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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로보트 최적화 설계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핵연료 재장전시 증거발생기의 세관검사 빛 보수작업을 병행하면 원

전의 운전정지 보수기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전에너지

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원자

로로부터 증기발생기의 냉각수 유입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증기발생

기 일차측 수실과 노즐을 격리하는 장비로서 노즐댐이 있다. 이 노즐댐을

냉각재가 유출입하는 노즐관 입출구에 설치한 후 핵연료 채장전시 핵연료

보수작엽과 증기발생기 세관검사 및 보수작업을 병행한다. 가압경수로 원

자로의 가동중지 중이나 재창전시의 점검 보수에 따른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의 30% 정도가 증기발생가 작업에서 발생된다. 그 중 증기발생기 노

즐 입출구에 노즐댐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동안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이 절

반 이상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즐댐 설치 작업을 고방사선의

환경과 제한된 공간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작업자들이 기피

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방사선 피폭을 저감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졸댐 설치 및 제거를 원격제어 로보트로 수행하는 기술 개발이 절

실히 요구된다.

본과제의 당해년도 목적은 원전 로보트 시스댐 개발과제에서 개발한

로보트가 취급할 수 있는 경량노즐댐의 설계/제작 및 용력해석을 통한 구

조적 건전성 평가하고 어를 운반/취급할 수 있는 유압구동 파지공구를 설

계/제작 그리고 힘 및 위치제어기를 개발한다. 또한 조작기 자체의 구조적



인 최적설계 겨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노즐댐 시스템

가. 노즐댐 설계

(1) 중기발생기 man way 통과 및 운반올 위한 최적형상， 갯수 설계

(2) 강성대 무게비의 최적설계

(3) 파지공구와의 interface 형상셜계

(4) 노즐댐 FEM 모텔화 및 응력해석

(5) 노즐댐 저차 고유진동수 계산

(6) 노즐댐 재질검토

(7) 노즐댐 제작 타당성 조사

(8) 경량 노즐댐 제작

나. Diaphragm seal 설계

(1) wet seal, 따y seal, 그려고 mechanical 구조설계

(2) 제작방법 선정

(3) diaphragm seal assembly 제작

다. 공기압 빛 수압 제어판

(1) 공기압 및 수압 제어장치 설계

(2) 누수감지 장치 설계

(3) 공기압 및 수압 체어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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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즐댐 취급공구 시스댐

가. 파지공구 메카니즘 설계 및 제작

(1) 파지공구 파지 형 태 (method of grasping) 설계

(2) 노즐댐 연계 interface 셜계

(3) 로보트 팔과의 interface 셜계

(4) 파지공구 기구부 제작

(5) 로보트 팔과의 interface 제작

나. 파지력 제어 및 위치 제어기 설계

(1) 파지력 및 위치 제어센서 설계

(2) 측정센서 설치용 구조설계

(3) 파지력 및 위치체어 알고리즘(퍼지논리제어) 개발

다. 노즐댐 체결공구 설계 및 제작

(1) 노즐댐 체결 기구 설계

(2) 체결공구 제작

3. 천기구동 로보트 조작기 설계

가. 강성/질량비 최적화를 위한 구조 설계

나.6 축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의 상세설계

다. 최적제어를 위한 제어 알고리즘 개발

라. PC 급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기 설계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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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결과

가. 노즐댐 시스템

국내발전소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경량 노즐댐， 즉 버강성 및 비강

도가 비교적 큰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로 국내 고유 노즐댐 (KAERI 노즐

댐)의 구성 부품인 중앙판과 2개의 측면판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노즐댐

의 강성대 무게비를 현재 18.25 X 103 N . m2/kg (고리 노즐댐)에서 29.83

X 103 N· m2/kg(KAERI 노즐댐)으로 대폭 향상시켰으며， 'KAERI 노즐댐

의 구조해석과 노즐댐의 체결볼트의 응력해석을 통하여 그 구조적 건전성

을 검증 하였다.

노출댐의 누수방지를 위한 다이어프램 실의 inflatable sealewet se머，

dry seal) 그리고 mechanical seal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KAERI 다이어프

램 실을 설계하였다. Inflatable seal 내부에 압축공기압 및 수압을 제어하

며， 노즐댐 시소템의 누수시험을 할 수 있는 제어판을 제작하였다.

나. 노즐댐 취급공구 시스템

노즐댐 취급공구에는 증기발생기 외부로부터 수실내의 노즐까지 노즐

댐을 파지/운반하는 파지공구와 노즐댐을 노즐링에 볼트 체결하는 체결공

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파지공구의 기구학적 최적설계의 성능지수로 구동력-대-파지력의 비

가 제안되었고， 이 지수에 근거하여 최적설계인자졸용 찾아내기 위한 최적

설계합성이 수행되었다. 최적설계로부터 얻어친 인자들을 사용한 KAERI의

파지공구(성능지수=4.1)는 노즐댐과 같은 무거운 물체를 다루기에 충분한

성능을 낼 뿐 아니라， 성능지수 값이 Schilling사의 파지공구(성능지수=10.0)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었다. 또 개폐식 파지공구 메카녀즘의 위치해석，

기구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파지공구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퍼지논리 제어기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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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어기는 LVDT로부터의 위치신호와 PIT센서로부터의 압력 신호를

ND변환기를 통해 받아들인다. 이 신호들은 위치해석과 기구학적 해석의

결과를 이용해 실제 개폐변위와 파지력으로 계산된 후 주어진 계획경로와

의 오차신호에 따라 채어신호를 전기유압 서보밸브에 발생시켜 파지공구

구동실린더를 체어한다. 실제 파지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시스템 모텔올 바

탕으로 컴퓨터 시물레이션이 수행되었다. 이 시플레아션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된 퍼지논리 제어기는 파지공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채어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노즐댐을 증기발생기의 노줄령에 볼트로 고정하는 공구를 설계/제작

하였다.

다.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 설계

로보트의 end-effector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로보트 조작

가의 개략적인 설계를 한 후 이로부터 로보트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유도된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제 작업경로와 유사한 그러나 다

소 보수적인 작업경로를에 대한 예비 모의실험을 통해 로보트의 각 관절에

필요한 구동 토오크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구동 토오크를 토대로 모터 및 감속기를 선정하였고， 선정결과

를 반영하여 로보트 조작기를 재 설계하였다. 재 설계된 결과들에 대하여

실제 작업 경로들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설계 결과를 평가， 검토하였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원전로보트 시스템 개발 과제에서 개발한 원격제어 로보트와 함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기구동 로보트， 유압으로 구동되는 취급공구 및 CFRP

로 제작하여 경량화 된 KAERI 노즐댐을 증가발생기 mock-up에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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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하는 시험올 수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검중한다. 앞으로 이 연구결과의

실용성이 입증되면 본 과제에서 개발한 노즐댐， 파지공구 및 전기구동 로보

트 조작거 둥이 국내 발전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기발생기

노즐댐， 원격제어 로보트 및 제어관련 시스댐에 소요되는 막대한 금액의 수

입돼체 효과를 얻올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즐댐의 최척셜계기

술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력 분야와 같이 방사선 준위가 높

은 곳에서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최적쉴계에 척용될 것으로 전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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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The Development of Optimal Design Technology in Robotics

II. Purpose and Importance

The nonnal shutdown and maintenance period of a nuclear power

plant can be remarkably shortened when the examination and

maintenance works in steam generator tubes are simultaneously carried

out with refueling job. By doing so, it ensures high plant availability.

To simultaneously carry out the refueling and the steam generator

maintenance work, it is required to block the coolant flow from reactor

to steam generator. There are nozzle dams to isolate the primary sides

of steam generator from the nozzles of primary coolant system. With

the nozzle dam installed at the nozzles, the refueling job and steam

generator maintenance work can be started simultaneously.

Among the whole radiation exposures to the working personnel in

a nuclear power plant, it is found that about 30% came from the steam

generator maintenance or related works during the pI없It normal

shutdown period. It is also known that a half of the total exposure

dosages in steam generator works is due to the nozzle dam installation

and/or removal jobs.

Workers are reluctant of nozzle dam installation because of the

high radiation environment and the limited working space in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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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or. Therefor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nozzle dam

installation and removal works be done by a remotely controlled robot

for the protection of the operators from the radiation exposu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design/manufacture a

light weight nozzle dam and evaluate structural integrity through stress

analysis. A gripper to grasp the nozzle dam as an end effector, which

is actuated by hydraulic power, is designed and implemented. . The

manipulator structure design of the nozzle dam handling robot system is

also performed.

.,

III. Scope and Contents

1. Nozzle Dam System

A. Nozzle Dam

(1) Optimal design of the shape and number of segments for

‘transit through man-way

(2) Optimal design of stiffness-to-weight ratio

(3) Design of interfaces with gripper

(4) FEM modeling and stress analysis of nozzle dam

(5) Natura! frequency calculation

(6) Material selection

(7) Investigation of manufacturing feasibility

(8) Manufacturing of light weight nozzle dam

B. Diaphragm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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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ructure design of wet seal, dry seal and mechanical se머

(2) Investigation of manufacturing method

(3) Manufacturing of diaphragm seal assembly

C. Control Console of Pneumatic & Hydraulic Pressure

(1) Design of pneumatic & hydraulic pressure control equipment

(2) Design of leak monitoring device

(3) Manufacturing of control console panel

2. Nozzle Dam Handling Tool System

A. Design and Manufacturing of Gripper Mechanism

(1) Determination of method of grasping

(2) ‘ Design of interfaces with nozzle dam

(3) Design of interfaces with robot arm

(4) Fabrication of gripper

(5) Manufacturing of interface part with robot arm

B. Design of Force & PositlOn Controller

(1) Selection of force & position sensors

(2) Design of sensor mounting blocks

(3) Development of fuzzy logic control algorithm

C. Design and Manufacturing of Nozzle Dam Fastening Tool

(1) Design of nozzle dam fastening (bolting) tool

(2) Manufacturing of bolt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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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sign of electric robot manipulator

A. Computation of stiffness of manipulator links

B. Joint actuator torque calculation at each joint

C. Development of optimal control algorithm

D. Design of computer operational system using personal

computer

IV. Results and Suggestions for Application

1. Results

A. Nozzle dam system

KAERI has designed an original domestic nozzle dam (KAERI

nozzle dam) which consists of a center section and two side sections.

It was fabricated with the carbon fabric reinforced plastiC<CFRP) which

shows relatively high specific modulus and high specific strength. The

stiffness-to-weight ratio of the nozzle dam was remarkably improved

from 18.25 x 103 N m2/kg(KORI nozzle dam) to 29.83 x 103 N m2/kg

(KAERI nozzle dam). The structure integrity of KAERI nozzle dam

was verified through the stress analysis using Ar“ SYS program.

Design of nozzle dam diaphragm se외 assembly which consists of

inflatable seals(a wet and a dry seal) and a mechanical seal has been

completed. It is used to prevent the coolant leakage from steam

generator nozzles.

Control console panel, which controls pneumatic pressure supplied

to inflatable seals and hydraulic pressure applied to nozzle dam at I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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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has been manufactured. It also has a special sensor from which it

can sense water leakage.

B. Nozzle Dan Handling Tool System

Two kinds of nozzle dam handling tool, gripper and fastening(or

bolting) tool, have been developed. Optimal design of the gripper

mechanism were carried out. As an index of the optimal design, the

driving force-to-gripping force ratio was proposed. Therefore the

smaller the ratio is , the better the performance of the gripper. Based

on this index the optimal design synthesis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values of optimal design parameters for the gripper mechanism.

And its implementation, which is proper to handle a heavy object such

as the nozzle dam,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enhanced driving

force-to-gripping force ratio (performance index). The perfonnance

index of the KAERI gripper was found to be 4.1 , while that of Schilling

gripper (product of Schilling Inc.) is 10.0. It tells that the perfonnance

of KAERI gripper is much better than that of Schilling gripper.

The position an외ysis and the kinematic analysis of the KAERI

gnp야r were also carried out.

To control the gripper system a fuzzy logic controller was

proposed. The controller takes two sensory inputs, position feedback

from the LVDT and pressure feedback from pressure transducers, and

generates the control signal to electro-hydraulic servovalve which

controls the hydraulic servo actuator. Computer simulation considering

the actual environments where the controller is to be put was carried'

out to test control performanc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xl



designed controller can effectively control the gripper system.

A bolting tool to fasten the nozzle dam to the nozzle ring of steam

generator was also designed and manufactured.

c. Design of electric robot manipulator

Preliminary design of robot manipulator was done by ‘ considering

maximum load on robot end-effector. From the preliminary design, the

dynamic equation for the robot 'was derived. Driving torque required at

each joint of robot was calculated through the simulation for ’ the

predetermined working path which is conservatively ‘ similar to the actual

path. Based on driving torque calculated; motor and reduction gear

were selected.

2. Suggestions for Application

The performance of the light weight KAERI nozzle dam will be

verified with the handling tools actuated by hydraulic power and the

electric robot manipulator through the installation and removal test in a

steam generator mock-up. When verified, the nozzle dam, its handling

tools and electric robot manipulator system can be applied to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a large amount of

money to import the nozzle dam and remotely controlled robot system

can be saved.

The optimal design technology of nozzle dam can be applied to the

optimization of the similar structure design which are used under the

environment of high radiation level in nuclea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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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saved.

The optimal design technology of nozzle dam can be applied to the

optimization of the similar structure design which are used under the

environment of high radiation level in nuclea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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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

제 1 절 연구배경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의 세관검사 및 보수작업을 위해서는 증가발

생기의 출입구(manway)를 통하여 작업차 또는 로보트가 증기발생기 수실

내로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원자로는 정지 상태이고 증기

발생기는 완전 배수된 상태이어야 한다. 만일 핵연료 재장전 기간시 이러

한 증기발생 71의 세관 검사 및 보수작업올 병행하면 원전의 운전정지 보수

기간을 현저하게 단축함으로써 원전에너지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 재장전을 위해서는 원자로가 설치되어 었는 수조(reactor

vault)를 완전히 충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기발생기의 설치 위치상 증기

발생기내로 냉각수가 유입되어 점검 및 보수작업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

로 두가지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로로부터 증기발생거의 냉각수

유업을 막아야하며 이를 위한 장비로써 증기발생가 일차측 수실과 노즐을

격리시키는 노즐댐 (nozzle dam)이 있다. 이 노즐댐을 냉각재가 유출입하는

노즐관 입출구에 설치한 후 핵연료 재장전 기간의 수조충수 상태에서 증기

발생기의 세관검사 및 보수작업을 병행한다(그림 D, 그러므로 노즐댐 설

치 작업은 필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가압경수로 원자로의 가동중지 중이나 재장전시 점검， 보수시에 따른

작업종사자 방사션 피폭의 30% 정도가 증기발생기 작업에서 발생된다. 그

중 증기발생기 챈널해드(channel head)에서 작업차가 노즐댐을 설치 또는

제거(이하 노즐댐작업)하는 동안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이 절반이상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1]. 이와 같이 노즐댐작업은 고방사선의 환경과 제한된 공

간내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작업자틀어 기피하는 현상을 보

인다. 이러한 방사선 피폭을 저감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즐댐작업

을 짧은 시간내에 수행할 수 있는 노즐댐의 설계 가술개발 또는 원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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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트로 노졸댐작업올 하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쓰이고 있는 노즐댐의 종류는 웨스팅하우스

(Westinghouse) 노즐댐， CE(Combustion Engineering) 노즐댐， 그리고 앞으

로 쓰알 NES(Nuclear Energy Services Inc.) 노즐댐으로 크게 분류활수 있

다. 초기의 웨스팅하우스 노즐댐은 그 무께가 무거워서 노즐댐 작업에 어

려움이 많다. 이것올 해결하기 위해 Trull'이.d2 ，3]은 노즐댐 설치/제거에 쓰

이는 기구를 고안하여 노즐댐의 이동 및 설치 작업올 용이하게 하였으며，

Evans[4]는 노즐댐에 작용하는 냉각수의 수압에 의해 발생한 굽혐모우멘트

선도의 형상으로 노졸댐 판재의 두께를 정하여 노즐댐에 작용하는 응력올

고르게 하고 무게를 경량화하는 노즐댐올 셜계하였다. 이 노즐댐은 현재

브랜드(Brand Inc.) 노즐댐으로 실용화 되었는데 노즐댐 설치 작업에 소요

되는 시간이 약 2-3분 정도이며， 노즐댐에 로보트가 파지할수 있는 손잡이

를 부착하면 원격조정으로 노즐댐 착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5]. 이

노즐댐올 브랜드사의 로보트인 ROMA (Remotely Operated Manipulator

Ann)와 함께 19901년에 Catawba 2 호기에서 노즐댐 셜치 작업올 설증한

이래로 다른 원전 호기에도 적용했으며， 웨스팅하우스의 로보트인 ROSAIll

로 1992년 Farley 1 호기에서 노즐댐 셜치 작업을 실증시킨 바 있다.

영광 3&4 호기에 쓰일 노즐댐은 CE 노즐댐으로 아y 노즐댐 및 wet

노즐댐이라고 불리는 2개의 노즐댐올 노즐벽에 있는 핀구멍에 핀으로 장착

한다. Everett[6] 및 Wentzell[7] 이 고안한 노즐댐들도 각각 바y 노즐댐，

wet 노즐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CE 노즐댐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

으며， M. Weisel[8]은 single 노즐댐을 고안하였다. McDonald[9]는 이 노

즐댐올 원격으로 설자 할 수 있는 장비를 고안하여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수실 내부로 입실하지 않고 노즐댐 작업올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NES 노즐댐은 장차 울진 3&4 호기에 쓰일 예정으로 노즐댐은 증가

발생기 노즐입구에 기 설치되어있는 고정링 (retention ring)에 핀으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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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노출댐 장착에 소요되는 시간은 수분이내이다.

앞에서와 같이 외국의 선진 정비회사들은 수년전부터 노즐댐 개선에

투자 하고 이를 연구개발해온 결과 짧은 시간에 노플댐올 장착/쩨거할 수

있는 노즐댐올 개발하였으며 노즐댐에 로보트 파지용 손잡이를 부착하여

중기발생기 수실에 작업자의 출업이 전혀 없이 원격조정장비(로보트)로 노

즐댐 설치 및 제거하는데 성공하여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선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노즐댐의 설계 개선올 위한 연구 및 이 작업올 무인화하

기 위한 기술축적이 전무하지만 어 분야의 연구개발올 추진하여 원자력발

전소의 효율적인 점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개량된 노즐댐을 개발합과

더불어 노즐댐작업의 무언화에 사용될 로보트를 개발하여， 선진 해외기술진

에확 기술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체의 구조물 최적화 셜껴l 및 자동화분야 기

술자립에 기여하도록 한다.

채 2 절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가. 노즐댐의 최적껄계 기술 정립

노즐댐은 원자로 수조의 수압에 대해 그 구조적 건전성올 유지하

면서 냉각수가 증기발생기내로 유입되는 것올 막아야 한다. 또 노즐댐

은 방사선 준위가 비교적 높은 중기발생기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로보트에 의한 원격설치가 당연하다. 작업자에 의한 수동설치도 감안

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가볍게 설계되어야 한다. 상기 두가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강성대 무게비를 극대화 하는 노즐댐의 구조와 재료

를 선정， 로보트와의 interface 설계둥 노즐댐의 최적설계 기술올 정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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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즐댐 파지공구 최적설계 기술 정렵

노즐댐 파지공구는 노즐댐의 효율적으로 취급 및 운반이 용이한 구조

를 가지면서 노즐댐과의 호환성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파지공구의

가장 중요한 설계원칙은 파지의 안정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즐댐 파지시

기구학적으로 확실히 구속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한다. 파지공구는.- Jaw,

링크(link) ， 그리고 구동 엑츄에이터로 구성되며， 이들 변수의 상호관계를

해석하여 같은 구동력에 비하여 큰 파지력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최적설계

를한다.

다.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 최적설계 기술 정립

원전 로보트 시스템 개발 과제에서 수행 중인 유압구동 로보트 조작

기와 병행하여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의 설계를 수행한다. 유압식에 비해

전기구동식의 경우 설계가 간단하고 방사선 지역내에서의 문제점이 거의

없어 취급이 용이하다. 자체중량에 대한 가반중량의 비를 높일 수 있는 재

료선정과 구조설계를 통하여 노출댐 취급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의 최적

설계룰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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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r= 노즐댐
! - 노즐댐

연구개발 목표구

l 차년도

노즐댐 설계 형상설계

예비응력 해석

i - 파지공구 개념설계
- 파지공구 형상설계

파지공구 설계

- 조작기 링크의 강도계산 및

제원 설정

- 각 링크의 구동토크 계산

‘ - PC 급 컴퓨터 운영 체계 구축

: - 노즐댐 최적설계

- 시혐용 노즐댐 제작

파지공구 시작품 제작 ! - 파지공구 설계

! - 파지공구 제작

전기구홍 로보트

조작기 개념설계

노즐댐 시작품 제작

- 캉성/질량 비 최적화를

! 위한 구조설계

‘ - 6 축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

상세설계

; - 디지탈 PID 제어 알고리즘

개발

- PC 급 컴퓨터를 이용한

’ 제어기 설계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 상세설계

2 차년도
(1993)

3 차년도
(1994)

- 경량 노즐댐 제작

- 로보트연계 실용화 평가

및 보완

노즐댐 실용화 평가

및 보완

최적설계 제작

평가및 보완

- 파지공구의
- 현장적용성

01
숭파지공구 시험

보완

- DSP를 이용한 로보트 전용

제어기 구성

- 전기구동 로보트 최적화 설계

r 및 평가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 최적설계

.
4 차년도

(1995)

t
J



제 3 절 당해년도 연구개발내용

1. 노즐댐 시스템

가. 노줄댐 설계

(1) 증기발생기 man way 통과 빛 운반을 위한 최적형상， 갯수 설계

(2) 강성대 무게비의 최적설계

(3) 파지공구와의 interface 형상설계

(4) 노즐댐 FEM 모델화 및 용력해석

(5) 노즐댐 저차 고유진동수 계산

(6) 노즐댐 채질검토

(7) 노즐댐 제작 타당성 조사

(8) 경량 노즐댐 제작

나. Diaphragm seal 설계

(1) wet seal, 마y seal, 그리고 mechanical 구조셜계

(2) 체작방법 선정

(3) diaphragm seal assembly 제작

다. 공기압 및 수압 체어판

(1) 공기압 및 수압 제어장치 설계

(2) 누수감지 장치 설계

(3) 공기압 및 수압 제어판 제작

2. 노즐댐 취급공구 시스템

가. 파지공구 메카니즘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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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지공구 파지형 태 (method of grasping) 셜계

(2) 노즐댐 연계 interface 설계

(3) 로보트 활과의 interface 설계

(4) 파지공구 기구부 제작

(5) 로보트 팔과의 interface 제작

나. 파지력 체어 및 위치 제어기 설계

(1) 파지력 및 위치 제어센서 설계

(2) 측청센서 셜치용 구조셜계

(3) 파지력 및 위치제어 알고리즘(퍼지논리제어) 개발

다. 노즐댐 체결공구 셜계 및 제작

(1) 노즐댐 체결 기구 셜계

(2) 체결공구 제작

3.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셜계

가. 강성/질량비 최적화를 위한 구조 설계

나.6 축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의 상세설계

다. 최적제어룰 위한 처1 어 알고리즘 개발

라. PC 급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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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로
」

보
」

체 1 절 노즐댐 시스템

1. 노즐댐 설계

가. 노즐댐의 특성

원자로부터 유입되는 일차측 냉각수의 입 · 출구가 되는 증기발생기

노즐입구에 노즐링아 용접되어 있으며， 노즐댐은 이 노즐링에 볼트로 체결

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특히 노즐댐의 반입 경로가 되는 맨

웨이 (manway)의 직경 (16 inch)보다 노즐댐의 직경〈노즐댐의 최대직경

41.5 inch)이 크기 때문에 노즐댐이 맨웨아를 통하여 운반되어 지기 위해서

노즐댐은 3조각으로 퉁분되어 있다. 즉， 노즐댐은 중앙판(center section)

그리고 2개의 측면판(side section)으로 제작되어 노즐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경이 작은 맨웨이로도 쉽게 운반 된다.

증기발생기 수실내부의 노즐부근에서의 방사선 조사선량(17 R/hr)이

매우 높고 노즐댐이 장기간 장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사산 영향에

따른 노즐댐 재질의 물성치 변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NES회사(미

국의 노즐댐 제작회사)에서는 노즐댐과 누수방지 실(seal) 구조불 모두 200

。F 온도， 50 R/hr의 방사선 환경에서 100일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셜계기준올 정해 놓고 있다[2].

노즐댐의 설치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즐댐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노즐댐 작업차가 노즐댐 운반및 취급이 어려워

서 원만한 노즐댐 설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리 1 발전소에서 사용

되고 있는 노즐댐은 중앙판 75 lbs 그리고 측면판이 75 lbs로서 작업자가·

취급하기에는 무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노즐댐 재질인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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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고리 2호기 노즐댐 : Al 5052 H32)대산에 가볍고 강도가 높은 복합재

료 둥을 사용하여 경량노즐댐의 제작은 노즐댐 장착의 효윷올 높이는데 필

수요건이다.

누수방지를 하거위해 노즐댐에 부착하는 다이어프램 실(diaphragm

seal)은 그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며，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디스크(disk) 행

과 압축공기를 주입시 팽창되는 inflatable seal형으풍 구분된다. 현재 고리

발전소에서는 디스크 형의 다이어프램 실올 쓰기 때문에 볼트의 체결력으

로 노즐댐과 노즐링 표면사이에 있는 다이어프램올 충분히 밀착하여야 누

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볼트와 큰 토오크를 볼트에 가

하여야 하는 고리노즐댐의 경우 장확에 소요되는 시간여 많게는 30-40분

걸련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inflatable seal에 압혹공기 주입시 부풀어 오

방지하는 노즐L-~‘i르TTe안쪽벽면에 밀확되어른 inflatable seal이 노즐령의

댐인 경우， 디스크 형 다이어프랩 실을 사용하는 노즐댐 체결 볼트 갯수와

회전력보다 상대적으로 작아도 된다. NES , BRAND 노즐댐틀이 inflatable

se려 다이어프랩올 사용하는 노즐댐이며 노즐댐 장착에 소요되는 시!간이 2

‘3분 야내이다.

나. KAERI 노플댐

기존 노즐댐의 창점만을 도입하여， 무게가 가KAERI 노즐댐 셜계는

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으며 inflatable se머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였다. KAERI‘ 노즐댐의 재절로서는 비강도(specific strength)와 비

캉성 (specific modult.lsJ이 l 높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사용하였다. 。1

재료로 제작된 KAERI 노즐;댐의 중앙판 무게는 10.6 kg으로 기촌의 노즐댐

무게(고리，발전!소에서 쓰고있는 노즐댐의 중앙판 무게는 34 kg)에 비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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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경량화 되었으나 강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KAERI 노즐냄온 수동

(manual) 혹은 로보트(robot)로 장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경

량 노즐댐의 제작은 노즐댐 작업올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점이다.

KAERI 노즐댐에 부착되는 다이어프랩 실은 NES , BRAND 회사의

형태와 유사하며， inflatable seal 내부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면 팽창된

inflatable seal과 노즐링 안쪽 벽면이 밀착되어 누수를 방자하는 구조로 설

계되었다.

사진 1은 KAERI 노즐댐이 중기발생기 mock-up에 장착된 모습올 보

여주며， 사진 2는 탄소섬유강화(CFRP) 재질로 제작된 노즐댐이다. 이 노

즐댐은 사진 3과 같은 l개의 중앙판과 사진 4와 같은 2개의 측면판으로 구

성되어 있다. 즉 KAERI 노즐댐은 중앙판， 2개의 측면판， 로보트 파지용

손잡이， 볼트흘드， 안내핀， 그리고 노즐댐 체결 볼트로 구성되어 있다[3].

