인양고리(1)
• 별도의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하
접근성
여 작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thermocouple 접근가능
• 인양고리는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히터 모듈 상단부 인양고리(좌)
3개를 설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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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M을 통한 접근 및 작업 가능
(주변장치와의 간섭 없음)
• 하지만 히터가 상승된 상태에서

5

히터
는 작업창을 통한 시야 확보가
인양고리(2)
불가함
•
접근성
별도의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하
여 작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양고리는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히터 모듈 상단부 인양고리(우)
3개를 설치
접근성]
• 두 개의 인양고리 위치는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함
• MSM을 통해 체결볼트로의 접근
곤란(MSM과 히터와의 간섭 있
음 - 좌우측 MSM 동일)
• BDSM을 통한 후면 접근 및 작

업은 가능함

6

히터
수직이동
모듈
유지보수성

[히터 모듈 하단부 체결부에 대한
접근성]
• 왼쪽 서브 터미널을 앞쪽으로 배

치할 경우에도 볼트 접근불가하
므로 서브 터미널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검토바람(산화
침전장치와 근접설치)

7

용기 회전
• 전면부 체결볼트는 MSM을 통한
모듈
접근 및 작업 가능 (주변장치와
유지보수성
의 간섭 없음)
(1)

[용기 회전모듈 정면 체결부에
대한 접근성]
• 상하 및 회전 모터와 달리 그립

모터는 고장시 원격으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설계 재검토 요망

8

히터
수직이동
모듈
유지보수성
(2)

• 후면부 좌측 볼트의 경우 MSM

을 통한 접근 및 작업이 가능하
나,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실제
작업시에는 주변 장치와의 간섭
우려가 있으므로 목업 테스트를
통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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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장치 후면부 좌측 볼트
접근성]

• 후면부 우측 볼트의 경우 MSM

을 통한 접근 및 작업이 가능하
나, 목업 테스트를 통해 결정화
장치와의 간섭을 재검토할 필요
가 있음

9

반응용기
수직이송
구동부
설계
검토

[회전장치 후면부 우측 볼트
접근성]

• 반응용기를 수직으로 이송하는데
2개의 가이드 샤프트와 볼스크류
가 사용됨. 모터 원격 연결부의

볼 스크류에 서포트 유닛을 설치
하는 검토 요망

(다) 산화침전장치

표 4-2-44. 디지털목업 기반 산화침전장치의 배치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 작업창을 기준으로 장치의 전면
부가 0.2m 거리에 있을 경우, 플

랜지의 상부만 볼 수 있음
• 작업창을 기준으로 장치의 전면
부가 1.2m 거리에 있을 경우, 플

랜지 지지용 프레임의 상부까지
볼 수 있음. (히터는 정상위치에
는 볼 수 없음. 작업자가 작업창
쪽으로 최대로 이동해야 함)
장치배치 및
1
• 장치의 전면부가 2.2m 이상 떨어
장치 가시성
졌을 경우, MSM의 작업영역 외
에 배치되어 조작이 곤란하고,
셀 후면과의 간섭 우려 있음
• 따라서 작업창을 기준으로 1.2m
내외의 거리가 가장 적절하며,
MSM 작업영역을 고려하여 정밀
한 위치 수정이 가능하나, 그에
따라 개선되는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412 -

의견 및 제안

표 4-2-45. 디지털목업 기반 산화침전장치의 운전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작업창을 기준으로 플랜지 전면

부 및 후면부의 볼트에 대해서는
모두 접근 가능함
플랜지 볼트 • 플랜지 볼트는 도구를 사용하는
1
해체
작업이 예상됨. 플렌지의 밀폐
정도가 높은 경우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
단됨

• 반응용기 및 견인고리 모델을

2

반응용기
장입

전달받지 못함
• 작업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며,
반응용기의 접근성만 평가함
• 반응기 내부 공간에 대한 MSM
의 접근성은 그리퍼의 자세에 따
라 내부에 접근성이 달라짐
• 작업창을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반응기 내부를 볼 수 없음.
따라서 BDSM 그리퍼 카메라
또는 천정이동장치 카메라를
통한 시야확보가 필요함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플랜지를
완전개방한 모습]

[카메라 시야 확보 필요]

3

플랜지 볼트
• 플랜지 볼트 해체와 동일함
체결
• 반응용기 및 견인고리 모델을

4

반응용기
반출

전달받지 못함
• 작업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며 반

응용기의 접근성만 평가함
• 반응용기 장입 결과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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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6. 디지털목업 기반 산화침전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히터 고정핀, 히터온도센서, 이동
고리, 및 히터 분리용 볼트에 대
한 MSM의 접근은 가능하나, 작

1

2

업창을 통한 시야확보는 불가능
함
히터교체
• 히터 이송을 위한 크레인의 접근
성 확보되었으나 이송고리와 LM [MSM을 통한 접근 및 처리는
가이드의 stopper 에 대한 설계
가능]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그 외의
작업평가가 불가함
• 카메라를 통한 시야확보 가 필
요함
• MSM, BDSM은 전후이동구조물
고정을 위한 볼트 접근은 가능하
나, 작업창을 통한 시야확보는
제한적임
• 견인작업을 위한 크레인의 접근
전후이동
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 견인고리
구조물
지점이 설계되지 않아 이동에 대
분해/조립
한 접근성 평가를 진행하지 못함
• 크레인을 통해 이송작업 및 분해
/조립을 위한 가이드가 pin의 형 • 카메라를 이용한 보조적인 시야
태로 구멍에 맞추게 설계되어 작 확보가 필요함
업자가 원격으로 분해/조립작업 • 가이드의 설계변경이 필요함. 카
메라를 통해 시야확보가 필요함
에 어려움이 있음

• MSM, BDSM은 모터모듈의 견인

고리에 접근가능하며 크레인을
통해 견인 및 이송 가능함
• BDSM이 고정클램프의 볼트에

3

전후이동
모터교체

접근가능하며 도구를 이용한 볼
트 풀기/조임작업 수행 가능. 작
업 시야는 카메라가 필요함
• 전후이동 모터 모듈교체 불가
(모터와 커플링을 통한 기어 간

[MSM의 견인고리 접근성]
의 직선 방향 결합이 곤란한 구
조로 설계되어 있음)
• 전후이동 모터모듈 고정클램프의
볼트를 풀어 회전시킬 때, 약
100-120도 정도 회전 시킬 수 있
는 stopper 설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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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모듈은 축과 연결을 위한 체

결부위가 수평으로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상태에서
는 수평체결이 어려움. 모터 모듈
이 안착되는 부분은 모터 축과
screw 축의 동일 선상까지 안착
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며
모터 모듈을 수평 이동하여 체
결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체결을 한 후에 모터가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 클램프 형상의
설계 변경이 필요함
• 전후이동구조물에 연결하기 위한

4

상하이동구조물 체결 볼트는 작
업창에서 시야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필요로 하며
MSM과 BDSM로 접근이 가능함
상하이동 • MSM과 BDSM에 도구를 사용하
구조물
여 볼트 체결 및 해체 작업 수행
분해/조립
이 가능함
• 조립을 위한 가이드는 pin을 사
용하여 결합하도록 되어있음.
(크레인을 사용하여 구멍에 pin
을 삽입하는 작업은 매우 힘든
작업임)
[MSM 접근성]
• 작업창을 통해 뒤쪽 볼트는 볼

5

상하이동
모터교체

수 없으나 카메라를 통한 시야확 •
보 가능함
• MSM과 BDSM으로 볼트에 접근
이 가능하며, 도구를 이용한 작
업이 가능함
• 크레인(CR)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터모듈의 축과 상하이동 축을 •
동일 축상에 위치시킬 수 없으므
로 가이드 역할이 매우 중요함.
현재의 가이드는 작업자가 수행
하기 어려운 구조임

모터축의 커플링은 plate 하단의
구멍을 통해 상하이동 스크루의
커플링과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
에 가이드의 길이는 plate 하단
부터 커플링이 체결되는 거리보
다 길게 설계되어야 함
가이드는 크레인의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필요함

• 플랜지 상하이동장치와 체결된
볼트는 MSM으로 접근은 가능
함. 또한, 작업창에서 시야는 확

분산관
보됨
6 플랜지 모듈 • MSM으로 플랜지의 고정 볼트의
분해/조립
접근성은 양호하며, 작업자 시야 •
가 확보됨
• 이송작업은 견인 고리에 대한 미
설계로 평가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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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산관 관련 일부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MSM의 접근
성에 대한 재평가 및 카메라를
이용한 시야확보가 필요함

• MSM으로 플랜지 상부의 실린더
체결볼트에 접근 가능하며, 도구

7

를 이용한 볼트 결합 및 해체 작 •
업수행이 가능함
• 분산관 유지보수 절차 및 이송에
관한 설계가 미비하여 평가를 수
행하지 못함
분산관
• 분산관에 연결된 관의 2단 커넥 •
이송장치
터 plate와 분리/접속 작업이 이
분해/조립
루어짐. 이때, 상단 커넥터의 분
리/접속 작업시에 MSM의 그리
퍼와 하단 커넥터와의 접촉가능
성이 존재함
• 하단 커넥터 작업시에는 앞쪽의 •
커넥터플레이트와
전기/신호
MSM간의 충돌이 발생됨

2단의 커넥터의 작업시에 MSM

의 그리퍼와 하단 커넥터와의 접
촉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계단
식으로 단차를 두어 커넥터를 설
치
MSM이 작업할 공간 및 시야 확
보를 위해, 앞쪽의 커넥터와 2단
의 커넥터의 높낮이 및 커넥터
plate 간의 앞뒤 거리를 확보.
(그리퍼가 앞쪽전기/신호 커넥터
플레이트와 접촉을 피하기 위함)
2단 커넥터의 측면 커넥터와 고
정용 볼트와의 간격 확보가 필요
함
• 커넥터간의 간격 확보가 필요함
• 커넥터 플레이트의 설치 위치는
최대한 앞쪽으로 배치하고, 작업
자시야 및 작업성을 위하여 방향
조정이 필요함

• 후면부 접근은 BDSM을 사용가
• 장치프레임의
분해/조립작업은 능 함. 도구는 임펙트 렌치를 필
장치 아래쪽의 작업임. 볼트작업 요로 함
시, MSM의 장치 전면부 접근은

가능하나 후면부 접근은 불가능
함
• 견인작업을 위한 크레인의 접근

8

장치 프레임
분해/조립

성은 확보되었지만 견인고리 지
점이 설계되지 않아 이동에 대한
접근성 평가를 진행하지 못함
• 크레인을 통한 이송작업 및 분해
/조립을 위한 가이드가 pin의 형

[MSM으로는 접근불가]
[BDSM으로는 접근가능]

태로 구멍에 맞추도록 설계되어 • 가이드의 설계변경이 필요함. 일
원격 분해/조립작업에 어려움이 부 시야확보를 위해 카메라를 필
있음
요로 함
• Frame 설치를 위해 하부에 설치
• 장치 크기가 LTL을 통해 출입 되는 볼트 및 가이드를 개선하기
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해서는 바닥면의 plate에 설치
것이 필요함
하는 것보다 plate의 높이를 높게
설치한 구조의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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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체염 분리장치/층분리장치

표 4-2-47. 디지털목업 기반 고체염 분리장치/층분리장치의 배치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작업창을 기준으로 장치의 전면
장치배치 및 부가 0.5m 거리에 위치할 경우,

장치 가시성

장치의 상부만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음
• 작업창을 기준으로 장치의 전면
부가 1m 거리에 있을 경우 장치

1

프레임의 시야를 확보하기 곤란
하나, 작업자의 시야를 조정하면
가능함
• 장치의 전면부가 작업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위치할 경우,
장치의 프레임의 상부까지 시야
확보 가능함. 하지만 MSM의 작
업영역 밖에 배치되어 조작이 곤
란할 뿐만 아니라 BDSM으로 후
면 접근이 불가능함
• 따라서 작업창을 기준으로 1m
내외의 거리가 가장 적절하며,
MSM 작업영역을 고려하여 정밀
한 위치 수정이 가능하나 그에
따라 개선되는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작업창으로부터 1m 떨어진 거리
에 장치가 위치할 경우, 지상으
로부터 0.8m 이상의 높이만 볼
수 있음. 작업창에 최대한 근접
할 경우 지면으로부터 0.4m 높이
까지를 볼 수 있음

※ 장치 배치: 장치 중심을 작업창의 중심과 일치시킨 후, 장치를 전후로 이동시키면서

적정 거리를 선정
※ 장치 가시성: 작업자 위치에서 작업창에서 위치별로 배치된 장치의 바라본 모습을 비
교함
※ 장비 배치와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관계로 장치의 위치를 일정간격으
로 변화시켜가면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였음
※ 원격접근성 평가는 MSM의 작업영역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가시성이 좋은 위치 (작업
창에서 1 m 떨어진 지점)에 장치를 배치하고 평가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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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8. 디지털목업 기반 고체염 분리장치/층분리장치의 운전성 평가
순
번

구분

평가 결과

의견 및 제안

• 작업창에서 반응용기 회전장치
이동용 고리를 MSM을 이용하여
파지할 수 있으나, 작업자 시야

1

반응용기
회전

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별도의
카메라를 통한 시야확보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우측 인접 작
•
업창의 MSM으로도 작업 가능
함)
•
• Stopper의 위치가 적절치 않음.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반응용기 회전장치 이동용 고리는
전면쪽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함
Stopper의 경우, 이동되는 부품을
정지시킬 용도로는 높이가 낮으
며, LM블록을 정지시킬 용도일
경우는 위치 변경이 필요함

• MSM으로 작업은 가능. 하지만

작업자가 작업창에 최대로 접근
해야만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음

회수용기&트
레이
• 트레이를 손잡이를 잡고 미는 동
2
• Stopper의 위치가 적절치 않음.
전기히터
작보다, 전후이송 파트를 직접 파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하부로 이동
지할 수 있는 고리를 전면부에
있음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위의 그림 참조)
• Stopper의 경우, 이동되는 부품을
정지시킬 용도로는 높이가 낮으
며, LM블록을 정지시킬 용도일
경우는 위치 변경이 필요함
전기히터 • 장치 자체의 운전이므로 평가하
3
가열
지 않음
• 히터 커버 모델링 문제로 인하여
커버 여닫이 동작에 대한 MSM

4

전기히터
하강

동작평가는 불가능함
• 하지만 예상경로에 따른 MSM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작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고체염 분리 • 장치 자체의 운전이므로 평가하
감지
지 않음
• 장치 자체의 운전이므로 평가하
전기히터
지 않음
6
• 히터 커버 문제는 4번 작업과 동
올림
일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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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커버 힌지부 완성도에 따라

추가적인 작업 부하가 걸릴 수
있음 (ex. 힌지가 뻑뻑하여 잘 열
리지 않는 경우)

회수용기&트
레이
7
전기히터 • 2번 작업과 동일함
작업1 위치로
이동
반응용기 • 그래플러 모델을 전달받지 못함
8
이동
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함
• MSM으로 이동작업 가능

• (작업창 기준) 전후 이동에 대한
의견은 2번 작업과 동일함

• 장치 설계상의 문제점 (1)

회수용기&트
레이
9
층분리장치
위치로 이동

케이스 닫힘 문제

트레이와 절단장치 충돌

LM 가이드 충돌

트레이손잡이 충돌

• 장치 설계상의 문제점 (2)
• 그리퍼와 회수용기가 충돌함으
로 인하여, 용기상의 물질이
Saw까지 접근할 수 없음 (우측
그림 참조)
• MSM으로 작업가능한 영역에 위

치함
• 하지만, 케이스의 힌지점을 중심

10

전동커터
케이스
씌우기

으로 한 모델링이 구현되어 있지
않음
• 커버 개방 시 손잡이를 MSM으
로 파지할 경우, 현재의 그리퍼는
• 케이스 후면에 있는 견인고리로 작업이 어려운 위치에 있음
인하여 케이스를 완전히 열어 젖 • 따라서 손잡이를 90도로 세워진
힐 수 없음 (견인 고리와 충돌 형상보다 전면쪽으로 90도 기울
발생)
어진 형태로의 변경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고체염 • 장치 자체의 운전이므로 평가하
• 장치 설계 문제 해결 필요
층분리
지 않음
전동커터
12
• 10번 작업과 동일
• 10번 작업과 동일
케이스 열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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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용기&
트레이를
13
전기히터 • MSM으로 트레이 이동 가능
window 근접
위치로 이동
• 전용 그리퍼 및 수송용기에 대
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며, 절
14 침전층 이동 차에 대한 설명이 모호함으로 • 자세한 공정 설명이 필요
인하여 평가 불가
• MSM의 작업영역안에 있음
• 전용그리퍼 및 수송용기에 대
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며, 절
반응용기
15
• 자세한 공정 설명이 필요
차에 대한 설명이 모호함으로
이동
인하여 평가 불가

표 4-2-49. 디지털목업 기반 고체염 분리장치/층분리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순
번

1

구분

회전장치

평가 결과
• 회전 및 상하이동 모듈의 유지보
수를 위해 볼트에 접근할 경우,
MSM을 통해서는 총 4개중 3개
의 볼트만 접근가능함. MSM으
로 접근이 곤란한 볼트의 경우,
BDSM으로 접근이 가능함 (우측
그림 1,2,3 참조)
• 작업창 기준 후면 우측 볼트는
작업창에서 시야확보가 곤란함.

추가적인 시야확보 필요
• MSM을 통한 케이블 접근 가능
• 회전장치의 모터 모듈은 하나 •
의 볼트만 접근 가능
• 견인고리는 전면만 MSM 접근가
능하고 BDSM으로 후면측 견인 •
고리 접근가능
2

의견 및 제안

회전장치 모터의 볼트 위치 변
경 필요. 견인고리가 없음

추가적인 카메라를 통한 시야확
보가 필요함

회수용기&트
• MSM으로 접근 가능함
레이
• 히터 견인고리에 대한 MSM,
BDSM 접근은 가능함. 하지만

3

전기히터

견인고리의 구멍에 대한 시야확
보가 곤란한 위치임
• 그러나, 히터를 하강시킨 상태에
서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는 모든
작업이 가능함
• 유지보수 절차에 대한 설명이
• 히터 열전대에 대한 MSM, 모호함으로 인하여 평가 불가
BDSM 접근은 모두 가능함
• 카메라에 의한 시야확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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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터모듈의 볼트는 작업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음. MSM과
BDSM을 통한 접근은 가능함
•

4

전기히터
상/하
이동장치

•
•
•

•

침전층 전동
5
커터
•

•

6

7

전동커터
케이스

•

전기 및 가스 •
서브 터미널
•

8

작업대2

9

작업대1

•

• 히터모듈의 볼트를 해체하는 작
업은 BDSM으로만 작업이 가능
함(전면에 히터를 견인하기 위한

크레인 및 견인기구가 설치된 관
계로 MSM 사용 불가)
히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MSM • 모듈 전후에 위치한 볼트의 높이
접근 가능
를 조절하면 시야 및 접근성이
뒤쪽 볼트의 접근 시 MSM과 앞 개선됨. 그러나 그와 동시에
BDSM을 통한 전면 볼트 접근성
쪽 볼트의 충돌가능성 높음
견인고리로의 접근은 BDSM, 은 나빠짐
MSM 모두 가능함
작업창을 통해 볼트는 볼 수 없
으나 카메라를 통한 시야확보는
가능함
MSM으로 접근 시에는 케이스와
커넥터스탠드가 없는 경우에만
왼쪽 볼트에 접근 가능. (BDSM
으로도 볼트 접근 가능)
MSM으로 견인고리 접근 시에는 • 임팩트 렌치 사용 시에 볼트의
케이스가 없는 경우만 접근 가 접근 공간이 부족함 (50mm 내
능. (BDSM도 접근 가능)
외에 불과)
케이스 볼트의 MSM과 BDSM • 일부 카메라에 의한 시야 확보가
접근 가능
필요
견인고리의 접근은 MSM으로 가 • 회전기구 제거 절차에 대한 구
능
체적인 정보가 요구됨
• 작업창쪽으로 경사진 방향으로
MSM으로 커넥터와 견인고리 접
커넥터 설치 (커넥터 구멍을 쉽
근 가능
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후면의 견인고리는 MSM의 작업
영역 밖에 존재함. BDSM으로
접근 가능
후면의 견인고리는 MSM의 작업
영역 밖에 존재함. BDSM으로
접근 가능

다. 원격취급성 검증목업 기반 제작품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 및 평가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는 실제 원격취급장치((MSM, BDSM, 크레인 등)을
설치되어 있으며, 검증 목업에 장치를 설치하고 원격 운전성과 유지보수성 측면
에서 공정장치 제작품의 원격성을 시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험평가 대상 공정
및 세부 공정장치의 제작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장치는 목업 장치를 대상으
로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 환원공정 : 고속환원장치(2종), CP장치(2종) 등 총 4종
- 염페기물공정 : 산화침전장치(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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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서 원격 운전/유지보수성에 대한 시험 평가결과는 프라
이드 시설에 설치되기 전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장치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제
작/설치될 예정이다.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은 장치의 운전 및 작업절차에 따
라 모든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디지털 목업
에서의 평가 기준과 동일한 원격접근성 인자를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
한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며, ORNL에서 발간된 장비의 설계 및 지침이 적용될
부분과 비교하여 적용 및 개선 부분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1) 전해환원공정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평가

전해환원공정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전환기술에 의해 금속 사용
후핵연료로 전환시키는 공정이며, 주요장치로는 전해환원장치와 캐소드프로세서
장치(cathode processor 장치)로 구성된다. 전해환원장치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 공
정은 LiCl-Li2O 용융염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전해 셀의 환원전극 바스켓에 담긴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산소 이온이 빠져 나와 산화 전극에서 산소기체로 빠져
나가고, 금속 사용후핵연료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CP 장치는 금속전환체의 잔
류염 제거를 위해 진공가열 분위기에서 염의 휘발성질을 이용하여 염의 휘발 제
거 및 회수를 하는 장치이다. 염을 분리한 금속 사용후 핵연료는 전해정련 공정
의 원료로 사용되어 전해정련장치로 이송된다. (그림 4-2-55)

그림 4-2-55. 전해환원공정 관련 구성장치 (디지털 목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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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0.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전해환원장치 배치
구분

원격성
평가

세부 내용

비 고

• 디지털 목업에서 설정
한 거리 (1.6m)를 바탕

으로 하였음
• 목업내 실제 장치 배

장치배치
및 장치
가시성

○

디지털
• 시각 높이 160cm, 시각 창으로부터
목업 평가
30cm 후방 기준
/ 반영여부

○

치시에는 제한된 공간
내 부대장치들이 모두
배치되어야 하는 관계
로 전체 시스템을 작
업창 방향으로 100mm
전진 배치하였음 (따
라서 실제 장치 평가
거리는 1.5m임. 좌측
그림 참조)
• 작업창을 통한 MSM
작업시에 BDSM 카메
라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대체적인 공정
관련 작업에 문제가
없었음

• 수정 반영되었음

표 4-2-51.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전해환원장치의 운전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1)LiCl 포장용기를 large
transport
chamber로
PRIDE 셀 내부로 이

-

비 고
• 목업 평가대상 아님

동
2)LiCl 포장용기 플랜지
1

LiCl 이동

볼트 해체
3)LiCl 포장용기 플랜지
파지, 이동, 보관
4)LiCl 포장용기 내부반
응기 파지, 전해환원

장치에 설치

- 423 -

×
×

• LiCl 포장용기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

5)LiCl 포장용기 플랜지
파지, 설치 및 볼트

×

조립
6)LiCl 포장용기 large
transport
chamber로
PRIDE 셀 외부로 이

×

동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1)전해환원장치 플랜지

볼트 해체
2)전해환원장치 플랜지
파지
전해환원장
치 조립

2

3)LiCl 포장용기 설치
4)전해환원장치 플랜지

볼트 조립
5)열전대 설치
6)아르곤 공급관 및
cathode, anode 부스바
연결
• 가이드바 후면에 위
치한 볼트의 시야확
보 다소 어려움
• 프레임 상부의 결합
부 및 Hole의 위치 및
형상은 육안확인 불
가
디지털 목업 • 열전대, 2차회로 등의
장입구에 대한 육안
평가 /
반영여부
파악 불가

○

• MSM으로 직접 해체 (별도
의 렌치 불필요)

○

• 작업 가능

×
○

• LiCl 포장용기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 작업 가능(전면 MSM, 후면
BDSM)

×
• 해당 부품들이 준비되지 않

×

은 관계로 평가 불가

○

○

• BDSM 카메라를 활용할 경

우 작업 가능

○
• 본 평가에서는 MSM을 통

• 각 볼트의 경우, 크레

인에 임팩트 렌치 등
을 연결하여 MSM의
가이드로 설치/해체를
실시
1)우라늄산화물
용기
large transport chamber
로 PRIDE 셀 내부로
Cathode
3

바스켓에
우라늄산화
물 충전

이동
2)우라늄산화물 용기 파
지/회전장치로 이동,
파지, 180° 회전
3)저장랙의 cathode 바스
켓 파지, 파지/회전장
치 하부로 이동, 설치

- 424 -

평가
보류

-

해 볼트를 체결 및 해체하
였음 (작업 가능)
• 플랜지의 요구 체결력에 따
라 렌치를 사용하지 않고
MSM만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추후 결정)
• 목업 평가대상 아님
• 우라늄산화물 용기가 준비

×

○

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
가
• 작업 가능

4)우라늄산화물 용기 나

이프밸브 열음
5)cathode 바스켓에 우라
늄산화물 충전
6)우라늄산화물 용기 나
이프밸브 닫음
7)우라늄산화물 용기 해
체, 파지, 보관
디지털 목업
• 특기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1)cathode 바스켓 파지/
회전장치로 이동, 파
지
2)cathode 바스켓과 전극
봉 연결
3)cathode 블라인드 플랜
지 파지, 저장랙으로
이동, 보관
4)cathode 바스켓 전해환

원장치에 설치
전해환원

×
×

• 우라늄산화물 용기가 준비

×

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
가

×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저장랙 부근에서의 추가적

○

• 작업 가능
• BDSM 카메라를 활용하였

인 시야확보 필요
음
• Anode만 평가 (작업가능)
• 나머지 부품들은 본 평가

5)anode, 기준전극, Li2O

농도측정센서 블라인
드 플랜지 해체, 저장
랙으로 이동, 보관 및
전극/센서 순차적 설
치

△

4
6)절연시험

-

7)전위거동, 전압, 전류,
용융염 내 산소농도,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 cathode 봉을 신규 제작하였
으며, 체결방법도 수정함

용융염 액위 관측
• cathode 봉의 체결방

법 수정 필요

• 색상이
반영되지
않은
marker를 사용하였으나, 좀

• 카메라로 cathode 봉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당일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 검증목업에 파지/회전장치
를 설치하고 검증용 목업에
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MSM의 저장랙 접근시 간
섭이 발생할 수 있음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의 체결위치를 알 수
있도록 봉에 빨간색
의 line을 표시
• 작업시 anode와 접촉
가능성 존재 (운전시

전원공급 차단 여부
를 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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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작업자를 통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Marker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함
• bus bar의 미설치로 평가불

가

• 고전류를
사용하는
cathode 와 anode는
bus bar의 전극사이가
5.5mm 가까워 누설전

류 영향은 없는지 점
검이 필요함
• Cathode 접속을 위해
MSM 접근시에 앞에
있는 견인 eye-bolt와
충돌가능성 있음
• Cathode 접속시에 창
에서 시야를 확보하
지 못함
• Bus
bar
접속방법
(anode, cathode)에 대
한 설명이 없어 추후
접속방법에 대한 안
이 나온 후 다시 검
토 필요함

• bus bar의 미설치 및 전원공

×

○

○

×

급이 불가한 관계로 평가불
가

• 작업 가능

• BDSM 카메라로 작업시야

확보 가능

• bus bar의 미설치로 해당공

정 시연불가

• 작업은 가능하나 바스켓 상
승 후, Pin 체결시 다소 작

업 곤란

1)Cathode 바스켓 용융

염 액위 이상으로 상
승

전해환원
종료

2)Anode,
기준전극,
Li2O
농도측정센서
인출, 저장랙 보관 및

△

• 바스켓 bar에 marker가 있으
나 인지하기 곤란함. 작업자

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marker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블라인드 플랜지 순차
적 설치

•

해당 부품들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 열전대의 길이가 긴 관계로
MSM과 BDSM의 협업이 필

5

요함
• 열전대를 용융염 액위 이상

3)열전대 용융염 액위

이상으로 상승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 반응 후에 cathode
basket 위치 조정을

위한 고정핀을 잡을
수 있는 형상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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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상승하는 목적이 열전
대를 장치에서 제거하는 것
이라면 작업가능. 하지만 일
정 위치를 유지하는 목적이
라면 위치고정을 위한 보조
기구가 필요함
• 파지부가 추가되었음
• 하지만, basket의 상승 높이

조절 시에 시각적 가이드가
부족하여 작업이 불편함

• 고정핀 고정을 위한

구멍이 창에서 보이
지 않음(카메라로 보
고 조작이 필요)
1 ) 전해환원장치로부터
cathode 바스켓 파지/
회전장치로 이동, 파

△

△

지
2)전극봉 분리, 저장랙
으로 이동, 보관
3)cathode 바스켓 180°

회전

○

-

4)CP 장치의 열전대 연

결선 및 진공배관 분
리

△

cathode
6

바스켓 내의
금속우라늄 6)염 회수용기 파지 및
파지/회전장치 상부로
및염
이동
처리/회수
7)염 회수용기와 cathode

바스켓 고리 체결
회수용기/cathode
바스켓 CP 장치에 설
치
9)CP 장치 플랜지 설치
및 볼트 조립

메라를 활용할 경우 시야확
보는 가능
• 작업 가능하나, cathode 바
스켓의 파지지점에 대한 정
위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
움. 작업가가 작업지점을 확
인을 위한 marker가 필요함
• 작업 가능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열전대는 MSM과 BDSM의

협업으로 작업가능
△

5)CP 장치 플랜지 볼트

해체 및 플랜지를 거
치대로 이동

•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은 없었으나, BDSM 카

• 진공배관 분리는 해당 부품

들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 플랜지 해체를 위한 임펙트
렌치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 작업이 가능하나 플랜지의
견인고리가 무게 중심 밖에
위치함. 파지기구 체결작업
시 인양고리의 형상으로 인
하여 체결이 어려움. 인양고
리 형상의 개선이 필요함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8)염

• 열전대는 MSM과 BDSM의

10)CP 장치 열전대 연

결선 및 진공배관 연
결
11)진공을 이용한 기밀

시험
12)염
회수용기와
cathode 바스켓 고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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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으로 작업가능
△

• 진공배관 분리는 해당 부품

들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작업 가능

13)cathode 바스켓 저장
랙으로 이동, 보관

○

디지털 목업
• 특기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1)염 회수용기에 뚜껑
설치
2)염 회수용기 180° 회
전 (염에 의한 바닥오
염 확인)

