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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사용후핵연료 원격취급장치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누적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고유의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저

장공간의 확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사용

후핵연료 관리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단기적인 방안이며,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

련 정책 결정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

리 및 재활용 기술의 기반을 확립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요구된

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기술 중 핫셀 내 사용후핵연료 해체기술

(연료봉 절단, 소결체 인출, 구조폐기물처리기술 등)은 핵비확산성의 논란

의 여지가 있어 원자력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선진 기

술의 추적을 통한 국내에서의 기술 자립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및 재활용에 필수적인 공정인 사용

후핵연료의 수납, 검사, 이송 등의 취급 공정과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해체 공정 기술 등을 개발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후핵연료 안전이송 및 취급기술  개발

  ◦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개발/실용화

  ◦ 수송용기 원격파지/개폐 장치 구동알고리즘 개발

  ◦ Telescopic형 조작기 이송장치 개발 및 핵물질 이송/파지 장치 설

계

    



- II -

2.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및 차세대관리공정 기계장치 개발

  ◦ 핵연료집합체 수직/수평 회전기구 설계/제작

  ◦ 모의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장치 개발

  ◦ 사용후핵연료봉 절단기술 개발

  ◦ 비산화식(기계식) 소결체 인출기술 개발

  ◦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기술 개발

  ◦ 비정상연료 집합체 해체용 조작기 개발

  ◦ Top nozzle 및 grid 원격절단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종합시험 mockup 구축

  

3.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공정장치 그래픽 제어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그래픽 설계/전산모사 시스템 개발

  ◦ 그래픽 공정/해체장비 실시간 연계제어 기술 개발

     

Ⅳ. 연구개발 결과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용후핵연료 안전이송 및 취급기술 개발

  ◦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개발/실용화

    - 무진동/무충격 정 위치제어 기술개발

    - 이송물 흔들림각도 측정기술 개발

    - 산업체 실용화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 수송용기 원격파지/개폐 장치 구동알고리즘 개발

    - 다중 광전센서와 신경망 이론을 이용한 파지 위치 정 인식 기술

개발

    - 파지장치 회전위치 제어 알고리즘 개발

  ◦ Telescopic형 조작기 이송장치 개발 및 핵물질 이송/파지 장치 설

계

    - 고하중 telescopic 이송장치 개발

    - Telescopic 조작기 이송장치 제어 시스템 개발

    - 장치간 핵물질 이송용 고하중 분말탱크(핵물질 수집통) 파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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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셀간 핵물질 이송용 원격 cart 설계

2.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및 차세대관리공정 기계장치 개발

  ◦ 핵연료집합체 수직/수평 회전기구 설계/제작

  ◦ 모의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장치 개발

    -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 성능시험/장치개선

    -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 구조개선 및 자동화

  ◦ 사용후핵연료봉 절단기술 개발

    - 연료봉 절단 기술분석 및 주요 mechanism 설계/제작

    - 연료봉 절단장치 성능실험

    - 실증용 절단장치 제작 및 실증 실험

  ◦ 비산화식(기계식) 소결체 인출기술 개발

    - 비산화식(기계식) 소결체 인출 기술 분석 및 주요 mechanism 설

계/제작

    - 비산화식(기계식) 소결체 인출장치 설계/제작

  ◦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기술 개발

    -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기술 분석(유압식, 전기식)        

    -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설계/제작/성능시험

    - 실증용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기본설계 

  ◦ 비정상연료 집합체 해체용 조작기 개발

    - 비정상연료 집합체 해체용 조작기/힘반  입력장치 연계제어 시

스템 개발

    - 조작기/힘반  기구해석 및 매핑알고리즘 개발

    - 연계구동 알고리즘 개발

  ◦ Top nozzle 및 grid 원격절단기술 개발

    - 해체용 조작기를 이용한 비정상연료 집합체 원격해체기술 개발

    - Top nozzle 원격절단기술 개발

    - Grid 원격절단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종합시험 mockup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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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종합시험 mockup 구축

    - 해체 공정 단위장치간 인터페이스 개발 및 해체장치 제어시스템 

구성

    - 모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대상 해체 종합시험 및 그래픽 재현

3.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공정장치 그래픽 제어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그래픽 설계/전산모사 시스템 개발

  -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집포장장치 3-D 그래픽 모델링

  -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집포장공정 전산모사

  ◦ 그래픽 공정/해체장비 실시간 연계제어 기술 개발

    - 운전정보 교환체계 확립 및 프로토콜 설정

    - 그래픽 연계재현 시스템 개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사용후핵연료 안전이송 및 취급기술 개발

무진동/무충격 기술은 크레인 이송중에 발생하는 이송물의 흔들림을 

신속히 제거하면서, 이송물을 목표지점에 정확히 이송시키는 기술로서, 원

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성물질(사용후핵연료, 폐기물 드럼 등) 이송작업의 안

전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또한, 항만시설에서의 컨테이너 하역 작업, 제철

소에서의 핫 코일(hot coil) 이송작업 등과 같은 대형 작업장에서의 물류자

동화 공정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을 (주)반도

기계에 이전하여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 으며, (주)반도기계는 광원자

력발전소 고체폐기물 취급 크레인에 이전받은 기술중 드럼 파지기술을 우

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2.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및 차세대관리공정 기계장치 개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해체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

터 사용후핵연료봉을 인출하고, 절단하여 사용후핵연료봉 내의 핵연료 소

결체를 인출하는 일련의 장치들로 구성되며,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사용후핵연료의 전처리 공정으로 향후 국내에서의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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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또한, 2 단계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

리공정의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Telescopic형 조작기 및 핵물질 이송장

치는 2단계 연구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유지‧보수 조작기 개

발 및 조작기/분말탱크/금속전환체의 이송기술 개발 연구에 활용할 예정

이다. 비정상연료 집합체 해체용 조작기는 힘반  알고리즘을 적용한 정

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기술로 극한환경에서 원격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원자력분야의 유지․보수작업, 군사분야 및 우주공간이나 심해탐사 작업 

등에 적용할 수 있다.

3.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공정장치 그래픽 제어기술 개발

그래픽 설계 전산모사 시스템은 안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 또는 폐기물 처리/저장 시설등에서의 원격 취급장치류의 설계 및 

시설의 건설.해체 등에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2단계 연구에서 차세대관

리공정 실증을 위한 핫셀의 기본설계, 핫셀내 장치의 최적배치를 위한 공

간분석, 및 핫셀내 유지보수공정 최적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래픽 공정/해체장비 실시간 연계 제어 시스템은 핫셀 등과 같이 폐쇄

된 곳이나 가시 역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작동되는 장치의 원격감시에 

활용할 수 있어, 2단계 연구에서 수행할 차세대관리공정의 핫셀내 운전시 

기계공정장치들의 원격감시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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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Spent Fuel Remote Handling Technology Developmen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Korean government policy on spent fuel adopts a wait-and-see concept. As 

the amount nuclear spent fuels increased, recently the AEC(Atomic Energy 

Commission) made a decision which is to construct an Interim Storage 

Facility aiming for commissioning in 2016. Up to the year 2016, the spent 

fuels are to be stored at each reactor site. In accordance with this decision, 

the current spent fuel management activity is mainly focused on the expansion 

of the AR storage capacities under the control of KEPCO(Korean Electric 

Power Company). However, ultimately, the governmental policy should be 

made on the configuration of the long-term spent fuel management. In support 

of this perspective, the R&D activity is required to provide the technological 

support to the final decision of governmental policy, and to provide the basis 

of the safe and more efficient storage technology for accumulating spent fuels 

while providing the advanced fuel cycle concepts. Also, some technologies 

involved in the spent fuel recycling process, such as the technologies related 

with the spent fuel dismantling process in hot cells, is criticized by the 

nonproliferation.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import the relevant 

technologies from foreign countries with advanced nuclear technology. This 

concludes and induces the necessity of R&D for those technologies. Hence, in 

this report, the handling technology of spent fuels is developed including the 

reception, inspection, and transportation, which is the prerequisites in the safe 

management and recycling processes. Also the disassembly technology for the 

back-end fuel cycle, is developed.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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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and contents of R&D activities described in this report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the safe transportation and handling technologies

  ◦ Development and on-site application of the swing and shock-free crane

  ◦ Development of the control algorithm of RCGLUD (Remote Cask

Grappling and Lid Unbolting Device) 

  ◦ Development of the telescopic manipulator and design of transportation 

and grappling device of the nuclear materials

    

2. Development of the spent fuel disassembly process and the mechanical 

devices for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 Design/fabrication of the downender

  ◦ Development of the spent fuel rod extrac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the spent fuel rod cutting technology

  ◦ Development of the mechanical fuel decladding technology

  ◦ Development of the compaction technology of the spent fuel skeletons

  ◦ Development of the manipulator for the disassembly of the abnormal 

fuel assemblies

  ◦ Development of the remote cutting technology of the top nozzles and 

the grids

  ◦ Setup of the integrated mockup facility for the spent fuel disassembly 

process

  

3. Development of the graphic control technology of the spent fuel handling 

and disassembly devices

  ◦ Development of the graphic design and simulation system of the spent 

fuel disassembly process

  ◦ Development of the real time graphic simulation system between the 

graphic process and the disassembl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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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The results of R&D project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the safe transportation and handling technologies

  ◦ Development and on-site application of the swing and shock-free crane

    - Development of the swing and shock-free, and the precise position 

control algorithms 

    - Development of the load swing angle measurement devices

    - Technology transfer to industry

  ◦ Development of the control algorithm of RCGLUD (Remote Cask 

Grappling and Lid Unbolting Device) for transportation casks

    - Development of precise localization algorithm of RCGLUD using the 

multi photo sensors and the neural network theory

    - Development of the rotational position control algorithm for RCGLUD

  ◦ Development of the telescopic manipulator and the design of the 

transportation and grappling device for nuclear materials

    - Development of the heavy-duty telescopic transportation device

    - Development of the control system of the manipulator and the 

transportation system

    - Design of the collection tank of the spent fuel powder and the 

grappling device of the tank 

    - Design of the remote controlled cart for the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s between two adjacent cells

2. Development of the spent fuel disassembly process and the mechanical 

devices for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downender of the spent fuel assembly

  ◦ Development of the spent fuel rod extraction device

    - Performance test and device modification of the spent fuel rod 

extraction device

    - Automation of the rod extra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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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of the spent fuel rod cutting device

    - Analysis of the spent fuel rod cutting technologies and design of 

device mechanism

    - Test of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device

    - Basic design of the cutting device for the application in high 

radiation environment  

  ◦ Development of the mechanical fuel decladding device

    - Analysis of the mechanical decaldding technologies and the 

mechanism design

    - Fabrication of the mechanical fuel decladding device

  ◦ Development of the compaction device for the spent fuel skeleton

    - Analysis of the compaction technologies (hydraulic & electrical types)  

    - Design/fabrication/test of the compaction device

    - Basic design of the compaction device for the application in high 

radiation environment 

  ◦ Development of the manipulator for the abnormal fuel disassembly

    -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control system of the manipulator and 

the force-reflecting input device

    - Kinematics analysis of the manipulator and the force-reflecting device

    - Design of the mapping algorithm of the manipulator and the 

force-reflecting device

    - Development of the force-reflecting control algorithm

  ◦ Development of the remote cutting technology for the top nozzles and 

the grids

    - Development of the remote disassembly technology of the abnormal 

fuel assembly using the manipulator

    - Development of the remote cutting technology of the top nozzles and 

the grids

  ◦ Setup of the integrated mockup facility for the spent fuel disassembl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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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truction of the integrated mockup facility

    - Design of the interfacing device between the unit devices in the 

disassembly process and the control system for each unit devices 

    - Overall disassembly test and the graphic simulation

3. Development of the graphic control technology of the spent fuel handling 

and disassembly devices

  ◦ Development of the graphic design and simulation system of the spent 

fuel disassembly process

  - 3-D graphic modeling for the spent fuel handling/disassembly/rod 

consolidation devices

  - Graphic simulation for the spent fuel handling/disassembly/rod 

consolidation processes

  ◦ Development of the real time graphic simulation system between the 

graphic process and the disassembly device

    - Configuration of the process flow of the operational information and 

the setup of the interfacing protocol 

    - Development of the on-line graphic simulation system

Ⅴ. Applications of R&D Results

1. Development of the safe transportation and handling technologies

 The swing and shock-free crane reduces the swing of load involved in 

the load transportation and accurately transfers the load to target position. 

Thus, this crane is supposed to guarantee highly reliable operations, when it is 

applied to the transportation of the nuclear materials (nuclear spent fuels, 

radwaste drums, etc) in the nuclear facility. Also, this technology can be 

efficiently used for the automation process of the heavy load transportation 

such as the loading/unloading operations of containers at the harbor, 

transportation of hot coils in the iron and steel foundry, etc. The developed 

technology has been transferred to Bando Machinery Co. Ltd. and it starts to 

apply the drum-grappling technology to the loading and unloading operation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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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age facility of the solid radwaste drum in Yonggwang NPPs.

2. Development of the spent fuel disassembly process and the mechanical 

devices for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The devices developed for the dismantling process of spent fuel assembly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spent fuel recycling process. These devices and 

relevant technologies will be used in the process design of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which will be established in the second stage of the 

R&D activity. The design concepts of the telescopic manipulator and the 

transportation devices of nuclear materials will be adopted in the design of 

the manipulator for maintenance operations and the transportation devices, 

respectively, involved in the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The 

force-reflecting manipulator for the dismantling of the abnormal fuel assembly 

can be used for the remote operations in the hazardous environment such as 

the maintenance/repair operations in the nuclear facilities, and the aerospace 

and marine industry, etc. 

3. Development of the graphic control technology of the spent fuel handling 

and disassembly devices

 The graphic simulation system has wide applications area. It can be used 

for the design of the remote handling devices, which requires the high 

reliability and safety as in the nuclear facilities and industrial waste disposal 

facilities. Also, it can be used for the process design of the construction and 

decommissioning of the nuclear facilities. Also, in the second stage of the 

R&D, this system will be used for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devices, the 

optimal layout of devices in the hot cell, and the optimization of maintenance 

processes. And the graphic real-time control system has a function of remote 

monitoring of the device operation located in separated environment and the 

invisible area. Hence, the system can be efficiently used to monitor the 

operations of mechanical devices in the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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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국내 원자력 발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누적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으나, 이의 처리 방안(최종처분, 재활용)에 대한 국가 정

책 결정이 유보된 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은 국제적인 핵안전 조

치 관점에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기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수직/

수평 전환, 집합체로부터 연료봉 인출, 인출된 연료봉의 절단, 절단 연료봉

으로부터 소결체 인출, 집합체 구조폐기물의 압축 등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기계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및 사용후핵연료의 집, 봉/

포장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처분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공정이다. 또

한, 사용후핵연료의 전처리 공정 전에 이루어지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수납, 검사, 이송 등의 여러 가지 취급 공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또는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공정이다.

 이와 같은 공정은 고방사선 환경에서의 각종 고방사성 물질의 원격취급

기술, 원격공정장치의 설계, 각종 장치의 원격조작 및 제어기술 등을 필요

로 한다. 이들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후행

핵연료주기의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은 물론이거니와 원자력 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에 공통으로 요구되며, 일반 산업계의 공정 자동화 분

야 및 극한환경 분야(우주․항공, 해양탐사, 유해폐기물처리 등)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요빈도가 상당히 높으며 기술의 첨단 성을 내

포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관리 정책이 유보된 상태임을 

감안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및 재활용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사용

후핵연료 이송, 검사, 보수, 해체에 필요한 원격 취급 기술 중 핵심기술을 

선별하여 개발하 다. 핵심 원격 기술의 개발 전략으로 국외로부터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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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가능한 기술 중 선진기술과 기술수준 격차가 큰 기술 또는 개발비

에 비하여 소요빈도가 작은 기술은 지양하고, 국외 기술 도입이 불가능한 

기술과 소요빈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개발하 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중량

물의 안전이송 기술, 사용후핵연료 해체장치,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용 

조작기 및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장비 그래픽 설계/검증기술 등으로 요

약될 수 있다. 이들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기술은 장치의 내방사선화/차폐

기술, 장치의 컴퓨터 그래픽 설계 기술, 원격제어 기술, 공정 설계 기술, 

장비․공정 제작기술, 작업을 효율적으로 전시하는 원격시각 전시기술, 및 

작업 공정을 제작 전 단계에서 미리 검증하는 시뮬레이터 기술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원격조작 작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서 사용후핵연

료 취급/해체공정 및 장치의 그래픽 설계기술, 다중센서 응용 기술 및 그

래픽 SW와 각종 장치의 접속․제어기술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의 개발을 

수반하여 원자력 관련 기술은 물론 각종 산업 기술의 첨단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취약 부분인 원격조작기술 중 핵심기술을 확

보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향후 사용후핵

연료 관리, 원자력 시설 유지․보수․해체 및 후행핵연료주기등의 사업 전

개 시 기술적 뒷받침을 제공하여 외국 기술의 종속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한, 원격 조작기술은 일반 산업계에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극한 환경 분야에 취약

한 공정 기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진동/무충격 크레인을 이용한 원격 하역/적재 기술은 중량물 취급 시

설에서 작업 시간의 단축 및 안전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 기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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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폐기물, 오염물 및 독극물 등을 취급하는 혐오산업 분야 및 각종 무

인 자동화 창고 등의 하역/적재 작업에 기술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우려

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시점에서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

게 취급하는 원격조작기술과 사용후핵연료 기계적 전처리 기술의 자립은 

대국민 신뢰도 및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 4 -

제 2 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사용후핵연료 안전이송 및 취급기술 개발>

무진동크레인은 운반물의 흔들림은 제거할 수 있으나 정 한 위치제어

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반물 하역시 지면과의 충돌 또는 목표지점에

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크레인의 비선형성 및 외란의 

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현장에 대한 고려 요소도 부족하 기 때

문에 현장 적용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한 무진동/무충격 크레인을 개발하 다. 또한, 개발 기술을 (주)반도기

계에 기술이전 하 으며, (주)반도기계는 무진동/무충격 관련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 다. (주)반도기

계는 광원전 5, 6호기 고체폐기물 취급크레인에 이전받은 기술중 드럼파

지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 개발한 수송용기 원격파지/개폐 

장치의 제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중 광전센서와 신경망 이론을 이용

한 파지 위치 정 인식 기술을 개발하 으며, 또한, 크레인 줄에 매달린 

파지장치의 진동을 방지하고 파지장치를 정확히 회전시키는 파지장치 회

전위치 제어 알고리즘도 개발하 다.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및 차세대관

리공정에서 요구되는 원격조작기 이송 및 핵물질 이송을 위해 천정 이동

형 텔리스코픽(telescopic) 조작기 이송장치를 개발하 다. 또한, 차세대 관

리공정에서 요구되는 셀간 핵물질 이송을 위한 카트(cart) 및 장치간 핵물

질 이송을 위한 수집통 파지장치를 상세 설계하 다.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및 차세대관리공정 기계장치 개발>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여 모의 핵연료 

소결체를 인출하는 일련의 공정으로 핵연료집합체 이송 시 수직상태인 핵

연료집합체를 수평상태로 바꾸어 주는 핵연료집합체 수직/수평 회전기구

개발, 이송된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연료봉을 인출하는 로타리식 다기능 인

출헤드를 장착한 핵연료봉 인출장치 및 연료봉의 이송 매카니즘 개발, 인

출된 핵연료봉을 절단하는 tube cut 방식의 연료봉 연속 절단장치 및 절

단연료봉의 이송 매카니즘 개발, 절단된 핵연료봉으로부터 소결체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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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레싱 방식의 비산화식 소결체 인출장치의 개발, 핵연료봉의 인출 

후 남게되는 구조폐기물을 압축하는 PKA(Pilot Konditionierungs Anlage)

의 압축방식과 B&W(Babcock and Wilcox)의 절단방식을 혼합한 핵연료

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를 개발하 다. 

비정상 연료집합체 취급/해체 기술개발분야에서는 6축 입력장치와 고하

중 조작기를 연계한 비정상연료 해체용 힘 반  원격조작시스템, 정 이송 

및 힘 반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또한 top nozzle 절단 알고리즘, 힘반

 원격조작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정상연료 집합체의 top nozzle 원격 절단

기술을 개발하 다.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공정장치 그래픽 제어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공정 그래픽 설계/전산모사 시스템은 사용후핵

연료 취급/해체 장치에 설정된 개념을 통하여, 해당 장치의 기능에 따라 

부품(part)을 구분하여 모델링하고, 모델링된 part를 구동특성별로 조합하

여 디바이스(device)를 설정하 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 기구학적 특성

(kinematics)을 부여하여 장치들의 구동 및 각각의 공정을 그래픽으로 전

산모사하여 장치개념의 적합성과 동작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

다. 장치들의 모델링 비율은 총 부품수 대비 80 %이며, 주요구동부는 

100 % 모델링하 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집포장공정을 개념설계하여 주

요장치 6종이상의 단위장치를 모델링한 후, 공정을 전산모사하여 집포장

공정의 개념을 정립하 다. 장치의 운전정보교환을 위한 정보교환체계 및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실제장치로부터 전송되어온 운전정보에 따라 그래픽 

서버가 동기화(synchronization)하여 그래픽 공정을 재현하도록 하 다. 이

와 같은 실시간 그래픽 재현기술은 TCP/IP 네트웍을 이용하 으며, 연료

봉 인출장치, 연료봉 절단장치 및 소결체 인출장치를 대상으로 그래픽 공

정/해체장비 실시간 연계 재현시스템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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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

<사용후핵연료 안전이송 및 취급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무진동 크레인의 실용화를 위하여 1989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하 고[1], 1989년에는 무진동 크레인의 기본 연구를 위하

여 소규모의 무진동 크레인을 제작하 다. 1990∼1991 년에는 접촉 식의 

회전형 전위차계를 이용한 각도측정장치 및 피이드백 방식의 무진동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기초적인 성능을 시험하 다[2]. 이와 같은 연구 결

과를 토대로 실증규모(1톤)의 무진동 크레인을 설계·제작하여 설치하 다

[3]. 1993년에는 제작된 실증규모 무진동 크레인의 기계구조 및 제어장치

를 보완하고 실증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레이저 센서를 이용

한 운반물 흔들림 각도측정장치를 개발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 으며, 각

도측정장치는 국내 및 국외(6개국)에 특허를 신청하 다[4]. 1994년에는 속

도 경로 폐회로 제어 방식을 특허 출원하여[5] 1996년 8월에 미국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외란 및 줄 길이 변화에 관계없이 정확한 지점에 안전하게 

하역시킬 수 있는 퍼지(fuzzy) 제어 방식을 이용한 무진동 제어 알고리즘

도 개발하 다[6]. 또한, 개발한 결과를 종합하여 상용 제품화하기 위하여 

one board 무진동 제어기를 설계·제작하 으며, 특허 출원 기술을 중소기

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무진동 크레인의 실용화 사업을 완료하 다. 그러

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크레인의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널

리 보급하지 못하 다. 따라서, 1996년부터는 벡터 제어 방식의 AC 모터

를 도입하고 운반물 하역시 발생하는 지면과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

는 무진동/무충격 크레인을 개발하기위해 연구를 수행하여 ‘98년에 개발 

완료하 고, (주)반도기계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 다.

1992∼1994년까지 대우엔지니어링과 KAIST[7]에서 퍼지 알고리즘을 도

입한 무진동 크레인을 개발하여 포항 제철소의 임항 창고 이송공정 작업

에 적용하려 하 으나, 알고리즘의 일부 오작동으로 실용화에 성공하지 못



- 8 -

하 다. 그림 2-1-1은 포항제철소의 핫코일 이송공정을 보여준다. 또한, 

1995년 부산대학교[8]에서는 현대 중공업의 수주를 받아 항만 크레인 작업

용 무진동 제어기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2-1-2는 연구수행을 위

해서 부산대학교에 설치한 크레인의 모습이다. 이외에 본 연구팀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은 바 있는 포항 산업과학기술원에서도 기존의 일반 크레

인을 벡터 제어 방식의 AC 모터를 도입한 크레인으로 개조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무진동 크레인 관련 연구는 국내의 몇몇 기관에서 연구를 수

행중이나 외국과 비교하여 실용화 연구면에서 미흡한 편이며 또한 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개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다.

그림 2-1-1. 포항제철소 핫코일 이송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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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시험용 무진동 크레인(부산대학교).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및 차세대관리공정 기계장치 개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평/수직 회전기구로는 울진 3, 4 호기에서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upender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장치는 그림 2-1-3에 보는 바와 같이 수중에서 wire rope 

cable을 이용한 유압식의 동력 전달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절단장치는 연구소내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수동조작(기계

식 매니퓰레이터) 방식으로 소량의 핵연료봉을 절단하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핵연료봉을 고정하는 고정장치와 다이아몬드 회전톱으로 

구성되며, 핫셀(9405셀)에서 습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장비는 간단하게 

소량의 핵연료봉을 절단할 수 있으나, 습식 절단작업 완료후 물통에 남아

있는 분말 및 물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회전톱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 과다한 절단속도에 의하여 절단장비가 손상 받을 수 있다. 핫셀에 설

치된 절단장치는 그림 2-1-4와 같다.



- 10 -

 그림 2-1-3. 울진 3, 4 호기의 Upender 측면도.

그림 2-1-4. 조사후시험시설의 사용후연료봉 절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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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과제에서는 핵연료 제조를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을 위해

서 약 50 cm의 PWR 사용핵연료의 길이 방향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산화하는 방법, 10∼20 mm의 길이로 핵연료봉을 절단하여 산화하는 

밥법, 그리고 핵연료봉의 길이 방뱡에서 피복관을 slitting하여 산화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 다. DUPIC 과제에서는 DUPIC 핵연료 제조 

공정에 가장 적합한 길이방향으로 slitting하여 산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힘반  원격조작 시스템의 연구는 국내의 일부 대학 및 연구소에서 기

초연구를 수행하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에 금성산전에서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조작 로봇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포항제철 산업기술연구소에서는 외

국의 산업용 로봇을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로 하고 마스터 매니퓰레이터

와 힘반  제어기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원자력 

시설에의 적용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 199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서는 인간형 로봇에 대한 원격조작 힘반  제어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되는 유지보수 장치 및 공구들은 대개의 경우 외국 장비를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며, 국내에서 원자력용으로 개발된 것은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 과제

에서는 다관절 조작기의 손목부에 부착할 수 있는 각종 공구(그리퍼, 절단

톱, 절단 가위 등)를 개발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 해체시험에의 적용연구

를 수행한 바 있으며, 향후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에서의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공정장치 그래픽 제어기술 개발>

일반 산업계에서는 제품의 개념설계부터 제조, 유지보수까지의 전체 

제품개발주기를 디지털환경 하에서 창조하고 전산모사하는 등, 엔지니어링

의 모든 분야에서 3차원 그래픽설계 툴(tool)을 이용한 virtual prototyping 

및 digital manufacturing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기술은 제품 

및 프로세스의 개념설계에서부터 엔지니어링, 제조, 유지보수, 교육 및 훈

련 단계에 이르는 새로운 제품 개발의 전체 주기에 걸쳐 3차원 그래픽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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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및 정 한 충돌 또는 간섭검사 기능 등을 부여한 전산모사와 프로세

스의 가시화를 통해 장치의 설계개념에 대한 타당성과 제작, 작업공정에 

대한 동적 분석 및 검증 등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그래픽 설계기술을 실제 환경의 제어계통과 연계하여 그래픽상의 

작업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공정을 재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 감

시 기술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그래픽 설계기술은 자동차분야(그림 2-1-5), 조선분야, 전기전자

분야 뿐만 아니라 방위분야 등, 국내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원자력분야에서는 고리원전의 구조를 3차원 그래픽설계 

툴(tool)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이를 홍보자료와 작업자의 훈련자료로 활

용하는 등 비교적 초보적인 단계이다.

그림 2-1-5. 자동차 제조 분야의 그래픽 설계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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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의 기술개발 현황

<사용후핵연료 안전이송 및 취급기술 개발>

 무진동 크레인에 관한 연구는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일본의 Kokan 제철소에서 hot coil의 이송작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시도되었다[9]. 그러나 당시에는 무진동 크레인 구현에 필수적 요소인 교

류모타 제어기술 및 운반물 흔들림 각도 측정 기술의 부족으로 이렇다 할 

연구 성과를 얻지 못하 다. 이후 1980년대 중반 들어와 몇몇 국가의 대

학, 연구소 및 산업체에서 무진동 크레인의 실용화연구를 다시 시작하 으

나 스웨덴의 ABB(ASEA Brown Boveri)[10]와 미국의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11]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기초 연구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ABB사는 항만에서의 콘테이너 이송작업을 위하여 개회로 방식

의 무진동 제어기를 크레인에 적용한 바 있으며 원자력 관련분야에서는 

미국 SNL(Sandia National Laboratory)과 ORNL이 중·저준위 폐기물 이

송작업을 위한 가속도 경로 계획 방식을 이용한 무진동 크레인을 개발한 

바 있다. 무진동 크레인의 핵심 기술은 운반물의 흔들림 제어 방식으로서 

이의 연구 현황 및 실용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운반물의 흔들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운반물의 주기를 이용하여 일

정한 가속도 경로(pattern)를 수립한 후에 이 경로에 추종하도록 크레인의 

가속도를 제어하는 가속도 경로 계획 방식(acceleration profile planning 

method)과 운반물의 흔들림 각도를 귀환(feedback)하여 흔들림 상태에 따

라 크레인의 속도 혹은 가속도를 제어하는 개회로 제어 방식(closed loop 

control method) 등이 제안되고 있다.

가속도 경로 계획 방식은 1980년대 초 Alzingers와 Carbon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일부 산업시설(항만에서의 콘테이너 이송작업)에 적용된 바 

있다. 1980년말에 SNL은 중·저준위 폐기물드럼의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이

송을 위하여 가속도 경로 계획 방식을 개선한 임펄스제어방식을 개발하여 

이의 소규모 실험을 수행하 으며, 1994년에 ORNL에서 SNL의 연구결과

를 실증시험한 바 있다. 이 방식은 흔들림 각도 측정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나, 로프의 길이가 변화되면 주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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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계획을 그때의 상황에 맞도록 변화시켜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고 이송 도중 줄 길이가 변하면 흔들림이 제어되지 않는다. 또한, 초기에 

운반물의 흔들림이 있거나 이송도중 운반 물이 다른 물체와 충돌할 경우 

흔들림을 제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표 2-2-1. 외국의 무진동 크레인 연구현황

국명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호주

연구  

기관

  SNL & 

  ORNL
   Kokan

ASEA Group 

(스웨덴) &  

Brown Boveri 

(스위스)

 헬싱키대학  시드니공대

연구  

기간
1987∼1994   1976∼ 1980∼1988   1987∼   1985∼

제어  

방법

Open Loop 

제어: 크레인 

의 동특성을 

이용한  

가감속 제어

Feedback & 

Program 

Control

Open Loop 

제어: 미국의  

SNL/ORNL과  

비슷한 방법

Closed Loop  

제어: 크레인 

의 동특성을 

고려한 Pole- 

Placement   

Control

Closed       

Loop 제어: 

크레인의 

동특성을 

고려한  

Feedback  

Control

실험  

방법  

 및   

규모

SNL의 

소규모 시험, 

ORNL의  

실증규모시험  

(454kg)

실제 Hot 

Coil 

크레인을 

개조 (5.3 

톤)

항만용 크레 

인을 대상 (25 

톤)

소규모 실험 

장치 제작

소규모 실험 

장치 제작

연구  

결과

위치정도:     

Error 발생

진동정도:   

0.18〫p-p

위 치 정 도 :    

5 mm

진동정도: 

0.10〫p-p

흔들림제어    

및 작업시간 

단축에 노력

위치정도:  

Bias가 발생 

진동정도: 잔 

진동

위치정도:    

3 mm

진동정도: 

0.3〫p-p

각도  

측정
     없음

LVDT응용, 

플로터(X-Y 

운동) 방식 

으로 측정

     없음

3개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각도측정

Rotary  

Potentiometer 

사용

연구  

결과  

활용

실증시험완료  

Kokan 

제철소에 

적용

스웨덴의 

산업시설(항만)

에 적용

기본 연구 

수행

기본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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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폐회로 제어 방식은 운반물의 흔들림 각도가 무진동 알고

리즘에 귀환되기 때문에 이송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어떤 흔들림도 제어할 

수 있다. 1980년 중반에 Eimei Ohnishi등은 회전형 전위차계

(potentiometer)를 이용한 흔들림 각도 측정장치를 개발하 으며, 소규모 

실험장치를 대상으로 PID선형 제어 이론을 적용하여 무진동 크레인을 구

현한 바 있다. 또한, J. Auernig은 이와 같은 PID선형제어기의 특성을 최

적화하여 운반물의 흔들림과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적 제어 이

론을 크레인에 적용하 다. 이외에 무진동 크레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여러 가지 제어 이론을 도입한 폐회로 제어기의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폐회로 제어 방식을 이용한 무진동 제어 방식은 가

속도 경로 계획 방식에 비하여 초기의 운반물의 흔들림에 관계없이 흔들

림 제어 특성을 보장하며 운반물의 이송도중 충격에 의한 2차 흔들림의 

발생을 신속히 제거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무진동 제어기로 단순한 

PID 선형 제어기만을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즉, 크

레인-운반물 시스템의 동력학적인계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PID 선형 제

어기를 소규모 실험 장치가 아닌 실증 규모 크레인에 적용할 경우 시스템

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또한 로프의 길이가 이송도중 변화할 경우 

흔들림 제어 특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유연한 제어 특성을 갖는 퍼지 제어기를 무진동 크레인에 적용하는 

연구가 1994년 Ito Onaji등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 퍼지 무진동 제어기

는 운반물의 흔들림 상태, 줄 길이 변화등을 측정 혹은 추정하여 이의 변

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어하므로 기존의 PID 제어기의 성능에 

비하여 훨씬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무진동 크레인은 일반 크레인에 비하여 고가이며 운반물 하역시의 충격

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이를 실용화한 기관은 많지 않다. 인간의 접근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의 이송 작업(미국 ORNL 경우)과 작업 

효율(작업시간단축)이 생산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항만 시설의 컨테이너 

이송 작업(스웨덴 ABB 경우)에 실용화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들 두 기

관의 실용화 현황은 다음과 같다.

SNL과 ORNL에서는 1988년부터 미국 DOE의 OCRWM(Off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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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에서 운 하고 있는 방사성폐기

물 저장조내의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및 기타 중량물을 크레인을 이용하

여 시설내 여러 지역으로 이송하는 작업의 원격 자동화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 다. 이 조사 결과, 중량물의 크레인 이송작업시 중량물의 흔들림

이 이송 작업의 자동화 구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즉, 중량물

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저장용기나 중량물의 정확한 원격 위치제어가 불가

능하며, 주변 차폐실(hot cell)내의 장비 혹은 다른 저장용기와 운반물과의 

충돌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기존의 중량물 이송작

업에서 작업자는 운반물에 큰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레인을 천천히 

움직이며,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반물의 

흔들림이 감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로 인하여 작업의 효율성이 크

게 저하되며 전적으로 숙련된 조작자가 크레인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운반

물의 정확한 위치제어와 완벽한 흔들림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하 다. 따라

서, SNL과 ORNL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진동 크레인 개발연구를 

수행하여 가속도 경로 계획 방식에 무진동 크레인을 개발하 다. 그림 

2-2-1은 ORNL에서 무진동 크레인 연구를 위해 사용한 AIMS 

transporter이다. 개발된 크레인은 '95년말 ORNL 및 Hanford site의 폐기

물 드럼 이송 작업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DOE(Department of Energy) 

관련사업 예산 삭감으로 실제 작업에 적용되지 못하 다. 