고리발전소의 노졸댐 체결 볼트가 20개인데 비하여 KAERI 노즐댐은

107~ 의 체결볼트가 사용된다. 이 10개의 볼트로 수압올 지탱하기 때문에

볼트에 발생하는 옹력올 계산 후 체결볼트에 대한 기계적 건전성을 평가하

여야 한다. 노즐댐의 체결에 쓰이는 볼트는 3/4-10 UNC 볼트를 사용한다.

KAERI 노즐댐은 107~ 의 볼트로 체결하며 이 경우 볼트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을 계산하기 우}해서 노졸댐의 단면적에 작용하는 압력때문에 노즐댐에

가해지는 힘을 구한다. 그리고 이 힘은 10 개의 볼트에 작용하는 협이 된

다.

노즐령의 안쪽 벽면 지름은 38.5 in(977.9 mm) 이고， 노즐댐에 작용하

는 압력은 13 psig(89.7 Kpa) 이기 때문에 노즐댐에 작용하는 혐 (F)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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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psi) ::: 15134 lbs ::; 67316 N중 (38.5 in)2F :::

볼트의 최소단면적 CAb)은 물지름(15.933 mm)을 제곱하여 구하면 다음

과칼다.

좋 (15.933)2 ::: 199.38 mm2 ::: 0.309 in2Ab :::

노즐댐은 10개의 볼트로 체결되므로 전체볼트 단면적(1 0 Ab ::::

3.09 in2)을 구한 후 볼트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1딛l쩔갚E 까2 ::: '4897.7 lbs/in2 ::: 34 MPa
3.09

F
10A b '

허용응력 (l00 c'C, 14 Kg/mm2
::: 137 MPa)과

작용하는 압력때문에

재질 (55304) 의볼트의

인장응력은 재발생하는 볼트의비교할 때 노즐댐에

료의 허용응력보다 낮가 때문에 안전하다.

구한

노즐댐 체결용 나사체결시 가할 수 있는

의한 전탄력을체결할 때 가해지는 토오크에
뚫볼

-다음으로

후 나사의 항복여부를 판단한다.

최대 토오크<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π 13

16 ‘
--T :::

d ::: 15.933 mm. 1:는 재료의 허용전단여기서 d는 볼트의 최소직경

극는
L

::: 107 MPa. 그리고응력은 항복응력( σ')의 1/2이다， 즉 1: :::

관성모우멘트 (polar moment of ineπia)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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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m:"" = 107 . ~ (15.933)3 = 84978 N-mm
16

= 84.9 N-m = 63 lbs.ft

이와 같이 3/4-10 UNC 볼트에 발생하는 인장웅력과 재료의 허용전단

응력으로 부터 볼트에 가할 수 있는 최대토오크를 계산한 결과는 표 l은

노즐댐 체결볼트(재질은 ASTM A193, B8)에 작용하는 인장응력 및 전단력

에 의한 볼트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한 것이다.

표 1 3/4-10 UNC 볼트에 발생하는 용력

보EE 크기 3/4-10 UNC

인장강도 515 MPa (75 KsD
보EE 조J.도

항복강도 205 MPa (30 KsD

볼E 의 최소단면적 199.38 mm2 (0.309 in2
)

단면적
10개 볼트 단면적 1993.8 mm2 (3.09 in2

)

볼E 에 작용하는 인 장 력 67316 N (15134 lbs)

작용력 토 오 크 84.91 N-m (63 lbs-ft)

볼E에 발생하느 인장응력 34 Mpa (4.90 Ksi)

용력 천단응력 107 Mpa (15.60 KsD

인장허용응력 136.67 Mpa (20 KsD
허용응력

전단허용융력 102.5 Mpa (15 KsD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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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이어프램 실(Diaphgragm Seal)

가. 다이어프램 실의 특성

다이어프램 실은 etylene propylene dyene monomer (EPDM) 이라는

일종의 고무 재질로 만들어지며， 현재 그 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 진

다. 고리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프램 실은 단순 디스크 판으로

노즐링의 표면과 노즐댐 사이에 위치하여 노즐댐 체결볼트의 체결력에 의

해 냉각수 누수를 방지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BRAND, NES 회사 퉁

에서 새로운 노즐댐의 개발과 함께 inflatable seal 내부에 압축공기를 주입

후 노즐링 안쪽벽면을 밀착하여 냉각수 누수를 방지하는 disk, wet se려，

dry seal 그리고 mechanical seal 로 구성되어 있다. 노즐댐이 3개의 조각

으로 둥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 졸각들 사이의 틈오로 물이 누수되는 것

은 disk로 막으며 노즐댐과 노즐링 사이의 누수는 wet seal과 따y seal로

막는다. 여기서 wet seal은 냉각수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seal이며， 일차로

wet se려에서 냉각수 누수를 막아 준다. 그리고 wet seal 에서 냉각수의

누수방지를 실패 했올 경우 이차로 dry seal에서 다시 냉각수의 누수를 방

지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wet seal과 따y seal의 내부에 공급되는 압축공기

가 중단되어 냉각수 누수방지를 할 수 없올 때 급격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

해서 mechanical seal올 두고 있다. 이 mechanical seal은 그 형상의 구조

에 의해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1) Inflatable seal

Wet seal 그라고 dry seal 은 그 내부에 압축공기를 주입하면 팽창하

는 inflatable seal 이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inflatable seal은 섬유강화

-16 -



elastomeric tube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한다. 노즐댐에 부착되

어 노즐링 벽면을 밀착하여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inflatable seal은 구

조가 복잡하여 성형하기가 어렵다. 보통 공기를 팽창 매개체로 사용하며，

주입 공기압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특별한 경우에 gasY- gel풍을 팽창

매재체로 쓸 수 있다. Inflatable seal은 두개의 변 사이에 누수방지를 원하

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쓸 수 있으며， 항공우주， 건설， 자동차， 화학， 발전소

둥애 푸루 적용되고 있다. Inflatable seal은 팽창방향에 따라 반경 안쪽으

로 팽창， 반경 바깥쪽오로 팽창， 그리고 축방향으로 팽창하는 형태로 구분

된다.

Inflatable seal의 채질은 다양한 적용분야에 따라 여러 종류의

elastomer가 있으며 , EPDM, natural ruller, cWoroprene(neoprene) ,

mσile(buna n) , butyl, silicone, ethylene propylene, epichlorohydrin,

flourinated hydrocarbon(viton), styrene butacliene(buna s) 그리고

polyurethane 퉁이 쓰인다. 그리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섬유로

보강하며， 보강 섬유는 dacron, kevlar, homex, 그리고 nylon 퉁이 있다.

(2) 기계적인 특성

노즐댐용 다이어프램 실의 재질은 EPDM(ASTM 분류)이며， Polymer

는 38.5%의 무게비로 포함된다. 그리고 비중은 1.095 이다. 표 2는

ASTM의 규격에 따른 재료물성치를 보여준다.

(3) 내방사션 특성

다이어프램 실은 고방사선 환경내에서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내방

사선 시험을 하여 재료의 물성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작회사(미국

Presray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이어프램 실에 대한 내방사선 시험을 한 자

-17 -



료는 표 3과 같다.

나. KAERI 다이어프램 실

다이어프램 실은 노즐댐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 노즐링에

장착되어 냉각수가 누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여기서 노즐댐은 수압올 견딜

수 있도록 강한 채질， 즉 알루미늄합금，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둥을 사용

하여 구조적으로 충분히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노

즐댐보다 직경이 작은 맨웨이를 통하여 운반되어 지기 위해서 KAERI 노

즐댐은 3조각으로 나누어졌다. 이와같이 KAERI 노즐댐 각 조각들 사이로

맹각수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딴서 수압으로 인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KAERI 다이어프램 실올 설계하였다. 그림 2는 KAERI 노즐댐 다이어프

램 실 계통도이며 노즐댐， 노즐링， 그리고 다이어프램 설과의 상호관계를

잘 보여주고 였다. Inflatable seal 내부로 주입되는 합축공기는 fiber로 보

강된 호스흘 통하여 마y seal, wet se머， 그리고 annulus로 주입된다.

(1) Diaphragm disk
‘
‘’

‘

-노즐댐은 3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Diaphragm disk는 조각들 사이

의 틈으로 누수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disk에는 볼트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노즐댐의 볼트가 노즐링에 체결될 수

있다. 또한 압축공기 공급을 위한 통로인 nipple 구멍이 있다. 노즐댐의

중앙판에 disk를 부착하기 위한 나사구멍올 이용하여 disk를 노즐댐의 중앙

판에 부착한다.

그렴 3은 KAERI 다여어프램 실의 크기， 노즐링에 체결되는 볼트를

위한 구명의 위치， 공기압 공급 nipple의 위치， 그리고 노즐댐에 체결을 위

-18 -



Elastomer Data Sheet표 2

; ! S많C퍼-Property -.-- ~

catIOn i

1 Hardness, dMrleter A i %±5 i 60
I Tensile strength, MPa (psi) \ 14 (2031) i 15.4 (2235)

i Elongation at hre밟， % I 250 I 660 I
I Modulus @ % MPa(psD I -- I -- )
L- \ \ \

Typical

Result
Classification

Original

Compression ;ASTM D412 i ASTM D2240 !
I Elonga따n(%) ; Durometer

1 ASTM D412 :없

r
U
-
야
에
짧
-
않
-
째

R

一

5
-5-2

Typical Radiation Aging Data표 3

Set-Tensile(PsD

26

31

74

70

585

575

2135

2135

51695451945

76703801400

1390

1265
Original Deflection. Compressed 25% during radiation exposure;

93

95

75

74

165

115

*
procedure similar to ASTM D395 metho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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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사구명의 위치 둥을 보여준다.

(2) Wet Seal 및 Dry Seal

노즐댐이 노즐링에 체결된 후에 노즐댐과 노즐링 사이의 틈으로 생기

는 누수를 막아 준다. 그램 4는 inflatable seal(wet seal, 굶y seal)에 압축

공기가 주입되기 전과 주입 후의 inflatable seal 형상을 보여 주고있다. 규

격에 따라 그 크기가 정해진다. 그리고 inflatable seal 내부에 높온 압력이

가압되므로

수 있다.

그 내부에 보캉포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고압의 압력에도 견달

종류가 있으며， 특히 KAERI 노즐댐에

미국의

이 여러

Presray 회사에서 성형하고 있는 inflatable seal은 표 4와 같

맞도록 설계를 수청하여 제

작한 것이 PRS 13548 이다. Inflatable seal은 vulcanizing 방법으로 디스

그림크에 접확되어 지며， 5는 KAERI 다이어프랩 디스크에 접합된 wet

seal, 굶y se머 및 mechanical seal을 보인 것이다. 여기서 냉각수와 직접

는 inflatable seal윷 dry seal이라 한다.

접하고 있는 inflatable seal을 wet seal이라 하며 , 냉각수와 직접 접하지 않

표 5와 같이 다이어프랩 실 제작

회사에 따라 inflatable seal 내부에 가압하는 압력이 조금씩 다르며，

KAERI에서는 wet seal 및 따y seal 내부로 각각 65 psig의 압축공기를 주

입하여 냉각수의 누수를 방지한다.

(3) Mechanical seal

Wet se리 과 따γ seal 에 공급되는 압축공기가 예기치 않는 사고로

압축공기의 공급이 중단되면 노즐댐과 노즐링 사이의 누수를 막지 못한다.

이때 mechanical seal은 냉각수가 유입되는 노즐입구를 막아서 급격한 누수

를 방지하는 기능올 갖는다.

- 22-



Category of Inflatable Seal표 4

기 비 고 i

!KAERI 노즐댐에 쓰 l

i 일 다이어프램 설에 !
1 맞게 수정 !

D‘

1/4

5/16
3/8
3/4

1 1/4

1 3/4
3

Dimension

C

M

4
1

낌2
3

M

--1i

Aa1

BA

7/1611/16

1/2
5/8
7/8

1 1/4
1 5/8
2 1/16

l

1 1/4
2

3
4

7 1/4

Type

때빼
EP

‘

PRS 717

PRS 580
PRS 582

PRS 않3

PRS 705
PRS 590

D· : Maximum gap for low differential pressure

다이어프램 실 제작회사에 따른 Inflatable Seal 공기압표 5

AnnulusWet Seal

15 psig65 psig

Dry Seal

65 psig

5 psig75 psig75 psigNES Inc.

15 psig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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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렵 4 Inflatable Seal

- 41 1/2 -
그립 5 Inflatable Seal(wet, 따y seal) and Mechanical Se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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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축공기 공급 nipple

Dry seal에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nipple은 그림 6(a)와 같다. 그

림 6(b)는 wet seal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nipple을 나타내며， 그림 6(c)는

annulus에 압축꽁기 공급을 위한 nipple의 위치를 보여준다.

다. 다이어프랩 실 제작

국내에서는 이것을 제작하는 기술경험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그러나 이것을 국산화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름난 고무제품 회사

와의 기술협의를 하였i나 노즐댐용 다이어프랩 실 제작에 관한 경험이 없

으며， 제작의 난이도가 높아 국내업체에서 제착이 어려웠다.

국외에서는 이미 규격화된 inflatable seal을 제작 빛 판매를 하며， 노

즐댐 용 다이어프랩 실울 공급한 경협이 있는 Presray가 대표적인 회사이

다. KAERI 노즐댐 용 다이어프램 실 제작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Presray

회사에서 어려웅 없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KAERI 다이어프랩 실

을 제작할 회사로 선정되었다.

- 2S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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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 for Annulus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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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 공기압 공급을 위한 호스 및 Ni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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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압 및 수압 제어판

가. 장치의 개요

기간동안에‘ 증기발생가 -일차측 수실과 노졸

위한 장치로 노즐링 (nozzle ring) 에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지

노즐댐 (nozzle장착되는격리하기..Q..
'i3.

이다

wet seal, 따γ seal, 그리고 annulus 에 압축공기 꽁급 및 압

력을 조절 하며， 누수가 생겼을때 경보음(떠따m)을 울려주는 장치 이 다.

일정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누수를 방지하는 다이어프램 실이 있다，dam)에 부착되어 냉각수의

이어프램 실의

l::.l:
...L-

lJl
A수압시험시 수압공급한 노즐댐의

가 있다.

;;;c..
τ-

압축

첫째

조절기와 주압력 지시계로 구성되는 부분은

공급되는 주압력을 조절한다.

공기압 및 수압 제어판은 크게 네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압력을 조절하는 주압력

둘째 다이어프랩 실기 (compressor) 로 부터

공급되는 압축공기의 압력을 조wet seal, dry seal, 그려고 annulus 에의

누수를 감지하는 물 감지 센서가 있으며， 경보음절하며， 누수가 생겼을때

셋째 펌프(pump)의(al따m)을 올랄 수 있도록 전기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넷째 각수압을 일청하게 유지하여 주는 수압조절가와 수압지시계가 있다，

압력지시계와 압력조절기를 배열하여 배치한 panel로 이루어진다.

6은수압 제어판이며， 사진및공기압사진 5는 KAERI에서 제착한

그리고 사진 7은 수압공급을 위한 펌포와공기압을 공급하는 압축기이다.

누수시험을 위사진 8은 중기발생기 mock-up과 함께수압조절 밸브이다.

중기발생이들의 작동 계통도는 그림 7과 같다.한 전체구성을 보여준다.

부착을 위mock-up에는 환기구(air vent) , 배수구(drain) ， 압력감지계기가

듯보이 작업 계통도에서합력공급을 위한 구멍이 있다.한 구벙， 그리고

조절은 제어판에 부착된 조절기(regulator)로 공기압을 조절한이 공기압의

/-,-

조절하고

그리고 수압조절은 수압조절 선도(그림 8)와 갈이 펌프를 작동하여

압력을 감지한다.압력센서 (pressure senso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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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압력에 따라 4-20 rnA의 전류를 발생하고 야 전류는 압력제어기

(pressure controller)로 입력된다. 압력체어기에 입력된 전류의 크기에 상

웅하는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밸브(control valve)를 작동시킨다. 제어

밸브에 입력되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 밸브의 움직이는 범위가 정해지며， 이

밸브의 움직이는 양에 따라 압력의 크기가 정해진다. 그려므로 압력제어거

는 4~20 rnA의 전류를 제어밸브에 입력하여 체어하고차 하는 압력을 제어

한다. 수압을 제어하는 동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압력센서에서 감치한 압력에 상응하는 전류신호(4-20 rnA)로 변

환하여 압력제어기에 보낸다.

(2) 압력제어기에서는 압력센서에서 입력된 전류신호와 설정한 압력

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전류신호(4~20 rnA)로 변환하여 제어밸

브로 보낸다.

(3) 제어밸브에서는 전류신호에 해당하는 위치만큼 밸브를 작동시킨

다.

(4) 일정한 수압을 제어하기 위해 (1)- (3)항의 순서를 반복한다.

Pml~t!
~"'20mA 4ιlOrnA

Control
'-- s‘IISOr PIC V.I싸 .PWDI'

업헥센셔 Pi 쩌이 J) 제에뱅브

그림 8 수압조절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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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치의 상세설계

그렴 9는 제어판 앞변에서 보았을 때 크기와 압력지시계， 압력조절기，

flow meter 동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며 그램 10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wet se려， 따y seal, 그리고 annulus 의 위치와 제어판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림 11, 12는 압축기 펌프， 그리고 경보음 발생올 할 수 있는 전기회로를

보여준다. 다음은 제어판에 사용된 각 부품들의 기농을 설명하고 있다.

(1) 공기압 조절기(pressure regulator) : 관 접속 구경이 1/4"

인 공기압 조절기로서 o ~ 100 psig (0 ~ 7 kg/cm2
) 범위내의 합력을 조

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이어프램 실의 wet seal, 따y seal 에 주입되는 공

기압을 조절한다.

(2) 다이어프랩 실 공기압 지시계 (pressure indicator) : 공기압

지시계로서 o ~ 100 psig (0 ~ 7 kg/cm2
) 범위내의 압력을 지시할 수 있

어야 한다. 다이어프랩 실의 wet seal, 따y seal 에 주입되는 꽁기압이 적

정압력으로 공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Annulus 공기압 조절기 : 판 접속 구경이 1/4" 인 공기압

조절기로서 o ~ 30 psig (0 - 2 kg/cm2
) 범위내의 압력을 조절할 수 었

어야 한다. 다이어프램 실의 annulus에 공급하는 공기압을 조절한다.

(4) Annulus 공기압 지시계 : 공기압 지시계로서 o - 30 psig

(0 -2 kg/cm2
) 범위내의 압력울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이어프랩 실의

annulus에 공급되는 공기압이 적정압력으로 공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Flow meter : 공가의 누수량을 감지할 수 있다. 다이어프랩

설의 wet seal, 따y seal 그리고 annulus 사이에 공기가 빠져나갈 때 flow

meter 내부에 있는 ball 의 움직 이 기 때문에 누수여부를 알 수 있다.

(6) 누수 감지용 센서 : Annulus 내에 누수가 생겼을때 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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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사진 6 압축공기 공급올

사진 7 수압공급을 위한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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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지하여 경보(Alram)음을 발생하게 한다. 누수 감지 센서는 센서내에 유

채가 들어가면 유체로 인해 전기접점이 형성된 후 경보음을 발생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다.

(7) 주압력 조절기 : 0 ~ 150 psig (0 ~ 10 kg/cm2
) 범위내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압축기로 부터 제어판으로 공급되는 공기

압올 조절한다.

(8) 주압력 지시계 : 0 ~ 150 psig (0 ~ 10 kg/cm2
) 범위내의

압력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압축기로 부터 누수 및 공기 제어판으로

공급되는 공기압이 적정압력으로 공급되는 지의 여부흘 확인한다.

(9) 압축기 : 공기압을 o ~ 150 psig (0 ~ 10 kg/cm2
) 까지 가

압할 수 있는 압축기. 다이어프랩 실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누수를 방져

할 수 었도록 충분한 압축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압축기를 사용한다.

(10) 펌프 : 0 ~ 50 psig (0 ~ 3 kg/cm2)의 수압을 가할 수 있

어야 한다. 다이어프햄 실의 누수시험을 하기 위하여 수압을 걸어주는 펌

프로서 수압시험에 요구되논 충분한 수압을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1I) Connector : 공기압 및 수압제어판이 방사선 환경내에서 사

용되는 관계로 공기압 공급션과 수압 공급선의 연결은 짧은 시간내에 연결

또는 해채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쳐야 한다.

(12) 공기압 및 수압 공급선 : Steel 혹은 kevlar로 보강된 선.

(13) 수압 조절계 : 노즐댐의 수압시험시 일정한 수압올 유지하여

야 한다. 일정한 수압을 가한 후 노즐댐 누수시험을 하기 때문에 펌프에서

가압되는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서보로 구동되는 수압 조절

계를 사용한다.

(14) 각종 계기를 내장하는 panel은 가능한 최적형상을 가지도록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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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rint 한다.

Panel의 표면은 각 게이지 위치 01
숭 기능을 표시하는 silk

4. 노즐댐 시스템 시험 절차서

시스템의 현장사용 채택여부를노즐댐

비정상 운전압력시 노즐댐의 구조건전성 ~1
A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상 혹은

누수검사를 위한 시험과 시험

전의 다이어프램 실의 결함조사 퉁이 선행되어야 한다.

러가지 시험 절차를 나타낸다.

다음은 이러한 여

가. 시험 일반요건

노즐댐 및 다이어프랩 누수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들이 선

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험을 위한 특별한 환경조건은 없다.

(1) 다이어프램의 실 일련번호 및 노즐댐의 고유번호를 “Test Data

and Results Forms"(부록 I 참조)에 기록한다.

(2) 노즐댐은 수압시험 고정기구에 창착되어야 하며 노즐댐장착과 탈

그림 7과 같이 diaphragm seal, drain line, 그리고 시험

착은 장/탈착 관련 절차서에 의한다. 파이프， 밸브， 공기공급， 물공굽 퉁은

고정거구에 알맞게

공기압연결되어야 하며， ~1
A 수압 제어판은 공기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부속품에 대해 누수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압력케이지는 교정( calibration) 을 하여야 하며 시험하기 전/후의

날짜를 “ Test Data and Results Forms" 에 기록한다.

(4) 사험시간 측정을 위한 시계가 있어야 한다.

(5) 모든시험 압력의 공차는 아래와 같다.

(가) Wet, dry seal 주업 압력 + 2 psig (+ 0.14 kg/c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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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nnulus 압력 : +0, -2 psig (0, -0.14 kg/c바)

(다) 수압 : +2, -0 psig (0.14 kg/cm2, 0)

(6) 다이어프램 실이 자유팽창할 수 있는 조건에서 inflatable seal에

20 psig (1.41 kg/cm2)의 공기압이 가해지더라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설치된 통안에 inflatable seal에 78 psig (5.48 kg/cm2)의 공기압

이· 가해지더라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20 psig (1.41 kg/cm2, 상온)의 설계 수압에서도 wet, dry 그리고

mechanical seal이 제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9) 26 psig (1 .83 kg/cm2, 상온)의 수압과 두개의 inflatable seal에

78 psig (5.48 kg/cm2)의 압력에서도 노즐댐 구조물 부품들은 이상이 없어

야한다.

나. 팽창식 실의 자유상태 시험 (Test 1 : 부록 I 참조)

제어판은 일정한 공기압과 수압을 유지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유치

하는 장치로서 +2 psig 범위내의 공압과 수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되

었다.

(1) 다이어프램 실의 모든 밸브를 잠근다.

(2) 모든 압력조절기를 잠큰다.

(3) 공기공급션을 제어판에 부착하고 압력조절계의 압력을 20 psig

(1.41 kg/cru 2)로 조정 한다.

(4) Dry seal에 서서히 20 psig (1.41 kg/cm2)까지 압력을 높이며 누

설여부와 seal 외부의 각종 결함 여부를 검사한다.

(5) Free state 검사결과를 “ Inflatable Seal Free State Test Data.

and Results Form"(부록 참조)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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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al 밸브를 잠그고 Quick라인 해체부품을 제거하여 se머 내의

압력을 제거한다.

(7) 4번째 시험항목부터 6번째항까지 wet seal에 반복 적용한다.

(8) “Inflatable Seal Free State Test Data and Results Form"의 합

격기준 미달로 인해 보수가 요구될때， “Test Data and Results Form"에 그

요인을 기록한 후 재시험을 할 때 결함이 있는 곳에 대해 보수를 한후에

수행한다‘

다. 팽창석 실의 가압시험(Test 2 : 부록 I 참조)

(1) 다이어프랩 실의 모든 밸브를 잠근다.

(2) 모든 압력조절기를 잠곤다.

(3) 공기공급선을 제어판에 부착하고 압력조절계로 압력을 78 psig

(5.48 kg/cm2)로 조정한다.

(4) Wet 및 dry seal에 천천히 78 psig (5.48 kg/cm2)까지 압력을 높

인다.

(5) 각각의 실(wet， 따y seal)에 해당하는 flow meter를 육안으로 검

사한다- 만약 공기유동이 있다면 시스템의 누설여부를 조사한다.

(6) Annulus 에 18 psig (1.26 kg/cm2)까지 압력을 높인다.

(7) Inflatable seal(wet, 따y seal)에 주입된 78 psig (5.48 kg/cm2)를

10분간 지속한다.

(8) 명시된 10분이내 diaphragm 의 표면이 아닌 곳에서 공기유통이

생기면 공기흐름이 시작된 시각을 기록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Test Data

and Results Form"에 기룩한다.

(9) 이 실험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Test Data and Resul잉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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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록한다.

(10) 모든 seal과 annulus 밸브를 잠그고 quick 해체 부품의 연결을

때어내어 seal 내의 압력을 제거한다.

라. 다이어프랩 실의 수압시험(Test 3 : 부록 I 참조)

(1) Quick 해제부품을 다시 연결한다.

(2) 환가 밸브를 열고 배출 밸브를 닫는다.

(3) Dry seal 빛 wet seal에 65 psig (4.22 kg/cm2)의 공거압으로 가

압하여 팽창시킨다.

(4) Annulus에 15 psig (1.05 kg/cm
2
)로 가압한다.

(5) 3개의 flow meter를 검사한다.

(6) Annulus에 공기흐름이 있으면， 각 seal에 3 psig (0.21 kg/cm2)씩

증가시켜 유통이 멈출 때까지 압력을 높인다. 이 때 seal의 최고 압력은

78 psig (5.48 kg/cm2)를 념지 않도록 한다.

(7) 만약 annulus 의 공기흐름이 멈추었으면 8항을 계속한다. 만약

diaphragm seal의 표면이 아닌 곳에서 여전히 공기흐름여 생긴다면 그 원

인을 찾아 “Test Data and Results Form" 에 기록한다.

(8) 시험 장치에 물을 가득 채운다.

(9) 내부공기를 방출 후 환기밸브를 잠근다. 수압을 20 psig (1.41

kg/cm
2
)로 증가서켠다.

(10) 정해진 압력에서 안정된 공기압 및 수압이 되도록 한다. 각 계

기의 압력을 기록한다. 이 압력으로 최소한 10분간 지속하며 annulus 내의

게이지(gauge) 압력의 증가여부를 계속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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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분이 되면 각 계기의 압력을 기록한다. 만약 annulus의 압력

이 처음과 다르면 그 차이를 계산한다.

(12) Annulus 밸브와 wet seal 밸브를 참그고 quick 해체 부품의 연

결을 떼어서 wet seal의 공기압을 제거한다‘ 환기 밸브를 열어서 공기를 제

거한후 환기 밸브를 잠그고 수압올 20 psig (1.41 kg/cm
2
)로 조정 한다‘

(13) 10분간 압력을 유지하면서 diaphragm 의 표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14) 누수가 있다면， 누수의 양을 기록한다.

(15) Dry seal 밸브를 잠그고 quick 해체 부품을 제거하여 dry seal

의 압력을 채거한다. 압력조절기와 환기 밸브의 개폐로 수압을 20 psig

(1.41 kg/cm2)로 조절 한다.

(16) Passive seal의 기능을 검토한다. 필요시 누수의 양을 기록 또

는 추정한다.

(17) 물공굽， 공기공급을 차단하고， 물올 배수한다.