○

3)염 저장용기 설치

×

4)뚜껑 나이프밸브를 열

• 작업 가능

• 작업은 가능하였으나, 큰힘

을 요구함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염 저장 용기 제작되지 않

아 평가하지 않음
• 작업은 가능하나, 원료 물질

어 염을 저장용기로
이송

△

5)뚜껑 나이프밸브 닫음

△

•

•

6)염 저장용기 보관장소

로 이동

7

염
저장용기로
이송, 보관

7)염 회수용기 180° 역

회전

×

-

•
•

8)염 회수용기 거치대로

이동

△
•

9)염 회수용기의 뚜껑

해체 및 거치대로 이
동
10)CP 장치에 염 회수

용기 장착
11)플랜지 거치대의 CP

플랜지 설치

△

○

○

•
•

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나이프
밸브의 작동가능성이 실제
물질 이송실험에서는 달라
질 수 있음
물질이송은 시연불가하며,
실제 작업시 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염 저장 용기 제작되지 않
았으며, 장소 및 보관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거치대 안착후, 인양고리 해
체시에 원격작업이 다소 곤
란함. BDSM의 후방 측면접
근을 통한 작업이 요구됨
뚜껑 해체시 다소 큰 힘이
요구됨 (뚜껑 구조 및 결합
공차와 관련된 개선이 요구
됨)
작업 가능
안착후 파지장치 분리시에
원격작업 다소 곤란. 개선
필요

• 작업 가능
• 열전대는 MSM과 BDSM의

12)CP 장치 열전대 연

결선 및 진공배관 연
결
디지털 목업
• 특기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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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으로 작업가능
△

• 진공배관 분리는 해당 부품

들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1)우라늄 회수용기 파지

기구 크레인 연결
2)우라늄 회수용기 파지
및 파지/회전장치로
이동, 장치를 이용한
용기파지
3)파지기구-크레인 분리
및 파지기구 바닥에
보관

○

○

○

4)거치대의 뚜껑 파지,

우라늄 회수용기에 결
합

×

• 작업 가능
• 파지기구를 이용한 회수용
기 파지시 BDSM 카메라를

통해 시야를 확보해야만 작
업이 가능하였음
• 작업 가능
• 결합작업시 작업곤란 (시야
확보 문제, 부품간 공차 문
제, 파지부 형상 문제에 대
한 개선 필요)
BDSM으로만
• 작업위치가

작업이 가능한 구역임
5)우라늄 회수용기에 뚜
껑 설치 및 180° 회전
(우라늄에 의한 바닥
오염 확인)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작업은 가능하나, 원료 공급

8

우라늄 저장
용기로 이송,
6)파지/회전장치 하부에
보관 또는
전해정련 원료 공급장
전해정련장
치 설치
치
음극 바스켓
충전
7)뚜껑 나이프밸브를 열
어 우라늄을 원료 공
급장치로 이송

8)뚜껑 나이프밸브 닫음

9)우라늄 회수용기 180°

역회전

△
•

•
△

△

-

•

•

장치 관련 고정장치 설치시
에 MSM의 간섭이 발생함.
공급장치의 위치 조정 및
설계 보완이 필요함
작업 보조기구(스패너, 파지
기구 등)에 대한 보관장소
별도 마련 필요
작업은 가능하나, 원료 물질
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나이프
밸브의 작동가능성이 실제
물질 이송실험에서는 달라
질 수 있음
물질이송은 시연불가하며,
실제 작업시 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뚜껑 해체시 다소 큰 힘이
요구됨 (뚜껑 구조 및 결합

10)우라늄 회수용기 뚜
껑 해체, 뚜껑 거치

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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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와 관련된 개선이 요구
됨)
• 거치대 안착후, 인양고리 해
체시에 원격작업이 다소 곤
란함. BDSM의 후방 측면접
근을 통한 작업이 요구됨

• CP장치 설치는 가능함
• 하지만, 용기로부터 파지기

11)우라늄 회수용기 CP

장치에 설치

디지털 목업
• 특기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BDSM 운용관련
기타사항

△

구를 분리할 때 파지기구의
원격분리가 용이하지 않음.
원격조작기를 통한 파지 및
취급이 더욱 용이하도록 구
조변경이 필요함

• PRIDE에서의

• 천정이동장치의 이동

거리를 검토가 필요
(도면상으로 최대이동
거리에서 5cm 전까지
이동 및 셀후면에 부
착된 장치가 없다는
가정)

평가
보류

• 전원커넥터 연결관련
(측면에서 작업이 불

9

가한 경우를 대비하
여 후면 접근성을 고
려함)

디지털 목업
평가 /
• 환원장치의 상부 plate
반영여부
의 형상을 조절하면
천정이동장치를 최대
로 이동하여 내린 상
태에서 작업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됨
• BDSM이 아래로 내려
오는 도중에 tong이
10cm 정도로 plate와
간섭이 발생(설계 데
이터를 보면 frame에
서 상부plate가 17cm
밖으로 나온 상태임)

△

○

장치배치와
검증용 목업내 장치 배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함 (공간
적 제약)
• 따라서 BDSM 및 천정이동
장치의 상호 간섭에 의한
장치 접근성 문제는 PRIDE
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필요
가 있음
• 후면부에 커넥터 배치
• 일부 커넥터 설치/해체 테
스트 완료 (추후에 전체 커
넥터의 설치/해체 테스트
필요)
• 프레임 및 상부 plate 형상
을 개선하여 BDSM을 통한

장치상부 접근 및 작업 가
능

• BDSM을 통한 장치 후면
접근은 가능하나, 인접 부대
△

장치들과의 간섭이 우려됨
• 실제 PRIDE 배치시 면밀한

장치 배치 전략이 요구됨

표 4-2-52.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전해환원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1

전면 Heater
유지보수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1)MSM으로 앞쪽 히터

전원 커넥터를 풀고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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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고
• 일부 커넥터에 대한 결합성
만 평가 (MSM)

• 모두 동일한 체결/해체 구
조를 가지고 있으나, 반복

2)BDSM으로 뒷쪽 히터

전원 커넥터를 풀고
보관.

△

실험 및 추가 평가가 필요
함
• 일부 커넥터에 대한 결합성
만 평가 (BDSM)
• 모두 동일한 체결/해체 구
조를 가지고 있으나, 반복
실험 및 추가 평가가 필요
함

3)도구를 MSM으로 파

지하고 히터 체결부로
이동
4)체결부를 결합을 해체
(양쪽)
5)도구를 이용하여 양쪽
의 MSM으로 앞으로
이동
6)도구를 보관장소로 이
동/보관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이 제

×

시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불
가

7)열전대 분리
8)파지기구를 크레인에

연결
8)전용파지기구를 파지
기구에 연결한 후 크
레인으로 이송
9)도구를 MSM으로 잡
고 히터를 앞으로 빼
냄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검증용목업의 크레인 작업

10)히터를

파지기구에
연결하여 이송

×

11)도구를 보관장소로
이동/보관

×

12)파지기구를 크레인에

연결
13)전용파지기구를 파지
기구에 연결한 후 크
레인으로 이송
• 프레임하부
높이의
디지털 목업
1/2이하의 높이에 조
평가 /
작 액세서리를 배치
반영여부
해야함 (측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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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벗어나는 관계로 수
행하지 않음. PRIDE 시설에
서는 크레인의 접근이 가능
하기 때문에 작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이 제
시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불
가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 MSM의 boots 부트결합시 우
려되는 장치 프레임과 MSM

과의 간섭 문제를 전용파지
기구 적용하여 해결함

그보다 위에 위치한
지역은 MSM으로 접
근불가)
• 정면부 접근에는 무
리가 없으나, MSM의
자세 특성상, 손목부
위를 과도하게 회전
하는 작업은 다소 곤
란함 (ex. 볼트체결/해
체)

• 작업가능
○

1)도구를 MSM으로 잡

고 히터를 회전시켜
앞으로 빼냄
2)앞쪽으로 이동한 히터
를 MSM으로 앞으로
꺼냄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검증용목업의 크레인 작업

3)히터를 파지기구에 연

후면 Heater
유지보수

2

결하여 이송

4)도구를 보관장소로 이
동/보관
5)파지기구를 크레인에

3

연결
6)전용파지기구를 파지
기구에 연결한 후 크
레인으로 이송
• MSM의 한팔을 이용
하여 반대편 측면으로
접근할 경우, 더 높은
디지털 목업
지역까지 도달이 가능
하나, 높은 자유도의
평가 /
동작은 불가능
반영여부
• 간단한 1~2자유도 동작
(밀기, 끌기, 스위치 동
작 등의 작업은 가능)
파지/회전장
치 유지보수
디지털 목업
• 특기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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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을 벗어나는 관계로 수
행하지 않음. PRIDE 시설에
서는 크레인의 접근이 가능
하기 때문에 작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이 제

×

시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불
가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

• 양팔 별도로 파지기구 적용
• 과도한 MSM Arm의 교차

작업은 발생하지 않음

○

×

• 전용파지기구 적용
• 운전유지보수 절차가 전달

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2) 전해정련공정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평가

전해정련공정은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UCl3 제조장치, 염이송장치, 염증
류장치 및 고화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프라이드 셀에는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염이송장치 및 염증류장치가 설치된다. 연속식 전해정련장치는 전착 공정을 중단
하지 않고 반응기에서 우라늄 전착물이 하부에 낙하되며, 전착물 회수 및 이송장
치로 이동하여 연속적으로 용융염이 약 30wt% 정도 함유된 U 전착물을 용융염
외부로 인출하여 회수하는 장치이다. U 전착물은 염증류장치로 이송된다. 염이송
장치는 연속식 전해정련장치의 생성된 U 전착물을 염증류장치로 이송하고 반응
기에 남아있는 용융염을 외부로 인출하는 장치이다. 염증류장치는 연속식 전해정
련장치에서 나오는 U 전착물에는 용융염이 약 30wt% 정도 함유되어 있어 U 전
착물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염을 증류시키는 염증류 공정을 통해 U 전착물을 회
수하는 장치이다. (그림 4-2-56)

그림 4-2-56. 전해정련공정 관련 구성장치 (디지털 목업과 동일)
(가) 전해정련장치

표 4-2-53.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전해정련장치의 배치
항 목

원격성
평가

세부 내용

비 고

• 디지털 목업에서 설정

장치배치 및
장치 가시성

○

[작업창에서 바라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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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리를 바탕으로
장치를 배치하였으며,
좌측 그림과 같이 전
면부 MSM 작업에 문
제가 없었음

• 작업창을 통한 MSM
작업시에 BDSM 카메

라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대체적인 공정
관련 작업에 문제가
없었음

[목업외부에서 바라본 모습]
디지털 목업
•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
평가하지 않음
반영여부

-

표 4-2-54.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전해정련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비고
• MSM을 통한 분리 및 결합
은 가능하나, 작업창을 통

한 체결부 시야확보 곤란
함. BDSM을 통한 추가 시
야확보가 가능하지만 (아래
그림 참조), 체결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
구됨

캐소드
유지보수
(분리/결합)

△

1

• 모듈자체의 하중(10kg 내
외)으로 인하여 MSM을 통
한 모듈 파지, 목표위치 접

근 및 조립작업이 다소 곤
란함 (아래그림 참조)

• 체결부의

모듈 거치부에
대한 체결 면적을 넓힐 필
요가 있음 (좌측 하단 그림
참조)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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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염이송장치

표 4-2-55.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염이송장치의 배치
항 목

원격성
평가

세부 내용

비 고

• 염이송장치의

장치배치 및
장치 가시성

○

• 염이송장치의 경우에는 디지털 목

구조와
운전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 목업에서
배치와 달리 장치를
창에서 약 1.1m 떨어
져 배치함
• 정련장치와 연관되어
배치됨에 따라 PRDIE
시설에서의 장치에 대
한 배치 검토가 필요
함

• 인접장치 (정련장치)의

업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장치 위
치를 선정하였음
디지털 목업
• BDSM의 후면 접근성을 고려하여
평가 /
장치를 전진 배치하였음 (기존 거
반영여부
리 : 1.7m, 검증용목업상의 거리 :

△

1.0m)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디지털 목업상
의 배치 (좌측하단 그
림 참조)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표 4-2-56.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염이송장치의 운전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비고

• 염이송장치 및 염분

1

Working
Position
Setting

리장치를 바닥에 설
치된 Rail 위에서 각
각 Working Position으
로 이동 배치한다.
• 염이송장치와 염분리
장치의 부착을 확인
한다.
• 염이송장치와 염분리
장치를 클램프를 이
용하여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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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il 모듈 및 클램프 미비

로 평가 불가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 Main Frame 위의 염

염이송관의
Setting
2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염이송 준비
및 염이송
3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Mold 교환
4

이송관
고정볼트를
푼다.
• 염이송관의 인입구를
ER반응기의
반응조
내에 위치시키고, 배
출구 부분을 Main
frame 위에 맞추어 위
치시킨다.
• Main Frame 위의 염
이송관 고정 볼트를
조여 염이송관을 고
정 시킨다.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 염이송관 모듈 미비로 평

가 불가

×

• End user 자체 운전이

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특기사항 없음

• 특기사항 없음

-

• 염이송이
완료된
Mold를 Main frame
위의 Mold 고정 bolts
를 풀어 Mold를 Main
Frame에서 분리한다.
• Cylinder 장치를 이용
하여 Mold를 회전위
치로 내린다.
• Mold 받침에 설치된

손잡이를

-

×

• Cylinder 장치 및 Mold
table 장치 미비로 평가 불

가

이용하여

Mold table을 60도 회
전시켜 다음의 Mold

를 받는 위치에 오도
록 한다.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염분리장치의 가열로

5

염분리작업

예열
• 전복장치의 Clamping
위치에 위치한 Mold
를 Arm 구동 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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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nd user 자체 운전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복장치 작동 불가 (구동
모터 작동 불가)

구동하여 Clamping한
다음 Turn position
(200mm)으로 들어올
린다.
• 전복장치를 180도 회
전시켜 Mold를 염분
리장치의 Bucket위에
위치시킨다.

• Arm Clamping 작동 불가
(구동모터 작동 불가)
• MSM을 통한 회전작업 가
△

• Bucket을 밀어 Mold

를 가열로 아래 정위
치 시킨다. (Manual
stopper까지)

○

능
• 스토퍼

미비로 회전각도
제한은 평가 불가
• MSM을 통한 Tray 이송작
업 (전후 방향 수평이동)
가능
• Tray를 잡을 수 있는 손잡
이 부착 필요함

• Rodless Cylinder를 이

용하여 가열로를 가
열위치까지 내린다.
(Manual stopper까지)

×

• Rodless Cylinder 작동 불가

×

• Rodless Cylinder 작동 불가

○

• MSM을 통한 Tray 이송작
업 (전후 방향 수평이동)

• Ingot이 분리되는 것

을 육안 및 온도차이
로
확인한
다음
Rodless Cylinder를 이
용하여 가열로를 상
사점까지 들어올린다.
• Bucket을 당겨 Mld를
Manual
stopper까지
이동시킨다.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Ingot 장입
6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가능
×
×

•

장치 미완성으로
인하여 평가불가

• 장치 관련 설계 및 제작

미비로 평가 불가

×

표 4-2-57.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염이송장치의 유지보수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1

염이송관
분리/반출

세부 과정

가열로의
전기 커넥터 분리
• 염이송관
체결볼트
해체

원격성
평가

비고

△

• 염이송관 전 체결부에 대한
MSM 접근이 가능함 (아래
그림 참조)

• 염이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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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리프트를 이용

하여 염이송관 체결
후 인양

• 전용 파지기구 및 해당모듈
미비로 인하여 원격 분리/

체결 작업관련 평가는 수행
하지 않음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 Cylinder를 이용하여
Mold를 염이송위치까

•
•

Mold 가열로

교체

•

2

•

•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지 인양하여 가열로
를 지지
가열로의 커넥터를 분
리하여 정위치 시킴
Main Frame 상단의
가열로 볼트를 해체
Cylinder를 이용하여
가열로가
얹혀진
Mold를 회전위치까지
하강
Mold를 회전하여 가
열로 취급 공간을 확
보
가열로 파지후 반출
•

장치 미완성으로
인하여 평가불가

×

이하도록 위치

• MSM을 통한 파지는 가능
하나, 안정적인 파지는 곤란
함 (아래그림 참조)
• 전용 파지기구 미비로 인하
여 원격 분리/체결 작업관

×

• 전용 그리퍼를 이용

3

하여 인양후 반출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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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작업관련 평가는 수행
하지 않음

×

• Mold 회전판을 회전
시켜 Mold를 취급 용

Mold

• 전용 파지기구 및 해당모듈
미비로 인하여 원격 분리/

×

련 평가는 수행하지 않음

• Mold 회전판을 회전
시켜 Mold 받침을
Mold 이동 Bracket에

서 분리시킴
cell 커넥터를
분리하여 정위치 시
킴
• Mold 이동 Cylinder용
Utility sub- terminal을
cylinder
분해하여
bracket에 위치시킴
• 체결볼트 해체후 인
양하여 반출

• Load

Mold 이동

실린더
4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체결 작업관련 평가는 수행
하지 않음

×

• 상부
인양고리에
대한
MSM 접근은 가능하나, 다
소간의 간섭이 발생함 (아
래그림 참조)
• BDSM을 통한 접근 및 작

• 전용 인양장치를 이

용하여 크레인에 거
치시킴
• 체결볼트 해체
• 인양하여 반출

Main Frame

• 전용 파지기구 및 해당모듈
미비로 인하여 원격 분리/

업은 가능함

△

5

• Frame 하부의 체결부 접근
의 경우, MSM을 통한 접근
이 가능하며, 주변에 배치된
Mold의 경우에도 Mold 회
전장치를 통해 Mold를 회피
시킬 수 있으므로 MSM과
Mold간의 간섭문제는 없음
(좌측그림 참조)
• 전용 파지기구 및 해당모듈
미비로 인하여 원격 분리/

체결 작업관련 평가는 수행
하지 않음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6

Mold

회전장치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 MSM을 통한 장치 후면접근
은 불가함 (아래그림 참조)

• 체결볼트 해체
• 전용 인양장치를 이

용하여 인양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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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DSM을 통한 후면 접근

및 인양고리 체결작업은 가
능함 (좌측 상단 그림 참조)
• BDSM을 통한 장치 후면
작업은 가능하나, 주변에 배
치된 볼트 체결부 및 체결
가이드 등의 간섭으로 인하
여 BDSM 그리퍼를 통한
I-Bolt 접근이 용이하지 않
음 (좌측 하단그림 참조)
• 전용 파지기구 및 해당모듈
미비로 인하여 원격 분리/
체결 작업관련 평가는 수행
하지 않음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 구동 모터의 커넥터

전복장치
7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염분리장치
가열로
8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를 분리하여 정위치
시킴
• 전용 인양장치를 이
용하여 인양후 반출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가열로 체결볼트 해
체
• 전용 인양장치를 이
용하여 인양후 반출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체결 작업관련 평가는 수행
하지 않음

×

×

• 전용 파지기구 및 해당모듈
미비로 인하여 원격 분리/

체결 작업관련 평가는 수행
하지 않음

×
• 실린더 하부의 볼트체결부
는 MSM 및 BDSM으로 접
근이 가능함 (아래그림 참
조)

• Utility sub- terminal의
snap clamp를 unlock

시킴
sub-terminal를
인양하여 고정 bracket
으로부터 분리시킴
• 장치하부
체결볼트
해체
• 전용 인양장치를 이
용하여 인양후 반출

• 전용 파지기구 및 해당모듈
미비로 인하여 원격 분리/

• Utility

Roldless

실린더
9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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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파지기구 및 해당모듈
미비로 인하여 원격 분리/

체결 작업관련 평가는 수행
하지 않음
×

• Base Frame 인양을 위한 후
면부 I-Bolt 체결은 BDSM을
통하여 작업이 가능함 (아
래그림 참조)

염분리장치

• 전용 인양장치를 이

Base

용하여 인양후 반출

△

10
• 전용 파지기구 및 해당모듈
미비로 인하여 원격 분리/

체결 작업관련 평가는 수행
하지 않음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 MSM 및 BDSM을 통한 인

양고리 접근은 가능함
염이송장치

• 전용 인양장치를 이

Base

용하여 인양후 반출

△

• 전용 파지기구 및 해당모듈
미비로 인하여 원격 분리/

체결 작업관련 평가는 수행
하지 않음

11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장치 미완성으로 인

하여 평가불가

×

(3) 전해제련공정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평가
TRU 회수 전해제련 시스템에서는 전해정련 후 공융염 중에 녹아있는 악

티늄족 원소들을 액체카드륨음극(LCC : liquid CADmium cathode)으로 공회수하여
전해정련 조업의 지속성을 유지함은 물론 소듐냉각고속로의 핵연료물질을 생산
한다. RAR 장치는 전해에 의해 폐용융염 잔류 악티늄족을 란탄족과 함께 LCC에
회수하고 LCC에 동반 전착된 란탄족 금속을 선택산화(또는 염소화)시켜 LCC의
란탄족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기초로 하여 악티늄족과 란탄족 금속염화물의 혼
합물로부터 악티늄족 원소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장치이다. Cd 증류장치는
액체 카드뮴 음극에 용융염중에 용
해되어 있는 악티늄족 원소들을 전
착하는 단계, 전착된 액체 음극에서
카드뮴을 분리하고 악티늄족 원소들
을 회수하는 단계 및 폐기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용융염 잔류 그림 4-2-57. 전해정련공정 관련 구성장치
미량 악틴족 원소를 회수하는 단계
(디지털 목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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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4-2-57)
(가) RAR장치

표 4-2-58.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RAR 장치의 배치
항 목

원격성
평가

세부 내용

비 고
• 거치대 전면부는 작업

창으로부터
약
1400mm 떨어진 거리
에 설치됨
장치배치 및
장치 가시성

• 장치 후면부와 셀 후

[셀 외부에서 바라본 모습]
○

면벽 간의 거리는 약
1500mm 임
• BDSM을

통한 장치
후면부 접근성 및
MSM을 통한 장치 전
면부 접근성 모두 양
호함

[장치 설치위치]
디지털 목업 • 디지털 목업에서의 배치 위치와
평가 /
동일하게 장치를 설치하여 평가를
반영여부
수행함

○

표 4-2-59.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RAR 장치의 운전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 구조 변경됨 (히터, 전해조
이동 장치 설치되지 않음)
• 전해조의 장착시험은 공융

• 전해조(공융염 안전도
가니, 공융염 도가니)

1

RAR 전해조

설치

장착된 전기로를 크
레인 이용하여 구동
모터/레일에 설치, 장
치 지지대로 이동
• 전해조 덮개를 크레
인과 MSM 이용하여
전해조 장착
• 전기로 상부에 결합
• LCC 도가니 수평 이
송장치와 회전 장치를
크레인 및 MSM 이용
하여 이동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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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염 도가니 장입과 반출 시
험만을 수행함.
• 실험 결과, 현재의 일자형
반출 도구는 정확한 자세로
의 삽입이 보장되지 않았으
며, 십자형으로 형상이 보완
되어야 함
• 반출도구 미비로 인하여 공
융염 안전 도가니의 원격
취급성은 평가 불가함
• 반출도구와 도가니의 형상

은 전해환원 공정에 대한
참조를 권장함
• 공융염 안전도가니와 공융
염 도가니를 동시에 반출하
는 절차를 고려하여 도가니
및 도구의 설계/제작이 이
루어져야함
• 전해조 장착된 전기
로를 구동모터/레일
이용하여 PRIDE-cell
window 쪽으로 전진
이동 (MSM 도움)
• MSM 이용하여 공융

염을 전해조 장착된
전기로의 공융염 도
가니에 장입
2

공융염 장입
및 용융

×

• 구조 변경됨
• 공융염 장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함

• 전해조 장착된 전기
로를 구동모터/레일로

후진 장치 지지대로
이동하여 전해조 덮
개와 결합
• MSM 이용하여 열전
대와 level gauge를 전

해조에 삽입하여 염
온도와 액위를 측정
한 후 제거

×

• MSM 이용하여 LCC
도가니(하부에 safety
도가니 결합)를 LCC

3

도가니 수평 이송장
치에 놓음
• MSM 이용하여 Cd를
LCC 도가니에 장입
• 수평 이송장치로 LCC
LCC
도가니를
assembly로 이동후 수
LCC assembly
직 이송장치 이용하
전해조에
여 LCC 도가니를
장입
LCC assembly의 도가
니 지지대에 결합
(MSM 도움)
• MSM 이용하여 LCC
assembly를 90도 회전
한 후 구동모터/LM
guide를 이용하여 전
해조 내부 속으로 장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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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대와 level gauge의 미

비로 인하여 평가 불가함

• MSM을 활용한 LCC 도가

△

니 이송 작업과 관련한 구
체적인 작업절차를 제시하
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함 (MSM 취급시 도가니를
파지할 수 있는 고리도 필
요함)
• Cd 장입 절차에 대한 세부
작업절차 제시가 요구됨
(현재는 평가 불가함)
• 교반기 assembly의 세부 작
업절차 제시가 필요하며 교
반기 assembly 제작이 미비
되어 평가 불가함
• MSM을 통한 90도 회전작
업 가능 (아래그림 참조)

• MSM 이용하여 교반
LCC
기assembly를
assembly 중앙의 구멍

으로 장입
• MSM 이용하여 교반
기assembly 중앙에 위
치한 LCC 리드선을

전원부에 연결

• 케이블 관련 작업은 해당

모듈 미비로 인하여 평가
불가함
• 리드선 미비로 체결작업 평

• MSM 이용하여 양극

4

을 파지하여 전해조
내부로 장입한후 리
드선을 전원부에 연
결 (양극 2개 설치 동
일)
• MSM 이용하여 교반
기(모터포함)를 파지
하여 전해조 내부로
장입한 후 교류 전원
부에 연결하여 구동
모터를 회전 (교반기
2개 설치 동일)
• MSM 이용하여 참조
전극을 파지하여 전
해조 내부로 장입한
양극, 교반기,
후 리드선을 전원부
참조전극
에 연결 (참조전극 2
전해조에
개 설치 동일)
장입

가 불가함
• 전극 및 교반기의 장입/반
출 작업만을 평가함 (아래
그림 참조)
• 모든 전극 및 교반기의 장
입은 가능하나, 교반기 반출

△

의 경우 조작기를 통한 단
독 반출 작업은 곤란함
• MSM으로 장입/반출 작업시
에 직선으로 동작되지 않은
관계로 장입 기구의 충돌발
생 가능성이 상존함. 크레인
을 이용한 장입방법 고려하
고 작업시험에 대한 재평가
필요함
• 작업위치에 대한 육안 파악
이 곤란한 관계로 별도의
Marking이 요구됨

• (작업창기준) 우측 1번 전극 장입
• (작업창기준) 좌측 교

반기 장입

• (작업창기준) 우측 교 • (작업창기준) 우측 2번 전극 장입

반기 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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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entiostat 가동하여
LCC에서 U 전착실험

수행
• Mesh 운전 및 전착
• 교반기 assembly의 세부 작

종료
• MSM 이용하여 LCC

5

리드선을 전원부에서
LCC
분리한 후
교반기
전착실험
assembly를 전해조로
수행 및 종료
부터 제거
• 구동모터
이용하여
LCC assembly의 LCC
도가니를 전해조 덮
개 아래와 공융염 사
이에 위치하게 들어
올려 일정시간 냉각

×

• 기타 항목은 End User 자체

운전이므로
제외함

• 구동모터 / LM guide
를 이용하여 LCC
assembly를 전해조 덮

LCC
6

도가니에서
U 전착된 Cd
잉곳 회수

개 위로 들어 올린
후 MSM 이용하여
LCC assembly를 좌측
으로 90도 회전
• LCC 도가니 수직 및
수평 이송장치를 이용
도가니
하여 LCC
(하부에 safety 도가니
LCC
결합함)를
assembly 에서 분리한
후 회전장치로 이동
• 회전장치를 이용하여
하부의 safety 도가니
를 분리한 후, LCC
도가니로부터 Cd 잉
곳을 분리하여 증류
장치용
안전도가니
에 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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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에서

• LCC 도가니 수직 및 수평

이동장치가 구동되지 않은
관계로 기계적 동작만으로
수동으로 평가함 (아래그림
참조, 원격성은 평가 불가)

×

• 작업은 가능(좌측그림 참조)
하나, 도가니 손잡이의 두께

• Cd 잉곳 담긴 증류장

치용
안전도가니를
크레인과 MSM 이용
하여 증류장치로 이
송

업절차 제시가 필요하며 교
반기 assembly 제작이 미비
되어 평가 불가함

△

가 두껍고 각진 형태를 띄
고 있어 인양고리 체결시
작업이 곤란함. 손잡이 단면
형태를 원형으로 교체할 것
을 권장함

• 손잡이를 용기의 상부 수평

선상 위에 위치할 수 있도
록 손잡이 위치 개선 필요
함

• 커넥터 모듈을 플랜지를 중

기타

• 커넥터 모듈 분리 /

결합

△

7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심으로 좌우로 배분하여 설
치할 것을 권장함
• 제작된 커넥터 모듈의 커넥
터는 가이드를 이용한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변경 필
요(커넥터 구멍이 이 작기
때문, 아래그림 참조)
• 회전부에 연결된 케이블 처
리의 고려

• 특기사항 없음

표 4-2-60.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RAR 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LCC assembly
1

수직이동
모터1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비고

• LCC assembly lifting
module에 부착된 전

• 작업가능 (아래그림 참조)
• MSM을 통한 파지가 용이

원 및 유틸리티 분리

하게 하기 위한 잠금장치
형상 개선이 요구됨 (ex. 십
자형태)
모터 모듈의 안정적 결합을
위해 결합부 핀을 삽입하는
공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권
장함
I-bolt 사이즈 증대 및 전용
인양기구 필요함
장착시 옆면의 가이드를 높
게 설치할 것을 권장함
모터 결합부 끝단에 이탈
방지턱을 설치하여 모터가

• LCC assembly lifting
module을
분리하기
위해 MSM을 이용해
장치 몸체와 LCC
assembly
lifting
module 있는 체결 램

프 분리
• Crane을

•
○
•

LCC
assembly
lifting
module위로
이동후
hook를 내림
• MSM, BDSM과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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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을

이용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권장함

LCC
lifting

assembly
module 상부에 있는
인양 고리에 hook을

체결
• 체결된 LCC assembly
lifting module은 크레

인을 상승 후 다른
곳으로 이동
• 작업가능 (아래그림 참조)
• MSM 파지를 용이하게 하

•

• LCC assembly module
에 부착된 전원, 유

틸리티를 분리

•

• LM guide 상단에 위

2

치하며 모터 블록의
토글 클램프를 개방
LCC assembly
한후
수직이동
• MSM으로 모터블록
모터2
의 인양고리를 hook
에 체결 후 분리
• 모터블록

•
○

•

기 위한 잠금장치 형상 개
선 요구됨 (ex. 십자형태)
모터 모듈을 고정을 위해
핀을 꼽아 고정하는 방안
검토
I-bolt 사이즈 증대 및 전용
인양기구 필요함
장착시 옆면의 가이드를 높
게 설치
모터 결합부 끝단에 이탈
방지턱을 설치하여 모터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권장함

module의
분리한 후,

모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

• 교반기 구동실린더에

3

4

교반기 구동
실린더

교반기 회전
모터

부착된 에어 라인을
잠근 후, 전원 및 유
틸리티를 분리
• 교반기 구동실린더는
MSM이나 crane에 의
해 다른 곳으로 이동
• 교반기
회전모터에
부착된 전원 및 유틸
리티를 분리
• 모터블록
하단부에
있는 핀 2개를 해체
후 모터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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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절차 변경으로 인