1980년대 중반에 스웨덴의 ASEA Group과 스위스의 Brown Boveri 

Co(BBC)의 합작회사 ABB사는 항만의 석탄, 광석, 곡물등의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크레인을 자동화하 다. 항만에서의 하역 또는 선적 작업에 있어

서 작업시간을 단축하면 항만 사용료 및 인건비의 막대한 절감효과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크레인을 이용한 하역/선적 작업 자동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특히,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운반물의 흔들림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무진동 제어 기술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따라

서, ABB사는 SNL/ORNL의 연구내용과 유사한 가속도 경로 계획 방식을 

적용한 항만용 무진동크레인을 개발하 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25톤 항만 

크레인에 적용한 결과, 80,000톤의 석탄을 하역하는데 약 9시간 정도를 단

축할 수 있었으며, 이 크레인은 전 세계의 항만시설에 널리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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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2-1. ORNL의 무진동 크레인 시험용 AIMS transporter.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및 차세대관리공정 기계장치 개발>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관련시설 중에 독일의 PKA시설은 독일의 

GNS(Gesellschaft für Nuclear-Service MbH)사가 사용후핵연료를 집․

포장․처분할 수 있는 PKA 시설의 건설(1997년 말) 및 사용후핵연료 취

급.해체 장치의 개발/설치를 완료(1998년)하고, 최근 장치 사용의 인․허가

를 받았다(1999년말). PKA 시설은 미국 DOE와 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이 Idaho주의 TAN(Test 

Area North)에 설치하고자 하 던 사용후핵연료 집․포장 시설(cold 

test후 계획 취소)과 함께 대규모의 사용후핵연료(35 MTHM/year)를 처

리․처분할 수 있는 실증 시설이다. PKA 시설에서는 독일의 각 연구기관

에서 개발해 온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모든 기술

을 실증해 볼 수 있으며, 이 중 본 과제에서 중장기 연구로 개발중인 사용

후핵연료 취급 및 해체기술과 관련한 주요 실증대상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봉 인출기술

   . 사용후핵연료봉 절단기술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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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기술

국, 프랑스, 및 미국의 재처리용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기술이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노후 기술임에 비하여, 독일 PKA시설의 처분용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기술은 최근의 첨단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기

술이다. 또한, 독일이 PKA 시설을 건설하고 장치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경제적 직접 처분의 대안으로 봉․포장 공정이 유리하

다는 것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독일의 집 포장 실증 시설(PKA)에서는 사용후핵연료봉을 제거한 집

합체 구조물을 500톤 프레스로 8 : 1로 압축 처리하여 처분용 캐니스터에 

봉한 후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이 저장 용기인 POLLUX cask에 적재하여 

저장 혹은 처분하게 된다. POLLUX cask 의 기본개념은 5개의 처분용 캐

니스터를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8

개의 연료봉을 집하여 4개의 캐니스터에 넣고 이때 발생하는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 구조 폐기물(NFBC) 8개를 압축하여 1개의 캐니스터에 봉

하여 넣도록 되어 있다[12]. PKA의 NFBC 압축 공정 전 단계인 연료봉 

포장공정, 핫셀 내부의 단면도 및 NFBC압축/포장 공정도를 그림 2-2-3∼

5와 같다. 

ꋯ compaction cell room 은 5 m(W) x 8 m(L) x 7 m(H)의 제한된 구

조를 갖으  며 차폐 유리를 갖춘 벽과 마스터 슬레이브를 이용하여 

원격조작을 하게 되어있다.

ꋯ 본 셀은 핵 연료봉을 추출하고 남은 skeleton 과 분해된 구조물 부품

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이들을 압축하기 위한 compaction system

을 갖추고 있다.

ꋯ 핫셀의 구조를 보면 구조 폐기물과 분해된 구조물을 이송하고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운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고, 새로운 장비와 부품

들을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전시스템으로 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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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연료봉 포장공정과 POLLUX canister.

그림 2-2-3. PKA의 핫셀 내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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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PKA 시설의 NFBC 압축/포장 공정도.

 PKA 압축 장치의 각 부분의 구성품들은 표 2-2-2과 같으며, 유압 시

스템과 다단램의 사용으로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압축할 때의 사고 발생시 오염 확산으로 인한 보수 유지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13]. 또한 압축력이 500 톤이기 때문에 많은 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B&W의 습식 집 계통(Fuel Master)인 사용후핵연료의 집합체 

해체, 절단, 압축공정은 수중에서 처리된다[14]. 먼저 탑노즐을 제거한 후 

연료봉을 추출하여 옆에 있는 캐스크에 집시키며 남은 압축구조물은 다

시 탑노즐로 조립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 시스템장치로 이동된다. 

압축구조물은 절단 장치내부로 수직방향 자세에서 완전히 인입되어지며 

서서히 단계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1차적으로 수평방향의 램에 

의해서 집합구조물은 측면방향으로 집, 압축된다. 2차적으로 수평방향의 

램에 의해서 집합구조물은 측면 방향으로 집, 압축된다. 2차적으로 램의 

바로 하단부에서 수평방향의 카터에 의하여 2 cm단위로 절단되는데 이 

절단된 구조물들은 경사진 안내판에 따라 자중에 의해서 저장박스에 모아

지며 저장된 조각들을 보관한다. NFBC 감용 전공정인 연료봉 집 포장

공정을 보여주고 있고, Fuel Master의 연료봉 집 포장공정과  B&W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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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BC 감용 공정도는 그림 2-2-5, 6과 같다.

표 2-2-2.  PKA skeleton compactor

번 호 구 분 번 호 구 분

1  Press assembly 14  Feeder assembly

2  Press cylinder 15  Support bearing

3  Press ram 16  Shaft coupling

4  Extension ram 17  Ball screw DC servo motor

5  Lid 18  Start Limit switch

6  Cover 19  Moveable table

7  I bolt 20  Ball screw

8  Skeleton piece box 21  Feeder assembly guide

9  Press box 22
 Clamping assembly DC

 servo motor

10  Press bearing 23  Roller DC servo motor

11  Slid guide 24  Final limit switch

12  Clamping assembly 25  Base frame

13  Skeleton

그림 2-2-5. Fuel Master의 연료봉 집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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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B&W 의 NFBC 감용 공정도.

수직/수평 회전기구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와 NUS사는 전기식 구동

방식으로 설계하 고, 지멘스사와 B&W사는 유압식을 채택하 다[15].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처리능력은 각각 웨스팅하우스, 지멘스, B&W가 1 

PWR, 1 BWR이며, NUS사는 2 PWR, 4 BWR로 설계하 다. 웨스팅하우

스사의 Downender는 그림 2-2-7과 같다. 

사용후핵연료를 습식 재처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전단방식(shearing machine)으로 절단하며, 절단된 사용후핵연료를 질산과 

같은 화학용액으로 처리하여 decladding하고 있다. 이러한 전단방식에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한 후, 봉 단위로 절단하는 방법과 집합체 전

체를 절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습식 재처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후자의 방

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2-8는 프랑스 재처리 시설인 UP3 시설

에서 사용하는 전단방식의 장치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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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Drive System

Stationary  Base FrameFuel Assembly Botttom Support

Fuel Assembly Clamping System

Linkage Bar

Movable Frame

Pivot  Shaft

 Support Rail

Carriage Assembly

Roller Screw
Bottom Support Carriage Assembly

Shaft
Actuator

Clamping System
Connecting Link

그림 2-2-7. 웨스팅하우스 downender 입체도.

그림 2-2-8. UP3 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절단장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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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화식(기계식) 소결체 인출 기술개발에 관한 국외의 연구로서 이집트

에서는 압착(pressing) 기술 방법으로서 다이(die)와 압착 피스톤(pressing 

piston)을 사용하여 피복관 내의 연료를 압착, 어냄으로서 핵연료와 피

복관이 분리된다. 다이의 단면적은 피복관으로부터 핵연료가 쉽게 분리되

도록 핵연료 단면적보다 약간 크며, 피스톤의 단면적은 다이를 통하여 압

착되는 핵연료의 단면적보다 작다. 이 기술은 적절한 기계적인 개량을 통

하여 다른 형태의 다양한 핵연료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기계적으로 결합된 핵연료봉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금속학적

으로 결합된 핵연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이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2-2-9와 같다.

Plug

Die

Clad

Fuel

그림 2-2-9. 압착(pressing) 기술.

  일본의 Kobe Steel Ltd.에서는 rolling straightener 기법에 의한 탈피복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연료봉에 회전과 충격을 줌으로써 분리

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장치 제작시 제작비가 과도하여 연구 및 

실증 장치로는 부적합하다. 이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2-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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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Rolling straightener 기법에 의한 탈피복.

매니퓰레이터를 도입한 최초의 원자력용 원격조작기는 1945년 미국 

Argonne National Lab.의 R. Goertz에 의하여 개발된 기계식 마스터-슬레

이브 시스템으로서, 차폐실 내에서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데에 사용되었

다. 1980년대 초반과 중반까지의 원자력용 매니퓰레이터는 정교한 작업을 

위한 전동식 서보매니퓰레이터가 주로 개발되어 사용되어왔다. 대표적인 

힘반  서보매니퓰레이터로는 미국 ORNL의 ASM, 및 CESARM, 미국 

CRL의 M2(그림 2-2-11), 프랑스 CEA의 MA23, 일본 PNC의 BILARM등

이 있다[16∼23]. ORNL의 ASM은 각 팔이 모듈식 구조로 조립되어 있어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장시 원격 조작 방식으로 보수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PNC는 ORNL로부터 ASM 설계 기술을 전수 받아 자체 내에서 

BILARM을 개발한 바 있다. 이에 반하여 정교한 작업은 수행할 수 없으

나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전동식 매니퓰레이터가 오히려 원자력 시설

에 널리 적용되었다. 전동식 매니퓰레이터의 대표적 모델로는 미국 GCA 

3,000[24], 독일 Hans Walischmiller의 A1065[25]등이 있다. 대부분의 큰 

가반중량/자체중량비가 요구되는 서보 매니퓰레이터(가반중량 : 10∼25 

kg)에 비하여 전동식 매니퓰레이터는 100 kg 이상의 가반중량을 가지며 

매니퓰레이터 자체의 중량에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 차폐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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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자력용으로 적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2-2-11. CRL의 M2 매니퓰레이터.

원자력용 원격조작기가 작업환경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힘 정보를 조작

자에게 전달해주어 조작자가 마치 슬레이브의 위치에서 환경과 직접 접촉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힘반  입력장치가 

개발되어 왔다. 힘반  입력장치를 구조적 측면에서 구분하면 크게 속도지

령형과 위치지령형으로 나누어진다. 속도지령형 입력장치는 주로 조이스틱 

구조로 되어있으며, force ball과 같은 특수한 구조를 갖는 경우도 있다. 

국 AEA Technology사의 Harwell 연구소에서는 joystick 형태의 힘반  

입력장치를 개발하여 상품화한 바가 있다[26]. 원자력 시설용 원격조작기

에는 관절형 기구 구조를 갖는 위치 지령형 마스터팔(master arm)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마스터팔은 슬레이브팔과 동일한 구조를 가질 수 도 있으

나,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다른 구조를 가지더라도(범용입력장치라 함) 간

단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구학적 차이를 보완해줄 수 있다[27]. 마스터 

팔과 슬레이브 팔이 동일 구조를 갖는 원격조작기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국의 Newcastle 대학에서 개발한 PUMA 260/PUMA 760 로봇을 들 수 

있다[28]. 대표적인 힘반  범용 입력장치로는 미국 JPL(Jet Pro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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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의 hand controller[29], Catholic 대학의 PFORCH[30], 독일의 

PUSH[31] 등이 있으며, Mitsui Engineering사의 FF Joyarm 및 Cybernet 

Systems사의 PER-Force 6축 hand controller 등이 있다. 

힘반  제어기법은 크게 위치기준(position-position) 힘반 과 힘기준

(position-force) 힘반  제어기법으로 구분된다. 위치기준형 힘반  제어

기법은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위치 차이에 비례하는 힘을 마스터 측에 반

해 주는 방법인데, 만약 작업 대상과 슬레이브의 정확한 탄성계수를 알 

수 있으면, 후크의 법칙으로부터 정확한 힘을 반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의 탄성계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느낌을 반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힘기준형 힘반  제어기법은 슬레이브에 장착

된 힘/토크 센서로 접촉력을 측정하여 이를 마스터 측에 반 시키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힘 측정시에 발생하는 고주파 성분의 노이즈

를 적절히 필터링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시간지연

이 발생하고 힘반  비도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보완하여 힘반  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론들이 개발되

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임피던스 제어기법[32], 컴플라이언스 제어

기법[33] 및 분할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법[34]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상 사용후핵연료의 해체(top nozzle 절단 및 grid 절단) 

작업, 또는 각종 장치의 보수작업에는 취급하중 50-100 kg 정도의 고하중 

취급용 원격조작기가 요구된다. 최근에 인․허가 작업을 완료한 PKA 시

설에 취급하중 50 kg의 서보 매니퓰레이터 Telbot를 설치한 바 있으며, 

미국 schilling사는 유압구동방식의 고하중 매니퓰레이터 Titan 7F를 개발

하여 원전의 유지.보수작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하중 취급용 원

격조작기는 큰 하중의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위치정 도가 나쁘

고,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의 힘반  기능이 없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동

향은 고하중 작업용 원격조작기에 힘반 기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공정장치 그래픽 제어기술 개발>

원자력분야에서는 위험한 방사선환경에서의 작업이나 핫셀내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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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폐쇄된 환경에서의 작업을 전산모사하여, 작업자의 안전성과 작업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 설계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GNS

사는 PKA 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의 수납장비 및 관련공정을 3차원 그

래픽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전산모사(그림 2-2-12)하는 방식으로 실증장비

를 개발한 바 있다. 미국의 SRTC(Savannah River Technology Center)는 

DOE의 지원을 받아, 240,000 m3 의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을 그

래픽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작업자의 오조작 및 공정의 문제점을 사전

에 파악하게 함으로써, 작업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 다[35]. 미국 SNL

에서는 Pantex시설내의 핵무기 해체작업에서 작업자의 피폭량 감소와 작

업속도의 향상을 위하여 REMS(Radiological Environment Modeling 

System)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36]. 미국 Westinghouse Hanford 사

는 사용후핵연료 취급/포장 작업에 대한 3차원 그래픽 시뮬레이터를 개발

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인 Hanford PUREX 시설의 각종 원격 장

비와 공구의 개념설계, 사전검증 및 최적의 작업순서를 개발하는데 활용하

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 다[37]. 국의 

Nuclear Electric 사는 원자로내의 검사와 유지보수 작업에 적용되는 매니

퓰레이터의 작업범위에 대한 사전계획 및 검증 등에 3차원 그래픽시뮬레

이션을 활용하 다[38],[39]. 일본 JNFL은 고준위 액체폐기물 저장시설(K

시설)에서 캐니스터 수납장치에 대한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IGRIP을 이용한 Virtual Prototyping을 활용(그림 2-2-13)하 고, 핵연료

주기 시설내 핫셀에서의 원격취급과 유지보수를 위한 크레인 또는 매니퓰

레이터의 작업절차 설정과 가능한 작업 역 검증 및 작업자 훈련을 위해 

그래픽 기술을 활용(그림 2-2-14)하고 있다[40],[41]. 본 과제에서는 이와 

같이 산업계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는 그래픽 기술을 높은 신뢰도를 요구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해체장치 설계/제어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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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독일 PKA 시설의 수송용기 개폐공정 전산모사.

crane

port

Revolving
Rack

Window

가상 작업환경 차폐창 뷰

그림 2-2-13. 일본 JNFL K 시설의 Virtual Prototyping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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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산모사 실제 작업공정

그림 2-2-14. 인셀 크레인 유지보수 전산모사 및 실제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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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사용후핵연료 안전 이송 및 취급기술 개발

1. 무진동/무충격 크레인기술 개발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레인은 거의 100% AC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시설에서는 크레인 작업시에 단순히 ON/OFF 동작만 하

는 경우가 많고, 좀더 발전한 것이 다단제어 정도이다. 이것은 크레인 작

업의 단순성에도 있지만 AC 모터의 제어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도 있

다. 그러나, 최근에는 DC 서보 모터 제어성능과 유사하게 AC 모터도 제

어할 수 있는 벡터 인버터 기술이 개발되어 엘리베이터 및 크레인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크레인 작업장을 중심으로 생산성, 안

전성을 높이기 위해 크레인 작업의 자동화에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크레인 작업은 이송중에 운반물의 흔들림이 발생하고 하역시에는 

운반물에 충격이 발생하여 제어하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한 무진동 크레인에서 확보한 운반물 흔들림 제

어기술을 바탕으로 무충격 크레인을 개발하기 위해 '96년도에 1차적으로 

산업용 2톤 크레인을 제작하 으며, 이송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거리 레

이저센서 및 이송물의 흔들림각을 측정할 수 있는 각도측정장치를 설치하

다. 여기에 기존 방식(ON/OFF) 외에 컴퓨터 시스템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추가로 설계/제작하 다. '97년도에는 80196 CPU가 내

장된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전용제어기를 개발하여 설치하 으며, 공간상

에 놓여있는 이송물의 좌표를 측정하기 위한 좌표측정장치를 설치하 다. 

이때, 설계시에 반 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산업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레인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확보하고 있는 무진동 제어기술을 적용한다.

셋째, AC 모터 제어에는 제어성능이 우수한 벡터 인버터를 사용한다.

넷째, 크레인 작업장을 좌표화하기 위해 절대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센

서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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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크레인은 기존 ON/OFF 방식 및 벡터 인버터 제어 방식을 절환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무진동 크레인에서 개발한 컴퓨터 전용제어기를 거더 시스템 위

에 설치하여 크레인 시스템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일곱째, 크레인의 제어는 기존 펜던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

상의 제어실에서 무선으로 컴퓨터 전용제어기를 통제할 수 있

게 한다.

여덟째, 작업장에 놓여있는 이송물의 좌표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크레인 설치

제작한 크레인은 현재 수송용기 시험시설에 설치된 10톤 크레인(높

이 7 m, 폭 17 m, 길이 40 m)의 레일위에 그림 3-1-1과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하 으며 이에 대한 기본 사양은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세한  제작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더 시스템(girder system)

거더는 트롤리 시스템이 놓여지는 시스템으로 2개의 새들(saddle)

과 2개의 보로 구성되며, 각각의 새들은 길이 3550 mm, 폭 220 mm, 높이 

360 mm 크기로 제작하 다. 두개의 새들위에는 2.5톤의 시험 용량에도 안

전한 길이 17 m인 두개의 보를 950 mm 간격을 두고 부착하 다.

(가) 새들

새들은 형강 구조로서 거더의 단부와 결합되어 거더로 부터 수

직 및 수평 모멘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주행차륜에 하

중이 등분포되도록 설계하 다. 거더와의 고정은 볼트 및 H.T 볼트로 하

으며 각 새들에는 지름이 250 mm인 두개의 바퀴(차륜)를 부착하 다.

① 주행차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

지도록 설계하 으며 차륜이 내마모성을 갖도록 제작하 다. 차륜에는 베

어링을 내장시켜 교환 및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하 다.

② 전동기

두개의 새들 바퀴 각각에 취부하 으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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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평치차 geared AC 농형 모터(3상 220 V, 1.5 kw, 감속비: 1/8.52

×15/57)를 사용하 다. 두개의 모터 중 한개에는 line drive 형태의 엔코

더(2048 pulse/rev)를 부착시켜 벡터 인버터와 접속시켰다. 모터는 브레이

크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 정지시에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3-1-1. 2톤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그림 3-1-2.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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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크레인 기본사양

type (형식)
2 ton × span 16m935 hoist식 

천정 crane

rated load (정격하중) 2   ton

testing load (시험하중) 2.5  ton

span(주행 rail 중심거리) 16.935 m

lift (양정) 6.83 M

girder (형식) box type

speed

(속도)

hoisting (권상) 10   m/min 3.7 KW × 4P

traversing (횡행) 34   m/min 1.5 KW × 4P

travelling (주행) 42   m/min 1.5 KW × 4P

brake

hoisting (권상) D. C magnet disc brake

traversing (횡행) D. C magnet disc brake

travelling (주행) D. C magnet disc brake

주위온도(max.) 40。C

power 

source

(전원)

power (동력) AC. 3φ    220 V   60 Hz

control (조작) AC. 1φ    110 V   60 Hz 

control method (운전방식) by pendant P. B. s/w

buffer type rubber

wire rope 종류 (6 × 19) φ8 × 4falls

rail
traversing (횡행) 15 kg/m

travelling (주행) 22 kg/m (기존 line)

power 

system

(급전방식)

traversing (횡행) festoon type

travelling (주행) festoon type

rating (정격)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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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

보는 강판 구조로서 수평 및 수직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제작하 다. 거더의 굽힘은 정격하중이 거더의 중앙부에 있을 때 

span의 1/800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 으며 두개의 보위에는 레일을 설치

하여 트롤리 시스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 다.

(2) 트롤리 시스템(권상, 횡행장치)

거더위의 레일에 2톤 용량의 트롤리 시스템을 장착하 다. 트롤리 

시스템은 4가닥의 로프가 감겨있는 권상(hoist) 장치와 트롤리(trolley) 시

스템을 이송시키는 횡행장치로 구성되는데 크레인의 횡행 및 상하 작업에 

사용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권상 장치

drum과 drum case로 구성되며 drum 직경(232 mm)은 wire 

rope 직경의 20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drum의 크기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설계하 다.

① 감속장치

감속장치는 동력전달점의 등분포로 안정된 회전력을 전달하

는 유성치차 및 내치차(감속비: 1/64.3825)를 사용하여 조립분해가 용이하

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② 전동기

전동기는 정격회전이 원활하고 high start로 기동되는 hoist

용 특수농형 AC 모터(3상 220V, 3.7 KW)를 사용하여 기동 토크 특성이 

보통 농형 모터 보다 훨씬 강하게 제작하 으며 축 뒤편에는 브레이크를 

장착시켜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 다. 또한, 브레이크 뒤편에는 line drive 

형태의 엔코더(2048 pulse/rev)를 부착시켜 벡터 인버터와 접속시켰다.

③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하중을 보지하는 역할을 하며 DC magnet disc 

brake로 제작하 다. 브레이크는 절대로 자연낙하 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

하여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 으며 소음을 적게

하고, 흡인력도 AC 브레이크의 1/60 정도로 하여 충격이 작도록 하 다. 

또한 반 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브레이크 제동력은 전동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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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회전력의 150배 이상이 되도록 하 다.

④ 로드브럭

본 장치는 sheave, cross head, sheave cover & hook로 구성

된다. cross head 에는 bearing (thrust)을 설치하여 hook를 지지하도록 하

며 부하가 회전 가능하도록 하 다.

(다) 횡행 장치

횡행장치는 횡행차륜, 횡행 감속기, 전동기로 구성되며 좌우 횡

행차륜의 전동기를 회전시킴으로서 차륜을 구동시킨다.

① 횡행차륜

횡행차륜은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140 mm)

을 가지도록 하 으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모성을 갖도록 제작하 다. 또

한, 차륜은 베어링을 내장하여 차륜의 교환 및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하

다.

② 전동기

횡행 장치에는 브레이크가 부착된 ac 농형 모터(3상 220 V, 

1.5 KW)를 사용하 다. 모터축 전단에는 평치차 감속장치(감속비: 17/47×

1/8.52)를 부착하 으며 브레이크 후단에는 line drive 형태의 엔코더(2048 

pulse/rev)를 추가로 부착하여 벡터 인버터와 접속하 다.

나. 센서 설치

(1) 리미트 스위치

각 새들 끝단에는 거더 시스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버캠

식으로 되어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1개씩 부착하 고, 충돌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충격 흡수 고무를 각각 부착하 다. 권상장치와 횡행장치에도 레버

캠식으로 되어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메인선을 차단시키게 하

다.

(2) 충돌방지 센서

10톤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시설에 제작한 무충격 크레인을 

설치한 관계로 두 크레인 간에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어 광전자 센서를 

사용하여 두 크레인이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하면 전원공급선을 차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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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다.

(3) 레이저 센서

크레인은 백래쉬가 있는 감속기를 사용한 관계로 이송중의 위치 

정 성이 다소 떨어진다. 특히, 정지시에는 새들 시스템 및 트롤리 시스템

이 크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정 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레이저 장거

리 센서를 부착하여 항상 크레인의 절대적인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크레인 작업의 자동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레이저 

장거리 측정센서는 새들 방향과 보 방향에 부착하 고, 마주보는 반대쪽에 

반사판을 부착하 다.

(4) 무선제어기

기존 펜던트 사용방식의 크레인을 무선방식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무선모뎀을 부착하여 지상의 제어실에서 무선으로 무충격 크레인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하 다.

다. 운반물 흔들림 각도측정장치

크레인 작업에서 이송물체는 로프 하단의 훅크 혹은 파지기구에 매

달려 목적지까지 운반되는데 이때 작업자는 크레인의 거더, 트롤리, 및 호

이스트를 동시에 구동시킨다. 거더와 트롤리의 동시운동은 이송물의 흔들

림을 공간의 평면상에서 두 운동의 합성방향으로 흔들리게 하여 작업에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크레인을 제어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이를 

제어하여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의 컴퓨터 제어에 있어서 2차원 이송물 흔

들림각 측정기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송물 흔들림 각도측정기에는 여

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CCD 카메라, 초음파센서, 및 레

이저센서 신호들을 이용하는 비접촉식 방법으로 기계적인 구조가 단순하

다.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송물의 파지장치에 표적을 붙이거나 특징 

점을 표적으로 삼아 이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화상처리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간 제어를 구현하기 어렵다. 초음파센서나 레이

저센서 방식은 반사판이 요구되어 구조 및 측정각도의 최고값에 제한이 

따르지만 레이저센서 방식의 경우는 정 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또한,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는 고가인 단점도 있다. 둘째는 기계적인 구조와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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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조합을 통한 접촉식 방식으로 일종의 조이스틱 원리와 유사한 구조

이다. 여기에는 회전형 위치센서(엔코더, 전위차계), 자기센서등을 사용하

고 있으나, 센서의 성능도 레이저 센서보다 떨어지며, 기계적인 접촉 과정

에 서 나타나는 백래쉬 등으로 인하여 정 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도 있

다. 그러나, 경제성을 고려할 때 회전형 위치센서를 활용한 각도측정기 구

성이 타당하다.

각도측정장치에는 단지 직교 x, y축 상에서만 흔들린 운반물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식과 임의의 방향으로 흔들린 각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으나, 

실제 크레인 작업에서는 운반물의 흔들림이 임의의 방향으로 흔들리기 때

문에 이에 대한 각도측정장치가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교적 저렴하고 기계적인 구조도 단순하면서, 임의의 방향으로 흔들린 각도

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 다. 즉, 로프의 움직임에 따라 센서에

서 뻗어나온 와이어가 직선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때의 이송변위에 비례한 

센서 출력정보를 이용하여 운반물의 흔들린 x, y축 방향 각도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림 3-1-3은 센서의 배치에 따른 각도 측정 장치의 대략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의 기계적 구조 해석을 통하여 얻은 각도 측정 알고리

즘은 표 3-1-2와 같다. 표 3-1-2(a)는 두개의 센서를 서로 직교상에 배치

한 경우로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여 정 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표 

3-1-2(b)는 두개의 센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로 (a)보다는 계산식도 단

순해지고 정 성도 높아진다. (c)는 (a)와 (b)를 조합한 경우로 (a), (b)의 

경우보다도 계산식이 단순하고, 정 성도 가장 우수하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b)와 (c)의 계산식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구조의 단순성 및 가격

을 고려하여 단지 두개의 센서만을 이용하는 (b)의 방법을 채택하 다. 이

의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각도측정장치는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

으며 호이스트 하단에 설치하 다. 센서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회전형 

전위차계를 사용하 다. 각도측정장치속에는 로프(4개)가 관통하도록 하

으며 그 중 고정된 로프의 한개에 두개의 회전형 전위차계에서 뻗어나온 

와이어를 부착하 다. 그림 3-1-5는 회전형 전위차계를 이용하여 제작한 

각도측정센서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로프에 부착되는 케이블은 로프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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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구조변화에 따른 각도측정장치 개략도.

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순응하도록 무게추(납)를 매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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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각도측정 알고리즘

구분 계산식

(a)

 θ x =  
- l 2n cos ( tan

- 1 y 0
x 0
+ cos - 1

x 0
2
+ y 0

2
- l 1n

2
+ l 2n

2

2 x 0
2+ y 0

2

l 2n
)

h

 θ y =  
- l 1n cos ( tan

- 1 x 0
y 0
+ cos - 1

x 0
2
+ y 0

2
+ l 1n

2
- l 2n

2

2 x 0
2
+ y 0

2

l 1n
)

h

 

(b)

 θ x=

p 2+ l 1n
2
- l 2n

2

2p
- x 0

h
    

 θ y=
l 1n

2-(
p 2+ l 1n

2
- l 2n

2

2p
)
2- y 0

h

(c)

 θ x=

p 1
2
+ l 1n

2
- l 2n

2

2p 1
- x 0

h
 

 θ y=

p 2
2
+ l 1n

2
- l 2n

2

2p 2
- y 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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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트롤리 하단에 부착된 2차원 각도측정장치.

각도측정센서 
A

각도측정센서
C

그림 3-1-5. 각도측정센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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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송물 좌표 측정장치

크레인 작업장에는 이송물이 정해진 지점에 놓여 있는 경우와 그렇

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통해서 이송물이 들어오는 경우 

임의의 지점에 차량과 이송물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이송작업의 자

동화를 고려할 때 이송물이 있는 좌표, 크기 및 틀어진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의 정보 획득 방법으로는 천정에 물체 좌표측정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트롤리에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천정에 설치하는 경

우는 정 성 및 인식 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작업장의 전

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트롤리에 설치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이와 같이 

임의의 위치에 있는 이송물의 좌표를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일차적으로 

천정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대략적으로 물체의 좌표를 찾아 이의 정보를 

활용하여 크레인을 이송물에 접근시킨 후 정지한 상태에서 크레인과 이송

물의 x, y 오차를 좌표측정장치를 통해서 정 하게 다시 측정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상단면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어느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물체의 상단면을 가로지르는 라인선상의 점들에 대한 높이 및 

기준점까지의 거리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는 레이저 슬릿 빔(slit beam)과 카메라 혹은 레이저 거리 센서

와 미러(mirror)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저 슬릿 빔과 카메라

로 구성할 경우 측정장치가 다소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상처

리(image processing)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반면에 레이저 거리센서를 활용하면 측정장치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또한 

측정시간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거리센서를 활용

하 다. 측정장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파지기구(grasp device), 트롤리, 천

정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파지기구에 설치할 경우 흔들림으로 인해서 측

정 정 도에 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설치 환경도 좋지가 않다. 천정에 

설치할 경우 일정 역에 놓여있는 물체만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6의 개략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롤리에 물체위

치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지면에 놓여있는 물체를 스캔하면서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이 경우 대부분의 트롤리는 지상으로부터 5 m 이

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거리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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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이송물 좌표측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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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된다. 측정장치는 레이저 거리센서와 센서 빔의 방향을 바꾸는 

회전 미러 및 센서를 회전시키는 기구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레이저 센서와 회전 미러가 부착된 독일 IBEO사의 LADAR 

2D-50을 일본 하모닉드라이브사의 중공축 서보모터(라인드라이브 엔코더 

부착)에 체결하여 360°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 으며, 그림 3-1-7과 같이 

트롤리 하단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하 다.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중심은 미

러의 중심이 되도록 모터축과 미러 중심을 일치시켰으며 바닥까지의 높이

는 6,630mm 이다. 물체좌표 측정장치는 PC 586에 내장한 미국 MEI사의 

다축제어보드로 회전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 으며, RS422 카드를 삽

입하여 LADAR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도록 하 다. 전송 데이터와 물체 

좌표측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PC에서 각 이송물에 대한 위치, 크기 및 

틀어진 각도를 실시간으로 찾게 된다. 물체좌표 측정장치에 대한 대략적인 

제어계통은 그림 3-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LADAR 2D-50 제어기는 고

속의 병렬 프로세서인 T800 트랜스퓨터(transputer)를 내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생산하며 높은 전송속도를 가지는 RS422 직렬통신 방식

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LADAR는 최대 50m 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며, 0.56°의 간격으로 최대 270°를 스캔(scan)할 수 있고, 초당 3600

번 샘플링(sampling) 한다. 여기서 스캔범위는 임의로 최대범위내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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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좀더 세 한 스캔을 위해서는 측정시작각을 이동(shift) 

시키면서 반복측정하면 분해능을 높일 수 있다. LADAR의 최대 스캔각도 

분해능이 0.02197°(360°/214) 임을 고려할 때 25번 정도 스캔시작각을 

이동시킬 수 있다. 출력 데이터는 스캔 각도( α )와 그 지점까지의 거리정

보 ( l )이다.

그림 3-1-7. 물체좌표 측정장치.

그림 3-1-8.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제어계통.

Ground

거더

Trolley

PC586
LADAR Interface 
Board

MEI DSP-Series 
motion Controller

RS-422 D/A
Encoder
SignalLADAR 2D-50

서보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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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크레인 제어장치

상용 제어장치와 컴퓨터 제어장치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작하 다. 상용 제어장치는 일반적으로 크레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

며, 컴퓨터 제어장치는 벡터 인버터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장착한 제어시

스템을 말한다.

(1) 상용 제어장치

(가) 제어판넬

주행(거더 동작) 모터, 횡행(트롤리 동작) 모터 및 호이스트 모

터를 제어하기 위해 상용화된 회로로 구성하여 거더 및 트롤리 시스템에 

장착하 다.

(나) 펜던트 스위치

상용 펜던트 스위치를 개조하여 상용 제어장치와 컴퓨터 제어

장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는 수동/자동 절환모드를 추가하 다. 자동모드

로 절환하게 되면 벡터 인버터 제어가 가능하고 또한 크레인 시스템을 컴

퓨터로 제어 할 수 있게 된다.

(2) 컴퓨터 제어장치

기존 크레인 제어장치는 단순히 ON/OFF 기능만을 내장하여 원하

는 속도경로로 제어할 수 없다. 그러나, 무진동/무충격 크레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AC 모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AC 농형

모터를 정 하게 속도 및 토크 제어할 수 있는 벡터 인버터를 구입하여 

컴퓨터 제어회로를 구성하 다. 벡터 인버터의 제어는 그림 3-1-9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크레인 전용의 컴퓨터 제어기가 담당하도록 하 다. 컴퓨터 

제어기는 각도측정장치로 부터 운반물의 흔들림 정보, 레이저 센서로 부터 

크레인의 절대위치 및 무선모뎀으로 부터 지상의 호스트 컴퓨터에서 보내

오는 통제신호를 받아 들여 크레인 시스템을 총괄하여 제어한다. 이의 장

치는 거더 시스템 위에 그림 3-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치하 다.

(가) 호스트 컴퓨터

컴퓨터 제어장치에 명령을 지령하고 현재 크레인의 정보를 지

상에서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크레인을 관리하는 시

스템이다. 지령신호는 지상에 설치한 무선모뎀을 통해서 거더 시스템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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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무선모뎀으로 전달되며 컴퓨터 제어장치는 이를 받아 들여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3-1-9. 크레인 제어기 주변접속 개략도.

Motor Encoder

J300-055LF/J-FB (X axis)

Motor Encoder

J300-055LF/J-FB (Y axis)

Motor Encoder

J300-055LF/J-FB (Z axis)

        I/O   ENCODER(x)              D/A(x)         I/O    ENCODER(y)            D/A(y)        I/O    ENCODER(z)            D/A(z)
 (LIMIT,RELAY) (POSITON)         (SPEED)  (LIMIT,REALY) (POSITON)         (SPEED)  (LIMIT,RELAY) (POSITON)         (SPEED)

                                 CRANE   CONTROLLER  ( 80-196 KC )

                       ANGLE DETECTION (θx, θy)                           COM-PC   COM1    COM2    COM3
                A/D                                             A/D                         RS-232   RS-232  RS-232  RS-232

Potentiometer
AA

Potentiometer
AADC5V DC5V

Ladar 1D-X

Ladar 1D-Y

EXECUTABLE PROGRAM DOWN LOAD
COMMAND
CRANE STATE DISPLAY

COM1 ( RS-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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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제어장치.