(18) “Diaphragm Seal Acceptance Test Data and Results Form"을

기록하고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Nozzle Dam Acceptance Test Data and

Results Form"을 기록한다.

마， 노즐댐 구조건전성 시험(Test 4 : 부록 I 참조)

(1) 노즐댐에 strain gauge를 부착한다.

(2) Diaphragm seal의 모든 밸브를 잠근다.

(3) 환기밸브를 열고 배출밸브를 잠끈다.

(4) 모든 압력조절 밸브를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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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공급 라언을 제어판에 부착하고 각 seal에 78 psig (5.48

kg/cm2)에 압축공기콜 주입한다.

(6) 시험장치에 물을 채운다.

(7) 공가를 모두 제거후 환기밸브를 잠근다.

(8) 수압을 서서히 26 psig (1.83 kg/cm2)까지 증가한다.

(9) 최소한 10분간 유지하면서 감시한다. 만약 누수가 있요면 그 양

을 추정 및 기록한다.

(10) Strain을 측정한다(stress 계산시 사용).

(11) 구조건전성 입증.

(12) 물 공급을 중단하고 시험장치에 있는 물윷 배수한다.

(13) 공기공급을 중단하고 Qui'ck 해제 부품의 연결을 떼어낸다.

(14) “Nozzle Dam Acceptance Test Data and Results Form"에 시

험결과를 기록한다.

바. 노즐댐 초과압력 검증시험

50 psig (3.51 kg/cm2)의 초과압력조건에서 심한 변형 이나 부품의 파

손없이 견딜 수 있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시험이다. Inflatable se머과 노

즐링 벽면을 지나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1) Test 4에 서 수압을 50 psig (3.51 kg/cm2)로 하여 시험 한다.

(2) “Nozzle Dam Overpressure Qualification Test Data and

Results Forms" 611 시험 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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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파져공구 메카니즘의 해석 및 구현

여러종류의 고기농 정밀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로보트의 끝단에 부착

되어 사용되는 파지공구는 다양한 형태， 재질의 작업물 또는 하중을 처리해

야 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작업물올 단순히 파지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올 가지는 사람의

손가락과 유사한 형상올 가지는 다관절 형태의 구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7，18]. 그러나， 이러한 고기능 파지공구의 옹용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개

선이 요구된다. 한편， 단순한 집가와 놓기 작업에 사용되는 로보트의 끝단

에 부착된 일반적인 파지공구에 요구되는 기능은 단순히 작업물을 파지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상용화된 대부분의 파지공구들은 단순한 개

폐형태의 두 손가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폐형태의 파지공구는 작업물을 잡는 형태에 따라 내부형 (internal)

또는 외부형 (external)으로， 파지공구 손가락의 운동형태에 따라 션형운동형

과 회전운동형 (swing finger)으로， 또는 사용되는 기구학적 장치의 형태에

따라 링키지형， 기아-랙형， 캠형， 스큐류형， 로프와 풀리형 둥으로 분류되어

진다. 파지공구의 구동방법으로는 공압식 전기식 그리고 유압식이 있다‘

공.압식의 경우 공압기기의 높은 콤플라이언스 특성으로 인해 작업물

의 z 약한 표면올 유연하게 파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성은 정밀한 위치제

어가 필요되는 파지공구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전기식의 경우 주로 칙류모

터와 스랩모터가 사용되며 제어가 매우 용이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파지

력과 느련 과도응답특성올 갖는다. 유압식의 경우 유압펌프와 같은 주변기

기로 인해 부파가 매우 크고 고가일 뿐만 아니라 작업유체의 유출이나 관

리보수 및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매우 강한 파지력과 매우 빠른 과

도옹답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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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폰하는 파지공구의 경우 대부분이 전기식 구동방법을 활용하며 경

량의 작업물체를 파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로보트

의 끝단에 부착되어 특수 작업올 수행해야 하는 파지공구의 경우는(예를

둡면，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유치작업의 한 과정인 중량의 노즐댐의 설치/제

거작업) 이에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야 한다[161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1) 경량이면서 중량의 노즐댐을 파지할 수 있고 2)

파지방향으로 선형운동과 개폐 파저기능올 가지며 3) 구동방법으로는 유압

식이 사용될 단순한 구조의 파지공구 메카나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설계지준올 만족하는 파지공구 때카니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개폐형태의 두손가락 구조를 가지며 잡는 방식으로는 외부형인 메

카니즘올 설정하였다. 사용될 구동방법은 유압식으로서 미끄럽판절 실린더

가 활용되며 실린더의 미끄럽 운동은 메카니즘올 통하여 파지방향으로의

평형선형운동과 회전운동으로 전환되는 회전운동형이다.

1.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기구학적 해석

그림 13과 14는 각각 본 연구에서 조사하려는 개폐형 파지공구 메카

니즘과 구동 엑츄에이터로서 유압서보 밸브를 활용하는 유압 구동 실련더

와의 인터페이스된 전체 파지공구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본 절에서

는 먼저 이 메카니즘의 최적셜계에 필요한 메카니즘의 위치해석과 기구학

적 해석을 수행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작되는 파지공구가 중량의 노

즐댐올 파지할 때는 파지면에 만들어진 홈올 이용하여 파지하게 되며 그

밖에 다른 경량의 작업물체들을 파지할 경우에는 홈이 없는 매끄러운 파지

면의 부분으로 파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파지공구의

기구화적 최적설계인자들은 파지홈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결과에 근거하

여 얻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두 파지손가락의 각 파지면에 가이드 홈이 .

있는 경우와 없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파지공구 메카니즘이 임의의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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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개폐형 파지공구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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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상태에서 단위하중의 작업물체를 미끄럽없이 안정되게 파지할 수 있

기 위해 요구되는 미끄럽관절 실린더의 구동력을 최적설계지수로서 제시하

고 이를 활용하여 메카니즘에 관한 최적합성과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가.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구조[20，21]

그림 15는 파지공구 메카니즘휘 단순화된 모델로서 파지중심선으로부

터 한쪽부분 재폐 메카니픔의 개략도를 나타내며 전체 파지공구 메카니륨

은‘파지중심선에 대해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구통 설린더를 나타내는 미끄럽 관철의 한 끝에 링크 길이 11올

가지는 령크 L1과 회전관절로서 연결이 되며 이 회전관절의 각변위를 81

로 한다. 링크 L1은 다시 링크 L2와 회전관절로서 연결이 된다. 링크 L2

는 두개의 링크가 수칙으로 연결된 문자 " L"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중

앙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면과 회전관절로 연결되어 고정이 되어 있다.

이 회전관절의 각변위를 82로 한다. 그리고 링크 L1과 링크 L2룰 지면에

고정하는 회전관철 사이의 길이는 12로 한다. 링크 L2의 다른 나머지 부

분은 다시 파지 손가락(또는 ，링국 L3)과 회전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회전관절로부터 링크 L2의 고정된 회전관철까지의 길이는 김로 한다.

파지 손가락 부분의 구동 메카나즘은 운동을 선형운동으로 제한하기 위하

여 그림파 같이 선분 김와 평형이며 길이 김룰 가지는 링크 L4를 활용하

는 four-bar 메카니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링크 L2의 선분 “가 x축과 수직일 때 미끄럽 실련더의 위치를 기

준위치로 하며 이 곳에 기준 좌표계 (x , Y. 2)를 설정한다. 그리고 미끄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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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변위를 d, 예상 파지점의 절대 위치변위를 (Xe, Ye) , 그리고 세번째

링크 L3 와 파지손가락사이의 만나는 점(회전관철의 위치)에서 파지점과의

거리벡터를 (PX ' Py )라 한다. 이때 이러한 메카니즘의 자유도는 G피bIer

의 식올 이용하면

M
DOF = D(N - 1) l - ElF‘1

= 3(6-1) - (2 +2 +2 +2 +2 +2 +2) (1)

와 같이 일자유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D, N, F ,그리고

M은 각각 헤카니즘 출력 공감의 자유도(평면운동의 경우: 3), 지면올 포함

하는 링크의 수， i번째 관철의 구속 조건수와 관절의 수를 나타낸다.

나. 파지공구 메카녀즙의 해석 [16，20，21]

(1) 실련더의 행정변위 d와 링크 L2의 회전각 82와의 관계삭

그림 2.3에서 링크 L1과 링크 L2 의 교차점의 좌표(X， Y)는 각각

X = d+l l cl = 11 +/2s 2

Y = 11s1 = 12-/2C2

(2)

(3)

이다. 여기서 각각 Si= Sm 8i, 그리고 C, = cos 8，을 나타낸다. 식 (3)으

로 부터 그리고 그립 15의 형상(elbow-down)는 81의 범위를 OO~81~90°

내로 제한되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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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 y1- SI
2

= V1 - (“/II) 2(1 - C2)2

(4)

이다. 식 (4)를 식 (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실린더의 행정변위 d와 두번

째 링크 Lz의 회전각 82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t”n4

,
!’’

+긴l
」

、‘,/n
ι

C1
l
4

/
I
f‘
、

q
ι、l,/

1‘---,‘
,
I‘

/
l‘
、

1
i

I
,“UV

1
I·‘

rlu,,,‘-,d (5)

(2) 링크 L2의 회전각 82 와 파지점과의 관계식

그림 15에서 파지점의 좌표(Xe， Ye)를 각 링크의 길이와 두번째 링크

의 회전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e = 11+[3C2+Px (6)

Ye = 12 + [3S2 -Py • (7)

(3) 실란더의 행정변위와 파지점과의 관계

그립 15에서 파지점의 화표 (Xe， Ye)를 각 링크의 길이와 링크의 행

정변위( d)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e = d+ llCI -1252+ 13c2+PX (8)

Ye = [2 + [352 - Pyo (9)

여기서 81 과 82는 각각 식 (3)과 (4)의 관계식으로부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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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동 실린더의 구동력 F와 관절에서의 회전 토크 r 82 의 관계

식 (5)릎 사간에 대해 미분하면

d= [G&] 62

이며， 여기서

{갱/11(1- c2)}s
[G~2] = [ f

2 + 12c2]th J L
Vl-(lz/11)2(1- cz)2 ι a

은 자쿄비안[29]을 나타낸다.

(10)

(11)

가상일의 정리로부터 미끄럽 관절 실린더에서의 구동력 F와 회전 토크

r O2의 관계는

F
T
δd = rg2δ'82

위 식에 식 (11)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r82 = [G&] TF

(12)

(13)

이다 여기서 [G~2 ] 는 스칼라 양이므로 식 (13)의 역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다.

F= [G양 ] T r (J2

[ G :2] T = [G ~2]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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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전 토크 r 82와 파지력 Fee의 관계

식 (6)과 (7)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고 그 결과를 행렬의 형태로 정

리하면

[~:] = [G원 {}2

이다. 여기서

[C ~2] = [줬2]

(16)

(17)

이며 각 변위 82와 (Xe• Ye)와의 자코비안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가상

일의 정리를 이용해 화전 토크 r 82 ‘와 파지력 Fee의 관계식올 구하면

r O
2

= [ Ce
02 ] T Fee

이다. 여기샤

F ee = [F xe F ye] T

이다.

(6) 실린더의 구동력 F와 파지력 Foo와의 관계

식 (18)올 식 (14)에 대입하면

F= [G응]TF‘ee

이며，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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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응]T=[G 캅] 까 G윌]T (21)

이 다. 식 (1I)과 (17)를 식 (21)에 대 입하면 다음과 같은 변위 (Xe• Y e )와

d의 자코비안 행렬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짧
써뼈

G

-/3s2
I (22)

[ {l- (/2111)2(1- c2)2} 2 { 갱1 11(1-c2)}s2 +/2C2]
13C2
_.1

[{l-(/2111)2(1- C2)2} 2{ 쩌1 11(1- C2)}S2 +1~C.2]

다. 정척/동적 하중올 고려한 파지력 [20 ，21]

‘-파지공구의 정척하중은 로보트의 말단에 부착되어 있는 파지공구가

파지하고 있는 작업물체의 하중을 그리고 동적하중은 로보트 말단의 가속

이나 감속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파지공구가 받는 작업물채의 관성력을 의

미한다. 파지공구가 파지하고 있는 작업물체(예를 들면， 노즐댐)의 질량올

m이라 할때 중력방향과 통일한 .방향으로 로보트 말단의 가속이나 감속이

발생되는 경우에 최대의 파자력이 요구되며 이랴한 작업물체의 전체하중은

m(g+a max ) 로 표현된다. 여기서 amax는 로보트 말단에서의 최대 가속도

를 나타낸다. 여기서 편의상 최대 감속도와 최대 가속도의 크기는 동일하

다고 ‘가정한다. 파지변에 가이드 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작업물체를

파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대 정적/동적 파지력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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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지면에 가이드 홈이 있는 경우의 파지력

파지손가락의 파지면 부분에 가이드 홈이 있는 경우는 이로 인해 마

찰로 인한 미끄럽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작업물체로 인한 정적/동적 하중

만을 고려하면 된다. 파지공구의 (x. y) 평면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적/통적 하종의 합(즉， m(g+amax » 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파지공구의

구조가 (x , y) 평면과 일치하지 않는 z축 방향으로의 모든 하중요소를 지

지하게 되므로 이러한 하중요소들은 살린더의 구동력에는 무관하다. 그러

므로， (X , y) 평연상에 주어진 하중올 지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구동 설린

더의 최대 구동력은 (X , Y ) 명면상의 임의 방향으로 가해진 하중에 대한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최대 소요구동력올 의미한다. 그림 16에서와 같이 파

지공구가 중력과 a의 각도인 상태에 있올 때 질량 m인 작엽물체를 파지

하기 위해 파지점에서 받는 힘

Fxe = m(g+amax ) sina

F ye = m(g+amax)cosa

로 표현됨올 알 수 있다.

실련더의 소요파지력올 구하기 위해 식 (20)올 이용하면

FTF= F￡[ G응][C양] TFee

이며， 여기서

[앓][Ce
d] T = r (짧)2 앓g'훼

) - lg쩔용~ (ζ;r~j

이다. Rayleigh의 원리를 이용하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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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예빼)co힐

m(g+예nax)

m(g+예뼈)sind

그림 16 파지공구 메카니즘에 대한 정적/동적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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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 F~[G응][G양]TFee
mIn

F￡F%
m값

(27)

이며， 여기서 (Jmm와 6비ax는 각각 행렬 [G양][G응]T 와 최소 특이값

(minimum singular value);과 최대 특이값을 나타낸다. 단위 하중이 가해

졌올 때(즉， m(g+a max ) = 1), 식 (27)은

6mln S fi￡[ G응][G양]1
‘
Fee~ σmax (28)

로 표현된다. 식 (28)은 파지공구의 파지점에 엄의의 방향으로 단위 하중

이 작용되었올 때 즉，

1/ Fee II z={댐e누찮 =1 (29)

일 때， 소요되는 구동력의 범위을 나타내며 구동실린더에서의 최대 소요 구

동력은 V(Jmax 임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파지공구의 기구학적 최적화는

구통 실련더의 최대 소요 구동력 vσmax 중의 항상 양수인 σmax 를 최소화

(2)

하는 링크인자들을구하는 문제로 표현된다.

파지변에 마찰을 고려한 경우의 파지력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위 하중이 (x, y ) 평면상에 주어졌을 때

구동 실린더의 최대 구동력이 요구확므로 그림 17에서와 같이 파지공구가

중력과의 경사각 a인 상태에서 그리고 로보트의 가속 또는 감속으로 인한

동적하중이 중혁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를 고려한다. 파지면의 미끄

럽 마찰 계수 μ에 비해 파지 메카니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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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어서 미끄럽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올 쉽게 알 수 있다.

I tana I ~ μ

그러나 위 조건이 스스로 만족되지 않는 경우 즉，

I tana I 능 μ

(30)

(3D

일 때， 파지면에서의 미끄럽 ~l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지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파지력. ‘Fye를 추가로 가함으로써 미끄럽 마찰력올 증

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조건들에 대한 구동

실린더의 소요 구동력올 구하는’판계식에’대하여 기술한다.

‘ l
f

-tan -1μ~a~tan-1μ 인/경우仁구동 살린더에서 요구되는 구동력에 관

한 해석은 파지면에 가이드 홈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며 이를 요약하면 다

음과같다.

“ 、
‘ 1

‘ ,

F =[G찮]T tFee + [G양]J 야‘ee

=[옳-앓]r -_rr;\~，+am값 )sal
• l m(g+a max ) α l

여기서 sa = sma이고 ca = cos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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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1\(g，+짜na꾀

_.... '"1\-블 파치꽁구 메카나줍의 자유율체도

그램 17 (떠 tt혔씀 ttt싫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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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amax)

그렴 17 (b) 매끄러운 표면을 갖는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자유물체도

( -90 0 ~ a ~ - tan -1μ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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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1~a~90엔1 캘f: 막 미끄럽이 발생하려는 순칸에(마찰콘의 밖에 있

는 경우)x와 y방향으로의 힘평형올 고려하면 그림 17 (a)로 부터 다음과

같은 혐 평형식이 얻어진다. .
J

"F'::ce+ tF::ce+m{g+am없)sa=O

~’~e+ tFye -m(g+ amax)ca슨=0

(33)

(34)

여기서 tlfye와 ~‘%는 각각 아래파지면과 윗파지면에 수직인 y축방향으

로의 힘올 나타내며 Jli'::ce와 Ii'::ce는 파지힘 Jli'ye와 Rye로 인하여 발생

되는 마찰력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17에서의 tFee = [tFxe tFyeJ T

와 야‘ee = [tfi'xe tfi'yeJ T 는 각각. 그 부호가 그림 18에서와 같이 정

의되었다. 이때 마찰력 bFxe와 R::ce는 각각

Jli'::ce= -μ ,Ji'ye

R::ce= μ~‘%

(35)

(36)

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Ji'ye. Ii'ye ，Ji'::ce와 ?:xe는 각각 식 (33), (34), (35),

그리고 (36)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F m(g+am값)(μcα +sa)
()£ ye 2μ

t
F

ve= m(g+amax )(μcα-sα)
ye 2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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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f￥

bottom
。 I finger

‘I

그림 18 파지하중 ( iFye와 tF ye)과 마찰력 ( iFxe와 ~‘'xe)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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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g+ama깐)(μca+sa)- (39)

(40)

..

‘,.
‘
‘
,,‘
.‘

‘~

·t.

r

’’
t‘

‘

‘
1
•

’

·.

i.“

‘
‘

’

m(g+a max )(μcα -s，α)

2
-

g
f

것과 구동 살린더에서있는구조를 가지고

요구되는 구동력은 각 손가락에서 필요되는.'하중의

파지 메카니즘은 때칭의

합야라는 사실올 이용

(41)

::z.
I'

F= [CdJ[ 야’ee +[CdJT tF ee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첫번째 항， 둘째항은 각각 아래손가락과 윗손가락으로 인해 소요되

는 실린더의 구동력올-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h‘
,.

‘‘,광'ee = [ 靈]
(42)

μca+sa 1
2 I

μca+sa l
2μ l

짧
짧

--F
.

(43)

찍2쩔μ
전체하중작업물체의편의상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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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a max ) 를 단위값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윗손가락의 차코비안 행렬

을

[G~]:= [g쌓 g양l (44)

라 하면 아랫 손가락의 차코비안은 구동 실린더 입력변위의 방향에 대한

윗 손가락과 아랫 손가락의 출력 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표현된다는 것올

쉽게 알 수 있다.

[G~]J= [g찮 -g쌓] (45)

그러므로 유압 구동 실련더의 구동력은 식 (41)에 식 (42), (43), (44), 그리

고 (45)를 대입하여 정리하므로써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F=(듀앓-뿔 )sa (46)

-90° S: a S: -tan -la 인 결운: 식 (35)와 (36)은 그림 17 (b)로부터 각각

?u=-μ tFye

?xe= μ ;Fye

(47)

(48)

로 대치되며 이 식들과 (33), (34)를 정리한 결과를 식 (41)에 대입하여 정

리하면 설린더의 구동력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F=(-옳+뿔)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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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지공구 메차니즘의 최적 설계 [20 ，21]

본 절에서는 최대 실련더의 행정거리와 구동력-대-파지력의 비를 활

용하는 최적성능지수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최적화를 수행한다. 먼져， 최

대 개폐범위와 구동 실린더의 최대 행정거리가 설계 구속조건으로 주어졌

을 때 파지공구의 링크 L2의 최대 회전작과 최대 오프셋(Q휩et뾰x)의 관계

식에 관해 기술하고， 최대 실린더의 행정변위 d max가 주어졌을 때 링크길

이 A과 “와의 관계， 그리고 각 렁크의 길이 It , 12 , 김에 관한 구속조건식

들에 관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파지공구의 최적 성농 지수에 관해 기

술하고 최적합성 결과에 관하여 논한다.

가. 링크 L2의 최대 회전각 8 2max

그림 19 에서와 같이 파지공구의 최대 개폐범위 Dmax 가 주어졌올 때，

파지공구의 양쪽 손가락이 완전히 열어진 상태에서의 링크: L2의 최대 회전

각 -8 2max는 다음과 같다.

2 값 = sin -1 (프핀뾰).
213

나. 최대 오프셋 o휠etmax

(50)

그림 19에서 최대 오프셋 01장etmax 는 파지공구가 완전히 열렸다

(82 = 8없max )가 완전히 닫힐 때( ()2 = 0°)까지 파지방향과 수직으로( X축

방향)으로 발생되는 이동변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oj장etmax = 13c21 (J2 == 0° ---13c2 1 82 == 8 2뻐 = 13(1 - C2m값)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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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파쩌‘공구 메카니즘의 개폐범위와;오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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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린더의 최대 행정변위가 주어졌을 때 링크길이와의 판계

설린더의 최대 행정변위 d없는 식 (5)에서 {)2 = {)02max 일 때에서

{)2 = 0° 일 때를 뺀 값으로 정의되고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d m없 = [/I{1-V 1-(12/ II)2(1- C2)2}+상2] 앓짧m

= II +/2s 2m앓 -i lf- 경(1-c2뼈)2

또한 이 식을 II에 대해 정리하면

/1 =
-2쩍(l-c 2m없)-d

2
m뼈 +212s 2m훨d m뻐

1 - 2/2s 2max 一 2d max

이다.

라. 파치공구 최적설계시의 구속조건

(52)

(53)

노즐댐의 손잡이 두께를 고려하여 최대 파지 변위 Dmax의 크기， 파지

공구의 길이와 폭에 대한 허용범위가 lImax와 1 2max로서 주어진다고 하자.

그리고 링크 L2의 회전변위 {)2의 범위를 0:승 {)2 :::;;:90 0

로 제한한다고 가정

한다. 이 범위내에서는 항상 파지공구의 개폐변위 D가 증가하거나 감소

할 때 링크 Lz의 회전각 {)2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논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련더의 미끄럽 변위가 링크 L I의 회전각

과 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례관계를 가지는 현채의 파지메카니즘의

형상(elbow-down) 에서， 링크 L}의 회전각 01과 링크 Lz의 회전각 {)2가

마찬가지로 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례관계를 갖기 위한 조건은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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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정리함으로서 다음과 같이‘ 얻어지며

돼

Au

;
。

(.O

끽

O

(54)

이 식은 파지메차니즘이 현재의 형상에서 실린더의 미끄럽 변위가 중가함

에 따라 파지메카니즘의 파지손가락의 변위 D도 같이 증가한다는 조건을

나타낸다. 식 (54)의 조건에서 링크의 길이는 항상 양수이므로 실제 최적

화 시툴레야션에서는 elbow-down의 형상을 고려하여 편의상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건으로 대치되었다.

S2)O. Cl 능O (55)

한편 식 (50)으로부터 Dmax와 렁크 L2의 선분길이 13에 대한 구속조

건은 다음과 같다.

'3-월쪽 능O (56)

또한 링크 L 1과 L2가 연결되기 위한 기구학적 조건(즉， 식 (4)에서 체곱근

안의 값은 항상 양수이어야 한다)는 조건 즉，

Ii -l~(1- C 2) 2 능O (57)

이 있으며 이 밖에 링크의 길이는 항상 양수라는 조건과 파지공구 메카니

즘의 폭과 길이에 대한 조건식은 다음과 같다.

11)0. 12max~/2)0. 13max 능김 )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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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파지공구의 최적 성능 지수

(1) 파지변에 가이드 홈이 있는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된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최적성능지수는 파지공구의

바람직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최적값을 갖는다는 것은 낮은 값을 가

칠뿐만 아니라 파지범위내에서 균일한 특성올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여기서의 최적화는 최척성능지수를 최소한 한다는 것이다. ‘ 실제

로 노즐댐올 잡기위해 파지변에 가이드 홈이 있는 경우는 미끄럼 관절 실

련더의 구동력-대-파지력비를 파지공구의 개폐범위에서 식 (27)로 나타나

는 σmax의 평균값이 낮을 뿔만 아니라 σmax의 변화가 가장 ，완만한 특성을

갖올 때가 파지공구의 성능이 최척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올 설계지

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최적셜계성능지수를 셜정하였다.

L ‘ D_••

P.I. = (at싫 (59)

여기서

DtA
U꺼/

1
l
l
」

eaG--Je
d

Gr
l
l
L

뼈
6

Dr’
씨

1
-n

뼈

--
뼈뼈

6/‘‘
、

(60)

식 (59)에서의 첫번째 항은 개폐범위내에서 실련더의 평균구동력올 나타내

고 두번째 항은 평균 구동력으로부터의 least square error sense에서 편

차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같은 식 (59)에서의 k1은 최적부근에서의 경

향올 고려하여 설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상수이다.

(2) 파지면에 마찰을 고려한 경우(가이드 홈이 없는 경우)

식 (32), (46), (49)는 파지공구 메카니즘이 종력방향으로부터 임의의

방위각 α를 가지고 있는 형상에서 질량 m~ 불체를 미끄럽 없이 안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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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에게 파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동 실련더의 구통력을 나타낸다.

Fee를 내기 위해서는 원래 정의

방향인 왼쪽으로 실련더가 움직여야 하고， 이때

서’ 정의한 실린더의 구동력，‘ F가 파지력

“

하
는

F
한 방향과 반대

값을 갖게된다. a의 3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식 (32), (46), (49)그러으로

구동력이a에 대해서 최대의3가지 경우의는 항상 음수값올 나타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3가

지 경우에 대한 구동실린더의 최대소요구동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가 절대값이 큰 음수일 때이다.필요한때는

(61)
g풍

IF‘ rn1n = mm (- gr- -- )sa, γaE tan -1μ~a~90°
μ

(62)
,..,.ye

2F mm = min ( - g캅+ o.~ )sa, γaE -90
0승a~tan -1μ

μ

3F mm = min[ -g，강sa-g풍ca] ， γaE -tan-1μ~a~tan-1μ(63)

" ~“
’

r‘.‘

m(g+a max ) )올 가이드 홈이

1,

mIn 은 ffilnImum올 나다낸다.

IFmm 에서있는 경우와 바찬가지로 면의상 단위 값 l로 셜정하였다.

2， 3은 방위카

그리고

가속력(즉，

a의 3가지 경우를 의미하며，

선형'Q.l
A여기서 작업물체의 중력

g캅와 g뚱는 각각 링크인자들의 함수로 표현되므로 파지공구 메카

값니즘의 최적설계는 구동 실련더의 구동력을 최소화하는 링크 인자툴의

/1 ’ “, /3 , d max , Dmax 의 값)을 구하는 문제로 표현된다.

-90
0

일
.

D max = 100. d max = 30 , μ = 0.2.a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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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개폐변위 D에 대한 구동실린더의 최대소요구동력 F를 나타내는 그림

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구동실련더의 최대소요구동력은 개폐변위와 비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바람

직한 특성중의 하냐인 개폐범위내에서의 구동 실린더의 구동력-대-파지력

비 값이 낯을뿐만 아니라 변화가 균일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적설

계 성능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여기서

k2 rD~
P.I. = - (Fmm)avg+뉴- • [F빼 - F mm) avg] 2dD

1 r Dmu.