-

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LCC assembly 전체를 견인

• MSM으로

모터블록
의 인양고리를 hook
에 체결 후 분리
• 분리된 교반기 회전
모터는 다른 곳으로
이동
• LCC 도가니 수평이

LCC 도가니
5

수평이송
모터

송 모터를 분리하기
전에 모터에 부착되
어 있는 전원 및 유
틸리티를 분리
• Crane를 LCC 도가니
수평이송 모터 쪽으
로 이동 후 crane의
hook를 하강
• LCC도가니 수평이송
모터의 아이볼트를
이용하여 분리

• 설계 변경(모터에서 실린더)

및 유지보수 절차 변경됨
• LCC 도가니 수평이송장치

○

및 회전 모듈 전체를 견인
하는 방식으로 유지보수 절
차가 변경됨
• 작업가능 (아래그림 참조)
• 모듈결합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후면부에 가이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하단
네 번째 그림)

• MSM으로 LCC 도가

니 수평이송 모터의
인양고리를 hook에
체결
• 분리된 LCC 도가니
수평이송
모터는
crane에 의해 다른 곳
으로 이동
1에
부착되어 있는 전원
및 유틸리티 분리
• Crane를
교반기
module 쪽으로 이동
후 crane의 hook 하강
• MSM으로
교반기
module 상부 인양고
리를 hook에 체결 후
분리
• 분리된
교반기
module은 crane에 의
해 다른 곳으로 이동

• I-bolt 사이즈 증대 및 전용

인양기구 필요함

• 교반기 module

6

교반기
module 1

• 교반기 module

7

교반기
module 2

2에

부착되어 있는 전원
및 유틸리티 분리
• 크레인를 교반기 모
듈 쪽으로 이동후 크
레인의 hook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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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전성 측면’의 4번 항

목 참조

• MSM으로
교반기
module 상부 인양고
리를 hook에 체결 후

분리
• 분리된 교반기 모듈

은 크레인에 의해 다
른 곳으로 이동
• 작업 가능 (좌측그림 참조)
• 플랜지 방열핀과 플랜지 거
치대 간의 간섭 있음. 가이

• 플랜지 모듈 분리

•
○
•

•
•

8

전해조
도가니

•

• 전해조 module에 부
착된 전원, 부품, 유

틸리티 모두 제거
• Crane를 전해조 도가

•

니

쪽으로 이동후
crane의 hook 하강

• MSM으로 전해조 도

가니 상부 테두리에
있는 반원형 인양고
리를 수직으로 세운
후 hook에 체결 후
분리
• 분리된 전해조 안전
도가니는 crane에 의

해 다른 곳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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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통한 거치대의 개선이
요구됨
전용 인양/파지기구 고안이
요구됨
플랜지 결합시에 사용되는
가이드의 높이 조절 (전면
부 가이드와 후면부 가이드
의 높이차이 생성) 및 가이
드 형상 (원통형 -> 원뿔형)
의 개선 요망
설계 변경으로 유지보수 작
업절차 변경됨
아이볼트와 pin 가이드 간
의 간격이 좁아 조작기 접
근시 간섭 발생
전체적인 작업은 가능하지
만, 파지기구와 도가니 간의
결합 메커니즘에 대한 재검
토가 요구됨 (일자형보다
십자형태의 도구를 권장함)
‘전해환원공정’의 반응용기
파지와 비슷한 원리이므로
해당과제와의 협의를 권장함

△

• 결합 작업시 BDSM을 통한

추가 시야확보가 필요하였
음 (아래그림 참조)

• 주 장치로부터 전해
조 module를 앞 쪽으
•

•

9

전해조 안전
도가니

•

•

로 전진 이동
전해조 module에 부
착된 전원, 부품, 유
틸리티 모두 제거
Crane를 전해조 안전
도가니 쪽으로 이동
후 crane의 hook 하강
MSM으로 전해조 안
전 도가니 상부 테두
리에 있는 반원형 인
양고리를 수직으로
세운후 hook에 체결
후 분리
분리된 전해조 안전
도가니는 crane에 의
해 다른 곳으로 이동

• 해당 모듈 미비로 평가불가
• 전해조 도가니와 안전도가

니를 함께 반출하는 작업은
불가함 (현재의 일자형 파
지기구의 구조적 문제점에
서 기인한다고 판단됨)
×
• 도가니와 전용 파지기구에

대한 재설계 및 제작이 필
요하며 검증목업에서의 재
평가가 필요함 (전해조에
설치된 전해조 도가니의 높
이가 안전 도가니 보다 높
게 설치되어 안전도가니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함)

• 전기로 수직 이동 모

•

10

전기로 수직
이동 모터
•

•

•

11

전기로 수평
이동 모터
•

•

12

Heater module
(전기로)

•

터의 먼저 전원 및
유틸리티를 분리
모터 블록에 부착된
육각 볼트를 해체
(MSM 사용)후 모터
분리(MSM, crane 사
용)
분리된 모터는 MSM
또는 crane에 의해 다
른 곳으로 이동
전기로 수평 이동 모
터의 먼저 전원 및
유틸리티를 분리
모터 블록에 부착된
육각 볼트를 해체
(MSM 사용)후 모터
를 분리(MSM, crane
사용)
분리된 모터는 MSM
또는 crane에 의해 다
른 곳으로 이동
주 장치로부터 heater
모듈을 앞 쪽으로 전
진 이동
Heater module 내부에
있는 전해조 도가니
와 전해조 안전도가
니를 들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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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설계 변경 base frame 과 함

×

께 반출
• 해당 모듈 미비로 평가불가

• Heater module에 부착
된 전원, 부품, 유틸

리티 모두 제거
heater
• Crane를
module 쪽으로 이동
후 crane의 hook 하강
• MSM을 이용 크레인
hook에 heater 모듈

인양고리 체결
• 작업이 끝난 heater
module은 crane에 의

해 다른 곳으로 이동
• 견인고리 지지점이 2개이므

13

LCC assembly

×

교환

로 이들을 통해 무게중심이
맞추어져야 안정적인 견인
이 가능함. 이에 대한 보완
이 요구됨 (해당 모듈 교환
작업은 재평가가 필요함)
• 가이드 pin은 작업 시야확
보가 어려우며 작업의 용이
성을 위하여 가이드 설치가
요구됨
• 클램프의 손잡이에 대한 육
안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면
부에서 후면부까지의 점진
적인 높이 (or 사이즈) 조절
이 필요함

(나) Cd 증류장치

표 4-2-61.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Cd 증류장치의 배치
항 목

원격성
평가

세부 내용

비 고
• 디지털 목업에서 설정한 거

장치배치 및
장치 가시성

○

[작업창에서 바라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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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바탕으로 장치를 배치
하였으며, 좌측 그림과 같이
전면부 MSM 작업에 문제가
없었음
• 상부 furnace의 분리이후 거
치공간이 필요함. Cd증류장
치 좌우에는 인접장치들과의
공간여유가 충분하지 않으므
로 작업창을 기준으로 하여
장치 후면부 공간을 활용해
야할 것으로 판단됨
• (추후 PRIDE 설치 시에는)
Furnace의 견인고리 취급 및

장치 상부 커넥터 작업의 용
이성을 고려하여 창으로부터
1.3m 이상 떨어진 곳에 본
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목업외부에서 바라본 모습]
디지털 목업 • 디지털 목업상의 배치를 준
평가 /
수하여 평가함
반영여부

○

표 4-2-62.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Cd 증류장치의 운전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Cd 전착물을
crucible
support
assembly에

장입
1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음극체(증발부)용
안전도가니를 크레인
과 MSM을 이용하여
증류장치 장입대의 안
착지점으로 이송

• Cd 음극체 회수용 안전도가

• Cd

△

• 안전도가니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손잡이부
의 파지 및 그리퍼 안
착까지의 작업에는 문
제가 없음
• Cd 음극체 회수용 안전
도가니에 대한 평가 불가

비고

△

니에 대한 평가는 수행불가
(도가니용 그리퍼 동작 불
가, crucible support assembly
높이 조절기능 미비로 인하
여 장입시험 불가)
• crucible support assembly의
plate 중심부에 도가니가 정
위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도가니 수
평이동장치의 스토퍼 위치
를 점검할 것을 권장함)

• Cd 음극체 회수용 도가니에 대한 그
리퍼 사이즈 대응문제 확인요망 (그리
퍼의 행정거리 점검요망, 상단그림 참
조)

2

• Cd용기 장입/회수용 전후구동 모듈상
의 도가니와 crucible support assembly
간에 수평 높이가 맞지 않음 (진입불
가, 상단 그림 참조)
• 도가니용 그리퍼와 상하 이동모듈의
plate 고정기둥 간에 간섭 발생
• 도가니가 장착될 상하 이동모듈의
plate에 정위치 안착을 위한 guide를
plate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도가니 이송용 손잡이의 고정을 위해

기타사항

스토퍼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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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3.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Cd 증류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비고
• 해당 모듈 부재로 인하여

평가불가

• 장치의 이상 유무와

•

•

1

Cd 용기
(safety
도가니)
장입/회수용

고정 실린더

•

•

•

•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장치에 부착된 모듈
들의 정 위치 확인
Cd 용기(safety 도가
니) 장입/회수용 고정
실린더에 부착된 전
원, 컨넥터, 유틸리티
등을 모두 제거
MSM를 이용하여 고
정 실린더를 장치로
부터 분리
Crane을 고정 실린더
가까이로 이동 및
hook 내림
내려진 hook에 고정
실린더의 인양 고리
를 체결
체결된 Cd 용기(safety
도가니) 장입/회수용
고정 실린더는 crane
에 의해 maintenance
room으로 이동
작업이 끝나면 crane
을 정 위치로 이동
시킨다.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하
지 않음

• Cd용기 장입/회수용 전후구

동 모듈의 가이드 형상 수
정요망 (ex. 원뿔형, 하단좌
측그림 참조)

×

• 해당 모듈에 과도한 면접촉
지점들이 있음. 공차확인 요
망 (상단우측그림 참조)
• 장입/회수용 모듈의 고정을

위한 볼트를 삼각 나사산
에서 둥근 형태 나사산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함
• 볼트 체결 손잡이 십자형태
로 고체할 것을 권장함
• 견인고리가 2EA만 제작되
어 있음. 무게 중심의 보상
또는 무게 중심에 맞추어
3EA의 견인고리로 수정할
것을 권장함

• 시스템이

-

분리시
에 공차여유가 부족함

• 모터모듈(아래그림)
• 장치의 이상 유무와

2

Cd
용기(safety
도가니)
장입/회수용

상하 구동
모터

장치에 부착된 모듈
들의 정 위치 확인
• Cd 용기(safety 도가
니) 장입/회수용 전 •
후 구동 모터에 부착
된 전원, 부품, 유틸
리티 등을 모두 제거
• MSM를
이용하여
전 • 후 구동 모터를
장치로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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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ne을

통한 분리작업은
용이하나, 체결시에는 과도
한 힘이 요구됨

• Crane을 전 • 후 구동

모터 가까이로 이동
및 hook 내림
• 내려진 hook에 전 •
후 구동 모터의 인양
고리를 체결
• 체결된 구동 모터는
crane에
의해
maintenance room으로
이동
• 작업이 끝나면 crane
을 정 위치로 이동
시킨다.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디지털 목업상의 설
계와 구조가 상이함.

• 전면부에 길이가 짧은 가이
드가 필요함(작업시에 전면

부가 돌출되어 걸리는 현상
이 있음)
• 모터의 정위치에서의 분리
결합 평가는 해당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
불가

-

• 장치의 이상 유무와

•

•

Cd

3

용기(safety
도가니)
장입/회수용
상하 구동
모터

•

•

•

•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

4

Furnace

•

장치에 부착된 모듈
들의 정 위치 확인
Cd 용기(safety 도가
니) 장입/회수용 상 •
하 구동 모터에 부착
된 전원, 부품, 유틸
리티 등을 모두 제거
MSM를
이용하여
•
상 하 구동 모터를
장치로부터 분리
Crane을 상 • 하 구동
모터 가까이로 이동
및 hook 내림
내려진 hook에 상 •
하 구동 모터의 인양
고리를 체결
체결된 구동 모터는
crane에
의해
maintenance room으로
이동
작업이 끝나면 crane
을 정 위치로 이동
시킨다.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하
지 않음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모듈 들이 정 위치에
있는지 먼저 확인
Furnace에 부착된 전
원, 부품, 유틸리티
등을 모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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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동

• 히터 전원에 사용된 커넥터
△

는 접점이 고정될 수 있는
커넥터 사용
• 커넥터가 정면에 설치되어 커
넥터 탈부착 작업시에 구멍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MSM 및 크레인이 협업할
경우, furnace 분리 및 결합

작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됨
• 그러나 전용 인양기구 부재
로 인하여 fur- nace 인양시
의 안정성 다소 부족함 (아
래그림 참조)
• Crane를 furnace 쪽으

로

수직

이동

후

crane hook 하강
• MSM을
이용하여
furnace에 있는 인양
고리를 crane hook에

• Furnace 하강 및 결합 시,
furnace를 정위치에 결합 시

체결

킬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아래그
림 참조)

furnace는
• 체결된
crane에
의해
maintenance room으로

이동
• 작업이 끝나면 crane

을 정 위치로 이동
시킨다.

• Furnace 측면의 열전대 연결
부에 대한 MSM 접근은 가
능하나, 열전대 모듈 미비로
인하여 분리/결합 평가는

불가함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커넥터의 위치가 일

렬로 배치되어 있음

×

• 커넥터의 위치를 교차배열

할 것을 권장함
• 작업창을 통한 완전한 육안
시야 확보는 곤란하나, 해당

열전대 교체
5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6

Vacuum
Pump

• MSM을
통하여
furance 상부에 있는

열전대의 분리 및 결
합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하
지 않음

◯

작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음
(아래그림 참조)

• 시스템이

• Vacuum Pump의 작동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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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모듈 부재로 인하여

평가불가

• Vacuum pump에 부착
된 전원, 부품, 유틸

리티 등을 모두 제거
• Crane를 vacuum pump

쪽으로 수직 이동 후
crane hook 하강
• MSM을
이용하여
vacuum pump 인양 고
리를 crane hook에 체
결
• 체결된 vacuum pump
를 maintenance room
으로 이동
• 작업이 끝나면 crane
을 정 위치로 이동
시킨다.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평가하
지 않음

-

(4) 염폐기물 재생/고화공정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시험평가

염폐기물 재생/고화공정은 산화침전장치, 고체염/층분리장치 및 고체염분
리장치, 핵종결정화장치 및 고화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프라이드 셀에는 산화침
전장치, 고체염/층분리장치 및 고체염분리장치, 핵종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염폐
기물 재생 및 고화공정은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의 전해환원공정에서 LiCl 염
폐기물과 전해제련 공정으로부터 LiCl-KCl 공융염폐기물을 받아서 각각의 염폐기
물내 포함되어 있는 I/II족 핵종 및 희토류핵종을 제거하고 정제된 염을 회수하여
각각 전해환원 및 전해정련 공정으로 재순환(활용)하며 염 재생공정에서 발생되
는 처분대상 잔류폐기물(LiCl 농축폐염 및 희토류산화물)은 최종처분의 적합한
고화체로 제조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종결정화 장치는 경막결정화(layer
crystalization) 방법을 이용하며 결정판의 외벽에 순수한 LiCl 염만을 냉각시켜 분

리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장치이다. 고체염 분리장
치는 고체상태로 존재하
는 LiCl 염 (결정화로: 농
축폐염, 용융염: 정제염(재
활용)을 용기와 분리를 하
기위한 장치이고 분리된

그림 4-2-58. 염폐기물 재생/고화공정 관련 구성장치
(디지털 목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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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들은 전해환원공정 및 고화체제조 공정으로 각각 이송한다. 산화침전공정은 산
화침전장치, 고체염 분리장치, 층분리장치로 구성된다. 산화/침전장치는 반응로에
서 산소분산을 이용하여 공융염폐기물 내 존재하는 희토류핵종을 산화물로 형성
하여 침전시키는 장치이다. 침전후 냉각된 공융염은 상부의 순수염층과 하부의
침전물층으로 분리된다. 고체염/층분리장치는 금속용기내의 고체 공융염을 고체염
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층분리장치를 이용하여 2개의 층으로 분리하는 장
치이다.
(가) 핵종 결정화장치

표 4-2-64.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핵종 결정화장치의 배치
항 목

장치배치 및
장치 가시성

원격성
평가

세부 내용

[장치 설치위치 및 작업창에서의
시야]

○

비 고

• 디지털 목업상의 배
치에서 200mm 전진
배치 (좌측 그림 참
조)
• 작업창을 통한 MSM

조작

및 접근성과
후면접근성에
는 문제가 없음 (좌측
상단 그림 참조)

BDSM

[디지털 목업에서의 장치 위치]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디지털 목업에서의 배치 및 위치
를 고려하되, 검증용 목업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치를 배치하였
음

○

표 4-2-65.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핵종 결정화장치의 운전성 평가
구
분

1

주요 절차

반응용기
장입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 크레인에
취급공구
(grappler)를 연결하여
LiCl 염폐기물을 담은

반응용기를
내부로 장입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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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전용 취급공구 미비로 인하

◯

여 대체 인양기구를 적용하
여 평가함
• 용기 인양 및 장입 작업에
는 문제가 없음. 하지만 용
기의 제작 정밀도에 따라

반응기 접근 및 체결시에
내부 단열재의 파손 우려가
있음
• 가이드 설치로 단열재 파손
에 대비가 필요함

2

3

반응기 커버
씌움

• MSM을 이용하여 반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설계 모델로는 존재
하나, 제작품은 미비
됨 (우측 그림 참조)

×

히터 가열

• 결정화로 및 용융로
가열 (650oC)

-

응기 커버 씌움

×

• 해당 모듈 (반응기 커버) 미

비로 평가 불가

• End user 자체 운전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결정화 반응기 커버
• 해당 모듈 (반응기 커버) 미

열기
4

5

6

결정판 삽입

결정판 내
냉각공기
주입
결정판 내
냉각공기
주입 정지

• rodless cylinder 이용
결정판&플랜지 모듈

결정화 반응기내 장입
• MFC 이용 냉각공기
유량 결정
• 냉각공기 결정판 내
주입

×

비로 평가 불가
• Rodless cylinder 작동 불가

-

• End user 자체 운전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MFC 이용 냉각공기
주입 off
• rodless cylinder 이용

결정판 들어 올림
7

결정판 반출
및 용융로내
장입

• rodless cylinder 이용

결정판 용융로 상부
로 이동
• rodless cylinder 이용
결정판 용융로 내로
장입

×

• 해당 모듈 (반응기 커버) 미

• rodless cylinder 이용

8

결정판 반출

결정판 들어 올림
• MSM을 이용하여 결
정판 이동모듈을 최
대 후진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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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dless cylinder 작동 불가

△

비로 관련 작업 평가 불가
• MSM을 이용한 전후 이동
에는 문제가 없음
• 작업의 용이성을 위하여 전
후이동 시에 MSM이 파지
할 수 있는 그립을 설치할

것을 권장함 (아래그림 그
리퍼 파지 위치 부근)

• MSM을 이용한 좌우이동에

는 상당한 작동력이 요구됨
(우측그림 참조)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9

반응용기
반출 및
고체염
회수용기로
이송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해당 모듈의 최대/최소 이

• 결정판 이동 모듈의

전후 이동에는 문제
가 없음

△

동시 동작하는 캐스터 롤러
가 미비되어 있음

• 크레인에
취급공구
(grappler)를 연결하여

반응기 외부로 반출
• 왼쪽에 위치하는 고

체염
놓음

◯

• ‘1. 반응용기 장입’의 역순

이므로 작업 가능

회수용기위에

• 디지털 목업내에 모

델이
않음

반영되어있지

×

표 4-2-66.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핵종 결정화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 Sub
Terminal에서
MSM(또는 BDSM)으
Air 공급라인을
로
분리한다.
• 전용 임팩을 MSM(또
는 BDSM)에 장착하여
2중(상/하부) 플랜지에

1

결정판&플랜
지

체결된 볼트를 해체한
다.
• cylinder를
이용하여
분리된 상부 플랜지를
들어 뒤로 이동한다.
•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용공구를 장착하여 분
리된
하부플랜지의
Lifter에 연결한 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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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해당 모듈 미비로 평가 불가
• 전원공급 라인 미비로 관련

작업 평가 불가

해 이송한다.
• 디지털 목업에서 유지보수

2

• Sub
Terminal에서
MSM(또는 BDSM)으
로 제어선과 Ar 공급
라인을 분리한다.
• 전용 임팩을 MSM(또
결정판&플랜
는 BDSM)에 장착하여
지 이송용
Base와 체결된 볼트를
cylinder
푼다.
•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

불가능함에 따라 실린더를
장치에서 설치하지 않고
MSM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수정함에 따라 이 볼트를 풀
어 이송
• 볼트 해체/체결작업 가능
(아래그림 참조)

용공구를 장착하여 모
듈의 Lifter에 연결한
후 분해 이송한다.
• 터미널 모듈 미비로 평가 불

가
• 반응용기를 제거한 후에 히
• 결정판& 플랜지+ 이동

장치

3

반응로(결정
화로,
용융로)

전후이동

cylinder를
이용하여
결정판& 플랜지+ 이동
장치를 뒤로 밀어낸다.

△

•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용공구를 장착하여 모
듈의 Lifter(인양고리)
에 연결한 후 LTL로
이송한다.

4

반응용기

• 크레인에
취급공구
(grappler)를 연결하여 반
응기 내부로 반출한다.

◯

터 제거 작업은 가능하나 반
응용기가 있는 상태로 제거
할 경우, 중앙 후면에 있는
견인고리에 접근이 불가능함
• 견인고리 위치 및 높이 수정
이 필요함
• 장착시에 히터간의 충돌 및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히터
사이의 가이드를 높일 것을
권고함

• 작업 가능 (전용 파지기구
요구됨)
• 터미널 모듈 미비로 평가 불

5

전기히터(결
정화,
용융로)

• Sub
Terminal에서
MSM(또는 BDSM)으
로 전기히터의 Cable
을 분리한다.
• 2번 후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용공구를 장착
하여 모듈의 Lifter(인
양고리)에 연결한 후
LTL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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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반응용기를 제거한 후에 히
터 제거 작업은 가능하나 반
응용기가 있는 상태로 제거
할 경우, 중앙 후면에 있는
견인고리에 접근이 불가능함
• 견인고리 위치 및 높이 수정
이 필요함
• 장착시에 히터간의 충돌 및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히터

• 작업대 에 설치된 인

6

작업대

양고리에 전용공구가
장착된 크레인을 연결
하여 들어올린 후 이
송한다.

디지털 목업 •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
평가 /
은 관계로 평가하지
반영여부
않음

△

사이의 가이드의 높일 것을
권고함
• 장치 전후면에 대한 MSM
및 BDSM 접근 가능
• BDSM을 통한 장치 후면부
인양고리 체결가능 (아래그
림 참조)
• 전용 인양공구가 필요함

-

(나) 산화침전장치

표 4-2-67.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산화침전장치의 배치
항 목

원격성
평가

세부 내용

비 고
• 디지털 목업에서 설정
한 거리 (1.2m)를 바탕

[장치 전면부의 MSM 작업 모습]

장치배치 및
장치 가시성

○

[장치 후면부의 BDSM 작업 모습]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으로 원격성 평가를
좌측
수행하였으며,
그림과 같이 전면부
MSM 작업 및 후면부
BDSM 작업에 문제가
없었음
• 다만, 전면부의 장치
최상단 작업시 MSM
조작자가 다소 불편함
을
호소하였으며,
250mm 범위 내에서
장치를 후면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
가 있음
• 작업창을 통한 MSM
작업시에 BDSM 카메
라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대체적인 공정
관련 작업에 문제가
없음

• 작업창을 기준으로 1.2m 내외의 거
리가 가장 적절하며, MSM 작업영

역을 고려하여 정밀한 위치 수정이
가능하나, 그에 따라 개선되는 여
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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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영되었음

표 4-2-68.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산화침전장치의 운전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세부 과정
1)좌측 고체염 분리장치

작업대에 반응용기 놓음

원격성
평가

비고

△

• 작업대가 준비되지 않음
• 작업용기는 셀 바닥면에 안착

×

• 물질이 준비되지 않음

2)삽 모양의 도구를 이

반응용기
침전반응기
에 장입

용 희토류 함유 공융
염을 반응용기 내 장
입

• 그래플러의 전원선 처리가

3)반응용기 이송장치 (크
레인에 그래플러 부착)

를 이용하여 반응용기
를 반응기 내 장입

1

필요함
○

• 시야확보를 위해 BDSM 카

메라 활용
• 그래플러 동작에 대한 시야

확보 다소 곤란
• 반응용기 및 견인고리

모델을 전달받지 못함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작업창을 기준으로 바
라보았을 때, 반응기
내부를 볼 수 없음. 따
라서 BDSM 그리퍼

카메라 또는 천정이동
장치 카메라를 통한
시야확보가 필요함
1)MSM을 이용하여 플랜
지를 반응기 상부로
전진이동

• 반응용기, 견인고리, 그래플

러가 준비됨
○
• 용기 장입시 BDSM 카메라

활용

○

• 작업 가능

○

• 작업 가능

2)상/하 구동용 전동모터

를 구동시켜 플랜지를
반응기 상부에 접합

• 임펙트 렌치파지 위치 수정

요망
• MSM을 통한 렌치 파지를

플랜지 Close
2
3)MSM에 전용 임팩트

렌치를 연결한 후 볼
트를 체결한다.

디지털 목업
• 해당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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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거치대 필요
• MSM은 좌우 별도의 렌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음 (하
나의 MSM Arm이 장치 모
든 부위를 커버할 경우, 실
린더 및 장치 돌출부와의 간
섭으로 인하여 MSM 방호용
부트의 손상 우려가 있음)

1)운전온도(염온도 기준)
를 500 oC로 설정하여

3

4

5

6

7

가열
공융염 용융 2)분산관 모듈에 위치하
는 온도센서를 이용하
여 염온도를 측정함으
로서 공융염 용융상태
확인
디지털 목업
• 해당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1)상/하 구동용 실린더에
연결된 분산관을 반응
용기 바닥면에 닿도록
분산관
내림
2)
공융염내장
바닥에 닿은 분산관의
입및
위치가 유지될 수 있
가스분산
도록 실린더 압력 유
지
3)분산관을 통해 반응용
기내 가스분산
디지털 목업
• 해당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1)분산관내 주입가스 잠
금
공융염내
2)실린더 이용 분산관
분산관 반출
들어올려 공융염에서
반출
디지털 목업
• 해당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1)플랜지가 닫힌 상태에
서 염내 불용성 희토
류 화합물이 침전할
수 있도록 2시간가량
설정온도 유지
공융염 냉각
2)전기히터를 끄고 플랜
지가 닫힌 상태에서
실온까지 냉각되도록
유지
디지털 목업
• 해당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1)전용 임팩트 렌치가
연결된 MSM을 이용하
플랜지 Open
여 플랜지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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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 작업 가능

2)상/하 구동용 전동모터

를 이용하여 플랜지를
들어올림
3)MSM을 이용하여 플랜
지를 후진이동

○

• End user 자체 운전 (평가대
상 아님)
• 작업 가능

디지털 목업
• 특기사항 없었음
평가 /
반영여부
• 그래플러가 반응기 내부에

1)크레인에 연결과 반응

반응용기
반출

용기 이송장치를 이용
하여 반응용기를 침전
반응기에서 반출

○

8
2)반출된 반응용기를 좌

측 작업대에 놓음
디지털 목업
• 반응용기 및 견인고리
평가 /
모델을 전달받지 못함
반영여부

△

장입될 때의 시야정보가 부
족
• BDSM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지만, 그래플러 및 반응용
기에 적절한 Mark 있을 경
우 식별이 더욱 용이할 것으
로 판단됨
• 작업대가 준비되지 않음
• 반응용기는 셀 바닥면에 안

착
○

• 반응용기, 견인고리, 그래플

러가 준비됨

표 4-2-69.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산화침전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원격
성
평가

세부 과정

바 고

1)MSM을 이용하여 서브

터미널에 체결된 클램프
를 풀어 내린다.

○

• 작업가능
• 크레인의 정위치 여부가 담

2)크레인에 체인을 걸고

서브터미널에 연결하여
서브터미널을 분리한다.
1

분산관
반출입

○

3)MSM에 연결된 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실린더
상부에 체결되어 있는
볼트를 해체한다.
4)크레인에 인양체인을 연
결한다.

○

△

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
활한 분리가 가능해야 함
• 분리시 작업 용이성을 위한
지렛대형 레버가 별도로 필
요할 수 있음
• 렌치를 MSM에 장착하는 것
보다 크레인에 장착하여 사
용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
음
• 작업이 다소 곤란함 (작업은
가능)
• 인양고리 체결작업시에 가이

드와 간섭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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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고리의 위치를 장치 외

5)인양체인을

인양고리에
접근시킨 후 MSM을 이
용하여 인양고리에 연결
한다.

○

6)크레인을 이용하여 분산
관 모듈을 들어올린다.

○

곽으로 변경
• 인양고리의 위치는 양중될

파트의 무게 중심에 맞추어
배치
• 작업가능
• BDSM 카메라를 활용할 경
우, 분산관 삽입구에 대한

육안확인은 가능
7)조립은 상기 방법의 역
순으로 진행한다.

×

• 하지만 다수의 분산관을 다

수의 삽입구에 동시에 삽입
할 수 없었음 (분산관 모듈
의 안정적인 삽입을 위한 별
도의 가이드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 현재 분산관 관련 일부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므
로 MSM의 접근성에 대
한 재평가 및 카메라를
이용한 시야확보가 필요
함
1)MSM을 이용하여 가스
vent를 해체한다.
2)MSM에 전용 임팩트 렌

치를 연결한다

○

의 시야확보 가능

○

• vent 파지용 핸들의 길이를
현재의 2/3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 작업가능

○

• 실린더가 상부에 있을 때에
MSM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
로 BDSM의 사용이 요구됨

○

• 작업가능

○

• 작업가능

3)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플랜지 이동장치와 연결
된 볼트를 해체한다.

• 분산관 제작 및 설치 완료
• BDSM 카메라를 통한 별도

4)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2

반응기와의 체결된 볼트
를 해체한다.
플랜지 모듈
5)크레인에 인양체인을 연
분해/조립
결한다.

• 실린더가 상승되어 있을 경
우, 후크의 인양고리에 대한

6)인양체인을

인양고리에
접근시킨 후 MSM을 이
용하여 인양고리에 연결
한다.

○

7)크레인을 이용하여 플랜
지 모듈을 들어올린다.

○

• 작업가능

8)조립은 상기 방법의 역
순으로 진행한다.

○

• 작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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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곤란함
• 인양고리 및 가이드를 실린
더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이송작업은 견인 고리에

대한 미설계로 평가 보
류함
디지털 목업 • 현재 분산관 관련 일부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므
평가 /
로 MSM의 접근성에 대
반영여부
한 재평가 및 카메라를
이용한 시야확보가 필요
함
1)BDSM(or MSM)에 전용

임팩트 렌치를 연결한다
2)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한다.