무진동 /무충격  크레인  제어장치

(나)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전용제어기

산업시설에서의 크레인 조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째는 작업자가 지상에서 펜던트 조작기로 크레인을 구동시키는 방식이고, 

둘째는 작업자가 크레인 거더 위에 탑승하여 조작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전적으로 숙련된 작업자에 의존하므로 크레인 조작에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며, 특히 작업자의 방심이나 피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탈피하고, 원격지에서 크레인을 조

작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작업자를 보호하고, 또한 크레인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작업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 제어기를 개

발하여 거더 위에 탑재시켰다. 크레인 제어기의 CPU는 Intel에서 생산되

고 있는 마이크로 콘트롤러(micro controller)인 80196KC를 사용하 다. 

RS-232C는 4개의 포트를 갖고 있으며 지상의 컴퓨터와 통신을 하는 포트

는 CPU 자체가 갖고 있는 통신포트를 사용한다. CPU 자체 통신포트 외

의 직렬포트는 직렬통신용 인터페이스칩(8251)을 사용한다. 2개의 포트는 

크레인의 절대이송거리 측정센서(1-D Radar)와의 통신에 사용하고 1개는 

여유분이다. AD는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10V 범위 내에서 

single-ended로 8개까지 제어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 으며, 이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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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크레인 제어기.

Power
supply

CPU 보드

입출력  보드

카운터  보드

option 보드

전용제어기

개는 differential과 2 Hz의 필터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호를 1에서 5

배까지 증폭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DA는 4개의 포트를 가지며 기본적으

로 ±5V 범위를 출력하지만 2배까지 증폭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크레

인의 농형 AC모터를 구동시키는 벡터인버터의 지령 속도에 활용된다. 카

운터(counter)는 라인 드라이브 방식의 엔코더 펄스를 4개까지 읽을 수 있

으며, 크레인 모터에 부착된 엔코더의 펄스를 읽는데 활용한다. 디지털 출

력은 8개까지 할 수 있으며, 크레인 릴레이의 ON/OFF에 활용한다. 디지

털 입력은 16개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며, 주로 리미트 신호를 받아들이는

데 활용한다. 크레인의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기의 프로그램은 지상의 슈퍼

바이저 컴퓨터(PC 586)에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는 

RS232-C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무선모뎀을 거쳐 크레인 제어기에 전송된

다. 전송된 프로그램은 크레인 제어기의 32K RAM에 다운로드(download) 

되고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크레인을 동작시킨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다운로드는 필요없게 되며 제어기의 32K ROM에 직접 저장한

다. 제작된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제어기의 사진은 그림 3-1-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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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배선

거더 위에는 두 가닥의 페스툰(festoon)을 설치하여 트롤리 시스템 

모터의 전기 공급(3상 AC 220 V) 및 펜던트 스위치 조작(단상 AC 110 

V)에 사용하도록 하 다. 레일에도 1개의 페스툰을 설치하여 새들 모터의 

전기 공급(3상 AC 220 V)에 사용하도록 하 으며 엔코더 및 회전형 전위

차계의 신호선도 페스툰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 다. 전기 공급선을 제외한 

각종 신호선은 shield 처리된 선을 사용하여 노이즈에 강하도록 하 다.

바. 천정크레인의 3차원 수학적 모델링

크레인의 3차원 운동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3-1-12와 같다. 

여기서, 고정된 절대좌표계의 원점을 O로 하고 거더 및 트롤리의 운동에 

따른 이동좌표계의 원점을 B, 이송물의 질량 중심을 A로 하 다. 따라서, 

고정된 절대좌표계에서 본 이송물의 위치벡터( γA)는 식 (3-1-1)과 같으며 

속도벡터( γ Ȧ)는 식 (3-1-2)와 같다.

그림 3-1-12. 크레인의 3차원 운동.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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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y

x

z
M

B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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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γA = (x+ x 1 )i+(y+y 1 )j+z 1k                               (3-1-1)

 γ Ȧ =
d
dt
(x+ x 1 )i+

d
dt
(y+ y 1 )j+

d
dt
z 1k                    (3-1-2)

      where, x 1 = lsinθsinφ

            y 1 = lsinθcosφ

            z 1 = lcosθ

위의 식과 라그랑지 방정식(Lagrange equations)을 사용하여 크레인 시

스템의 동역학적인 모델을 세울 수 있다. 모델링에 사용할 변수들은 다음

과 같이 정의하 다. Fx는 거더에 가하는 힘, Fy는 트롤리에 가하는 힘, 

Fl은 호이스트에 가하는 힘, mG는 거더의 질량, mT는 트롤리의 질량, 

M은 이송물의 질량, x는 거더의 이송거리, y는 트롤리의 이송거리, l은 

로프의 길이, θ는 이송물의 흔들림각, φ는 거더와 트롤리 운동에 따른 

이송물의 회전각, g는 중력가속도이다. 라그랑지 방정식은 식 (3-1-3)과 

같이 표현되는데 여기서 L은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차이, Qi는 일반

화된 힘, qi는 일반화된 좌표이다.

 d
dt
(
∂L

∂ q̇ i
)-

∂L
∂q i
= Qi       i= 1,․․․,n                   (3-1-3)

라그랑지 방정식은 n 자유도 동력학 시스템의 경우 n개의 2계 미분방정

식(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s)으로 표현된다. 식 (3-1-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라그랑지 방정식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동력학적으로 묘사할 

경우 시스템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구해야 한다. 그림 3-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송물이 거더와 트롤리의 운동에 의해 A지점에 있는 경

우 시스템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된다. 거더는 X 방

향으로 운동을 하므로 이의 운동에너지( TG)는 식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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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 =
1
2
mG x

2̇                                            (3-1-4)

트롤리는 거더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X 및 Y 방향으로 동시에 운동하므

로 이의 운동에너지( TT )는 식 (3-1-5)와 같다.

 TT =
1
2
mT ( x

2̇
+ y

2̇
)                                      (3-1-5)

호이스트는 로프를 상하(Z)로 운동시키므로 이의 운동에너지( TH )는 식 

(3-1-6)과 같다.

 TH =
1
2
mHl

2 ̇                                              (3-1-6)

이송물의 운동에너지( TM )는 식 (3-1-2)를 활용하면 식 (3-1-7)과 같다.

   

TM =
1
2
M( ẋ

2
+ ẏ

2
+ l̇

2
+2 ẋ l̇ sinθ sinφ+2 ẋ l θ̇ cosθ sinφ

+2 ẋ l φ̇ sinθ cosφ+ l
2
φ
2̇
sin

2
θ+2 ẏ l̇ sinθ cosφ

+2 ẏ l θ̇ cosθ cosφ-2 ẏ l φ̇ sinθ sinφ+ l
2
θ
2̇
)

 (3-1-7)

따라서, 크레인 시스템의 전체적인 운동에너지( TTO )는 식 (3-1-8)과 같

이 된다.  

TTO =
1
2
mG x ̇ 2+ 1

2
mT ( x ̇ 2+ y ̇ 2 )+ 1

2
mH l ̇ 2

+
1
2
M( x ̇ 2+ y ̇ 2+ l ̇ 2+2 l ̇ x ̇ sinθ sinφ+2l x ̇ θ ̇ cosθ sinφ

+2l x ̇ φ ̇ sinθ cosφ+ l 2 φ 2 ̇ sin2 θ+2 l ̇ y ̇ sinθ cosφ
+2l y ̇ θ ̇ cosθ cosφ-2l y ̇ φ ̇ sinθ sinφ+ l 2 θ ̇ 2

    (3-1-8)

또한, 이송물의 로프길이 변화에 따른 위치에너지( V )는 식 (3-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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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Mglcosθ                                             (3-1-9)

       

위의 식들을 라그랑지 운동방정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거더의 운동

방정식(식 (3-1-10)), 트롤리의 운동방정식(식 (3-1-11)), 로프의 운동방정

식(식 (3-1-12)), 이송물의 운동방정식(식 (3-1-13)) 및 이송물의 회전운동

방정식(식 (3-1-14))을 얻을 수 있다.

 
( mG+mT+M) ẍ+Ml cosθsinφ θ̈+Ml sinθcosφ φ̈

+M sinθsinφ l̈+2M l̇ θ̇ cosθsinφ+2M l̇ φ̇ sinθcosφ

+2Ml cosθcosφ θ̇ φ̇-Ml( θ
2̇
+ φ

2̇
)sinθsinφ = Fx

           (3-1-10)

 
( mT+M) ÿ+Ml cosθcosφ θ̈-Ml sinθsinφ φ̈

+M sinθcosφ l̈+2M l̇ θ̇ cosθcosφ-2M l̇ φ̇ sinθsinφ

-2Ml θ̇ φ̇ cosθsinφ-Ml( θ
2̇
+ φ

2̇
)sinθcosφ = Fy

           (3-1-11)

 ( mH+M) l̈+M ẍ sinθ sinφ+M ÿ sinθ cosφ

-Ml θ 2̇-Mlφ2̇ sin2θ-Mg cosθ = -FH

                 (3-1-12)

 Ml
2 θ̈+2Ml l̇ θ̇-M l 2 φ 2̇ sinθ cosθ+Mgl sinθ

= -Ml ẍ cosθ sinφ-M l ÿ cosθ cosφ        
                 (3-1-13)

Ml 2 sin 2θ φ̈+2Ml l̇ φ̇ sin 2θ+2M l 2 φ̇ θ̇ sinθ cosφ
=-M l ẍ sinθ cosφ+M l ÿ sinθ sinφ

             (3-1-14)

사. 크레인 제어 알고리즘 및 전산모사

(1) 운반물 흔들림각 제어

크레인의 수학적 모델은 여러 개의 수식으로 표현 할 수 있으나, 

크레인의 가속도를 제어한다면 식 (3-1-13)과 식 (3-1-14)로만 가능하다. 

또한, 트롤리 혹은 거더 중 하나의 운동과 흔들림각도가 작다(5도 이내)고 

가정하고 비선형 항을 무시하면 식 (3-1-13)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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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다.

 l θ̈ + gθ = - ẍ                                          (3-1-15)

식 (3-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레인에 가속도가 인가되면 이송물의 

흔들림이 조화운동을 하게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속도에 식 (3-1-15)

와 같이 흔들림 각속도( θ̇ )를 피드백(feedback)하면 이송물의 운동에는 감

쇠가 있게 된다. 즉, 감쇠계수( k d )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서 이송물의 흔들

림이 제어된다.

 x ̈=  kdθ̇                                                 (3-1-16)

(2) 속도궤적 추종 흔들림각 제어

크레인 작업에서 운반물을 목표지점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가속(가속구간), 정속(정속구간), 감속(정지구간)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가감속의 형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즉, 급격한 가감속은 모터뿐

만 아니라 구조물에 나쁜 향을 미치며 이송물을 크게 흔들리게 한다. 크

레인의 가속형태로는 경사가속, 단계 경사가속, S형을 들 수 있으나 빠른 

가속형태이면서도 비교적 이송물의 흔들림에 향을 적게 미치는 그림 

3-1-13과 같은 S형을 본 연구에서는 택한다. 그러나, 이송물의 흔들림을 

고려하지 않는 S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형태로 가속을 하면 크

레인 주행 중에 이송물이 흔들리게 된다. 이송물의 흔들림을 제거하는 S

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크레인의 수학적인 모델에 의존하게 

되며(로프길이 변화도 고려해야됨) 외란이 인가된다면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레인의 수학적 모델에 의존하지 않는 S형 가속

을 하며 가속과 정속구간에 식 (3-1-16)의 흔들림각 제어기를 부가시켜 

신속하게 이송물의 흔들림을 제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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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S-pattern 속도 궤적.

t1 t2 t3 t4 t5 t6 t7

∆t1 ∆t2 ∆t3 ∆t4 ∆t5 ∆t6 ∆t7

Accel.

Vel.

Max.
accel.

Max.
vel.

Time

Time

(3) 유전알고리즘과 퍼지이론을 합성한 정지구간 제어 전산모사

이송중인 크레인이 목표지점에 정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감

속을 하여야 한다. 이때의 감속은 이송물의 흔들림에 크게 향을 미친다. 

크레인 작업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정지 시에 이송물의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또한 목표지점에 정확히 도달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속도궤적 

추종 흔들림각 제어 방식을 사용하면 흔들림각도를 정지 시까지 제어할 

수 있으나 위치 제어는 할 수 없다. 위치를 제어하는 알고리즘도 추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크레인 속도, 위치, 이송물 흔들림각도를 동시에 제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제어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숙련된 크레

인 조작자는 이와 같은 제어를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능숙하게 수행하

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지구간에 대해서 퍼지제어(fuzzy 

control) 방법을 도입한다. 퍼지제어의 주된 부분은 IF ∼ THEN ∼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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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제어규칙을 어떻게 잘 계획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이 경

우 전문가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비경험자는 제어규

칙을 생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문가라도 퍼지

제어규칙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을 도입한다. 유전알고리즘은 최근 최적화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염색체군(population)을 생성하여 선택(selection), 교배(crossover), 돌연변

이(mutation), 성능평가 등을 통해서 좋은 염색체군이 생성되도록 하는 방

법이다. 정지구간에서의 크레인의 속도, 위치와 이송물의 흔들림 각도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퍼지 알고리즘의 입력변수로는 크레인

의 정지속도 오차, 정지위치 오차, 이송물의 흔들림 오차, 흔들림 오차의 

변화율로 정하 으며, 출력변수로는 크레인의 가속도로 하 다. 입출력변

수의 퍼지변수는 NB(Negative Big), ZE(ZEro), PB(Positive Big)로 선정

하 다. 퍼지변수에 대한 멤버쉽함수(membership function)는 삼각형, 추

론과정은 sub-min 방식, 비퍼지화는 무게중심법을 사용하 다. 퍼지규칙

은 초기에 난수를 발생시켜 생성하는데 4개의 입력변수에 3개의 퍼지변수 

경우의 수( 34=81) 만큼 염색체(chromosome) 열(퍼지규칙의 출력변수)을 

생성한다. 이때 염색체 열의 값은 0(NB), 1(ZE), 2(PB) 중 하나로 나열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염색체를 생성하여 다수의 염색체군을 구성한다. 다

음에는 크레인의 초기 상태변수(속도, 위치, 이송물 각도, 이송물 각속도)

를 활용하여 Runge-Kutta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새로운 상태변수를 출력

한후 첫번째 염색체(퍼지규칙)를 사용하여 퍼지추론을 거쳐 다음단계에 

인가할 크레인의 가속도를 구한다. 퍼지추론은 매 샘플링마다 일정시간 동

안 반복하며, 샘플링 시간마다 얻어지는 정지속도오차, 위치오차, 흔들림 

오차 및 오차의 변화율 자승의 합의 역수가 염색체 집단을 개선시킬 적합

도 함수로 사용된다. 일정시간 후에는 두 번째 염색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합도를 생성하며, 모든 염색체에 대해서 적합도를 생성한 후에

는 적합도가 높은 확률로 염색체를 두쌍식 선택한 후 교배와 돌연변이를 

거쳐 새로운 염색체군을 생성한다. 만족하는 적합도가 나올 때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앞에서 제시한 속도궤적 추종 흔들림각 제어 및 유전알고리즘과 퍼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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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합성한 정지구간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전산모사를 수행하 다. 크레

인이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감속하는 구간 전 까지는 속도궤적 추종 

흔들림각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즉, 초기 가속구간에 S형 속도 프로파일

(profile)로 크레인을 구동하며 이때 이송물의 각속도를 크레인의 가속도에 

피드백시켜 흔들림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면 정속구간에는 거의 흔들림이 

없게 되어 크레인은 정속주행을 하게 된다. 크레인이 가속하기에 앞서 로

프가 먼저 상승하며 로프가 정속도를 유지하면 크레인이 가속하도록 하

다. 이는 실제 크레인 작업과 유사하게 전산모사하기 위함이다. 정지구간

에서 감속하는 시점은 목표거리로부터 S형 가속구간의 거리만큼 남는 지

점이며 유전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된 퍼지규칙을 사용하여 퍼지제어 알고리

즘을 수행한다. 전산모사에서 사용한 변수와 조건은 실제 산업용 크레인

(본 연구에서 제작한 크레인 포함)과 유사하게 사용하 다. 즉, 지금까지 

AC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개발된 것중 가장 우수한 특성을 지닌 벡터인

버터와 크레인의 동특성을 고려하여 샘플링 시간은 0.3초로 하 으며, 가

속구간과 정지구간에서 로프가 상하 운동을 하도록 하 다. 또한, 바람 등

의 외란의 경우를 고려하여 외란의 향이 가장 크게 미치는 정지구간에 

외란이 발생한 것으로 하 다.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퍼지규칙을 최적

화 할 때 외란이 없는 경우로 최적화 하 으며, 최적화된 퍼지규칙을 사용

하여 외란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능을 평가하 다. 전산모사에 사용한 

변수들은 표 3-1-3, 3-1-4와 같으며,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적으로 

생성된 퍼지규칙은 표 3-1-5와 같다. 이의 퍼지규칙을 활용하여 전산모사

한 결과는 그림 3-1-14와 그림 3-1-15에서 보여준다. 크레인이 가속하기 

전에 로프가 1.2초 동안 먼저 가속되고, 로프가 정속에 이르면 크레인이 

가속하게 된다. 이 때 흔들림이 신속하게 제거되며, 정속중에는 흔들림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지구간에서도 감속에 따른 흔들림을 신속하

게 제거함을 볼 수 있으며, 이 구간에서 0.5 o의 외란을 인가하면 다소 느

리게 흔들림이 감쇠되나 결국에는 제거되는 모습을 그림 3-1-15에서 보여

준다. 정지 시에 가장 중요한 잔류속도도 거의 없는(0.1 cm/s 이내)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송오차도 외란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불과 0.5 cm 이

내로 나타났다. 또한, 로프의 길이도 가속과 정지구간에 변화시켰으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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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능에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전산모사에 사용한 변수

구분 크레인 로프

이송거리(m) 10 1.5

정속도(m/s) 0.4 0.15

가속시간(s) 4 1.2

감속시간(s) 퍼지규칙에 
관계 1.2

로프길이(m) 6

외란(deg.) 0.5

샘플링 
시간(s) 0.3

표 3-1-4. 유전알고리즘의 변수

염색체 
개수 

염색체
열의 
개수

교배
율

돌연
변이율 세대수 부모

선정법
교배
방법

20 81 0.9 0.01 100 roulette 
wheel

다점
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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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해 최적화 된 퍼지규칙

구분 Ve NB ZE PB

θ ce
   θ e   
Pe

NB ZE PB NB ZE PB NB ZE PB

NB

NB ZE NB ZE NB ZE ZE PB ZE ZE

ZE ZE PB ZE NB ZE PB NB ZE NB

PB ZE ZE PB NB NB ZE ZE NB PB

ZE

NB NB NB PB NB NB NB ZE ZE ZE

ZE ZE PB NB PB ZE NB NB NB ZE

PB NB ZE ZE ZE ZE NB NB NB ZE

ZE

NB NB ZE ZE NB ZE NB ZE PB ZE

ZE ZE NB NB PB NB ZE ZE NB NB

PB ZE PB ZE PB NB ZE ZE NB 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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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최적화 된 퍼지규칙을 이용한 크레인 이동 전산모사

                    (외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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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최적화 된 퍼지규칙을 이용한 크레인 이동 전산모사

                     (외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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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크레인 운전 실험

(1) 개루프 실험

크레인시스템 이송물의 운동방정식은 식 (3-1-15)와 같이 표현된

다.

  lθ ̈ + gθ = - x ̈  (3-1-15)

위의 식으로부터 물체의 흔들림은 크레인의 가속도와 와이어 로프의 길

이와 관련이 있으며, 크레인의 가속도를 제어함으로서 와이어 로프의 흔들

림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가) 사다리꼴 속도궤적

속도 궤적은 최단시간내에 트롤리를 목표 위치로 이동시키고 

또한 이동 중 중량물의 흔들림이 최소로 유지되도록 트롤리의 주행을 가

속 -> 등속 -> 감속의 형태를 가지는 사다리꼴로 하 으며 등속구간과 

감속이 끝난 후 목표 지점 도달시 흔들림이 없도록 트롤리의 속도 궤적을 

설정하 다. 이의 모습은 그림 3-1-16에서 보여준다.

 

그림 3-1-16. 사다리꼴 속도선도.

maxα

ma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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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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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① 수동조작

푸쉬버튼 조작기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수동조작을 통하여 크

레인을 운전할 경우에는 조작자의 숙련된 조작이 없이는 이송물의 흔들림

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즉, 수동조작은 가속시간이 매우 짧아 가속도가 크

게 되어 흔들림의 진폭이 매우 크게 되고 잔류진동이 지속되게 된다. 이의 

실험결과를 그림 3-1-17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7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송물에 잔류흔들림이 심하게 발생하

고 있다. 여기서 주목 할 것은 거더를 움직 을 때의 결과로 이송물에는 

x축 방향으로 흔들림뿐만 아니라 y축으로의 흔들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것은 호이스트 드럼에 감겨있는 로프의 힌지와 고정된 로

프의 힌지의 높이가 다르고, 와이어로프의 비틀림 현상 등의 복합적인 이

유가 있기 때문이다. 

② 임의로 설정된 속도선도 운전

크레인의 진동주기( T  ) 시간이 아닌 임의의 가속, 감속 시간

을 가지는 속도선도를 크레인의 거더와 트롤리 축에 적용시켜 임의의 위

치로 이동시켰다. 적용된 가속, 감속시간은 T
2
인 2.2 sec로 하 고, 등속

시간은 8 sec로 하 다. 최대이송속도는 거더의 경우 61 cm/sec, 트롤리의 

경우 51 cm/sec로 하여 각각 718 cm, 613 cm 구동시켰다. 실험결과는 그

림 3-1-18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레인의 가속이 시작되면 ±2°의 흔

들림이 각 축에 발생하며 크레인의 감속이 끝난 후 즉, 운전이 끝난 후에

는 2배정도 흔들림이 커졌다. 

③ 최적의 속도선도 제어

크레인의 진동주기를 가감속 시간으로 하는 속도선도를 적용

하여 크레인을 운전하면 등속구간과 감속이 끝난후에는 이송물의 흔들림

을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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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더(x축)를 움직 을때

-8

-6

-4

-2

0

2

4

6

8

0 10 20 30 40 50 60

Time(sec)

A
n
g
le

(d
e
g
) 

  
 

x-axis swing angle

y-axis swing angle

(b) 트롤리(y축)

그림 3-1-17. 수동조작시 이송물의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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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더(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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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임의의 속도선도를 적용하 을 때 이송물의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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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크레인의 진동주기T를 파악하기 위해 와이어 로프의 길이 l을 알아

야 하는데, 이송물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알아 내는 것이 복잡하여 정확한 

로프의 길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크레인의 운전 중 또는 

운전이 끝난 후에도 이송물에 잔류흔들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와이어 로프의 흔들림으로 와이어 로프의 길

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크레인의 진동주기T를 계산하는데 필요

한 와이어 로프의 길이를 추정하 다.

실험은 크레인의 후크에 별도 제작한 드럼파지장치를 걸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350 kg의 이송물(드럼)을 파지한후 이송물을 강제로 흔들었다. 

일정시간 동안 흔들림각도 데이터를 받아 이를 FFT하여 진동주기를 구한 

후 로프길이를 추정하 다. 여기서, 진동주기는 x축이 4.06 sec, y축이 4.1

초로 나타났으며 본 실험에서는 단지 가감속 시간만 다르게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1-19에서 보면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한 수치를 사용하여 

크레인을 구동했음에도 등속구간과 감속이 끝난 후에 잔류 흔들림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와이어 로프의 흔들림에 의해 추정된 ω d와 ζ값

이 실제값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두축 동시구동의 최적 속도선도 제어

크레인의 진동주기T를 가감속 시간으로 하는 속도선도를 거

더, 트롤리 두축에 동시에 적용하면 그림 3-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림 3-1-19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x축과 

y축의 흔들림 중심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두 축에 적용하는 최적속도선

도의 가감속 시간은 같지 않다.  

(2) 폐회로 제어실험

(가) 임의 속도선도 무진동 제어

최적의 속도선도를 적용하면 크레인을 무진동 제어 할 수 있

다는 것을 앞에서 보여주었다. 그러나, 몇가지 제한이 있다. 만약 일정길이

의 로프 주기를 알기 위해 크레인을 순간 구동시켜 강제로 이송물을 흔들

어 놓으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흔들림이 완전히 감쇠되기 때문에 작업자

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이송물이 매우 무거운 경우 강제로 세우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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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더(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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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최적의 속도선도로 운전하 을 때 이송물의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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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최적의 속도선도로 두 축을 동시에 구동하 을 때의      

               로프의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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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초기상태에 흔들림이 존재하는 경

우 앞의 최적속도는 초기조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속도선도가 복

잡해진다. 특히 최적 속도선도는 모든 조건이 이론치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의의 속도선

도에 식 (3-1-16)과 같은 무진동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이송물의 

정 한 흔들림 제어를 위해서는 타당하다. 본 실험에서는 트롤리에 최대이

송속도 40 cm/sec, 이송거리 700 cm, 그리고 가감속 시간은 2 sec인 조건

을 적용하여 수행하되 샘플링 시간은 0.05 sec로 제어게인은 3.5로 하여 

실험하 다. 아울러 제어알고리즘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조건으로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고 트롤리를 구동시켰다. 이의 실험결과는 그

림 3-1-21과 그림 3-1-22에서 보여준다.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림 3-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송물에 흔들림이 ±5°정도 발생

하지만 무진동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운전하 을 때는 그림 3-1-2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이송물의 흔들림이 거의 제거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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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무진동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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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무진동 제어알고리즘 적용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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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변모델추종 무진동 제어

① 시변모델추종 슬라이딩모드 무진동 제어 알고리즘

크레인은 예기치 못한 돌풍으로 인한 갑작스런 이송물의 흔

들림 및 주변물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레일이 고르지 못하는데서 

오는 충격 등과 같은 외란, 이송물의 흔들림 현상에서 오는 비선형 요소와 

모델링에서 제외되는 요소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체적 비선형 불확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송물의 하역/적재 시

에 거더, 트롤리, 호이스트를 동시에 구동시켜야만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

어진다. 호이스트의 구동은 로프길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크레인 시스템

은 최소한 시변 시스템이 된다. 크레인 제어에서는 이송물을 원하는 지점

에 정확히 위치시키고 또한 이송중 및 정지시에 이송물의 흔들림이 가능

한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

레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불확실성 하에서도 강인성을 가지고 

시변모델로부터 발생되는 이송위치, 이송속도, 감쇠된 이송물 흔들림 및 

흔들림 각속도 궤적을 로프 길이 변화시에도 추종하도록 하는 시변기준모

델추종(time-varying reference model tracking) 슬라이딩모드 제어기

(sliding mode controller)를 설계하 다. 시변기준모델은 크레인의 상태변

수인 이송위치, 이송속도, 이송물 흔들림 궤적 및 흔들림 각속도를 원하는 

형태로 생성시키고 슬라이딩모드 제어기는 이의 지령값을 강인하게 추종

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 때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이송물의 흔들림 

지령궤적은 신속하게 0으로 수렴하도록 생성된다.

시변기준모델추종 슬라이딩모드 제어기의 설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변

구조제어기의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매개변수의 변화, 플랜트의 비선형

성, 불확실성 및 외란을 고려한 일반적인 상태방정식을 고려한다

x ̇( t) = ( Ao+ΔA( t)) x( t)+( Bo+ΔB ( t))u( t)+ f( t)              (3-1-17)

여기서, x( t)∈Rn  은 시스템의 상태 벡터, u( t)∈Rm  은 제어입력 벡터, Ao는 

알고있는 시스템 매개변수 n×n  행렬, Bo는 알고있는 입력 매개변수 n×m  

행렬이며, (Ao,Bo )  는 제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ΔA( t)는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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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의 변화 행렬, ΔB( t)는 입력 매개변수의 변화 행렬, f( t)는 플랜트

의 비선형성, 불확실성 및 외란 벡터이다. 여기서, ΔA( t), ΔB( t), f( t)는 연

속이고 식 (3-1-17)은 유한집합 공간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ΔA( t), ΔB( t), f( t)에 식 (3-1-18)과  같은 matching conditions[43,44]을 

적용하면 총체적인 불확실요소(비선형, 시변, 불확실성 및 외란) v( t)는 식 

(3-1-19)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ΔA( t) = B 0d ( t),

   ΔB( t) = B 0E ( t),

   f( t) = B 0Fh ( t)                                           (3-1-18)

   v( t) = d ( t )x( t) +E ( t) u( t)+Fh ( t)                          (3-1-19)

여기서, F는 상수행렬(constant matrix)이다. 

총체적인 불확실요소에 대하여 식 (3-1-20)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는 연

속이고 양의 유한 스칼라 값을 가진 함수 ρ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v( t) |≤ ρ                                                   (3-1-20)

여기서, ρ=| v( t) | max  이다.

크레인은 플랜트의 비선형요소, 시변요소, 불확실성 및 외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총체적 불확실요소 v( t)를 포함한 상태모델을 고

려한다.

  x ̇( t) = Ao x( t)+ Bo u( t)+Bov( t)                              (3-1-21)

여기서, A 0 =

ꀎ

ꀚ

︳︳︳︳︳︳︳︳︳︳︳︳

ꀏ

ꀛ

︳︳︳︳︳︳︳︳︳︳︳︳

0 1 0 0

-
g
l 0
0 0

7.32
l 0

0 0 0 1
0 0 0 -7.32

  , B 0 =

ꀎ

ꀚ

︳︳︳︳︳︳︳︳︳︳︳︳

ꀏ

ꀛ

︳︳︳︳︳︳︳︳︳︳︳︳

0

-
7.32
l 0
0
7.3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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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크레인이 이상적으로 추종하기를 원하는 목표값 궤적을 생성

하기 위해 식 (3-1-22)와 같은 새로운 시변기준모델을 도입한다. 이는 이

송물 운동방정식에 줄길이 변화에도 이송물의 흔들림을 감쇠시키도록 새

로운 항을 추가한 것이다. 

  x ̇ d (t) = Ad(t) x d(t)+ Bd(t)ud(t)

= Aox d(t)+ Boud(t)+ Bovd(t)
                          (3-1-22)

여기서, Ad(t)=

ꀎ

ꀚ

︳︳︳︳︳︳︳︳︳︳︳︳

ꀏ

ꀛ

︳︳︳︳︳︳︳︳︳︳︳︳

0 1 0 0

-
g
l( t)

-2ζω n(t) 0
7.32
l( t)

0 0 0 1
0 0 0 -7.32

   , Bd(t)=

ꀎ

ꀚ

︳︳︳︳︳︳︳︳︳︳︳︳

ꀏ

ꀛ

︳︳︳︳︳︳︳︳︳︳︳︳

0

-
7.32
l( t)
0
7.32

  이며,

vd(t)는 새로운 시변기준모델에 matching conditions을 적용할 때의 총체

적 불확실요소이다.

이송물의 흔들림을 제거하면서, 원하는 위치에 이송물을 정확히 이송시

키기 위해 각 상태의 추적오차 상태변수 벡터 e x(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e x(t) = [θ ( t)-θ d(t), θ̇( t)- θ ḋ( t ), y( t)-yd (t), ẏ( t)- y ḋ( t )]
T    (3-1-23)

   eu(t) = u( t)-ud(t)                                         (3-1-24)

위 식에서 첨자 d는 원하는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오차 상태변수 벡터

e x(t)에 대한 오차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e x
̇( t ) = A 0 e x(t) +B 0{eu(t)+v'( t) }                            (3-1-25)

여기서, v'( t)는 새로운 총체적 불확실요소이며 v'( t)= v( t)-vd(t)   이다.

식 (3-1-25)와 같이 구한 오차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각 상태

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입력 eu(t)를 설계하기 위해 슬라이딩 평면을 다음

과 같이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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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 Cse x(t)                                              (3-1-26)

여기서, Cs = [C1  C2  C3  1]이다.

슬라이딩 평면 s( t)는 폐루프 시스템의 상태 궤적이 슬라이딩평면에서 점근

안정성 및 추종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슬라이딩조건에 맞는 제어입

력 eu(t)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계한다.

  eu(t) = eueq(t) + euN(t)                                     (3-1-27)

여기서, eueq(t)는 v'( t)=0인 표준(nominal) 시스템의 등가제어입력

(equivalent control input)으로 일단 시스템의 상태궤적이 슬라이딩평면에 

이르게 되면 그 평면에 항상 존재하게 하며, euN(t)은 v'( t) /=0  일 때의 불

연속적인 도달제어입력(reaching control input)으로 시스템의 상태궤적이 

항상 슬라이딩평면을 향하게 한다. 

일단 슬라이딩 모드가 발생되면 s( t)= ṡ( t)=0  이므로 등가제어입력 

eueq(t)를 구하기 위해 슬라이딩 평면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ṡ( t) = Cs e x
̇( t )= Cs {Aoe x(t)+Boeueq(t) } = 0                  (3-1-28)

따라서, 등가제어입력 eueq(t)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ueq(t) = - (CsB 0)
-1Cs A 0e x(t)                               (3-1-29)

여기서, CsB 0  는 비특이(nonsingular) 행렬이고 0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도

달제어입력과 총체적 불확실요소 v'( t)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리아프노프 함수후보를 정한다.

   V( t) = 1
2
s( t) s( t)                                          (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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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t) = s( t) ṡ( t) 
= s( t)Cs {A 0e x(t)+B 0[eueq(t)+euN(t)+v'( t)]}

               (3-1-31)

식 (3-1-27)을 식 (3-1-3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V̇( t) = s( t) {CsA 0e x(t)+ CsB 0 [-(CsB 0 )
-1CsA 0e x(t)+euN(t)+v'( t) ]}

= s( t) CsB 0{euN(t)+v'( t) }
(3-1-32)

여기서, 새로운 총체적 불확실요소 v'( t)에 대해 식 (3-1-20)처럼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v'( t) |≤ k                                                 (3-1-33)

여기서, k=|v'( t) | max이다.

다음과 같이 도달제어입력을 정한다.

 euN(t) = - k̂ sgn(s( t))                                       (3-1-34)

여기서, k̂는 도달제어입력 게인이고, k= k̂-ko,  k̂ 및 ko  는 양의 상수이다.
식 (3-1-34)를 식 (3-1-32)에 적용하여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V̇ =  -s( t) CsB 0 k̂sgn(s( t))+s( t) CsB 0v'( t)

≤ -s( t) CsB 0 k̂sgn(s( t))+|s( t) | CsB 0k
= -|s( t) | CsB 0 k̂+|s( t) | CsB 0( k̂-ko)
= -|s( t) CsB 0 |ko

                       (3-1-35)

 따라서, V̇< 0  이므로 슬라이딩 모드 존재 조건인 s( t) ṡ( t) < 0  를 만족한다. 

최종적인 슬라이딩 모드 제어입력은 식 (3-1-24)에 의해서 다음과 같다.

u( t) = ud+eu(t)

= ud(t)-(CsBo )
-1Cs A oe x(t)- k̂ sgn(s( t) )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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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연속함수에 의한 제어입력의 떨림(chattering) 현상을 줄이기 위해 

식 (3-1-36)과 같이 구해진 제어입력에서 불연속적인 sgn  함수를 식 

(3-1-37)과 같이 일정한 두께를 가진 경계층 내에서 연속적인 특성을 가

지는 포화함수(saturation function)로 치환한다.

  sat (s ( t)) ≡ {
sgn (s ( t)) if  s( t) ≥φ
s( t)
φ

if s( t) < φ

                         (3-1-37)

이때 슬라이딩 평면 s( t)는 식 (3-1-25)의 오차모델 상태궤적이 슬라이딩평

면에서 점근안정성 및 추종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수행렬

Cs에 좌우된다. 여기서, Cs는 극배치법(pole-placement method)을 이용하

여 구한다. 그림 3-1-2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변모델추종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3-1-23. 크레인 제어기의 블록선도.

d
u

d
x

x
e

u
e u−

+ y
θ
y

Modelx̂

++
CraneSliding Mode

Controller

Kalman
Filter

Model

② 실험

크레인 위치궤적, 이송속도 궤적, 이송물 흔들림궤적 및 이송

물 흔들림 각속도 궤적을 따르는 추종제어를 위해서는 트롤리의 위치와 

속도, 이송물의 각도와 각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각도는 회전형 

전위차계로 구성된 각도측정장치로부터 얻을 수 있으나 벡터인버터의 

향으로 심한 노이즈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도 및 각속도를 얻

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제어입력에 심한 떨림이 발생하여 제어성능이 

매우 나쁘게 나타났다. 따라서, Kalman filter를 사용하여 이를 추정하

다. 이송거리 및 이송속도는 엔코더 신호와 미분신호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Kalman filter로도 추정하 다. 엔코더 신호에는 잡음이 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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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측정치와 추정치 사이에 거의 오차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 조건으로는 이송물의 흔들림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로를 수립하고 

500 kgf  의 55 gallon 드럼을 사용하여 제안한 시변기준모델추종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의 성능을 평가하 다.