(Fmm)ovg = 듀」 • FmmdD ,

F mIn = min [ IFmm' 2F mm' 3F‘min]

(64)

(65)

(66)

이며， FIrm1은 파지콩구가 입의의 방위각( -90 0
~ a 르 90

0

)에서도 작업물체

를 놓치지 않고 파지하기 위한 미끄럽 구동 실린더의 최소한의 구동력이자

최대소요구동력올 의미한다. 식 (64)에서의 첫번째 항은 개폐범위내애서

실련더의 평균구동력을 나타내고 두번째 항은 최대평균 구통력으로부터의

least square error sense로서 면차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같은 식 (64)

에서의 하는 최적부근에서의 경향올 고려하여 설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상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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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구동력-대-개례변위도 ( F Vs. D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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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파지공구의 최적설계합성

(1) 파지면에 가이드 홈이 있는 경우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최적설계는 구속조건식 (55)-(58)을 만족시키면

서 식 (59)를 최소화하는 최적변수들의 값올 구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냐

식 (2.59)로 설정된 최적설계성능지수는 파지공구의 최대 개폐범위， 실린더

의 최대 허용행정변위 그리고 파지공구의 크기에 관련된 링크의 최대길이

의 함수이므로 설계자가 파지공구의 작업환경올 고려하여 이러한 설계인자

들의 값틀을 제한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논 파지면에 홈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에 똑같이 최대 파지변위 Dmax 를 100 mm로 설정하고，

유압 피스톤의 최대 행정거리 dmax 를.단계적으로 (20 mm. 30 mm. …)변

화시킨다. 이러한 고정된 설계인자들의 값에 대한 나머지 메카니즘의 설계

인자들인- 링크길이 II. 12• 13 의 변화혜 대해 성농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즉 그림 21-26과 같이 다음과 같이 파지공

구의 개폐범위와 실련더의 최대 ‘허용 행정범위에 대해서 링크 길이

11. 12• 13 에 관한 최적설계성능지수 값올 알 수 있도록 링크길이 12와 h

의 변화에 대한 링크길이 /1과 최적성놓지수의 값올 나타내는 여러가지 경

우의 둥고선그림올 조사하였다.

그립 21, 22와 그림 23. 24는 각각 Dmax = 100mm , d max =20mm와

Dmax = 100mm. d max = 30mm로 설계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링크

L2의 길이 h와 4에 관한 최적설계지수의 퉁고선그림과 링크 LI의 길이

11 의 둥고선 그림올 나타낸다. 이들 그림으로부터 링크길이 “와 월의 길

이가 증가할수록 더 우수한 최적셜계지수(즉 더 낮은 최적설계지수 앓)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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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ontour Vs 12, 13 :Dmax=100, dmax;20, k=1 , N=11

1201

110

100

튿 %

c")

80

70

60

’ ‘

5 10 15 20; 25 30
12 [mm]

35 40 45 50

~그림 21 최적 성능지수의 동고선도

(설계조건 : Dmax =100mm , d max =20mm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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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ntour Vs 12 , 13 :Dmax=100, dma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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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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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5 20 25 ’ 30
12 [mm)

35 ‘ 40 45 50

그림 22 링크길이 /1의 풍고선도

(설계조건: Dmax = 100mm. d빼x =20mm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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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Contour Vs 12, 13 "Dmax=1 00, dmax=30, k=1 ,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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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최적성능지수의 둥고선도

(설계조건: Dmax = 100mm, d빼x =30mm 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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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ntour Vs. 12, 13 Dmax=100, dma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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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링크길이 /1의 퉁고선도

(설계조건: D max = lOOmm , d rnaJ( = 30mm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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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ax 의 변화에 대한 그립 11과 그갖는 것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I3apt의 강[Zapt와

또한

dm없의 값이 증가하면 최적의 링크길이립 23으로부터

이들 그립에서 양쪽도 같이 중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올 확인할 수 있다.

경사선 밖의 부분은 파지공구 메카니즘이 도달할 수 없는 형상틀(구속의

조건올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영역을 나타낸다.

d max 가 클 때 좋은 성능지수를 나타내므로그림 21과 23올 고려하면

파지떼카니즘의 설계사양으로서 최대 파지개혜변위를 Dmax = lOOmm , 최

파지공구d max =30mm로 각각 설정하였다.대 구동실릴더의 최대변위를

微
껴lnJ-f”‘II = 19.05mm메카니즘의 링크길이는 그림 23과 24로부터 각각

13=70mm로 선정하였다.

dmax =20mm을 고정한D max = 100mm ,한편，'"그렴 25는 셜계조건

경우 여러 다른

동 걸린더의 최대 소요 구동력을 ‘나타내는 행렬

구

최대 특이

파지범위내에서의

[G양][G양]T.의

값에 대한 파지공구의링크인자들의

25와 26은 그렴

낮을 뿐만

그립

c1m값 ([ Gd][ Cd] η은 값이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구해진 최적설계인차의

D의c1max을 파지변위

21-24로부터

값

있D에 대해서도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올 확인할 수아니라 변수

최적셜계 합성dmax =30mm에D max = 100mm ,26은그림여거서다.

(synthesis)으로 부터 얻어진 인자들올 활용하는 KAERI파지공구 메카니즘

성능과 미국 Schilling사에서 설계조건의 Dmax = 100mm ,상용화된，

본성능올 비교한 것이며， 여로부터

연구에서 최적화된 인자들의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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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_sigma(D) plots Dmax=100, dma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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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링크길이 11 • 12 • 13 에 대한 am잃 (D) plot

(설계조건: Dmax = 100mm, d max = 20mm 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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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son of SCHILLING &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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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6 링크길이 11 , 12 , 감에 대한 Gmax (D) plot

(설계조건: D max = lOOmm , dr떠x =30mm 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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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은 이러한 최적설계합성을 바탕으로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셜

계인자로서 선정된 인자들의 개폐시의 궤적을 나타낸다.

Dmax=100 d• max=30 L1=19.05 L2=37 L3=70

10

「g
LL~

/ι ζζ ι「
ι~즈/

그쭈ζ~L
용용는L，---‘ -
~

니u빼↓H-뉘I I I I :
---l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x [mm]

80

70

60

잉

때

{EE

>

--

30

20

o
o

그림 27 최적화된 파지공구 메카니즙의 궤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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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지변에 마찰올 고려한 경우

파지면에 가이드 홈이 없어서 마찰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최적화를

위해서 D= 10mm , dmax = 30mm로， 령크길이들은 가이드홈이 있는 경

우의 최적화 결과 인자값들로 가정하고， 마찰계수가 각각 μ= 0.1 , 0.2,

0.3, 그리고 0.4 인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 28은 이러한 파

지공구 메카니즘의 형상에서 파지공구 메카니즘에 전체 단위 하중이 작용

하였을 때 ( m(g+a max ) = 1 ) 미끄럽이 없이 안정되게 작업물체를 파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동실련더의 구통력을 식 (61-63)을 이용해 나타낸 것이

다. 그림 28로부터 여러 다양한 마찰계수의 값을 가지는 모든 경우에 실린

더의 구통력이 a=-90° 인 형상에서 최대 절대값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파지공구 메카니즙의 최적성능지수를조사

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그림 29는 μ = 0.2 , a= -90 0
일 때 설계 링크인

자들， 즉， 12와 h의 변화에 대한 1 최적성능지수의 둥고선그림을 나타낸다.

이 그림과 그림 24로부터 파지공구 메카니좀의 크기와 폭， 즉， 허용링크길

이가 주어졌을 경우에 파치면에 가이드 홈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적

링크인자들의 값 120Pt와 130pt의 값은 서로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쉽게

확언할 수 있다.

‘ ~l 상과 같은 본 연구에서의 모든 최적화 시율레이션에서는， 편이상，

삭. (59);1υ(60);· (64), (65)의 적분식을 대신하여 -각 파지변위 D= O.

Dmax/(N- l), 2Dm없 I(N-I).… .Dmax 에서의 값을 구하고 이들의 명균값

을 취하였다(여기서 N= 11 ). 그리고 최적화에서 사용한 k1• k2의 값으

로는 단위 값 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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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Vs alpha Dmax=100, dmax=3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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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8 파지력 F 대 경사각 a에 대한 plot( μ=0. 1， 0.2 , 0.3 , 0.4)

(링크인자: 11 = 19.05mm./2 = 37mm. 13 = 70mm ,D~ 10mη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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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Contour Vs 12 년 "Dmax=100 dmax=30 mu=O 2 alpha=-90 k_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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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적성능지수의 퉁고선도

(조건: Dmax = 100mm. dmax = 30mm, μ =0.2 ， a=-90°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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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지공구 메카니즘 제작

이상과 같은 최적설계합성의 과정올 통하여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파

지면에 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있어서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기구학

적 최적인자들의 값을 셜정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파지공구

메카니즘은 중량의 노즐댐올 파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은 구동

력으로 효과적인 파지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파지면에 가이드 홈을 만

틀고 이 홈을 이용하여 노즐댐올 파지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설계인자들과

기구화적 인자틀의 값틀이 그렴 20-24로 부터 표 6과 같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각 링크들과 그 밖의 모든 관절들에 관한 상

세한 도면은 부록에 포함하였다.

표 6 파지공구 메차니즘의 최적셜계인자

;최대 파지변위 D max

최대 구통 변위 dmaxν

렁크 길이 II

!랭크 길이 “
i령크 길이 I3

m

뼈驗-
뼈
{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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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3 절 파지공구 제어 시스템의 구현

l.~파지공구 제어시스템 구성 및 모델링

가파지공구 제어시스템 구성 [26，27]

파지공구 제어시스템은 그림 30에서와 같이 파지공구 메차니즘과 유

압구동 엑츄에이터 그리고 제어기와 주변장치로 구성된다. 이러한 파지

Xd와 기준파지기준변위기술하면，그렴에서공구 체어시스템을 간략하게

Fd신호들은 각각 LVDT위치센서와 압력센서로부터 측정된 유압실련더력

K1올 곱한 값과 비교되고， 01 때의K2 와의 변위와 하중압력에 게인 오

이 제차신호는 퍼지논리제어기를 통하여 제어신호로 계산되어

어신호는 D/A변환기를 거쳐 전압으로 변환되며 다시 서보앵프를

출력된다.

통하여

서변환된 전류신호는 천기-유압식

=t-...
I e:<홉~I Electro
‘느=:;;:::=:11 Hvdraullc
t짧‘짧1 ~rvoVN

보밸브훌륭 구통하고 서보밸브에 의해 유압피스톤이 제어된다.

-o

l
-

-r

m
-

-S

A
-

:-
뼈
-

이와 비례하는 전류신호로 변화된다.

Xd
Fd

-‘
蠻

Kl , K2: Signal Conditioner

H-I

K

-r1‘’

AID#l

AlD#2

파지꽁구 제어 시스댐의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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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공구 메카니좀은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의‘해 ‘파지공구가/ 개폐되는

구조를 가지며 압력센서로 측정된 합력은 바로 파지공구의 파지력과 밀접

한 관계플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파지공구 메카니즘이 강체이고

마찰력과 관성이 매우 적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가정에서는 피스톤의

압력에 피스톤의 면적을 곱하고 식 (22)를 이용함으로써 바로 파지공구의

파지력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치센서로부터의 피스톤의 위치가 측정되

면 제 2절에서의 위치관계식 (5)와 (52)로부터 파지공구의 개혜변위를 구할

수 있다.

나. 전기유압 서보밸브의 구조 및 모텔링 [31-33]

전기유압 서보밸브(electro-hydraulic servovalve)는 양 실(Ch따nber)로

유입되는 유량과 압력을 고정밀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본 연구애서는

파지공구 메카니즘에 사용되는 유압실린더를 구동하기 위하여 MOOG 30

전기유압 서보밸브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기유압 서보밸브의 구조는 그

림 31과 같으며 작동원리를 셜명하면 다음과 같다.

Ps

Ps R R Ps

Ps

그림 31 전기유압 서보밸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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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전류가 코일에 흐르게 되면 아마츄어에 자기적 극성을 준다. 이

때 아마츄어는 상하자극과의 자기적 관계에 의해 입력전류의 크기와 극성

에 따라 발생한 토오크에 의해 가울어진다. 좌우 노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플래퍼는 아마츄어와 일체이므로 아마츄어의 기울기에 따라 변위하여

좌우노즐의 배압올 변화시킨다. 플래퍼와 가까워진 쪽의 노즐 배압은 올라

가고 멀어진 쭉의 노즐 배압은 내려간다. 좌우의 노즐 배압은 스풀 양단

에 도입되어 있어 배압의 변화는 스풀을 변위시킨다. 이러한 스풀의 변위

는 아마츄어 그리고 플래퍼와의 일체 구조로 연결된 궤환(feedback) 소프링

에 아마츄어의 자기적 토오크와 정반대 방향의 복원 토오크를 발생시킴으

로서 플래퍼를 다시 중립위치까지 되돌린다. 플래퍼가 중립위치로 돌아오

면 좌우의 노즐 배압은 칼게 되어 스풀은 그 위치에서 정지한다. 결과적으

로 서어보 밸브의 스풀은 입력전류의 극성과 크기에 비례한 밸브 열립량올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작동원리로 구동되는 전기유압 서보밸

브는 그림 32와 같은 내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블럭선도로 표현된다[31].

그림 32에서 t는 토크모터(torque motor) 입력전류이고 Xν 는 밸브스풀

(valve spool)의 변위이다. 여기서의 K 1은 모터의 토크게인이고 K 2

는 유압증폭 유량게인(hydraulic amplifier flow gain)이며 A논 스풀끝의

면적이다. 하는 아마츄어/플래퍼(armature/flapper)의 강성도(stiffness)

I
11k,-

SZI""옴 +29쩍1S + I

1

-
잃

xv

그렴 32 MOOG30 전기유압 서보밸료의 블럭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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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kw 는 궤환스프링의 강성도이다. bf를 아마츄어/플래퍼의 순수

한 감쇄성분 계수이고 If를 아마츄어/플래퍼의 관성이라고 하면 이 전

기유압 서보밸브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ωn과 감쇄율 ~(damping ra피0)는

다음과 같다.

W. = {황

t = l 효%2 k
f

iN n

(67)

(68)

특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MOOG TYPE 30 서보밸브 인자들의 값은

다음과 촬다.

torque motor gain k1 = 0.025in -lbs/mA,

hydraulic amplfier flow gain k2 = 150-핀표 sec

‘

spool end are.a· A = 0.026 in2,

net stiffness on annature/flap야r K f = 115in -lbs/ in ,

feedback wire stiffness K w = 16. 7 in -lbs/ in,

‘ ’
.in -lbs

net damping on annature/napper bf= 0.016 l in/ sec ’

in -lbsrotational mass of annature/fl’ apper I f = 4.4 X 10 -0 .J- H I W.)?

In!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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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η =81.4Hz，natural frequency of first stage

t= 0.4 ,

Kν= 840sec -1.

damping ratio of first stage

servovalve 1∞p ， gaIn

전달합수X l) 사이의스풀변위t와 출력32로부터 입력전류그림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23，31].

. k w

llkf γ

펴+효 s+1 μl
w~ μ)n

llkf

i I 2t
~+..E..노 s+1
w~ μIn

--- • ι.
As “ 2

1 T.T--- . .‘ -.As “ 2+
써
-
야

한
“

(69)

K 2 • II하 • K}
A _3 I 2At_2
짧sJ+讓뇨 sι +As+ K 2 • 1Ikf· kw

갖식 (69)는 3차 시스템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수값을

(70)
κ
-
-
μ

에-jγ시-“vm

해

게된다.

정상상태에서 서보밸브의

특히:-‘본‘]연구에서 사용되는

전기유압 서보밸브의 웅답속도는 다른 주변장치들의 웅답속도에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전기유압 서보밸브의 동력학을 무시하여

알것을비례한다는입력전류와스풀변위는

제어시에

비해서

파지공구 메카니즘의있다.」‘T

식 (70)

전기유압 서보밸브는 둥가실제로모델할 수 있다.과 같이 간략하게

0.0015 sec로서 매우 ·

2차 시스템에 대한 특성은 고유진동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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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많이고 감쇄계수는 0.5 이다.

다. 유압식 파지공구 모텔링 [28，29，31 -33]

본 연구에 사용되는 전체 파지공구 시스템은 그림 33와 같이 전기유

압 서보밸브가 유압식 피스톤을 제어하고 제어된 피스톤에 의해 파지공구

메카니즘이 구동되아 개폐위치와 파지력을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33에서 PS는 공급 압력 (supply pressure)을 나타내며 R은 후방압력

(return pressure)을 나타낸다. 그리고 PIT는 하중압력을 측정하는 압력센

서를 LVDT는 유압피스톤의 변위를 측정하는 위치센서를 나타낸다

앞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파져공구 메카니즘의 관성율 무시한다고 할 때，

전체 파지공구 시스템은 그렴 34에서와 같이 간략하게 모델할 수 있다.

l ‘
Ps

:짧i쩔;했f;r麗l 찮짧짧lie
網擬 S뻐V/V

Ps

그립 33 전기유압 서보밸브에 의해 제어되는‘파지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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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에서 피스톤 위치 X p = 0 일 때 파지공구가 최대 개폐범위를

갖는 위치를 나타내며 X p = X e 일 때 파지공구 메카니즘이 어떤 물체와

접촉하는(파지하는) 위치를 나타낸다그림 34혜서 작업물체와 파지공구

메카니좀의 강성도를 간략하게 선형 스프링으로 나타내었으며 K는 이러한

스프링의 계수콜 나타낸다. Ap는 피스톤 몽드(rod)의 면적올 제외한 나머

지 유압구동 피스톤의 면적을 나타낸다‘ 그리고 PI과 P2, 그리고 Q,과
Q2는 각각 입 · 출력실의 압력과 유량올 나타낸다. Vi 과 V2는 각각 전

방과 후방의 (forward and return) 체적(volume)이고 Mt 는 피스톤의 질량

이며 Bp 는 파스톤의 점성 감쇄 계수를 나타낸다.

{帥;뻐:μt띨μμtLL」μ;]]]9」」;;」
.tlvaraUllc

組뿔뿔뿔Dr:繼;?繼1繼덮뭘페 S싫e강씌rvo 、V/V7ν쩌w/까N、V7

Ps t"s

그림 34 유압 서보밸브에 의해 제어되는 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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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밸브와 유압 피스톤에 대한 중요한 몇가지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펌프로부터의 공급압력온 일정하고 서보밸브의 오리피스는

matched이며 대칭(syrrunetric)이다. 각 실(chamber)내에서의 압력분포는 균

일하며， 공동현상(cavita다。n)빛 포화현상(saturation)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하에· 전체 시스템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

[32,33].

각 실에 대한 압력-유량 관계식온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QI = CvXvV p s. - PI

Q2 = -cvXv{l경

(71)

(72)

여기서 Cu는 유량 계수이고 공급압력 PS는 전 • 후방 압력의 합으로 표

현되며， 부하압력 (load pressure) PL은 전방압력과 후방압력의 차로서 표현

된다.즉，

P s = PI + P2

PL = PI - P2

(73)

(74)

식 (73)과 (74)올 각각 PI과 P2에 대해 다시 정려하면 다음과 같다.

PI = (Ps + P L )/2

P2 = (Ps - P L )/2

(75)

(76)

그리고 부하유량 QL은 식 다음과 같이 전 • 후방 유량의 평균 값으로

정의 된다.

QL = (QI + Q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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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3)에서 식 (77)까지를 식 (71), (72)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부하유량

QL = CvXuY (Ps - PL)/2 (78)

로 표현된다. 식 (78)올 작동점 (operating point; o. φ.)에서 Taylor 급수 전

개에 의해 선형화하면 서보밸브 유량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QL = K qXu - K c?L (79)

여기서 Xu 는 중립점으로부터의 밸브변위이고 ， Kq 는 밸브 유량케인이며

Kc 는 밸브 유량-압력 계수로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Kq =
aQL
aXu lo , p

= cuY (Ps - PL )/2 (80)
o , p,

Kc -
aQL- ----aPL lo.p

CvX v- 2y (Ps - P L)/2 lo.p.
(81)

피스톤 실(chamber) 각각에 대해 연속방정식을 적용하면

m

ι
뻐‘-dκi-a

%

+첼@--
꽤·

CR
“

P
ψ

CQ

CIP( P l - P2) - C얘P2 - Q2
dVz I

V2 dP2---- ~ --- ----
dt I

f3 e dt
(83)

가 된다. 여기서 Cψ 와 Cep 는 각각 내부와 외부 누설계수(leakage

coefficient)이고 βe 는 체적 탄성계수(bulk modulus)이며， 각 실의 체적은.

다음과 같이 초기 체적에 변화량을 더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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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V2 =

VOl + A pXp

V02 - A pXp

- ,(84) 、

(85)

윗 식에서 VOl 과 V02 ‘는 전 • 후방향 초기체적이고， Xp는 피스톤의 위치

변위이다. 두 체적의 합 V t 는 항상 고정된 상수라는 사실，

Vt = VI 十 V2 (86)

을 이용하면서 총체적과 연속방정식을 결합하면 하중유량은

QL =
A dXp

p dt
V. dP,+ Ct.P, + .....;....;;- --Yo느

tp'- L I 4/3e dt (87)

로 표현된다. 여기서，

Ct/i = Cψ + (탤) (88)

이며 피스톤의 총 누설계수를 나타낸다.

한편， 피스톤에 가해지는 힘에 대하여 뉴톤의

다음과 같다.

운동방정식올 적용하면

Fw =g APPL = M현전
t dr + BI>환E

P dt + Kj(xp) (89)

여기서 Fg 는 피스톤에 의해 발생되는 힘이며， 비선형 함수

f(xp)
<Xe 일 때

능 Xe 일 때

0

X p - X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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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지공구 메카니즘이 작업물체를 파지하기 전과 파지한 후의 비선형관

계를 나타낸다. 즉， 식 (9이에서 O값올 갖는 경우는 그림 34에서 피스톤의

위치가 Xe에 도달하기 전의 상태 이고， 그 이상이 되면 X p - Xe만콤의 스

프링의 미소변위가 발생되고， 이 때 발생된 힘이 피스톤에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식 (79)과 식 (87)을 라플라스 변환하여 결합하면 다음과 같다‘

KqXν -KePL = A젊p + c캡'L +앓 sPL

이 식올 다시 PL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1)

A pS
P L = q v Xv-P~ T/ x p (92)

K씨1 + AnvL 상 Kce(l + τ강윤-야

여거서

K ce = K c + C‘ep (93)

이며 총유량-압력 계수이다. 식 (89)올 라플라스변환하고 식 (92)를 이용

하면 입력변수 Xp 와 출력변수 Xv 그리고 측정압력 PL 사이의 관계를 나

타내는 블럭선도는 그립 35와 같다.

이상과 같이 본 절에서는 전기-유압 서보밸브의 선형화된 운동방정

식과 유압실린더와 파지공구 메카니즘사이의 선형 운동방정식올 구하였다.

이러한 두개의 운동방정식틀을 결합하면 전체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운동방

정식이 얻어지게 되며 선형화된 전체 시스템의 지배방정식에 표현된 시스

템 인자들의 값올 실험적으로 구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시블레이션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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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할 것이며， 이러한 시툴레이션을 바탕으로 더 우수한 채어기의 개발이 까

능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시스랩 언자들의 측정에 관한 셜험은 당해년도

에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다음 단계로 수행되어야 되어야 할 것이다.

2.. 퍼지논리체어

가. 퍼지논리제어의 개요[22 ，24 ，25]

FLC(fuzzy logic controller, 이하 FLC라함)의 기초가 되는 펴지논리

(fuzzy logic)는 기존의 논리 체계보다 인간의 생각과 자연어에 훨씬 가까

울 뿐 아니라 기본척으로 실 세계의 부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퍼지논리 제어기는 전문가의 지식에 근거한 제

어 방식에 판한 언어적 정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어 알고려즘으로

바꾸어 풀 수 있는 기능올 갖는 제어기야다.

퍼지논리제어(fuzzy logic control, 이하 FC라함)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도는 그립 36과 같고， 이러한 시스템에 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x..
n
r

B+M X P

그림 35 Xv 와 X p 그리고 PL사이의 관계 블럭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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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입력으로 젤정된 기준신호 γ'ef. 와 시스템 출력 out. 과의 오차선호

xo • y。를 ’ fuzz쩍e서 • )를 통하여 퍼지집합 X. Y로 퍼지화시키고， 퍼지추

론(fzazy in)당renee)에서는 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시스템에 관한

언어적 정보가 IF· THEN 형태로 표현된 퍼지규칙(fuzzy rule)에 근거

해서 퍼지제어 값 z를 추론한다. 이때 추론된 결과 z는 퍼지집합이묘로

이를 defuzzifier( . )를 통해 실제 제어출력 값 z。로 변환하여 플랜트

(plant)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출력이 얻어진다.

FLC에서 사용되는 전문가의 퍼지제어 규칙틀은 IF-THEN 형태의 다

음과 같은 퍼지조건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R1 : IF x is A} and y is B} THEN 2 is CI •

R2 : IF x is A 2 and y is B 2 THEN 2 is C2 •

(94)

R .n: IF ‘ x .is An and y is B n THEN 2 is Cn

’ -

‘’

ref.

”‘-

F따zy 버Idefuzzifier냐I Planth+out.
Inference

‘ ’”

그림 36 일반적인 Fe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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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 Y는 시스템의 제어 입력 상태변수(state variable)의 언어적 변

수이고， z는 제어출력변수의 언어적 변수이다. At , B t, Ci는 각각

X , y , z 의 퍼지집합이고 Rt(i = 1,… , n)는 %개의 찍지제어규칙올 나타

낸다.

나. 파지공구 시스템의 퍼지논리제어

(1) 제어 알고리즘

파지공구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파지개폐변위와 파지력의 제어는 파

지공구의 제어성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체어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

나， 실제의 파지메카니즘은 일자유이므로 매 순간마다 이 두가지 변수증 한

가지만올 재어변수로 셜정혜야 한다. 실제로 파지하고자 하는 물체의 정확

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파지개폐변위만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물체

와 파치 시스템과의 큰 접촉력을 유발사킬 수 있으며 이는 바로 파지 메카

니즘이나 파지하고자 하는 불체에 치명적인 손쌍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반면에 파지력만을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 물체와의 접촉이 없는

작업물체를 파지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는 접촉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파

지메카니즘의 저I어시 큰 제어신호가 발생되거나 또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

어하기 위해서는 파지력의 함수로서 적정파지력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하

므로 제어가 매우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지개폐변위와 파지력을 제어변수로서 동시에

선택하거냐 또는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퍼지논리제어방식을 활용한다.

FLC를 포함한 전체적 사스템의 구성도를 상태 방정식 (state equation)과 블

럭선도(block diagram)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3.1절의 내용을 참조해서

시스템의 상태방정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27 ，331 식‘ (79), (87), (89)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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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 = X p = X2 (95)

X2 = X p =
w" _,. B ‘ . A ‘

-」LKx ) - -l Xb + :EpL
Mt""'P

I M t '" L

w" _,. B ‘ A ...
‘ -화JXX1) - 꿇X2 +찮X3 (96)

4βeAp • 4 껴 4/3
X3 = PL = -「T- xp -

화(Ke + Cep)PL + Vt

e K qXv

4βeAp __ 4{3J(야 4{3J(+ ---」 μ (97)= -
V t

X2 -
V t

X3 -r
~

이다. 여기서

K t = K"ν4.KJ(mmKq (98)

이며 KmA는 FLC 제어기의 출력신호를 입력으로 받고 서보밸브 토크 모

터의 입력신호 전류를 출력하는 [mlmAJ 의 단위를 갖는 서보앵프의 게

인이고， Ks는 식 (69)가 서보밸브의 옹답속도가 피스톤에 비해서 충분히

빠르다는 가정하에 상수로 표현된 입력전류 i와 서보밸브의 출력 스풀변위

Xv 사이의 게인이다. 즉， 식 (70)에서와 같이 K s := KdKω이다. K mm

은 inch로 표현된 서보밸브의 스풀변위를 meter로 바꾸는 변환상수를 나

타내고 ， Kq 는 서보밸브의 유량게인이다. 마지막으로 식 (97)의 μ는 FLC

에서의 출력신호이자 전체 시스템으로의 제어입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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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8)로 표현되는 파지공구 시스템과 FLC를 사용하는 전체 체어 시스

댐올 블럭선도로 나타내면 그립 37과 같다[32].