전기모터
분해 조립

○

• 견인고리 제작됨

○

• 분산관 모듈 제작됨
• 분산관 조립시 BDSM 카메

라 활용

○

• 작업가능

○

• 작업가능

3)BDSM을 이용하여 모터

상부의 고리를 잡아 들
어올린다.

4)조립은 상기 방법의 역
순으로 진행한다.

○

○

3

• 작업가능
• 본 평가시에는 MSM을 활용

하여 인양고리에 후크를 체
결하였음
• 조립시 BDSM 카메라를 통
한 시야확보가 필요함
• 가이드의 길이가 짧아, 체결
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음. 수정이 필요함

• 모터축의 커플링은 plate

하단의 구멍을 통해 상
하이동 스크루의 커플링
과 결합되어야 하기 때
문에 가이드의 길이는
plate 하단부터 커플링이
디지털 목업
체결되는 거리보다 길게
평가 /
설계되어야 함
반영여부
• 가이드는 크레인의 아랫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자
연스럽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필요함
1)MSM에 전용 임팩트 렌
치를 연결한다

4

플랜지 수평
이동 모듈
분해/조립

2)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한다.

3)크레인에 인양체인을 연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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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드 설치는 되어 있으나

작업이 다소 곤란함

△

○

• 작업가능
• 좌우 볼트는 MSM의 양팔을

○

사용한 별도 해체가 바람직
(부트 손상가능성 존재)
• 현재의 인양체인의 무게 및
고리의 형상은 MSM을 통한

○

파지 및 핸들링시 다소 불편
함이 호소되고 있음.
• 미끄럼 방지와 관련한 개선

필요
4)인양체인을

인양고리에
접근시킨 후 MSM을 이
용하여 인양고리에 연결
한다.
5)크레인을 이용하여 플랜
지 수직 이동 모듈을 들
어올린다.

○

• 작업가능

○

• 작업가능
• 후면 가이드의 경우, BDSM

6)조립은 상기 방법의 역
순으로 진행한다.

○

카메라를 활용하면 시야확보
가 가능하나, 체결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가이드
자체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
함

• MSM, BDSM은 전후이

5

6

동구조물 고정을 위한
볼트 접근은 가능하나,
작업창을 통한 시야확보
는 제한적임
• 견인작업을 위한 크레인
의 접근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 견인고리 지점이
디지털 목업
설계되지 않아 이동에
평가 /
대한 접근성 평가를 진
반영여부
행하지 못함
• 크레인을 통해 이송작업
및 분해/조립을 위한 가
이드가 pin의 형태로 구
멍에 맞추게 설계되어 작
업자가 원격으로 분해/조
립작업에 어려움이 있음
1)크레인에 반응용기 전용
그래플러를 연결한다.
2)그래플러를 반응기내 반
반응용기
응용기에 접근하여 잡아
반출/입
들어 올린다.
3)반입은 상기 방법의 역
순으로 진행한다. (MSM
보조 필요)
디지털 목업
• 특기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1)크레인에 인양체인을 연
결한다.
2)인양체인을 인양고리에
반응기
접근시킨 후 MSM을 이
분해/조립
용하여 인양고리에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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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야확보 가능

○

• 견인고리 설계 제작

△

• 가이드 방식 재설계 필요

○

• 작업가능

○

• 작업가능

○

• 작업가능

○

• 작업가능

○

• 작업가능

3)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응
기를 들어 올린다.

○

• 작업가능

4)조립은 상기 방법의 역
순으로 진행한다.

○

• 작업가능

○

• 작업가능

디지털 목업
• 특기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1)MSM을 이용하여 서브
터미널에 체결된 클램프
를 풀어 내린다.

• 크레인이 정위치 되지 않은

2)크레인에 체인을 걸고

서브터미널에 연결하여
서브터미널을 분리한다.

3)MSM을 이용하여 히터
고정용 핀을 뽑는다.

7

히터 반출입 4)MSM을 이용하여 히터
에 설치된 이동용 손잡
이을 잡고 좌측(or 우측)
으로 이동한다.
5)크레인에 인양체인을 연
결한다.
6)인양체인을 인양고리에
접근시킨 후 MSM을 이
용하여 인양고리에 연결
한다.
7)크레인을 이용하여 전기
히터를 들어 올린다.

경우에도 해체가 가능해야함
○

△

• 서브터미널 분리시 작업 용

이성을 위해 지렛대형 레버
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음
• 작업창 기준 우측 히터의 경
우, MSM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좌측 히터만을
평가함
• 히터고정 고리 작업시에
MSM 간섭(boots 손상 우려)
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고정
용 핀이 채용되지 않을 예정
이라고 함

○

• 작업가능
• 고정용 핀은 제거될 예정

○

•

○

• 작업창 기준 좌측 후면
eye-bolt의 방향 수정이 필요
함 (eye-bolt의 hole이 작업창
을 향하도록 수정)

○

• 작업가능

작업가능

• 히터 체결시 작업창을 기준

8)조립은 상기 방법의 역
순으로 진행한다.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

• 히터 고정핀, 히터온도
센서, 이동고리, 및 히터

분리용 볼트에 대한
MSM의 접근은 가능하
나, 작업창을 통한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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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히터 후면은 시야 확보
가 곤란하므로, 히터와 면접
촉이 이루어지는 가이드를
후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작업은 가능하나 히터 체결

○

을 위한 가이드에 대한 수정
은 필요함

확보는 불가능함
• 히터 이송을 위한 크레

8

인의 접근성 확보되었으
나 이송고리와 LM 가이
드의 stopper 에 대한 설
계 정보가 제공되지 않
아, 그 외의 작업평가가
불가함
1)크레인에 인양체인을 연
결한다.
2)인양체인을 인양고리에
접근시킨 후 MSM을 이
용하여 인양고리에 연결
장치 프레임
한다.
분해/조립
3)크레인을 이용하여 프레
임 모듈을 들어 올린다.
4)조립은 상기 방법의 역
순으로 진행한다.
• 장치프레임의 분해/조립
작업은 장치 아래쪽의
작업임. 볼트작업 시,
MSM의 장치 전면부 접
근은 가능하나 후면부
접근은 불가능함
• 견인작업을 위한 크레인
의 접근성은 확보되었지
만 견인고리 지점이 설
계되지 않아 이동에 대
한 접근성 평가를 진행
하지 못함
• 크레인을 통한 이송작업
및 분해/조립을 위한 가
이드가 pin의 형태로 구
디지털 목업
멍에 맞추도록 설계되어
평가 /
원격 분해/조립작업에
반영여부
어려움이 있음.
• 장치 크기가 LTL을 통
해 출입이 가능한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
요함
• 가이드의 설계변경이 필
요함. 일부 시야확보를
위해 카메라를 필요로 함

○

○

• 장치 후면의 인양고리 체결
은 BDSM으로 작업 가능

○

• 인양고리 체결후 프레임 상
승시, 인양고리 체인과 장치

간에 간섭 우려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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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필요

×

×

×

×

×

• Frame 설치를 위해 하부

에 설치되는 볼트 및 가
이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바닥면의 plate에 설
치하는 것보다 plate의

• 인양고리의 위치를 변경하거
나, 체인 상부 형상에 대한

×

• 장치 프레임을 분해/조립 구

조가 아닌 고정된 프레임으
로 변경하여 반영되지 않음

높이를 높게 설치한 구
조의 설계가 필요함

9

1)MSM을 이용하여 잡아
분산관 상부
들어 올린다.
온도센서
삽입/반출 2)삽입은 위의 역으로 진
행한다.

×
×

• 센서가 준비되지 않아 평가

불가
• 센서가 준비되지 않아 평가

불가

디지털 목업
• 특기사항 없음
평가 /
반영여부
1)BDSM(or MSM)에 전용

임팩트 렌치를 연결한다

전후이동
모터교체

2)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한다.

-

• 전후이동은 MSM으로 구동

3)BDSM을 이용하여 모터

상부의 고리를 잡아 들
어올린다.
4)조립은 상기 방법의 역
순으로 진행한다.

-

-

• 전후이동 모터모듈 고정

클램프의 볼트를 풀어
회전시킬 때, 약 100-120
도 정도 회전 시킬 수
있는 stopper 설치가 필
요함

10

-

• 모터모듈은 축과 연결을

디지털 목업
평가 /
반영여부

위한 체결부위가 수평으
로 결합되어야 하기 때
문에 지금 설계 상태에
서는 수평체결이 어려
움. 모터 모듈이 안착되
는 부분은 모터 축과
screw 축의 동일 선상까
지 안착될 수 있는 가이
드가 필요하며 모터 모
듈을 수평 이동하여 체
결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함

• 모터 모듈 삭제로 수행하지

-

• 체결을 한 후에 모터가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
클램프 형상의 설계 변
경이 필요함

- 470 -

-

않음

(다) 고체염 분리장치/층분리장치

표 4-2-70.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고체염 분리장치/층분리장치의 배치
항 목

원격성
평가

세부 내용

비 고

• BDSM을

장치배치 및
장치 가시성

[장치 설치위치 및 작업창에서의
시야]

○

[BDSM 후면접근성]
디지털 목업 • 디지털 목업에서의 배치 위치와
평가 /
동일하게 장치를 설치하여 평가를
반영여부
수행함

통한 장치
후면접근성은 양호하
며, MSM을 통한 장치
전면부 접근성 역시
양호함 (좌측그림 참
조)
• 창에서 1m 떨어진 위
치에 장치 설치

○

표 4-2-71.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고체염 분리장치/층분리장치의 운전성 평가
구
분

주요 절차

원격성
평가

세부 과정

비고

• MSM을 이용하여 반

응용기
회전장치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한다.

×

• 회전장치의 gripper로

1

반응용기
회전

회수용기 위에 놓인
반응용기를 잡는다.

△

이용 위로
(10cm) 들어 올린다.

• 전동모터 이용 반응
용기를 180도 상/하
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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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 불가
• 반응용기 파지 가능
• 전동부 미비로 원격성 평가

불가

• 잡은 반응용기를 전

동모터

• 해당 모듈 (하부 레일) 미비

×

△

• 전동부 미비로 원격성 평가

불가
• 회전장치의 이동은 MSM으

로 가능

• 용기회전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음. 용기 및 용기내

부 물질의 중량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전동부 개선요
망

• 회전한

반응용기를
회수용기 상부에 내
려 놓는다.

• gripper를 벌린 후
MSM을 이용하여 회

전장치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

×

• 전동부 미비로 원격성 평가

불가
• 해당 모듈 (하부 레일) 미비

로 평가 불가
• MSM을 통한 레일상의 트
레이 이동은 원활함 (아래
그림 참조) 히터위치까지
이동가능. 트레이상에 고하
중물(100kgf) 부가시에도 이

동가능

• MSM을 이용하여 트

2

3

레이에 설치된 고리
회수용기&트
를 잡는다.
레이
• 전기히터 하부까지(바
전기히터
퀴 및 기계식 스토퍼
하부로 이동
이용) 밀어준다.

전기히터
가열

• 전기히터를 설정온도
까지 가열 (500 - 600
도)

○

-

• 그러나, 층분리장치 측 레일
의 미비로 인하여 (작업창
기준) 좌우방향의 이동에

제약이 있음

• End user 자체 운전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MSM을 이용하여 전

4

전기히터
하강

기히터 하부 커버에
부착된 손잡이를 잡
고 하부커버 연다.
• rodless cylinder 조작
버튼을 이용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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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모듈 (전기히터) 미비

로 평가 불가

기히터를
회수용기
상부가 덮이는 위치
까지 하강(스토퍼 설
치)
5

6

7

8

고체염 분리
감지

전기히터
올림

• 온도, 및 회수용기
window 관찰을 통해

고체염 분리 감지
• 고체염 분리감지 후
전기히터를 올린다.
• 4. (1)과 같은 방법으

×

로 전기히터 하부커
버를 닫는다.

• MSM을 이용하여 트
회수용기&트
레이에 설치된 고리
레이
를 잡는다.
전기히터
• 작업 1 위치까지(바퀴
작업1 위치로
및 기계식 스토퍼 이
이동
용) 당겨준다.

반응용기
이동

-

• 반응용기를 1.의 조작
방법으로 다시 상/하
회전한다.
• 반응용기
전용
grappler(산화침전장치
에서 제작)가 연결된

○

△

• End user 자체 운전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End user 자체 운전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2번과정의 역순이며, 작업가

능함

• 1번과정 평가내용 참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응용기를 산화침전
로로 이송.
• MSM을 이용하여 트

9

레이에 설치된 고리
를 잡는다.
회수용기&트
•
좌에서 우측으로 스
레이
토퍼가 설치된 위치
전기히터
까지 수평이동
층분리
위치로 이동 • 스토퍼 설치된 위치
(층분리 위치)까지 밀
어준다.

△

• BDSM을 이용하여 케

10

전동커터
케이스
씌우기

11

고체염
층분리

이스에 설치된 손잡
이를 잡음
• 전동커터
케이스를
하부로 밀면서 케이
스를 씌운다.
설치된
고체염 고정장치 조
작 버튼을 이용하여

• 케이스의 무게가 그리퍼로

×

• 전동커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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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의
미비로 분리위치까지 도달
불가

• 좌우이동가능하나,

×

작업하기에 무거워 보조 장
치를 필요로 함
• 케이스를 가벼운 재질로 제
작이 필요함
• 해당 모듈 (전동커터) 미비

로 평가 불가

•

•

•

12

전동커터
케이스 열기

13

회수용기&트 •
레이
전기히터
window 근접 •
위치로 이동

•

고체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전동커터 조작 버튼
을 이용하여 고체염
절단을 조작한다.
절단이 완료되면 전
동커터의 위치를 원
위치화 한다.
BDSM을 이용하여 케
이스에 설치된 손잡
이를 잡음
전동커터
케이스를
상부로 밀면서 케이
스를 연다.
MSM을 이용하여 트
레이에 설치된 고리
를 잡는다.
스토퍼 설치된 위치
까지 당겨준다.

×

• 10번 참조

○

• 작업가능함

표 4-2-72. 원격성 검증목업 기반 고체염 분리장치/층분리장치의 유지보수성 평가
구
분

1

원격성
평가

주요 절차

세부 과정

회전장치

• 모듈을 분해조립 위치
로 이동한다.
• Sub
Terminal에서
MSM(또는 BDSM)으
로 Motor의 Cable을
분리한다.
• 전용 임팩을 MSM(또
는 BDSM)에 장착하여
Base와 체결된 볼트를
푼다.
•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 임팩을 이용한 볼트해체작업

가능

△

용공구를 장착하여 모
듈의 Lifter(인양고리)
에 연결한 후 분해 이
송한다.
• Motor는 전용 임팩을
MSM(또는 BDSM)에
장착하여 체결된 볼트
를 푼 다음 Lifter에
고리를 걸어 분해 이
송한다.
2

회수용기&트 • MSM(or BDSM)에 전
용공구를 장착하여 회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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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모듈 인양작업은 불가
• 회전 및 그리퍼 모터 고장시

에 유지보수 절차 재수립 필
요(장치 이동 중 고장. 현재
모터를 분리할 수 없음)

×

• 해당 모듈 미비로 평가 불가

수용기를 들어낸다.
• MSM(or BDSM)에 전
•

•

•

3

전기히터
•

•

•

4

전기히터
상/하
이동장치
•

5

침전층
그리퍼 모듈

용공구를 장착하여 트
레이에 들어낸다.
MSM에
전용공구를
장착하여 트레이 하부
받침대와 이동레일을
들어낸다.
Sub
Terminal에서
MSM(또는 BDSM)으
로 Motor의 Cable을
분리한다.
MSM(또는 BDSM)으
로 Thermocouple을 분
해한다.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용공구를 장착하여 모
듈의 Lifter에 연결한
후 분해 이송한다.
Sub
Terminal에서
MSM(또는 BDSM)으
로 Piping을 분리한다.
전용 임팩을 MSM(또
는 BDSM)에 장착하여
Base와 체결된 볼트를
푼다.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용공구를 장착하여 모
듈의 Lifter에 연결한
후 분해 이송한다.

• 전용 임팩을 MSM(또
는 BDSM)에 장착하여
Base와 체결된 볼트를
푼다.
•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

• 해당 모듈 미비로 평가 불가
• 모듈 체결지점의 작업자 시

야 확보하지 못하여 카메라
사용 및 가이드가 필요함

• 작업은 가능함 (아래그림 참
조)
• 전용 임팩에 대한 개선이 요

구됨
△

• 임팩트 렌치를 통한 해체 가
능 (MNSM & BDSM, 아래
그림 참조)
• 전용 임팩에 대한 개선이 요

구됨
△

용공구를 장착하여 모
듈의 Lifter에 연결한
후 분해 이송한다.
• 인양고리 체결 및 모듈 분해
/ 조립 가능 (아래그림 참조)

- 475 -

• MSM(또는

6

침전층
전동커터
모듈

BDSM)을
이용하여 Cover를 연
다.
• Sub
Terminal에서
MSM(또는 BDSM)으
로 Motor의 Cable을
분리한다.
• 전용 임팩을 MSM(또
는 BDSM)에 장착하여
Base와 체결된 볼트를
푼다.
•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 작업가능 (인양고리 체결 및
모듈 인양 - 체결볼트 없음,
아래그림 참조)
• 체결위치의 작업자 시야확보
를 위해 카메라 사용, 가이
드 및 marking 이 필요함
○

용공구를 장착하여 모
듈의 Lifter에 연결한
후 분해 이송한다.
• 볼트 해체 작업 가능 (아래
그림 참조)
• 후면부 볼트의 경우, BDSM
을 통한 작업은 가능하나,

전용 임팩 진입을 위한 추가
적인 충분한 공간확보가 필
요함
• 안쪽 볼트의 길이를 높게 제작

• 전용 임팩을 MSM(또
는 BDSM)에 장착하여
Base와 체결된 볼트를
푼다.

7

8

전동커터
이동 및
그리퍼 모터 •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용공구를 장착하여 모
듈의 Lifter에 연결한
후 분해 이송한다.

히터 상하
이동 모터

• 전용 임팩을 MSM(또
는 BDSM)에 장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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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양고리 체결 및 모듈 인양
/결합 작업 가능 (아래그림
참조)
• 결합작업에 필요한 가이드를
커터 쪽(안쪽)에도 설치

• 작업 가능하나 견인고리 설

치 미비로 이동 작업은 수행

하지 않음(아래그림 참조)
• 전용 임팩에 대한 개선이 요
구됨

Base와 체결된 볼트를
푼다.
•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용공구를 장착하여 모
듈의 Lifter에 연결한
후 분해 이송한다.

• BDSM에 전용 임팩을

9

전동커터
케이스

장착하여 케이스 힌지
부근에 체결된 볼트를
푼다.
• 케이스에 설치된 인양
고리에 크레인을 걸어
들어올린 후 이송한다.

×

• 해당 모듈 미비로 평가 불가

• 후면부 인양고리 체결가능
(BDSM, 아래그림 참조)
• 완전 인양 및 반출 작업은

10

베이스
프레임

• 전용 임팩을 MSM(또
는 BDSM)에 장착하여
Base와 체결된 볼트를
푼다.

평가 불가
• 베이스 프레임 전용 인양도

구 제작이 필요함
△

• 천정크레인에 이동 전

용공구를 장착하여 모
듈의 Lifter에 연결한
후 분해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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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정간 상호 연계 원격 운전성 시험 및 평가
원격 취급성 검증목업”에서 전해환원 공정 및 염폐기물 재생공정의 산화침
전장치를 대상으로 원격 운전성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전해환원장치와
캐소드프로세서(CP) 원형을 1차년도에 원격 운전/유지보수에 대한 원격 접근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차년도 (2011년)에 공정개발팀
에서 개선된 장치를 제작하여 원격 운전성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원격 검
증목업에서의 원격 운전성 시험은 2개의 작업창에 장치를 배치한 상태에서 원격
운전에 대한 상호 연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전해환원장치와 회전장치 및 CP장
치와 회전장치의 조합으로 배치하여 평가를 수행함. 운전성 세부절차는 전해환원
장치에서 8개 중의 7개와 CP장치에서 8개 중7개를 시험 및 평가를 완료하였다.
운전작업의 지점이 약 2m 이상으로 인해 실제 작업시에 천정이동장치 및
BDSM에 설치된 카메라로 시야확보를 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송물

의 안착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일부 작업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보조적인 위치
확인 방법(marking 등)을 통해 원할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1) 전해환원 공정
(가) 전해환원 공정 준비

그림 4-2-59. 전해환원장치 플랜지

그림 4-2-60. 취급기구를 전해환원장치

취급기구 크레인 후크에 연결

플랜지에 연결

그림 4-2-61. 전해환원장치 플랜지 거치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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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2. 반응기 취급기구 크레인에 연결 그림 4-2-63. 반응기 전해환원장치에 장착

그림 4-2-64. 거치대의 전해환원장치 플랜지 전해환원장치에 설치

그림 4-2-65. cathode 전극봉에

그림 4-2-66. cathode에 전극봉 연결

취급기구 연결

그림 4-2-67. 전해환원장치에 cathode 그림 4-2-68. cathode 위치 고정 핀
설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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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9. 전해환원장치의 양극 블라인드 플랜지 저장랙으로 이동

그림 4-2-70. 저장랙의 양극 전해환원장치에 설치

그림 4-2-71. 저장랙의 열전대 전해환원장치에 설치
(나) 전해환원 공정 종료

그림 4-2-72. cathode 바스켓

그림 4-2-73. cathode 바스켓과 전극봉

전해환원장치로부터 반출

분리, 저장랙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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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4. 전극봉 저장랙에 저장

그림 4-2-75. cathode 바스켓 회전장치에
설치

그림 4-2-76. 회전장치 180° 회전

그림 4-2-77. 플랜지 취급기구 크레인
후크에 연결

그림 4-2-78. 취급기구 CP 장치 플랜지 그림 4-2-79. CP 장치 플랜지 거치대
연결

안착

그림 4-2-80. 염 회수용기에 취급기구

그림 4-2-81. 염 회수용기에 cathode

연결

바스켓 고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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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2. 염 회수용기+cathode

그림 4-2-83. CP 장치 플랜지 설치

바스켓 CP 장치에 설치
(라) cathode 내의 우라늄금속과 염을 CP 반응용기로 낙하
(마) CP 장치 플랜지 거치대로 이동

그림 4-2-84. 염 회수용기+cathode

그림 4-2-85. 염회수용기와 cathode

바스켓 회전장치에 설치

바스켓 연결고리 분리

그림 4-2-86. 염 회수용기 CP 장치에 설치

그림 4-2-87. CP 장치 플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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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염 증류 공정 종료

그림 4-2-88. 염 회수용기 뚜껑 설치

그림 4-2-89. 회전장치 180° 회전

그림 4-2-90. 밸브 open

그림 4-2-91. 회전장치 180° 역회전

그림 4-2-92. 염 회수용기 용기거치대 안착

그림 4-2-93. 우라늄 회수용기 취급기구

그림 4-2-94. 우라늄 회수용기

크레인 후크에 연결

회전장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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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5. 우라늄 회수용기 뚜껑 설치

그림 4-2-96. 회전장치 180° 회전

그림 4-2-97. 밸브 open

그림 4-2-98. 우라늄 회수용기 180°
역회전

그림 4-2-99. 우라늄 회수용기 CP

그림 4-2-100. 염 회수용기 CP 장치에

장치에 설치

설치

그림 4-2-101. CP 장치 플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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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파이로 공정 연계 원격자동화 기반기술 개발
파이로 공정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을 일괄 자동화할 경우, 현재의 원
격조작기 기반 수동 공정에 비하여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향후 파이로공정 관련 경제성의 관건이 되는 공학규모 및 상용규모 파이
로시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이로 공정을 고려한 원격자동화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단위공정 원격/자동 취급성 분석

가. 공정장치 운전/유지보수 원격 자동화 범위 분석
전해정련장치 운전/유지보수 절차에 근거한 모든 운전/유지보수 작업을 도
출하였으며, 전해정련장치의 주요 원격 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양극 카트리지 어셈블리를 크레인 및 MSM을 이용하여 전해정련장치의 테

이블 위로 이동 후 자리 잡기
- 전해정련 장치의 플랜지를 반자동으로 상승시킴
- 양극 카트리지 4개를 반수동화 장치를 이용하여 하나씩 전해정련 장치의 양

극 어셈블리에 삽입함. 각 카트리지 삽입 후 양극 어셈블리를 반자동으로
90 회전시킴
- 양극 카트리지 삽입이 끝난 후 전해정련 장치의 플랜지를 반자동으로 하강
- 열전대, 기준전극, busbar 등 연결(삽입) 또는 제거
- 전해정련 공정 후 공정생성물 회수

전해정련장치의 주요 원격 유지보수 대상은 양극 어셈블리 회전 모터 교환,
Scrapper 회전 모터 교환 및 음극 어셈블리 교환 등이 있다. 자동화 대상 선정을

위한 4 가지 평가항목으로 작업의 빈도, 난이도, 안전성, 시간 등을 설정하였다.
전해정련장치 모형을 이용하여 원격취급성 검증 목업에서 공정장치의 원격 작업
을 모의 수행(그림 4-3-1)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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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전해정련 모형을 이용한 원격 취급성 시험 과정
표 4-3-1. 전해정련공정 평가 결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동 원격작업 시 작업의 빈도가 높거나, 난이도가 높거
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자동화 대
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들은 향후 자동화되었을 경우 생산성 향상 측
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운전 대상 중 자동화 대상은 양극 카트
리지 바스켓 이송 후 자리 잡기(난이도), 양극 카트리지 전해정련 장치에 삽입(빈
도, 난이도), 플랜지 상승, 하강 및 클램핑(안전성) 등이 있으며, 원격유지보수 대
상 중 자동화 대상은 음극 어셈블리 교환(난이도, 위험)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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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별 적용기술(내방사선 부품, 센서, 공정제어 등) 분석 및 분류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치는 주요 부품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계수명의 예측과 함께 취약부품에 대한 내방사선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Spindle 및 load cell은 1 x 106 R/hr에서, DC 모터는 1 x 107 R/hr에서, 전
도 센서(conductivity sensor)는 2 x 108 R/hr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부품의 방사선 영향을 분석한 미국 DOE (Department of Energy)와 일본
JNC (J메무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도출) 파이

로공정 장치들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을 분석한 결과, 모터(motor), 카메라(camera),
케이블(cable), 센서(sensor), 오일 및 그리스(oil & greese) 등이 주요 적용부품으로
분류되었다. 방사선 관련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분류한 부품들에 대한 상용 내방
사선 성능 파악 및 관련 DB 구축을 수행하였다. (표. 4-3-2) 파이로 공정의 경우,
단위 공정 간에는 주로 고중량의 방사성 물질 및 용기가 이동하는데, 이러한 과
정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이송용기 핸들링이 요구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을 이송
하거나 옮겨 담는 과정에서 다관절로봇이나 다자유도 컨베이어장치와 같은 이송
장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로봇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
센서, 링크부를 모듈화 하여 소모품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 4-3-2. 상용 내방사선 부품
제품

제작업체

Motor -Resolver -Camera Cable --

Reliance Electric
Empire Magnetics
Northern Precision Lab.
Tamagawa
IST-Lees
AEA
ROS (Remote Ocean Systems)
Habia Cable
Leoni Cable

Total dose rate (Gy)
2 x 106
2 x 106

비고
RH Series

1 x 107
2 x 106
1 x 106
1 x 106
9.6 x105
1 x 106

HFI-150

Sensor

- AE Sensor : PAC
(Physical Acoustic Co.)
- Force/Torque Sensor :
ATI Technology Inc.

1 x 107

Oil &
Grease

- NYE Lubricants Inc.