그림 3-1-24는 로프길이 변화 없이 트롤리의 이송속도 30 cm/sec, 가감

속시간을 2초로 하여, 제어하지 않고 760cm 이송시킨 경우로 이송물의 흔

들림이 매우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흔들림 각도에 포함된 심한 

노이즈 신호는 Kalman filter에 의해서 잘 제거됨을 볼 수 있다. 그림 

3-1-25는 슬라이딩모드 제어기에 경계층을 도입하지 않고, 로프길이 변화 

없이 모델추종 슬라이딩모드 제어기를 적용한 실험결과로서 속도선도에  

있어서 정속구간과 정지구간에서 약 ±5 cm/sec 정도의  떨림 현상이 발

생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트롤리의 이송오차는 약 1.5 cm, 정속구간 및 

정지구간에서의 이송물의 흔들림은 0.05 o  이내로 나타났다. 그림 3-1-26

은 제어입력에 경계층을 도입한 경우로 그림 3-1-25와 비교하면 떨림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으며 추종성능도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여기

서, 트롤리 위치는 약 0.2 cm 오차를 보 으며, 정속구간 및 정지구간에서

의 이송물의 흔들림은 0.05 o  이내의 잔진동을 보 다. 그림 3-1-27은 그

림 3-1-26과 같은 상황에서 트롤리 출발과 동시에 호이스트를 10 cm/sec, 

가감속시간 1초로 하여, 로프를 100 cm 상승/하강 시킨 경우로 로프길이 

변화에 의해 총체적 불확실 요소가 증가되어 그림 3-1-26과 비교할 때 제

어입력에 떨림 현상이 더욱 크게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경계층을 조

정하여 떨림 현상을 줄 일 수 있으나 오히려 추종성능이 나빠지게 된다. 

여기서, 트롤리 위치는 약 0.25 cm 오차를 보 으며, 정속구간에서의 이송

물의 흔들림은 평균적으로 0.15 o  정도의 잔진동을 보 으나 정지 구간에

서는 0.1 o  이내로 나타났다.

전산모사와 비교하여 잔진동이 다소 크게 발생하는 것은 초기에는 각도

측정센서의 심한 노이즈로 인해 이송물 흔들림 각도의 추정성능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제어입력에 떨림이 발생하여 로프에 고주파수가 발생되

기 때문이며, 또한 전산모사에서는 총체적 불확실 요소를 로프길이 변화만 

고려하 지만 실제 크레인에서는 좀더 많은 총체적 불확실 요소를 포함하



- 76 -

그림 3-1-24. 사다리형 속도선도를 갖는 크레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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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경계층을 갖지 않는 크레인 제어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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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허용오차를 만족하기 위해 제어입력에 떨림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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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경계층을 갖는 크레인 제어기 실험(로프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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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경계층을 갖는 크레인 제어기 실험(로프변화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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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원주형 이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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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송물 좌표측정

(1)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물체좌표 측정 알고리즘은 이송물의 틀어진 

각도와 물체의 크기 및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물체의 

중심점 좌표 (xc, yc, zc)를 찾아낸다. 이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차원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즉, 물체좌표 

측정장치로부터 바닥면에 놓여있는 물체 임의 지점까지의 거리와 그때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물체좌표 측정장치는 회전할 수 있

어야 한다. 여기서는 3장 1절의 이송물 좌표 측정장치를 대상으로 알고리

즘을 유도한다.

그림 3-1-28은 작업장에 놓여있는 원주형 이송물(드럼 등)에 대한 물체

좌표 측정방법으로 이 경우는 이송물의 틀어진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송물의 좌표 

C(xc, yc, zc)와 크기를 찾으면 된다. 그림 3-1-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

정장치의 중심점이 O(0, 0, zO )에 있다고 가정할 때 여기를 중심으로 공

간상의 좌표(크레인 좌표) X, Y와 일치시켜 평면상의 x, y축을 잡고 두축

의 에지점(A, B, D, E) 까지의 거리 xa, x b와 yd, y e를 구하면 식 

(3-1-38), (3-1-39)와 같이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

는 이송물의 중심좌표 xc, yc를 구할 수 있다. z c는 측정장치가 수직방향

으로 측정한 이송물 까지의 거리( z o )이므로 좌표 C( xc, yc, zc)를 구할 수 



- 79 -

그림 3-1-29. 원주가 눕혀진 형의 이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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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xa, xc, yc로부터 식 (3-1-40)과 같이 원주형의 반경( r)을 구할 

수 있다. 물체의 높이( H)는 바닥면까지의 거리( hg)와 이송물까지의 수직

거리차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식 (3-1-41)과 같다.

 xc = ( xa+ xb )/2                                      (3-1-38)

 yc = ( yd+ ye )/2                                      (3-1-39)

 r= (xa-xc)
2+ yc

2                                (3-1-40)

 H= hg-zo                                             (3-1-41)

그림 3-1-29는 원주가 눕혀진 형(코일 등)으로 이송물이 φ만큼 틀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그림 3-1-28에서와 같이 측정장치의 중심

점이 O (0, 0, zo )에 있다고 가정할 때 여기를 중심으로 평면상의 x, y축

을 잡고 O점으로부터 에지점 A까지의 수평거리 a와 에지점 E까지의 수평

거리 b, A와 E의 사이각 θ를 알면 식 (3-1-42), (3-1-43)로 부터 이송물

의 틀어진 각도 φ를 식 (3-1-4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c= a 2+b 2-2abcosθ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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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 sin -1( a sinθ
c

)                                  (3-1-43)

 φ=90-θ-β                                      (3-1-44)

여기서, c는 x, y 평면상의 A점과 E점 까지의 거리이고, β는 line 2와 

이송물 모서리 사이의 각이다. 이송물의 폭(W)은 틀어진 각도 φ와 line 1

의 에지점부터 측정장치 좌표계 중심까지의 거리 x a, x b를 이용하여 식 

(3-1-4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W= | ( xa- xb )⋅ cosφ |                                (3-1-45)

다음은 line 2로 부터 β만큼 틀어진 line 3 상의 좌표값 (yk',zk')들을 알

면 식 (3-1-46)과 같은 원의 방정식에 원적합(circle fitt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y', z'축 상으로부터 떨어진 yq', zq'와 반경( r)을 구할 수 있다.

 (y k '-y q')
2+(z k '-z q')

2 = r 2     (3-1-46)

여기서 k는 데이터 획득 갯수이다. 따라서, 식 (3-1-46)으로 부터 코일

형의 지름(D)을 구할 수 있고, 또한 O점으로부터 line 3 상의 Q'까지의 

거리 d( yq')를 구할 수 있다.

다음에는 코일의 중심좌표 C( xc,yc,zc)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3-1-29에서 x축과 y축 평면상의 직선 ①과 ②의 방정식은 식 (3-1-47), 

(3-1-48)과 같다.

 x = tanφ⋅y+ xp     (3-1-47)

 y =- tanφ⋅x+ yq     (3-1-48)

여기서, xp는 직선 ②와 x축이 만나는 좌표점이고, yq는 직선 ①과 y축

이 만나는 좌표점이다. xp는 식 (3-1-49)와 같으며, yq는 식 (3-1-5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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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 =
xa+xb
2

 (3-1-49)

 yq=
yq'

| cosφ|
 (3-1-50)

코일의 중심점 좌표는 직선 ①과 직선 ②의 교점이 되므로 식 (3-1-47)

과 식 (3-1-48)을 적용하면 식 (3-1-51)과 식 (3-1-52)와 같은 x, y축상의 

코일의 중심점 좌표를 얻을 수 있으며, 중심점 zc는 식 (3-1-46)에서 구한 

zq'를 적용하면 식 (3-1-53)과 같다. 물체의 높이는 코일의 지름(D)과 같

으므로 식 (3-1-46)에서 구한 반경의 두배로서 식 (3-1-54)와 같다.

 

 x c= cos
2φ(x p+y q tanφ)     (3-1-51)

 yc= cos
2φ(yq-x ptanφ)     (3-1-52)

 z c= z q'-r     (3-1-53)

 H=2r     (3-1-54)

그림 3-1-30은 콘테이너와 같은 직육면체형 이송물이 물체좌표 측정장

치의 중심점으로부터 벗어나 φ만큼 틀어져 있는 경우로 측정방법은 코일

형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물체의 틀어진 각과 폭은 식 (3-1-42), 

(3-1-43), (3-1-44) 및 (3-1-45)를 적용하면 구할 수 있다. 물체의 길이는 

line 3의 에지점 G와 I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다. 또한, 물체의 중심점 

xc, yc는 식 (3-1-47)부터 식 (3-1-52)까지 적용하면 되며, zc는 물체좌표 

측정장치로부터 물체까지 수직으로 측정한 zo와 같다. 이때 yq'는 O점을 

기준으로 line 3의 각 에지점 까지 거리합의 1/2 이다. 물체의 높이는 바닥

면까지의 거리( hg)와 이송물까지의 수직거리( zo)차로부터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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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직육면체 형의 이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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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체좌표 측정 실험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성능은 드럼 및 컨테이너의 경우에 있어서 

에지추출 정 성에 좌우되며, 코일형은 스캔되는 선상 정보들의 정 성에

도 좌우된다. 따라서, 센서의 거리측정 정 성, 스캔각도 분해능 및 설치 

정 성이 우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실험전에 충분한 교정

(calibration)을 수행하 다.

(가) 물체좌표 측정장치 중심오차와 처짐각보상

물체좌표 측정장치는 모터축과 LADAR 미러중심이 정확히 일

치하고, 또한 지면과의 수평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밖

에 없다. 조그만 오차라도 설치높이가 높기 때문에 모터를 회전시키면 

LADAR의 미러중심이 지면에서는 큰 원을 그리게 된다. 그림 3-1-31(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터축과 미러중심에 오차가 발생하 을 경우 모터

가 회전함에 따라 미러중심은 지름이 D인 원을 그리게 되고 (b)와 같이 

LADAR가 쳐지게 되어 기울어진 경우에도 미러의 중심이 원을 그리게 된

다. 실제에서는 이들이 복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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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중심/경사 오차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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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는 방법으로 원통형의 물체를 지면에 놓고 x 방향으로 스캔하여 에지점 

까지의 거리 e i , e i+1를 얻고 모터를 180°회전하여 같은 위치의 에지점 까

지의 거리 e' i , e' i+1을 얻으면 식 (3-1-55)와 같이 지름 D를 얻을 수 있

다. 즉, 보상량은 D/2가 되며 수평측정거리에 이를 반 하게 된다. 

 D=(e i+1-e' i+1)  (3-1-55)

(나) 스캔정보 획득 및 에지검출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성능은 센서의 정 성과 물체에 대한 에

지추출 정 성에 크게 좌우된다. LADAR 2D-50은 스캔 시작각, 끝각 및 

스텝각( α s )을 설정하고 스캔을 시작하면 그림 3-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거리 l n과 그때의 스캔각 α n을 출력하기 때문에 식 (3-1-56), 

(3-1-57)과 같이 수평거리 x n과 수직거리 zn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

체좌표 측정장치의 지상 스캔폭(s)은 식 (3-1-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DAR의 설치높이( hg), 스캔각도 및 스캔 스텝각도의 크기에 따라 결정

된다. 특히, 설치높이가 커지면 스캔되는 폭도 커지게 되어 에지 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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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LADAR 2D-50을 사용한 물체 

               인식.

측정거리(   )

스캔라인

LADAR 2D

hb

ba

α n

α n−1

H

스캔각도

0 deg. 180 deg.

- direction + direction

ln−1

s

α s

ln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스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캔 시작각을 

이동하면서 여러번 측정하여 스캔되는 폭의 간격을 줄이도록 하 다. 그러

나, 반복측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에지검출오차

(식 (3-1-60)의 a/2)와 측정시간을 고려하여 11번을 쉬프트 시켰다. 즉, 스

캔각도 분해능은 α s=0.051°가 된다. 따라서, LADAR의 스캔회전속도가 초

당 8회임으로 트롤리 하단의 스캔정보를 한번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

략 1.4초가 된다.

 xn= l n sin (α n-90)  (3-1-56)

 zn= l n cos (α n-90)  (3-1-57)

 s= hgtan (αn-90)-hgtan(α n-1-90)  (3-1-58)

에지 검출에는 측정거리가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잡음신호가 포함되어 

거리정보가 진동하게 된다. 따라서, 식 (3-1-59)와 같이 인근데이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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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값을 부여하여 평활화(smooth) 하 다. 

  
l o
'=

1

m 2
[1(l 1-m)+2( l 2-m)+…

+m( lm-m)+…+2( lm-2)+1( lm-1)]

 (3-1-59)

여기서, m은 평활화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의 중간개수이다.

에지검출 방법은 현재측정거리와 다음 측정거리차가 설정한 경계값

(threshold) 이상이 되면 그사이에 에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 으며 두값

의 평균값을 에지값( be)으로 하 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3-1-60)

과 같다. 실험에 사용한 경계값은 100mm로 하 다.

  be= b+
a
2
 (3-1-60)

여기서, b= l nsin(α n-90), a= hbtan(αn-1-90)-b  이다.

(다) 실험 및 결과고찰

지상에 놓여있는 물체위치, 크기 및 틀어진 각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실험을 위해 폭이 698 mm, 길이가 996 mm이고 높이가 

605 mm인 직육면체형의 모의 컨테이너와 지름이 635 mm이고 폭이 550 

mm인 모의 코일을 제작하 으며, 원통형은 규격으로 나와있는 지름이 

610 mm이고 높이가 890 mm인 55-gallon 드럼을 실험 대상으로 하 다. 

그림 3-1-33은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LADAR가 지면에 놓여있는 드럼을 

x축 방향으로 스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캔정보(거리)에는 많은 

잡음신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캔정보는 식 

(3-1-59)를 적용하여 5점씩 평활화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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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드럼을 x축 방향으로 스캔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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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드럼의 에지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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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x-y축을 이용한 드럼의 에지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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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는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에지추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드

럼을 측정장치의 중심좌표( x,y :mm)에서 (-50, -60) 벗어나게 한 후 

LADAR를 9°씩 회전시키면서 드럼의 에지점을 찾아 실제 좌표값(바닥에 

그린 좌표판 위에 놓인 물체의 좌표값)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매우 근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3-1-35에서 3-1-39는 드럼, 코일 및 컨테이너에 대해 중심 및 회

전 이동시키고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물체의 좌표, 크기 및 틀어진 

각도를 찾는 실험이다. 그림 3-1-35는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중심에서 

(-50, -60) 벗어나 있는 드럼에 대해 LADAR를 y축과 x축 방향으로 스캔

한 후 에지점을 찾은 모습으로 식 (3-1-38)에서 식 (3-1-41) 까지 적용한 

결과 중심좌표( xc,yc,zc :mm)는 (-47, -59, 5738), 지름은 622mm, 드럼의 

높이는 892mm로 계산되었다. 

그림 3-1-36은 중심으로부터 (-100, -100) 벗어나 있고 11.31° 틀어져 

있는 모의 코일에 대해 LADAR를 y축 방향으로 스캔하여 에지점을 찾고 

다시 임의로 18°( θ )를 회전시킨 후 스캔하여 에지점을 찾아 식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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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코일의 에지추출(3회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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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식 (3-1-44) 까지를 적용한 결과 틀어진 각이 10.92°로 계산 되었다. 

폭은 식 (3-1-45)를 적용한 결과 561mm로 계산 되었으며, 여기서부터 다

시 β (61.08°) 만큼 회전하여 스캔정보 yk'  및 zk'를 얻은 후 식 (3-1-46)

을 최소 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여 원적합(circle fitting)한 

결과 코일의 지름은 640mm로 계산되었다.

그림 3-1-37은 스캔정보를 이용하여 원적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코일의 

중심은 식 (3-1-47)에서 식 (3-1-53) 까지 적용한 결과 (-109, -126, 5985)

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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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코일의 원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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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컨테이너의 에지추출(3회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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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은 중심으로부터 (-100, -150) 벗어나 있고 10.41° 틀어져 

있는 모의 컨테이너에 대한 실험으로 모의 코일에 대한 실험과 유사하다. 

LADAR를 y축 방향으로 스캔하여 에지점을 찾고 다시 임의로 18°를 회

전시킨 후 스캔하여 에지점을 찾아 식 (3-1-42)에서 식 (3-1-44) 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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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실험결과의 오차

Rot. 

Angle

(deg.)

D

(mm)

W

(mm)

L

(mm)

H

(mm)

Coord.

(mm)

x y z

Drum 12 2 3 1 2

Coil -0.39 5 11 10 -9 -26 5

Cont-

ainer
1.89 7 30 -9 -11 -4 -9

적용한 결과 틀어진 각이 12.3°로 계산되었다.

폭은 식 (3-1-45)를 적용한 결과 705mm로 계산 되었으며, 여기서부터 

다시 β (59.7°) 만큼 회전하여 에지점을 찾아 에지점 까지의 거리를 계산

한 결과 길이는 1026mm로 측정되었다. 모의 컨테이너의 중심은 식 

(3-1-47)에서 식 (3-1-53) 까지 적용한 결과 (-111, -154, 6034)로 계산되

었으며, 컨테이너의 높이는 596mm로 계산되었다. 물체좌표, 크기 및 틀어

진 각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실시간으로 수행되었으며 대략 5초 정

도가 소요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물체좌표 측정장치의 성능은 에지점의 추출 성능에 크게 좌우된다. 즉, 

제시한 알고리즘은 에지점을 가지고 물체의 틀어진각, 크기 및 중심점을 

구하기 때문에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센서의 정 성이 우수해야 알고리즘

의 성능이 보장된다. 그러나, 그림 3-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DAR는 

많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15mm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에지추출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물체의 틀어

진각이 작거나 LADAR의 회전량이 작을 경우 그림 3-1-29와 3-1-30의 O

점에서 E점 까지의 거리가 O점에서 A점 까지의 거리보다 작게 나타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 틀어진 각은 매우 큰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LADAR를 작은 각도로 회전시키면서 몇 개의 에지점을 구한 후 식 

(3-1-61)을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여 직선적합(line fitting) 하면 틀어진각 

φ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잡음에 의한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

다. 그러나, 한번의 스캔정보를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1초 정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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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때문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x i=φy i+γ  (3-1-61)

그림 3-1-39. 컨테이너의 에지추출(7회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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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실용화 기술 개발

(1)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PLC 제어 시스템 개발

(가)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PLC 제어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개발연구를 수행하여 제어 알고리즘, 각도 측정 기술 및 80계열의 마이크

로프로세서를 장착한 제어시스템을 개발하 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제어시

스템 구축에 있어서 산업현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목표인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실용화 기술 개발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반도기계

(주)내의 10톤 천정 크레인을 대상으로 PLC를 이용한 무진동/무충격 크레

인 제어 시스템 개발을 실용화 기술 개발 항목중의 하나로 선정하 다. 반

도기계의 산업용 10톤 크레인은 100% AC 모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개발한 무진동/무충격 크레인에서 확보한 운반물 흔들림 제어기술과 벡터 

인버터 제어 방식의 인버터 제어를 바탕으로 생산성, 안전성을 높이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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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무충격 크레인 PLC 제어 시스템을 반도기계와 공동으로 개발하 다.

본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PLC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기로 사용하는 PLC

는 현재 산업현장의 자동화 추세에 부합하여, 공장 자동화를 위한 여러 산

업현장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이전 보급이 용이하며, 

산업현장의 오랜 적용으로 제어기의 신뢰성과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한 

관계로 보전성과 조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

는 반도기계는 이러한 PLC의 현장 적용에 익숙한 관계로 기 개발된 무진

동/무충격 크레인의 제어기술을 산업현장에 실용화하기가 용이하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설계에 반 하 다.

첫째, 실제 산업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10톤 천정 크레인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확보하고 있는 운반물 흔들림 제어의 무진동/무충격 제어기술을 

적용한다

셋째, AC 모터 제어는 제어성능이 우수한 벡터 인버터를 사용한다.

네째, 크레인은 기존 ON/OFF 방식 및 벡터 인버터 제어 방식을 절환해

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기 제작된 무진동/무충격 크레인에서 개발한 컴퓨터 전용제어기

와 같이 산업용 10톤 크레인의 거더 위에 PLC를 설치하여 크레

인 시스템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여섯째, 크레인의 제어는 기존 펜던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

상의 슈퍼바이저 컴퓨터에서 무선으로 거더상의 PLC를 통제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1-40에서 보는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PLC 제어 시스템은 반도

기계(안산)에 있는 10톤 천정 크레인(40m x 15m x 6m)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주행(Trolly)축과 횡행(Traverse)축에 연결된 농형 유도전동기를 정

하게 제어할 수 있는 벡터드라이버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송물의 흔들림

을 2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송물의 각도측정장치 및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PLC로 구성하 으며 향후 지상의 슈퍼바이저 컴퓨터와 

PLC간에 데이터를 무선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선모뎀을 설치

할 계획이다. 이는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하 던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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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 10톤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PLC제어 시스템 개략도.

발 내용(그림 3-1-2)과 PLC를 제외하고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반도기계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의 사양은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1-7. 반도기계내 10톤 크레인 사양

SPECIFICATION

Hoisting Load 10,000kg

Span 15.625m

Travelling Length 40m

Hoisting Length 6m

M
o
t
o
r

Main Hoist 9kW×8P - 1

Creep Hoist 1.1kW×8P - 1

Aux. Hoist

Creep Hoist

Traversing 0.75kW×4P - 1

Travelling 1kW×6P - 1

Power Source AC3φ 220V-60Hz

Control Method By Pendent S/W

Remark

(나)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PLC 제어 시스템 설계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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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용 PLC 로직 설계

본 PLC 로직 설계에서는 기 연구방식을 도입 원격지에서 크

레인을 조작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작업자를 보호하고, 또한 크레인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작업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용 PLC 

로직을 개발하여 거더위에 탑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다. 크레인 제어를 

위한 PLC와 주변기기 배선도의 개략도는 그림 3-1-41과 같으며, 이의 사

양 및 소요 목록은 표 3-1-8과 같다. 

그림 3-1-41. 크레인 제어를 위한 PLC와 주변기기 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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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PLC 소요 목록

분   류 성   능 소요량 규  격 비   고

전원모듈

 - Power AC 110V 
입력

 - 출력 DC 5V/6A,
    DC 24V/1.5A

1 EA GM3-PA1A

제어용 CPU 
모듈

 - 최대: I/O점수 
4096

 - 메모리: 128K
 - 통신용 링크 6개
까지 사용가능

1 EA GM2-CPUA  

Base 보드 
모듈

입출력 모듈 8개 
부착

1 EA GM2-B08M

입/출
력 모
듈

입력 
모듈

Digital 입력
: 32점,12/24V 1 EA G3I-D24A

 . Pendent P/B(7)
   -수동/자동
   -Hs : UP/DOWN
    Tr : EAST/WEST
    Tv: 
     SOUTH/NORTH
 . Fielde sensor(3)
   - Hs L/S
   - Tr L/S
   - Tv L/S
 . SERVO BRAKE(3)

출력 
모듈

Relay 출력
: 32점,12/24V

1 EA G3Q-RY4A

 . 수동/자동 (1)
 . 비상정지 (1)
 . 인버터 on/off
   동작용(2)
 . 호이스트 Up/Down
   용(2)

변환 
모듈

A/D 
모듈

아날로그 입력 모듈: 
16 CH

1 EA G3F-AD4A 각도측정기용
(2 CH사용)

D/A 
모듈

아날로그 출력 모듈: 
전압출력 16 CH

1 EA G3F-DA4V
 X,Y축 인버터 
속도 제어

카운터 모듈 고속 카운터(2 CH) 2 EA G3F-HSCA
 X,Y,Z 축
위치 측정

통신용 모듈 RS-232 / RS-422용 1 EA G3L-CUEA PLC-PC간 통신용

데이터 
입출력용 
소프트웨어

PC전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1 EA GM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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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한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제어기를 토대로 크레인의 전용제어를 

위한 PLC CPU로는 LG에서 생산되고 있는 GLOFA GM series의 PLC 

모델인 GM2-CPUA를 채택하 고, 이송물의 흔들림 측정은 기 개발한 각

도측정기를 이용하고, 측정 신호의 Digital 변환을 위해 각도측정기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10V 범위내에서 싱  엔디드 (Single-ended)로 받아들

일 수 있는 A/D변환 PLC 모듈(G3F-AD4V)를 채택하 다. 

D/A 변환 PLC모듈(G3F-DA4V)은 ±10V 범위의 전압으로 10톤 크레인

의 농형 AC모터를 구동시키는 벡터인버터의 속도지령에 활용된다. 카운터 

PLC 모듈(G3F-HSCA)은 주행, 횡행, 호이스트의 크레인 모터에 부착된 

오픈 콜렉터(Open-collector) 방식 엔코더 펄스(24V) 출력값을 입력으로하

여 크레인의 위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I/O PLC 모듈(G3I-D24A/G3Q-RY4A)은 리미트 신호와 펜던트 P/B 신

호를 받아들이는 입력기능과, 크레인의 수동/자동 설정과 제어기의 비상정

지, 그리고, 주행, 횡행의 인버터 ON/OFF 작동용, 호이스트  유도 전동기 

UP/DOWN 시키는 출력기능으로 사용한다.

크레인의 제어를 담당하는 PLC제어 프로그램(GMWIN)은 지상의 슈퍼

바이저 컴퓨터(PC 586)에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RS232-C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무선모뎀을 거쳐 크레인 PLC 제어기에 전

송된다.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용된다. 

통신 모듈(G3L-CUEA)은 크레인 PLC 제어기에 개발된 제어프로그램 

및 변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하며  크레인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슈퍼바이저 컴퓨터에 전송하는데도 사용한다. 

크레인의 제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크레인 PLC 제어기는 

주변장치로부터 오는 정보(이송물 흔들림각도 정보 및 횡행, 주행 위치정

보)와 크레인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크레인을 구동시키고, 파지기구의 

흔들림, 크레인의 속도, 위치제어를 수행한다. 따라서, 후크에 매달린 파지

장비를 정확히 이송물에 근접시켜 자동으로 파지하게 한다. 이후 다시 이

송물의 흔들림, 크레인 속도, 위치제어를 수행하여 이송물을 원하는 지점

에 하역시킨다.

이때, 거더위의 크레인 제어기는 실시간으로 운반물의 흔들림각,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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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무진동 크레인 제어를 위한 PLC 모듈 구성도.

 전원
 모듈
G3M
-PA1A

 제어용
 CPU
 모듈
 GM2
-CPUA

입력
모듈
G3I
-D24V

출력
모듈
G3Q
-RY4A

BASE  입출력 보드 (GM2-B08M)

카운터
 모듈
G3F
-HSCA

카운터
모듈
G3F
-HSCA

A/D
모듈
G3F
-AD4A

D/A
모듈
G3F
-DA4V

통신
모듈
G3L
-CUEA

입력 :
AC 110 V

출력 :
DC   5V
DC 24V

512 Kbyte

128 Kstep

출력용
모듈
G3F
-PA1A

 ± 15 V 공급

  D/A  외부
  전원 공급
  모듈

 PLC -
 SPERVISER
 PC 간
 통신용

속도, 위치정보등을 지상의 슈퍼바이저 컴퓨터에 전송하고 지상 컴퓨터는 

이를 컴퓨터 모니터에 그래픽 및 데이터로 나타낸다. 무진동/무충격 크레

인 제어의 산업현장 실용화를 하여 PLC CPU(GM2-CPUA)와 A/D, 

D/A, 카운터, 통신기능을 갖춘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전용 PLC 제어시스

템을 기술 이전 업체인 반도기계와 협력하여 설계하 다. 추후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실용화할 예정이다.

② 전용 PLC 모듈 구조 및 기능

그림 3-1-42는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제어를 위한 PLC 모

듈의 구성도로서 PLC 모듈의 용도와 기능은 아래와 같다.

- BASE 입출력 보드

PLC의 BASE 입출력 보드는 GM2-B08M 모델로서 전원 모듈과 CPU 

모듈의 장착 슬롯을 제외한 8개의 입출력 모듈이 장착 가능한 입출력 

BASE 보드이다.

또한 GM2-B08M 보드는 기본 베이스 보드로서 시스템 변경에 따른 모

듈의 증설시 4개, 6개, 8개등 옵션형태로 증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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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모듈

PLC의 전원 모듈은 GM3-PA1A모델로서 AC 110V 입력에 대하여 DC 

5V-6A와 DC 24-1.5A를 출력으로하는 모듈로서, 베이스 보드상의 각 모

듈에 정격 입력전원을 제공한다.

- 제어용 CPU 모듈

PLC의 제어용 CPU는 GM2-CPUA모델로서 현장 자동화(CIM) 구현에 

적합한 Ethernet 네트워크가 가능하며, 전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채용에 의

한 0.12 μs/step의 고속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고, IL(Instruction List), 

LD(Ladder Diagram), SFC(Sequential Function Chart) 국제 표준화 언어

의 제공에 따른 프로그램 구조화, 모듈화에 의한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

다. 그리고,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은 512 Kbyte(128 Kstep), 데이터 메모

리 용량은 직접 변수 역에서 8∼64 Kbyte, 심볼릭 변수 역에서 446 

Kbyte를 사용한다.

- 입력/출력 PLC 모듈

입력/출력 PLC 모듈은 입력모듈이 G3I-D24A, 출력모듈이 G3Q-RY4A 

이다. 입력모듈은 정격입력 전압 12/24 V이며, Digital 입력 32점을 입력점

수로 한다. 그리고, 32점의 Digital 입력 점수중 펜던트 P/B에 해당되는 수

동/자동 P/B, 호이스트 Up/Down P/B, 트롤리 East/West P/B, 거더  

SOUTH/NORTH P/B의 모드 선정 입력으로 사용하고, Field 센서에 해당

되는 호이스트 L/S, 주행 이동제한 L/S, 횡행 이동제한 L/S, 크레인의 주

행축, 횡행축과 호이스트에 연결된 유도전동기의 Servo Brake의 입력점수

로 사용한다. 그리고, 출력 모듈은 정격 부하전압 12/24 V로서 Relay 출력 

32점을 출력 점수로 한다. ON/OFF 응답 시간은  10 ms로서  크레인의 

수동/자동 설정과 제어기의 비상정지, 그리고, 주행, 횡행의 인버터 

ON/OFF 작동용, 호이스트 유도전동기의 Up/Down 출력용으로 사용한다. 

- 카운터 PLC 모듈

PLC의 카운터 모듈은 G3F-HSCA로서 5 ∼ 24 V의 펄스 입력이 가능

하며, 1 모듈당 2채널이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50 KHz의 계수속도와 

16,1777,215의 계수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주행, 횡행, 호이스트의 오픈 콜

렉터 방식 엔코더 출력값을 입력으로하여 크레인의 위치를 측정하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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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 A/D PLC 모듈

PLC의 A/D 모듈은 G3F-AD4A로서 1 모듈에 16채널의 아날로그 입력

(±10V)을 처리하고, 입력최대 분해능은 1.22 mV(20/214)이 된다. 따라서, 

각도 측정기의 포텐셔메터 출력전압을 입력으로 이송물의 진동각을 측정

하는데 사용한다.

- D/A PLC 모듈

PLC의 D/A 모듈은 G3F-DA4V로서 1 모듈에 16채널의 아날로그 전압

출력을 처리하며, 채널별로 출력전압의 범위(±5V, ±10V)를 설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행, 횡행의 구동에 관련된 인버터의 구동 입력전압

으로 사용한다. 특히 외부 공급전원(±15V)이 요구되므로 G3F-PA1A 모

듈을 채용, 정격전원을 공급받는다.

- 통신용 모듈

G3L-CUEA 모듈은 Cnet 인터페이스 범용 통신 모듈로서 RS-232C/ 

RS-422 각 1 채널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운반물의 

흔들림각, 크레인 속도, 위치정보등을 지상의 슈퍼바이저 컴퓨터에 전송하

는데 사용하며 또한, 슈퍼바이저 컴퓨터의 명령을 PLC CPU에 전송하는

데도 사용한다.

- 출력용 모듈

G3F-PA1A 모듈은 D/A에 공급되는 외부 정격 공급전원 ±15V를 공급

하기 위한 출력 전압용 모듈이다.

(2)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운용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산업현장에서는 중량물을 이송하는데 대부분 크레인을 사용하

고 있다. 크레인작업은 일반적으로 조작자가 적절한 푸쉬버튼을 누룸으로

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크레인의 가감속으로 인해서 이송물에 흔

들림이 발생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흔들림이 제거될 때 까지 많

은 시간이 소요되어 작업효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송물의 흔

들림을 제거하면서 정 하게 크레인을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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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성과는 실용화되고 있다. 이 때 크레인을 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연구(무진동

/무충격 크레인 연구)의 성과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호스트 컴퓨터에 

본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자동화 크레인제어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장애물 

회피, 흔들림 방지 및 정 위치제어 등의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직접 크레

인을 제어하게 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운동알고리즘에 따

른 제어 명령을 크레인제어 컴퓨터에 직렬통신(RS232C, RS422등)으로 전

달하고, 또한 크레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호스트 컴퓨터 모니터

에 2차원 그래픽 및 수치값으로 Display하며, 이 Data들로 Database를 구

축하여 크레인의 종합적인 구동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본 프로그램은 C++Builder로 Windows 환경에서 개발되었다. 개발된 프

로그램은 Data통신, 작업지령, 크레인 동작상태 실시간 2차원 그래픽 및 

수치값 Display, Database 구축 및 Load, Plot, Print, Save 기능을 가지며, 

사용자의 조작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작업을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향후 새로운 알고리즘을 쉽게 추가 할 수 있도록 일관된 인터페

이스를 사용하 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작업지령 입력부분으로 지상의 작업자는 본 프로그램의 메뉴와 아

이콘, 명령버튼 등을 사용하여 크레인이 수행할 작업을 지령한다.

두 번째는 통신부분으로 지상의 컴퓨터와 크레인에 장착된 크레인 전용

제어기는 RS-232C 통신포트를 이용하여 양방향 통신으로 제어명령과 현

재 크레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마지막은 작업결과 출력부분으로 크레인 전용제어기가 보내온 데이터를 

이용하여 크레인의 동작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치값 및 그래픽으로 컴퓨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하여 크레인의 종합적

인 구동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나)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파일을 실행하면 그림 3-1-43과 같이 왼쪽에 크레인 

운용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명령 아이콘들이 있는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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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크레인 운용프로그램 주화면.

인 운용 프로그램의 주화면이 나타난다. 주화면의 메뉴는 크레인을 초기화 

하기 위한 Initialization 메뉴, 크레인 운전을 위한 Jog Control 메뉴와 

Path Control 메뉴, 운용 프로그램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Other 메뉴 및 프

로그램을 종료하는 End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① 프로그램의 초기값 설정

주화면에서 Other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1-44와 같이 통

신 초기값과 참조값을 설정할 수 있는 Pop-up Menu가 나오게 된다.

통신포트 설정은 크레인 제어기와의 통신을 위한 파라메타의 설정을 위

한 메뉴이며, 프로그램 참조값 설정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할 각종 파

라메타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메뉴이며, 테스트는 프로그램에서 통신이 원

활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메뉴이다.

통신포트에 관련된 설정을 하기 위해 ‘통신포트 설정’을 선택하면 그림 

3-1-45와 같은 대화상자가 생성되며 이 대화상자에서 통신 파라메타를 설

정할 수 있다. 그림 3-1-45에서 ‘SPEED’는 통신의 속도를 나타내는 파라

메타로 4800 bps부터 57600 bps까지 다양한 속도를 지정할 수 있다. 변경

된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저장을 선택하여 변경된 통신 파라메타 

정보를 저장한 후 프로그램을 재기동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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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Other 메뉴.