그림 37에서 Xd와 Fd는 실련더변위의 설정위치와 실련더 구동력을

나타내고， e p : = Xd - Xp 이며 eF: = F d - Fg는 각각 위치오차와 구

동력오차 신호를 나타낸다. FLC의 입력은 이러한 오차신호 ep와 eF 와

이들 랴각의 변화율 ep과 eF이 사용된다. FLC는 각 입력들을 퍼지화해

서 제어규칙에 따라 제어하게 된다.

실제 시스템에 있어서 실린더의 압력 PL 은 압력센서로부터 측정이

되는 데 유압실린더의 구동력에 비하여 실제 파치공구 메카니즘의 동적인

자(관성: Mt)이나 감쇄계수( Bp)의 효과가 무시할 정도로 충분히 적다는 가

정하에서 야 압력은 다음과 같이 둥가의 파지력으로 얻어질 수 있다.

짧
앓

F
(99)

X p

그림 37 위치 · 힘제어 (FC) 시스템 블럭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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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가서 ~Fg느A~L이며 유압 피스톤의 변위(d)가 LVDT로 측정이 되는

데 이는 식 (5)올 청리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2/~C2 +2(11/2-/2d)S2= 2/1d-2갱 -d2

뼈

이 식올 S2 에 관하여 정리한 후 식 (50)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둥가의 파지

’개.펴l 변위 ( D)가 얻어진다. 위 식 (99)과 식 (00)은 피스톤 압력과 파지

력， 유압 피스톤의 변위와 파지개폐변위사이의 산술 관계식을 나타내며， 이

두 식올 활용하여 FLC의 입출력 제어변수로서 이들운 서로 상호 치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의 컴퓨터 시률레이션에서의 경로

계획은 파지변위와 파지력에 의해 설정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수들의 값을

대응되는 유압 피스톤의 변위와 압력으로 치환하여 FLC·의 입출력으로 사

용 되었으며 치환된 어들 변수들에 관하여 소속함수들이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제어출력이 측정된 실제 파지

력의 값에 따라 교대로 사용되는 방식올 사용한다. 이 두 가지의 체어출력

윷 표문을 통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IF ( Fg < F th) cyl )

μ = wlxup( ep, ep) + W2 X μpeep， ep) (101)

ELSE IF (Fk 능 Fth) 이 )

u = up(ep, e씨 (102)

여기서 Fth)cy/= g풍Fth는 threshold 파지력과 둥가인 실린더에서의
’-“

t}1reshold 구동력올 나타낸다. 식 (10D에서 WI 과 W2는 각각 위치 제어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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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p 와 힘제어 μp어l 적절한 가중치 (weighting value)를 줄 수 있는‘상수를

나타내고I ep과 ep은 ep와 ep의 시간에 대한 변화울이다.

(2) 퍼지화

퍼지화(fuzzification)에 서 f~ifier는 애매하지 않은 보통 값(crisp

V외ue)을 퍼지집합으로 변환하는 효과를 갖는 연산자이다. 이를 기호화 하

면 다음과 감다.

x = fiμzz쩌er(xo ) (103)

본 연구에서는 FLC구성을 간단하게 하기위해 편의상 그 값에서만 소속 값

l올 갖는 singleton fuzzifier를 사용하였다.

(3) 소속함수

퍼지 입력변수들 ep• ep• ep. ep 각각의 범위는 최소값과 최대값사

이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공간올 각 변수의 퍼지소속함수의 갯수만큼

일정간격으로 퍼지분할하고， 퍼지합수의 시작점은 주변 퍼지합수의 중점

(center)과 일치하도록 선정하였다. 각 입력변수들에 대한 소속함수들은

삼각형형태를 취하였으며 소속함수의 다양한 형태의 중심점과 폭을 갖는

소속함수에 대하여 시블레이션을수행하였다.

그림 38은 FLC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변수들에 대한 소속합수들의 중

심점과 폭올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변환하는 함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

환 함수로부터 그림 39-41과 같이 균일한 중심위치와 폭올 갖는 소속함수

와 그림 42와 같은 균일하지 않은 소속함수가 얻어진다. 그림 43과 44는

각각 위치오차와 그 변화율을 입력변수로 가지면서 이러한 두가지 형태의

-104 -



소속함수를 활용하는 FLC의 계단입력에 관한 응답특성을 나타낸다. 이 그

림에서는 파지개폐변위의 초기값이 O.02m에서부터 O.OIm로 감소하는 계

단업력올 사용하였다. 그림 43으로부터 균일한 소속함수를 활용하는 FLC

가 비교적 우수한 계단입력에 대한 옹답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일할 수

있었으며， 이 그림으로부터 KEp, KeEp , KUp의 값으로 표현된 소속함

수의 최대 및 최소 범위에 관한 값플올 설정할 수 있었다(소속함수의 최대

값과 최소값은 동일하다고 가정 ).

동일한 방법으로 파지력과 그 변화율을 입력변수로 갖는 FLC에 대해

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소속함수의 형태에 관해 조사하였요며， 그림

45-47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얻어진 소속함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틀

그림에서 사용된 퍼지집합의 이름은 다음 표 7과 같이 정의된다.

표 7 퍼지집합의 이름

NH Negative Huge
NB i Negative Big
NM , Negative Medium
NS Negative Small
ZE Zero

PS Positive Small
PM Positive Mediurn
PB Positive Big
PH Positive Huge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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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Fncns of 7-Fuzzy Sets Change of.Error(Poslt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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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Fncns of 7-Fuzzy Sets: Error(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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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균일하지 않은 종심점과 폭을 가지는 소속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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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Fncns of 7-Fuzzy Sets Erro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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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Fncns of 7-Fuzz.y Sets' Change of Error(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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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6 ep에 대한 퍼지집합들의 소속함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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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Fnetns of 9-Fuzzy Sets Control 。띠put(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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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규칙

식 (10D의 첫번째 항과 두번째 항올 나타내는 위치제어와 힘제어에

대한 제어규칙을 Look-Up Table로 정리하면 다읍과‘ 첼다. 표 8과 9는 ep

와 ep사이， ep와 ep사이외 과도웅답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Look-Up

Table이다.

표 8 위치제어의 Look-Up Table ’

,....
--(

‘ ’.,
-'

\\” -
ep

NB ' 야M NS ZE i PS~. PM I PB
:NB , NH:NH NH: NB , NM_:NS ZE ‘

NM , NH:NH , ’NB ; NM ' NS : 'ZE ! PS
NS ~'NH NB NS ZE PS' PMNM.
ZE:, NB:NM NS , ZE PS ‘ PM PBep

PS !, NM NS ZEIPS:PMiPB PH
’ PM:NS , ZE PS , PM P.B I PH PH

PB I: ZE' PS :PM; PB PH ’ PH PH

표 9 힘 제어의 Look-Up Table 서‘ •

ep

NB
NB ‘ NH
NM , NH
NS NH
ZE NB
PS NM

:1 PM NS
PB , ZE

ep

NM , NS ’ ZEIPS PM PB
NH , NH NB I NM : NS : ZE
NH:NB NM NS'ZE , PS
NB; NM NS ’ ZE PS ‘ PM

I NM:NS ZE· PS PM PB
NS ZE. PS PM PB PH

:ZE'PS', PM PB:PH: PH
IPS:PH;PH PH PH ’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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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퍼지화

비퍼지화 (deffuzification)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음파 식으로 표현

되는 면적중심 법 (center of area method)을 사용하였다.[22， 24, 25]

μ =

-
μ‘
)

〕
μ

κ
.

’L

r
l
l‘
、

J”

μ

2
’
」

’li

n
E
·
딘nE

F

(104)

여기서 μi( μJ 는 곱(product) 연산법을 사용하여 i번째 퍼지규칙 R 부분

의 소속합수값올 곱한 것으로 정의된다. 즉，

μz( Uz) = μAi(X) • μBZ(Y) (105)

이고， μt 는 i번째 규칙 출력 소속함수의 정점이 었는 중심값이다.

다. 컴퓨터 시블레이션

먼저 FLC를 사용하여 파지변위가 불확실한 실제 울체를 어떻게 파지

하는 가에 관한 콤퓨터 시률레이션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에-관하여 간략하

게 기술한다. 본 시툴레이션에서 사용된 경로계획은 파지변위와 파지력에

관하여 이루어 졌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식 (l01)과 식 (102)의 IF

문에서 실린더의 변위와 구동력으로 표현된 조건은 식 (99)와 식 (laO)을

이용하여 파지변위와 파지력으로 표현된 식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이 치환

된 식야 컴퓨터 시툴레이션에서 사용되었다.

초기에 파지공구가 완전히 열린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D=O.lm,

여기서·D는 파지개폐변위를 나타낸다). FLC는 초기순간부터 작업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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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Dd<De 또는 F ye<F th ) 파지개폐변위와 화

지력을 통시에 업력변수로 받아서 식 (101)과 같은 제어출력올 산출한다.

여기서 De는 작업물체의 위치를， 그리고 Fye와 Fth는 각각 압력센서로부

터의 측정된 둥가 파지력과 threshold 파지력을 나타내며 식 (99)와 식

(100)을 이용하여 얻어질 수 있다.

IF (Fye < F야 )

μ. ω; × μn(en en) + ωiXUF，..(eF，.. ’ e F,..) (106)

ELSE IF (Fye 능 F야 }

μ• μ F".(e F". ’ eF) (I07)

파지개폐변위 D가 0.1 인 위치에서부터 ·움직이지 시작하여 작업물체

가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De에서 작업물체에 닿게 되면 이 때 파지면에

발생되는 힘 Fye의 값은 증가하게 된다. 압력센서로부터의 feedback 신호

는 식 (99)를· 통하여 Fye로 계산되며， 이 값야， 이미 설정된 threshold 파지

력‘ F야의 값보다 큰 경우에 파지공구 시스템과 작업물체간의 접촉이 발생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때 FLC체어기는 식 (101)과 같은 제어 출력을 산

출한다. 최종의 원하는 파지력 Fye)d가 얻어질 때까지 그렴 (49)와 같이

이미 설정된 기울기로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t Fye가 F샤보다

작올 때는 제어 신호를 산출하기 위하여 식 (106)을 이용한다. ’

한면， 작업물체를 파지하고 있는 상태 D=De에서 다시 완천히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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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상;태언!y. D낚rO;t인 뷔치로-작동하게 되는 상황에 관해서 기술한다. 초기

상태에서 작업불체를 파지하고 있으며 실제 파지력 Fye가 ”설정된

’
‘

t퍼eshoiJ ’파지.r력 감보다 큰 상태에 있다고 ( Fye>F야) 가정한다. 먼저

{~실체: 파까1‘，력，: fye가'- F'야보다 적게 될 때까지 FLC는 식 (107)과 같은 제어

신호를 산출한다. 그리고 Fye가 F야보다 적게 된 이후로는 다시 식 (106)

과 같은 제어선호를 산출한다.

그림 48와 49에서의-，실선은 각각 파지공구 시스템의 FLC에 대한 성

능올 평가하기 위해 파지공구 시스템의 설정 파지위치 Dd와 셜정 파지력

.-'““·‘-

Fye)d에 대한 경로채획을 나타낸다. 그리고 같은 그립에서 정선은 FLC

를 사용한 파‘지공구 시스템의 응답올 나타낸다. 특히 0 .42초 부근에서 계

획경로나 실 궤적용답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는 이 때 파지공구와 작업물체

와 접촉이 발생’하며 본질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접촉파지력의 크기가 이미

표 10 시스템 인자값

10/0.03 [mA/m]fimA
!iKs 0.0015 [in/mAl

2.54X10-2 [m/쩌]!K, ‘ ’1~~，nm I

Kq ιj…665 [‘ zn“3/ 원/써
‘ A 10.7 x 10 -4 [m2]
• p

--- ..-• -

&f’ 까 : V t 36:0 x 10 -5 [m3]-‘ ’ ‘l

I'Mt

,-,
0.1 [짧]

"

Ii /3 e 7500 X105 [N/ m2
] \i

jlKce 2.1 x 10 -12 [m5 / (sec . N)] "il
o.01 [N· m' sec]B p

I'

1LK」 -t - ! ! -107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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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비교적;’루、어‘진있는그림에서 알:‘수

경로를 잘 추적하는 것을 알 수

전반적으로올 제외하고는

ι

’ '. ’‘
있다.

주어진 시스템 인자

시스템 방정식을

수행하였으며， 여 71셔 사흡환t 시간간

같여

비선형

표 10과

(95)-(98)의

시툴레이션은컴퓨터이상의

식대하여[28，31 ，32，33]들에

Runge-Kutta 4차방법[30]융 사용하여

격， h는 0.0001 [sec]이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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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체결공구 빛 Tool Adaptor

1. 체결공구

노즐댐에 부착된 볼트(10개)를 노즐링에 체결하는 체결공구는 TIT따애

2.5의 손목에 연결된다. 이 체결공구는 유압으로 구동되는 모터로 연속회

전이 되며， 체결력은 0-63 lbs-ft의 회전력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유

압모터에 공급되는 유압(정상운전시의 유압)은 3000 psi이며 유량은 3 gpm

이 공급된다. 체결공구는 볼트머리에 알맞게 위치하여 볼트체결 작업을: 쉽

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부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체결공구의 위치선

정을 쉽게 하였다. 또한 체결공구의 회전속도가 빠르면 충격에 의하여 볼

트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100 rpm 이하로 설계한다.

그림 50온 볼트 체결공구의 크기， 각 부품의 구성， 그리고 모;양을 보

여준다. 볼트머리에 삽입되는 체결공구의 소켓(socket)에、는.스프링이 닿

려있어서 볼트를 촬 때나 풀 때 볼트가 소켓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소켓내

부에 접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증기발생기 수실내부의 제한된 공간으

로 인해 로보트에 장착되는 체결공구의 크기는 제한올 받는다. 그러므로

체결공구 제작시 이 크기는 수실내부에 설치되는 로보트의 행동반경， 로보

트 안내를 위한 안내부， 그리고 기타 노즐댐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정해

야 한다. KAERI에서 제작한 유압식 체결공구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길이 : 318 rom

- 높이(볼트체결올 위한 소켓 끝단까지):205mm

-폭: 19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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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ol Adaptor

노즐댐 파지공구 빛 체결공구를 TITAN 2.5 손목의 유압라인 맞‘전기

신호라안 퉁에 쉽게 체결하기 위해서 tool 'adaptor를 사용한다. 그림 ·51과

같야 tool adaptor는 2개의 유압라인， 2개의 공압라인， 그리고.. 12개의 전기

신호 라인들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TITAN 2.5와 t9o1 ‘ adaptor

및 파지공구 혹은 체결공구와 tool adaptor 사이의 유압라인의 누설을 막기

위해 。-Ring을 설계해 넣었다. ’ ‘

( .

‘

’’
l‘-

-124 -



。
。
*

α

x
‘‘

n
-[

α

>(*

mw

{
핫하
·
석입
a
여
{
〕
럭{
。(
}
r
{

‘
F커

t.n

파n

n

끼
@
-
-
”
’
-
。
。
。
ZF@
<&

。
。
잉
。l
。
이
。
。
=

u
를
。

n
*
。

。n
。

。
。
。N

〕
」
〈U
m

억
|
|
견
엽
니
뎌

w
mNn

QV

「
l
i
.
그α
I
Fm
N
-Rv

x’

mm
m
•-

]
‘
一
μ
α
-”
)L
F」
。m

。
m
N
η
s

。m
η

@
m∞
.바@mm·g

]

그
t
I
FmRlkz=

*
N’
φ
、
nxn

mm@

[

Rv @m

-.*

8

-125 -

。
m
**
8

z
a
ω。
냥
。
。α
O
잉
Z
-
α
|
。
많
@
·



와4사ι ““짱:ν

뺑쫓ItS ~~機’

‘ 6

"<t:'4ζ l
~繼앓，\ :i'짧뺏!*l

g “ ‘U: ..... " ~

、‘:，/1.잃않$?;
;ι 잊~.Jr':χ‘ “ :소 r :::석 씨，- ~ ~ 、〈‘ '"ι족

“- 1 t @ 상 f샤였g μ 、 ! ~j.~ ...::"..~ ...-;'.~};-'".' t
생 ιg췄싫와/ fi ;;繼짧ι ?灣 {i 싫썩딘 、 。 ;i'->:.<，/ ‘ "\1

J ι수휴μ--=--듀:;;:;;.섯ι;샤ζ‘싫::X~‘二품--→--J :....---;....←누 수그-~~， --二A‘ζ--샤ι二~二ζ-μe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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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제:- l5 .철- "천:기구동‘ 로보트 조작가의 절계

있어 각 관절마다

기의 선정이다.

로보트의 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보트 구동을 위한 모터와 감속

모터와 감속기의 선정 방법은 설계자마다 조금썩 다를 수

냈으나:' !궁극적으로’는'-로보·트가 주어진 작업을 수행함에

f훨’효한 토12.:‘홉흘 예측한 후， 모터의 경우에는 필요 토오크를 충분히 생성할

그러나 로보트의 셜계가 완료

수.있‘토록! 선정하’여야 하며 감속기의 경우에는 감속기에 작용되는 토오크

-를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 구동 토요크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 하므로

로보트의 개략적 설계로부터 예비 모의실험을 통해 필요 로오크를 근사적

본. 연구에서는 다읍과 같

으로 예측하고 이로부터 모터 및 감속기 둥을 선정하여

후 이를 평가 및 수정함으로써 셜계가 완료된다.

로보트를 설계한

은 과정에 따라 로보트를 설계하였다.

φ 로보트의 팔을 최대로 펼쳤을 때 end-effector에 작용하는 최대 하

중을 견딜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설계한다.

@ 설계된 로보트의 개략적 채원으로부터 로보트의 운동방정식을 유

도한 후， 이로부터 실제 작업경로와 유사한 그러나 다소 보수적인 경로들에

대하여 예비적 모의 실험을 통해 각 관절에서의 필요 구동 토오크를 예측

한다.

® 필요 구통 토오크의 profile로부터 모터 닫1
~ 감속기 선정애 필요한

이로부터 모터 및 감속기를 선정한다.

재설계한 후， 다시 실제 작업경로에 대한 모

즉，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로

여러가지 정보들을 계산하고

@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의 11실!험을L 통해“선정’ 결과를 평가한다.

보트 선단의 경로를 변경하고 착업시간을 짧게， 혹은 길게 변동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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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되는 과부하를 확인하여 선정된 .규동t분의 ·줌젖fF죠전원 ￡암헬짝l

퉁을 검토한다.

각 축에

t L. :..: t~ ,

유도1. 운동 방정식의

로보트 j조작기의

• t ;、
r ! I ’τ 녁- I ‘’ ’，.~; ‘ •

r ' ‘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크케 :NeWton'~EuleL ’‘방

본 연구에서는 로보트의 ·동.력，학법과 Lagrangian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적 샤률레이션올 위하여 Lagr없19Ian 운동방정식울 이용하여 식 108과 같이

가농한 'Mathematica룰

(l08)

유도에는 symbolic 계산이

£= 1, ... n

이용하여 H matrix, G항， h항을 따로 구하였다.

핀HvQ~+ 힐1 흡1hνkQJQ↓+Gl = Q;,

나타내었다. 운동방정식

H= 칭1(mlIi깐깐十I앙TIJ앙)여기서

一 ‘

I ’ , - .k - aHu l 8Hlk------
rjk- aQJ 2 tiQj

.‘‘
’·
‘

I ‘ , "‘ , 、.

G1=효Im띨TJ앉 ’ ‘ - ι ,
ι

‘
·n‘‘----

’
’1,,‘

<‘

Ji') = [ I암 , ,I앞 .O.....0] : link i의 뻐e숨 vaiiiitL- jacibiAjl

Q= r+JTFext

j앙 =[ J없， … .J없. 0, ... ,0]: link i악 angular· velocity j~cbbian .r,
‘ , •... -_.-‘

‘ - ’ ι 、
l

I _ :.-
;J _ r.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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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mass of the mass

I , : inertia tensor at the centroid expressed' in the base

coordinates

삭 108에서 좌측 첫번째 항은 렁크의 질량과 관성에 의한 영향을 냐타내며，

두번째 항은 conolis와 원심력의 영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화측의 마지막

항은 중력의 영향을 나타낸다. 우측 항은 일반화된 힘 (generalized force)

를 의미한다. jacobian matrix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Cη
’

×
--,----

。IO

f----

‘
--낀

1
IJ for a Prismatic jo쩌t

for a γ-eval:μtioη joint

TU) _ (0
JAJ - t b

J
-

1

for a p찮mαtic j.어nt

for a revolutψη JOtηt

여기서 YO ， c，는 base좌표계로 기술된 i 번째 링크 무게중심의 위치벡터이며，

b'-l는 joint축의 3xl 단위벡터이다.

2. 로보트 설계를 위한 예비 모의질혐.

모터 및 감속기 선정을 위한 예비 모의실험은 다음과 같은 5 가지의 가

상적 작업경로에 대해 행하였다. 이 때 l번， 2번축은 로보트의 길이를 감안

할때 작업 공간에서 동작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실제의 작업경로와 유사하

게 모의실험 하였오며 3번， 4번 축은 각 축에서 토오크를 최대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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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최악의 경우(worst case)로 가정하여 ，모의실험을 하였다.

i) Simulation no.! : 노즐댐을.중기발생기의 입구에서 집어서 반대

편에 위치한 노즐에 장착시키는 경우로서 댐을 완전히 입실시키는데 소요

되는 시간은 3초， 운반시간 5초， 장착시 지연시간 -2초， 장착시간 3초를 포함

하여 총 12초이다.

ii) Simulation no. 2- : 증기발생기의 밖에서 tool을 집어서 작업하는

경우를 가상한 것으로 tool을 집어서 완전히 입실시키는 시간은 4초， 이동

시간 3초， 작업시 지연시간 0.5초， 작업시간올 l초로’총소요시간은 8.5초이

다.

iii) Simulation no. 3: 중기발생기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1번축에서

최대부하가 걸리는 때를 가상한 것으로 작업공간이 협소하므로 2번축을

90° , 3번축을 -90。 , 나머지축은 0。 로 하였다. 즉， 로보트가 ‘「’형태인 자

세에서 dam을 집어들고 l번 축이 회천하는 경로로써 반대편 노즐 부근까

지 3초만에 도착하도록 실험하였다.

iv) Simulation no. 4: d없n을 툴고 로보트가 작업할때 3축에서 걸리

는 최대 토오크를 알아보기위한 실험으로 3축을 -90。 에서 0。 까지 3초만

에 회전하는 경우이다.

v) Simulation no. 5: 작업시 4번축에서 생기는 최대토오크를 알아보

기 위한 실험으로써 -90。 에서 0。 까지 3초만에 움직이는 경우이다.

‘‘ι
‘

모의실험을 위한 프로그램은 C-language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개

략적인 흐름은 그립 52와 같다.

i) 경로 계획은 칙교좌표계 상에서 행하여졌는데 이것은 로보트에 작

업지령시 사람이 end-effector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이며 역거구학(inverse kinematics) 루틴에서는 관절각과， 각속도 빛 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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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갚랜ii)~.-핵 71쭈학:r식i흘흘 통해 경로를 따라 일정

:촉진E흘를 쿠3하였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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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샌계끓

격깐간시

필요로루탄에 대입되어 작업에

4는 ;늄:2.::흡를-쳐l잔하ji: -흐i: ~결’과를 text file로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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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력 학(Inverse dynamics)이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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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lWard kinematics。utput file

End-effector position
and velocity

Torque vs. rpm curve

t" 1 C~· ‘’

흐름도모의실험의 개략적야4‘

ν“·

립?

싸

그
←
“
싸
”
페

중력토오크(gravity위한견디기。-E려
「

주
。

출력시에는토오크
…
꾀

torque)로torque)와- "필요-한- ?}7속도로 r 움직이기 위한 통적토오크(dynamic

기여도:::L있기 때문에특성이 다를 수이는 축마다 토오크의구별하였다.

2，3，4，축의 경후의 계산된 결과들을 고찰해

발생되는 토오크가 전체토오크의

반하여 1 ，5，6축의 경우 각가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토오크가 지배적이다.

때i효
;;.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90%정도로 지배적인데우는 중력에 의해

二l

러난?딪뿐’‘ 딛번~__"축;견τiF좋、윷 위한 모터를 선정함에 있어 예상하지 않았던 자

세에 대비하기 위해 모터 선정시에는 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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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출력

계에서 주어졌기 빼문에

두어 모터 선정에 이용하였다.

file을 이용하여 각 축에서 발생하는 토오크와J 끽l쩌11 ;필요한

모터의 회전수을 그려서 후보로 선정된 모터의- 성능이 적，합‘한 지를 검토하

게 된다.

위와 갈은 조건에 의해 도시된 토오크 대 회전속도의 l곡;션은‘경문에 따

라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모터 선정에 직접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

서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중력 토오크， 평균부하토오크， 평균회전속도， 퉁가

토오크， 그리고 최대토오크를 계산하여 이 값들을 각 축마다 다른 가중치를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작업경로가 직교화표

역기구학을 이용하여 관절좌표계로 바꾸는 과정에

서 l축과 같이 불연속적 인 가속도의 변화로 인한 예상치 이상의 토요크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가속도의 부적절한 변화로 인하여 예상

치보다 콘 결과를 가져올 1번축의 경우는 연속성이 유지된 simulation 3을

기준으로 하였다.

@ 중력 토오크(static torque) : T statlc (N.m)

@ 잎정한 작업시간동안에 부가되는 가상적인 명균부하토오크

: T av (N.m)

T@,=3

@ 일정한 작업시간동안에 요구되는 가상적인 평균회전속도

: Nav (rpm)

11. T n1 t1 十 %2t2+ - - - - - - - - +%,.tn ,… - -
"'av t1+t2+........+tn

·’ ‘

© Tav를 이용하여 2000rPm으로 작동할 경우; 요구화는
I

:퉁가호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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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q(N.m)

T eQ= Tavx 3짧

@ 작업시간동안 최대로 부가되는 최대토오크 : T max (N.m)

표 11에는 예비 모의실험에 사용된 로보트의 개략적 제원이 나와 있으

며， 표 12에는 각 작업경로에서의 계산된 각종 토오크가 나와 았다. 야 토

오크 값들은 모터 및 감속기를 선정함에 중요한 테이타가 된다.

표 11 로보트 팔이 최대로 펼쳐져 있는 경우.

부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부하(25kg)를 고려한 경우

Pe
무게 질량관성

Radius
무게 질량관성

Radius
중량 of 중량 ofm

중심 모벤 E 중심 모멘트
(Kgf)

(m) (Kg .m2
)

Gyration (Kg f)
미 (Kg .m2

)
Gyration

미 띠
기준-

1 1794 59.0 0.725 54.28 0.959 84 1.043 134.7 1.266.

2 1659 37.6 0.973 43.52 1.077 62.6 1.247 112.3 1.339

3 856 26.8 0.415 6.207 0.481 51.8 0.628 24.53 0.688

4 466 16 0.190 0.742 0.215 41 0.358 6.171 0.388

5 324 12.2 0.084 0.169 0.118 37.2 0.245 2.793 0.274

6 104 7.6 (-)0.085 0.013 0.041 32.6 0.06 0.283 0.093

Pe : 로보트의 end-effector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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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칙교좌표계에서 명령한 경우 S따lulation 결과.