1 x 107

Synrad 1250 Oil
NRRG-2 Grease

- Controller : HARRIS
- Static RAM : Honeywell

3 x 103
1 x 104

12MHz, 30 MIPS
HLX6256

기타

1 x 104

대형 화학공정 및 철강공정의 전산 통합 생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계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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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공정, 제어 단계, 최적화 단계, 그리고 스케줄링과 계획
단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파이로 공정의 경우, 각 단계들마다 고려해 주어
야 하는 요인이나 결정해 주어야 하는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전체적인 공
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정된 실시간 최적화 단계의 결정은 그 하위 단계
인 제어단계에서 미리 설정해 둔 조업 안정성이나 공정 물질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별도 수행이 가능하다. 파이로 프로세싱의 실시간 최적화 단계에서는,
안정성 및 공정간 효율성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된 모델을 수립하고, 상위 단계인
스케줄링 및 계획 단계에서 결정된 제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현재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업을 위해서 제어변수들을 결정하여
하위단계인 제어단계로 전달할 수 있는 계층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4-3-2)

그림 4-3-2. 파이로프로세싱 전산통합자동화를 위한 공정요소 모델링
실시간 최적화 기술은 최적화된 결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열린 루프
(open-loop)와 닫힌 루프(closed-loop)로 구분되며, 파이로공정의 경우, 외부조작자

에게 결과의 적용을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을 열린 루프, 조업자의 간섭 없이 설정
치의 변화를 적용하여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방법을 특히 닫힌 루프 실시간 최적
화(Closed Loop Real-Time Optimization, CLRTO)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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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최적화가 off-line 최적화와 구분되는 것은, off-line 최적화는 전문가

가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작업을 통하여 입력하거
나 사람들 간에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비교적 긴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상
황을 최적화하는 반면 On-Line 최적화는 분(minutes) 단위에서 일(days) 단위
의 짧은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결과가 적용되어 주로
실시간 단위 안에 대상 공정을 최적화 할 수 있다. 파이로공정에 맞는 시스
템 자동화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재련 간의 물질이송 공정을 On-line 자동화 ⟶ 전

체 사이클 완료 후, 다음 사이클 진입이전에 Off-line으로 개입 ⟶ 각 단위
공정간 물질주입 및 가공정도를 재조정하거나 전체 공정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시스템 개입
일반적인 제어 루프의 실행주기가 1초 정도라고 하면 계산 시간이 0.001초 정
도가 되고 다변수 제어가 1분의 실행 주기를 가질 때 계산 시간이 1초 내지 10
초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실시간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최적화 효과는 조
업 환경 변화에 따라 최적 운전 조건이 얼마나 바뀌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정 제어를 통해서도 공정 산출물을 가능하면 실제 최적점 (True
Optimum)에 가깝도록 시도할 수는 있으나 변화가 많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즉 최적 운전조건과 공정제어를 통한 현재 운전 상황과의 차이는 공정 및
작업 상태나, 각 장치들의 상태, 제어기 설정 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
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조업자의 지식 결여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간 최적화 단계에서는 운전 중인 공정의
데이터와 설비의 상태 및 제한조건 등의 현 설비 운전에 관한 모든 정보와 이후
공정과의 연계적인 측면(ex. SFR 및 기타 후속 공정)에서 현재의 공정 생산물에
대한 단기적인 수요와 향후 공정 산출물의 규모에 대한 의사 결정 등과 같은 충
분한 사전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4-3-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시간 최적화는 공정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정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모델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경제성을 고려
하여 단시간에 최적 조업 조건을 결정하게 되며, 고급제어의 상위단계에서 다양
한 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공정이 실제 최적조업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제어
기들의 설정 값들(set points)을 면밀하게 검토 및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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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파이로공정 내 단위시스템의 운용제어 및 공정별 적용기술과의 연계 전략
실시간 최적화 기술이 적용된 타 산업현장의 예를 살펴보면, 일반 화학 공장
의 제어시스템체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로부터 선택된 데이터를 받
아들여 데이터 수집 및 공정이 정상 상태임을 판별하여 정상 상태가 아닐 경우
에는 몇 분간 기다리고, 정상 상태가 확인되면 총괄 오차 제거나 데이터 보정 등
과 같은 데이터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공정 파라미터 개선(parameter
update)및 모델개선(model update)을 통해 정확한 공정을 예측한 모델을 구성한

후, 최적화 계산을 수행하고, 최적화에 의해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산 후의 공정
이 정상 상태에 있지 않으면 다시 데이터 수집 단계로부터 실시간 최적화 루프
는 재시작 되며, 공정이 정상 상태에 있으면 결과 값을 제어에 적용하고 다시 몇
시간 정도 기다려 공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다시 실시간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실시간 최적화는 일련의 세부 단계를 순서대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
복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시간 최적화는 정상 상태의 판
별, 공정 데이터 검증, 공정 모델 및 공정 파라미터 개선, 공정 최적화와 결과 분
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성공적인 실시간 최적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이
러한 구성 요소 기술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구성, 관리되어야 한다. 파이로공정의
경우 각 단위공정별 최적화는 물론, 물질이송 등이 주요하게 일어나는 각 공정
간의 정교한 연계 및 자동화를 위해서는 각 단위 공정의 순수 작업시간만이 아
닌, 주변 자동화장비의 특성(ex. 단위거리 및 단위 시간당 이송량, 이송거리, 작업
가능 범위, 소모품교체주기 등)을 고려한 거시적 공정연계작업이 우선적으로 선
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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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생산물의 원격/자동 취급성 분석

가. 공정생산물 이송 원격 자동화 범위 분석

그림 4-3-4. 공정생산물의 이송경로, 대상, 용기, 거리, 중량
PRIDE 시설의 전해환원 및 전해정련 공정을 이송 원격 자동화 대상으로 하

고, 11 개 단위장치에서 발생하는 공정생산물의 10개 이송 경로(그림 4-3-4)를 대
상으로 공정생산물의 형태, 이송거리, 이송중량(용기포함), 이송안전성 등을 분석
(표 4-3-3)하여 자동화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림 4-3-5) 자동화 이송 대상 선정

절차는 그림 4-3-6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4-3-3. 공정생산물의 이송경로에 따른 이송대상, 거리, 중량, 안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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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자동화 이송 대상 분류
전체 공정장치 중에서 공정생산물의 형태가 고체이며, 이송중량이 일반적인
상용 컨베이어의 최대 허용하중(300 kg) 이하를 자동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LiCl정제장치→전해환원장치, 전해정련장치→염펠렛제조장치 간 이송을 제외한

모든 이송이 이에 해당한다. 수동 이송 시 사용후연료 용기 전복 사고 등으로 핫
셀 내부의 극심한 오염이 발생되어 안전성이 필히 요구되는 작업을 이송 자동화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cathode장치↔전해환원장치, cathode장치→CP, CP→전해
정련장치, 전해정련장치→염증류장치, 염증류장치→잉곳주조장치, 전해정련장치→
염펠렛제조장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동화 대상의 기준에는 적합하나 작업의
난이도상 MSM 또는 BDSM의 보조 원격작업이 필요한 경우를 반자동화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cathode장치↔전해환원장치) 또한 LTL (Large Transfer Lock)로부
터 반입되거나 LTL로 반출되는 비교적 이송거리가 길거나 중하중의 공정생산물
이송의 경우를 crane을 이용한 수동 이송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LiCl정제장치
→전해환원장치, UCl3제조→전해정련장치, 염증류장치→잉곳주조장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생산물의 형태가 액체인 경우는 pipe line을 통한 자동 이송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전해정련장치→염펠렛제조장치)

고체 & 이송중량
300kg이하

yes

no
안전성 필히 요구
되는 이송 작업

yes

MSM(BDSM)의 보
조가 필요한 경우

no
수동(crane)
이송 대상

yes

반자동화
이송 대상

no
yes

LTL 반입/출 or
중하중물 이송
no
액체

yes

no
자동화
이송 대상

그림 4-3-6. 자동화 이송 대상 선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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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line
이송 대상

나. 공정생산물 공정간 이송 방안 분석
일반적인 파이로공정 자동화 방안을 구축함에 있어서 이송 자동화장비의
유지보수 용이성 및 작업물질의 외부반출 자유도 향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사용가능한 원격취급 관련 자동화요소를 컨베이어, 크레인, 위치결정장비
로 분류하고 30여 가지 요소를 조사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컨베이어 (18): chute, wheel, roller, bucket, chain, flat belt, magnetic belt,
troughed belt, vibrating, screw, pneumatic, vertical, reciprocating vertical,
cart-on-track, tow, trolley, power-and-free, monorail
- 크레인 (3): jib, bridge, gantry
- 위치결정장비 (11): lift/tilt/turn table, ball transfer table, parts feeder, air film
device, hoist, balancer, rigid-link manipulator, articulated jib crane manipulator,
vacuum manipulator, industrial robot, rotary index table

표 4-3-4. 이송 자동화 요소의 종류 및 특징
이미지 / 명칭

기능 / 특징

이미지 / 명칭

Unit + On-Floor + No
Accumulate

Unit/Bulk + On-Floor
+ Accumulate
Chute Conveyor

기능 / 특징

Vertical Conveyor

Unit + On-Floor +
Accumulate

Reciprocating Vertical
Conveyor

Wheel Conveyor
Vertical Conveyor

Unit + In-Floor +
Accumulate

Unit + On-Floor +
Accumulate
Cart-On-Track
Conveyor

Roller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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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In-Floor +
Accumulate

Bulk + On-Floor

Bucket Conveyor

Tow Conveyor

Unit + Overhead + No
Accumulate

Unit + In-/On-Floor +
No Accumulate
Trolley Conveyor

Chain Conveyor

Unit +
Overhead/On-Floor +
Accumulate

Unit + On-Floor + No
Accumulate
Power-and-Free
Conveyor

Flat Belt Conveyor

Bulk + On-Floor

Unit + Overhead +
Accumulate

Magnetic Belt
Conveyor

Monorail

Bulk/Unit + Overhead

Bulk + On-Floor
Troughed Belt
Conveyor

Pneumatic
Conveyor

Jib Crane

A hoist is attached to
the arm for lifting
Arm mounted on the
wall or attached to a
floor mounted support
Arm can rotate 360°
The hoist can move
along the arm

Bridge Crane

-Top riding versions of
the crane
- Transfer loads and
interface with other
MHS (e.g., monorail
systems)

Bulk + On-Floor
Vibrating Conveyor

Bulk + On-Floor
Screw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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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when positioning
involves the lifting,
tilting, or turning of a
load

Similar to a bridge
crane except that it is
floor supported at one
or both ends

Lift/Tilt/Turn Table

Ball Transfer Table

Gantry Crane
Used in conveyor
systems to permit
manual transfer to and
from machines and
conveyors and between
different sections of
conveyors

Used for feeding and
orienting small identical
parts, particularly in
automatic assembly
operations
Parts Feeder

Used for vertical
translation (i.e., lifting
and lowering) of loads
Hoist

Rigid-Link
Manipulator

Balancer
a rigid-link manipulator
is distinguished from
an industrial robot by
the use of an operator
for control as opposed
to automatic computer
control

Extends a jib crane's
reaching capability in
a work area through
the use of additional
links or "arms"
Articulated Jib
Crane Manipulator

Mechanism used to
support and control
loads so that an
operator need only
guide a balanced
("weightless") load, thus
providing precision
positioning
Can also be attached to
hoists and manipulators

Used in positioning to
provide variable
programmed motions of
loads
Industrial Robot

Rotary Index Table

Used for the
synchronous transfer of
small parts from station
to station in a single
workcenter

특정 이송 대상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 이송 대상 선정, 취급 공정생산물의 종류 및 취급 용기 확정
- 이송중량, 이송거리, 소요시간, 취급 자유도 분석
- 상관관계행렬(Relation matrix)을 이용하여 공정생산물 및 용기 이송을 위

한 자동화요소 조합안 도출
- 이송자동화 방안 개념 설계 및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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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점 보완

위의 절차에 따라 전해환원장치→CP장치 간 이송에 대한 자동화 방안을 분석
하여 자동화 개념을 도출하였다. 즉, 이송대상은 cathode basket ass'y 또는 cathode
basket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정생산물의 종류는 염에 고착된 환원 금속으로 간주

하였다.

취급용기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cathode basket의 단순 이송으로

설정하였다. 이송중량은 100 kg 내외로 cathode basket 용기 무게 포함하였고, 이
송거리는 전해환원 공정의 cathode 장치 중심으로부터 CP 장치 중심까지의 수직
거리를 고려하여 3.21 m로 하였다. 소요시간은 크레인의 주행속도를 10m/min로
가정하여 1 min 이내로 결정하였다. 취급자유도는 2 개의 회전자유도를 설정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이들을 통한 자동화요소는 상관관계행렬을 이용하여 자동화요
소 조합안 도출(그림 4-3-7)하고, 서보화된 천정이동장치, Gantry형 매니퓰레이터,
컨베이어 및 그리퍼의 조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4-3-8)

그림 4-3-7. 상관관계행렬을 이용한 자동화요소의 조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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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이로공정 이송(CP장치→정련장치) 자동화 방안

(b) 파이로공정 이송(전해환원장치→CP장치) 자동화 방안

그림 4-3-8. 파이로 공정장치 간 이송 자동화 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이송자동화를 모델링하고 배치 및 물류 분석/검증을 수행할 수 있
는 상용소프트웨어들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차기년도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자동
화 솔루션 방안 분석 및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SW는 다음과 같다.
- 물류분석 및 검증 SW: QUEST (Dassault Co.), Plant Simulation (Siemens
Co.)
- 공장 배치분석 및 검증 SW: factory CAD (Siemens), factory design suite
(AutoDesk Co.), smart plant (intergraph Co.)
- 로봇자동화 시뮬레이션 및 검증 SW: RobotCAD (Siemens Co.), RobotMaster
(Jabez technologies Co.), 3DCreate (visualcomponents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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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C 가상 검증: Virtual commissioning (Dassault Co.), Process Simulate
(Siemens Co.)

파이로공정 자동화 방안을 구축함에 있어 이송 자동화장비의 유지보수 용이
성 및 작업물질의 외부반출 자유도 향상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자
동화 공정을 구성함에 있어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산업자동화 설비의 자동
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자동화 개념 설계에 적용하였다. 그림
4-3-9는 이러한 자동화 요소들을 조합한 파이로 공정 자동화의 개념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4-3-9. 파이로공정의 자동화 개념도
3. 단위공정장치의 원격 자동/반자동화 개념 및 방안 도출

가. 공정장치 원격 자동/반자동화 대상 분석
공정장치에 대한 PRIDE 디지털목업 및 원격취급성 검증목업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각 장치별 고유 구동특성을 분석하여 자동 및 반자동화 구현 시에 필
요한 동작을 추출하여 Material Handl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아래의 표는 핵주기
공정 내 각 구성장치 별 단위공정 세부동작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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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위공정의 자동화 유사모듈 도출
표 4-3-5. 핵주기공정 구성장치별 단위공정 세부동작 분석표
공 장
정 치

장치이미지 /
취급 물질

전
해
환
원
n U3O8 (사용
장
전 치 후핵연료)
n LiCl +LiO2
해
400kg
환
원
공
정

공정간 주요 동작 및 자동화 필요 요소

플랜지분리/결합

용기 반출입

애노드 반출입

용기회전

CP

장
치 n

U
metal
(30kg)
+LiCl
(염2kg)
+용기(50kg)

전
해
정
련
공
정

전
해
정
련
장
치

n U-metal (고
환원측
체,
U-metal 용기
로 이송)
n
LiCl+KCl
rod형
(고체,
상, 2 5 c m 길이,
두께 10cm)
n UCl3 (고체
(펠릿),
UCl3

캐소드 반출입

플랜지 분리/결합

반응기에 전극
장입/반출

제조장치로부
터 반입)
반응물질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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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조뚜껑 열기/뚜껑보관

인접장치간 물질이송통로의 연결 및 분해

염
이
송
n LiCl + KCl
장
,
(
치 액체 정련장
치로부터 이송
됨)

염
증
류
장 n U+염 (고체,
치 80kg, 정련장
치로부터 이
송)

다수 용기의 연속회전 및
개별 수직/수평이동

모듈부 반출/입 및
분해/결합

용기 수직/수평이동

용기 수평이동

용기회전

반응기 내부에서의 용기
수직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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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반입 및 수평이동

전
해
제
련
장
치

Cd

증
류
장
치

n

LCC에서

생

성

한

Cd+TRU+U+R
E(소량) 11kg
을 사용 (용기
까지 15kg)
n LCC, RAR

용기수직이동

장치로부터 고
체상태로 이송
됨

- 501 -

수직이동 모듈 분리/결합, 퍼니스
분리/결합

염
폐
기
물
재
생
고
화
장
치

염
폐
기
물
재
생
고
화
장
치

장치 뚜껑 분리/결합

핵
종
결
정
화 n LiCl+Sr+Cs
고체염
장 n
(20kg)
형태로
치
용기에 담겨져
전해환원 장치
로부터 반입됨

고
체
염
분
리 n LiCl+Sr+Cs
고체염
장 n
(20kg) 형태로
치
용기에 담겨져
전해환원 장치
로부터 반입됨

전극 좌우이동/상하이동

히터 상하이동, 용기수평이동, 용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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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폐
기
물
재
생
고
화
장
치

산
화
침
전
n LiCl+Sr+Cs
장
n
고체염
치
(20kg) 형태로
용기에 담겨져
전해환원 장치
로부터 반입됨

장치 뚜껑 분리/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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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반출/입, 플랜지
수평/상하이동

용기회전장치 수평이동
고
체
염
분
리
장
치

염
폐
기
물
재
생
/ n 고체 12.5kg
고
층 처리 (전해제
화
분 련 장치로부터
장
리 반입)
치
장
치

히터하부 개폐

작업물질의 층분리를 위한 sawing machine의 덮개
개폐 및 물질 진입 / 절단 및 용기 수평이동

단위 공정의 경우,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①용기 반출/입 및 취
급, ②반응활성화/비활성화, ③직접물질 반출/입 및 취급, ④온도 및 압력조절 등
의 4개 카테고리 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물질 및 용기 이송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Material Handling & Monitoring 장비의 개념을 적
용할 수 있다. 즉, 용기의 취급 및 반출을 위해서는 Drum handler 및 Dumper와
인양장비를 적용하며, 반응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극을 취급하기 위한
인양장비 및 직접물질 반출/입 및 취급을 위해서 각 매질 특성에 맞는 Conveyor
를 적용할 수 있다. 아래그림 4-3-10은 이러한 접근법을 통하여 제시한 단위공정
장치별 자동화 유사모듈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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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0. 단위공정장치별 자동화관련 4대 유사모듈 도출
표 4-3-6. 4대 유사 모듈의 주요 구성요소 및 적용 공정
공정

세부공정

유사모듈 / 자체운전
Drum-box-container

Rotation & Dumping

용기 반출입 및 취급

Dumper

Lifting

Lifter, Hanger, Hoist

Shifting

Rail, Conveyor Belt
Flexible screw conveyor,

물질 반출입 및 취급

Bulk Material Handling

Ingot handling system,
Integrated bulk material
feed system

반응활성화/비활성화
온도/압력조절

-

자체운전
자체운전

특히, Bulk material handling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경우,
물질이송 및 처리 관련 자동화의 필수 요소이며, 이송 매질 및 이송 특성과 관련
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종류, 기능 및 성능 요소 등으로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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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컨베이어 시스템의 종류 및 기능
Conveyor Characteristics

Flexible Screw
Conveyors

Short Distance

○

Medium Distance

○

Long Distance
Low initial cost

○

Lowest energy consumption

○

Indirect conveyor routing
required
Flexibility of conveyor routing
required

○

Simplest installation

○

Multiple material sources
Multiple material destinations

○

Mobile units

○

Evacuation of material from
conveying system
No separation of blends

Dilute Phase
Positive-pressur
e pneumatic
conveyors

Dilute Phase
Vacuum
Pneumatic
Conveyors
○

○

○

○

○

○

○

○

○

○

○
○

○

○

○

Convey directly from barrel or
Gaylord

○

Materials the pack, cake or
smear

○

Heat-sensitive material

○

High temperature material

○

Ultra-high temperature
destination
Extreme material in-feed rate
fluctuation

○
○
○

Contamination-sensitive material

○

Hazardous mater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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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 공정물질 이송 원격 자동/반자동화 개념 및 방안 도출

가. 공정간 물질이송 원격 자동/반자동화 대상 분석
각 장치별로 사용되는 물질들의 물성치를 분석하여 각 매질의 특성에 맞는
취급 장비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액체, 기체, 고체 등
의 기본 물성치 외에도 용기를 통한 이송 및 물질자체의 직접 이송 가능여부를
분석함과 아울러, 용기의 차폐여부도 중요 사항으로 고려하였다.
표 4-3-8. 공정장치별 물질흐름 및 물질형태 분석
장치명

공정물질

전해환원장치

U3O8(사용후핵연료)
LiCl+LiO2, 400kg

CP장치

배기체 처리장치
고화장치
LiCl

염재생공정장치
공융염 재생장치
공융염 감압
증류장치

UCl3 제조장치

고체
기체
고체 (용기)
분말 (용기)
LiCl+Sr+Cs

혼합염(염+RE)

고체(8kg)

U
LiCl+KCl
Cd
Cl2

UCl3
U+염
U

고체
고체
고체
기체
관으로 이송
용기이송
고체
고체(rod형상, 길이: 25cm,
두께: 10cm)
고체(펠릿)
고체(80kg)
고체

LiCl+KCl+

액체

염(salt) 정련에서 발생한
300kg을 사용
염(salt) LCC에서 발생한
50kg을 사용
LCC에서 생성한
Cd+TRU+U+RE(소량) 11kg을
사용(용기까지 15kg)

고체

Cd

고체

pelletizing
U-metal

염증류장치
잉곳주조장치
염이송팔렛제조
장치
LCC장치
RAR장치

염증류장치
LCC Assembly
Rack

고체염(20kg)
고체, 12.5kg처리

물질 반출 공정

전해정련장치

물질형태
펠릿
분말
전해환원장치

LiCl+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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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고체

나. 공정물질 이송 자동화 모듈 개념 도출
Granule, Pellet 및 Ingot의 공정간 흐름을 분석하여 적절한 자동화 요소를 조

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단계 1차년도에 제안된 상관관계행렬을 활용한 자동화
요소 조합법이 적용되었다. PRIDE 공정 내에서 운용되는 물질들의 경우, Granule
및 pellet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형태를 가지는 공정의 경우에
는 산업자동화에서 널리 활용되는 conveyor 설비 중 bucket conveyor 및 screw
conveyor를 활용할 수 있다. Bulk conveyor의 경우, bulk material을 수직 및 경사

이송시킬 수 있다. bucket이 케이블, 체인 또는 벨트에 결합된 형태를 가지며, 각
각의 bucket은 자동적으로 컨베이어 이송 말단부에서 물질을 내려놓는 구조를 가
진다.

그림 4-3-11. Granule/Pallet 타입 물질 취급 프로세스 디자인 (상관관계행렬
기반)
Ingot 타입의 경우, 물질의 특성상 정형화된 형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물질이 생산되는 공정들 (하단 이미지에 붉은색으로 강조
된 공정)의 경우, 해당 장치로 부터의 ingot의 반출 및 파지, 이송장치로의 이송
등에 자동화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림 4-3-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형화된 ingot을 안정적으로 파지하기 위해
서 일반 산업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pick&place 이송모듈을 활용할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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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도시된 이송모듈의 경우, ingot의 형상에 맞게 그리퍼가 설계되어 있으며,
ingot의 자세 전환을 위한 회전자유도와 공간상의 자유로운 이송을 위한 x-y-z 방

향의 이동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ingot이 제작되는 용기로부터 ingot을 분
리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upset하는 동작인 pitch motion을 수행할 수 있는
dumping 장치도 요구된다. 최종적으로 중간과정에서 제작된 ingot을 타 공정장치

로 이송하거나 종류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conveyor를 활용할 수 있다.

⇩

그림 4-3-12. Ingot 타입 물질 취급 프로세스 디자인
(공정장치 원격자동화/반자동화 분석 내용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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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로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

작업자가 현재 자동화시스템이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용이해
야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는 시스템이 예정된 계획대로 동작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가관측성
(Observability)이 증가할수록 인간-로봇 협업의 질이 증가한다. 더욱 다양한 인

터페이스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정보 제공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
해서는 실험적인 테스트 및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어시스템 인터페이스
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전체보기, 작업, 세부화면) 여기에 추가하여 작업
자가 세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할 수 있다. (단, 그에 대한 확인
및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현재는,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화면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더욱 향상된 메뉴구성과 개
인 설정 기능을 통해 이러한 단점이 극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a) 내부 영상정보

(b) 시스템 전체

(c) 세부 공정시스템

모니터링

모니터링

그림 4-3-13. 파이로 공정 자동화를 위한 작업자용 시각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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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핵연료주기 원격취급 기술개발 연구의 최종 목표는 대과제에서 추진 중인
“핵주기 시스템공학 기술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Pyroprocess 실증을 위

한 원격 운전/유지보수 기술 및 취급 장비 확보”이다.

제 1 절 1단계 연구개발 목표달성 및 달성도
1. 1 단계 목표
1단계의 최종목표는 Pyroprocess 실증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

원

격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기술 및 Pyroproces를 분석하고 가시화하
는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로 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o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High-throughput 메커니즘 고안
o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제작

나.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o Pyroprocess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안 분석
o 고하중 취급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작

다.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설계 및 원형 개발
o Pyroprocess Mock-up 가상환경 구축 및 원격작업성 분석
o Pyroprocess 핵물질 흐름 분석 모델
2. 연구실적 및 달성도

핵연료주기 원격취급기술개발 연구에서는 위의 RFP 상의 연구내용을 수행하
여 PRIDE 목업에서 pyropocess 공정의 실증을 위한 원격 운전/유지보수 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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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RFP에 제시된 연구

의 목표 및 내용대로 1차년도(‘07년)에는 산화속도/회수율 향상을 위한 분말화 공
정핵심 메커니즘 고안하고, 2차년도(‘08년)에는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성
능 평가와 일체형 장치를 설계하고, 3차년도(‘09년)에는 장치의 안전성 및 원격유
지 • 보수성을 고려하고, 부품들의 모듈화 및 반자동화를 반영한 고효율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장치에 대한 구동시험(동작시험과 기
본특성시험), 승온 시험(500 ℃ 이상) 및 헐 분리 성능 시험(용량 50 ㎏HM/batch,
헐 길이 50 ㎜)등을 수행하여 100%의 헐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도 설계 및 제작하여 기초실험을 수행하여 문제점을 도
출 및 분석하고, 이를 개선/보완 후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성능평가 실험을 수
행하였다. 수행결과, 헐의 잔여분말 회수율은 96.25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당초 제시한 정
량적 목표도 충분히 달성하였다.
- Pyroprocess 원격 운전/유지보수용 양팔 서보조작기 및 이의 이송을 위한 천

정이동장치를 개발하였다. 서보조작기는 한 팔당 25 kgf을 하중을 연속적으로 처
리할 수 있고 케이블 동력전달시 유발되는 모션 간섭현상이 완전히 제거되는 특
징이 있으며, 천정이동장치는 동일 신장/신축 메커니즘을 고안/적용하여 정밀한
모션이 가능하다.
- Pyro 디지털 목업 환경에서 공정장치의 원격 접근성, 취급성, 운전성 및 유

지보수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시뮬레이터
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Haptic Rendering 기술 및 작업영역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
하여 핫셀에서 원격 조작기로 운전되는 공정장치들에 대해 최적 배치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다양한 운전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Pyro
공정핵물질 흐름분석 모델(PyroFlow v1.0)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국내 원자력 분야
에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세부연구내용의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각 세부연구 내용별 당초
제시한 정량적 목표도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히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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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1단계 목표 및 연구실적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1.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시제품 개발
▪ 잔여 분말 자동분리장치 시제품 개발
◦High-throughput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개발

산화속도 및 회
수율 향상을 위
high한
throughput 장치
메커니즘 고안

High-throughput

분말화 공정 핵
심장치 설계 및
제작

⋅ 연료봉에서 분
말 회수율 :
90%이상 (1차
회수)

기계적 탈피복 방식(slitting, ball mill, roller
straightening 등)과 화학적 탈피복 방식
(muffle furnace, rotary kiln 등)을 분석함
기계적 ball drop과 화학적 rotary kiln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핵심 메커니즘을 고안함
연료 산화 및 hull 회수 후, 진공을 유지시키
고(feedback system) 단계적으로 온도를 조절
(PID) 하면서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을 배출
하는 진공 메커니즘 도출
3차원 기계설계 도구인 SolidWorksⓇ와 설계
검증 도구인 COSMOSWorksⓇ를 이용하여
연료 산화 및 헐/분말회수 장치를 설계하고,
장치의 열적/구조적 안전성을 검증 한 후 설
계/제작함
사용후핵연료 펠릿과 유사한 체적 팽창비
(2.7)를 갖는 최적의 모의 연료 대상물질 및
배합비를 도출함(20 kgHM/ batch)
도출한 후보물질로 모의 펠릿 및 3cm/7cm
길이의 모의 연료봉을 제작하여 탈피복/분말
화 일체형 핵심장치의 연료산화 및 헐/분말
회수 성능을 평가함

탈피복 효
율 향상,
분말입도
크기 조절
기능
1 Torr,
1,200℃ 까

지

연료봉에서
분말회수율
: 90%이상
(1차 회수)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Hull의

잔여분
말 자동분리 메
커니즘 개발 및
성능평가

⋅ Hull에서 잔여
분말 회수율 :
95%이상 (2차
회수)

헐의 공급, 이송 및 잔여분말 분리 등을 분
석하여 각각 Conveyor 방식, Parts feeder 방
식, Air shower 방식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
를 적용하여 연속식 헐 잔류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을 고안함
고안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100
kgHM 용량의 헐 잔류분말 자동분리 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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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u l l 에서
잔여분말
회수율 :
9 5 % 이상
(2차 회수)

탈피복/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성능 평가 및
타피복/ 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
계

U3O8의 벌크 체적비를 구하고(2.7), 연료봉
길이(2~21cm)에 따른 체적비를 구함(2.0～
4.7). 이를 적용하여 반응기 체적 예측식을
도출하였으며, 연료무게와 연료봉 길이에 따
른 반응기크기와 장치크기를 도출함(장치크
기: 1400x1200(LxH)mm)

상기의 결과 및 인코넬의 승온 실험결과를
토대로 탈피복/분말화 산화반응 장치를 설계
하였으며, 세라믹, 니켈-크롬계열 등의 소재
를 조사/분석하여 내부식성과 형상유지 안전
성이 높은 APM(Advanced Powder Metallurgy)
을 고온/진공 가열로의 소재로 선정함(사용
온도 ~1400℃)

승온 온도:
1000℃/50

분소요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제작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장치 제
작

장치 안전성 및 원격유지ㆍ보수성을 고려하
고 모듈화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장치부품별
모듈 및 반자동화 특성을 분석하고 모듈 대
상 및 반자동화 대상(히터모듈)을 선정함
⋅ 탈피복/ 분말화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치 전체가 180도 회전
장치 처리용량 하는 회전 플레이트모듈 등, 모듈별 유지보
: 50 kgHM
수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탈피복/
/batch
분말화 일체형장치의 설계 및 제작을 완료함
탈피복/ 분말화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일체형장치 통 제작 및 통합시험
합 시험
- 산화반응모듈 제작 후 Blank test 완료함
- 모의 Rod-cut 탈피복/잔여분말 시제품 제
작 및 통합시험결과 Heating rate 14℃
/min에서 500℃까지 승온, 4시간 유지함.
또한 반응기의 3～5RPM 회전에서 헐 회
수율을 100% 달성함
2.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 천정이동 양팔 서보작기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전체 9개로
모듈화
처리 용량:
50 kgHM
/batch

시제품 생
산 및 통합
시험
헐 회수율
100% 달성

◦Pyroprocess 원격 취급용 양팔조작기 설계
Pyroprocess 공
정장치의 원격
운전/ 유지보수
방안 분석
⋅ 원격취급 모듈
화 및 표준화
설계요건의 적
합성

ACPF 가상환경을 이용한 원격장치 접근성

분석을 통해 금속전환장치의 개선설계 방안
을 제시하고유지보수공구(홀더장치) 개발
“Pyro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를 위
한 설계 Guideline"을 발간하여 공정장치 담
당자에게 설계 지침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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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공구 개발
표준화설계
지침서발간

고하중 취급 양
팔 서보조작기
3차원 설계 및
핵심부 제작/시
험
⋅ 양팔 서보조작
기 구동부 독
립성( 기구해석
결과의 타관절
영향: < 0.5
mm)

조작기 관절 회전시 타축 모션 간섭 현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보상 메커니즘 고안 및 최
적화 설계 프로그램 개발(모션 간섭량이 미
국특허인 ‘6.75 mm, MSM: 1.73 mm’에 비해
우수)
다물체 동력학 해석 모델 및 이의 결과를 반
영한 구동부 최적사양 도출을 통해 3차원 최
적 설계 수행
고안된 핵심 메커니즘의 제작 및 시험 평가
를 통해 구동부의 독립성을 검증함

모션 비간
섭 메커니
즘 고안
7 DOF, 25
kgf 연속

취급가능
모션간섭
<
량:
0.05 mm

◦Pyroprocess 원격 취급용 양팔조작기 제작

고하중 취급 양
팔 서보조작기
설계 개선 및
제작/시험
⋅ 조작기 구동부
메커니즘의 혁
신성 및 성능
요건 만족여부
(구동부 무게
불균형 0.4 kgf
이하)
양팔 서보조작
기 제어시스템
설계

⋅ 고감도 힘반영
알고리즘 개발
여부( 전산모사
등)

1차년도 연구 성과물의 홍보룰 통해 산업체
가 2년간 과제에 참여하여 설계된 조작기 시

스템 제작함
1차년도에 고안한 관절 구동부 모션 비간섭
구조를 케이블 비노출 구조 및 케이블 경로
최적화 메카니즘으로 개선함
3차원 설계 툴인 SolidWorksⓇ 및 구조해석
툴인 COSMOSWorksⓇ를 이용하여 조작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함
기구학적 무게균형 설계 프로그램 개발하여
조작기 최적화 설계를 수행함
PRIDE 시설의 공간구성 및 작업자 운전 편
의성을 고려하여 제어반 및 시각 시스템의
기본 설계를 수행
Matlab simulinkⓇ 및 ADAMSⓇ solver를 이
용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마찰,
관성, 중력 앞먹임 보상 방식의 실시간 고감
도 힘반영 제어 알고리즘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제어기에서 제거하
지 못했던 진동모드까지 제어가 가능한 우수
한 제어기임을 확인함