그림 3-1-45. 통신 파라메타 설정 대화상자.

 운용 프로그램 내부의 초기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조값 설

정’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1-46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그림 

3-1-46의 대화상자에서 ‘Crane 길이 정보’ 부분은 크레인 각 축의 최대 

길이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단위는 mm이다. ‘그래픽에 관한 정보 입력’ 부

분은 크레인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출력할 때 각 그래프에 

대하여 각 축에 할당할 도트(Dot) 수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Jog Control시 

속도에 관한 정보’ 부분은 Jog Control을 사용할 때 각축에 대한 초기 속

도 값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초속을 의미한다. ‘Path Control시 각종 참조 

자료’ 부분은 Path Control을 사용할 때 입력되어지는 설정 값들의 초기치

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② 작업 윈도우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주화면에서 Initialization 메뉴 또는 Jog Control 

메뉴, Path Control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림 3-1-47과 유사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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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프로그램 참조값 설정 대화상자.

의 윈도우가 생성된다. 그림 3-1-47의 윈도우는 크레인 운행 명령을 위한 

왼쪽의 명령버튼 부분과 크레인의 운행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오른쪽의 크

레인 상태 표시 부분, 크레인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기 위

한 상단 데이터 처리 부분으로 되어 있다. 

오른쪽의 크레인 상태 표시 부분은 크레인의 현재 상태를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부분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픽으로 나

타내는 부분에서 x-z는 크레인의 x축, z축의 움직임과 이송물의 x축 흔들

림 정도를 나타내며, y-z는 크레인의 y축, z축의 움직임과 이송물의 y축 

흔들림을, x-y는 크레인의 x축과 y축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수치로 나타

내는 부분에서 Dx, Dy, Dz는 각축의 현재 위치를 Vx, Vy, Vz는 각축의 

현재 이송속도를 θ x, θ y는 이송물의 흔들림 각도를 나타낸다.

상단 데이터 처리 부분은 이전에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OPEN, 현

재 데이터를 저장하는 SAVE, 그래프로 출력하는 PLOT, 프린터로 출력하

는 PRINT와 주화면으로 돌아가는 CONTROL MENU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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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 Initialization 윈도우.

③ 크레인의 초기화

주화면에서 Initialization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1-47과 같

은 작업 윈도우가 생성된다. 크레인의 초기화 작업 윈도우는 ‘Crane 

controller initialization’과 ‘Select any axis(X,Y,Z)’, ‘Select of mass’의 3가

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Crane controller initialization 명령은 크레인의 제어기에 초기화 명령을 

전송하는 명령이다. 

Select any axis(X,Y,Z) 명령은 크레인의 각 축을 초기화 하는 명령으로 

Select any axis(X,Y,Z) 명령을 선택하면 작업 윈도우에 그림 3-1-48과 같

은 메뉴가 생긴다. 이때, X,Y,Z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축에 대한 초기화 

명령을 전송한다.   

Select of mass 명령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이송하는 이송물의 형태를 

설정하는 명령으로 Select of mass 명령을 선택하면 작업 윈도우에 그림 

3-1-49와 같은 메뉴가 생긴다. 원통형과 직육면체형의 두가지 형태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림 3-1-47의 크레인 상태 표시 창 로프 하단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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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8. 크레인 축의 초기화.     그림 3-1-49. 이송물의 선택.

④ Jog Control

주화면에서 Jog Control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1-50과 같

은 작업 윈도우가 생성된다. Jog Control은 크레인을 펜던트(Pendent)로 

조작하는 것과 같다. 다른 점은 크레인의 운행속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작업 윈도우의 명령버튼 부분에는 이송 축을 설정하

는 ‘Select any axis’ 부분과 이송속도를 설정하는 ‘속도 선택’ 부분, 이송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선택’ 부분과 이송의 시작을 지시하는 Start 버튼, 

크레인을 정지시키는 STOP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도 선택’ 부분의 

속도는 초속을 의미하며 속도의 입력은 에디터 상자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속도를 증감 시키는 버튼인 ‘DEC’ 버튼과 ‘INC’ 버튼을 이용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Simulation Start/Stop 버튼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크레인의 동작을 묘사하는 명령이다.

⑤ Path Control

주화면에서 Path Control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1-51과 같

은 작업 윈도우가 생성된다. Path Control은 크레인을 사다리꼴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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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Jog Control 작업 윈도우.

그림 3-1-51. Path Control 작업 윈도우.



- 107 -

속도 Profile 입력을 추종하여 작동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 작업 

윈도우의 명령버튼에는 작업자가 의도하는 크레인의 이송거리를 입력하는 

‘Enter desired travel distance(mm)’와 크레인을 이송하는 속도를 입력하

는 ‘Enter constant velocity(mm/s)’, 크레인을 가속시키는 가속시간을 입

력하는 ‘Enter acceleration time(sec)’, 크레인 제어 시간을 설정하는 

‘Enter sampling time(sec)’의 명령과 이송할 축을 선택하는 ‘Select any 

axis’ 명령, 이송할 방향을 선택하는 ‘Select any direction’ 명령, 크레인에 

작업지령을 보내는 Start 버튼과 크레인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STOP 버튼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송거리의 단위는 mm, 이송속도의 단위는 mm/s, 가속시간의 단위는 

1/100 sec, 샘플링 시간의 단위는 sec이다.

차. 결 론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 산업 및 일반 산업현장에서 중량물의 이송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크레인의 자동화 요소기술(이송물 흔들림 측정기술, 

무진동/무충격 정 위치제어 알고리즘 기술, 이송물좌표 측정기술, 이송물 

원격파지기술 및 크레인 컴퓨터 제어기술 등)의 개발 및 이 기술의 원자

력시설 실용화를 목표로 3차 년도('96∼'98)에 걸쳐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이의 개발을 완료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첫째, 크레인 시스템의 변수들(이송거리, 속도 및 이송물 흔들림 각도 

등)을 검증한 결과 실제상황에서 많은 오차를 보 다. 특히 이송거리를 엔

코더로 측정한 결과 바퀴 크기의 오차, 레일의 비정상 상태(굴곡, 휨 등) 

및 엔코더의 분해능 등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크레인 주행에서는 많은 오

차가 누적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거리 레이러 센서와 같은 절대거

리 센서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레일상에 몇 군데 절대위치 리미트 센서를 

부착하여 위치를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 다. 크레인 시스템의 속도응답

은 호이스트, 트롤리, 거더 순으로 느리게 나타났다. 호이스트, 트롤리는 1

차 시스템으로 분석되었고 거더는 2차 시스템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거

더의 응답특성이 가장 느리게 나타났는데 이는 거더가 매우 무겁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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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진다. 이송물의 흔들림각 측정장치를 트롤리 하단에 부착하여 이

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 다.

- 각도측정센서의 와이어 장력이 너무 크면 호이스트 로프를 잡아당기

기 때문에 로프가 휘어지게 된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원리를 이용하여 적

절한 무게를 와이어 반대편 끝에 매달아 로프의 운동에 와이어도 부드럽

게 순응하도록 하 다. 

- 호이스트 로프의 상하이동시 각도측정센서 와이어의 초기 위치가 변

하기 때문에 같은 흔들림에도 로프의 위치에 따라 각도가 다르게 측정된

다. 따라서, 로프의 위치에 따른 와이어의 초기위치 보상식을 적용하 다.

- 로프의 x, y축 힌지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도측정센서의 와

이어 출구로부터 힌지점 까지의 높이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 다.

- 로프가 지상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송물의 흔들림이 작

게 발생할 때 트롤리 하단에 부착한 각도측정센서는 이를 감지하는 능력

이 떨어진다. 따라서, 로프가 지상쪽으로 가장 많이 내려와서 흔들리게 되

는 경우를 기준으로 최소 측정가능 각도( 0.01 o)를 설정하여 각도측정센서

를 설계하 다. 

둘째, 기존의 ON/OFF 조작과 벡터 인버터 제어를 통해서 크레인을 조

작한 결과 펜던트 스위치 조작에서는 기동 및 정지시 큰 가감속 현상이 

발생하 으나, 벡터 인버터 제어에서는 이를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저속에서 토크 특성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무진동 제어 알고리즘은 이송물의 흔들림을 어떠한 경우에도 신속

하게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넷째, 이송물 좌표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임의의 지점에 놓여있는 드럼, 

핫코일형, 컨테이너형을 대상으로 좌표측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30 mm 이

내의 오차가 발생하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정도의 레이저센서 및 

보다 정 한 좌표측정장치의 설치가 요구되었다.

다섯째, 레이저 거리센서, 무선 모뎀, 엔코더의 노이즈 향에 대해 우려

하 으나, 신호선을 전부 shield 처리하고 AC 3상 220 V 전원에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 결과 작동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벡터 인버터내에서 

매우 높은 주파수의 스위칭 동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포텐쇼메터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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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측정센서에는 많은 노이즈가 나타났다. 따라서, 1.7 Hz의 저주파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노이즈의 향을 제거시켰다.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개발 연구는 3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당초 목표를 100% 달성하 으며, 특히 3차 년도에는 원자력발전소 크레인 

전문 공급업체인 (주)반도기계를 과제에 참여시켜 개발 기술을 이전하고 

지도하여 향후 반도기계가 독자적으로 전수 받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하 다. 특히, 반도기계는 과제 참여기간 중 광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의 고체폐기물취급 자동화 크레인을 계약하 으며, 과제 종료후에는 연구

소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전수받은 무진동/무충격 크레인의 관련기

술 중 드럼파지기술을 반 한 자동화 크레인을 설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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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송용기 원격파지/개폐장치 개발

우리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수송하기 

위하여 1988년 KSC-1 수송용기를 국산화한 이래 KSC-4 수송용기 및 

KSC-7의 개발을 완료하 으나, 수송용기의 취급을 위한 각종 장비의 개

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 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이송 작업에 사용

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던 취급 장비, 내부 제염 장비, 고정 용구 장비 및 

기타 유지 보수 장비 등은 모두 수동조작에 의존하고 있어 작업자의 방사

선 피폭 위험성이 크므로 공정의 자동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취급 작업 중 수송용기를 걸어 잡고 이송하는 작업과 수송

용기의 뚜껑을 체결하고 있는 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을 원격 조작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송용기 원격취급장치(Remote Cask Grappling and Lid 

Unbolting Device, RCGLUD)를 개발한 바 있다.

RCGLUD는 크레인에 매달려 수송용기로 이동되며, 본체를 회전시켜 수

송용기를 정확한 위치에서 파지하여야 하나, 회전시 크레인 줄에 대한 본

체의 회전관성으로 인하여 수송용기와 RCGLUD간의 파지의 위치정 도

가 낮아지고, 계속적인 잔류진동이 발생하여 파지 작업이 상당히 지체된

다. 따라서 잔류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위치제어를 구현할 수 있는 

제어기의 개발이 요구된다.

잔류 진동 제어를 위한 연구로는 Book이 두개의 링크 모델의 끝점위치

를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한 이후[45], 여러 가지 궤환제어방식의 연구가 

행해졌다[46].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제어기는 상당히 복

잡한 기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산업시설에 적용하기에 어렵고, 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입력 다듬기 기법이 제안되었다. 1989년 O. J. M. 

Smith[47]는 진폭이 있는 계단 입력을 작은 두 단계의 입력으로 나누고 

이중 하나에 시간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대한 정착 시간을 감소

시켜 입력 다듬기의 기초를 마련하 으며, N. C. Singer와 W. P. Seering

은 시스템의 입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 다[48,49].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하여 실용화한 바 있는 무진동 크레인의 무진동제어 알

고리즘은 이와 유사한 기법을 사용하 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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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RCGLUD의 회전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정 한 

회전위치제어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스템 입력의 형태를 세분화하는 입력

다듬기(input shaping)기법과 신경망 이론을 적용하 다. 입력다듬기 기법

은 개루프 제어방식으로서, 별도의 궤환 루프를 구성하기 위한 센서나 기

존의 하드웨어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스템의 복잡한 

모델링 전개나 수식 계산이 불필요하며 단순히 고유진동수와 감쇠비만을 

고려하여 제어입력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 장치 개요

수송용기 원격 파지/뚜껑 개폐 장치는 무진동크레인에 매달린 채, 수

송용기(KSC-4)가 놓여 있는 곳으로 이송되어, 수송용기를 자동으로 걸어 

잡고, 이를 이송하거나 수송용기의 뚜껑을 체결하고 있는 볼트를 풀어내는 

기능을 가진다. 즉, 그림 3-1-5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수송용기 취급장치는 

길이 1,798 mm인 몸체의 양끝에 그래플이 설치되고, 중심축 상의 약간 아

래에는 몸체의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렌치가이드가 설치되며, 중심축 끝

에는 볼트 수집판이 설치된다. 그래플(grapple)은 수송용기의 트러니언

(trunnion)을 걸어 잡는 부분으로, 그래플 모터를 구동하면 몸체의 길이 

방향 축을 따라 몸체의 가운데로 움직여, 그래플 아래 부분의 그래플 구멍

이 수송용기의 좌·우 트러니언을 걸어 잡는다. 이 때 그래플을 트러니언에 

조심시켜 주기 위해서 몸체를 원하는 위치로 회전시켜 주어야 한다.  즉, 

그림 3-1-52에서 보인 바와 같이 RCGLUD 몸체에 고정된 좌표계(x', y', 

z')의 x'축과 두 개의 트러니언을 연결하는 좌표축(x)과 일치하도록 θ=0

가 되어야 한다. 몸체 회전은 교류 서보모터로 구동되며,  RCGLUD는 구

동제어를 위해서 Motion Engineering사에서 개발한 DSP형 다축제어기를 

도입하여 모터의 위치 (θ)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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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수송용기 원격파지/개폐장치와 수송용기의 상대 좌표계.

나. 입력 다듬기

(1) 이론적 전개

본 연구에서는 회전진동을 감쇠 시키기 위해 Singer의 입력 다듬

기 기법을 도입하 다. 입력 다듬기 기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θ ref(t)를 입

력으로 하고 θ( t)를 출력으로 하는 2차 선형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고려한

다.  

     G(s) =
Θ( s)
Θ ref(s)

=
ω
2
n

s
2
+2ζω ns+ω

2
n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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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n 은 시스템의 비감쇠 고유진동수, ζ는 감쇠비이다. 이 시스템

에 진폭이 A인 정현파 입력에 대한 정상상태 출력은

θ( t)=Asin (αt+ψ)                                   (3-1-63)

로 나타난다. 입력다듬기 기법은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에 기초를 두고 설

계하는 것으로서 먼저 그림 3-1-5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스템에 

진폭이 A인 임펄스 입력이 t=t 0인 순간에 가해지면 응답은 다음 형태와 

같이 나타난다. 

  θ( t)= [A
ω n

1-ζ
2
e
- ζ ω n ( t- t 0 )] sin [ω n 1-ζ 2( t- t 0)]      (3-1-64)

여기서 t 0는  임펄스가 가해지는 시각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두개의 임

펄스 입력이 순차적으로 가해졌을 때, 시스템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A sin (αt+ψ)= B 1sin (αt+φ1)+B 2sin (αt+φ2)             (3-1-65)

A= (B 1 cosφ1+B 2cosφ2)
2
+ (B 1 sinφ 1+B 2sinφ2)

2

    ψ= tan - 1 (
B 1sinφ 1+B 2sinφ 2
B 1cosφ 1+B 2cosφ 2 )

여기서, B 1, B 2, φ1, φ2 는 각각 순차적인 임펄스 입력에 대한 출력의 

임펄스 진폭과 위상각이다. 식 (3-1-65)를 이용하여 N개의 임펄스 입력에 

대한 진동의 크기를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하면 

 

A= (∑
N

j=1
Bjcosφ j)

2

+( ∑
N

j=1
Bjsinφ j)

2

                        (3-1-66)

여기서, φ j= ω n ( 1- ζ
2
)t j  , B j=

A jω n

(1-ζ
2
)
e
- ζω n ( t N- t j)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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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단 임펄스 입력의 중첩에 의한 시스템 응답

(a) 각각의 임펄스에 대한 시스템 응답

Response to First Impulse
Response to Second Impulse

이때 t j와 Aj는 각각 j번째 임펄스가 발생하는 시각과 크기이며 ωn은 

고유진동수이다. 만약 그림 3-1-53(a)의 실선과 같은 임펄스 응답을 보이

는 시스템에 응답곡선의 차가 180°되는 시점에서 크기가 이와 반대인 임

펄스를 정확히 입력시키면 180°이후의 출력은 0이 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임펄스가 입력된 이후에는 그림 3-1-53(b)와 같이 시스템 진동이 남

아 있지 않게 된다.

그림 3-1-53. 2단의 임펄스 입력에 대한 선형 시스템의 응답.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ω가 ωn과 같다고 가정하면 마지

막 N번째의 임펄스가 가해진 이후에는 식 (3-1-66)의 각 항이 0이 되어

야 하므로 다음 조건이 요구된다.

 B 1cosφ1+B 2cosφ2+...+BNcosφN=0                      (3-1-67)

B 1sinφ1+B 2sinφ2+...+BNsinφN=0               (3-1-68)



 K= e
ζπ

1-ζ2 ,   ΔT=
π

ω n 1-ζ
2

그림 3-1-54. 2단 임펄스 입력.

0 T

1/ (1+K)  

K/(1+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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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3-1-62)에 정의된 시스템의 N개 임펄스 입력에 대해 출력 형

태는 식 (3-1-69), (3-1-70)와 같이 나타난다.   

∑
N

j= 1
A je

- ζω n ( t N- t j)sin ( t jω n 1-ζ
2 )=0              (3-1-69)

∑
N

j= 1
A je

- ζω n ( t N- t j)
cos ( t jω n 1-ζ

2
 )=0         (3-1-70)

위의 식에서 두개의 임펄스를 구하기 위한 예를 들면, 처음의 임펄스를 가

하는 시간 ( t 1=0)과  진폭의 크기 A 1과 선형적으로 축적된 A 2는 

∑
2

j=1
Aj=1  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Aj와 t j를 구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가해지는 입력이 시간차이를 두는 임펄스 열과 콘볼루션 적분되더라도 전

체 입력의 합은 같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3-1-54는 임펄스의 크기가 Aj

이고 시간간격이 t j인 두 임펄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시간

지연으로 ΔT 만큼을 갖게 된다. 

그림 3-1-55(a)의 계단입력이 그림 3-1-54의 임펄스 열과 콘볼루션 적

분되었을 때 시스템에 가해지는 최종 입력은 그림 3-1-55(b)와 같다. 여기

서 고유진동수와 감쇠비가 모델링시 부정확하거나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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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계단입력               (b) 계단입력과 임펄스 입력을

                                  convolution한 계단파 입력

그림 3-1-55.  2단 입력 다듬기를 거친 계단파 입력.

U(t) U'(t)

A1

t1 t2

A1  + A2 

와 같은 두개의 임펄스 열을 콘볼루션하는 방법은 실효성을 걷을 수 없고 

여전히 잔류진동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입력다듬기 기법을 이용시 이에 

대한 강인성을 부여하기 위해 임펄스 열의 갯수를 늘려 잔류진동의 진폭

이 0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 임펄스의 갯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식(3-1-69), (3-1-70)를 ωn에 대해 미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얻게 된

다. 

∑
N

j= 1
A jt je

- ζω n ( t N- t j)
cos ( t jω n 1-ζ

2
 )=0 (3-1-71)

∑
N

j= 1
A jt je

- ζω n ( t N- t j)
sin ( t jω n 1-ζ

2
 )=0 (3-1-72)

세 개의 임펄스 경우(N=3) 위에서 언급한 A 1=1과 t 1=0을 이용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t 2=
π

ω n 1-ζ
2
,   t 3=

2π

ω n 1-ζ
2
=2t 2= 2ΔT,           (3-1-73)

A2=2e
-ζωnt 2=2K, A3=(e

-ζωnt 2) 2=K 2               (3-1-74)

각 경우의 펄스 크기 및 ΔT 는 그림 3-1-56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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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ζπ

1-ζ
2

,  ΔT= π

ω n 1-ζ
2

 그림 3-1-56.  3단 임펄스 입력.

0 T

2K/(1+2K+K2) 

K2/(1+2K+K2)

Time

1/(1+2K+K2)

T2

N > 3인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펄스 열의 갯수를 늘려 나가면 t i

와 Ai는 표 3-1-9과 같이 정리된다.

(2) 실험 결과 및 고찰

앞에서 논한 입력다듬기 기법를 이용한 임펄스 제어기의 성능 실

험을 위하여 RCGLUD의 몸체 회전제어에 이를 적용하 다. 입력제어기의 

제어기 구성을 위하여 몸체의 회전 각도를 피드백하기 위한 회전각도 측

정센서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성능실험 결과의 측정 및 해석을 위하여 

Polhemus 3차원 위치 측정센서를 이용하 다. 이 센서는 센서중심으로부

터 측정대상물의 x,y,z 축상으로의 떨어진 거리, 및 각 방향으로의 회전각

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전체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3-1-57에서 

보는 바와 같다.

RCGLUD 몸체는 폐회로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된 서보모터에 의해 회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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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입력다듬기 기법에 의한 입력변수 값

N t i Ai

1 0 A 1=1

2 ΔT  A 1=1/(1+K), A 2=K/(1+K)

3 2 ΔT   

A 1=1/(1+2K+K
2
),

A 2=2K/(1+2K+K
2
),

A 3=K
2
/(1+2K+K

2
) 

4 3 ΔT 

A 1= 1/(1+3K+3K
2+K 3),

A 2= 3K/(1+3K+3K
2+K 3),

A 3= 3K
2/(1+3K+3K 2+K 3),

A 4=K
3/(1+3K+3K 2+K 3) 

그림 3-1-57.  RCGLUD 제어 시스템 개략도.

CPU

Motor Encoder

MEI

RS-232C

Polhemus sensor

Counter

D/ADriver

X

Y

Z

이루어지지만 몸체회전 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회전진동이 발생한다. 즉, 서보모터 제어 시스템에 입

력값을 이의 회전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입력값이 잘 못 결정

될 경우에 발생한 회전 진동은 RCGLUD가 크레인의 줄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의 감쇠비는 0이 되어 진동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정착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실험 결과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됨).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입력다듬기 기법을 이용하여 제어입력이 임펄

스열과 콘볼루션 적분된 값을 갖도록 입력값을 조정하 으며 전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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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8.  입력다듬기를 포함한 제어계 블록선도.

Θ m (s) Θ (s)
MotorΘ ref (s) RCGLUD

Body
Input

Shaping

Reference
Input

은 그림 3-1-58에서 보는 바와 같다. 

RCGLUD 몸체의 출력값 Θ(s)는 식 (3-1-62)과 임펄스열이 콘볼루션 

적분된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Θ( s) =  
ω2n

s
2
+ 2ζω ns+ω

2
n

 Θm (s)         (3-1-75)

시스템의 고유진동수와 감쇠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제어하지 않은 경우

의 계단파 위치 기준 입력 (Θ ref)에 대한 개회로 응답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림 3-1-59과 같은 응답을 얻었다. 그림 3-1-59의 응답특성

으로부터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ωn)와 감쇠비( ζ)를 추정하면 대략 ωn= 

0.52와 감쇠비 ζ= 0.01과 같다. 이 값을 표 3-1-9의 N=4인 경우에 대하

여 각 임펄스열의 t i와 Ai 를 계산하면 표 3-1-10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입

력 변수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입력으로 하는 RCGLUD의 출력은 그

림 3-1-60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1-60의 결과를 제어하지 않은 경

우의 응답(그림 3-1-59)과 비교해 보면, RCGLUD 몸체의 회전 진동이 약 

반주기만에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입력다듬기 기법에 의

하여 결정된 입력은 몸체의 회전 진동 제거에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각도 출력값에 미소한 

잔류진동이 존재한다. 이는 제어하지 않은 경우의 응답특성으로부터 추정

한 고유진동수와 감쇠비가 실제 시스템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한 바대로 임펄스열의 

입력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임펄스열의 증가는 ΔT 만큼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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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제어하지 않은 시스템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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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을 발생시키므로써 회전 진동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의 시간이 지연

되게 된다. 따라서,  임펄스열의 수를 결정할 때는 미세한 잔류 진동의 허

용값과 원하는 회전진동의 정착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표 3-1-10.  실험에 사용된 임펄스 입력변수 값

N t i

Ai

A 1 A 2 A 3 A 4

1 0    1

2 6.2   0.511   0.489

3 12.4   0.263   0.499    0.238

4 18.6   0.134   0.383    0.36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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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0.  입력다듬기에 의한 계단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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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광전 센서와 신경망 이론을 이용한 파지위치 정 인식

그림 3-1-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 다듬기 기법으로 RCGLUD의 

구멍(hole)과 수송용기 트러니언(trunnion)과의 중심축이 일치하도록 제어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플 구멍

을 트러니언에 삽입하려면 삽입공차(0.5cm) 이내로 실제 틀어진 위치를 

정 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경망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즉, RCGLUD 구멍 주변에 각각 2개의 광전 센서를 설치하고 

RCGLUD를 회전(그래플과 트러니언의 틀어진 각도 및 중심 위치를 변화)

시키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광전센서의 출력 정보를 신경망 이론을 이용

하여 학습시켰다. 실험 결과, 표 3-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전센서의 

출력값만 측정하면 그래플과 트러니언의 틀어진 각도 및 위치를 최고 0.25 

cm 이내로 측정할 수 있었다.

 

표 3-1-11. 파지오차 인식 결과

ex ey eθ

mean 0.071 cm 0.042 cm 0.077deg

standard 
deviation 0.054 0.032 0.061

maximum error 0.253 cm 0.134 cm 0.307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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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 RCGLUD 파지위치 정 제어. 

grapple

trunnion

라. 수송용기 뚜껑제거 실험

기 개발한 무진동 크레인 후크(hook)에 RCGLUD를 장착하고, 이를 

수송용기 위치까지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이송시킨 후 입력 다듬기 기법

으로 RCGLUD를 트러니언과 일직선이 되도록 회전시키고, 다시 신경망 

기법으로 삽입위치를 정  조정하고, 수송용기 뚜껑에 있는 볼트를 

RCGLUD의 임팩트렌치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종합실험을 그림 3-1-6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수행하 다. 수송용기의 뚜껑을 제거하는데는 일련의 

여러 과정이 필요하게 되나, 개발한 장치 및 알고리즘을 적용한 실험 결과

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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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수송용기 뚜껑제거 종합 실험.

(a) 파지기구 회전위치 제어

(a) 파지기구 및 수송용기 
초기상태

(a) 임팩트렌치 회전 (c) 제거볼트 이송안착

(b) 파지기구 회전 완료

(b) 파지기구 정지

(c) 파지기구 수송용기 삽입

(c) 파지기구 하강

(b) 임팩트렌치 볼트삽입/제거

무진동

이송

및

하강

파지기구

회전제어

및

용기파지

뚜껑볼트

자동분해

및 

이송/안착

마. 결과 분석

수송용기 원격 파지/개폐 장치의 그래플을 회전시켜 수송용기의 트

러니언에 정확히 조심시키고자 할 경우, 그래플 및 몸체의 회전관성으로 

파지 장치가 회전목표점을 중심으로 흔들리게 된다. 이와 같은 흔들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어 효율적인 파지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래플이 정확한 위치로 회전되는

데 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하여 회전진동을 단 시간 내에 제어할 

수 있는 입력다듬기 기법을 적용하여 이의 전산모사와 성능 실험을 수행

하 다. 그 결과 입력다듬기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파지 장치의 흔들림을 

신속히 제거함을 확인하 다. 또한 임펄스열의 갯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미

세한 잔류 흔들림의 폭을 점차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임펄

스열의 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파지장치 시스템의 실제 고유진동수가 시

스템 모델링이나 실험에 의한 결정 값과 다소 오차가 있어도 잔류 흔들림

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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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드럼 저장소의 구조 및 드럼 저장 모습.

Truck Bay Truck Bay

Waste Drum
Storage Area

Spent Filter
Drum Storage
Area

3. 폐기물 드럼 원격파지장치 개발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실용화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한 반도기계(주)가 

‘99년도에 수주한 광 원자력발전소의 고체폐기물 저장조 구조는 그림 

3-1-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부터 중준위 폐기물(사용후 필터)을 1

단으로 저장하는 지역과 일반 저방사성 폐기물을 3단으로 저장하는 지역, 

트럭 및 지하 카트를 이용하여 고체폐기물을 반입 및 반출하는 2개의 트

럭베이로 구성되어 있다. 고준위 고체폐기물의 반입 시에는 트럭을 사용하

지 않고 지하에 설치된 카트를 사용하며 크레인을 움직여 트럭베이 하단

의 출구를 통하여 반입한다.

고체폐기물 취급 크레인은 그림 3-1-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 갤런

(gallon) 고체폐기물 드럼을 트럭베이에서 드럼저장지역으로 이송(반입)하

고, 드럼저장지역에서 제염설비를 경유하여 트럭베이로 이송(제염작업)하

는 작업, 드럼저장지역에서 트럭베이로 드럼을 이송(반출)하는 작업에 사

용된다. 드럼의 저장위치, 적재단수는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되며 지정위치

(X,Y,Z)를 선택하면 크레인은 드럼 파지장치를 활용하여 드럼을 파지하고 

지정위치에 근접하여 멈추게 된다. 이 때 이송중 및 정지시에 흔들림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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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게 제어된다. 다음에는 천정에 좌표화된 그리드(grid)를 거더위

에 탑재한 카메라로 화상을 보면서 크레인을 미세조정하여 정 하게 지정

위치에 세운다. 이후에는 호이스트 로프를 하강시켜 3인치 이내의 오차로 

드럼을 적재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용화 

가능한 파지장치를 개발하여 향후 고체 폐기물 취급 크레인에의 적용 혹

은 기본 개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3-1-64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 개발한 수직/수평식 드럼 원격파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파지팔이 3축으로 구성 되어 있는 관계로 3축의 파지팔중 

하나는 반드시 드럼간의 간격이 좁은 지역을 지나게 되어 있다. 또한 기존

의 수직식 드럼 원격파지장치는 파지시 파지팔이 수직운동하게 되어 드럼

의 파지면이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럼간의 큰 간격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고 수평식 드럼 원격파지장치의 경우에도 파지팔이 수평 이동함

으로 인해 드럼 파지시 드럼간에 큰 간격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지팔이 4축이고 파지팔의 파지부만 회전운동하도

록 하는 드럼 원격파지 장치를 그림 3-1-65와 같이 개발하 다.

(a) 3점 수직식                       (b) 3점 수평식

그림 3-1-64. 3점 수직/수평식 드럼 원격파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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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드럼 파지팔의 작동 원리.

Screw

Support Arm

Grapple Arm
파지면

럼 파지장치에 설치된 드럼상부접촉 리미트스위치를 사용하여 일정한 높

이에서 드럼을 파지하도록 한다.

원격 드럼파지장치에 사용한 모터 및 서보콘트롤 유닛의 사양은 표 

3-1-12, 13과 같다. 표 3-1-12의 모터사양을 이용하여 파지에 필요한 작

업시간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파지와 해제에 필요한 스크루의 양정

이 25.51 mm이므로 스크루의 피치(p) 10 mm, 기어비(n) 1/1.5, 모터의 회

전수 60 rpm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정격속도(V)는,

v= p×n×ω=10×
1
1.5

×60×
1
60
= 6.66mm/s     

이므로, 25.51 mm의 양정을 이동하려면 3.83 sec가 걸린다. 만약 운전속도를 

정격속도의 반을 사용하면 실제 운전시간은 7.66 sec가 소요된다. 표 3-1-13

은 모터 제어에 사용되는 AC 서보콘트롤 유닛의 사양이다. 

 



- 128 -

표 3-1-12. 모터의 사양

           
         형  식

    항   목

FHA-25B-6015-

E150
비고

정격출력 W 160

최대토크 kgf․m 10

정격토크 kgf․m 2.6

최고회전속도 rpm 80

정격회전속도 rpm 60

최대전류 A 3.8

정격전류 A 1.4

토크정수 kgf․m/A 3.1

관성모멘트 (J)

(GD2/4)

kgf․cm․sec
2

5.9

kg․m2 0.57

감속비 kgf 1:50

정격래디얼하중 kgf 180

정격축방향하중 kgf 460

정격모멘트하중 kgf 12

분해능 pulse/rev 75,000
인크리멘탈 

엔코더

입력전원전압 V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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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AC 서보콘트롤 유닛의 사양

       형  식
   항   목

HA-600-2 비고

입력전원 V
단상/3상 AC100∼230V 
-15%∼+10% 50/60Hz

단, 모터의 입력전원
전압에 따름

정격전류 A(rms) 1.4

최대전류 A(rms) 3.8

최대부하관성 
모멘트(J) 

(GD
2
/4) 

kgf‧cm‧sec 18

kg․m
2 1.8

제어방식
PWM 제어(캐리어주파수 

: 16.7KHz)
사용소자:IPM

제어모드

6속도제어/토크제어/
위치제어 (신호입력 및 
파라메타에 의해 모드 

절환가능) 

위치센서
동기신호 U,V,W 

인크리멘탈 엔코더

외형치수 mm W60×H180×D150

엔코더모니터 출력
A B Z상 오픈컬렉터 

방식

속도
토크
제어
모드

속도제어범위 1 : 1000 이상

속도변화율

- 부하변동(1∼100%)에 대해서 ±0.05이하/정
격회전속도

- 전원전압변동(정격 -15%, +10%)에 대해서 
±0.05%이하/정격회전속도

속도․토크 지령전압 DC 0∼±10V (입력임피던스 약 33Ω)

주파수특성 50Hz이상

제어입력신호
전류제어지령, 인에이블, 알람리셋, 정전․역전
시동, 속도선택, 외부전류제한, P/PI절환, 제어

모드 절환

제어출력신호
운전준비완료, 속도도달, 저속도․전류제한중, 

제어모드, 알람, 알람코드(3bit)

위치
제어
모드

최대입력펄스 주파수 500kbps(라인드라이브) 250kbps(오픈컬렉터)

입력펄스 형태
1펄스방식(부호+펄스), 2펄스방식(CW, CCW펄

스), 2상펄스방식(90˚위상의 A․B상펄스)

제어입력 신호
전류제한지령, 인에이블, 알람리셋, 정전금지, 
역전금지, P/PI절환, 편차클리어, 지령펄스금지, 

외부전류제한, 제어모드 절환

제어출력 신호
운전준비완료, 위치결정완료, 저속도․전류제한

중, 제어모드, 알람, 알람코드(3bit)

시리얼 인터페이스
RS-232C(표준) ch1내장 TxD,RxD,GND 3선식 

핸드색 파라메타 관리, 운전상태모니터 가능





- 131 -

θC  : 벡터 CD와 Y축이 이루는 각

φ d  : 드럼 상단부의 지름(613 mm)

φ c  : 파지부의 드럼 지름(573 mm)

j : 드럼중심에서 스크루 중심까지의 거리

k : 스크루 중심에서 파지팔 힌지점의 중심까지의 거리

파지장치가 드럼을 완전히 파지하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점 E의 X축 좌

표가 드럼을 완전히 파지한 위치인 107.3608 mm에서 드럼을 완전히 해제

한 위치인 131.3608 mm 이상의 범위를 가져야 한다.

드럼파지팔의 구동지점인 A지점의 위치와 드럼의 파지부위인 E지점의 

위치 관계를 알기 위하여 그림 3-1-67에서 각 점의 직교좌표를 구하면, B

점의 좌표는 OB=(0,y), C점의 좌표는 OC=(a,0), D점의 좌표 OD

는 그림 3-1-67의 (b)에서 보는바와 같이 OB와 BD의 합, 또는 OC와 

CD의 합이 되어 식 (3-1-76), 식 (3-1-77)로 표현된다. 