(Torque 단위 :N · m, 회전수단위 :rpm)

1 축 2 축 3 축 4 죽 5 축 6 축

T max 487 402 ’ 226 129 21 0.6
Simulation 1 T av 157 398 2σ7 112 16 0.0쟁

Tea 103 120 65 52 11 0.02
Nmax 828 2316 247 652 1155 690
Nav 557 252 61 198 649 378
T max 183 476 164 48 11

Simulation 2 Tav 63 321 72 39 5.5
Teet 49 241 27 9 3.5
Nmax 951 3862 1083 691 1363
Nav 908 848 106 27 529
T max 217 785 319 113

Simulation 3 T av 75 529 114 91
Teet 58 415 44 23
Nmax 1141 5056 1507 850
Nav 908 962 120 31
T max 147

Simulation 4 T av 62 1축에 대한 worst case 이므로
T eQ 47 나머지축은 무시하였음.
Nmax 1458
Nav 873
T max 316

Simulation 5 ‘
T av 250 3축에 대한 worst case
Teet 174 이므로 나머지축은
Nmax 1964

무시하였음
Nay 669
T max , 133

Simulation 6 T ay 4축에 대한 worst case 105
T eQ 이므로 나머지축은 62
N뼈X 1293
Nay

무시하였음. 407

3. 포터의 선정

모터의 선정에는 한국의 금성모터， 일본의 TAMAKAWA, SANYO, 미

국의 PM!사의 모터들을 고려하였으나 한국의 금성모터와 일본의

TAMAKAWA모터는 다른 회사의 모터에 비해 통급인 경우 선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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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언‘ 토오크 특성이 좋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모터는 모의실혐의 결과

:치;들울 다토대로→ 하여 각 ‘회사 모터 제품들의 사양서에 나와있는 rated

torque와 continuous torque 및 모터의 크기 퉁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l아와 같이 ‘선정훤，모터의 모델 및 그 사양들이 표 13에 나와있다.

표 13 선정된 모터의 사양

R\、、、、、~
SANYO DENKI (L) PMI (DISC MOTOR)

L511-012EIL720-012EIL730-012E U9M4T I N9M4T
(5축) I (4축) I (2, 3축) (l축) I (6축)

Rated output (w) 110 200 300 102 125
Rated torque (kg.cm) 3.5 6.5 12 3.3 4.6

Rated speed (rpm) 3000 3000 2500 3000 3000
Max. ’speed (rpm) 5000 5000 4000 4000 4000
Cant. stall t아que

, 4.3 7.9 14.6 2.7 4.49’
(kg.cm)

, Pe려‘ ’max. Itorque
35 55 100 33.18 50.4

(kg.cm)
Peak acceleration

(rad/sec2
)

92000 36000 39000 52300

Torque canst KT
2.13 2.25 2.65 0.44 0.68

(kg.띠νA)

Volt. canst. KE
21.8 23.1 27.2 4.5 7.1

(V/Krpm) .

Mech. time canst. ‘
4.3 7.5 4.2 20.52 8.4

(msec)
‘ . Elect.! ’'time' con승1.

0.63 1.4 1.6 0.15 0.05
J μ ‘ (msec) 깐

Weight (kg) 0.85 1.7 2.5 2 1.4
‘’‘L'(encoder 포함)

130 134.5 158.5 81.3 59.3
=’ J: 빼

돌출된 축길이 24 30 30 31 23.9
D (고정부 flange)

(58) (76) (76) 111 110
뼈

-’ 정격!전압 (V) 75 80 75 22.9 28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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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구동부의 모터를 선정할 때에 각 모터의 최대토오크는 고려하지 i 않

았다. 실제로 모의실험서 로보트에 작용하는 최대토오크는 순간에 충격력

으로서 작용하는 충격토오크가 아니라 주로 중력에 의해서 어느 얼정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토오크인 것에 반해 모터회사에서 제시한 최대

토오크는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토오크가 아니라 주로 기동 정지

시에만 출력할 수 있는 순간적인 최대토오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터

및 감속기의 선정이 완료된 후 선정 및 설계 결과의 평가를 위한 모의실험

에서논 각 모터에 걸리는 최대토오크를 명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말해 선정

된 모터의 최대토오크는 모의실험을 통해 나타난 최대토오크 이상을 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모터를 선정함에 있어 한 두 가지 지표 만으로 시판되고 있

는 여러가지 형태 및 종류의 상용 모터들 중 적절한 모터를 선정할 수는

없으며， 앞서 주로 언급한 토오크 특성 뿔만 아니라 감속비에 따른 모터축

부의 회전속도의 만족여부와 모터의 크기조건 퉁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충시켜서 반복 작업을 함으로써 얻어야만 한다.

4. 감속기의 선정.

우선적으로 Harmonic drive의 형별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었다. 여러개의 모델들 중에서 CSS형 FRS형 및 CSF형

의 3 가지 모텔올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감속기 내부의 flexible spline

의 치면이 감속 동작시 연속적으로 접촉하여 강도 및 강성야 다른 모텔툴

보다 뛰야나기 때문이다.

표14와 같이 3가지 종류의 harmonic drive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같은

형번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달 토오크 성능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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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형 칫수변에서 볼때 FRS형이 축방향 두께가 작으므로 가장 유리하고

CSS형이 가장 불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RS형의 경우 관절부의 폭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compact한 설계를 할 수는 있으나 강성측면에서

나머지 두 모텔에 비해 탄성변형량이 크다. 따라서 본 설계 대상과‘같이

긴 팔을 가지면서 높은 토오크를 전달해야 하는 로보트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는 CSF형를 선정하였다. 실제로 감속기를 구동부에

적용할 경우는 감속기를 보호하고 밀폐시키기 위한 case가 필요하며 출력

플랜지부에는 radial하중과 thrust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베어령이 요구된다.

표 14 Hannonic Drive의 형별 정격표

• CSS형 (토오크 N'm)

정격
기동，정지시의 평균부하

순간허용 직경，
축방향

형번 감속버 허용피크 Torque의 두께
Torque 최대Torque (mm)

Torque 허용최대치 뼈

100 137 333 216 647
32 120 137 353 216 686 110 78

160 137 372 216 686

100 265 568 372 1080
’

40 120 294 617 451 1180 135 96
160 294 647 451 1180

.FRS형 (토오크 N' ,m)

정격
기동，정지시의 평균부하

순간허용 직경
축방향

형변 감속비 허용펴크 Torque의 두께
Torque 최대Torque (mm)

Torque 허용최대치 빼샤

100 137 294 216 666
32 120 137 333 216 804 110 18

160 137 353 216 882

100 265 510 372 1180
40 120 294 549 451 1180 135 21

160 294 617 451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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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F형

표 14 Harmonic Drive의 형별 정격표 (계속)

(토오크 N°.m)

정격
기동，정지시의 I영균부하

순간허용 축방향
형번 감속비 허용펴크 Torque의 착경

Torque 최대Torque 두께
Torque 허용최대치

100 40 82 49 147
20 120 40 87 49 147 70 33.5

160 40 92 49 147

100 67 157 108 284
25 120 R 167 108 3여 85 37

160 67 176 108 314
100 137 333 216 647

32 120 137 352 216 686 110 44
160 137 372 216 686
100 265 568 372 1080

40 120 294 617 451 1180 135 53
160 294 647 451 1180
100, • 470 755 500 1570

45 120 529 823 620 1760 155 58.5
160 529 882 630 1910

<참고>

※ 정격 토오크 ;

감속기의 입력회전수가 2000rpm으로 주어질 경우 전달할 수 있는 토오크.

※ 기동 정지시의 허용 pe밟 토오크 :

가감속시 가속도의 변화로 콘 토오크가 필요하게 되논데 이 경우 감속기가

전달할 수 있는 토오크.

※ 평균부하 토오크의 최대 허용치 :

어느 작업시간 동안 요구되는 퉁가토오크의 최대 허용치로 순간에 전달할

수 있는 토오크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토오크이다.

※ 순간 허용 최대 토오크 :

작동하는 도중에 연속적 인 시간이 아니라 한 순간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감속가가 견덜수 있는 최대 충격 토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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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SF형 중에서 hamanic drive case와 cross-roller

be꾀며。l ’장착되어 l radial, thrust, moment하중을 통시에 받을 수 있는

un까 -type으!로 -션젓한였다. 감속기의 동력 전달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윤활성;태나 속，도， 전달토오크의 곡선 둥에 따라 감속거가 전달할 수 있는

동력 효율이 달라지게 된다. 작업 수실 내부는 고방사선 지역이므로 실제

로 작업시 사용되어야 할 윤활유는 방사농에 대해 내구성율 갖는 특수한

형태가 되어야 하겠으나 이것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은 효율의 여유

올 위해서 오일이 아닌 구리소 윤활상태로 보았다. 모터의 회전 속도는

평균적으로 1200 rpm 정도로 볼 수 있으나 2-5번 축의 경우 감속기로 입

력되는 회전속도는 베벨기어를 통해 감속된 속도이므로 잡속기 입력부의

회전속도를 500rpm오로 보았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감속기 제작회사

에서 제시한 조건을 보면 효융이 약 82%정도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든 harmonic 굶lve의 감속비는 160으로 하였다. 첫째로， 감속비

를 크게 하면 할수록 토오크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모터의 회전속도는 그

만큼 빨라야 하므로 모터의 회전속도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하지만 베벨기

어를 쓰지 않는 l번， 2번 축의 경우 로보트 팔의 회전속도가 빠르지 않으므

로 모의실험시 감속비가 가장 큰 160으로 하여도 최대 회전수를 넘지’않기

r때문에 가장 콘 감속비 160으로 하였다. 두번째，· 2~5번 축과 같이 큰 감

속비를 카지는 경우 harmonic drive만으로는 감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베벨거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구동 기구는 베벨기어로 l차 !감

속올 :하고 J:차 ·감속iPl ‘된 회 전수를 다시 ,harmonic 며lye로 2차 감속을 하

게 된다쉰파런데 l객관‘· 감속시 베벨기어의 backlash7} 다소 폰재하더라도

h‘annor1끽 d껴ye의 감속빈‘가 크면 클수록 backlash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 감속비인 160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감속기의 전달토오크 검토방식

은 모터선정시 사용한 토오크 변수와 회전속도로 하였다. 표 15에는 최종

적으로 선정된 감속기의 모델 및 그 사양들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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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감속비

2000rpm시의

정격토오크

기동.정지사

peak토오크

형균부하토오크

의 허용치

순간 최대

토오크

축방향 길이

(mm)

Flange 직경

(mm)

무게 (kg)

표 15 선정된 감속기의 사양

(토오크 단위: N· m)

1축 \ 2축 I 3축 I 4축. I 5축 I 6축

CSF-32-비 CSF-뼈-ulcSF-때-U\CSF-'32폐i얀-2하iiI FRS-삶'III

160 160 ’

137

160 160

137 402 294

372 882 372 176 I 92647

216 630 216 108 l 49451

686 1910 1180 686 314 I 206

62 79.5 2562 5272.5

138 180 138 70107160

3.2 7.0 3.2 0.51.55.0

- - ’ ·’

」

‘, .
」

，、2

5. 베벨 기어의 선정 、

i‘.•

베벨기어는 일본 Kohara gear industry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선정에 이용하였다. 선정의 지표로서는 먼저 굽힘파괴와 치면강도 측면에

서의 기어의 전달 동력을 검토하고， 전달동력을 만족하는 경우 구동부의 전

체 감속비에 따른 기어부의 감속비와 개략적으로 설계된 도변을 바탕으로

한 공간상의 제약， 다시말해 감속기의 크가(모률 직경I)를 감안하였다. 암

표 16은 피니언의 허용굽힘캉도와 치면강도측면에서 모터에 직렬로 ’연

결되는 피녀언의 허용전달로오크를 나타낸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Kohara사에서 제시한 회전수에 따른 허용전달토오크을가초로 하여 계산한

값이다. 4개의 축 모두 모터의 출력 토오크를 훨씬 상회하므로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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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베벨기어 피니언의 허용전달토오크(단위 : N.m)

--、‘
300 RPM 600 RPM 900 RPM 1200 RPM 1500 RPM

2축
굽힘강도 4.13 4.13 3.5 3.5 3.5
치면강도 2.26 2.23 1.8 1.91 1.92
굽힘강도 11.14 9.39 9.44 9.46 9.48

3축 치면강도 6.앞 5.41 , '5.41 5.49 5.6

4축
굽힘강도 10.5 10.66 8.91 8.91 8.98
치면강도 10.2 10.18 8.59 8.67 ’ 8.72

5축
굽힘강도 3.02 3.02 2.97 2.47 2 .48
치면강도 2.55 2.55 2.55 2.07 2.1

표 17 선정된 베벨기어의 주요 제원

E:----I

A

B

C

D

(단위 :mm)

JOINT 감속비 module n꺼I:-2「- A B C D E F G 재료

2축
베벨

114
1.5 60 12 60 90 90.4 32 21 ‘4 12

S45C
펴니언 1.5 15 8 18 22.5 26.5 56 11.5 10.4

3축
베벨

112.5
2 45 12 48 90 90.8 40 23.0 15

S45C
피나언 2 18 10 32 36 40.4 60 15.9 14.2

4축
베벨

112
1.5 40 20 35 60 60.8 35 20.8 15

SCM415
피니언 1.5 20 14 26 30 33.1 43 13.8 12

5축
베벨

1/2.5
1 45 12 25 45 45.4 23 14.5 10

SCM415
피니언 18 8 15 ’ 18 20.2 32 9.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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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다고 본다. 표 17에 선정환 베벨기어의 주요 제원이 나와 었다.

6. 설계 팽가를 위한 모의질험

(1) 중력에 의해 발생되는 토오크의 확인

평가를 위한 모의실험에 앞서 작업하중 및 로보트 자중에 의해 발생하

는 각 관절에서의 중력에 의한 토오크를 각 모터가 견딜 수 있는지를 검토

하기 위혜 로보트가 모든 팔을 펼친 자세에서의 토오크를 계산하였다. 그리

고 그 결과를 선정된 모터의 사양과 비교 검토하였다. 계산 결과는 표 18

과 표 19에 나와있다. 결과에서 보듯이 선정된 모터는 중력에 위한 stall

토오크를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표 18 중력에 의해 각 관절에 작용되는 토오크 (단위 N· m)

-‘--‘--‘-‘-
I축 2축 3축 4축 5축 6축

로봇본체만에 대한 경우 0.0 595.4 208.9 48.9 14.7 0.0

25kg의 d없n을 둔 경우 0.0 1004.9 451.5 176.1 99.1 0.0

5kg의 tool을 든 경우 0.0 677.8 257.4 74.3 31.6 0.0

‘ 표 19 각 축별로 감속된 상태에서의 토오크(단위 N· m)

-‘- 2축 3축 4축 5축 만족여부

Rated to:rque (N.m) 753 471 204 137 。-
Continuous stall torque (N.m) 917 573 248 169 。

.(2) 평가를 위한 작업 모의실험

선정된 모터 I hannoinc 마lye 및 베벨기어를 사용하여 로보트 관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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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마친 후 설계된 로보트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경로

에 따라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작업경로는 앞서와 예비 모의실험

과는 달리 관절 화표계에서 생성시켰으며 관절화표계에서 사용한 다항식은

두 경계점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총 6개의 구속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5차

다항식을 사용하여 여러 구간으로 보간하였다. 그림 53에서 그림 55까치에

각 모의실험 중에 작업경로를 따라 동작 중인 로보트를 보여주고 있다.

CD Simulation 1 : 가이더를 타고 로보트가 입실하여 댐부근으로 로봇

선단이 옮겨지는 작업 경로에 대한 모의실험. (그림 53)

(z) Simulation 2 : 맨웨이 부근에서 댐을 집어 장착 하는 작업 경로.

에 대한 모의실험. (그림 54)

® Simulation 3 : 증기발생기 밖으로 로보트의 팔을 내벌어 공구룰

집고 입실한 후 장착된 노즐댐의 볼트위치로 옮겨가는 작업경로에 대한 모

의실험. (그림 55)
‘ l

‘ 여기서 모든 팔올 쭉 편자세에서 댐을 집어 든 경우에 2축에 걸리는 중

υ 력에 악한 토오크는 lOOON· m가 넘지만 이것은 최악의 경우로 실제로 중

기발생기 내부에서 댐을 들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2축이 받는 최대 중력토

오크가 로보트가 아무것도 들지 않고 팔을 펴고 있는 상태의 토오크(595.4

N.m)와 거의 일치한다. 실제의 작업경로와 유사하게 모의 실헝하면 5축은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오나 예상하지 않았던 자세에

대비하기 위해 모터 선정시에는 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5축이

중력을 받는 자세란， 예를 틀어 2축이 9『 , 3축이 -90" , 4축이 -90。 로

된 상태에서 5축을 ±90。 로 움직이는 경우이다. 5축의 경우 구동부 선정

기준은 중력을 보상하기 위한 중력토오크로 하였는데 이유는 가속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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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발생하는 dynamic torque 보다 중력을 견디기 위한 중력토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 ;. I J표 20에는 각 모의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다. Simulation 1 과 3에

서 λ5번 '11 6번、축.은 회전하지， 않았으며 simulation2에서는 5번 축의 회전이

거와 없었기 때문에 기입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로부터 1~4번축에서 선정

된 모터가 만족스러운 토오크 성능을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번축은

모터의 설계기준이 중력항까지 포함된 결과이므로 상당히 margm이 크고 6

번 축도 모의 실험 결과를 만족한다.

표 20 평가를 위한 모의실험 결과

(단위 토오크:N· m 회전수:rpm)

-------- 1 죽 2 축 3 축 4 축 5 축 6 축

Tmax 19 573 229 74

Tav 11.42 428 153- 54 - -
Simulation 1 Teq 7.35 373 108 45 ‘ - -

Nmax 1000 4160 2852 2500

Nav 533 1323 700 1133 - -

T max 24 567 314 48 0.31

T av 13 407 291 28 - 0.2

Simulation 2 T eQ 8.2 342 160 15 - 0.16

Nmax 897 2200 625 1196 - 1800

Nav 480 1190 333 302 - 960

T max 35 581 232 59 -

Tav 12.2 404 177 43

Simulation 3 T띠 6.9 316 143 33 ‘

Nmax 10연 4080 3125 1501 -
-’ , ., ‘ 1 .

‘

Nav 361 581 1060 889 - -
1

-, 까 II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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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보트 조작기의 설계

(1) 구동 기구

된

하고 베벨기어를 통해 감속기의

구동부의 설계는 모터를 로보트의 팔 내부에 장착하피 회전축허11- 직’렬로

연결하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였으나 포의실험 퉁의 ‘결과에서 산’출

감속비가 큰 경우에는 모터를 회전축에 직각인 방향으로 내부에 장‘착

입력측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

기 \드ν
1/1 /ff

~
I xl

g 1/
}

”、 (4)κ11= J.-

ιζ=
4ζ 며f 亡

-

1
\

4、

-

II

v
1=== i-I \( (1)

그림 56 조작기 구동부의 개략도

T • "

모터는 베벨기어를 이용함으로써 축방향 길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축부분

은 SANYO DENKI사의 L시리즈로 결정하였고， 축방향에 직렬로 연결되어

길이의 제약을 받는 경우는 disc·type의 형태로 축방향 길이가 짧은 PMI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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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모터， 감속기는 모두 한개의 부품에 조립되도의 모터로 선정하였다.

공차조건올 유리하게 하고 축 구동부와 로보트의 팔조립시의록설계하여

로보토의 팔과 구동부 사이에 필요한 지지과는 독립적으로 설계하였다.

베어령은 여려 형태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cross-roller bearing으로 결정

불조구중량은 축여 지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요철을 가공하여하되 차체의

여 지지함으로써， 축이 과대한 전단， 인장， 모멘트 하중올 동시에 받을 경우

기어부의 불량한 치면에 발생하는 축 중앙부의 처짐(변위)이 없도록 하여

그림 56은 구동 메접촉이나 진통이 생가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먼저 @번으로 도시커니즘을 간략히 설명하기 위한 구동부의 개략도이다.

harmonic@번，상태로된감속이1단으로의해모터가 베벨기어에된

drive의 wave generator로 입력이 된다. 그 이후에는 플렉스 스플라인과 서

스플라인의 치 갯수의 차이만큼 2단으로 감속(감속비 160)이 되어 @률러

플랜지는 원통형상이 때번으로 표시된 플랜지쪽으로 동력이 전달 된다.

회전하며속도로감속된있기 때문에 원통도 함께고정되어구조물에의

여기서 harmonic drive의 출력 플랜지에 로보트의 팔 을 직접 고정

시카지 않고 굳이 원통 플랜지를 쓴 이유는 베벨 기어를 사용하는 2-5번

경우 전달 토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팔‘구조물의 한쪽에만 동력

이 전달될 경우 4각 단면을 띈 로보트 팔에 warpmg과 비슷하게 뒤틀리는

회전하게로보트 팔도 함께고청되므로원통 플랜지는 로보트의 팔 @에

된다.

축의

1

‘
현상이 예측되겨 때문이다.

(2) 로보트 조작기의 설계도

앞서의 구동 메카니즘을 반영하여 설계한 도면이 그램 57에서부터 그림

그림 57은 로보트 조작기가 조립된 상태률 입체화시58에 걸쳐 나와 있다.

킨 도면이며 그림 58은 l축과 2축의 조립부분을 업체적오로 나타내 그림 이

그리고 그림 59는 조립된 상태를 평면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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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로보트 조작기의 조립 업체도

그랩 58 1축 2축 조립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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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장결3저l

노즐댐 시스댐절1

-

제

제작하였으며， 각

L- /-르 바
II동 。노즐댐의

경량노즐댐을

용력해석을 통하여 구조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지할 수 있는 다이어프램 실을 설껴l

수행하기 위해원활히노즐댐작업을

부품의

및 제작 중이며， 누수방지를 위한 압축

공기압 제어판올 설계 제작하였다.

중앙판노즐댐의 구조재료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로 제작된 노줍댐

경량노즐댐을 제작하무게는 10.4 kg. 이었다.의 무게가 10.6 kg , 측면판의

노즐댐 체결볼트는 3/4-10 UNC를 사용하며 볼트재질(SS304)의였다.

발생하는 응력 (34 M

볼트에전단허용용력 (103 MPa)으로부터

토오크를 계산한 값은 84.9 N-m 였다.

볼트에비하여인장허용응력(100 °c, 137 MPa)에

재료의그라고Pa)이 작았다.

있는 최대가할수

EPDM)을실(재질:다，이어프램방지하는냐뉴
부착하여노즐댐에

다이어프램 실은 inflatable seal(wet seal, 따y sean 그리

Inflatable seal 내부에 압축공기 (65 psig)

설계/제작하였다.

고 mechanical seal로 구분된다.

이때 냉각수를 주입하면 부풀어올라 노즐링에 밀착되어 누수를 막아준다.

이차로누수가 발생했을 때와 접촉하는 wet seal과 일차로 wet seal에서

그리고 예기치 않는 사누수를 막아 주는 dry seal로 설계했다.냉각수와

공급이 중단되어 냉각수의 누수를 방지

할 수 없을 때 mechanical seal로 급격한 누수룰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

압축공기의고로 inflatable seal에

계했다.

보강있도록 inflatable seal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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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압력에도 견딜

포를 잡입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고압의



다이어프램 실 내부에 주입하는 공기압 조절 및 수압시험시 수압 조

절 그리고 누수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을 울려 주는 제어판을 설계/제작하

였다. 압축기로부터 공기압을 다이어프램 실 내부로 공급하며， 압력조절기

로 +2 pSlg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기의 빠짐을 감

지하기 위해 flow meter를 부착하였다.

펌프로 수압올 공급하여 수압시험을 하며 +2 psig 수압을 조절하기

위해 압력센서를 설치하고 압력센서에서 발생하는 전류신호와 설정한 압력

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전류산호로 변환하는 제어기와 이에 따른

제어밸브를 설계하였다.

누수감지 센서를 annulus에 부착하여 누수 발생여부를 감지하며， 이

누수감지 센서는 누수시 전기회로가 구성되악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설계하

였다.

노즐댐 시스템의 현장사용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상 혹은

비정상 운전압력시 노즐댐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과 시험천와 사천 점검 및

다이어프램 실의 건전성의 평가를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여러 시험절차서

를 정하였다.

가. 시햄전 일반요건

나. 팽창식 설의 자유상태 시험

다. 팽창식 실의 가압시험

라. 다이어프램 실의 수압시협

마. 노즐댐 구조건전성 시험

바. 노즐댐 초과압력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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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특수제작을적합한 파지공구는

제 2'}-칠 r강 t노즐r댐->~취급공구 설계/제작

i얀덴:철참력 1휠쉰펀lFf·관파유지작업어l 사용되는 로보트의 끝단에 부착되 어
갚홉쌓띄 춤’홉햄혀...，칠-않1Y혀i커작업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중량의 노즐댐올 파지할 수 있고， 2) 파지방

유압식이선형운동과 개폐 파지기능올 가지며. 3) 구동방법으로는향으로

사용될 단순한 구조의 파자공구 메카니픔을 설계/제작하였으며， 유압모터로

작통되는 bolting tool을 체작하였다.

형상에서 작업물체를방위각의개폐식 파지공구 메카니즘이 임의의

파치 하였을 때 미끄럽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안정되게 파지하기 위해 필요

한 구동실린더의 구동력을 최소화하는 설계인자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7H 폐

구동 실련더의낮고 균일한 미끄럽범위내에서와

특성을 나타내는 최적성능치수를 제시하였다.

구동력-대-파지하중비의

기폰의 상용화된 Schilling사

파지공구의 성능과 본 연구에서 얻어진 최적인자들을 사용한 파지공구 메

카니즘의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최적인차를 활용한 파지공구 시스템의 경

전달비흘

노즐댐의 설치/제

균일한 힘

또한 이러한 파지공구

중량의

있으며

크기와 폭에 관한 허용범위가 주

/
T활용될

구동력과 파지력간의

끝단에 부착되어

우 모든 파지변위에서 i(실!린더의

나타낼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성능지수의 값이 4.1의 값을 가지

; ’는 것올; i1斗따났다그러나 Schilling사 파지공구의 경우 모든 파지변위에서

균낄하지 못한‘ 힘 전달비를 가지며 성능지수의 값도 명균적으로 10.0의 ’ 값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최적결과가 배.-을 까지는‘것으로 나타났다.

rI 쑤‘평」추하다는 것흘 확만할 수 있다.
;if r iζ·{J !;r ‘던 h- 피"

’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파지공구 메카니즘과 기구

-학적으로 유사한 파지공구 메차니즘툴의

어’쳤을 경우의 최적설계에 바로

메카니픔의 .전반적인 기구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더1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

공하리라 .사료된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리

유지작업에 사용되는 로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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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작업에 사용될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설계에 적용판:커:제작되었다낀 ,Jj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압피‘스돈웬;위{?벚 t뤘1발 폐쌀셈린더의

유압올 feedback 신호로서 사용하는 FLC를 설계화맺판만 i펼천l된 천1언 ?l를

실제 파지공구 시스템에 적용하는 컴퓨터 시률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LC

가 제어 목표로 하는 계획경로 (desired trajectory) 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파지력과 파지변위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시률레여션의 결과로부터

현 FLC를 사용하는 전체파지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업물체를 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FLC의 소속함수들의 수논 입력변수의 경우

는 7개， 출력변수의 경우는 9개가 사용되었으나， 실제로 실시간 제어를 수

행하는 경우 계산하중의 상태와 옹답성능을 고려하여 야들 소속함수의 수

를 적당히 단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표본시간(sampling time)을 더욱 감

소시킬 수 있다.