현금 • 현물
출자 ( 산업
체 참여)
핵심메커니
즘 고안
무게 불균
형량:
0.3kg이내

기본설계서
작성
힘 민감도:
0.2 kgf
 ∞ 기법 활
용 gain 설
:
계
controllabili
ty 확보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시제품 제작

양팔 서보조작
기 천정이동장
치 설계/제작

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의 천정이동장치
및 마스터 양팔 서보조작기의 벽면이동장치
를 설계 및 제작함 (z축 용량 950 kgf, y축
용량 1,500 kgf ,x축 용량 2,500 kgf)
서보조작기가 PRIDE 시설 전 영역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천정이동장치를 설계함
(z축 스트로크=2,000mm, 횡행=3,280mm,
주행=37,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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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및 3D

제작도면
생산 완료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통합 제어시스
템 제작

시뮬레이션 검증된 고감도 힘반영 제어기를
실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core module 및
객체지향형 원격 운전 프로그램 개발 완료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작업 영상을 원격 작
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동형
운전 display 시스템 제작 완료 원격시각 (2D

Real-time

제어루프
몰입형 전
시반

4EA, 3D 1EA)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시스템 제어를 위
한 주제어반, 제어회로, 조작패널, 기구부 배
선/결선도 등에 대한 상세설계 및 제작 완료

35축 제어

시스템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 천정이동장치 제작 완료 후 마스터-슬레이브 원격 인터
스템 시제품 운 양팔 서보조작기와의 기구적 및 전기적 인터 페이스 시
험
페이스 완료
전 시험
⋅ 조작기 힘반영 천정이동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실시간 힘
민감도: 1 kgf 시스템 시제품에 대한 통합제어 및 힘반영 반영 운전
( 취급하 중의 운전 시험을 수행함
시험
4%) 이하
3.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 분석기술 개발
▪PRIDE시설 분석/가사화 시뮬레이터 시제품(v3.0) 개발 및 활용
▪ 실측규모 PRIDE 디지털 목업 구축 및 활용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요소기술 개발
Pyroprocess 시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능과 결합한 공정장치
뮬레이터 설계
의 접근성/운전성/유지보수성을 실시간으로 디지털 목
분석하고, 배치분석을 통해 파이로 시설과 업과 시뮬
⋅ 파이로프로세 장치의 설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 레이션 기
서 분석/가시 발함
술을 접목
화 시뮬레이터 3D 모델링 자료를 활용한 파이로 디지털 목 한 아키텍
설계 요건의 업제작 기능, 외부 입력 장비를 활용한 공정 쳐 설계 완
적합성
장치실시간 조작 기능, 운전성 및 유지보수 료
성 분석 기능을 갖도록 설계함
파이로 시설 내 공정장치들의 최적 배치를 가상환경
분석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반 원격작업 분 상의 작업
석 프로그램(ver 1.0) 개발
자- 조작기
3D 그래픽과 햅틱 렌더링을 융합한 시뮬레
상호작용
이션 모듈 및 공학적 해석결과를 통합 환경 연계기술
에서 가시화 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함
정립
Pyroprocess 시
설 개념설정을 최적 시설 개념 설정을 위한 파이로 공정의 파이로 시
설/공정 설
분석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함
위한 분석
DES
기반 공정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전처리 계인자 최
⋅ 개념 설정을 위
공정
운전모델(총 10개 세부운전모델)을 개 적화 방법
한 구성 인자의
타당성 및 분석 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처리용량과 소요 개발
시간에 대한 결과 도출
결과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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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션 기반 구축
Py r o p r o ce s s 의

시뮬레이터 연
계기술 개발

⋅ 시뮬레이터 분
석/가시화 방
법론 및 공정
장치 배치/원
격 운전 분석
의 효용성

원격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할 공정장치의 3D
모델링 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수립함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공정장치들의 최적 배
치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함
파이로 공정장치 제작 전에 설계 단계부터
공정장치의 배치 및 원격 취급성을 3차원적
으로 검증함으로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예
산을 절감할 수 있는 원격 배치 분석 시뮬레
이션(ver 2.0) 프로그램을 개발함
설계/제작 및 운전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들을
파이로 시설 설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개발함

공정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공정운전 시나리
오 분석이 가능한 핵물질흐름분석 Framework(물질수지도 DB, 기준핵연료 집합체
DB, 8가지 단위공정 모델)을 개발
연료봉 길이(7cm), 공정시간(전해환원:6.35일,
1일), 장치개수(전해정련 2개, 그 외 1개), 배
치용량(50, 100 kgHM/batch) 등을 입력 자료
로 활용하여 예비분석을 수행하고, 병목현상
의 원인 및 정량적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함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개발
Pyroprocess 시 시설 및 원격 취급 장비들을 3차원으로 모델
뮬레이션결과의 링한 후, 시뮬레이터에 입력하여 PRIDE 시
가시화 기술 개 설의 가상환경 디지털 목업 구축을 완료 함
4개의 주요 공정장치(전해 환원, 전해 정련,
발
전해 제련, 염 폐기물) 3D 모델과 보조 장비
⋅ PRIDE 시설 의 3D 모델을 디지털 목업에 배치함
공정장치 설계 시뮬레이터에 구축된 디지털 목업에서 공정
활용성(모듈화, 장치의 3D 개념 설계 모델에 대한 원격 접
원격성 등)
근성 및 배치에 대한 예비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공정장치 설계 개선에
반영
3D 공정장치들의 원격 접근성 및 배치에 대
한 시험/평가 결과를 가시화함으로서 공정장
치의 설계 개선에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였음
Pyroprocess 핵 파이로 기준핵연료(PLUS7, 4.5wt%, U-235,
물질 흐름 분석 55,000MWD/MTU, 10년 냉각) 제원 및 정적
물질수지도를 핵물질흐름분석 모델의 DB에
⋅ 타당한 주요 반영
핵
물질 흐름분석
모듈 개발

Pyro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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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분석을
통한 파이
로 시설 및
공정장치
설계 검증
완료
설계재배치
결과를 실
증 시설 과
제에 반영
기반
핵물질흐름
분석 기틀
마련

DES

원격 시험
평가 및 시
뮬레이션을
위한 디지
털 목업 구
축
작업영역
및 배치
분석 결과
의 가시화
를 통한
시뮬레이
션 효율성
증대
버퍼용량>
배치용량
3배,
의
전해 정련

공정 설계 인
자 제시

확률론적 공정 운전상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장치의 고장율에 대한 모델을 추
가하였음
주요 단위공정의 운전모델을 통합한 동적 핵
물질흐름분석모델(PyroFlow v1.0)을 완성하였
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병목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설계변수 및 운전방
법을 공정 및 시설 담당자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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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 e d
mat erial 인
UCl3의 1

회 여유분
준비

제 2 절 2단계 연구개발 목표달성 및 달성도
1. 2 단계 목표
2단계 최종목표는 PRIDE 원격 취급시스템의 성능 평가,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성 평가 및 파이로 공정 연계 원격자동화 기반 기술 개발로 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PRIDE 원격 취급시스템 성능 평가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개량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설치, 시운전 및 원격 운전성 시험

평가
o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와 기계식 조작기의 원격협업성 시험평가

나.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성 평가
o 단위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 시험평가
o 연계공정의 원격 취급기구 설계 및 제작
o 연계공정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 시험평가

다. 파이로 공정 연계 원격자동화 기반기술 개발
o 단위공정 및 공정 생산물의 원격/자동 취급성 분석
o 단위공정장치의 원격 자동/반자동화 개념 및 방안 도출
o 공정물질 이송 원격 자동/반자동화 개념 및 방안 도출
2. 연구실적 및 달성도

표 5-1-2. 2단계 목표 및 연구실적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1. PRIDE 원격 취급 시스템 성능평가
▪ 개량형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시제품 개발,
▪PRIDE 공정장치 원격 취급성 검증목업에 설치 및 운용 중
▪PRIDE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시제품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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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알곤셀에 설치완료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성능시험 및 개량

천정이동장치
프로토타입 개
량

⋅ 텔리스코프
트롤리부
능개선

성

양팔 서보조작
기 프로토타입
개량

⋅ 서보조작기
충격내구성
개선

PRIDE 실증용

양팔 서보조작
기 제작

⋅ 양팔 취급 하
중 : 50 kgf
⋅ 주/종 자유도
: 14/14 dof

슬레이브 조작기 상하 이송용 텔리스코프 z
축 구동부를 이중화하여 유지보수 기간을 연
장함
트롤리 구조를 개선하여 횡방향의 사각지역
을 크게 감소시킴(작업 영역을 14% 이상 증
가)
케이블관리시스템의 마찰 최소화 설계 및 개
별 장력 조절기구 설치
시운전 분석을 통한 양팔 조작기 프로토타입
의 개량
-동력전달 방식 개선으로 내구성 확보
-일체형 설계로 내고장성 증대
-구동부 모션 비간섭 메커니즘을 강체 구조
로 개량하여 충격에 약한 와이어 내구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
조작기 구조 및 동역학 해석 모델을 개발하
고 구동부 토크, 동응력 변위 해석, 충돌해석
등을 수행하여 충분한 내충격성 확보 및 경
량화
개량형 서보조작기를 운전 시험을 통해 보완
(일체형 조작기/탈착장치 견인, 염증기 보호
커버 및 부트 등)하여 실증용을 제작함
실증용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각
각 말단장치(그리퍼/핸들)를 포함하여 14자유
도로 구성되며, 부하취급성을 평가한 결과 조
작기 팔 길이 1.6 m에서 양팔 50 kgf 이상의
연속취급 안전성을 확보함

작업 영역
을 14% 이
상 증가

ORNL(미
국) 대비
무게 13%

감소
양팔 취급
하중 :
> 50 kgf

주/종 자유
도 : 14/14
dof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설치 및 시운전

공정장치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에
설치
및 시운전
⋅ 목업설치 및
운전성 평가
⋅ 힘반영 민감
도 : < 0.8kgf)

개량형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를 파이로
공정장치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 설치하여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평가 및 검
증 작업에 활용함
개량형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당초 목표 성능을 초과 달성함
: 마스터 힘반영 민감도 < 0.5 kgf, 선속도 >

서보조작기 원
격 인터페이스
장치 설계 및
제작

천정이동장치와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기구
부 및 전기부가 동시에 원격 탈부착이 가능
하도록 인터페이스 장치 및 지지부 가변형
장탈착 장치를 개발함

1.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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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성검증
기반 확보
힘반영 민
감도 :
< 0.5 kgf
선속도 :
> 1.0 m/s

조작기 유
지보수 대
책 확보

⋅ 원격 탈부착
성공 : 100%
조작자 인터페
이스 원격 제
어 신뢰성 향
상

⋅ 강인 위치추

기계식 조작기만을 이용하여 가혹한 조건(바
닥면 수평 불균일 정도: 10 mm)에서도 슬레
이브 조작기를 100% 원격 탈부착 가능함을
확인함

탈부착 성
공 률 :
100%

작업자 지원 보조 제어장치(조작 콘솔, 시각
디스플레이, 팬던트 등)를 개발하여 작업자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
시간지연 제어기법을 도입하여 조작기의 부 시간지연제
하변동과 외란에도 강인한 위치추종 알고리 어기 개발
즘을 개발함

종 알고리즘
개발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원격운전성 시험평가
PRIDE 실증용 프로토타입 천정이동장치의 동해석 결과를
천정이동장치 토대로 거더, 트롤리 및 회전판에 대한 구조
제작
적 보강을 통해 실증용 천정이동장치의 안전
성을 크게 증대시킴(50%이상)
⋅ 단수 : 6단
주요부를 모듈화하여 유지보수성을 향상시켰
⋅ 스트로크 : 2 으며, 각각의 모듈에 대해 기계적/전기적 분
m
리 및 접속이 원격으로 가능하도록 적합한
⋅ 거더 가반하 인터페이스를 고안함
중 : > 3톤
염증기 유입 방지 부트를 제작하여 산화 방
⋅ 트롤리 가반 지 대책을 추가로 확보함
하중 : > 1톤
프로토타입에 비해 안전성, 유지보수성이 향
상된 PRIDE 실증용 천정이동장치를 제작하
였음(6단의 원형 튜브 형태로 2m의 스트로크
를 가지며, 거더 및 트롤리의 최대 가반 하중
은 각각 4톤, 1.3톤으로서 당초 목표를 충분
히 달성하였음)
PRIDE 실증용 DSP 기반 모션 제어시스템 4축 단위로 모듈
천정이동 양팔 화하여 기능확장성 및 유지보수 편의성을 확
서보조작기 통 보함
합 제어시스템 마스터-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 및 이의
제작 ( 제어축 : 이송장치에 사용되는 총 37축(마스터 14축,
34축)
슬레이브 14축, 마스터 이송장치 3축, 슬레이
브 이송장치 4축, 호이스트 2축)의 구동부를
제어하는 통합 제어시스템 하드웨어를 제작
함
카메라 시각정보를 작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통합 제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시
스템을 개발함
PRIDE 실증용 실증용 천정이동장치와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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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용 천
정이동장치
안전성 증
대 : 프로
토타입 대
비 50%이
상

거더 최대
가반 하중
: 4톤
트롤리 최
대 가반 하
중 : 1.3톤
통합개발환
경
구축
(총 37축)

운전- 디스
플레이 시
스템 구축
PRIDE

알

작기는 PRIDE 알곤셀 내부에 설치하고,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및 이의 이송장치는 알곤
셀 외부에 설치하여 통합 인터페이스를 수행
함
천정이동장치 및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에
대한 운전시험 결과 목표 설계 사양을 충분
히 달성함
천정이동장치의 출발 또는 정지 시 텔리스코
프 신축량에 따른 동특성 변화로 발생하는
잔류진동을 최소화하도록 실험을 통해 최적
이동계획을 수립함
무부하운전 뿐만 아니라 부하운전에서도 추
종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제어기를 설계하고
시험결과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제어 이득을
선정함
25 kgf의 최대 부하운전 시 정상상태 오차는
: 50 kgf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감속 이동 구간에서도
⋅ 응답 시간 지 일반적인 PD제어기 대비 약 25% 이하의 추
연 : < 1 msec 종오차 발생함
실험적 방법 및 이론적 추정 시험을 통해 구
동부 무게 불균형 및 마찰 보상 제어를 수행
하여 힘반영 민감도를 최소화함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와 기계식 조작기의 원격 협업성 시
험평가
협조 작업영역 1단계에서 개발한 3차원 그래픽 기반 시뮬레
분석
이터의 디지털 목업에 전해환원공정의 장치
를 배치함
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지점에 대한 접근
가능영역 분석 및 도출하고,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와 기계식 조작기의 공동 협업 작
업영역을 선정함
작업 기반 상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 설치된 공정장치를
호 원격 협업 동일 조건에서 디지털 목업에서 분석한 공동
성 시험 및 평 작업구역과 비교하면서 기계식 조작기와 천
가
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상호 원격 협업성
을 시험 및 평가함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
스템 통합 설
치
PRIDE 실증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
운전 및 시험
평가
⋅ 천정이동장치
취급하중 : 1
톤
⋅ 양팔 서보조
작기 취급하
중

곤셀 설치

천정이동장
치 취급하
중 : 보조
호이스트
500kgf, 원
격취급공
구 500kgf
양팔 취급
하 중 :
50kgf 이상
5차 다항식

형태 경로
계획 수립
제어 주기
시간지연 :
< 0.1msec

협업 작업
영역 선정

협업 가능
성 검증완
료

2.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성 평가
▪ 공정장치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 구축 및 운용 중
▪ 파이로 공정장치(전해환원/정련/제련/염페기물) 3D 설계모델의
원격성 평가 완료 : 총 14종
▪ 파이로 공정장치(전해환원/염페기물) 제작품의 원격성 평가 완료 : 총 5종
▪ 텔리스코프형 범용 원격 취급기구 시제품 개발 및 활용 중
◦단위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성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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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장치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 구축

⋅
⋅
⋅

4.9m×4.8mx
6.0m(LxWxH)
크레인 2 . 0
ton, 후크높이
5.5m
시각창 :
1m x 0.8m
(LxW)

제작된 공학규모 파이로 공정장치를 PRIDE
알곤셀에 설치하기 전에 미리 공정장치의 원
격 취급성을 사전에 시험, 평가 및 검증할 수
있는 공정장치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을 구축함
-PRIDE 시설의 실측 규모로 구축함[길이만
1/8로 축소(PRIDE 시설의 길이 : 40m), 목
업 제원 : 5.0m×4.8m×6.0m (L×W×H), 크레
인 후크 설치 높이 : 5.5m, 공기 분위기,
가변형 시각창 (1식) : 1.0m×0.8m (L×H),
모니터링 창 (1식) : 3.4m×0.8m (L×H)]
-PRIDE 시설에 사용될 동일 원격 취급 시스
템 설치 : 기계식 원격 조작기 (2식), 천정이
동 양팔 서보조작기 (1식), 크레인 (2 톤)
구축된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의 독창적인 기
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기계식 조작기와 일체로 이동하는 시각창
을 설치하여 원격 취급성 분석시 직관적인
평가 결과를 얻기가 용이하며 조작성과 관
련하여 육안을 통한 정밀분석이 가능해짐
-전면벽에 설치되는 기계식 조작기와 서보
식 조작기가 교차 이동함으로써 상호간의
협조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며,
목업 후면부를 셔터 방식으로 구성하여 원
격 취급성 평가를 위한 공정장치의 반입이
용이함
-목업 벽면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조립식
으로 구성하여, 향후 PRIDE 부속장치인
gravity tube, feed-through, lamp 등의 사전
시험이 가능함

시
설에 사용
될
동일
원격 취급
시스템 설
치

PRIDE

3D 공정장치의

시뮬레이터 기
반 원격 운전
성 분석

공정장치 원형
원격
운전성
시험 및 평가

1단계에서 개발한 3차원 그래픽 기반 시뮬레

이터를 가상의 원격 취급장비를 안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여, 설계된
공정장치 3D 모델의 원격 접근성 분석을 수
행하였음
공정장치 3D 모델의 원격취급 작업에 관한
원격 취급장비의 접근성 분석에 체계적인 원
격접근성 평가 방법론을 제안함
원격 취급성 검증목업에 전해환원장치 원형
과 캐소드프로세서(CP) 원형, 전해정련장치
모형과 양극 카트리지 반자동화 교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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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장치
3 D 모델에
대한 원격
성 평가 방
법론 제시

제작된 공
정장치 원
형의운전

모형을 설치함
원격 취급장비(기계식 조작기,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및 크레인)를 이용하여 작업자
시야, 간섭 및 원격 접근성의 관점에서 원격
운전성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함

대상 부품
원격접근성
평가

◦단위 공정장치의 원격 유지보수성 시험평가

시뮬레이터 기
반 3D 공정장
치의 원격 유
지보수성 분석
공정/조작기 지
원 범용 취급
기구 설계 및
제작
공정장치 원형
원격 유지보수
성 시험 및 평
가

시뮬레이터 기반 평가방법론을 사용하여 전
해환원장치 3D 모델의 유지보수 작업 지점(6
개 지점)에 대하여 장치위치를 변경하면서
원격 접근성 평가를 수행함
양팔 서보조작기의 한팔을 대치하여 협소공
간 작업 및 협조 작업이 가능한 원격 취급기
구를 개발함(스트로크 1.7 m, 취급하중 100
kgf, 원격 탈부착)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전해정련장치 모형의 원격작업 대상을 도출
하고, 원격취급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지점에
대한 시야확보 및 원격 유지보수 작업지점의
접근성을 검증함
◦연계공정의 원격 취급기구 설계 및 제작
운전용
원격 원격 취급공구는 원격 탈부착대(조작기 및
취급공구 설계 취급공구 겸용)를 활용하여 MSM을 활용하여
및 제작
탈부착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작업대상에 적
합한 취급공구로 교체
단위 공정 및 연계공정의 운전용 취급기구로
써 텔리스코프형 범용 원격취급기구 하부에
특수 그리퍼 공구를 장착하여 고하중 물체를
안전하게 취급 가능함
유지보수용 원 유지보수 작업에서 가장 빈번한 볼트의 체결
격
취급공구 및 분해 작업을 위해 전기 서보방식과 에어
방식을 적용하였음
설계 및 제작
-전기 서보방식은 반력 토크가 적은 임팩트
체결형이 공정장치 유지보수에 적합함
-에어방식은 상용의 토크 제어형 오일 펄스
렌치를 후크에 걸어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함
◦연계공정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 시험평가

공정장치
간
연계성 분석

3차원 그래픽 기반 시뮬
레이터를 활용하여, PRIDE 디지털 목업에 각
단위 공정(전해환원, 전해 정련, 전해 제련,
염폐기물)장치의 3D 설계 모델을 import하여

1단계에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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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장치의
최적 배치
조정
신축형 텔
리스코픽
취급기구
개발
공정장치
유지보수
대상 부품
원격 접근
성 평가

그리퍼 최
대 취급 가
능용량 :
100 kgf

공정장치
3D 모델
( 1 4 종) 을
배 치 한
P R I D E

가상환경 파이로 일관공정을 구축하였음
공정의 흐름에 따라 장치를 배치하고 원격
디지털 목
취급장치를 이용하여 공정간 및 장치간의 원
업 구축
격 작업성을 평가하여 세부 장치들 간의 최
적배치를 선정하였음
공정간
상호 PRIDE 디지털 목업에서 가상 원격 취급장치
연계 원격 운 (가상 MSM, 가상 BDSM, 가상 크레인 등)을
전/ 유지보수성 이용하여 원격 운전성과 유지보수성 측면에
서 각 3D 공정의 원격성을 시험평가 함
시험 및 평가
공정장치
구축된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서 실제 원
제작품 ( 5
격 취급장치(MSM, BDSM, 크레인 등)을 이
종) 원격
용하여 원격 운전성과 유지보수성 측면에서
운전/ 유지
공정장치 제작품의 원격성을 시험평가 함
보수성 시
시험평가 결과는 각 공정 설계자에게 전달되
험
어 공정장치의 완성도를 향상시킴
3. 파이로 공정 연계 원격자동화 기반기술 개발
▪ 내방선 DB(부품, 센서, 공정 제어 등) 구축 완료
▪ 상관관계행렬을 이용한 자동화요소 조합안 도출 방법론 개발
◦단위공정 원격/자동 취급성 분석
공정장치 운전/
유지보수 원격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에서 전해정련장치 목형 원격운전/
자동화
범위 을 이용하여 원격작업을 모의 수행하고, 원격 유 지 보 수
분석
운전 및 유지보수성을 평가하여 고빈도, 고난 자동화 대
⋅ 단위공정 운 이도, 위험 작업 및 소요시간이 많은 작업을 상 도출
전 / 유지보수 자동화 대상으로 선정함 (원격운전 세부공정 (4 모듈)
자동화 대상 2건, 원격유지보수 세부항목 2건)
분류
공정별 적용기
술(내방사선 부 방사선 관련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분류한
품, 센서, 공정 부품들에 대한 내방사선 성능 파악 및 관련 내방사선
제어 등) 분석 DB를 구축하였음
부품 성능
및 분류
파악 및
외부 작업자 및 내부 시스템 간의 협업모델
⋅ 상용 내방사 디자인을 위한 DOA(Degree of Automation) 관련 DB
선 부품 및 방식을 적용하여 파이로시설의 자동화 레벨
구축
공정 제어방 을 제안하였음
안 도출
◦공정생산물의 원격/자동 취급성 분석

공정생산물 이
송 원격 자동
화 범위 분석
⋅ 공정생산물
이송 자동화
대상 분류

파이로 일관공정(4개 공정, 14개 단위공정장
치)을 대상으로 공정생산물의 형태, 이송거
리, 이송중량(용기포함), 이송안전성 등을 분
석하여 자동화 대상을 선정하였음
공정생산물 이송경로(10여 가지 경우)를 분석
함으로서 파이로 공정의 물질 흐름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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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 공
정의 물질
흐름과 관
련한 자동
화 종합 모
델을 제시

종합 모델을 제시하였음
공정생산물 공
정간 이송 방
안 분석
⋅ 공정생산물
이송 자동화
개념 도출

상관관계행렬(Relation matrix)을 이용하여 자
동화요소(총 33가지)의 조합안 도출 절차를
확립함
파이로공정 자동화의 요구에 맞는 상용 자동
화 모듈 조합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총 3 3 종의
산업자동
화 이송모
듈 조합안
제시

◦단위공정장치의 원격 자동/반자동화 개념 및 방안 도출

공정장치 원격
자동/ 반자동화
대상 분석
⋅ 장치별 주요
동작추출 및
일반화
단위공정의 자
동화 유사모듈
도출
⋅ 자동화를 위한
4대 요소 설계
및 이를 기반
으로 한 장치
별 유사모듈
도출

공정장치에 대한 디지털 목업 및 검증 목업
에서의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각 장치별 고
유 구동특성을 분석하여 자동 및 반자동화
구현시에 필요한 동작을 추출하여 Material
Handling 기법을 적용함

총 9개 공
정장치에
대한 분석
및 일반화
완료

단위 공정의 경우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용기 반출/입 및 취급, 반응활성화/
비활성화, 직접물질 반출/입 및 취급, 온도 및
압력조절 등의 4개 카테고리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모델 제시하였음
위의 분류체계를 통하여 모든 공정장치에 대
한 유사모듈 도출이 가능해짐으로서 연구목
표를 충분히 달성함

산업자동화
이송모듈
및 공정장
치 모듈간
유사관계
정립

◦공정물질 이송 원격 자동/반자동화 개념 및 방안 도출

공정간 물질이
송 원격 자동/
반자동화 대상
분석
⋅ 장치간 이송
물질 DB구축
및 분석

액체, 기체, 고체 등의 기본 물성치 외에도
용기를 통한 이송 및 물질자체의 직접 이송
가능여부를 분석
각 장치별로 사용되는 물질들의 물성치를 분
석하여 각 매질의 특성에 맞는 취급 장비 선
정이 가능해짐으로서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
성함

공정물질 이송
자동화
모듈
개념 도출
⋅ 장치간 이송물
질 정보를 기
반으로 실제
자동화 요소를
도입하여 모듈
화

공정간 물질흐름을 분석하여 적절한 자동화
요소를 조합함으로서 대표적인 공정장치들의
물질 취급 프로세스 디자인 기법을 제안함
Granule, Pellet 및 Ingot의 자동화 모듈 개념
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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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개 장
치에 대한
분석 DB
확보

자동화 요
소 조합 방
법론 도출

제 3 절 관련분야 기여도
1단계와 2단계 연구 개발을 통하여 달성한 주요 기술의 국내외 원격기술 분

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천정이동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스템은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 산
업의 원격기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원격작업을 고
려하여 개발된 매니퓰레이터 설계기술, 유지보수를 고려한 모듈화 및 이중
화 설계 기술, 원격 제어기술 등은 해외의 유명 상용시스템과 비교하여 상
당부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외
국제품인 EMSM-2B(Telerob사, 독일)의 도입 비용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개발된 시스템은 20억원 정도로 독창적인 기술대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서 기술수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공정
장치 원격취급성 검증 목업과 파이로 일관 공정 시험시설(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에 설치되었으며, 공정

장치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파이로 기술구
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가상현실기술을 도입하여 파이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뮬레이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다. 시뮬레이터는 가상환경에서 PRIDE의 기학적 구조 분
석, 파이로 공정장치 3D 모델의 접근성, 셀 내 배치, 원격 운전성과 유지
보수성 등을 분석하여 가시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시뮬레이터의 구현에
필요한 haptic rendering 기술 및 작업영역 해석 알고리즘 등의 핵심 기술
들을 자체 개발하여 파이로 공정장치들의 단위 또는 일관 공정의 원격 운
전 및 유지보수 작업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공정장치 설계 단계부터 오
류를 최소화하고 장치의 완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다양한 운
전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파이로 공정핵물질 흐름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국내 원자력 분야에 적용하였다. 본 모델은 공정설계, 안전조치,
운전계획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그와 동시에 파이로 기술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외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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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탈피복/건식 분말화 일체형 장치는 기존의 소규모 장치와는 달리

대용량인 50 kgHM/batch의 사용후핵연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헐
(hull)과 분말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국내 고유의 기술로 개발된

장치이다. 또한 분리된 헐에 남아 있는 분말을 자동으로 분리하여 회수하
는 장치는 분말 회수율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고방사성 폐기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파이로 단위공정 및 일관공정을 원격으로 자동화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

발하였다. 현재 원격조작기를 사용하여 수동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장치의
원격 작업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반 개념설계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는
단순한 산업자동화 개념의 차용이 아닌, 내방사선 자동화 부품과 관련한
DB확보 및 개별공정장치간의 물질흐름 특성 분석, 공정장치들의 기계적

구성요소 및 동작특성 분석 등의 토대위에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산업
현장의 물질이송 장치들을 적절히 혼합하고 개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파이로 공정 및 기타
방사성 물질 취급공정의 자동화 및 무인화에 필요한 실질적 기술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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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주요 결과물들은 실제 파이로 기술 개발에 직접 사용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 될 것이다. 또한, 실용화가 가능한 핵심기술들은
산업체에 이전하여 상용화를 꾀할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물의 구체적인 현재 활
용 상황 및 향후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BDSM, Bridge transported Dual arm
Servo-Manipulator)은 독창적인 구조로 설계된 국내 고유 모델로, 핵심기술

을 산업체((주)무진기연)에 이전하였다. (주)무진기연은 천정이동 시스템
을 상용화 하여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 판매하였으며, 한
수원은 유리화 연구시설에 설치하여 활용중에 있다. 1단계(2007~2009)에
서 개발한 프로토타입을 개량한 BDSM은 당연구원의 원격 취급성 검증
목업에 설치되어 파이로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 사전 평
가에 활용 중에 있다. 실증용 BDSM은 PRIDE 알곤 셀에 설치를 완료하
였으며, 시설 운전과 동시에 파이로 일관공정 기술 개발에 직접 활용할
것이다. BDSM은 방사선 환경이 고려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향후 사용
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파이로 시설 또는 유사시설에 바로 활용될 수
있다. 핵연료주기 분야에서 BDSM의 개발을 통해 중기적으로는 원격취급
기술의 자립으로 인한 대외 기술 의존탈피, 원격취급 장비설계 제작 기
술 확보로 인한 국산화 및 수입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상용화와 함께 국가위상제고 및 국부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BDSM은 개조를 통하여 좁은 공간에서 원
격작업(원자로 보수, 원자력 노후시설 제염/해체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군사용 및 산업용(극한환경의 원격작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
다.
○ 파이로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PRIDE 디지털 목업 및 원격취급성 검증

목업
- 파이로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는 PRIDE와 파이로 공정장치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원격 접근성, 배치, 운전성, 유지보수성 등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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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원격 기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단으로, 어떠한 조건의 시
설 및 공정장치도 3차원 가상환경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가상의 원격 취
급장치를 설치하고 범용 입력장치와 연계하여 조작함으로써, 시설의 건
설 또는 부속장치의 제작 전에 대상물의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 이를 통
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류를 최소화하여 시설이나 장치의 완성도를 향
상시킬 수 있으며, 개발 기간 및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순환형 핵주기 시설, 원자력 시설
의 제염/해체 모사, 핵연료 제조시설 및 고방사성 핫셀 시설 및 관련 장
치의 설계는 물론 일반 산업용 시설 구축이나 장치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다.
-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구축된 실측규모 PRIDE 디지털 목업은 파이로 공