OD= OB+ BD =(0, y)+(ecosθB, esinθB)

= (ecosθB, y+esinθB)

 (3-1-76)

    
= OC+ CD =(a, 0)+(bsinθC, bcosθC)

= (a+bsinθC, bcosθC)

 (3-1-77)

드럼의 파지부위인 E점의 좌표 OE는 식 (3-1-78)과 같이 OB와 BE

의 합으로 표현된다.

OE= OB+ BE =(0, y)+(fcos(α+θB), fsin(α+θB) )

= ( fcos(α+θB), y+fsin(α+θB) )

 (3-1-78)

식 (3-1-76)과 식 (3-1-77)은 동일한 좌표를 나타내므로, 식 (3-1-7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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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77), 식 (3-1-78)을 정리하면 식 (3-1-79)과 같이 미지수 5개( θB, 

θC, y, OEx, OEy), 식 4개인 연립방정식을 얻는다. 

ecosθB=a+bsinθC

y+esinθB= bcosθC

OEx= fcos (α+θB)   (3-1-79)

OEy= y+fsin (α+θB)

위의 식 (3-1-79)을 정리하면 식 (3-1-80)와 같이 되며, 여기서 드럼을 

파지한 위치인 E점의 X좌표 OEx를 알고 있기 때문에 B점의 Y 좌표값

인 y가 구해진다.

y= b
2
-(a-ecos ( cos -1 OExf -α))

2

-esin ( cos -1 OExf -α)  (3-1-80)

드럼을 파지하고 해제 하는데 필요한 스크류의 양정은 파지부위인 E점

이 드럼의 파지위치에 있는 경우와 해제위치에 있는 경우의 B점의 Y좌표 

차이를 구하면 된다.

드럼의 완전한 파지시에는 E점의 X좌표 OEx가 107.3608 mm이므로, 

식 (3-1-80)에서 B점의 Y좌표 y는 141.94 mm이다. 드럼의 완전한 해제를 

위해 필요한 파지면 상단의 x방향 양정이 28 mm이므로, 해제시 E점의 

좌표 OEx가 135.3608 mm가 되며 B점의 Y좌표 y는 식 (3-1-80)에서 

167.45 mm가 된다. 따라서, 드럼의 완전한 파지와 해제에 필요한 스크류

의 양정은 25.51 mm 가 된다.

구동축의 위치인 B점의 Y좌표 y의 변위에 따른 파지면의 위치는 식 

(3-1-79)에서 OEx와 OEy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 (3-1-81), 식 

(3-1-82)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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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x= fcos (α+ cos -1 a
2+e 2+y 2-b 2

2e a 2+y 2
- tan -1

y
a )  (3-1-81)

OEy= y+ fsin (α+ cos -1 a
2+e 2+y 2-b 2

2e a 2+y 2
- tan -1

y
a )  (3-1-82)

나. 제어 시스템

그림 3-1-68에 원격 드럼파지장치의 전체 제어 시스템의 설계도를 

나타내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판을 사용하여 작업자가 직접 

제어하는 방식과 무진동/무충격 제어기(PLC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

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이때, 제어박스(control 

box)의 스위치 조작을 통하여 릴레이 스위치를 작동시켜 수동조작과 자동

조작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원격 드럼파지장치와 드럼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드럼파

지장치의 적당한 파지높이의 도달, 드럼파지팔의 완전 파지, 해제에 대하

여 각각 리미트 스위치를 사용하여 위치를 검출한다.

수동조작시에는 제어박스에 부착되어 있는 LED램프를 사용하여 드럼파

지장치의 현재상태와 작동상태를 표시한다. 파지장치에 부착된 AC 서보모

터는 드럼 파지장치 제어시스템 및 AC 서보콘트롤 유닛을 통하여 드럼 

파지팔의 속도를 제어한다. AC 서보콘트롤 유닛은 인가된 전압 변화에 의

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전압 입력값은 DC 0∼+10 V를 입력한다. 이

때 모터의 속도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10 V에서 최고 속도가 된다. 모

터의 회전방향 결정은 세 개의 입력단자 FWD, REV, CM의 조합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 입력단자 CM과 FWD를 접속하면 정방향의 회전을 지령

하며, 입력단자 CM과 REV를 접속하면 역방향의 회전을 지령한다. 만일 

입력단자 CM이 입력단자 FWD나 혹은 REV와 접속이 되지 않으면 모터

는 정지명령을 지령한다.

다. 드럼파지 알고리즘

원격 드럼파지장치(DGD, Drum Grapple Device)는 본 연구에서 개

발한 무진동/무충격 크레인과 함께 사용되며, 드럼은 지정된 장소에 수납

되고 적재되기 때문에 드럼의 위치는 알고 있다. 드럼을 파지한 후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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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8. 드럼 파지장치 제어장치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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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 이송하여 하역하는 일련의 작업 순서는 그림 3-1-69에서 보는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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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9. 드럼 파지장치의 동작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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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드럼파지장치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자동(Auto)과 수동(Hand)

의 두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용자가 자동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어박스(control box)에 자동을 나타

내는 자동운전(Auto) LED가 점등하게 되며 무진동/무충격 제어기(PLC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드럼파지장치를 작동하게 된다. 무진동 크레인을 

이용하여 드럼파지장치가 파지할 드럼상단에 위치하면 드럼파지팔을 완전

히 연다. 이때, 리미트 스위치 B에 도달하면 파지팔의 작동이 멈추게 된

다. 또한, PLC 또는 컴퓨터가 리미트 스위치 B를 감지하여 드럼파지팔이 

완전히 열린 것을 확인한 후 드럼파지장치를 하강시켜 드럼을 파지할 준

비를 한다. 하강시 리미트 스위치 C를 감지하여 드럼파지장치와 드럼사이

에 수직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한다. 리미트 스위치 C가 감지

되면 드럼파지장치와 드럼의 간격이 드럼을 파지하기에 적당한 위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리미트 스위치 C가 감지되어 드럼파지장치가 드럼을 파지

하기에 적당한 곳에 위치하면 드럼파지팔을 닫아서 드럼을 파지한다. 이

때, 리미트 스위치 A로서 드럼의 파지 여부를 판별한다. 리미트 스위치 A

가 작동하여 제어기에 드럼이 완전히 파지상태인 것을 알려오면 크레인을 

작동하여 드럼파지장치와 드럼을 상승시킨 후 드럼을 목표지점으로 이동

시킨다. 드럼을 목표지점에 완전히 이동하고 난 후 하강시켜서 바닥에 내

려 놓고 드럼파지팔을 연다. 리미트 스위치 B가 작동하여 드럼이 완전히 

열린 상태인 것을 알려오면 드럼파지장치를 상승시켜서 전체적인 작업을 

종료한다.

사용자가 수동(Hand)을 선택한 경우 제어박스에 수동운전 LED가 점등

하며 작업자는 수동(Hand)으로 크레인을 작동시켜 드럼파지장치와 드럼의 

위치를 보면서 판단하여 드럼파지장치를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때,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드럼파지장치로 드럼을 파지(Clamp)하거나 해제

(UnClamp)하는 경우 사람이 작업명령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만 드

럼파지장치가 작동되도록 하 다. 리미트 스위치 C는 드럼파지장치가 드

럼을 파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

하며 리미트 스위치 C가 감지되면 드럼감지 LED에 불이 들어와서 드럼

파지장치가 드럼 위에 위치했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리미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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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C가 감지되지 않으면 드럼파지장치가 드럼 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드럼 파지(Clamp)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리미트 스위치 A와 

리미트 스위치 B는 드럼파지장치가 닫혔는지(Clamp), 열렸는지(UnClamp) 

여부를 감지하는 스위치로 리미트 스위치 A가 작동하면 파지 LED를 점

등시켜서 드럼파지장치가 완전히 닫힌 상태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드

럼파지장치의 파지작동을 중지시킨다. 리미트 스위치 B가 작동하면 파지

해제 LED를 점등시켜 드럼파지장치가 완전히 열린 상태임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드럼파지장치의 해제작동을 중지시킨다. 

사용자가 파지(Clamp) 푸쉬버튼(Push Button)을 누른 경우 리미트 스위

치 C가 감지되고 즉, 드럼파지장치가 드럼 위에 위치하고, 리미트 스위치 

A가 감지되지 않으면 즉, 장치가 완전히 닫힌 상태가 아니면, 장치는 닫

히는 동작을 계속 수행하여 드럼을 파지하게 된다.

사용자가 해제(Unclamp) 푸쉬버튼을 누른 경우 리미트 스위치 B가 감

지되지 않으면 즉, 드럼파지장치가 완전히 열린 상태가 아니면, 장치는 열

리는 동작을 계속 수행하여 드럼을 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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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하중 Telescopic형 이송장치 개발

본 과제에서 2000년도에 계획한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공정 종합시험

에서는 고하중의 다관절 조작기(manipulator)를 이용하여 top nozzle 절단, 

Grid 절단 및 연료봉 이송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차세대관리 

실증공정에서도 이동형 조작기를 이용한 핫셀내 사각지역의 유지보수 작

업 및 고방사성물질 탱크의 운반 등의 작업이 있게 된다. 이때, 작업대상

체까지 X, Y 및 Z 방향으로 정 하게 이송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250 kg 이하 중량의 조작기 또는 고방사성물질 탱크파지장치를 

부착하고 X, Y 방향에 대해서는 최고 250 mm/sec, Z 방향에 대해서는 

150 mm/sec 속도로 이송하면서 0.2 cm 이내의 오차로 정 한 위치제어가 

가능한 Telescopic형 이송장치를 설계.제작하 으며, 회전형 사용후핵연료 

분말수집통 파지장치를 설계하 다.

가. Telescopic형 이송장치 설계 및 제작

Telescopic형 이송장치는 크기가 10 m(W) x 6 m(D) x 5 m(H) 인 

구조물 위에서 X(W), Y(D) 및 Z(H) 축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구조물 내에 

설치되는 장치(집합체 수직/수평 회전기구, 핵연료봉 인출장치, 핵연료봉 

절단장치, 소결체 인출장치 및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등)에 

접근하거나 장치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들 장치 중 수직방향의 높이

가 가장 큰 핵연료집합체 수직/수평 회전기구(4,100 mm)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X축 하단면은 지면으로부터 약 4,300 mm가 떨어지도록 설계하

다. 일반적으로 크레인과 같은 고하중 이송장치는 바퀴가 레일(rail)을 따

라 구르게 되는데 이송장치의 중량으로 인해 가속시나 주행중에 미끄럼이 

발생하고, 특히 정지하기 위한 감속시에는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진

다. 또한, 바퀴와 레일간에는 5 mm 정도의 간격이 있어, 이송 중에 이송

장치가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이송장치의 정 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본 telescopic형 이송장치에서는 2 mm 이내의 이송오차를 확보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사양을 반 하 다. 

첫째, 이송장치의 구동모터는 정 한 위치제어가 가능한 서보모터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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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둘째, 고하중의 telescope를 이송하기 위하여, 관성이 매우 작으면서 높

은 감속비(X, Y축 1/80, Z축 1/120)를 갖는 하모닉드라이브 감속장치를 선

정하여 모터 출력축에 직접 부착하 다.

셋째, X, Y축 이송 메카니즘은 X, Y축 구동시 바퀴의 미끄럼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퀴직접구동방식

(모터 출력축의 감속장치에 직접 바퀴를 부착하여 레일을 따라 구르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스프라켓 구동방식(감속장치 출력축에 스프

라켓(sprocket)을 부착하여 레일 측면에 설치한 체인(chain)을 따라 스프

라켓이 회전하고, 바퀴는 레일상에서 공회전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넷째, X, Y축 이송부의 바퀴와 레일사이의 간격을 1 mm 정도로 설계하

여 이송장치가 좌우로 이동하는 양을 최소화하 다.

다섯째, Z축을 3단의 원통형 튜브로 구성하여 조작기 및 탱크 파지장치

를 최고 2 m 내에서 상하 이송시킬 수 있도록 하 으며 튜브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 5 g 이내의 충격에도 견고하도록 하 다.

Telescopic형 이송장치는 크게 직육면체형의 구조물(structure), 새들

(saddle)과 보로 구성되는 거더(girder) 시스템, 횡행장치 및 권상장치로 

구성되는 트롤리(trolley) 시스템 및 제어장치로 구성되며 세부사양은 다음

과 같다.

(1) 구조물(structure)

구조물은 크기가 10,000 mm(W) x 6,000 mm(D) x 4,000 mm(H) 

인 직육면체형 구조로서 4톤 이상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하 다. 구조물의 골격체는 H-beam(200 mm x 200 mm)을 사용하

고, 구조물의 상단에는 길이방향(W)으로 I(40 mm x 80 mm)형 레일 및 

체인(15 mm x 10 mm)을 각각 설치하 다. 레일 위에는 거더와 트롤리 

시스템이 놓여지고, 레일 양 끝에는 충격흡수형 Stop 장치를 부착하 다.

(2) 거더 시스템(girder system)

거더는 트롤리 시스템이 놓여지는 시스템으로 2개의 새들(sa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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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개의 보로 구성된다. 두개의 새들위에는 2톤 정도의 트롤리 시스템이 

놓일 수 있는 길이 6,200 m인 두개의 보(H-beam; 200 mm x 295 mm)를 

800 mm 간격을 두고 부착하 다. 보의 상단에는 길이방향(W)으로 I(40 

mm x 80 mm)형 레일 및 체인(15 mm x 10 mm)을 각각 설치하 다. 

(가) 새들(saddle)

새들은 형강 구조로서 거더의 단부와 결합되어 거더로부터 수

직 및 수평 모멘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 다. 각각의 새들

은 길이 1,420 mm, 폭 220 mm, 높이 150 mm 크기로 제작하 으며, 각 

새들에는 두개의 아이들(idle) 바퀴를 부착하 다. 바퀴에는 거더 시스템의 

하중이 등분포되도록 제작하 으며 새들에 부착된 바퀴는 구조물 상단에 

있는 I형 레일을 따라 구르도록 하 다. 두 새들 사이에는 거더 옆면을 따

라 직경이 42 mm인 봉을 설치하 고 양 끝단에는 스프라켓을 부착하여 

구조물 위에 설치된 체인을 따라 구르도록 하 다. 스프라켓은 감속기가 

부착된 서보모터로 구동시킨다.

(나) 주행바퀴(wheel)

아이들 바퀴는 하중 및 속도에 대해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폭

과 직경(130 mm)을 가지도록 하 고, 내마모성을 갖도록 제작하 다. 바

퀴는 레일 면을 따라 구를시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하 으며 바퀴 

사이의 간격은 980 mm가 되도록 하 다. 아이들 바퀴는 서보모터 감속기 

출력축에 부착된 스프라켓 바퀴가 구조물 위에 설치된 체인을 따라 구를

때 자연스럽게 구동된다.

(다) 전동기

스프라켓을 구동시키는 전동기는 브레이크 부착형 삼성 AC 서

보모터로서 용량은 800 W, 모델은 CSM08BB1ABT3이며 드라이버 모델은 

CSDJ-10BX1이다.

(라) 감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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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모터의 최고속도(3000 rpm)에서 거더의 최고 선속도가 

250 mm/sec가 되도록 주행바퀴의 크기 및 거더 시스템의 중량을 고려하

여 1/80의 감속기를 모터 출력축에 부착하 다. 감속기는 backlash가 최소

가 되고 안정된 회전력 및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선정하 다.

(마) 보

2톤의 하중에도 견고한 길이 6,200 mm 인 두 개의 

H-beam(200 mm x 295 mm)을 두 개의 새들 사이에 800 mm의 간격을 

두고 부착하 다. 보는 수평 및 수직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제작하

다. 거더의 굽힘은 정격하중이 거더의 중앙부에 있을 때 SPAN의 1/800 

이하가 되도록 하 으며 두개의 보 상부에는 800 mm 간격을 두고 I형 레

일(40 mm x 80 mm)을 각각 설치하고, 또한 610 mm 간격을 두고 체인

(15 mm x 10 mm)을 각각 설치하 다. 레일 양 끝에는 충격흡수형 스톱

(stop) 장치를 부착하 다.

(3) 트롤리 시스템(횡행장치, 권상장치)

거더위의 레일에 1톤 용량의 트롤리 시스템을 그림 3-1-70과 같이 

장착하 다. 트롤리 시스템은 원형의 telescopic tube를 지상방향으로 상하

구동시키는 권상 시스템과 이를 횡방향(traverse)으로 이송시키는 횡행장

치로 제작하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횡행 장치(cart) 

횡행장치는 새들 및 telescopic tube 부착대로 구성되며 가로 

1,420 mm, 세로  220 mm, 높이 150 mm인 2개의 새들위에 가로 1,000 

mm, 세로 1,000 mm, 높이 200 mm인 tube 부착대를 설치하여 하단에 4

단 telescopic tube를 부착하 다. 

① 새들(saddle)

각각의 새들은 길이 1,420 mm, 폭 220 mm, 높이 150 mm 

크기로 제작하 으며, 각 새들에는 두개의 아이들 바퀴를 부착하 다. 바

퀴에는 튜브(tube) 부착대, 4단 telescopic tube 및 다관절 조작기의 하중

이 등분포되도록 제작하 으며 새들에 부착된 바퀴는 거더 상단에 있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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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0. 트롤리 시스템(횡행장치, 권상장치). 

형 레일을 따라 구르도록 하 다. 두 새들 사이에는 부착대 옆면을 따라 

직경이 42 mm인 봉을 설치하 고 양 끝단에는 스프라켓을 부착하여 거더 

위에 설치된 체인을 따라 구르도록 하 다. 스프라켓은 감속기가 부착된 

서보모터로 구동시킨다.

② 횡행바퀴(wheel)

아이들 바퀴는 하중 및 속도에 대해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폭과 직경(130 mm)을 가지도록 하 고, 내마모성을 갖도록 제작하 다. 

바퀴는 레일 면을 따라 구를시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하 으며 바

퀴 사이의 간격은 980mm가 되도록 하 다. 아이들 바퀴는 서보모터 감속

기 출력축에 부착된 스프라켓 바퀴가 구조물 위에 설치된 체인을 따라 구

를때 자연스럽게 구동된다.

③ 전동기

스프라켓을 구동시키는 전동기는 브레이크 부착형 삼성 AC 

서보모터로서 용량은 800 W, 모델은 CSM08BB1ABT3이며 드라이버 모델

은 CSDJ-10BX1이다.

④ 감속장치

서보모터의 최고속도(3000 rpm)에서 거더의 최고 선속도가 

250 mm/sec가 되도록 주행바퀴의 크기 및 거더 시스템의 중량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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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80의 감속기를 모터 출력축에 부착하 다. 감속기는 백래쉬

(backlash)가 최소가 되고 안정된 회전력 및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

록 선정하 다.

(나) 권상 장치

원형인 steel tube 4개로 구성되는 telescopic tube와 이를 상승

/하강시키는 구동장치로 이루어지며 tube 하단에는 삼성 다관절 로봇

(FARAMAN-AM1)을 부착하 다. 4개의 tube 중 상단 tube(1단)는 단지 

telescopic tube를 4단 형태로 보여지게 하는 역할 만 한다.

① Telescopic tube

튜브는 자동차의 안테나처럼 3단으로 접어졌다 펴졌다 한다. 

Tube가 전부 펼쳐진 상태에서 횡행장치에 부착된 튜브의 상단면이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하 다. 1단은 직경이 368 mm, 길

이가 500 mm, 2단은 직경이 241 mm, 길이가 1,204 mm(1단 tube가 상단

으로부터 500mm 삽입되어 있음), 3단은 직경이 187mm , 길이가 1,229 

mm, 4단은 직경이 133 mm, 길이가 1274 mm인 튜브를 사용하 으며 전

부 접어졌을 때는 1,300 mm, 전부 펼쳐졌을 때는 3,300 mm정도 된다. 튜

브는 구동장치에 의해서 상하 이송할 경우 흔들림이 최소가 되도록 제작

하 다. 튜브 하단에는 그림 3-1-71과 같이 다관절 조작기를 부착하여 사

용후핵연료 해체공정에 있어서 유지.보수(maintenance)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 다. 다관절 조작기 상부에는 카메라 부착대(PAN/TILT장치)를 

설치하여 카메라를 부착하 다.

② 전동기

지름이 116 mm인 드럼에 와이어(wire)를 감고 전동기로 드

럼을 회전시킴으로서 tube를 상하로 이송시킨다. 전동기는 브레이크 부착

형 삼성 AC 서보모터로서 용량은 1 KW, 모델은 CSM10BB1ABT3이며 

드라이버 모델은 CSDJ-10BX1이다.

③ 감속장치

서보모터의 최고속도(3000 rpm)에서 약 500 Kg(튜브 하단에 

부착되는 다관절 조작기의 중량 포함)의 튜브가 최대 150 mm/sec의 선속



- 144 -

도가 되도록 서보모터의 감속기 출력축에 1/120의 감속기를 부착하여 구

동되도록 하 다. 감속기는 backlash가 최소가 되고 안정된 회전력 및 강

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 다.

(4) 센서 설치

주행, 권상, 횡행장치 끝단에는 거더 시스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

하여 근접센서를 +, -로 설치하여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하면 전원 공급선

을 차단시키도록 하 다. 또한, - 근접센서 근방에는 원점을 확인하기 위

하여 추가적으로 근접센서를 부착 다. 

(5) 케이블 

(가) 다관절 조작기 케이블

Telescopic tube 하단에 부착되는 다관절 조작기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엔코더 52심 2개, power 37심 1개, air line 1개로 구성되며 

FARAMAN-AM1의 전용케이블(POW-ENC 30FA)을 사용하 다. 제어반 

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power cable은 25 m이고 엔코더와 air line은 30 m

이다. 조작기와 튜브 하단과의 케이블 분리/체결은 커넥터 방식으로 하

다. 조작기의 케이블들은 튜브가 상하 운동할 경우에 케이블도 같은 운동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 다. 구조물 주행방향에 있는 케이블은 트롤리 

및 거더 시스템의 운동에도 간섭을 받지 않도록 유연한 덕트(flexible 

duct)를 사용하여 처리하 다. 조작기 그리퍼 모터 케이블 및 파지력 감지

용 센서 케이블도 조작기 케이블처럼 제어반 까지 이르도록 하 다.

(나) X-Y-Z 케이블 

횡행장치, 권상장치, 주행구동장치에는 각각 3상 서보모터 전원

(POW-SL50P020FA), line drive형 엔코더(ENC-SL50ECNSFA), 브레이크

(BRK-SL50BRAKFA) 및 리미트, 카메라, 1톤 호이스트 3상 전원 케이블

이 사용되며 제어반 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30m이다. 제어반 까지의 케이

블은 트롤리 및 거더 시스템의 운동에도 간섭을 받지 않도록 유연한 덕트

를 사용하여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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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1. Telescopic형 이송장치. 

다관절조작기

Telescopic tube

주행/횡행장치

나. Telescopic형 조작기 이송장치

그림 3-1-71의 다관절 조작기 말단부(end effector)에는 6축 힘/토크 

센서(ATI 130-10)를 부착하 으며, 여기에는 그리퍼(gripper) 및 절단 톱

이 선택적으로 부착된다. 그리퍼는 연료봉, 집합체 하단부 및 구조폐기물

(skeleton)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그리퍼 상부에는 

RCC(Remote Center Compliance, RCC-112-BS)를 부착하여 조작기 말단

부와 그리퍼 사이에 유연성을 부여하 다. 그리퍼의 구동원은 DC 모터를 

사용하며, 12V 인가시에 최고속도가 0.2 cm/sec,  최대 개폐거리는 5.5 cm

가 되도록 하 다. 파지면 후면에는 스트레인 게이지(모델 N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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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T004R-350)를 부착하여 25 kgf  까지의 파지력을 감지 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파지면에는 볼(Ball)을 삽입하여 집합체 하단판(약 210 x 210 

mm) 파지시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절단 톱은 750 W 용량

의 상용 파이프 절단 톱을 개조하여 집합체 상단부의 가이드 튜브를 절단 

할 수 있게 하 다. 횡행장치 후면에는 1톤 용량의 호이스트를 부착하여 

구조폐기물 이송시에 조작기와 협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시

설 상부와 옆면 및 조작기 몸체 회전부에 각각 1대씩의 카메라를 설치하

여 작업자의 운전을 시각적으로 돕게 하 다.

다. Telescopic형 조작기 이송장치 제어 시스템 개발

(1) 제어장치

그림 3-1-72는 고하중 telescopic형 이송장치 제어 시스템의 개념

도를 보여준다. 다관절 조작기 및 이송장치의 제어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격지의 통합제어반서 이루어지며 이는 컴퓨터 시스템, 조작기 및 

이송장치의 제어기, 카메라 모니터 및 수동조작반 등으로 구성된다. 컴퓨

터 시스템에는 조작기용 삼성 다축제어보드(MMC, 8 축)와 이송장치용 4 

축제어 보드가 장착되며, 이를 통해서 telescopic형 이송장치가 제어된다. 

마스터 암의 전위차계 전압을 취득하기 위한 A/D 보드 및 힘/토크 센서 

보드도 장착하 다. Telescopic형 이송장치의 제어는 수동조작 및 프로그

램 조작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프로그램 조작방식은 조작

기 및 이송장치를 정 하게 이송시키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며, 이 방식의 

제어 프로그램은 각각의 제어보드(I/O, Analog 출력, 및 Encoder 입력 등

의 기능)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하여 개발하 다. 수동조작방식은 이송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수동조작으로 이송장치를 이송시키고자 할 경

우에 사용하며, 통합 제어반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버튼을 누르면 제어보드

를 통해서 미리 설정한 속도값으로 이송장치가 이송된다. 카메라 모니터는 

원격지의 작업자가 조작기 및 이송장치의 작업상황 또는 이송상황을 감시

할 수 있게 한다.

(가) 제어반(control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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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 Telescopic형 이송장치 제어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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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은

제어반은 W1300mm, D777/338mm, H1318mm  크기의  

PIANO 구조로 그림 3-1-73과 같이 제작하 으며, 이의 상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 다관절 조작기 control box

670 mm(W) x 680 mm(D) x 260 mm(H) 크기의 다관절 조

작기 제어박스를 제어반에 삽입하 다.

② 조작기 이송장치 제어 컴퓨터

산업용 586 Pentium 컴퓨터를 제어반에 삽입하고, 17" PC 모

니터 및 15" 카메라 모니터도 삽입하 다.

③ 케이블 연결      

다관절 조작기 관련 케이블 및 X-Y-Z(이송장치) 관련 케이

블을 제어반에 있는 조작기 control box 및 제어 컴퓨터에 연결하 다.

④ 전기장치

X-Y-Z 구동장치의 드라이버에 필요한 주변장치를 기본적으

로 구성하 고 조작기 이송장치의 전체 전기장치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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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 이송장치 제어반.

⑤ 조작버튼

다관절 조작기 및 X-Y-Z 주행장치는 그림 3-1-74와 같이 

버튼 방식으로 구동되며 다관절 조작기 및 이송장치와 유사한 모습으로 

구성하 다. 제어는 삼성 MMC 4축제어기(PC interface)의 input module

을 이용하여 이루어 진다(속도는 프로그램에서 설정). 조작 버튼들은 이송

장치, 조작기, 그리퍼, 절단 톱 및 호이스트를 운전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1-74. 이송장치 조작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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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5. 마스터 암 및 제어반.

제어반

조작 버튼

관절형 조작기구동

입력기구

(나) 마스터 암

매니퓰레이터 말단부에 부착한 그리퍼 및 절단톱 등을 조작자

가 작업대상에 유연하게 접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스터 암을 그림 

3-1-75와 같이 제작하 다. 이의 구조는 매니레이터와 유사하게 하 으며, 

몸통(body), 상부 팔(upper arm), 하부 팔(lower arm) 및 손목(wrist)으로 

구성된다. 하부 팔의 후면에는 무게 추(balancing weight)를 달아 초기 상

태에서 하부 팔이 지면과 평행하게 하 다. 회전부에는 회전형 전위차계

(rotary potentiometer, CPP-35B)를 부착하 으며, 전위차계와 회전부 사

이에는 1/2의 증속기어를 추가하여 측정 회전각의 분해능을 높이도록 하

다. 손목부에는 환봉을 부착하여 작업자가 손을 부드럽게 감아 쥘 수 있

도록 하 고, 환봉 상단면에는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3개의 토  스

위치(toggle switch) 및 3개의 푸쉬 버튼 스위치(push button switch)를 

부착하 다. 토  스위치는 매니퓰레이터 하부 팔의 회전, 말단부의 요

(yaw) 및 그리퍼의 파지 동작을 담당하고, 푸쉬 버튼 스위치는 각각 마스

터 암의 관절각으로 조작기의 관절 운동을 지령하는 명령과 역기구학

(inverse kinematics)으로 지령하는 명령 및 조작기에게 프로그램된 동작

을 실행하게 하는 명령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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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  프로그램

조작기 이송장치의 모든 축(다관절 조작기 6축, X-Y-Z 3축, 공구

운전 등)을 버튼, 마스터 암 및 C++ 빌더로 개발한 메뉴 방식의 운전 프로

그램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 다. 프로그램에는 삼성 다축제

어보드(MMC-PV8 및 MMC-PV4)에서 제공하는 Borland C++ Library를 

사용하 다. 버튼을 누르면 MMC 보드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읽어들

이고 이를 다시 MMC의 D/A port에 출력한다. 프로그램 방식에서는 각축

에 대한 제어값을 키보드 혹은 마우스로 입력하여 같은 방식으로 출력 한

다. 이때 다관절 조작기는 MMC-PV8, 이송장치는 MMC-PV4를 활용한다

(단, 버튼입력에 있어서는 조작기 및 이송장치에 관계없이 MMC-PV4를 

활용). 조작기 그리퍼는 MMC-PV4 I/O로 제어하고, 파지력은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 콘트롤러로부터 데이터를 송부받아(RS-232C 통신) 

프로그램상에 표시한다. 또한, 이 운  프로그램은 구동되고 있는 조작기 

및 이송장치의 motion이 display가 된다.

그림 3-1-76∼79는 개발한 운전 프로그램의 주요 window를 보여 준다.

그림 3-1-76. Main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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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7. Jog window.

그림 3-1-78. Path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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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9. Master input window.

(3) 운전 절차

(가) Power ON/OFF

① Panel 전면의 PC ON switch를 누르면 PC monitor, Camera 

monitor 전원이 ON되고, PC OFF switch를 누르면 전원이 OFF된다.

② Panel 전면의 이송장치 ON switch를 누르면 이송장치 (X, 

Y, Z축) servo motor drive의 전원과 다관절 조작기 controller의 전원이 

ON되고, 이송장치 OFF switch를 누르면 OFF된다.

③ 전원이 ON될 때 PC전원이 ON되어 있지 않으면 이송장치의 

전원이 ON되지 않는다.

④ 전원이 OFF될 때는 이송장치의 전원이 OFF되어 있지 않으

면 PC전원이 OFF되지 않는다.

⑤ 비상사태가 발생하 을 경우 E-STOP switch를 눌러 이송장

치의 전원을 OFF 시켜 정지시킨다. 단, 이때 PC 전원은 OFF되지 않는다.

(나) 수동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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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작기 이송장치

- 제어반의 조작기 이송장치 AUTO/MANU selector switch를 MANU 

mode로 선택한다.

- X-axis, Y-axis, Z-axis 중 이송시키고자 하는 축을 푸쉬버튼 스위치

(PB switch)를 이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송시킨다.

② 다관절 조작기 & 그리퍼

- 제어반의 다관절 조작기 & 그리퍼의 AUTO/MANU selector switch

를 MANU mode로 선택한다.

- Axis #1 ∼ Axis #6 중 조작하고자 하는 축을 PB switch를 이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 그리퍼는 OPEN, CLOSE switch를 눌러 원하는 대로 조작한다.

(다) 자동운전

① 조작기 이송장치

- 제어반의 조작기 이송장치 AUTO/MANU selector switch를 AUTO 

mode로 선택한다.

- PC의 운전 화면에서 setting한 후 start 한다.

② 다관절 조작기 & 그리퍼

- 제어반의 다관절 조작기 & 그리퍼의 AUTO/MANU selector switch

를 AUTO mode로 선택한다.

- PC의 운전화면에서 setting한 후 start 한다.

라. 회전형 사용후핵연료 분말수집통 파지장치 설계

차세대관리공정 과제에서는 차세대관리공정 실증실험을 IMEF 예비

핫셀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차세대관리공정 실증 공정은 두 개의 핫셀(공

기 cell, Ar cell)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 두 핫셀간에 실험 대상인 사용후

핵연료 물질(산화 우라늄)을 이송시켜야 한다. 핵물질은 수집통에 담겨, 수

집통을 이송하는 원격 cart에 의하여 핫셀간 연결통로로 이송된다. 수집통

은 다시 크레인과 같은 장치에 의하여 들어 올려진 후, 금속전환장치 위로 

이송된다. 이후, 수집통은 파지/회전장치에 의하여 회전됨으로서, 수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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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핵물질이 금속전환장치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

정중, 차세대관리공정 과제로부터 각 장치의 기술개발요건을 제시받아, 회

전형 사용후핵연료 분말수집통 파지장치를 상세설계 하 다.

분말수집통 파지장치는 크레인과 같은 이송장치에 의하여 취급되는데, 

이의 설계에 반 한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통은 안정하게 이송되어야 한다. 즉, 수집통의 흔들림을 최소

로 하여야 한다.

둘째, 이송장치는 수집통을 상승/하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집통은 이송장치로 파지되어야 한다.

넷째, 수집통의 파지기구는 지면방향으로 수집통을 회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첫째와 둘째 조건은 제작한 telescopic형 이송장치에서 만족시킨

다.

셋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송장치의 원형 튜브 하단에 파지기

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telescopic형 이송장치에 분말수집통 파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넷째 조건은 파지장치의 기본 기능

으로서 지면방향의 회전에 대해서 180°, 지면방향과 평행한 회전에 대해

서는 ±180°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1-80은 이의 상세 도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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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0. 분말수집통 파지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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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물질 이송용 원격 cart 상세설계

차세대관리공정은 두 개의 핫셀(공기 cell, Ar cell)에서 이루어지며, 공

기 cell로부터 Ar cell로 사용후핵연료 물질(산화우라늄 분말)이 이송된다. 

본 과제는 이와 관련하여 주도과제인 차세대관리공정 과제로부터 제시받

은 기술개발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핫셀간 핵물질 수평/수직이송용 원격 

cart를 설계하 다. 

가. 설계 요구사항 

차세대 관리공정에 사용되는 핫셀내의 전체 방사선량은 1 x 106 Gy 

정도이며, 핫셀간의 핵물질 이송은 공기 및 아르곤 분위기를 각각 유지한 

가운데 연결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핵물질은 약 200 kgf 의 핵물질 수

집통에 담겨 이송되며 핵물질의 수납을 위하여 수직방향으로 약 60 cm 

정도 상승하거나 하강한다. 원격 cart는 방사선 환경 하에서 핵물질을 이

송하는 장치이므로, 모든 소요기기는 내방사선 제품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핵물질 이송 시에 안정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핫셀 간 수평방향 이동은 미끄럼과 궤도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위치 정

성을 가지는 구조여야 하고, 핵물질 수집통의 상.하 이동시에 중심점의 이

동이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나. 상세설계

이상의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핵물질 수집통을 안전하고 정 하

게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원격 cart를 상세설계하 다. 핫셀간의 

수평이동 기구는 미끄럼을 방지하고 위치 정 성을 가질 수 있는 Rack & 

Pinion에 의한 모터 구동장치와 Limit 스위치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구동되

며, rail을 따라 이동하는 구조로 선정하 다. 핵물질 수집통의 수직이동 

기구는 상. 하 이동시에 중심점의 이동이 없는 자바라 형태의 lifter로 선

정하 고, air cylinder로 구동되도록 하 다. 그리고, 원격 cart에 사용되

는 모든 기기들을 1 x 10
6 Gy에 내방사화된 제품으로 선정하 다. 구동모

터는 일반적으로 1 x 106 Gy 의 dose에 견디는 제품으로 쉽게 구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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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limit 스위치는 미국의 Harris 또는 AD(Analog Device)사에서 내방

사선 재료로 제작한 제품으로 선정하 으며, 전선은 PNC 또는 Habia 사

의 내방사선 전선으로 선정하 다. 원격 cart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기

기는 다음과 같다.