·“. ‘ - ..
r ‘ •

; “ r、 1

제 3 절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 절계 , ‘ ‘1

;
---r‘

t
i

r

로보트 조작기의 상세설계에 앞서 먼저 로보트의 구동에 펼요한 모터

및 감속기를 선정하기 위해 로보트 end-effector에 작용하는 최대 하중

25kg에 견딜 수 있도록 개략 설계를 한후， 이로부터 Lagrangian 방법으로

로보트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유도된 운동방식올 이용하.여

실제 작업경로와 유사한 그러나 다소 보수적인 작업경로들에 대하여 예비

모의실험을 통해 로보트 각 관절에서의 속도 가속도 필요구동 토오크 둥

을 계산하였다. 모의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시판되고 t있는 여러 종류의 모

터들에 대한 사양， 특히 모터의 rated torque, continuous torque 및 모터의

크기 동을 고려하여 1축과 6축에는 DMI사의 U9M4T. N9M4T를 2-5축에

는 SANYO DENKI사의 L730-012EC2, 3춤). ~7~9-~12J; h ， ~4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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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1-012E(5축)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하는 노즐댐 장착용 로보트는 고하중용(25 kg)이고

로보트 end-effector의 움직임이 고속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속비가 커

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큰 감속비를 요하는 2~5축에서 harmonic

drive와 베벨기어를 사용하고I 1축과 6축에는 harmonic drive만을 사용하여

감속하였다 hannonic drive는 전달토오크 성능 및 크기， 감속비 둥을 고

려하여 6축 모두가 CSF형을 선정하였으며， 베벨기어는 굽힘강도와 치면장

도 측면에서의 기어의 전달동력을 고려하여 KORARA 사의 제품을 선정하

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로보트 조작기를 재설계하였으

며， 채설계된 결과들에 대하여 실제 작업경로틀에 대한 모의 실험을 통해

로보트 end-effector의 경로를 변경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구동부의 동

작조건의 상한치 동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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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잠 향후계획

제 1 절 노즐댐 시스템

제작된 경량노즐댐을 로보트와 연계하여 중기발생기 mock-up에서 실

제 장착/탈착 시험올 수행하면서 호환성과 현장적용성을 평가하고 수정 보

완한다. 노즐댐의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해 수압시험을 수행하며 이때 노즐

댐에 부착된 strain gauge를 통하여 구조건전성을 검중한다. 누수방지를

위해 제작한 다이어프랩 실의 현장평가를 수행하며， 공기압 및 수압 제어판

도 다이어프랩 실과 함께 상호관련 문제점 검토 및 현장적용성을 수행한다.

노즐댐， 다이어프램 실， 그리고 공기압 및 수압 제어판으로 구성되는

노즐댐 시스템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 후 고리발전소의

노즐댐작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실제 원자력발전소(고리 원자력발전소， 영광

원자력발전소)에 사용 가능성올 조사한다.

제 2 절 노즐댐 취급 공구

최적설계를 통하여 구동력-대-파지력비 성능이 우수하게 제작된

KAERI 파지공구의 자동시험을 완료하며 퍼지제어기로 제어되는 힘과 위

치제어 실험올 통하여 얻은 파지력과 파지거리 동을 해석에서 구한 값들과

버교 분석한다. 또한 고하중용 로보트(TITAN 2.5)와 연결하여 노즐댐의

파지/운반 동을 수행하는 현장작업성을 평가하고 수정 보완한다.

원자력발전소와 같아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특

수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작업 증기발생기의 세관검사시 세관의 파지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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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한다.

제 3 절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가

로보트의 각 판절에 필요한 토요크를 바탕으로 선정된 모터， 기어 퉁

·을 사용하여 고하종의 노즐댐을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기구동 로보트

조작기의 현장적용성을 조사한다. 그리고 조작기의 dynamic equation을

이용한 simulation을 통하여 로보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상세설계를 수행

한다. 조작기의 체어를 위해 사용되는 제어 알고려즘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 Digi뎌1 PID Control for each Joint

- Forward Compensated PID Control

- Digital Computed-torque Control

이들의 고찰을 통해 노즐댐 취급 전기구동 로보트의 제어에 적합한 알고리

즙을 채택 개발하고， 이 채택된 알고리즘올 실체화 시키기 위한 전기/전자

회로의 구성 및 PC와의 인터페이스를 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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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 Nozzle Dam System Test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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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TABLE SEAL FREE STATE TEST DATA AND RESULTS

Test Date :
Diaphragm Seal Size :
Diaphragm Seal Serial Number :

Air Gauge Identification Numbers : Dry Seal
Wet Seal

Calibration Dates
Before Mter

TEST.l - INFLATABLE SEAL FREE STATE TEST
CAUTION:

Dry Seal Pressure: psig(20 psig +2/-0 psig) Wet Seal:
psig +2/-0 psig)

OBSERVED CONDITIONS :

Accept

A. Leak Tightness:

B. Le와~ of Bonding :

C. Score Marks Across Seal Bond :

D. Broken Fabric :

E. Seal Irregularities :

F. Blemishes:

G. Proper Radial Expansion or Seal :

Comments

Reject

psig(20

These completed tests certify that identified diaphragm seal has been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eferenced procedure and 0 is 口 is not acceptable.

Test performed by :

Signature Date

Witnessed by :

Signature Date

Reviewed by :

Signatur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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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NCR No. :

Min.
Dry Seal :

Calibration Dates
Before After

DIAPHRAGM SEAL ACCEPTANCE TEST DATA AND RESULTS

Test Date :
Diaphgram Seal Size :
Diaphragm Seal Serial Number :
Dam Assembly Identification .Numb앉••

Water Gauge IdentificatiQn Number :_
Air Gauge Iden1댐cation Numbers : Dry S없1

Annulus
Wet Seal.

TEST 2--= INELA~ABLE SEAL ERESSURE_TEST
10 Minute Air Pressure Test : Duration of Test :
Pressures (psig) : Wet Seal : Annulus:
口 Accept:: No 려r flow through meters
口 Reject :: Air flow occurred

Time:
Source of le하I :

TEST 3 _- DIAPI짧AGM SEAL HYDROSTATIC PRESSURE TEST
10 Minute Air Pressure Test : Duration of Test : Min

Start Stop Difference
Acceptance

Annulus (psig)
Criteria

Wet Seal (ps핑)

±2 psig

Dry Seal (psig)
Water (psig)

口 Accept = No Leaks 口 Reject =Le밟s Ref. NCR No. :
10 Minute Dry Seal Test : Duration of Test : • ••_ Min.
口 Accept = No Leaks
口 Reject :: Leaks Ref. NCR No. :

Time:
Location of Leaks :
Estimated Amount (gpm) :

Effectiveness of Passive Se와 (Es따nate gpm) :• • (2 GPM max.
acceptable)

Comments :
These completed tests certify that the identified diaphragm seal has been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eferenced procedure and 口 1S 口 is not acceptable for
use.

Test penormed by :

Witnessed by :

Reviewed by :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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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ZLE DAM ACCEPTANCE TEST DATA AND RESULTS

Test Date :

Nozzle Dam Size :

Dam Assembly Identification Number:

Calibration Dates

Before After

Water' Gauge Identification Number ;

Air Gauge Iden피fication Numbers : Dry Seal,

Wet Seal

This completed test certifies that the identified dam assembly has been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eferenced procedure and 口 IS 口 is not acceptable for
use.

Test performed by :

Signature Date

‘ ,Witnessed by .

Signature Date

‘ Reviewed by :

Signatur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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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ZLE DAM OVERPRESSURE QUALIFICATION TEST DATA. AND RESULTS

Test Date :

Nozzle Dam Size :

Dam Assembly Identification Number :

Calibration Dates
Before After

Water Gauge Identification Number:
Air Gauge Identification Numbers : Dry Seal

Wet Seal

Wet Seal Pressure : plSg

Dry Seal Pressure : psig

찌Tet Pressure : psig

10 Minute Test : Duration of Test : Min ‘

Estimate Water Leakage (gpm) :

Acceptance Criteria : The dam assembly must withstand the applied hydrosta디c load
without any visu와 observations of failed components or significant ’ permanent
deformations (as evaluatde by the NES Structural Engineer).

口 Accept 口 Reject Ref. NCR No. :

Comments :

This completed test ceπifies that the inch dam assembly 0 is 口 is not
qualified for a 50 psig overpressure con버tion.

Test performed by :

Witnessed by :

Reviewed by

Signature

Signature

Signature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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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I : 파지공구 최척화릎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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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흠이 있는 경우의 최적화 프로그램 (Matlab)

Dmax = input(’ Dmax : ’);
d1 max = input(’ d1max : ’)j
N = input(’ N: ’)j

d =
IL =
L13max =

0.5j

1!(N-1)j

150;

L1n= 1j L2n = 1j L3n = (Dmax!2)+1;

L2m = 50; L3m = 125;

i =0; j=Oj k=Oj m=Oj

L1NoExistlnf = 500;
9_ye_d1 NoExist= 10;

for L2 = L2n:d:L2m,
j = j+1

k = 0;

for L3 = L3n:d:L3m,
k = k+1;
m::: 0;

th1f = asin(Dmax!{2*L3»j% [ra버

tmp1 = -2*L~2 *(1-cos{th1f»j

tmp2 = -d1 maxl\2 + 2*L2*sin(th1 f)*d1 max;

tmp3 = 2*L2*sin{th11) - 2*d1 max;
L1 = (tmp1 + tmp2)/tmp3;

tmp4 = L11\2 - L2A2*{l-cos(야l1 I»)I\2;

tmpy = L2*(1 - cos(th1 f));

tmpx ::: 니 + L2*sin(th1f) - d1 max;

th = atan2{tmpy, tmpx};

for D=0:{Dmax!(N-1»:Dmax,
m=m+1;

if ( tmp3 -::: 0 )

th1 ::: asin(D/(2*L3» ;% [rad]

if (L1>=니 n) & (L3>= Dmax!2) & (tmp4 >=-O.OOO1) ...

& {sin(th1f} >= 0) & (cos(th) >=이

9_ye_d1 = L3*cos(th1)1 ...
{( (1-( L와 l1 )1\2 *(1-cos(th1»)A2 )삭-1/2) ). ...

( (L21\2 / L1 *(1-cos(th1 »)*sin{th1) ) +

L2*cos(t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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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Xe_d1 = 9_ye_d1 /cos(th1)*(-1*sin뻐1»;

elseif (tmp4 >=-0.0001) & ( tmp4 <= 0 ) •••
& (sin(th1f) >= 0) & (cos(th) >=0)

g_ye_d1 = L3*cos(엔11)/ ...

« (abs(trn뼈) )-'(-1/2)

( (L2J\2 1 니 *(1 -cos(th1 »)*sin(th1) ) +

L2ltcos(th1» ;

g.J(e_d1 =9_ye‘.d1 !cos(th1)*(-1*sin(야11»;

else
g_ye_d1

g.J(e_d1

end

else

=9-ye_d1 NoExist;
=9_ye_d1 NoExist;

9_ye_d1 =9_ye_d1 NoExistj

g.J(e_d1 =g_ye_d1 NoExist;

end

G =[g.J(e_d1 9-ye_벼 ]’;
si9ma(m) = max(svd(GltG’»;

end

end

end

sigma_avg

w
PIO,k)

= 1/(N-1 )*sum(sigma);

= lL*sum( (abs(sigma - sigma_avg*ones(1 ,N»).J\2
= sigma-av9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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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흠이 없는 경우의 최적화 프로그램 (Matlab)

Dmax :: input('Dmax .”I •· "
d1max :: input(’dmax . "
mumu :: input(’ mu . "
d :: input(’ d . "
k...2 :: input(’ k요 . "

빼
빼

N
·
메

니

11 j

-pi/2j

150j

L1n= 1j L2n = 1j L3n = 50+1j% <-----(int(Dmaxl2)+1) + 1
L2m :: 50j L3m :: 125;

i =0; j::Oj k=Oj m=Oj

L1NoExistlnf = 500;
9_ye_d1 NoExist= 10j

for L2 = L2n:d:L2m,
j = j+1

k = OJ
for L3 = L3n:d:L3m,

k = k+1;

m = 0;

th1’ :: asin(Dmax/(2*L3))i% [rad]
tmp1 = -2*L2A2 세1-cos(th1f))j

tmp2 = -d1 max.l\2 + 2*L2*sin(th1 f)*d1maxi

tmp3 = 2*L2*sin(th1 f) - 2*d1maxj
니 = (tmp1 + tmp2)ftmp3;

tmp4 = L1.1\2 - L2A2*(1-cos(th1 f)).I\2i

tmpy = L2*(1 - cos(th1f»;
tmpx = l1 + 다*sin(th1f) - d1 maxi
th = atan2(tmpy, tmpx);

for D=0:(Dmax/(N-1 »:Dmax,
m=m+1;

if ( tmp3 -= 0 )

th1 = asin(D/(2*L3)) i% [rad]

i’ (l1 >::L1n) & (L3>= Dmax/2) & (tmp4 >=‘0.0001) ...
& (sin(th1 ’) >= 0) & (cos(엔1) >=0)

9_ye_버 = L3*∞s(th1)/ …
« (1-( L끽 니 ).1\2 *(1-cos(th1»).I\2 ).1\(-1/2) )* ...

-175 -



( (L2"2 / l1 세1-cos(th1»)*sin(th1)· ) +

L2*cos(th1» ;
g_xe_d1 = g_ye_d1 /cos(th1 )*(-1 *sin(th1»;

elseif (tmp4 >=-0.0001) & ( tmp4 <= 0 ) •
& (sin(th1 f) >= 0) & (cos(th) >=0)

9_ye_d1 = L3*cos(th1)/ •..
« (abs(tmp4) )A(-1/2)

( {다:"2 / L1 *(1-cos(th1 »)*sin(th1) "

.. ' ‘ ’

. ". ~ .. "

P .
‘ 、

‘- ‘‘ . t

”--‘--

:) +

L2*cos(th1» ;
g_xe_d1 = 9_ye_d1 /cos(th1 )*(-1*sin(th1»;

else ‘‘
g_ye‘ d1
g_xe_d1

end

else

= 9_ye_d1 NoExist;

= g_ye_d1 NoExist;

’1

g_ye_d1 = g_ye_d1 NoExist;

9_xe_d1 = 9_ye_d1 NoExist;

end

Fmax(m) = (-9_xe.‘ d1 +9一ye_d1 *1/mumu)*sin(alpha);
end

Fm8lLaV9

w2

= 1!(N-1)*sum(fmax);
= !L2*1/(N-1)*sum( (abs(Fmax - FmalLav9*ones(1 ,N»)."2 )

Pl(j,k) = -1 *FmalL8v9 + w2;
end

e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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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y Logic Control Simulation프로그램 (C언어 )'

#include

#include

#include

#include

<stdio.h>

<process.h>

<conio.h>

<math.h>

#define N 3 11%%%% # of States

#define ITER 20001 11%%%% # of Iteration

double h = 0.0001; 11%%%% Time Interval

#define xe 0.025 11%%%% Position of Contact

#define Ap 10.7e-4 11%%%% Area of Piston
#define 11 。.01905

#define 12 0.037

#define 13 0.070

11%%%% System Function
void func(double x[N], double u, double dxdt[N]);
II Rungekutta Method-( 4th Order )
void rk4(double x{N], double dxdt[N], double u, double xnew[N]);

11%%%% {A，B ， C，마 System
double A[N][N], bEN], Cx[N], Cp[N];

FILE *in, *out; 11%%%% Files of Input & Output

11%%%%%%%%%%%%%%%%%%%%%%%%%%%%%%%%%%%%%%%%%%%%

11%%%%%%%% Parameters & Functions &Variables for Position FLC %%%%%

ν%%%%%%%%%%%%%%%%%%%%%%%%%%%%%%%%%%%%%%%%%%%%

double x1pMAX = 1.0; 11%%%% Max of x1y
double x1pMIN = -1.0; 11%%%% Min of x1s

double x2pMAX = 1.0; ‘ 1/%%%% Max of x2s
double x2pMIN = -1.0; 11%%%% Min of x2

#define Np1 3 11%%%% (# of x1 Fuzzy Sets -1 )/2
#define Np2 3 11%%%% (# of x2 Fuzzy Sets -1)/2

#define Np1 N 2*Np1 +1 11%%%% # of x1 Fuzzy Sets
#define Np2N 2*Np2+1 11%%%% # of x2 Fuzzy Sets

#define ‘NpR 49 11%%%% # of Rules(Np1 N*Np2N)

#define NpV 3 11%%%% # of I/O Variables

double ypMAX = 1.0; 11%%%% Max of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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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m

빠

뼈
뼈
빠

AM

μ
”

ι
#

ypM1N =

Nyp

NypN

-1.0; /1%%%% Min of y
4 /1%%%% (# of y Fuzzy Sets -1)/2
2*Nyp+1 11%%%% # of y Fuzzy Sets

에ouble muAp(double a, int EachRule);

double muBp(double b, int EachRule);

double muCp(double c, int EachRule);

double FUlZY_p_Controller(double a, double b);

int Rp[NpR][Np애;

double KEp=O.005, KCEp=50.0;

Position Error

double KUp폐.045;

double xl pc[Np1 N];

double x2pc[Np2N];

빼uble ypc[NypN];

double xl pw[Np1 N+Np1 N];

double x2p'폐Np2N+Np2N];

doub’e ypw[NypN+NypN];

11%%%% Rules for Position Contra’
11%%%% Gain of Position Error & Change of

11%%%% Gain of Control Output

1I%%Center 이 xl

1I%%Center of x2
1I%%Center 이 y

1I%%Width of xl

1I%%Width of x2

1I%%Width of Y

/1%%%%%%%%%%%%%%%%%%%%%%%%%%%%%%%%%%%%%%%%%%%%%%

1/%%%%%%%%% Parameters &Functions &Variables tor FORCE FLC %%%%%

1/"1‘%%%%%%%%%%%%%%%%%%%%%%%%%%%%%%%%%%%%%%%%%%%%%
double x1fMAX = 1.0 ;11%%%% Max of x1

double xlfMIN = -1.0 ; 11%%%% Min of xl

에ouble x2fMAX = 1.0 ; 11%%%% Max of x2

double x2fMIN = -1.0 ; 11%%%% Min of x2

#define Nfl 3 1/%%%% (# of xl Fuzzy Sets -1 )/2

#def\ne Nf2 3 11%%%% (# ot x2 Fuzzy Sets -1 )/2

#define Nfl N 2*Nf1+1 11%%%% # of xl Fuzzy Sets

#define Nf2N 2*Nf2+1 11%%%% # of x2 Fuzzy Sets

#define NfR 49 11%%%% # of Rules(Npl N*Np2N)

#define NfV 3 11%%%% # of I/O Variables

double

double

#define

#define

yfMAX = 1.0

yfM’N = -1.0
Nyf 4

NyfN 2*Nyf+1

; 11%%%% Max of y

; 11%%%% Min of y

11%%%% (# of y Fuzzy Sets -1)/2
11%%%% # of y Fuzzy Sets

double muAf(double a, int Each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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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muBf(double b, int EachRule);

double muCf(doubJe c, int EachRuJe)j

double Fuzzv_LController(double a, double b);

int Rf[NfR][Nf애; 11%%%% Rules for Pressure(FORCE) Control

KUf=O.009;

xl fc[Nfl N];
x2fc[Nf2N]j

yfc[NyfN];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KEf=3.74e+5, KCEf=6.54e+8; 11%%%% Gain of Pressure(FORCE) Error

II & Change of Pressure(FORCE) Error

11%%%% Gain of Control Output

1I%%Center of xl

I/%%Center of x2

1I%%Center of y

double xl fw[Nfl N+Nfl N];

double x2fw[Nf2N+Nf2N];

double yfw[NyfN+NyfN];

1I%%Width of xl

1I%%Width 0’ x2
1I%%Width of y

1%%%%%%%%%%%%%%%%%%%%%%%%%%%%%%%%%%%%%%%%%~Io%%%

void RuleGeneration(void);

void Initialize(void);
void calc_D(void);

double calc_d(double DO);

11%%%% I/O Fuzzy Sets %%%%

int NB1=0, NM1=1 , NS1=2, ZE1=3, PS1=4, PM1=5, PB1=6,
NB2=O, NH =0,

NM2=1 , NB =1 ,
NS2=2, NM =2,

ZE2=3, NS =3,
PS2=4, ZE =4,

PM2=5, PS =5,
PB2=6, PM =6,

PB =7,
PH =8;

αouble 0 , d, Fg, Fye, g_ye_d;

void main(void)

int i, i, it;

double t, x[N], dxdt[N], xnew[N];

double xd, epO, epl , epdj 11%%%% Variables fo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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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Fd, ePO, eP1 , ePd;

double Pdt
double u=O.O;

11%%%% Variables for FORCE(Pressure)

11%%%% Control Input;

double Top, Tthop, Tthcl, Fth, dFd, Force, Xpth, dXp;
int OPEN;

double Tthchk1 , TIhchk2, Tthchk3, Tthchk4;
double xxd;

Initial ize();

11%%%% Initial Points

Top = 1.0;
Tthop = 0.0;
T야lcl = 0.0;

Force = 421.0*1.0;
dFd = Force/O.S;
Xpth = 0.1;

dXp = -0.2;
OPEN = 0;
Fth = 50.0*2.0;

t =0.0;

X[O] = O.Oj

x[1] =0.0;
x[2] = 0.0;
dxdt[O] = 0.0;
dxdt[1] = 0.0;
dxdt12] = 0.0;

epO = 0.0;

ePO = 0.0;

if «out=fopen("c:\\datasets끼:yss\\kaeri\\flcgrip\\flcstate.m","w"» == NULL){
printf("Fife Open Error");
exit(1 );

fprintf(out,"vs = [Ir);

for (it=0; it<=(πER-1);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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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0.03 - x[O];

Fg = Ap*x[2];
calc_DO;

if (t >= Top) OPEN = 1;

if ( (Fye < Fth) && (OPEN == 0) )(

xd = Xpth + dXp*(t-Tthcl);

Tthchk1 = t;

if (xd >= 0.1> xd = 0.1;
}

else if ( (Fye >= Fth) && (OPEN==O) ){

xd =0;
Xpth = xd;

Tthchk2 = t;

if ( (Tthchk2-Tthchk1) >= 2.0*h )(
Tthcl = Tthchk1;

}

else if ( (Fye > Fth) && (OPEN==1) )(

xd = 0;
Tthchk3 = t;
Xpth = xd;

}

else if ( (Fye <= Fth) && (OPEN==1) )(

Tthchk4 = t;
if ( (Tthchk4-Tthchk3) >= 2.0*h ) Tthop = Tthchk3;

xd = Xpth + O.2*(t-Tthop);

if (xd >= 0.1> xd = 0.1;

μ%%%%% FORCE %%%%%

if ( (Fye < Fth) && (OPEN == 0) )(

Fd =0.0;
}

else if ( (Fye >= Fth) && (OPEN == 0) )(

" ( Tthcl == 0.0 ) Tthcl = Tthchk1 ;
Fd = dFd*(t-Tthcl) + Fth;
if (Fd >= Force) Fd =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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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if ( (OPEN==1) &Be (Fye >= Fth) )(

Fd = -1.0*dFd*(t - Top) + Force;

if (Fd <= 0.0) Fd = 0.0:
}

else jf ( (OPEN==1) && (Fye < Fth) )

Fd = 0.0:

Pd = Fd*g_ye_d!Ap;

11%%%% Error Be Change of Error OF POSITION

d = calc_d(xd);

xxd = 0.03 - d;
ep1 = xxd - x[O];

epd = (ep1 - epO)/h;

epO = ep1;

11%%%% Error & Change of Error OF Pressure(FORCE)

eP1 = (Pd - x[2]);
ePd = (eP1 - ePO)!h;

ePO = eP1;

if (Fye < F야1 ) {

11%%%% FLC for POSITION Be FORCE
u = 0.8*Fuzzy_p_Controller(epO, epd)

+ 0.4*Fuzzy_'-Controller(ePO, ePd);
}

else if (Fth <= Fye){

11%%%% FLC for Pressure(FORCE)

u = Fuzzy_LController(ePO, ePd);
}

if ( (it % 50) == 0 )(

/I printf("%7.5If %e %e %e %e \n",t , xd, 0 , Fd, Fye);

fprintf(out, "%7.5If %e %e %e %e\n",
t, xd, 0 , Fd, Fye);

}

rk4(x, dxdt, u, xnew); 1/%%%% Calculation of New States

11%%%% Substitution by New States

for (;=0; i<=N-1; i++) x(j] = xnew[i];

11%%%% One Step Time

t = t + h;

-182-



}

fprintf(out,"];");
fclose(out);

11%%%% Generation of Fuzzy Rules

void RuleGeneration(void)
{

% %%%

I/%%%%POSITION %%%%%%%%%%%%%%%%%%%%%%

11%%%% IF xl is A and x2 is B , 까iEN Y is C%%%%

Rp[O][O] =NB1; Rp[O][l] =NB2; Rp[O][2] = NH;

Rp[l ][0] =NB1; Rp[1][1] =NM2; Rp[1][2] = NH;

Rp[2)[O] =NB1; Rp[2][1] =NS2; Rp[2][2] = NH;

Rp[3][O] =NB1; Rp[3][1] =ZE2; Rp[3][2] = NB;

Rp[4][O] =NB1; Rp[4][1] =PS2; Rp[4][2] = NM;

Rp[5][0] =NB1; Rp[5][1] =PM2; Rp[5][2] = NS;

Rp[6][0] =NB1; Rp[6][1] =PB2; Rp[6][2] = ZE;

Rp[7][0] =NM1; Rp[7][1] =NB2; Rp[7][2] = NH;

Rp[8][O] =NM1; Rp[8][1] =NM2; Rp[8][2] = NH;

Rp[9][0] =NM1; Rp[9][1] =NS2; Rp[9][2] = NB;

Rp[10][0]=NM1 ; Rp[10][1] =ZE2; Rp[10][2] = NM;

Rp[11 ][O]=NMl ; Rp[11][1] =PS2; Rp[11][2] = NS;

Rp[12][O]=NM1 ; Rp[12][1] =PM2; Rp[12][2] = ZE;
Rp[13][0]=NM1; , Rp[13][1] =PB2; Rp[13][2] = PSi

Rp[14][O]=NS1 ; Rp[14][1] =NB2; Rp[14][2] = NH;

Rp[15][O]=NS1 ; Rp[15][1] =NM2; Rp[15][2] = NB;

Rp[16][O]=NS1 ; Rp[16][1] =NS2; Rp[16][2] = NM;

Rp[17][O]=NS1; Rp[17][1] =ZE2; Rp[1 7][2] = NS;

Rp[18][O]=NS1 ; Rp[18][1] =PS2; Rp<18][2] = ZE;

Rp[19][O]=NS1 ; Rp[19][1] =PM2; Rp[19][2] = PSi

Rp[20][O]=NS1 ; Rp[20][1] =PB2; Rp[20][2] = PM;

Rp[21 ][O]=ZEl ; Rp[21][1] =NB2; Rp[21][2] = NB;

Rp[22][O]=ZE1 ; Rp[22][1] =NM2; Rp[22][2] = NM;
Rp[23][O]=ZE1 ; Rp[23][1] =NS2; Rp[23][2] = NS;
Rp[24][O]=ZE1 ; Rp[24][1] =ZE2; Rp[24][2] = ZE;

Rp[25][O]=ZE1 ; Rp[25][1] =PS2; Rp[25][2] = PSi

Rp[26][0]=ZE1 ; Rp[26][1] =PM2; Rp[26][2] = PM;
Rp[27][0]=ZE1 ; Rp[27][1] =PB2; Rp[27][2] = PB;

-183 -



Rp[28][O]=PS1 ;

Rp[29][O]=PS1 ;

Rp[30][O]=PS1 ;

Rp[31 ][O]=PS1;

Rp[32][O]=PS1 ;

Rp[33][O]=PS1 ;

Rp[34][O)=PS1 ;

Rp[35][0]=PM1 ;

Rp[36][O]=PM1 ;

Rp[37][O]=PM1 ;

Rp[38][O)=PM1 ;

Rp[39][O]=PM1 ;

Rp[40][0]=PM1 ;

Rp[41][O]=PM1 ;

Rp[42][O]=PB1 ;

Rp[43)[0]=PB1 ;

Rp[44][0]=PB1 ;

Rp[45][이=PB1;

Rp[46][O]=PB1 ;

Rp[47][O]=PB1 ;

Rp[48J[O]=PB1 ;

Rp[28][1] =NB2; Rp[28J[2] = NM;

Rp[29][1] =NM2; Rp[29J[2]::: NS;