장치 3D 모델 설계치의 원격성 평가에 적용하여 공정장치의 설계 완성도
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원격취급성 검증목업은 파이로 공정
장치 제작품을 PRIDE 알곤셀에 설치하기 전에 미리 장치의 원격 취급성
을 평가하는 시설로서 파이로 공정장치의 제작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파이로 혁신 공정장치의 개발에 활용 할 것이다.
시뮬레이터의 전산 모사 및 가시화 기능은 원자력 시설의 원격작업을 가
상환경 하에서 실현하여 보여줌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기술인 파이
로프로세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계자의 설득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
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된 파이로프로세스 전 공정에 대한 핵물질 흐름
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은 최적의 공정설계 인자 및 운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 향후 공학규모 및 상용규모의 파이로프로세
스 시설 설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장치
-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는 대용량의 절단 연료봉을 한 번(50
kgHM/batch)에 처리할 수 있는 scale-up 기술로서, 모사핵연료를 이용한
scale-up 데이터는 탈피복과 분말화 공정의 일체화기술에 직접 적용이 가

능하고, 외국에 비하여 성능이 월등히 높은 장치이다. 또한, 헐(hull)의 잔
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해외에서는 개발사례가 없는 세계 최초의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된 장치로서, 성능시험 수행결과 헐의 잔여 분말 회수율
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 장치 및 scale-up 데이터들은 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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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공학규모 전해환원공정에 필요한 연료물질을 생산하는 전처리 공
정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상용 규모의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장치
의 설계를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파이로 공정 원격 자동화 기반기술
- 파이로 기술의 상용화에 있어 파이로 일관공정의 원격 자동화는 국제적인

핵비확산성과 3S(Safeguards, Security and Safety)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이
다. 현재 파이로 공정장치 및 연계공정의 원격 작업은 원격 조작기를 기
반으로 외부조작에 의해 수동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단위공정, 연계공정 및 세부 공정장치들에 대한 자동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관련 자동화 기반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산업자동
화와 연계하여 구축한 정보 DB를 활용하면 내방사선 부품, 센서 및 각종
공정제어와 관련한 분석, 공정생산물의 분석 및 분류, 공정간 물질 이송
과 산업자동화 설비와 연계된 자동화 구현 방법의 구체화에 응용할 수
있다. 개발된 자동화 방법론은 파이로공정 자동화 설비 Layout 구축, 물
질이송 자동화 시뮬레이션에 활용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
한 단계적 실증시설 구현 및 PRIDE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자동화 성능
검증 등의 확장 연구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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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원격 취급시스템 기술
- 미국의 PaR Systems Inc.는 천정이동장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

보조작기와 같은 원격취급장비를 정밀하게 이송하기 위한 장치 설계 및 제
작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 중 하나이다. ORNL의 SNS 시설 등에
PaR Systems Inc.의 천정이동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Hanford site에서는 전처리, 저준위 폐기물 처리,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관

련된 모든 공정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들을 원격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급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유리화 공정 셀에는 1700개 이상의 원
격 유지보수 대상이 있으며, 모든 파이프 연결 작업, 전기 공급장치 및 제
어시스템들이 원격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천정이동 서보조작기(취급 하중
35 kgf)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 프랑스 CEA LIST에서는 힘반영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전기식 및 유

압식 매니퓰레이터, 장거리 검사로봇, 범용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활발히 연구를 수행중이다. 특히 2007년도부터는 핵재처리시설에 설치된
기계식 원격조종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서보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조인트 공간과 Cartesian 공간에서 다양한 구조/구성을 갖는 마스터-슬레
이브들을 인터페이스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9년간의 개발을 마치고 2010
년도에 핫셀 환경에서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산업용 로봇을 원격
작업용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로 적용하는 연구를 AREVA NC사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dissolution wheel
roller를 교체하는 실증작업을 수행하였다.
○ 가상환경 시뮬레이터 기술
- 일본 JAEA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첨단로봇연구협회 주도로 원자력을 포

함한 각종 산업용 로봇을 개발한 바 있다. 특히 도까이 재처리시설의
dissolver pin hole 발생 및 누출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원격장치를 개

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도까이 유리화 시설과 재처리공정
장치 시험시설을 100% 원격조작 방식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핫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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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치 및 유지보수 장치의 모듈화 설계를 완료하였고, 그래픽을 이용한
digital mockup 제작기술, 힘반영 서보조작기 기술, 원격 유지보수 기술 등

을 개발하고 있다.
- 프랑스 다쏘에서는 시간과 비용 및 품질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2D

도면과 3D 모델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3D 마스터 지원, 각종 장비들의
기구학 설계 및 검증, 조립품 시각화 및 분석과 장치들간의 간섭 확인, 유
지보수 시뮬레이션, 인간공학적 분석을 통한 작업성 평가 및 안전도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
- 프랑스 CEA LIST에서는 3차원 가상현실 도구로서 이용자와 상호작용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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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으로 사용자가 힘 반향을 느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현재 원
자력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 공정 분석 및 해체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에 활
용되고 있다.
- 미국 DOE 산하에 INL과 ANL 공동 주관으로 SINEMA(Simulation Institute
for Nuclear Energy Modeling and Analyses)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연료

사이클을 포함한 전체적인 원자력 에너지 기반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시뮬
레이션 네트워크를 개발하였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우라늄 채광에서
부터 변환, 농축 및 영구처분까지의 핵연료 사이클 전반에 대한 최적의 모
델을 구축하였으며, 기존의 시뮬레이션 코드들을 이 시스템과 연결하여 핵
연료 주기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 프랑스 ITER에서는 핵융합로의 원격 유지보수를 위하여 3차원 가상현실 기

술을 활용하고 있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원격 취급장비의 개발과정에서 원
격 취급장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 미국 INL에서는 파이로 공정장치 및 시설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폭넓게 수

행하고 있고, 공정모델링 및 운전모델링을 통해 핵물질흐름 및 물질수지도
등을 분석하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파이로 공정시설의 최적화 설계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ANL도 상용 파이로 공정시설의 설계단계에서 운전모
델링 및 전산모사를 통해 최적화 설계 등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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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피복/분말화 기술
- 러시아 RIAR 연구소에서는 무기용 플루토늄처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핵무

기에서 해체된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식 처리공정 및 vibropack
공정을 이용하여 MOX로 제조한 후 BOR-60 및 BN-600에 시험 연소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약 1.3톤을 이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DDP공정과 고속로를 연결하여 minor actinide를 소멸하기 위한 DOVITA 프

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미국의 ORNL에서는 실험용 킬른형 건식분말화 장치가 전처리공정에서 사

용되어왔으며, AFCI의 advanced aqueous separations 연구의 일환으로
AIROX 기술에 기초한 DOEX 연구와 off-gas trapping을 위한 핵분열성 물질

의 휘발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0.5 MT/day 규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공학 규모의 건식분말화 장치를 개발 중에 있다.
- 일본 CRIEPI에서는 현재 개발된 건식 탈피복 방법(hammering, die 압착,
slitting, voloxidizer 등)은 습식방법에 비하여 효율이 매우 낮다. 그러나 현재

파이로공정 상용화를 위하여 건식분말화 기술은 고효율의 탈피복 기술개발
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CRIEPI에서는 LWR MOX를 재처리
하기 위한 고온 재처리공정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32, 48 및 192
ton/year 용 탈피복 장치의 개념설계를 수행한바 있다.
○ 원격자동화 기술
- 미국 DOE 산하 Spallation Neutron Source의 SNS 자동화 시스템은 디지털 제

어기반 힘반향 서보매니퓰레이터가 로봇 브리지에 설치되어있으며, 원격으
로 운용, 유지보수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밖에, 원격 중량물 양
중 및 방사능 물질의 유출 체크 등을 자동화하기 위한 WALS(Weigh and
Leak check System, DOE), 방사능 폐기물의 시멘트 캡슐화 자동화장비인
MILWPP(Mobile Intermediate Level Packaging Plant) 등이 있다.
- 프랑스에서는 재처리공정 내 Dissolution Cell 유지보수 자동화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본 설비는 벽면에 설치된 MT200 기계식 조작기와 5 kN 용량의
후크 크레인 및 고하중 크레인에 설치된 고하중 취급 매니퓰레이터의 조합
으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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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순번

장비
구분

연구시설

장비명

•

장비 현황

등록일

1

개발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2009-04-06

2

개발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통합제어반

2010-07-29

3

개발

PRIDE 실증용 양팔 서보조작기

2011-01-12

4

개발

텔리스코프 트롤리

2011-01-14

5

개발

공정장치용 원격취급기구

2011-03-22

PRIDE 실증용 DSP 기반 양방향

6

개발

7

개발

프라이드 실증용 천정이동장치

2011-08-02

8

개발

PRIDE 실증용 통합조작반

2011-08-17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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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NTIS

장비고유번호
NFEC-2009-02-07
0175
NFEC-2010-07-08
1065
NFEC-2011-01-13
3168
NFEC-2011-01-13
3509
NFEC-2011-03-14
5177
NFEC-2011-07-14
6715
NFEC-2011-08-14
6866
NFEC-2011-08-14
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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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5차 다항식(quintic polynomial equation)을 이용한
궤적 생성
궤적 생성을 하기 위해서 전체 이동 시간(travel time)동안 초기 시간(initial
time)과 최종 시간(final time)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 값이 주어질 경우 5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궤적을 생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5차 다항식은 식 1- 1과 같
이 쓸 수 있다.
              

(1- 1)

초기 시간과 최종 시간을 각각 ,  라고 할 경우 식 1- 1을 이용하여 식 1- 2
와 같이 시간과 위치에 대한 2개의 식을 얻을 수 있다.
            

(1- 2)

            

식 1- 2에서 ,  는 각각 초기 시간과 최종 시간에서의 위치 값이다. 식 1- 2
을  에 대해 미분하면 시간과 속도 - 크기 성분만 - 에 대한 식 1- 3을 얻을 수
있다.
          

(1- 3)

          

식 1- 3에서 ,  는 각각 초기 시간과 최종 시간에서의 속도 값이다. 식 1- 3
을  에 대해 미분하면 시간과 가속도 - 크기 성분 만- 에 대한 식 1- 4을 얻을 수
있다.

(1- 4)

          
          

위의 식을 행렬 형태로 정리하면 식 1- 5와 같이   형태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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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역행렬 연산을 통해 계수           를 구할 수 있다. 구한 계수 값을
이용하여 궤적 생성을 위한 다항식을 완성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조건이 주어
질 때 앞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궤적을 생성할 수 있다.

항목
이동시간( )
초기 위치()
최종 위치 
초기 속도 
최종 속도 
초기 가속도 
최종 가속도 

값
5sec
0
10
0
0
0
0

식 1- 5와 같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역행렬 연산을 하게 되면  =         가 구해진다. 구
한 값을 통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 549 -

그림 1-1. 위치 궤적

그림 1-2. 속도 궤적

그림 1-3. 가속도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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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ntic path generation
s_i=input('initial position = ')
s_f=input('final position = ')
t_f=input('travel time[sec] = ')
dt=input('delta t[sec] = ')
t_i = 0;
sdot_i = 0;

sdot_f = 0;

% velocity

s2dot_i = 0;

s2dot_f = 0;

% acceleration

A = [

t_i^5,

t_i^4,

t_i^3,

t_i^2,

t_i^1, 1;

t_f^5,

t_f^4,

t_f^3,

t_f^2,

t_f^1, 1;

5*t_i^4,

4*t_i^3, 3*t_i^2,

2*t_i,

1,

0;

5*t_f^4,

4*t_f^3, 3*t_f^2,

2*t_f,

1,

0;

20*t_i^3, 12*t_i^2, 6*t_i,

2,

0,

0;

20*t_f^3, 12*t_f^2, 6*t_f,

2,

0,

0];

b = [s_i, s_f, sdot_i, sdot_f, s2dot_i, s2dot_f]';
c = inv(A)*b;
time=[0:dt:t_f];
s

= c(1)*time.^5 + c(2)*time.^4 + c(3)*time.^3 + c(4)*time.^2 + c(5)*time + c(6);

sdot

= c(1)*5*time.^4 + c(2)*4*time.^3 + c(3)*3*time.^2 + c(4)*2*time.^1
+ c(5)*1 + c(6)*0;

s2dot = c(1)*20*time.^3 + c(2)*12*time.^2 + c(3)*6*time + c(4)*2 + c(5)*0 + c(6)*0;
subplot(311)
plot(time,s)
title('Quintic path generation')
ylabel('position')
subplot(312)
plot(time,sdot)
ylabel('velocity')
subplot(313)
plot(time,s2dot)
ylabel('acceleration')
xlabel('time(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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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모션 제어시스템 핀 맵
1. MC05P 핀맵

Pin No.

A

B

C

1

5V

P24V

5V

2

EA1+

P24V

EA2+

3

EA1-

-EL1

EA2-

4

EB1+

ORG1

EB2+

5

EB1-

+EL1

EB2-

6

EZ1+

N24V

EZ2+

7

EZ1-

LTC_SD1

EZ2-

8

DGND

TRIG1

DGND

9

CW1+

P24V

CW2+

10

CW1-

P24V

CW2-

11

CCW1+

-EL2

CCW2+

12

CCW1-

ORG2

CCW2-

13

SVON1

+EL2

SVON2

14

ARST1

N24V

ARST2

15

ALM1

LTC_SD2

ALM2

16

INP1

TRIG2

INP2

17

5V

P24V

5V

18

EA3+

P24V

EA4+

19

EA3-

-EL3

EA4-

20

EB3+

ORG3

EB4+

21

EB3-

+EL3

EB4-

22

EZ3+

N24V

EZ4+

23

EZ3-

LTC_SD3

EZ4-

24

DGND

TRIG3

DGND

25

CW3+

P24V

CW4+

26

CW3-

P24V

CW4-

27

CCW3+

-EL4

CCW4+

28

CCW3-

ORG4

CCW4-

29
30
31
32

SVON3
ARST3
ALM3
INP3

+EL4
N24V
LTC_SD4
TRIG4

SVON4
ARST4
ALM4
IN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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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O04V 핀맵

Pin No.

A

B

C

1

AGND

DA Ch0

AGND

2

AGND

DA Ch1

AGND

3

AGND

DA Ch2

AGND

4

AGND

DA Ch3

AGND

5

AGND

N.C.

AGND

6

AGND

N.C.

AGND

7

AGND

N.C.

AGND

8

N.C.

N.C.

N.C.

9

N.C.

N.C.

N.C.

10

N24

N.C.

P24

11

N24

N.C.

P24

12

N24

N.C.

P24

13

N24

N.C.

P24

14

N24

N.C.

P24

15

N24

N.C.

P24

16

N24

N.C.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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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msung CSDJ Plus 결선도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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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

신 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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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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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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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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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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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amagawa (TBL-I II)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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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공정자동화 관련 Material Handling Systems
1. CONVEYOR SYSTEM

가. Conveyor system (Ref.: MiSUMi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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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R형 NOMAN CURVE CONVEYOR SYSTEM (Ref. : 한국 콘베어공업 시스
템)

- 체인 레일과 캐리어의 레일이 구분되어 제품을 다른 콘베어 라인에 자유

롭게 이동시킬수 있어 레이아웃 구성이 용이
- 표준형 NOMAN CURVE는 광범위한 제품의 운반라인에 허용장력ㆍ하중

ㆍ용도별로선택의 폭이 넓음
- 3차원의 공간이 반송경로와 창고로 활용되며 다기종의 물품을 기종별로

저장 및 분류되어 층간의 반송 등이 용이

- 557 -

다. ROLLER CONVEYOR

라. FREE FLOW CHAIN CONVEYOR

- 회사 : 현대 콘베어

마. AL Profile Conveyor

- 600BW*1560L DC12V 150W*1/75

- 558 -

- 가이드40T*150L*550W

바. Special-purpose conveyor

사. KZ형 POWER & FREE TROLLEY CONVEYOR

아. KH형 POWER & FREE TROLLEY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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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IN & RAIL SYSTEM

- 기본 구동 메커니즘

- DRIVE UNIT 기본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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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UP UNIT 기본사양

- DRIVE UNIT의 종류
▪SPROCKET TYPE

▪CATERPILLA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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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UP UNIT의 종류
▪WEIGHT TYPE

▪SPR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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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UTRAN SYSTEM

반도체 공정

종이 귀저기 제조 공정

승용차 운반 공정

포장지 / 밴드 공급 공정

자동차 앞유리 공급 공정

의자 조립 / 운반 공정

- 전차의 속도와 간격을 정밀하게 제어가능. 무인생산라인, 로봇-작업자 동시

작업 라인, 다품종 복합 유동 라인 등에 적합
- 소형 경량물에서 중량물까지, OVERHEAD TYPE에서 FLOOR TYPE까지 다

양한 기종을 커버할 수 있음. 초저속에서 고속까지 자유로운 속도조절이 가
능함. Soft start 기능을 지원
- 지상에서 운반물에 대한 속도제어와 동작지시 등의 배치, DATA 관리, 그리

고 운행상황의모니터링 시스템과 트러블 정보표시 등의 기능을 제공함
•

OVER HEA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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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OR TYPE

•

KAUTRAN SYSTEM 구성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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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UTRAN SYSTEM 기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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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near Motion Guide (Ref.: (주)삼익)
- LM 가이드는 볼경에 근사한 R홈 형상이므로, 리니어 부쉬 등에 비하여 높

은 허용하중을 가짐
- 아래와 같이 기본 동정격하중의 크기가 비슷한 LM 가이드와 리니어 부쉬를

비교하면 LM 가이드를 사용함으로서 대폭적인 콤팩트화가 가능함 (R홈 접
촉(볼경의 52%의 R)의 경우와 평면접촉의 경우에는 볼1개당의 허용하중이
13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 볼1개의 허용하중이 13배가 되면 수명은 그의 3승에 비례함으로 수명비로서

는 약 2200배로 증가함

- 가이드는 상하, 좌우로 부터의 하중을 부여 수 있음. 또한 홈의 형상은 서큘

러아크홈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예압을 부여할 수 있어 강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
- LM 가이드는 이상적인 구름안내이므로, 동마찰과 정마찰의 차이가 작아 로

스트 모션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LM 가이드는 장착 자세나 배치, 구동물의 무게중심 위치, 추력위치, 가속도,

절삭저항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방향의 하중이나 모멘트를 견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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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near Motion Guide Actuator (Ref.: 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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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공정자동화 관련 Control Systems
1. PLC SYSTEM

가. XGT Series (Ref.: (주)LS산전)
- 고속 대용량제어 대응 PLC CPU
- 최고속 CPU 처리속도(0.028㎲)와

향상된 Backplane Interface를 통해
초고속 Processing Time이 가능하
며, USB를 통한 고속 업/다운로드
가능.(0.2㎲/step)
- 사이즈 : (모듈크기) 27*98*90
- Fast Ethernet 및 Open Fieldbus를 기반으로 하여 고신뢰도와 고속전송을

가능
나. XGB Series
- 내장 PID: 최대 16Loop 제어 가능

•

XBC (H타입)
- 고속 CPU 탑재로 83ns/스텝의 처리

속도 구현과 부동소수점 연산이 가
능
- 최대 10단 증설, 384점까지 제어가

가능
- 내장 및 증설 통신 모듈을 이용한

최대 5채널의 통신이 가능
•

XBM (S타입)
- 고속 CPU 탑재로 160ns/스탭의 처리속도 구현과 부동소수점 연산이 가

능
- 최대 7단 증설, 256점까지 제어가 가능
- 내장 및 증설 통신 모듈을 이용한 최대 5채널의 통신이 가능

- 571 -

•

XEC(S/W)
- CPU 처리 속도 : 0.083㎲/step (LD 기준)
- I/O CH : 384 , 용량 : 200KB 의 풍부한

프로그램 용량 확보
- RTC 기본 내장
- IEC형 언어지원으로 XGI 는 물론 GLOFA
GM 시리즈와 프로그램 호환으로 편리한

프로그래밍 환경 제공
- 내장 통신 4Ch 제공 (Loader 2Ch포함), 최대 6Ch
- RS-422, RS-232C(Modem 통신),
- 고속카운터, 위치 결정, PID 기능 내장

다. MASTER-K series
•

K10S1
- 연산 방식 : 내장 프로그램 반복 연산
- 입・출력 제어방식 : 스캔동기 일괄처리 방

식(리프레시 방식)
- 프로그램 언어 : 니모닉(Mnemonic), 래더
(Ladder)
- 처리속도(시퀀스 명령) : 3.2~7.6 ㎲/Step
- 프램 용량 : 800 Step
- 간이 위치 제어 : 고속 카운터 내장으로 간이 위치 제어 가능 : Max.
8kpps(1상)
- 범용 네트워크 : RS-485 통신포트 기본 내장, 컴퓨터에의한 감시 및 제

어, PLC간 통신 가능
- 크기 : 120W x 80H x 65D
- EEPROM 내장에 의한 데이터 및 프로그램 보관 가능(배터리 불필요)

•

K80S
- 연산 방식 : 싸이클릭연산, 인터럽트연산
- 프로그램 언어 : 래더(Ladder), 니모닉(Mnemonic)
- 입·출력 제어방식 : 스캔동기 일괄처리, 직접처리

- 572 -

- 처리속도(시퀸스명령) : 0.5 ㎲/Step
- 프로그램 메모리용량 : 7K스텝
- 고속카운터 1점(1상 16kHz, 2상 8kHz), 펄

스 출력 1점(2kHz, TR타입 출력에만 해
당), 오토튜팅이 가능한 PID 루프제어(최대 8루프), 펄스캐치 8점외부
인터럽트 입력8점, RS-232C 인터페이스 1채널 내장
K200S

•

- 연산 방식 : 반복연산, 정주

기연산, 인터럽트 연산
- 입출력 제어방식: 스캔동기

일괄처리방식( 리프레시방
식), 명령어에 의한 Direct 방식
- 프로그램 언어 : 니모닉(Mnemonic), 래더(Ladder)
- 처리속도 : 0.5 ㎲/Step
-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7K스텝
K300S

•

- 연산 방식 : 반복연산, 정주기연

산, 인터럽트 연산
- 프로그램 언어 : 래더(Ladder),

니모닉(Mnemonic)
- 입·출력 제어방식 : 스캔동기 일괄처리방식(리프레시방식), 명령어에 의

한 Direct 방식
- 처리속도 : 0.2 ㎲/Step
-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15K스텝

라. KGL-WIN
- MASTER-K 시리즈 전기종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디버깅하는 소프트웨어
- 온라인 편집지원
- KGL-DOS및 GSIKGL과 호환
- Windows 2000, XP, Vista 환경에서 사용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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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FA-GM series

•

- 연산방식 : 저장된 프로그램 반복 연산, 정주기 연산, 인터럽트 연산
- 입·출력 제어방식 : 스캔동기 일괄처리방식즉시 입출력가능, 즉시 입출

력 펑션에 의한 즉시 입출력 가능
- 프로그램 언어 : LD (Ladder Diagram), IL (Instruction List), SFC
(Sequential Function Chart)

마. GMR
- CPU모듈, 전원모듈, 입출력모듈 및 네트워크

이중화를 통한 완벽한 이중화 시스템 구성
가능
- CPU모듈, 전원모듈, 이중화 기능 : 병렬운전

중 마스터 CPU고장시 스탠바이CPU가 제어의 중단없이 연속운전 스탠바이
가능
- 연산처리속도 : 연산자 (0.12㎲ / 명령), 실수연산(부동소수점 연산: 수~수십

㎲, 삼각함수연산: 10~30㎲)
- 입출력 이중화 기능 : 입력의 3중화로 신뢰성 및 고장요소 판단이 뛰어남,

출력의 피드백 기능에 의한 고장검출 및 고장부 부하 전원의 자동차단 기
능
•

GM1 / GM2
- Ethernet 네트워크로 이기종간의 통신시스템

구축 가능, 고속의 Fieldbus 네트워크로 중/
대규모 시스템 구축 가능
- 전원 이중화로 신뢰성 향상

•

GM3
- 입출력 2,048점 (64점 입출력 모듈 사용시)

의 중/대규모 제어에 최적 시스템
- 연산 처리 속도 : 0.2㎲/step
- 강제 On/Off 기능 내장으로 프로그램 디버

깅이 편리

- 574 -

•

GM4
- 연산 처리 속도 : 0.12 ~ 0.2㎲/step
- 리모트
(GM4),

시스템
8,192

구성시

2,048

(GM4B),

32,000

(GM4C)점의 대규모 제어 가능
•

GM6
- 연산처리속도 : 0.5㎲ / 명령
- 소형 사이즈이면서 고기능/고성능

을 내장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
가능
- 전용 CPU 탑재 / CPU 종류별 다양한 내장기능 보유
•

GM7
- 처리속도 : 연산자 (0.5㎲), 펑션/펑션블럭
(0.5㎲/step)
- 전용 MPU칩 사용

•

[software] GMWIN
- GLOFA-GM PLC 전 기종에 대해 프로그램 작성 / 디버깅 소프트웨어

툴
-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편집, 디버깅 가능,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 LD, SFC, IL 등 다양한 언어를 제공
- 사용환경 : Windows 2000 환경 이상

바. FP - X (Ref.: (주)파나소닉)
- 울트라 고속 처리 : 0.32 μs 고속 스캔(5 ksteps *
1 1.9 μs 스캔 시간)
- 추가 마진 대형 용량
- 옵션의 다양한 확장성과 그레이트
- 하이 보안 : 프로그램 8 자리 암호로 보호 및 업

로드를 금지하는 기능
- USB 포트 * 3 갖추고 USB 케이블 (AB 타입)을 통해 PC와 쉽게 직접 연결
- 이더넷 포트가 장착된 (AFPX - CO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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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LCS (Ref.: (주)케이디티 시스템즈)
- PLCS는 동급 최소형의 컴팩트 사이즈로 디자인

되어 사용이 편리하고, 기능은 더욱 강력해져
어떠한 장비라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뛰어난 확장성과 효율성을 자랑
- 초소형 사이즈 고성능, 고기능 특수명령 내장,

다양한 확장 가능
- 심플한 디자인, 간편한 사용, 손쉬운 설치, 사용공간 절약
- Online 프로그래밍 및 SD/MMC 메모리카드를 이용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
- 다양한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 (CIMON HMI, MODBUS RTU/TCP, CAN

통신 등)
- 부동 연산 기능, 프로토콜 자동인식 기능
- 32 loop PID 제어기능 및 20 Kpps 고속카운터 기본 탑재
- 10K Step의 풍부한 프로그램 메모리
- 최대 3개의 동시통신 기능 (Ethernet, RS232, RS485)
- 최대 100Kpps 2축 펄스 출력

아. QnU/Q (Ref.: (주)미쓰비시)
- 고속.대용량 : 날로 복잡해져만 가는 생

산설비나 제조장치에 대응하기 위해 업
계 최고속의 데이터 처리 실현. 방대한
제어,생산관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취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 메모리
용량 확대
- Ethernet/USB 포트 탑재 : Ethernet 포트

탑재(QnUDEHCPU), 전기종 USB 탑재
- 라인업 충실 : 소용량 타입을 추가하여

적용 범위 확대
- MELSEC Process, 이중화 System
- Process Controller 기능에 고신뢰성의 2중화 기능 추가
- 수처리, 환경 솔루션, 반도체 및 LCD 유틸리티 설비, 무대설비 등, 고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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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필요한 부문에 적용 가능
- CPU, 베이스, 전원, 네트워크 및 통신 이중화 가능
- 온라인 모듈 교환 기능등 고신뢰성 기능 지원
•

AnS/QnAS
- QnA 시리즈용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공통으로

사용 가능
- 연산처리 속도의 향상(LD 명령 0.075us/step)
- 프로그램 용량 업(최대 2Mbyte)
- IC메모리카드에 의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 가능(60k step)

자. PACSystems RX3i (Ref.: GE Fanuc automation)
- PACSystems RX3i 컨트롤러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동화 컨트롤러(PAC)

의 PACSystems 제품군에 최근에 추가된 제품임
- 여러 하드웨어 플랫폼에 어플리케이션 이식성을 제공하고 통합된 프로그

래밍 환경과 싱글 제어 엔진을 갖추고 있음

•

RX3i 기능
- 여러 컨트롤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제어 작업을 단순화시켜주는 10
MB 사용자 메모리와 300 MHz Intel?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
- 성능과 투자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단순한 I/O용 시리얼 버스와 복합
I/O를 위해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27MHz에서 실행되는 고

속 PCI 버스와 유니버설 Backplane. 유니버설 Backplane은 비가동 시간
을 최소화하기 위해 HOT SWAP 기능을 지원
- 단순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복합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

위의 I/O 모듈(40가지 종류 이상); 다양한 네트워크 모듈도 사용 가능
- The PACSystems RX3i는 Redundacy를 위한 플랫폼을 갇추고 있으며, 사

용자 친화적인 가용성 솔루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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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Systems RX7i
- 표준 임베디드 개방형 아키텍처에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가

능한 컨트롤러(PAC)의 창시 PACSystems 제품군 중 최초 제품임
- 여러 하드웨어 플랫폼에 어플리케이션 이식성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프로그래밍 환경과 단일 제어 엔진을 갖추고 있음
- OEM, 통합자, 최종 사용자를 위해 중간부터 최고급 어플리케이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개방형 아키텍처와 대용량 메모리,
분산 I/O 및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통합 솔루션에 적합함

•

RX7i 기능
- Celeron 300mHz에서 M Class 1.8 Ghz까지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Pentium® CPU 탑재
- Series 90-70 시스템 대역폭을 기존보다 4배까지 제공하는 VME64
Backplane
- CPU에 구축되는 10/100 Ethernet, 자동 감지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는 쉽

게 RJ-45 듀얼 포트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랙에 허브 랙이나 추가
스위치 불필요
- 고속 실행, 모든 문서와 프로그램 전체 저장을 위한 64 MB 메모리 :
CPU 하나에 모두 탑재
- 기존 Series 90-70 모듈과 확장 랙, VME 모듈 및 GENIUS 네트워크 지

원 : 하드웨어 투자 비용 보호
차. Micrologix series (Ref.: 로크웰오토메이션)
•

Micrologix1000
- 32점 이하의 I/O를 통해 다양한 주요 어플리케이션 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풀사이즈 컨트롤러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적으며,
가격 또한 훨씬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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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구성된 1K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메모리를 통해 간편한 구성 보

장 (비트, 정수, 타이머, 카운터 등)

- 500개의 인스트럭션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평균 처리 속도 1.5ms
- 내장 EEPROM 메모리를 사용하여 모든 래더 로직 및 데이터를 저장하

므로 컨트롤러에 전원 문제가 발생해도 배터리 백업이나 별도의 메모
리 모듈이 필요 없음
- 여러 개의 입력점을 제공하므로 컨트롤러를 싱킹 또는 소싱 입력 장치

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출력점을 제공하므로 서로
다른 전압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을 격리시킬 수 있음
•

Micrologix1100
- P2P 메시징을 위한 10/100 Mbps EtherNet/IP 포트 내장 : 컨트롤러 간

고속 연결 옵션을 제공하므로 Ethernet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
서든 액세스하여 모니터링 및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온라인 편집 기능 : 컨트롤러가 작동 중에도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으