- Lifter : 1 set

- Gear screw : 1 set

- Rack & pinion : 1 set

- Lifter 상,하 구동 air cylinder : 1 set

- Rack & pinion 좌.우 구동 motor (220 V 200 W): 1set

- Lifter 상.하 정지 sensor : 2 set

- Lifter 좌.우 정지 스위치 : 2 set

표 3-1-14은 소요부품의 내방사선기기 공급가능 업체를 나타내며, 핵물

질 이송용 원격 cart의 상세설계 도면은 그림 3-1-81과 같다.

표 3-1-14. 내방사선 기기 조사

기 기
내방사선 성능

(Total Dose)
 공급가능 업체

AC 모터 3x109 RAD 이상
Superior 

Electric(UK)

Limit Switch 4x10
8 RAD 이상 Harris, AD

전선 1x109 RAD 이상 PNC, H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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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1. 핵물질 이송용 원격 cart의 상세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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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및 차세대 관리공정 기계

        장치 개발

1. 모의 연료봉 인출기술 개발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소요 전력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매년 배출하고 있다. 배출된 사용후핵연

료는 현재 각 발전소의 저장조에 보관되고 있으며, 저장공간의 한계 때문

에 집저장 등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67]. 또

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DUPIC(Direct Use of PWR fuel in CANDU 

reactor)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집저장 기술은 핵연료 집합체의 상

단 고정판 또는 하단 고정판을 제거하고 연료봉을 인출하여 집 배열 형

태로 정돈한 후 핵연료 집합체와 같은 크기의 캐니스터(canister)에 장전

하는 것으로서 부피를 약 1/2로 줄이는 기술이다[68]. 집저장이나 

DUPIC과 같은 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해체하는 기술[69]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핫셀(hot cell)에 각종 장치를 설치한 후 이들을 핫셀 밖에서 

조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핫셀은 시야가 좁고 원거리인 관계로 작업을 수

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사용후해연료를 해체하는 작업에는 정

한 원격조작기술과 더불어 자동화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모의 연료봉을 인출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으

며, 1단계의 주된 연구내용은 17x17 모의 PWR 핵연료집합체(1/2규모)로

부터 연료봉 인출을 위해 설계․제작한 기존장치의 문제점 분석 및 이에 

따른 장치의 구조개선 그리고 장치의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PC 제어시스

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이다.

 

가.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 구성

연료봉 인출장치는 집합체 고정 장치와 인출장치로 구성되는 두개의  

모듈 구조 시스템(modular construction system)이며, 재료는 알루미늄 프

로화일(aluminum profile)을 사용하 다. 알루미늄 프로화일은 알루미늄 

합금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외관이 미려하고 인장 강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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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알루미늄에 비해 3배 이상 강하며, 특히 가볍고 조립이 간편하기 때문

에 실험장치 제작에 적합한 제품이다. 그림 3-2-1은 모의 연료봉 인출장

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CRADLEEXTRACTION TABLEFUEL FIXTURE TABLE

EXTRACTION HEAD(WRENCH, GRIPPER)FUEL ASSEMBLY MOCK-UP 

CONTROLLER

그림 3-2-1.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

(1) 모의 핵연료집합체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CANDU 핵연료와 PWR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PWR 핵연료는 14x14, 16x16, 17x17 형이 있다. CANDU 핵연료

는 월성원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PWR 핵연료 14x14는 고리 1호기, 16x16

은 고리 2호기, 17x17은 고리 3,4호기, 광 1,2호기 및 울진 1,2호기 발전

소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발전소는 다양한 형태의 핵연료를 사용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PWR 핵연료 17x17을 대상으로 연료봉 인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의 핵연료를 KNFC

에 의뢰하여 제작하 다. 모의 핵연료는 KOFA형 PWR 핵연료 17x17과 

제원이 같으며, 단지 길이만 반으로 줄 다. 이 핵연료는 모의 연료이기 

때문에 소결체(pellet)는 장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제원은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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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Dimensions of mock-up 17x17 PWR fuel assembly

품 질 특 성 제 원

상단고정체와 연료봉 끝단 간격 (mm) 27.5

연료봉 전장(mm) 1,660

상단고정체 plate와 상부 지지격자 

하단 사이 거리(mm)
90.84

지지격자간 거리(mm) 522

지지격자 폭 및 외곽치수(mm)

폭 : - zircaloy : 50

     - inconel : 38

외곽 : 214

Assembly 전장(mm) 1,871.8

안내관 체결나사 토오크(N.m) 10

안내관 너트 토오크(N.m) 4

판스프링력(N) 1,960

너트 외경(mm) 10

피복관 외경(mm) 9.5

안내관 외경(mm) 12.24

집합체 단면적(mm2) 214

(2) 모의 핵연료집합체 고정장치

연료봉 인출공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연료봉을 수

직 방향으로 인출할 것인가, 수평 방향으로 인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는 수평 방향으로 인출하는 것이 인출 장치를 설계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경우 핵연료를 받아들여 수평으로 눕힐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나, 본 연구에서는 테이블(table) 모양의 단순한 핵연료 집합체 

고정 장치를 만들었다. 이 장치는 연료봉 인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핵

연료 집합체 지지 격자(spacer grid)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집합체 고정

장치는 테이블과 그리드(grid) 고정장치로 구성되는데, 테이블위에는 모의 

핵연료집합체가 놓여지며, 그리드 고정장치는 상단과 하단의 인코넬 지지 

격자를 붙잡는다. 장치의 제원을 보면 테이블은 길이 1,850 mm, 폭 530 

mm, 높이 790 mm이며, 그리드 고정장치는 가로 345 mm, 세로 3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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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드 고정장치는 연료봉 종류에 따른 지지격자의 위치가 다를 것

에 대비하여 테이블 위에서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 다. 핵연료 

집합체가 이 장치에 놓여질 때 정확하게 놓여지지 않더라도 집합체 고정

장치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정장치 내에 보조 고정장치를 설치

하여 위치 조정 및 고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3) 연료봉 인출 장치

연료봉 인출 장치는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합체 고정 

장치와 유사한 테이블 구조이며 인출 헤드, 충격 흡수 장치 및 side 

transfer 장치로 구성된다. 테이블은 길이 2,450 mm, 폭 900 mm, 높이 

670 mm 의 직육면체 구조이나 여기에 각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는 약간씩 늘어났다. 테이블 위에는 인출 헤드를 부착시켰는

데, 이로 인해서 높이가 730 mm 증가하 다. 길이 방향으로는 인출 헤드

를 직선운동 시키는 ball screw 및 전동기의 부착으로 인하여 150 mm 늘

어났다. 폭은 연료봉을 모으는 보조선반의 부착으로 인하여 160 mm 증가

하 다.

(가) 연료봉 인출 헤드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료봉 인출 헤드는 테이블 

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핵연료 집합체의 하단 고정판에 부착된 조임 너트

를 풀기 위한 임팩트렌치(impact wrench)와 연료봉을 파지 하기 위한 콜

렛(collet)으로 구성된다. 초기 상태에서 두 장치의 선단은 일직선이 되도

록 하 으며, 서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임팩트렌치를 전후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 다. 핵연료 하단 고정판은 6각 너트로 안내관(guide tube)과 

체결되어 있는데, 너트를 풀면 하단 고정판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너

트를 풀어내기 위해 6각 소켓(socket) 구조인 임팩트렌치를 제작하 으며, 

교류 전동기가 이를 회전시키도록 하 다. 전동기는 0.15 N-m 까지의 토

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전동기와 임팩트렌치 사이에 1/30의 감속기어를 

삽입하여 출력토크가 4.5 N-m 까지 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너트의 체

결 토크가 약 4.0 N-m인 점을 고려하 다. 콜렛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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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렌치의 이송은 임팩트렌치 밑에 부착한 임팩트렌치 이송장치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데 1/9의 감속기어를 가진 교류 전동기를 사용하 다. 연

료봉의 끝 부분은 홈이 파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콜렛을 제작하 다. 콜렛은 두 조각으로 구성되는데, 두 조각의 끝

은 스프링으로 결합되어 관(tube) 속에 끼워진다. 관속에 끼워진 두 조각

은 관보다는 길게 하여, 초기에 약간 벌려져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 으며 

관이 이송함으로서 벌려진 틈새로 삽입된 연료봉을 파지할 수 있도록 하

다. 관을 이송시키는 데는 교류전동기를 사용하 으며 속도조절을 위해 

1/30의 감속기어를 사용하 다.

임팩트렌치와 콜렛장치의 뒷부분에는 코일스프링(coil spring)을 부착하

여 임팩트렌치와 너트, 콜렛과 연료봉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력을 완화시키

도록 하 다. 너트를 풀기 위한 임팩트렌치의 전진과 연료봉을 파지하기 

위한 콜렛의 전진은 인출 헤드가 전진함으로서 이루어지는데, 만약 임팩트

렌치 소켓과 너트, 콜렛과 연료봉의 위치가 어긋난 상태에서 인출 헤드가 

전진하게 되면 임팩트렌치와 너트 혹은 콜렛과 연료봉 사이에 강한 힘이 

발생하여 장치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스프링은 이와 같은 충격을 완하시키

는 기능을 하며, 한편으로는 스프링의 이송변위를 이용하여 임팩트렌치 및 

콜렛의 전진 리미트로도 활용한다. 너트를 임팩트 렌치 소켓에 삽입한 상

태에서 임팩트 렌치를 구동시키면 풀어지는 너트는 뒤로 리게 되는데, 

이때 임팩트렌치가 고정되어 있으면 강한 힘을 받게 된다. 따라서, 뒤에 

스프링을 부착함으로써 임팩트렌치를 뒤로 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조임 너트는 하단 고정판으로부터 50 mm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임

팩트렌치의 소켓을 너트에 끼울 때 하단 고정판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

기 위해서는 임팩트렌치 소켓의 길이는 최소한 50 mm 이상은 되어야 한

다. 따라서, 리미트 폭을 감안하여 임팩트렌치 소켓 길이는 60 mm가 되도

록 하 다. 연료봉은 안내관으로부터 60 mm 안쪽에 정렬되어 있는데, 콜

렛이 연료봉을 파지하는데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콜렛 튜브가 전진

하 을 때 콜렛의 최종 길이는 최소한 60 mm 이상은 되어야 한다. 따라

서, 여유를 감안하여 소켓 길이는 70 mm가 되도록 하 다. 임팩트렌치 작

업시에 소켓이 하단 고정판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임팩트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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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최소한 50 mm 뒤에 있어야 하고, 연료봉 파지 시에는 임팩트렌치가 

안내관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켓보다 60 mm 뒤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팩트렌치의 스트로크(stroke)는 최소한 110 mm가 

되어야 하므로 여유를 감안하여 130 mm가 되도록 하 다. 연료봉 파지 

시 콜렛의 관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이때 이송거리는 30 mm 이내에

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인출 헤드는 X, Y, Z 축 방향으로 이송되도록 하 는데, 정 한 위치제

어를 위해서 LM guide, ball screw 및 서보모터로 구성하 다. Y축 모터

를 구동하면 인출 헤드가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멀어지거나 접근하게 되고 

X축을 구동하면 인출 헤드가 연료봉의 배열을 따라 옆으로 이동한다. Z축

을 구동하면 인출 헤드가 연료봉의 배열을 따라 상하로 움직인다. 

(나) 연료봉 충격 흡수장치

충격 흡수장치는 인출장치 테이블 속에 위치하며, 인출된 연료

봉을 받아 준다. 즉, 연료봉의 인출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 작업이 완료되기 직전에 연료봉의 높이까지 이동하여 떨어지

는 연료봉을 받아줌으로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때 충격 

흡수장치는 연료봉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충격 흡수장치는 정 성이 뛰어난 ball screw, LM guide 및 AC 서보모터

를 사용하여 구성하 다.

(다) Side transfer 장치

본 장치는 인출된 연료봉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사용된다. 

연료봉이 집합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충격 흡수장치가 내려가면 연료

봉만 인출 테이블 위에 남아 있게 된다. 이 때 side transfer 장치가 인출

된 연료봉을 옆으로 어서 인출 테이블에 부착한 보조선반 속으로 떨어

뜨린다. 장치의 구동에는 1/5의 감속기어를 갖는 교류 전동기를 사용하

다.

(4) 제어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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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인출장치는 총 8개의 구동부로 구성되며, 구동원으로는 직

류(DC) 및 교류(AC) 모터가 사용된다. 인출장치는 특성상 원격으로 취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 제어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4군데에는 서보 모터

가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4군데에는 교류 모터가 사용되었다. 구동부의 끝

단에는 구동부의 탈선 방지 및 초기 위치를 얻기 위해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다. 서보 모터로는 AC 방식을 3개 DC 방식을 1개 사용하 는데, AC 

서보 모터는 드라이버에 아나로그 지령값을 가함으로서 구동이 되며, DC 

서보 모터는 드라이버와 직렬 통신을 수행하여 지령 명령을 보냄으로서 

구동이 된다.

8개의 모터 중 DC 서보 모터는 110 V 전원을 필요로 하며, 나머지는 3

상 및 단상 220 V의 전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전원으로서 3상 220 

V를 사용하 으며 110 V 전원은 트랜스포머(transformer)를 사용하여 생

성하 다. 3상 220 V 라인에는 라인 필터(line filter)를 부착하여 외부로부

터의 잡음을 제거하도록 하 다. 릴레이에는 별도의 24 V 전원을 공급하

다. 표 3-2-2는 연료봉 인출장치에 사용한 모터의 자세한 사양을 보여

주고 있다.

인출장치에 사용한 서보 모터 드라이버는 속도제어형과 위치제어형이 

사용되었는데, AC 서보 모터 드라이버는 속도제어형이고 DC 서보 모터 

드라이버는 위치제어형이다. 그렇지만 인출장치에 사용한 서보 모터들은 

정 한 위치제어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제어형 드라이버 외부에 위

치제어 루프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교류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정전과 역전회로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를 On/Off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접센서 및 리미트 신호와 같은 정보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출장치는 다양한 제어구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따로 구성하다 보면 제어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연료봉 인출작업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린다. 따라서, 486 컴퓨

터를 사용하여 하나의 통합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컴퓨터에는 

RS-232C 보드와 미국 MEI(Motion Engineering Incorporation)의 다축제

어 보드를 장착하여 인출장치의 8개 구동부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RS-232C 보드는 DC 서보 모터 드라이버와 통신하는데 사용하며, 다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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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는 DC 서보 모터를 제외한 7개의 모터를 제어한다. 컴퓨터는 

RS-232C 보드 및 다축 제어보드를 활용하여 제어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서보 모터 드라이버, 교류 모터 제어회로에 신호를 전송한다. 서보 모터 

드라이버 및 교류 모터 제어회로는 컴퓨터에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전원 회로부와 함께 별도의 제어장치로 구성하 다.

표 3-2-2. 모터 사양

     모터

 사양

AC 서보 DC

서보

(Z축)

AC 모터

Impact
wrench

Impact
wrench
Guide

Collet Side
Transfer

X축 &

Cradle
Y축

제조회사 Yaskawa Yaskawa
Harmonic
Drive
Systems

Omron Omron Omron Omron

정격출력 450W 400W 37W 15W 15W 15W 40W

정격토오크

(Kgf.cm)
29 13 1.2 1 1 1 3

정격회전

속도(rpm)
1,500 3,000 3,000 1,500 1,500 1,500 1,700

Encoder

(P/R)
5,000 2048 50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감속기어 . . 1 : 100 1 : 30 1 : 9 1 : 30 1 : 5

입력전원
3상

220V

단상

220V

AC

110V

단상

220V

단상

220V

단상

220V

단상

220V

제어방식
속도

제어

속도

제어

위치

제어

속도

변속

ON/OF

F

ON/OF

F

속도

변속

제어입력 ± 6V ± 10V 직렬통신 릴레이 릴레이 릴레이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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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의 연료봉 인출실험 및 장치개조

(1) 모의 연료봉 인출 실험

연료봉 인출공정은 하단 고정판 제거, 연료봉 인출 및 연료봉 측

면이송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풀린 너트 및 분리된 하단 고정판을 제거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프로그램 하 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486 CPU를 장착한 산업용 컴퓨터에

서 수행하 으며, 프로그램 언어로는 Borland C 4.0을 사용하 다.

연료봉 인출실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어 시

스템을 power ON 한 후 연료봉 인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구동장치를 

초기화시킨다. 이때 임팩트 렌치의 선단은 소켓 선단보다 앞에 있게 된다

(60 mm). 두번째, 모의 연료를 집합체 고정장치에 올려놓고 고정시킨다. 

세번째, 인출 헤드를 하단 고정판 20 mm 전방까지 전진시킨다. 다음에는 

임팩트 렌치의 선단 중심이 하단 고정판 좌측아래 모서리와 일직선이 되

도록 한다. 이때부터 하단 고정판에 체결된 너트의 배열 정보와 너트의 깊

이(50 mm) 정보를 이용하여 인출 헤드를 X, Y, Z 방향으로 구동시키면서 

모든 너트를 제거한다. 네번째, 하단 고정판을 제거한다. 다섯번째, 임팩트 

렌치를 후진시킨다. 여섯번째, 연료봉의 배열 정보를 이용하여 인출 헤드

를 X, Y, Z 방향으로 구동시킨다. 콜렛을 이용하여 하나의 연료봉을 파지

한후 인출 헤드를 뒤로 후진시켜 연료봉을 인출한다. 일곱번째, 충격흡수

장치를 연료봉 10 mm 아래까지 상승시킨다. 다시 연료봉이 집합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도록 인출 헤드를 뒤로 구동시킨후 연료봉을 파지하고 있던 

콜렛을 열어 충격흡수장치에 떨어뜨린다. 여덟번째, 충격흡수장치를 하강

시킨다. 아홉번째, 측면이송장치를 구동시켜 테이블 위에 올려진 하나의 

연료봉을 측면 홈통으로 어 넣고 원위치로 되돌아간다. 이상의 과정이 

완료되면 다시 세번째 과정부터 되풀이하며 전체 연료봉이 홈통으로 옮겨

지게 되면 연료봉 인출작업을 끝마친다. 모의 연료봉 인출실험의 주요장면

은 그림 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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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지지 및 안착

충격렌치, 하단고정체
nut(24개) 제거

그리퍼, 연료봉파지 및
연료봉(264개) 인출

연료봉 정렬연료봉 지지 및 안착

충격렌치, 하단고정체
nut(24개) 제거

그리퍼, 연료봉파지 및
연료봉(264개) 인출

연료봉 정렬

그림 3-2-2. 모의 연료봉 인출실험.

(2) 성능실험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연료봉 인출실험은 RS-232C 보드 및 다축제어 보드를 장착한 486 

컴퓨터를 이용하여 풀린 너트 및 분리된 하단 고정판을 제거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실험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실험에서 초기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위치 선정

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 한 센서를 사용하거나 핵연료 집합

체를 항상 일정한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고정장치를 고안하여야 한다. 둘

째, 임팩트렌치 소켓을 너트에 삽입할 때 서로 각이 맞지 않으면 삽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임팩트렌치를 회전시키며 너트에 삽입함으로

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보다 삽입 성공률을 높이기 위

해서는 소켓의 유격을 증가시켜야 한다. 셋째, 분리된 너트는 임팩트렌치

의 소켓 내에 끼워있어 다음 너트 분해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너트

를 모두 풀어내면 연료 집합체의 하단 고정판이 안내관에 끼워 있어 다음 



- 169 -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본 실험에서는 분리된 너트와 고정판을 수작업으

로 제거하 으나 이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동화 기구의 설계를 고

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의 성능시험을 통해 연료봉을 자동으로 인

출할 때의 문제점을 분석하 다. 먼저 성능실험결과 크게 아래와 같은 4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하단 고정체를 지지하고 있는 너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임팩트 렌치를 

삽입할 때 임팩트 렌치의 소켓부와 너트 머리부분이 정확히 삽입되지 

않는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로 연료봉과 그리퍼가 정확히 삽입되지 

않는 경우

  - 그리퍼가 연료봉을 과도한 힘으로 어서 발생하는 연료봉의 손상 문제

  - 연료봉 인출 시 연료봉에 무리한 인출력이 작용하는 문제

  -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근접감시 기능의 미비 등이다.

이와 같은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표 3-2-3과 같이 여러 가

지 방안들이 조사되었으며, 각 방안을 종합하여 기존 인출장치의 신뢰도를 

가장 향상시킬 수 있는 로터리식 인출 헤드를 고안하 다.

표 3-2-3. 기존 장치의 문제점 및 구조개선 사항

기존 장치 성능시험
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 구조개선 사항

∙하단고정체 너트와 임팩트

렌치소켓의 misalignment

∙너트/임팩트렌치 상대위치

  정 측정

∙근접 카메라 설치 및 상

  처리 알고리즘 도입

∙연료봉과 연료봉 그리퍼의

  misalignment

∙과도한 삽입력 발생

∙연료봉 위치 정 측정

∙미소한 삽입 오차시 유연

  삽입

∙삽입력 감시

∙근접 카메라 설치

∙Remote compliance center

  (RCC) 설치

∙Load cell 설치

  (압축력 측정)

∙과도한 인출력 발생 ∙인출력 감시
∙Load cell 설치

  (인장력 측정)

∙자동인출 기능 미비

∙운전상태 감시 기능 미비

∙전용 제어기 설치 및 인출

  자동화

∙근접감시 기능 부가

∙순차제어 알고리즘 및 GUI

  도입

∙그래픽 전산모사 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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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료봉 인출장치 개조

(가) 연료봉 인출장치 개조 내용

연료봉 인출실험 후 제기된 기존장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서 연료봉 인출장치의 구조를 개선하 다. 이러한 장치의 구조개선 내용

은 크게 인출 신뢰도 향상 방안과 집합체 하단고정판(bottom nozzle)의 볼

트 자동제거기능 추가 및 기타 렌치 소켓과 그리퍼의 misallignment 및 

삽입력과 인출력 감시 등의 개선을 위한 로터리식 인출헤드의 설계․제작

이다. 이러한 구조개선 외에 기타 세부적인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조 완료 후 장치의 모습은 그림 3-2-3과 같다.

- 현재 연료봉 인출부 지지대의 크기는 연료봉 인출부의 traverse 운동

의 stroke에 방해가 되므로 연료봉 인출부 지지대의 일부를 절삭하여 

여유를 두었다. 

- 구동부 상판의 필요 없는 부분을 절삭하여 연료봉 인출부의 상하 운

동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 다.

- 현재 연료봉 받침대의 높이에서는 인출부의 높이를 최저의 위치로 이

동시킨다고 해도 연료봉 집합체의 바닥부분보다 90 mm 더 인출부의 

높이가 높다.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연료봉을 잡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로서는 인출부의 up-down stroke를 더 크게 할 수 없으므로 연료봉 

받침대의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 duralumin 재질의 받침대 6 개를 만

들었다

- Pusher의 핵연료봉과 닿는 부분이 핵연료봉에 비해 얕게 파여져 있어

서 연료봉이 이동중 pusher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 부

분을 조금 더 깊게 절삭해 연료봉이 꼭 맞물리도록 하여 연료봉이 튀

어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 고 cradle의 상판도 각진 부분을 매끈하

게 절삭하여 연료봉이 부드럽게 이송되도록 하 다.

- Traverse 방향의 ball screw 교체 및 stroke 증가이다. 이미 연료봉 

인출부의 지지대를 일부 절삭하여 traverse stroke에 여유를 두어 연

료봉을 바라볼 때 오른쪽 방향으로는 stroke가 만족을 하지만 왼쪽 방

향으로는 ball screw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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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ball screw를 보다 길이가 더 긴 ball 

screw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nut bracket도 새로운 ball 

screw에 맞게 교체하 다.

- 임팩트 렌치가 연료봉 집합체의 bottom plate를 지지하고 있는 nut를 

풀게 되면 소켓 속에 nut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다음 작업을 위

해서는 사람이 수작업을 통해 nut를 하나하나 제거해 주어야 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켓 내부에 nut 제거 장치를 설치하

다.

- 연료봉 그리퍼의 스트로크는 380 mm이다. 그리고 연료봉 집합체의 

맨 위에 있는 연료봉의 중심과 인출부와는 370 mm의 간격이 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연료봉 집합체 받침대를 100 mm 이동시키고 나

면 470 mm의 간격이 생기며 그리퍼 스트로크와의 차이는 470-380 = 

90 mm이다. 그러므로 cradle의 stroke를 90 mm 키워야 한다. 따라서 

cradle의 ball screw 및 guide를 교체하 다.

로터리인출헤드

연료봉그리퍼

충격렌치

모의핵연료집합체

다운엔더

충격흡수장치

측면이송장치

그림 3-2-3. 연료봉 인출장치의 개조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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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터리식 인출헤드 제작

로터리식 인출헤드는 기존의 인출헤드 부분을 새로 설계(그림 

3-2-4)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림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연료봉

의 중심을 인식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부, 연료봉 인출을 위한 연료봉 그리

퍼부 및 집합체 하단 고정판의 너트를 제어하기 위한 임팩트 렌치부로 구

성된다. 이들은 각각 각각 90o 간격으로 배치되어 헤드부의 회전에 의하여 

연료봉 또는 하단고정체를 향하게 된다. 또한 로터리 헤드 박스에는 카메

라, 그리퍼, 렌치 모듈의 회전시 90o를 유지하기 위한 리미트 센서가 부착

되어 있다. 표 3-2-3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 부위별 설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카메라부 :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연료봉과 그리퍼, 너트와 임팩트 

렌치간의 misalignment를 측정

- 그리퍼부 : RCC(Remote Compliance Center)를 설치하여 미소한 삽입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삽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load cell을 설치하여 

그리퍼의 삽입력과 연료봉의 인출력을 감시

- 임팩트 렌치부 :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삽입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임팩

트렌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함

로터리식 인출헤드는 인출테이블에 놓여 X,Y,Z 방향으로 이동하고 카메

라, 임펙트 렌치, 연료봉 그리퍼로 구성된 헤드를 회전하면서 하단고정판

의 너트를 제거하고, 연료봉을 인출하게 된다. 초기상태에서는 카메라부가 

전방(핵연료집합체 방향)을 향하게 되며, Y,Z 방향의 초기 위치를 설정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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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로터리식 인출 헤드 설계도.

그림 3-2-5. 로터리식 인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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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분석

연료봉 인출장치는 격리된 핫셀 공간 내에서 방사선 준위가 매

우 높은 사용후핵연료를 자동으로 인출하여야 하므로 장치의 신뢰도가 매

우 높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동화 장치는 100 %의 신뢰도를 가질 수 

없고 장치의 오작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료봉 인출장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료봉 인출장치에서 

예상될 수 있는 오작동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론(fault 

mode evaluation analysis)을 외국의 실증 자료들의 분석을 통하여 설계하

다. 대표적인 인출장치의 오작동 사례는 표 3-2-4에서 보는 바와 같으

며, 이를 컴퓨터 코드화한 오작동 극복 순서도는 그림 3-2-6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연료봉 인출장치의 오작동 극복 순서도 또한 위에서 설계한 오작동 극

복 방안을 구현하려면 많은 양의 지식데이타베이스(knowledge data base)

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출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컴퓨터에서 실시

간 내에 이를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오작동 대응 코드를 그래픽 환경에

서 이중(redundancy)으로 구동되는 감시 컴퓨터(supervisory computer)에

서 구현시킬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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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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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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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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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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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acting 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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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tight bolt 

pull out
 next rod

rod stuck

fault diagnosis

motor stop

Do 1 to 24

Do 1 to 264

emergecy stop

exceed pos.

use manipulator

rod not fall

dx < 10
change of spring

pulling force

required torque

current sensor

proximity sensor

load sensor

그림 3-2-6.  Fault mode evalu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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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인출장치의 오작동 사례

비정상 사고 증       상 측정/검사 방법 복구 순서

Top 
nozzle
볼트
제거

․임팩트렌치 소켓의 
  볼트 삽입 불가
  (misalignment)

․볼트와 소켓 충돌
  (임팩트렌치 손상)

․카메라 이용 상처리
․임팩트렌치에 설치된
  adaptor spring의 길이
  변화측정

․임팩트렌치 전진 중지
  (limit S/W 작동)
․임팩트렌치 후진
․소켓 중심위치 재조정
․임팩트렌치 전진

․소켓의 볼트 삽입 
  불완전
  (insertion error)

․소켓이 볼트 완전 삽입
  후 더 전진
  (insertion error)

․볼트 분해 불가
  (볼트 헤드 손상)

․볼트와 소켓 충돌
  (임팩트렌치 손상)

․임팩트렌치 전진 
  위치검사
  (limit switch)
․임팩트렌치에 설치된
  adaptor spring의 길이
  변화측정
․임팩트렌치 전진 
  위치검사
  (limit switch)
․임팩트렌치에 설치된
  adaptor spring의 길이
  변화측정

․limit switch 신호발생시까지 
  임팩트렌치 전진

․비상정지
․임팩트렌치 후진
․limit switch reset
․임팩트렌치 전진

연료봉
파  지

․비정상연료봉(휘어지
  거나 봉단이 파손된 
  연료봉)의 파지불가
  (misalignment)

․그리퍼와 연료봉 
  충돌(연료봉 손상)

․카메라 이용 상처리
․그리퍼 헤드에 설치된
  adaptor spring의 길이
  변화 측정

․그리퍼 전진 중지
․그리퍼 후진
․그리퍼 중심위치 재조정
․그리퍼 전진

․연료봉에 그리퍼가
  완전삽입되지 않음
  (insertion error)

․연료봉의 완전삽입
  위치보다 그리퍼가
  더 전진
  (insertion error)

․연료봉 파지불가

․연료봉과 그리퍼 
  충돌(연료봉 손상)

․그리퍼 전진위치 검사
  (limit switch)
․adaptor spring 길이
  변화 측정
․그리퍼 전진위치 검사
  (limit switch)
․adaptor spring 길이
  변화 측정

․limit switch 신호발생시까지 그리퍼
  전진

․비상정지
․그리퍼 후진
․limit switch reset
․그리퍼 전진

․연료봉 파지 불가
  (비정상 연료봉,
   swelled rod)

․그리퍼 급속전진
  (연료봉 손상)

․adaptor spring 길이
  변화 측정

․비상정지
․그리퍼 후진
․연료봉 인출장치 주전원 차단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연료봉인출

․연료봉파지 힘초과 ․그리퍼모터
  과전류발생
  (모터고장)
․연료봉파손
  (collapse)

․구동모터 전류측정
  (current sensor)

․그리퍼 open
․최초 파지시보다 작은 변위로 그리퍼
  close

․연료봉 파지상태에서 
  그리퍼 open 불가

․그리퍼구동모터
  정지

․구동모터 전류측정
  (current sensor)
․모터 relay 점검

․모터 재시동
․또는 매니퓰레이터로 그리퍼장치
  reset

연료봉
인  출

․연료봉 인출도중
  인출힘이 70kg을 초과
  (rod stuck)

․인출모터 과부하

 

․load cell 또는 전류
  센서로 인출력 측정

․연료봉의 끝부분이 집합체의 첫 번째
  그리드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
  - 그리퍼를 전진시켜 연료봉 재삽입
  - 나머지 다른 연료봉을 모두 인출한
    후 매니퓰레이터로 집합체 분해
․첫 번째 그리드를 통과한 경우
  - 그리퍼를 열고 후진
  - 접근가능한 연료봉만 인출 
  - 매니퓰레이터로 집합체 분해

․연료봉 인출도중 
  손상부위 발견 또는
  과도한 인출력에 의한 
  연료봉 손상
  (damaged fuel)

․cell 오염 ․카메라 육안 관측
․방사선 측정기

․그리퍼 open
․연료봉을 다시 어 넣음
․연료 펠릿이 보일 경우
  진공흡입기로 청소
․다음 연료봉 인출

․인출된 연료봉이 연료봉
  이송장치로 떨어지지 
  않음(not fallen rod)

․다음 인출작업
  불가
․cradle과 연료봉 
  충돌 가능

․카메라 육안관측
․힘측정 센서

․그리퍼를 흔들어 떨어뜨림
․불가시 매니퓰레이터로 연료봉 이송

연료봉
받  침

․연료봉 받침장치
  cradle이 5cm이상
  상승
  (cradle over position)

․cradle과 연료봉
  충돌 가능

․limit S/W
․근접센서

․cradle 비상정지
․센서 점검
․cradle 하강
․cradle 재상승

연료봉
측면 
이송

․구부러진 연료봉 때문에
  연료봉이 측면으로 
  이송되지 않음
  (rolling error)

․연료봉 파손 가능 ․전류센서 ․측면이송장치 비상정지
․센서점검
․측면이송장치 상승
․매니퓰레이터로 연료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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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대위치 정 측정을 위한 카메라 상처리

위의 로터리식 인출 헤드에 부착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연료봉

과 그리퍼, 하단고정체 너트와 임팩트 렌치 사이의 상대위치를 정 하게 

측정하는 상처리 기술을 개발하 다. 핵연료집합체가 연소 후에도 연소

하기 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하단고정판의 너트와 연료봉의 배열

은 일정하다. 이 경우는 각 너트와 연료봉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므로 로터

리식 인출 헤드의 임팩트 렌치와 그리퍼의 초기위치만 정확히 제어하면, 

모든 너트와 연료봉을 제거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후핵연료는 연소시 또는 이송시의 충격 등의 향으로 

구조의 변형이 다소 발생한다. 이에 따라 너트와 연료봉의 위치가 연소하

기 전의 상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변화된 위치 오차를 정 하게 

측정하여야만, 모든 너트와 연료봉을 제거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너트와 연료봉의 위치를 정 하게 측정하는 상처리 알고

리즘을 개발하 다. 이를 이용한 너트 또는 연료봉 인출공정의 자동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그리퍼가 연료봉에 정확히 조심되지 않아(misalignment 발생) 과도한 삽입 

힘(load cell로 측정)이 발생하면, 그림 3-2-8의 전산모사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퍼 부를 후진시키고, 카메라부를 90°회전시켜 카메라가 연

료봉을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연료봉의 상을 획득하며 이로부터 카메라

의 중심점과 인출하고자 하는 연료봉의 중심점간의 상대위치를 상처리 알

고리즘으로 측정한다. 상대위치가 측정되면 그리퍼부를 다시 연료봉을 향

하게 하여 그리퍼의 위치를 측정된 상대오차만큼 이송시켜 다시 삽입한다. 

여기서 측정된 상대오차는 연료봉과 그리퍼의 중심점 사이의 상대위치 오차

와 같기 때문에 그리퍼의 재 삽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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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cessed Image

Rod cent er  
Camera cent er  =
Gripper  cent er

a) Or iginal Image

그림 3-2-7. 상처리에 의한 삽입위치 오차 측정.

Gripper
Inserting

Error detected
by Load Cell

Retracting and
Rotate Camera

Position correction and Reinserting

Image
Processing

Gripper
Inserting

Error detected
by Load Cell

Retracting and
Rotate Camera

Position correction and Reinserting

Image
Processing

그림 3-2-8. 연료봉 인출시스템의 오동작 복구과정 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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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 자동화 및 실험

(1) 자동화를 위한 제어시스템 구축

연료봉 인출공정의 자동화를 위하여 기존의 제어시스템을 해체하

고, 그림 3-2-9와 같이 제어반을 새로 제작하 다. 산업용 컴퓨터와 연결

하여 하나의 통합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를 위하여 4개까지의 서

보 모터 혹은 스텝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MEI(Motion Engineering 

Incorporation) 다축제어기를 사용하 다. MEI 다축제어기는 모터 제어기

능 외에도 A/D 및 디지털 I/O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AC/DC 서보 모터 

및 스텝 모터를 제어하는 위치제어 서보 루프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장치에 사용한 4개의 서보모터중 3개(X,Z,C 축)는 MEI 제어기를 통

해서 위치제어 루프를 구성하 으며, 인출 헤드 장치의 상하 구동에 사용

한 DC 서보모터(Y축)는 RS-232C 통신에 의해서 제어하도록 하 다. 일

반 교류모터는 파워 릴레이 보드를 제작하여 다축제어기의 I/O 포트로 제

어하 으며, 각 구동장치의 초기화 및 이송위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하는 

리미트 스위치의 신호도 MEI의 I/O 기능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하 다. 