Rp[30][1] =NS2; Rp[30] [2] = ZE;

Rp[31 J[1] =ZE2; Rp[31 ][2] = PSi

Rp[32l[1] =PS2; Rp[32][2] = PM;

Rp[33J[1] =PM2; Rp[33J[2]::: PB;

Rp[34)[1] =PB2; Rp[34](2) = PH;

Rp[35][1] =NB2; Rp[35][2]::: NS;

Rp[36)[1] =NM2; Rp[36][2] = ZE;

Rp[37J[1] =NS2; Rp[37][2]:: PSi

Rp[38)[1] =ZE2; Rp[38][2]::: PM;

Rp[39][1] =PS2; Rp[39][2] = PS;

Rp[40][1] =PM2; Rp[40][2] = PH;

Rp[41][1] =PB2; Rp[41][2] = PH;

Rp[42][1] =NB2; Rp[42][2] = ZE;

Rp[43][1] =NM2; Rp[43][2] = PSi

Rp[44J[1] =NS2; Rp[44][2] = PM;

Rp[45J[1] =ZE2; Rp[45][2] = PB;
Rp[46][1] =PS2; Rp[46][2] = PH;

Rp[47J[1] =PM2; Rp[47][2]:: PH;

Rp[48][1] =PB2; Rp[48][2]::: PH;

’‘ •. ‘• ‘

I!%%%%FORCE %%%%%%%%%%%%%%%%%%%%%%%

11%%%% IF x1 is A and x2 is B , THEN y is C%%%%

Rf[O][O] =NB1;
Rf[1][0] =NB1;

Rf[2][O] =NB1;

Rf[3][0] =NB1;

Rf[4][0] =NB1;
Rf[5][0] =NB1;

Rf[6][O] =NB1;

Rf[7][O] =NM1;

Rf[8][O] =NM1;
Rf[9][O] =NM1;

Rf[1 O][0]=NM1 ;

Rf[11][0]=NM1;

Rf[12][O]=NM1 ;

Rf[13][0]=NM1 ;

Rf[O][1] =NB2; Rf[0][2] = NH;

Rf[1][1] =NM2; 웨[1] [2] = NH;
Rf[2][1] =NS2; Rf[2][2] = NH;

Rf[3][1] =ZE2; Rf[3][2] = NB;

Rf[4][1] =PS2; Rf[4][2] = NM;

Rf[5][1] =PM2; Rf[5] [2] = NS;

Rf[6J[1] =PB2; Rf[6][2] = ZE;

Rf[7][1] =NB2; Rf[7][2] = NH;

Rf[8][ll =NM2; R'’[8][2] = NH;
Rf[9][1] =NS2; Rf[9] [2] = NB;

Rf[10][1] =ZE2; Rf[10] [2] = NM;

Rf[11][1] =PS2; Rf[11 J[2] = NS;

Rf[12][1] =PM2; Rf[12][2] = ZE;

Rf[13][1] =PB2; Rf[13][2] =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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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14][0]=NS1; Rf[14][1] =NB2; Rf[14][2] = NH;

Rf[15][0]=NSl ; Rf[15][l] =NM2; Rf[15][2] = NB;

Rt[16][O]=NS1 ; Rf[16][l] =NS2; Rf[16]때 = NM;

Rf[17][0]=NS1; Rf[17][l] =ZE2; Rf[17][2] = NS;
Rf[18]띠]=NSl ; Rf[18][1] =PS2j Rf[18][2] = ZE;
Rf[19][O]=NS1 ; Rf[19][1] =PM2; Rf[19][2] = PSi

Rf[20][O]=NS1 ; Rf[20][l] =PB2; Rf[20][2] = PM;

Rf[21][0]=ZE1 ; Rf[21][1] =NB2; Rf[21][2] = NB;

Af[22][O]=ZE1 ; Rf[22][1] =NM2; Rf[22][2] = NM;
Rf[23][0]=ZEl ; Rf[23][1] =NS2; Rf[23][2] = NS;
Rf[24][O]=ZEl ; Rf[24][1] =ZE2; Rf[24][2] = ZE;

Rt[25][O]=ZEl ; Rf[25][1] =PS2; Rf[25][2] = PSi
Rf[26][O]=ZEl ; Rf[26][1] =PM2; Rf[26][2] = PM;
Rf[27][O]=ZEl ; Rf[27][1] =PB2; Rf[27][2] = PB;

Rf[28][O]=PS1 ; Rf[28J(1] =NB2; Rf[28][2] = NM;
Rf[29][O]=PSl ; Rf[29][1] =NM2; Rf[29][2] = NS;

Rf[30][O]=PSl ; Rf[30][1] =NS2; Rf[3이[2] = ZE;
Rf[31 ][O]=PS1; Rf[31][1] =ZE2; Rf[31][2] = PSi
Rf[32][O]=PSl ; Rf[32][1] =PS2; Rf[32][2] = PM;
Rf[33][0]=PSl ; Rf[33][1] =PM2; Rf[33][2] = PB;
Rf[34][0]=PSl ; Rt[34][1] =PB2; Rf[34][2] = PH;

Rf[35][O]=PMl ; Rf[35][1] =NB2; Rf[35][2} = NS;
Rf[36][0]=PM1 ; Rf(36][l] =NM2; Rf[36][2] = ZEi
Rf[37][0]=PMl ; At[37][1] =NS2; Rf[37][2] = PSi
Rt[38][O]=PMl ; Rf[38][1] =ZE2; Rt[38][2] = PM;
Rt[39][O]=PMl ; Rf[39][1] =PS2; Rt[39][2] = PB;
Rf(40][0]=PMl ; Rf[40][1] =PM2; Rf[40][2] = PH;
Rf[41][O]=PMl ; Rf(41][1] =PB2; Rf[41][2} = PH;

Rt[42][O]=PBl ; Rf[42][l] =NB2; Rf[42][2] = ZE;
Rf[43][O]=PBl ; Rf[43][1] =NM2; Rf{43][2] = PSi
Rf[44][O]=PBl ; Rf[44][1] =NS2; Rf[44][2] = PM; II<----Modified
Rf[45][O]=PBl ; Rf[45][1] =ZE2; Rf[45][2] = PB; 11<-‘ --Modified

R1[46][O]=PBl ; Rf[46][1] =PS2; Rf[46][2] = PH;
Rf[47][0]=PBl ; Rf[47l[1] =PM2; Rf[47][21 = PH;
Rf[48][O]=PBl ; Rf[48][1] =PB2; Rf(48][2] = PH;

11%%%% Initialization 이 Screen &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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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Initialize(void)

int i, j;

double tmp;

FILE *pOS, *forcej
int TempN;

clrscr();

if «in = fopen("c:\\datasets\\Yss\\kaeri\\flcgrip\\flcgrip3.cof"

,"rlr» == NULL )(
printf("\n System Coefficient File open Error");

exit(1)j

’or (j=0; i<=N-1; i++H
for (j=Oj j<=N-1; j++){

fscanf(in,"%lf",&tmp);

Am디] = tmp;

for (i=0; i<=N-1; i++){
fscanf(in,"%If",&tmp);
b[i] = tmp;

}

for (j=0; i<=N-1; i++){
fscanf(in,"%If",&tmp)j

Cx[i] = tmp;

for (i=O; i<=N-1; i++){
fscanf(in,"%If",&tmp);
Cp[i] = tmp;

fclose(jn);

11%%%% Translation from Original to K-Multiplie이 Parameters %%%%

11%%%% POSITION%%%%%%%%%%%%%%%%%%%%%%%%%%%%
x1 pMAX = KEp*x1 pMAX;
x1pMIN = KEp*x1pMIN;

x2pMAX = KCEp*x2p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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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pMIN ;: KCEp*x2pMIN;
ypMAX ;: KUp*ypMAX;

ypMIN = KUp*ypMINj

if «pos = fopen("c:\\datasets'끼，yss\\kaeri\\flcgrip\\pos.m"
,"w"» == NULL )(

printf("\n Error!, Parameters of Position Control");
exit(l );

fprintf(pos, "xl pc = [\n");

for (j=Oj i<= (Npl N-1)!2; i++){

xl pc[j]=xl pMIN + xl pMAXI( (double)Npl )*i ;

/I xl pc[j]=xl pMIN + sqrt(fabs(pow(xl pMAX,2.0) - pow(xl pc[i],2.0) » j
fprintf(pos, "%e\n", xl pc[j]) j

for (j=(Npl N-1)/2+l; i<= Npl N-l; i++){

xl pc[j]=xl pMIN + xl pMAXI( (double)Npl >*i ;
/I xl pc[i]=-1.0*(xl pMIN + sqrt(fabs(pow(xl pMAX,2.0)
pow(xl pc[i],2.0» »;

fprintf(pos, "%e\n", xl pc[j]);
}

fprintf(pos, "];\n")j

11%%%%%% Width of xl p
fprintf(pos, "xl pw = [\n");

for (j=0; i<= (Npl N-1); i++){
if (j==O) xl pw[i] ;: xl pc[j+l ]-xl pc[i];
else xl pw[i] = xl pc[j] -xl pc[i-l];

fprintf(pos, "%e\n" , xl pw[j]) j
}

TempN ;: Npl Nj

for (j=TempN; i<=2*TempN-l; i++H
if (j==2*TempN-l) xl pw[i] = xl pc[i-TempN]-xl pc[i-TempN-l]j
else x1pw[i] = x1pc[i-TempN+l]-x1pc[j-TempN]j

fprintf(pos, "%e\n", xl pw[i]);
}

fprintf(pos, "]j\n");

11%%%% Center of x2p
fprintf(pos, "x2pc = [\n");

for (j=0; i<= (Np2N-1)!2j 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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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

x2pe[j]=x2pMIN + x2pMAX!( (double)Np2 )*i ;

x2pe[j]=x2pMIN + sqrt(fabs(pow(x2pMAX,2.0) - pow(x2pc[i],2.0») ;

fprintf(pos, "%e\n", x2peD]);

for (j=(Np2N-1)!2+1; i<= Np2N-1; i++){

x2pc[j]=x2pMIN + x2pMAX}( (double)Np2 )*i ;

μ x2pe[i]=-1.0*(x2pMIN + sqrt(fabs(pow(x2pMAX,2.0)
pow(x2pe[i],2.0»));

fprintf(pos, "%e\.nil , x2pe[i]);
}

fprintf(pos, "];\nIt);

11%%%%%% Width of x2p
fprintf(pos, "x2pw = [\n");

for (j=0; i<= (Np2N-1); i++){

if (j==0) x2pw[i] = x2pe[i+1]-x2pc[i];
else x2pw[i] = x2pc[i]-x2pc[i-1];

fprintf(pos, "%e\n", x2Pw[iJ);
}

TempN = Np2N;

for (j=TempN; i<=2*TempN-1; i++){

if (j==2*TempN-1) x2pw[i] = x2pe[i-TempN]-x2pc[i-TempN-1];
else x2pw[i] = x2pc[i-TempN+1]-x2pc[i-TempN];

fprintf(pos, "%e'\nil , x2pw[i]);
}

fprintf(pos, "];\n");

11%%%% CONTROL OUPUT for POSITION

fprintf(pos, "ypc = [\nil);

for (j=0; i<= (NypN-1)!2; i++){

ype[i]=ypMIN + ypMAX!( (double)Nyp >*i ;
/I ype[i]=ypMIN + sqrt(fabs(pow(ypMAX,2.0) - pow(ypc[il,2.0») ;

fprintf(pos, "%e\n", ypc[iJ);

for (j=(NypN-1)/2+1; i<= NypN-1; j++){

ype[i]=ypMIN + ypMAX!( (double)Nyp >*i ;
/I ype[i]=-1.0*(ypMIN + sqrt(fabs(pow(ypMAX,2.0) - pow(ype[i],2.0»)

fprintf(pos, "%e\n", ypc[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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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intf(pos, "];\n");

11%%%%%% Width of yp

fprintf(pos, "YPw = [\n");

for (j=0; i<= (NypN-1); i++){
if (i==아 ypw[j] = ypc<i+1 ]-ypc[j];

else ypw[j] = ypc[j]-ypc[i-1];

fprintf(pos, "%e\n", ypw[i]);
}

TempN = NypNj

for (j=TempN; i<=2*TempN-1; i++){
if (i==2*TempN-1) ypw[i] = ypc[i-TempN]-ypc[i-TempN-1];

else ypw[i] = ypc[i-TempN+1]-ypc[i-TempN];

fprintf(pos, "%e\n", ypw[j]);
}

fprintf(pos, "];\n");
fclose(pos) ;

1I%%%%Pressure(FORCE)%%%%%%%%%%%%%%%%%%%%%%%%%%%%%%%%

x1fMAX

x1fMIN
x2fMAX
x2fMIN

yfMAX
yfMIN

= KEf*x1fMAX;

= KEf*x1fMIN;
= KCEf*x2fMAX;
= KCEf*x2fMIN;

= KUf*yfMAX;
= KUf*yfMIN;

if «force = fopen("c:끼datasets끼，yss\\kaeri끼，flcgrip\\force.m"
,"w"» == NULL )(

printf("\n Error!, Parameters of Force Control");
exit(1);

fprintf(force, "x1fc = [\0");
for (j=0; i<= (Nf1 N-1)!2; i++){

x1fc[j]=x1fMIN + x1fMAX!( (double)Nf1 )*i ;

ν x1fc(j]=x1fMIN + sqrt(fabs(pow(x1fMAX,2.0) - pow(x1fcliJ,2.0) » ;
fprintf(force, "%e\n", x1fc[i]);

for (j=(Nf1 N-H!2+1; i<= Nfl N-1; iH ){

x1fc[i]=x1fMIN + x1fMAXJ( (double)Nf1 )*i ;

/I x1fc[j]=-1.0*(x1fMIN + sqrt(fabs(pow(x1fMAX,2.0) - pow(x1fc[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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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rintf(force, "%e\n", x1fc[i]);

}

fprintf(force, "];\n");

1/%%%%%% Width of x1f
fprintf(force, "x1fw = [\n");
for (j=0; i<= (Nf1 N-l); i++}{

if 0==0) x1fw[i] = x1fc[i+1]-x1fc[j];

else x1 1w[i] = x1fc[i]-x1fc[j-1];
fprintf(force, "%e\n", x1fw[j]);

}

TempN = Nf1 N;

for (j=TempN; i<=2*TempN-1; i++){

if (j==2*TempN-1) x1fw[j] = x1fc[i-TempN]-x1fc[j-TempN-1];

else x1fw[iJ = x1fc[j-TempN+1]-x1fc[i-TempN];
fprintf(force, "%e\n", x1fw[j]);

}

fprintf(force, "];\n");

1/%%%% Center of x2f

fprintf(force, "x2fc = [\0");
for (j=0; i<= (Nf2N-1)/2; i++){

X2fc[i]=X2fMIN + X2fMAX!( (double)Nf2 )*j ;
/I X2fc[i]=X2fMIN + sqrt(fabs(pow(X2fMAX,2.0) - pow(X2fc[i],2.0») ;

fprintf(force, "%e\n", X2fc[i]);

for (i=(Nf2N-1)/2+1; i<= Nf2N-1; i++){

x2fc[i]=X2fMIN + X2fMAX!( (double)Nf2 )*i ;
μ X2fc[i]=-1.0·(x2fMIN + sqrt(fabs(pow(x2fMAX,2.0)
pow(x2fc[i),2.0»»;

fprintf(force, "%e\n", x2fc[ j]);

fprintf(force, "];\n");

11%%%%%% Width of x2f

fprintf(force, "x한w = [\n");
for (j=0; i<= (Nf2N-1); i++){

if (j==0) x한w[i] = X2fc[i+1]-x2fc[i];

else x2fw[i] = x2fc[i]-x2!c[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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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intf(force, "o/oe\n", x감w[i]);

TempN = Nf2N;

for (j=TempN; i<=2*TempN-1; i++){

if (i==2*TempN-1) x2fw[i] = x2fc[i-TempN]-x2fc[i-TempN-1];

else x얻w[i] = x2fc[i-TempN+1]-x2fc[i-TempN];

fprintf(force, "%e\n", x깐w[j]);

fprintf(force, "];\n");

11%%%% CONTROL OUPUT for Pressure(FORCE)

fprintf(force, "yfc = [\n");

for (j=0; i<= (NyfN-1)/2; i++){

yfc[i]=yfMIN + yfMAX/( (double)Nyf )*i ;
/I yfc[j]=yfMIN + sqrt(fabs(pow(yfMAX,2.0) - pow(yfc[i],2.0») ;

fprintf(force, "%e\n", yfc[ j]);

for (i=(N까N-1 )/2+1; i<= NyfN-1; i++){
yfc[i]=yfMIN + yfMAX/( (double)Nyf )*i ;

/I yfc[j]=-1.0*(yfMIN + sqrt(fabs(pow(yfMAX,2.0) - pow(yfc(i],2.0») );

fprintf(force, "%e\n", yfc[iJ);

}

fprintf(force, "];\n");

11%%%%%% Width of yf
fprintf(force, "까w = [\n");

for (j=0; i<= (N꺼N-1); i++){

if (j==0) 까w[i] = yfc(j+1]-yfc[i];
else yfw[i] = yfc(j]-yfc[j -1];

fprintf(force, "%e\n”, 까w[i]);

TempN = NyfN;

for (j=TempN; i<=2*TempN-1; i++){
if (j==2*TempN-1) yfw[i] = yfc[i-TempN]-yfc[i-TempN-1];

else yfw[i] = yfc[i-TempN+1]-yfc[i-TempN];

fprintf(force, "%e\n", yfw[i]);

fprintf(forc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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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ose(force);

11%%%% Generation of Look-Up Table Rule %%%%

RuleGeneration();

μ%%%%%%%% POSITION %%%%%%%%%%%%%%%%%%%%%%%%%%%%%%

1/%%%% Membership Function of x1 %%%%

double muAp(double a, int EachRule)
{

double mu;
int A, TempN;

A = Rp[EachRule][O];

TempN = Np1 Nj

if «x1pc[A] -x1 pw[A] <= a) && (a <= x1 pc[A]) )
mu = 1.0 - (x1 pc[A]-a)/x1 pw[A]j

else if ( (a >= x1 pc[뻐) && (a <= x1 pc[A] + x1 pw[TempN+꾀) )

mu = 1.0 - (a-x1pc뻐])/x1pwπempN+A] j

else
mu = 0.0;

if ( (a<x1 pMIN)
mu = 1.0;

\I (x1 pMAX<a)

return(mu);

11%%%% Membership Function of x2

double muBp(double bb, int EachRule)
{

double mu, b;
int B, TempN;

b = bbj

if (b < x2pMIN) b = x2pMINj

if (b > x2pMAX) b = x2pMAX;

B = Rp[EachRu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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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N = Np2N;

if «x2pc[B]-x2pw[B] <= b) && (b <= x2pc[B]) )

mu = 1.0 - (x2pc[B]-b)/x2pw[B];

else if ( (b >= x2pc[B]) && (b <= x2pc[B] + x2pw[TempN+B]) )

mu = 1.0 - (b-x2pc[B])/x2pw[TempN+B];

else

mu = 0.0;

( (b<x2pMIN)

mu = 1.0;
II (x2pMAX<b)

return(mu);

11%%%% Determine a Mapping Based

11%%%% on the Combined Fuzzy Rule Base
double Fuzzy_p_Controller(double H, double b)

int i;

double muO[NpR], sum1 I sum2;

11%%%% Defuzzification
sum1 = 0.0;
for (i=O; i<= NpR-1; i++){

muO[j] = muAp(a, i)*muBp(b, j) j

sum1 += muO[i];

sum2 = 0.0;
for (;=0; i<=NpR-1; i++)

sum2 += muO[i] *ypc[Rp[i][2]]j

return(sum2/sum1 )j

II%%%%%%%%%%%Pressure(FORCE)%%%%%%%%%%%%%%%%%%%%

II%%Membership Function of x1 %%

double muAf(이ouble H, int Each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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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mu;
int A, TempN;

A = Rf[EachRule][O];

TempN = Nf1 N;
if «x1fc[파-x1fw[꾀 <= a) && (a <= x1fc[띠) )

mu = 1.0 - (x1fc[A]-a)!x1fw[A];

else if ( (a >= x1fc[A]) && (a <= x1fc[띠 + x1fw[TempN+꾀) )

mu = 1.0 - (a-x1fc[A])/x1fw[TempN+A];

else

mu = 0.0;

if ( (a<x1fMIN)

mu = 1.0;
II (x1 'MAX<a)

return(mu);

11%%%% Membership Function of x2

double muBf(double bb, int EachRule)
{

double mu, b;
int B, TempN;

b = bb;
if (b < x2fMIN) b = x2fMIN;
if (b > x2fMAX) b = x2fMAX;

B = Rf[EachRule][1];

%%%%

TempN = Nf2N;
if «x2fc[B]-x한w[B] <= b) && (b <= x2fc[B]) )

mu = 1.0 - (x2fc(BJ-b)!:앙fw(B};

else if ( (b >= 강fc[B]) && (b <= x2fc[B] + x장w[TempN+B]) )

mu = 1.0 - (b-x2fc[B])!:강fw[TempN+B];

else
mu =0.0;

( (b<갱fMIN)

mu =1.0;

II (강fMA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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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mu);

11%%%% Determine a Mapping Based

11%%%% On the Combined Fuzzy Rule Base

double Fuzzv_,-Controller(double a, double b)
{

int i;

.double muO[NfR], sum1 , sum2;

μ%%%% Defuzzification

sum1 = 0.0;

for 0=0; i<= NfR-1; i++){

muO[i] = muAf(a, i)*muBf(b, i);

sum1 += muO[i];

sum2 = 0.0;

for 0=0; i<=NfR-1; i++)
sum2 += muO[i]*yfc[Rf[j][2]];

return(sum2/sum1 );

void func(double x[N], double u, double dxdt[N])
{

int i;

dxdt[O] = A[O][O]*x[이 + A[O][1 ]*X[1] + A[O][2]*x[2]

+ b[O]*u;

if «(0.0 <= x[O]) && (x[O] < xe»
dxdt[1] = O.OOOOO*x[O] + A[1][1]*x[1] + A[1][2]*xI2]

+ b[1]*u;

else if (xe <= x[O])
에xdt[1] = A[1 ][O]*(x[O]-xe) + A[1][1 ]*x[1] + A[1 ][2]*x[2]

+ b[1]*u;

else

dxdt[1] = O.OOOOO*x[O] + A[1][1 ]*x[1] + A[1]<2]*x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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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1]*u;

!/printf("\n Suspicious Negative POSITION ");

dxdt[2] = A[2][0]*x[0] + A[2][1]*x[1] + A[2][2]*x[2]

+ b[2]*u;

void rk4(double x[N], double dxdt[Nl, double u, double xnew[N])
{

int i;

double k1[N], k2[N], k3[N], k4[N], xtmp[N], dxdtmp[N];

func(x, u, dxdt);

for 0=0; i<=N-1; iH ){

k1 [i] = h*dxdt[i];
xtmp[i] = xli] + 1.0!2.0*k1 [i];

func(xtmp, U, dxdtmp);

for 0=0; i<=N-1; i++){

k2[i] = h*dxdtmp[j];

xtmp[i] = xli] + 1.0/2.0*k2[i);

func(xtmp, u, dxdtmp);

for 0=0; i<=N-1; i++){

k3[i] = h*dxdtmp[i];
xtmp[i] = x[j] + k3[i];

func(xtmp, u, dxdtmp);

for 0=0; i<=N-1; iH) k4[i] = h*dxdtmp[i];

for 0=0; i<=N-1; i++){

xnew[i] = x[j] + 1.0!6.0*k1 [j] + 1.0!3.0*k2[i]

+ 1.0/3.0*k3£i] + 1.0/6.0*k4[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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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calc_D(void)
{

double a, b, c, 52, c2, t;

a = -2.0*12*12;

b = 2.0*11 *12 - 2.0*d*12;

c = 2.0*11 *d - 2.0*12*12 - d*d;

t = b*b*c*c - (b*b+a*a)*(c*c-a*a);
if (t <= 0.0) t = 0.0;

52 = (b*c + 5qrt( t ) )1
(a*a + b*b);

D = 2.0*13*52;
c2 = 5qrt(1.0 - 52*52);
t = (1.0-(12/1 1)*(12/1 1)에1.0-c2)*(1.0-c2»;

if (t <= 0.0) t=0.00001;

9_ye_d = 13*c2/( (12*12/11 *(1.0-c2»*S2/5qrt( t )
+ 12*c2 );

Fye = 1.0/g_ye_d*Fg;

double calc_d(double DO)
{

double 52, c2, t，히d;

52 = 00/(2.0*13);
t = 1.0-12*12/(11*11 )*poW«1.0-5qrt(1.0-s2*s2»,2.0};
if (t <= 0.0) t = 0.0;
dd = 11*( 1.0-sqrt( t ) )

+ 12*s2;
return(dd);

1* c2 = sqrt(1.0 - s2*s2);

t = (1.0-<12/11)에l밍11 )*(1.0-c2)*(1.0-c2»;
if (t <= 0.0) t=0.00001;

9_ye_d = 13*c2/( (12*12끼 1 *(1.0-c2»*s2/sqπ( t )

+ 12*c2 );

Fg = g_ye_d*F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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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ll : 파지공구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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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300단어 내외 )

탄소성유 복합채료를 사용하여 국내발전소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경량 노출댐을 처l1
작한 결과 노출앵의 강성 대 무계비가 현재 1825x 1어 N· m2/kg (고라 노즐앵)에서 g없xl

103(KAERl 노출댐)으로 대폭 향양되었다. KAERI 노즐댐의 구조해석파 노줄댐의 체결볼트

의 응력해석을 통하여 그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 하였다. 노즐댐의 누수방지를 팎환 다이어

프햄 실의 inflatable seal(wet seal. dry seal) 그리고 mechanical seal들의 조합으로 구성되

는 KAERI 다이어프램 질을 설계하였다. Inflatable seal 내부에 압축공기압 및 수압을 제어

l하며， 노즐댐 시스댐의 누수시험올 할 수 있는 제어판을 제작하였다.

| 성능지수(구동력 대 파지력 벼)의 최적설계로부터 얻어진 인자들을 사용한 KAERI의 f

!파자공구(성눔지수=41)는 노즐햄과 같은 무거운 물체를 다루기에충분한 성능을 낼 뿐 아i

i니라， 성능지수 값이 Schilling사의 파지공구(성능지수=10.0)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i또 개혜식 파지공구 메카니즘의 위치해석， 기구학척 해석을 수행하였다 파지공구 시스탬을l
‘제어하기 위해서 퍼지논리 제어기가 제안되었다. 01 체어기는 LVDT로부터의 위치신호와;

;P/T센서로부터의 압력 신호를 AID변환기를 통해 받아들인다 실제 파지환경을 충분히 고 i

려환 시스댐 모델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율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된 퍼지·

1논리 제어기는 파지공구 시스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노즐댐을 증i

'71 발쟁기의 노즐링에 볼트로 고정하는 공구를 설계/체작하였다

로보트의 end-effector 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로보트 조착기의 개략적인 설 i

1 계를 한 후， 이로부터 로보트의 운동방정식을 유도 하였다. 그리고 유도된 운동방정식을 이;

용하여 설제 작업경로와 유사한 그러나 다소 보수적인 작업경로들에 대한 예비 모의실험을;

통해 로보트의 각 관철에 펠요한 구풍 토오크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구동 토오크를 토대로!

‘모터 및 감속거를 선정하였고，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로보트 조작가를 재 설계하였다 재 설!

‘계된 결과들에 대하여 실제 작업 경로들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설계 결과를 평가， 검토하 i

’였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탄소섬유 복합재료， 노플댐， 다이어프램 설， 파지공구，

퍼지논랴체어기， 전기구동 로보트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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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nematic analysis of the KAERI gripper were also camed out To control the gripper!
Jsystem a fuzzy logic controller was proposed. The controller takes two sensory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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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imulation considering the actual environments where the controller is to be put:
was carried out to test control perfonnanc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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