므로 PID 루프를 포함하여 운영 제어 시스템을 정교하게 튜닝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웹 서버 내장 : 사용자가 컨트롤러에서 맞춤형 데이터를 구성하여 웹

페이지로 표시 할 수 있음
- RS-232/RS-485 콤보 포트(격리) : 서로 다른 Point-to-Point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위한 호스트 제공
- 내장 LCD 스크린 : 사용자가 컨트롤러 내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선

택적으로 수정하여 제어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내장
된 디지털 I/O 및 컨트롤러 기능의 상태를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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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튜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전위차계
의 역할 담당
•

Micrologix1200
- 4개의 래칭 또는 펄스 캐치 입력 : 래칭 입력을 사용하면 컨트롤러가

아주 짧은 (100만분의 1초) 신호를 포착하여 입력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20kHz 고속 카운터 : 제품에 내장된 독립형 고속 카운터는 32비트 정수

까지 사용 가능하며, 8개의 작동 모드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스캔과 상
관없이 출력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리미트 스위치 기능 : 이 기능을 사용하면 고속

카운터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리미트 스위치 또는 로터리 캠 스위치
로 작동하도록 구성할 수 있음
- 트림 전위차계 : 디지털 출력기능(범위 0~250)이 있는 2개의 트림 전위차

계가 내장되어 타이머, 카운터, 설정치 등을 빠르고 손쉽게 조절할 수 있음
- 프로그램 데이터 보안 : 데이터 파일다운로드 보호 기능을 통해 보호되

는 데이터를 덮어쓰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컨트롤러로 다시 로딩할 수
있음
- 부동 소수점 데이터 파일 : 최대 256개의 IEEE-754 부동 소수점 값이

포함된 데이터 파일을 생성할 수 있음
•

Micrologix1400
- P2P 메시징, 웹 서버 및 이메일 기능을 제공하는 Ethernet 포트
- 온라인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래더 로직 수정 가

능

- 백라이트가 있는 내장 LCD를 제공하므로 컨트롤러 및 I/O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메시지, 비트/정수 모니터링 및 수정을 위한 간단한 메시
징 인터페이스로도 사용 가능
- 144점의 이산 I/O를 제공하는 확장 I/O 모듈(1762 I/O)을 최대 7개까지

지원하여 어플리케이션 역량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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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6개의 내장형 100 kHz

고속 카운터
- DF1/DH485/Modbus RTU/DNP3/ASCII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2개의 직렬

포트
•

Micrologix1500
- 전기 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3개의 기본 옵션 제공
- 120V AC 또는 24V DC 입력
- 계전기 및 고속 MOSFET 출력
- 120-240V AC 또는 24V DC 전원
-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위해 최대 14K의 비휘발성 온보드 사

용자 메모리 지원

- 1K 용량의 사용자 프로그램당 평균 스캔 시간 1ms 미만
- 512점 이상의 I/O 확장 가능
- 홈에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랙 장착이 필요 없는 혁신적인 디자인

으로 시스템 비용 및 부품 재고 부담 감소
- 8개의 작동 모드를 제공하는 20kHz 고속 카운터 2개, 그리고 20kHz
PTO(Pulse Train Output) 또는 PWM(Pulse Width Modulated)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고속 출력 2 개 제공
카. Q-series (Ref.: 한민테크)
•

MELSEC-QnU series
- 개발ㆍ보수 비용 절감. 복수의 디버그 작업 동시 진행 가능 : CPU 전면

에 배치한 Ethernet 포트에 외부기기를 직접 접속하여 CPU를 조작 할
수 있습니다. 허브에 접속 후 GOT1000 시리즈나 엔지니어링툴을 복수
로 접속하여, 동시에 디버그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간편한 외부기기와의 접속으로 통신 기능에 충실 : 당사 PLC용 프로토

콜로서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MC 프로토콜」과 범용 파일 전송 프
로토콜「FTP」를 표준으로 탑재하였습니다. 감시 모니터툴 SCADA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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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PC 등과 커맨드로 통신함으로써 대용량의 데이터도 간

편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 CPU 시간 조정 기능으로 다운타임 단축 : 「SNTP 시간 조

정 기능」으로 번거로운 CPU 시계 데이터의 수정 작업을
자동화하여, 에러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복수의 CPU 관련된 에러 발생 타이밍도 쉽게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MELSEC-QnU 시리즈」 기반의 고속ㆍ고성능 : 날로 규모

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생산 시스템에서 필수불가결한 택타
임 단축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연산 처리 속도(LD
명령) 9.5ns의 업계 최고의 초고속 처리를 실현하였습니다.
- IP 어드레스를 설정하지 않고 PC와 접속 : 엔지니어링툴을 탑재한 PC

와 CPU를 1:1로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 IP 어드레스를 설정할 필요없이
자동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Ethernet 케이블은 스트레이트 케이블/크
로스 케이블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OCKET 통신 기능 추가로 다양한 외부기기와 통신 가능 : SOCKET 통

신 기능 추가로 다양한 외부기기와 통신 가능 상위 서버, 각종 디바이
스기기 등과의 접속 시에도 프로그램에 의한 임의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기와의 접속을 실현할 수 있습
니다.
•

Process Controller Model
- High Performance Model 기능에 고기능 PID제어 기능 접목
- 50여종의 PID 전용 명령 지원
- 최대 200루프의 PID 제어 처리 기능
- FBD(IEC 61131-3)언어 지원으로 DCS와 동등한 Programming 가능
- 온라인 모듈 교환 기능등 고신뢰성 기능 지원

• Redundancy System Model (이중화 시스템)
- Process Controller 기능에 고신뢰성의 2중화 기능 추가
- 수처리, 환경 솔루션, 반도체 및 LCD 유틸리티 설비, 무대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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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뢰성이 필요한 부문에 적용 가능
- 온라인 모듈 교환 기능등 고신뢰성 기능 지원
• HIgh Performance Model·
- 21세기형 고기능 고성능 PLC
- 대용량 메모리 지원 : 최대 252K Step
- 대용량 입출력 점수 : 4096점(리모트 I/O 포함시 8192점)
- 설치 면적을 대폭 줄인 초소형 사이즈이면서 파워풀한 기능 구현
- 내장 ROM에 의한 ROM운전 지원
- 한글화된 윈도우 통합 환경 기반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개발과 메인트넌

스의 효율성 향상
- Multi CPU System 구성에 의한 강력한 멀티 제어 기능 제공
- 실수 연산, 삼각 함수, 문자열 처리, PID제어 등 가능
• Basic Model·
- 소규모 시스템에 최적인 고기능 저가격형 PLC
- CPU이외의 모듈은 High Performance Model 과 혼용 가능
- 가격 대비 성능 우수
- 최대 입출력 제어 점수 : 1024점
- 최대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14K Step
• QnA/AnS series
- Ans Series
- 소형 고기능 신세대 PLC
- 저가격형으로서 가격 대비 성능

우수
- 최대 입출력 제어 점수 : 1024점
- 최대 프로그램 용량 : 30K Step

• QnAS Series
- MELSEC-AnS를 더욱 고기능화한 신세대 PLC
- MELSEC-Q와 동일한 형태로 프로그램 가능(복수 프로그램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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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입출력 제어 점수 : 1024점
- 최대 프로그램 용량 : 60K Step
Motion
• FX series
- FX PLC
- 대형PLC를 능가하는 0.065μs 초고속
CPU처리속도와 64k의 대용량 메모리

를 기본탑재, I/O 384점 확장가능, 풍
부한 디바이스 점수, 뛰어난 부동소숫
점의 연산등 기본 기능에 충실
- 디스플레이 모듈 장착 가능: Full Dot의 풍부한 표현력과 사용하기 쉬운

조작버튼으로 모니터/테스트, 에러체크,시각설정, 프로그램전송, 키워드
의 해제 등의 기능을 구현
- 동작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LED를 통해 확인
- 내장된 RUN/STOP스위치로 PLC의 운전/정지가 용이하게 실시
- 64k 옵션메모리로 프로그램의 쓰기/읽기 가능
- 11.5kbps의 고속 통신이 가능하며, 3ch 동시가능.
- 6점 동시, 100kHz 32bit 고속카운터 기능을 표준장작
- 4체배 입력 설정 가능(2상 카운터).
- 독립 3축, 최고 100kHz의 위치 결정 기능 내장.
- CC-Link/LT 마스터 기능을 탑재
- 통신기능이 최대 3ch동시에 사용가능
- 기본 유니트에 최대 10대의 특수 어댑터 접속
- CC-Link/AS-Interface사용시 I/O 384점 확장
- SSCNETⅢ-Network positioning
- Eternet, Profi Bus, DeviceNet, AS-Interface, CC-Link, CC-Link/LT의
Network의 기본구성이 간단하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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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CJ1-series (Ref.: OMRON)
• CJ1W-NC81/82
- PLC로부터의 기동 지령으로부터 서보 기동

까지, 최고 속도 0.150.4 ms의

위치 결정

기동 시간을 실현
- 절대치 엔코더 부착 써보모터에 대응
- 직선 보간의 축간 편차 감시 기능을 탑재
- 다양한 위치 결정 동작이 가능
- 메모리 운전 기능을 탑재
- 펄스열위치 제어 유닛(형태 CJ1W-NC□□4)과 공통의 제어 인터페이스
- EtherCAT 통신에 의한 고속 통신(최고 속도 250μs통신 주기)
- 서보 제어 이외에 인버터나 시각 센서, I/O등의 각종 EtherCAT 대응 상

품 의 슬레이브에 대응 서보 고속, torque 콘트롤에 대응
• CJ1W-SCU
- 시리얼 통신으로의 머신 콘트롤을 실현
- 마이크로초로의 데이터 수신을 실행
- 통신속도 230kbps에 대응
- 최대전송거리 1.2km, 멀티 드롭배선도 가능
RS-422A/485）
- RS-422A/485는 단자대이기 때문에 배선 용이
- 프로토콜 매크로도 고속 수신 가능
- 종래대로의 멀티 프로토콜 대응
• CJ1W-AD / DA / MAD
- 불규칙하지 않은 마이크로 초 단위의 Throughput으로 다이렉트 변환 명령 실행으로,

아날로그 입력 출력 변환을 바로 실행
- 입출력 처리 시간의 불규칙을 없애고,

텍타

임 Up을 실현
- 20μs 초고속으로 아날로그 양을 읽어, 불량

품 검출의 정도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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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A/D ・ D/A 변환 ２０μs/1점～35μs/4점
- 다이렉트 변환으로 입력～연산～출력의 불균형을 최소화
- 입출력 처리 시간의 고속화
- 다이렉트 변환 명령 실행 타이밍으로 A/D 변환 또는 D/A 변환을 하고,

동시에 I/O 리플래시를 함으로써, 입출력 응답시간의 불균형을 최소화
•

CS-series

•

CJ1W-NC81/82
- PLC로부터의 기동 지령으로부터 서보 기동

까지, 최고 속도 0.150.4 ms의 위치 결정
기동 시간을 실현
- 절대치 엔코더 부착 써보모터에 대응
- 직선 보간의 축간 편차 감시 기능을 탑재
- 다양한 위치 결정 동작이 가능
- 메모리 운전 기능을 탑재
- 펄스열위치 제어 유닛(형태 CJ1W-NC□□4)과 공통의 제어 인터페이스
- EtherCAT 통신에 의한 고속 통신(최고 속도 250μs통신 주기)
- 서보 제어 이외에 인버터나 시각 센서, I/O등의 각종 EtherCAT 대응 상

품의 슬레이브에 대응
- 서보 고속, torque 콘트롤에 대응

파. T1 마이크로 PLCs (Ref.: TOSHIBA)
•

T1 - 16

- 제어 방법 저장된 프로그램 순환 스캔 시스템
- I / O 처리 일괄 I / O 업데이트 (새로 고침) 및 I / O 액세스를 직접
- I / O 포인트 본체 : 16 점 (8 입력 / 8 출력), 확장 I / O : 최대 144

포 인트까지 확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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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밍 언어 레더 다이어그램 (릴레이 기호 + 함수 블록)
- 프로그램 용량 8K 단계 (4K 모드 또는 8K 모드)
- 기억 SRAM (옵션 백업 배터리) EEPROM
- 프로그램 지침 기본 : 21 종류, 기능 : 97 종류
- 실행 속도 1.4 MS / 연락처, 2.3 MS / 코일
- 4.2 ms/16-bit 전송, 6.5 MS 16 비트뿐만 아니라
- 메인 스캔 시스템 부동 또는 고정 간격 조정 간격 설정 : 10-300 MS
(10 MS 단위)
- 사용자 데이터 보조 릴레이 4096 점 / 256 단어 (R / RW)
- SpecialRelay 1,024 점 / 64 단어 (S / SW)
- 타이머 256 포인트 (T. / T) (64@0.01s 및 192@0.1s)
- 계수기 256 포인트 (C. / C)
- 데이터 레지스터 4096 단어 (D)
- 인덱스 레지스터 3 단어 (I, J, K)
- 까탈 데이터 RW, T, C 및 D에 대한 사용자 정의
- 시계 캘린더 주의 년, 월, 일,시, 분, 초, 및 일
- 특수 I / O 기능 고속 카운터 (2 개의 싱글 또는 1 직교) 또는 인터럽

트 입력 (2 점),
- 조정 아날로그 등록 (2 점),
- 펄스 출력 (CW / CCW 또는 펄스 + 방향) 또는 PWM 출력
- 통신 인터페이스 RS - 232C 프로그래머 또는 컴퓨터 연결
- RS-485 프로그래머, 컴퓨터 링크, 데이터 링크, 무료 ASCII 또는 S9 모

드
- TOSLINE - F10 원격 역 (I / O 모듈)
- 특별 지원 / 디버그 기능 샘플 추적 (8 장치 3 등록, 256 번)
- 온라인 프로그래밍 (4K 모드)
- 온라인 EEPROM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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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 40

- 제어 방법 저장된 프로그램 순환 스캔 시스템
- I / O 처리 일괄 I / O 업데이트 (새로 고침) 및 I / O 액세스를 직접
- I / O 포인트 본체 : 40 점 (24 inputs/16 출력), 확장 I / O : 특급 유닛
- 16 inputs/16 출력, 특급 카드 2 (각종)
- 프로그래밍 언어 레더 다이어그램 (릴레이 기호 + 함수 블록)
- 프로그램 용량 8K 단계 (4K 모드 또는 8K 모드)
- 기억 SRAM (옵션 백업 배터리) EEPROM
- 프로그램 지침 기본 : 21 종류, 기능 : 97 종류
- 실행 속도 1.4 MS / 연락처, 2.3? S / 코일
- 4.2 ms/16-bit 전송, 6.5?의 16 비트뿐만 아니라
- 메인 스캔 시스템 부동 또는 고정 간격, 고정 간격 설정 : 10-300 MS
(10 MS 단위)
- 사용자 데이터 보조 릴레이 4096 점 / 256 단어 (R / RW)
- 특수 릴레이 1,024 점 / 64 단어 (S / SW)
- 타이머 256 포인트 (T. / T) (64@0.01s 및 192@0.1s)
- 계수기 256 포인트 (C. / C)
- 데이터 레지스터 4096 단어 (D)
- 인덱스 레지스터 3 단어 (I, J, K)
- 까탈 데이터 RW, T, C 및 D에 대한 사용자 정의
- 시계 캘린더 주의 년, 월, 일,시, 분, 초, 및 일
- 특수 I / O 기능 고속 카운터 (2 개의 싱글 또는 1 직교) 또는 인터럽

트 입력 (2 점),
- 조정 아날로그 등록 (2 점),
- 펄스 출력 (CW / CCW 또는 펄스 + 방향) 또는 PWM 출력
- 통신 인터페이스 RS - 232C 프로그래머 또는 컴퓨터 연결
- RS - 485 프로그래머, 컴퓨터 링크, 데이터 링크, 또는 무료 A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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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LINE - F10 원격 역 (I / O 모듈)
- 특별 지원 / 디버그 샘플 추적 (8 장치 3 등록, 256 번)
- 기능 온라인 프로그래밍 (4K 모드에서)
- 온라인 EEPROM 쓰기기능
2. 솔레노이드 밸브 시스템

가. DKC - 2 PORT Type
•

SDF 40
- 분수용 2-way Valve
- 공기 및 물용으로 용도가 다양한 솔레노이드 밸브
- 사용압력 0~5kgf/cm^2
- PILOT 밸브 구조
- SDF 40사용 유체 온도 5°C~40°C

•

SD 6000
- COIL이 방수형 구조
- 다종의 유체제어가 가능 (물, 등유, 공기)
- 사용 압력의 범위가 다양

•

SD 2000
- 소형 경량
- 다양한 유체 제어 가능
- 광범위한 사용 압력

•

SD3000/SD4000 파이롯트 킥 방식
- COIL이 방수형 구조
- 다양한 유체 제어 가능 (물, 등유, 공기)
- 사용 압력의 범위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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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KC - 3 PORT Type
•

ST280
- 무급유 형으로 내구성이 우수
- 통과유량 700L/min
- 수동 조작부의 Push, Lock 코일부의 옵션이 풍부

하여 리드선 길이 다양
•

VT3122
- 고빈도 연속 작동이 가능
- 밸브 고착 방지 구조로 되어 있어 분진 및 기타 악조

건에서 정확하고 안정된 동작 가능
- 2,3방향 공용 유니버셜 밸브
•

ST352
- 무습유 형으로 내구성 우수
- 대용량 밸브로써 π30~80 실린더에 사용 가능
- 수동 조작부의 Push, Lock 코일부의 옵션이

풍부하여 리드선 길이 다양
•

VT3122
- 경량화 구조
- 별도 MANIFOLD BLOCK 사용이 없이 다연수

연결 가능
- 수동 조작부의 Push, Lock, 코일부의 옵션이 풍부

하며 리드선 길이 다양
다. DKC - 5 PORT Type
•

DSF550
- 대용량 밸브로써 대형 구동기기에 적합
- 메탈실 방식으로 가스 및 분진에 강하고

악조건에서의 동작 우수
- 직동식으로 악조건에서의 정확한 동작성

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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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N350
- 무급유 형으로 내구성 우수
- 대유량 BODY 폭 26.5mm로 등급 최소 Size
- 수동 조작부의 회전 레버식 기본으로 적용
- 다양한 코일 옵션과 미려한 회관, 뛰어난 내구성

보장
•

DQF100
- 무급유 형으로 내구성 우수
- 수동 조작부의 Push, Lock, 코일부의 옵션이 풍

부하며 리드선 길이 다양
•

DSF450
- 무급유 형으로 내구성이 우수
- 대용량 밸브로써

•

∅ 80~∅ 150 실린더에 사용가능

AF450 (AIR OPERATOR VALVE)

- 무급유 형으로 내구성 우수
- 대용량 밸브로써

∅ 60~∅ 150실린더에 사용가능

3. 압축공기 청정화기기 (Ref.: (주) 신영)

•

에어크린유니트(BC)
- 기종 : 20,30,40 Series
- 관 접속 구경 : G1/4, G3/8, G1/2
- 압력 조절 범위 : 0.05~0.85㎫(0.5~8.7Kgf/㎠)

•

필터레귤레이터(BW)
- 기종 : BW20,BW30,BW40
- 관 접속 구경 : G1/4, G3/8, G1/2
- 압력 조절 범위 : 0.05~0.85㎫(0.5~8.7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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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필터(BF)
- 기종 : BF20, BF30,BF40
- 관 접속 구경 : G1/4, G3/8, G1/2
- 최고사용압력 0.99㎫ (9.9Kgf/㎠)

•

에어루브리케이터(BL)
- 에어 필터 (BF)
- 기종 : BL20, BL30,BL40
- 관 접속 구경 : G1/4, G3/8, G1/2
- 최고사용압력 0.99㎫ (9.9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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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형 에어 실린더
- 내용 : 중형 실린더
- 고성능 쿠션 패킹 설계로 압차에의한 급출발 방지
- 포트 위치와 쿠션밸브가 같은 면으로 작업 편의성 증대
- SEAL방법 개선을 통한 AIR LEAK감소
- 저 자계 오토스위치 부착 가능(W2PL)
- 타이로드 내장(Socket)으로 미려한 디자인과 위험방지
- Bush와 Rod의 가공정도와 Bush와의 접속 길이를 늘려 Pistion Rod 처짐감소

•

콤팩트 에어 실린더
- 기기분류 : 액추에이터
- 내용 : 판넬 부착 소형 실린더
- 튜브의 특수 코킹방식으로 작동시 내충격 강도 강화
- 로드 커버의 강력한 내마모성 동합금 재질 사용으로 월

등한 내구성
- 다양한 전용 호스 니플 선택가능

•

테이블 부착 에어 실린더
- 기기분류 - 액추에이터
- 내용 - 테이블 실린더
- 넓은 워크 취부면 확보
- 워크테이블과 에어실린더가 결합된 컴팩트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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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 접촉면적을 최대로하여 내구성을 향상
- 테이블 상판 반복에 의한 볼트이완시 보수편리
- Air Port, 오토스위치, Option 부착위치의 좌, 우 선택가

능
- 3면 취부가능

•

로드레스 에어 실린더
- 기기분류 : 액추에이터
- 내용 : 슬라이드 실린더
- 높은 위치 정도의 확보
- 오토스위치 부착 가능
- 작은 공간에 부착 가능한 박형 타입
- 플레이트 고정형과 튜브 고정형의 두가지 부착방법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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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공정장치용 장비 설계 및 지침
공정장치에 적용할 장비의 설계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스너(fastener)에는 볼트, 너트, 스크류, 클램프 및 핀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경우, 원격으로 교체되는 모듈과 부조립체를 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볼트와 스
크류는 매니퓰레이터 혹은 크레인 후크에 접속시켜 모터 가동 충격렌지 혹은 너
트 런너를 사용하여 조이거나 풀 수 있다. 원격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화스너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낮은 비용 및 쉬운 이용성 때문에 상용화된 화스너를 선택한다. 그러나

안내장치(pilot nosed end)의 추가와 같은 화스너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화스너의 설계 및 제작은 불필요하다.
(2) 모듈의 설치 혹은 유지보수 동안에 공구의 교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

하면 흔한 치수 및 일정한 치수를 선택하도록 한다.
(3) 볼트 혹은 스크류의 치수는 6 mm 이상이 되도록 제한한다.
(4) 매니퓰레이터 정교성의 제한을 고려하여 홈형 혹은 소형 소켓 헤드를 갖

는 스크류를 피한다. 이는 또한 먼지나 오염물이 끼기 쉽다.
(5) 매니퓰레이터 공구의 사용에 따른 나사부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굵은 나

사를 적용한다.
6) 스크류 맞물림을 시작할 때에 나사부 손상을 피하도록 한다. 나사부의

끝단은 특수 가공(chamfer 혹은 thread blunting) 하거나 카운터보어
(counterbore) 혹은 카운터싱크(countersink)를 설치한다.
(7) 빈번하게 화스너를 제거해야 하는 곳에는 ACME 나사를 적용한 화스너

를 사용한다.
(8) 접합 나사부는 윤활을 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볼트와 너트,

스크류와 나사부 시트는 다른 재질 혹은 다른 경도의 재료로 제작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그러나 접합 나사부를 윤활시키지 않는다면 운영 중
계속적인 진동으로 마멸(abrasion) 및 마손(fretting)이 발생할 수 있다 윤활
히 허용되는 곳에서는 손상의 주원인이 되는 나사부 표면에 금속이송을
방지할 수 있다.
(9) 분리(unseating)혹은 운반 후 잃어버림을 피하기 위해 화스너는 모듈 구조

물에 구속(captive)되도록 설계한다. 헐거운 볼트 혹은 너트의 사용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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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림 5-1～5-4에 나타낸 화스너의 설계 예와 같이 스크류도 구속시
킨다. 정밀도가 낮은 조립체에 볼트를 사용할 때에는 그림 5-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너트를 구속할 수 있다.
(10) 하중 구속볼트는 특히 수직으로 설치될 경우, 풀어짐이 발생했을 때 이

를 표시하고, 모듈의 운반과 설치중 간섭과 볼트 손상을 피하기 위해 튀
어나오게 한다. 구속 볼트가 풀어진 곳에서 스프링은 충격렌지로 동료
볼트를 풀 때 진동으로 인한 체결을 방지한다. 그림 5-3에는 스프링하중
구속볼트를 예시하였다.
(11) 정렬을 보장하고, 축의 중심선에 따라 인장 하중만이 볼트에 작용하도록

핀 혹은 숄더(shoulder)를 설치한다. 조립체를 밀어서 정렬할 때 지나친
하중이 화스너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12) 후크에 부착된 충격렌치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스크류 화스너는 수평 혹

은 수직 방향으로 작업되도록 한다. 경사진 렌치작업은 호이스트와 더불
어 공구의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2차원으로 스크류의 추적(chasing)이
필요하다.
(13) 가능하다면, 자석의 특성(magnetic properties)을 이용하여 화스너를 잡거나

위치시키도록 한다.
(14) 상용화된 볼 잠김 핀(ball-lock pin) 화스너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매니퓰레이터 그리퍼의 밀고/당김 작업을 위해 핀은 그림 5-5에 나타낸
바와 같은 그립헤드(grip head)를 갖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15) 빈번하게 이동되어야 하는 모듈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용화된 토글 및

스윙 클램프(toggle and swing clamp)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에는 매니
퓰레이터 공구를 사용하여 클램프를 조정하기 위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16) 스냅링(spring snap), 롤핀(roll pin), 코터핀(cotter pin) 및 스프링 스냅
(spring snap) 등과 같은 기타 화스너는 원격으로 교체되는 개체를 구속하

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화스너는 셀 바깥에서 접
촉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장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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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Captive fastener - typical

그림 5-2. Captive bolt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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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Spring-loaded captive bolt for remote assembly

그림 5-4. Captive nuts

- 598 -

그림 5-5. Detent pin
가이드(Guide)는 모든 원격교체 모듈과 조립체는 용이한 설치를 위해 정렬 가
이드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모듈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 쌍의 가이드를 사용한다. 첫

번째 것은 개략적으로 위치를 잡고, 보다 정교한 기어 맞물림 혹은 축 커
플링 맞물림을 보장하기 위해 적은 오차의 핀과 구멍으로 구성된 정교한
가이드인 두 번째로 모듈을 유도한다. 잘 채택된 2단 안내장치는 정렬을
위해 매니퓰레이터의 도움없이 단지 호이스트만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개
체를 지정 장소에 위치시킬 수 있다.
(2) 정교한 안내를 위해서는 설치 및 제거작업 중 심한 기울임(tilt), 구속
(binding), 혹은 붙잡음(seizing) 등을 배제한다. 모듈의 정교한 정렬은 구속

을 피하기 위하여 마지막 3～5 mm의 수직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근접 접속 가이드는 모듈 케이스 재료와 상이한 금속으로 제작하여
마손(galling) 혹은 구속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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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렬작업은 셀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의 시각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적절

한 모듈 맞물림과 접속을 위해 셀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는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모듈 자체에 의한 시야 방해를 피하도록 한다.
(4) 거친/정교한 가이드는 한 세트의 단순한 핀과 구멍으로 구성되나, 결합을

돕기 위해 높이를 다르게 한다.
(5) 원격으로 교체되는 모듈은

화스너를 체결하기 전에 매니퓰레이터 혹은

크레인 후크가 분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와 핀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정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계통(locating system)은 나사부 혹은 화스너의
손상 없이 스크류가 맞물릴 수 있어야 한다.
인양 고리는 모든 교체 가능한 모듈 혹은 부조립체는 셀 내에서 운반, 설치 및
교체를 위해 인양이 필요하다. 인양에 관한 일반지침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1) 가능하면 모듈에 고정된 인양 고리를 설치하여 특수 인양 기구를 배제시

키고 유지보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고정된 인양 고리가 장치의 설치시나 운전시에 간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아이볼트를 체결하기 위하여 모듈의 인양지점에 경사진 구멍을
설치한다.
(3) 인양 고리, 아이볼트 및 케이블은 2이상의 설계 안전계수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크레인 후크와의 체결을 위해 인양 고리 주위에는 필요한 접근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5) 크레인 후크와의 체결 혹은 분리 작업 중 셀 내부 카메라를 통해 인양지

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6) 정상적인 상태에서 모듈의 제거 및 설치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인양

지점은 무게중심 위에 있도록 한다.
(7) 똑바른 수직 인양이 되도록 인양 고리를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하중을

인양할 때 크레인에는 수직하중만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일반적으로 매니퓰레이터로 취급하는 작은 모듈은 매니퓰레이터의 파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특성(마찰 증대, 이탈 방지 등)을 갖도록 설계한다.
(9) 공간이 허용된다면 운반될 집합체 혹은 부집합체에 인양 고리를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원격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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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니퓰레이터와 접속되는 인양고리는 집게에 확실한 파지를 보장하도록

돌출부 혹은 다른 구조를 갖도록 한다.
(11) 인양고리는 장비의 체결요건에 맞추어 다른 방향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

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건전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자체도 평면에 위치할 때 안정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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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1)
TYPE IV

C

A

1/2R

D
D
E

150

B

TYPE V

A

1/2R
150

D
D
C
600
B

그림 5-7. 인양 고리 설계 형상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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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그림 5-8. 안내 장치의 예시

- 602 -

첨부 6. 원격 장치의 배치거리 산출 근거 (Cd 증류장치의
사례)
•

기본 가정1 : MSM을 통해 커넥터를 분리/결합하기 위해서는 MSM을 통한
접근을 가능여부와 더불어, 커넥터의 분리를 위해서 파지후
MSM이 자체 자유도를 사용하여 후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여기서는 Manipulation Margin으로 칭하기로 함)이 필요하다.

•

기본 가정2 : Manipulation Margin은 MSM이 주요 작업공간내에서 어느 정
도 Arm의 길이가 신장되어있는 상황에서만 고려하며, MSM
이 최소로 수축되어있는 때(ex. 기본자세, 그림 1 참조)에는
0의 값을 가진다.

그림 6-1. 검증용 목업에서의 기본 장치 배치구조 및 MSM의
조작 여유 (Manipulation Margin for 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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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의 Dimension으로 공정장치의 높이와 작업창을 기준으로 한 거리를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cos    

(6-1)

  sin    

(6-2)

식 6-2를 다음 식 6-3과 같이 변환하고 삼각함수 공식을 활용하면 식 6-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in



(6-3)


      
 cos





 



(  ≤  ≤  )

(6-4)

식 6-4를 식 6-1에 대입하면,

    





       
    



 





(6-5)

위의 식에 대해서, PRIDE에 설치될 MSM의 각 파트별 Dimension과 Manipulation
Margin을                   으로 각각 설정하였

다. (단위: mm, MSM의 상세 치수는 PRIDE 도면 참조)
이때 장치 전면부 최상단에 위치한 커넥터의 높이    라 하면, 그림
6-1의 우측에 도시된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mm

여기에, MSM의 Over-hang distance     mm을 더하면, 해당 공정장치의 작업
창으로부터의 최소 이격 위치 (  )를 산출할 수 있다.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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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공정장치의 전면부 1700mm 높이에 장착된 커넥터의 원활한 분리/결합
작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작업창으로부터 1300mm 이상 장치가 떨어져 있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작여유  을 여유 있게 설정할수록 장치는 작업창으로
부터 더 멀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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