표 3-2-5는 제어반 내부 단자대의 연결부를 정리한 것이고, 표 3-2-6은 

MEI 제어보드의 각 모터 출력부 control box를 정리한 것이며, 표 3-2-7

은 MEI 제어보드의 입력부 control box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2-9. 연료봉 인출시스템의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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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제어반의 단자대 연결표

@

R0 S0 T0 G R1 S1 T1 U V W G U V W 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R0 S0 T0 G R1 S1 T1 U V W G U V W G

3  4W 220V Z 출력 C 출력(쿠션)

(a) 단자대 TB1(15P) 연결

@

U
+
V
-
U
+
V
- 14 37 4 38 14 39 14 40 14 41 14 42 14 43 14 4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U
+
V
-
U
+
V
- 14 37 4 38 14 39 14 40 14 41 14 42 14 43 14 44

Y 출력 B 출력 LS 1 LS 2 LS 3 LS 4 LS 5 LS 6 LS 7 LS 8

=>

14 45 14 46 14 47 14 48 14 49 14 50 14 51 14 52 14 53 14 54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4 45 14 46 14 47 14 48 14 49 14 50 14 51 14 52 14 53 14 54

LS 9 LS 10 LS 11 LS 12 LS 13 LS 14 LS 15 LS 16 LS 17 LS 18

=>

14 55 14 56 14 57 14 58 14 59 14 60 75 76 T2 77 T2 78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14 55 14 56 14 57 14 58 14 59 14 60
+12
75

-12
76 T2 77 T2 78

LS 19 LS 20 LS 21 LS 22 LS 23 LS 24 카메라 렌치 라이트

=>

T2 R2-1 R2-2 TG1 TG1 T2 R2-2 R2-3 TG2 TG2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 - - - - - - -

T2 R2-1 R2-2 TG1 TG1 T2 R2-2 R2-3 TG2 TG2

그리퍼
TG1

그립퍼용
사이드트랜스

사이드트랜스
TG2

여 분

(b) 단자대 TB2(100P)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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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출력부 Control Box(PCB2)

  Motion 명칭 기능 Model D/O 외부연결 Encoder

Z축 MEI P6-0축
(Encoding 요)

위치제어

CEACR-SRC

A

(YASKAWA)

Step Plus+(10)

Step Plus-(11)

Step Dir+(12)

Step Dir-(13)

Encoder A+/-(3,4)

Encoder B+/-(5,6)

Encoder Z+/-(7,8)

C축 MEI P6-1축
(Encoding 요) 위치제어

CEACR-SRC

A

(YASKAWA)

Step Plus+(23)

Step Plus-(24)

Step Dir+(25)

Step Dir-(26)

Encoder A+/-(16,17)

Encoder B+/-(18,19)

Encoder Z+/-(20,21)

X축 MEI P7-2축
(Encoding 요)

위치제어
SGD-04AS

(YASKAWA)
 

Step Plus+(10)

Step Plus-(11)

Step Dir+(12)

Step Dir-(13)

Encoder A+/-(3,4)

Encoder B+/-(5,6)

Encoder Z+/-(7,8)

Y축-RS232 위치제어 HS-450R-3 Port8  

B축 -RS232  
(공구교환)

헤드회전 HS-350/
PS-101C

Port9

Servo. ON 접접OU
T

JP4.0. 1번

카메라 전원아답터
(220v입력제어)

JP4.1. T2

너트 제거

Step1.2.8A

정회전

역회전

P/C출력, 1EA.

P/C출력, 1EA.

P/C출력, 1EA.

JP14

JP15

JP16

69번.

70번.

71번.

렌치(일방회전)

접점OU

T

<AC모
타>

JP4.2. 77번-T2

Light(라이트)
접점OU
T

JP4.3. 78번-T2

헤드 상하

(Step2) (1.4A)

정회전

역회전

P/C출력, 1EA.

P/C출력, 1EA.

P/C출력, 1EA.

JP10

JP11

JP12

72번.

73번.

74번.

그립퍼
(AC+TG1)

정회전
역회전

JP4.4.J

P4.5.
CR1
CR2

79번-T2
80번-T2

사이드트랜스
(AC+TG2)

정회전
역회전

JP4.6.

JP4.7.
CR3
CR4

81번-T2
82번-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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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입력부 Control Box(PCB2)

No 콘텍터 번호 입력구분 선번호 사용용도

1 MEI P2.   0축. LS1. POS Limit input-47 Z축 Home

2    "      0축. LS2. NEG Limit input-45 Z축 END

3    "      1. LS3. POS Limit input-39 (쿠션)C축 Home

4    "      1. LS4. NEG Limit input-37 (쿠션)C축 END

5    "      2. LS5. POS Limit input-31 X축 Home

6    "      2. LS6. NEG Limit input-29 X축 END

7    "      3. LS7. POS Limit input-23 Y축 Home

8    "      3. LS8. NEG Limit input-21 Y축 END

9 MEI P3.   5. LS9. HOME Limit input-35 (헤드)B축, 헤드 상하

10    "      5. LS10. POS Limit input-39 (헤드)B축, 렌치위치

11    "      5. LS11. NEG Limit input-37 (헤드)B축, 그립퍼위치

12    "      4. LS12. POS Limit input-47 사이드트랜스, Home1

13    "      4. LS13. POS Limit input-47 사이드트랜스, Home2

14    "      4. LS14. NEG Limit input-45 사이드트랜스, End1

15    "      4. LS15. NEG Limit input-45 사이드트랜스, End2

16 JP7. D/I  7. LS16. 52-14  

17 JP8. D/I. 0. LS17. 53-14  

18           1. LS18. 54-14 그리퍼(Clamp)

19           2. LS19. 55-14 그리퍼(UnClamp)

20           3. LS20. 56-14

21           4. LS21. 57-14

22           5. LS22. 58-14

23           6. LS23. 59-14

24           7. LS24. 60-14

25 JP2. 9번 pin  실드선  

26 JP2. 7번 pin  실드선  

27 JP2. 5번 pin  실드선  

28 JP9. D/I. 7. PBI. 56-14 비상정지 실선 入力

(2) 순차제어 알고리즘

연료봉 인출공정은 로터리 인출 헤드부의 공구변환, 헤드부 이송, 

하단고정판 제거, 연료봉 인출 및 연료봉 측면이송 등으로 이루어진다. 조

임너트가 제거된 하단 고정판을 제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프로그

램의 지령명령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된다. 이에 따른 순차제어 알고리즘의 

구동은 아래와 같으며, 흐름도는 그림 3-2-10과 같다.

(가) 먼저 모든 구동부를 초기화한다. 이때 모든 구동부는 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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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점으로 자동 이송된다.

(나) 로터리식 인출헤드를 구동하여 임팩트 렌치부를 선택하여 조임

너트를 제거한다. 대개의 경우 렌치의 소켓을 시계 반대방향으

로 회전을 하면서 조임너트에 삽입하기 때문에 미소한 초기의 

위치오차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으나, 만약 큰 삽입오차가 발

생하면 카메라부를 이용하여 조임 너트의 위치를 정  측정한 

후 렌치부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조임 너트를 제거한다. 조임 

너트가 하단 고정판으로부터 제거되면 렌치의 소켓 속에 남아 

있는 조임 너트를 조임 너트 제거모터를 구동하여 제거한다.

(다) 하단고정판으로부터 조임너트를 모두 제거한 후, 하단고정판을 

원격조작방식으로 제거한다.

(라) 하단 고정판이 제거된 집합체는 약 60 mm 정도 돌출한 가이

드 튜브와 연료봉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촉방식으로 연료봉의 

위치를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로터리 인출 헤드를 CCD 카

메라부로 전환시켜 초기 위치에 대한 연료봉의 위치를 상처

리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료봉 위치를 측정한다.

(마) 연료봉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리퍼로 공구변환을 한 뒤 

연료봉을 인출한다. 이때 연료봉의 인출력을 로드셀로 측정하

여 만약 인출력이 한계값을 넘을 경우, 연료봉을 원위치로 

어 넣는다. 어 넣는 연료봉이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료봉으로 작업이 전환하며, 인출하지 못한 연료봉

은 비정상연료 해체공정에서 인출한다.

(바) 연료봉 길이의 3/4 정도를 인출 후, 충격흡수장치를 구동하여 

연료봉을 받혀 준다. 그리고 난 후 나머지 부분을 인출한다.

(사) 그리퍼를 open하여 연료봉을 놓는다. 연료봉은 충격흡수장치 

위에 놓이게 되며, 이때 충격흡수장치를 하강시킨다. 충격흡수

장치가 완전히 하강하면 인출된 연료봉은 main table위에 놓

이게 된다.

(아) Side transfer를 작동하여 main table 위에 놓여있는 연료봉을 

측면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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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의 (라)~(아)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17x17 집합체(264개)의 연

료봉을 모두 인출하게 된다.

초  기  화

인출헤드장치구동

화 상 포 착

연료봉위치획득

그리퍼 공구절환

시     작 콜 렛 열 기

연료봉 인출

충격흡수장치상승

콜 렛 닫 기

충격흡수장치하강

측면이송기 작동

끝

과 부 하

측면이송 완료

한개화상 인출완료

과 부  하

인 출 완 료

연료봉 삽입

N

N

Y

N

Y

N

Y

N

하단고정판제거

Y

N

Y

Y

인출헤드장치구동

임팩트렌치삽입

조임너트제거

그림 3-2-10. 순차제어 알고리즘 흐름도.

(3) GUI 운용 프로그램 개발

연료봉 인출공정의 자동화를 위해서 Windows 95상에서 Visual 

C++ 6.0을 이용하여 GUI 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운용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은 그림 3-2-11과 같이 로터리식 헤드 조작을 위한 창, 인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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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의 X, Y, Z축 이동 및 cradle(C축)과 side transfer(S축)의 작동을 위

한 창, 인출력과 삽입력의 측정을 위한 load cell 데이터 창, 로터리 헤드 

툴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창, 핵연료 집합체의 연료봉 인출 상태를 표시해 

주는 창 및 로고를 표시해 주는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화면에는 자동화 공정의 수행을 위한 메뉴가 설정되어 있고, X축, 

Y축, Z축의 이동 상태를 표시해 주도록 설정되어 있다. 각 축의 제어는 

해당 축별로 모터 특성에 따라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다. 자동화 공정을 위

한 메뉴에서 먼저 서보모터 드리이브 전원의 On/Off와 모터의 초기화를 

위한 메뉴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화 공정에서는 프로그램내 

matrix table에 각 연료봉의 초기 위치값이 설정되어 있고, 인출할 연료봉

의 위치를 설정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설정에 따라 해당되는 연료봉을 순

차적으로 인출하게 된다.

그림 3-2-11. GUI 운용프로그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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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료봉 인출실험 및 결과

연료봉 인출장치의 구조개선과 자동화 시스템의 완료 후, 해체 종

합시험시설에 장치를 이전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해체 종합시험 시

설에서는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의 전체적인 종합시험을 위해 기존의 핵

연료집합체 클램핑 테이블 대신에 핵연료집합체 수평/수직 전환장치를 핵

연료집합체 클램핑 테이블로 이용하 다.

이에 따라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연료봉 인출장치 main table의 앞부분을 

일부 수정하 고, Y축과 Z축의 limit switch의 위치를 조정하 으며, 충격

흡수장치의 판을 확장하 다. 그리고 연료봉 인출시 로터리식 인출헤드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핵연료집합체 수평/수직 전환장치의 bottom nozzle 

클램핑 장치를 일부 수정하 다. 또한 인출된 연료봉을 연료봉 절단장치로 

전달하기 위해 인출테이블에 있던 정렬 홈통을 제거하고 가이드 판을 부

착하여 측면이송장치의 작동에 의해 인출된 연료봉이 절단장치로 이송되

도록 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조정을 완료한 후, 모의 핵

연료집합체를 대상으로 bottom nozzle 고정판의 너트 제거 및 연료봉 인

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러한 인출시험의 주요 장면은 그림 3-2-12와 같

다. 100개 연료봉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92개 연료봉의 자동인출 할 수 

있었으며(인출성공율 92%), 나며지 8개 연료봉은 위치제어 오차로 파지가 

불가하여 상 정  측정 후 수동 방식으로 인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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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렌치, 하단고정체
nut(24개) 제거

그리퍼, 연료봉파지 및
연료봉(264개) 인출

연료봉 이송연료봉 지지 및 안착

충격렌치, 하단고정체
nut(24개) 제거

그리퍼, 연료봉파지 및
연료봉(264개) 인출

연료봉 이송연료봉 지지 및 안착

그림 3-2-12. 장치 개선후 연료봉 인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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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봉 절단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봉 절단공정은 소결체 인출공정의 전 단계로서 소결체 인

출에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국내․외의 연료봉 절단방식을 살펴

보면 크게 줄톱/연마식, 레이저, wire EDM(wire electron discharge 

machining cutting) 및 전단 절단방식 등이 있다. 이상의 4가지 방식을 연

료봉 절단부의 압착정도, 절단공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 면에서 조사․ 분

석한 결과 diamond 및 cutter blade 절단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Diamond 절단 방식은 절단 시간이 짧으나 유지․보수가 용이하지 않

고, 분진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Cutter blade 절단 방식은 절단시 

불꽃과 분진 발생량, 절단면의 찌그러지는 정도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절

단면의 원형도가 높고, 2차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cutter blade 방식을 선

정하여 절단공구의 내구성 및 절단면의 원형도를 만족시키도록 제작하

다. 연료봉의 내구성, 원형도, debris 발생 및 화재 발생위험 등의 측면에

서 유리한 cutter blade의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 및 제작하 다[15][71]. 본 

장치는 핫셀 내의 사용에 대비하여 원격조작방식으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구조로 구동특성에 따라 구동부를 모듈화 하여 상부에 배치함으로써 

원격조작에 의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 다. 

가.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방식의 현황

(1) 절단방식의 종류

사용후핵연료봉을 절단하기 위한 각 방식은 줄톱/연마식 절단방식, 

레이저 절단방식, wire EDM 방식, 전단 절단방식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줄톱/연마식 절단방식

줄톱/연마식 톱은 핫셀 내의 대기 중이나 수중에서 사용후핵연

료봉 절단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수중 절단은 절단시의 분진 확산 

최소화 및 지르칼로이 미세 입자의 불꽃 발생 방지를 위하여 습식 방법으

로 절단한다. 절단 휠을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고, 많은 양의 초미립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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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성으로 지르칼로이 분말을 수집하고, 장비 주변의 분말 누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나) 레이저 절단방식 

사용후핵연료봉 집합체의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해 ORNL에서 개

발된 장비이며, 레이저 절단방식은 분진 발생 없이 절단이 가능하다.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장비는 핫셀 외부에 설치하고, 파지 기구와 레이저 절단기는 

핫셀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단점으로는 절단 깊이의 미세한 제어가 불가능하

고, 장비가 고가이다. 

(다) Wire EDM 

절단되는 금속에 의해 황동선 전극이 통과하고, 금속에 전자를 

방출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전선은 금속체를 한번 통과한 후 폐기하는 

방법이다. 전선의 직경은 φ 2∼12 mm, 전선 길이는 0∼6,000 ft, 1 inch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절단속도는 28 inch/hr 이다. 비교적 유지․보수

가 용이하다.

 (라) 전단 절단방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및 연료봉 절단을 위하여 가위와 같은 구조

의 전단기로 절단하는 방식이다. 문제점으로는 절단 장비로부터 제거가 어려

운 미세 입자가 발생된다[15][71].

(2) 절단 방식에 따른 고려사항 

사용후핵연료봉을 절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줄톱/연마

식 절단방식, 레이저 절단방식, wire EDM 절단방식, 전단 절단방식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줄톱/연마식 절단 방식

절단 깊이가 적을수록 신속히 절단하게 됨으로 효율 및 신속성

이 증대되고(고속시 10 mm, 저속시 5∼10 mm), 절단시 절단부의 압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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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우수하다. 절단면의 압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복관 외형에 따라 절

단 경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회전속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서 고속회전 절단시 분진이 과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저속회전 절

단시 절단부의 가장 자리에 약간의 폐 부분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야 한

다.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시 분진이 발생하게 되므로 분진을 포집하기 위한 

분진 포집장치가 필요하다. 절단시 적절한 윤활유의 사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장비의 모듈화를 고려해야 한다. 

(나) 레이저 절단 방식

절단 길이 및 피복관 외형에 따른 절단 방식도 조사가 필요하

며, 재질, 두께, 속도 및 소요 전력량을 고려해야 한다. 유지 및 보수를 위

하여 핫셀 외부에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파지 기구와 레이저 절단기는 핫

셀 내부에 설치한다. 레이저 절단 장비 사양은 표 3-2-8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2-8. 레이저 절단 장비 사양

       구분
 종류 절단 재질 두께(mm)  속도(m/min) 소요 

전력량(W)

CO2 laser

 Low-alloy steel 1.0
3.0  

6.0
3.5 

1,000
1,000

 Stainless steel 1.0, 3.0 4.0, 2.0   1,000
1,000

 Low carbon steel 2.0 3.0 5,000 

Rimming steel 4.0 0.9 5,000

Tinlate 0.2 8.0 800

Nd : YAG 
laser 

Low-alloy steel 3.0 0.9 400

 Stainless steel 1.0 8.0 1,200

(다) Wire EDM 절단 방식

절단 길이는 1 inch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고,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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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2 inch/hr(71.12 cm/hr) 로서 절단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핵연료 

분진 축적 가능성과 유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비의 모듈화

를 고려해야 한다.

(라) 전단 절단방식(shear cutting)

절단 길이와 절단부의 압착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연료봉 절

단시 발생하는 분진의 포집을 위하여 분진 포집 시스템이 필요하며, 절단

시 적절한 윤활유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모

듈화를 고려해야 한다[15][71].

(3) 사용후핵연료봉의 특성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려면 절단하고자 하는 

재료의 재질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 zircaloy tube의 규격, 물리적 성질, 핵연료 피복관 재질의 특성, 

pellet 규격 및 연료봉 속의 pellet과 pellet 사이의 공간(gap) 및 지르칼로

이 종류 등은 표 3-2-9∼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르칼로이는 지르코늄 

합금의 일종이며, 원자로용 재료로서 고온 수에 대한 지르코늄의 내식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제작한 합금으로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고 좋은 기

계적 성질을 가지며 판, 봉, 관 및 선 등으로 가공할 수 있다. 또한 노심 

탱크, 연료피복 및 냉각관 구조재로 사용한다[72].

표 3-2-9. Zircaloy의 기계적 성질

구 분 상 온 340 ℃ 환산값

인장강도 
(N/mm2)

450 220 45.87 Kg/mm2

항복강도 
(N/mm2)

320 125 ∼ 175 32.6 Kg/mm2

연신율 (%)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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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Zircaloy tube의 규격

            규격
 종류 O.D I.D T

14 x 14 (PWR) 10.16 mm 8.926 mm 0.617 mm

17 x 17 (PWR) 9.5 mm 8.537 mm 0.5715 mm

표 3-2-11. Pellet 규격

                 규격
 종류 O.D Length

14 x 14 (PWR) 8.05 mm 10 mm

17 x 17 (PWR) 8.05 mm 10 mm

표 3-2-12. Zircaloy의 물리적 성질

구 분 내 용

원자 번호 40

원자량 91.92

도 6.80 (g/cm3)

격자 구조

α상 (862 ℃ 이하) 조 육방격자 (HCC)

β상 (862 ℃ 이상) 체심입방격자 (BCC)

용융점 1,852 ℃

비등점 3,580 ℃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 0.18 b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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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재질의 특성

Clad material σa (Kg/mm
2) Integral neutron 

dose (n/cm2) σa(Kg/mm
2)

Aluminium 2.77 2.6 x 1021 3.04

Stainless steel 24.2 3.9 x 1020 38.72

Zircaloy 29.4 1.4 x 10
21 36.75

Inconel 56.7 1.4 x 1021 102.06
 

* σa : Yield stress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respectively

표 3-2-14. Zircaloy 성분

      성분
구분 Sn Fe Ni Cr Zr

Zircaloy-1 2.5 - - - 나머지

Zircaloy-2 1.2∼1.7 0.07∼0.20 0.03∼0.80 0.05∼0.13 "

Zircaloy-3 0.25∼0.50
Feaks 또는
Ni와 합해서
0.25∼0.40

- - "

Zircaloy-4 1.45 0.15 - 0.1 "

표 3-2-15. 사용후핵연료봉 속의 pellet과 pellet 사이의 공간(gap)

                            규격
 종류 Gap

14 x 14 (PWR) 0.178 mm

17 x 17 (PWR) 0.165 mm

(4) 절단공구 비교

(가) Diamond wheel

   - Diamond wheel 성분 및 특징  

     Diamond wheel의 성분으로 resin은 diamond 원석+합성수지로 소결

(지르칼로이, 초경, 세라믹), metal은 diamond 원석+금속(유리: 판유

리, 자동차 유리), vitrified은 diamond 원석+세라믹, 유리, 돌, 점토

(열처리 강, 주물, 주강), 전착은 diamond 원석+니켈(자동차 부품: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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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캠, 샤프트) 등이 사용된다. Diamond wheel의 특성으로는 점착된 

diamond는 인성이 좋은 반면에 취성은 좋지 않고, 사용도중 충격이

나 파손 등에 약하므로 보관을 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Diamond wheel의 최적 조건

     휠의 회전(주속) 속도를 가변화 하고(400∼3,000 rpm), 절삭 깊이인 

feed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동으로 절단 조절이 가

능하도록 하고, 절삭 깊이는 1/100 mm가 되게 한다. 절삭 공구의 진

원 및 회전 떨림 상태를 1/1,000 mm로 하여 떨림 상태를 최소화하

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휠 파손이나 수명이 저

하되고, 불꽃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단면의 조도가 저하

되고, chipping이 심해지며 절단면의 직각도가 좋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휠 외경은 3∼4 inch(φ 75)로서 공작물 직경과 휠 직경의 

최적 조건은 공작물 직경의 8∼10배 정도가 적합하며, diamond 

wheel의 두께 사양은 표 3-2-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휠 내경(arbor 

size)은 1/2 inch(φ 12.7, 16, 20, 24, 31.75)이며, 휠 내경의 구경이 클

수록 좋고, 휠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arbor size의 구멍이 커야한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diamond wheel 초기 사용시 truing 작업을 

해야하고, 중심 shaft 기준에 진원을 잡아야 한다. Diamond wheel 

사용 중간에 diamond 눈 메움 현상 방지를 위하여 dressing 작업을 

해야한다. 그림 3-2-13은 diamond 눈 메움 현상 제거를 나타낸 것이

다.

   - Diamond wheel의 사양

     사용후핵연료봉을 최상의 조건에서 절단하려면 절단 매체가 가장 중

요하다. 표 3-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휠의 피삭재, 외경, 두께 및 

내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Diamond wheel은 경도를 가진 물질로서 

피삭재의 재질은 지르코니아를 사용하 으며, 규격은 외경 4"(100 

mm), 두께 0,012"(0.3 mm), 내경 1/2"(12.7 mm)인 diamond wheel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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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K (body)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본드

    기공

Blade 쪽 사용 초기 

다이아몬드

본드

기공

드레싱 작업 후의 모양
   

다이아몬드

본드

기공

사용 중간 

* 위와 같은 상태는 Cutting이 않됨 (눈메움, 눈막힘이 생겨서)

그림 3-2-13. Diamond 눈 메움 현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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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Diamond wheel의 두께 사양

피삭재 
Application

외 경
Diameter

두 께
Thickness

 내 경
Arbor size

 General abrasive

 materials, ferrous and

 non-ferrous, tungsten

 carbide, polymer, etc.

4"(100 mm) 0.012"(0.3 mm)

1/2"(12.7 mm)

5"(122 mm) 0.015"(0.4 mm)

6"(147 mm) 0.020"(0.5 mm)

 Common use, matrix

 composites, PC  board,

 bone, titanium,

 thermal spray coatings, 

 etc.

4"(100 mm) 0.012"(0.3 mm)

5"(122 mm) 0.015"(0.4 mm)

6"(147 mm) 0.020"(0.5 mm)

 Hard tough materials,

 structural ceramic,

 cermet, sintered

 carbides,boron nitride, 

 silicon nitride, etc.

4"(100 mm) 0.012"(0.3 mm)

5"(122 mm) 0.015"(0.4 mm)

6"(147 mm) 0.020"(0.5 mm)

 Medium hardness

 materials, ceramic,

 electronic

 substrates,

 glass, alumina,

 zirconia, etc.

4"(100 mm) 0.012"(0.3 mm)

5"(122 mm) 0.015"(0.4 mm)

6"(147 mm) 0.020"(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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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utter blade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는 cutter blade를 이용하여 연료봉을 

최상의 조건에서 절단하려면 절단 매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cutter 

blade의 두께, 크기 및 모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 다. Cutter blade

는 인성과 고경도를 가진 재질로서 내구성이 좋은 고속도공구강을 사용한

다. 고속도공구강은 합금 원소량이 많으므로 2단 예열을 충분히 하여야 한

다.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의 유지 시간은 3∼5분 정도면 된다. 오스테

나이트화 온도는 탄화물을 충분히 고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W계에서

는 1300 ℃ 이상, Mo 계에서는 1250 ℃ 이하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두 경

우 모두 통산적인 퀜칭에 비해서는 고온이므로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조절

과 탈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경화능이 좋으므로 공냉으

로도 경화되지만, 산화피막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냉으로 300 ℃ 

정도까지 냉각시킨 후 꺼내서 공냉하는 것이 좋다. 고속도강에서 템퍼링 

온도에 따른 경도 변화는 200∼400 ℃에서는 퀜칭에 의한 내부 응력의 제

거와 마르텐사이트의 분해 등에 기인하여 경도는 약간 저하되지만, 560∼

600 ℃에서 템퍼링하면 경도가 높아진다. 이것이 전술한 2차 경화 현상이

다. 고속도강에서 나타나는 2차 경화 현상은 다음과 같다.

    ․마르텐사이트로부터의 탄화물 석출

    ․잔류 오스테나이트로부터의 탄화물 석출

    ․템퍼링 온도에서부터 냉각도중 일어나는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마르

텐사이트화 등 3가지 현상이 합성된 경화이다.

고속도강에서도 절삭내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2∼3회의 템퍼링이 

필요하다. 즉, 고합금공구강이나 고속도강에서의 잔류 오스테나이트는 500 

℃ 부근의 템퍼링 온도에서 냉각할 때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은 새롭게 생성된 2차 마르텐사이트에 인성을 주는 재템퍼링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필요한 경도가 1차 템퍼링 후 이미 도달되었다면 2

차 템퍼링은 강의 경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보다 낮은 온도에서 실시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템퍼링은 1차 템퍼링보다 10∼30 ℃ 정도 낮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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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형과 절삭공구의 인성과 내구성이 향상

된다.

  고속도공구강은 W, Cr, V, Mo, Co를 합금성분으로 사용하고, 고속도강, 

몰리브덴 고속도강, 초고속도강 등이 있으며, 고온 경도가 좋다. 고속도강

은 Mo계로서 기호는 SKH 52 이다. 고속도강의 화학성분(%)으로서 C 

1.00∼1.10, Si 0.40 이하, Mn 0.40 이하, P 0.030 이하, S 0.030 이하, Cr 

3.80∼4.50, Mo 4.80∼6.20, W 5.50∼6.70, V 2.30∼2.80 등이 각각 첨가되

었다. 

(5) 사용후핵연료봉 재료 

(가) 재료 선정 및 설계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실험에 필요한 재료는 SUS와 zircaloy 

tube를 대상으로 하 다. 튜브내부에 석고를 넣어 모의 소결체를 만들에 

사용하 다. 연료봉의 설계도 및 제작품은 그림 3-2-14, 15에 나타내었다. 

연료봉의 규격으로서 봉단마개 end plug는 11.48 mm, 피복관 연료 tube는 

1791.87 mm, 압축 스프링은 185.17 mm 이다. 연료봉의 외경은 9.5 mm, 

내경은 8.357 mm, pellet과 연료봉의 간격은 0.528 mm 이다[70]. 

11.48 185.17 11.48 mm1791.87

2000

9.
5

8.
35

7

0.
52

58

피복관 Fuel tube Bottom End Plug압축 스프링Top End Plug

4.
95

3.
33

3.55 1.26 3.67

단 위 : mm
재 질 : STS 3/8” SUS Tube
Pellet : 석고

모의 소결체 (석고)

그림 3-2-14. 사용후핵연료봉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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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사용후핵연료봉 제작품.

(6) Diamond wheel 및 cutter blade를 이용한 절단 실험

(가) 절단 실험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방식을 선정함에 있어 diamond wheel 

방식과 cutter blade 방식에 대하여 자료 조사와 기초 실험을 통하여 특성

을 분석하 다. Diamond wheel과 cutter blade를 이용한 절단 실험은 그

림 3-2-16, 17에서 보는 바와 같고, 절단 실험한 결과는 표 3-2-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Diamond wheel 회전 절단 방식은 절단 소요 시간은 짧

으나 유지․보수가 용이하지 않으며 분진이 발생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는 

등 많은 단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utter blade 절단 방식은 절단시 

불꽃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절단면이 찌그러지지 않으나 작업의 소요 

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cutter blade 회전 절단 방식을 선정하여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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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Diamond wheel 절단.

그림 3-2-17. Cutter blade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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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7. Diamond wheel 및 cutter blade 절단실험 비교

        방식
 내용 Diamond wheel 절단 Cutter blade 절단

방 법
․Diamond 가루가 응착된   wheel

을 회전 및 이송하여  cutting

․Stinless steel cutter 회전 

및 압착하여 cutting

유지/보수
․구조 복잡

․유지 및 보수시간이 김

․구조 간단

․유지 및 보수시간 짧음

화재발생위험
․분진 및 불꽃 발생

․고속회전으로 인한 마찰력

․없음

․저속회전방식(압착식)

Debris 발생량 ․1.995 g ․거의 없음(육안식별 불가)

내구성
․절삭유 필요

․내구성 불량

․절삭유 불필요

․내구성 우수

원형 유지도 ․90 % 이상 ․90 % 이상

절삭 시간 ․약 3초 ․약 5초

나.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장치 설계, 사양 및 공정

(1) 절단 장치의 설계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의 설계도는 그림 3-2-18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절단 장치는 kicking 장치부, 이송 장치부, feeding 장치부, 이송 

clamping 장치부, 고정 clamping 장치부, 절단 blade 잠김 장치부, 절단 

blade 열림 장치부, 연료봉 분류 장치부, 연료봉 정렬 feeding 장치부, 투

입 장치부, 집진 장치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송부는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roller를 사용하여 연료봉을 수평 방향으로 이송시킨다. 파지부는 일정한 

길이만큼 이송된 연료봉을 절단하기 위하여 연료봉을 파지하며, 전기모터

에 의하여 구동된다. 이때 연료봉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전기모터의 구동토

크를 조절하여 파지력을 제어한다. 절단부는 전후 및 회전 방향으로 구동

되면서 연료봉을 절단한다. 수집통은 top end plug 및 bottom end plug를 

수집하며, 연료봉의 절단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 소결체 인출장치 쪽으로 

연료봉을 쉽게 이송시킬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 다. 각 구성부의 장치 고

장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모듈식으로 설계 제작하 으며, 장치의 상

단부에 구동 모터를 배치하 다. 또한, cutter blade의 회전 속도와 연료봉

의 절삭 깊이(feed)를 적절하게 제어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연료봉을 절단

할 수 있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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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절단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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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부품 사양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려면 각 구성품에 대

한 주요 부품의 사양을 파악하 다. 본 연구에서는 kicking 장치부, 

feeding 장치부, cut feeding 장치부, drive system 장치부, 분류 장치부, 

clamping 장치부 등에 대한 주요 사양은 표 3-2-18∼23에서 보는 바와 같

다.

표 3-2-18. Kicking 장치부

품 명 규 격 사 양

Motor/감속기
SRDS2-15G/8GD18 

MH

220V-HP 15W/감속비 1:15 1200 

rpm

Ball nut BNT1404-3 Ø 14 리드 4

Ball screw
BNT1404-3-625L-J

11
Ø 14-리드 4 길이 625 mm

Ball bush LM16UU Ø 16

Shaft LM16K Ø 16

Bearing block BF10 Ø 10

Coupling(motor, 
ball screw) SOH25C-10-8 Ø 10 - Ø 8

 

표 3-2-19. Feeding 장치부

품 명 규 격 사 양

Motor/감속기 S7115/KS 220V-HP 15W/감속비 1:15 1200 
rpm

Chain # 25 # 25

Chain sprocket #25 x 23TH B 
type 외경 50, 내경 16 mm, 잇수 16개

Bearing UCP 204 내경 20 mm
 

표 3-2-20. Clamping 장치부

품 명 규 격 사 양

Motor/감속기 S815/GB 220V-HP 25W/감속비 1:15

Ball bush LMF16 내경 1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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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Cut feeding 장치부

품 명 규 격 사 양

Motor/감속기 GRHT7915-32/G7H 
기어 헤드 서보모터 HP 100W/감속비 1:30

Coupling (motor, 
ball screw) SOH25C-10-8

Bearing #6901 내경 12, 외경 24, 폭 6 mm

Ball nut MDK1402-3 외경 14, 리드 2 mm

Ball screw MDK1402-214L 외경 14, 리드 2, 길이 214 mm

LM rell SR20L-163 외경 20, 길이 163 mm

LM block SR20

Clamp motor S6R05DB 220V-15W 감속비 1:5

Shaft LM 6106L 외경 6, 길이 106 mm

Ball bush LM6UU 내경 6 mm

표 3-2-22. Drive system 장치부

품 명 규 격 사 양

Drive motor MSR-093M 24V-HP1.5KW 1750 rpm(가변)

Bearing #6022ZZ 내경 110, 외경 170, 폭 28 mm

Bearing #6028ZZ 내경 140, 외경 210, 폭 33 mm

슬립링 9P 220V 핀수 9핀

Cutting motor S6106GB
220V-HP6W 속도조절 1750 

rpm(가변)

 

표 3-2-23. 분류 장치부

품 명 규 격 사 양

Motor/감속기 S7115/GB 220V-HP 15W/감속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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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치 제작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의 제작품은 그림 3-2-19에서 보는 

바와 같고, 연료봉 절단 장치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봉 kicking 장치부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장치에서 인출된 연료봉을 1개씩 연료봉 절

단 장치쪽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연료봉 kicking 장치부의 높

이를 연료봉 인출장치보다 낮게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장치와 연료봉 절단장치는 연계가 가능하도

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장치 테이블 위에 연료봉을 정확하게 놓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하 다.

    ․Kicking된 연료봉을 절단장치에서 투입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kicking시 고장이나 파손을 고려하여 유지 및 보

수가 가능하도록 하 다. 

  - 회전 이송 장치부

    ․사용후핵연료봉을 연료봉 kicking 장치부에서 절단 장치까지 이송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이송 과정에서 연료봉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 다.

    ․회전이송 장치부에 구동 및 아이들 로울러를 각각 설치하 으며, 

구동 로울러에 의해서 아이들 로울러가 작동되도록 하 다.

    ․회전 이송 장치부에 사용되는 구동 로울러는 테이블 앞뒤에 각 1

개씩 부착하 다.

    ․구동 로울러 및 아이들 로울러를 부착했을 때 연료봉이 직선 방

향으로 이송되도록 중심을 맞추어 부착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이송시 마찰에 의하여 roller가 마모되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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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봉이 이송시 이탈되거나 로울러에 연료봉이 걸리지 

않도록 하 다.

    ․이송테이블은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을 회전 이송장치에서 연료봉 feeding 장치로 이송

시 구동 로울러,아이들 로울러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구동 및 아이들 로울러를 테이블에 설치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 으며, 또한 회전수를 같게 하 다.

    ․구동 로울러, 아이들 로울러의 고장이나 파손시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 다. 

  - 사용후핵연료봉 feeding 장치부

    ․회전 이송 장치에 의해 이송되어온 연료봉은 절단하고자 하는 일

정한 길이만큼 연료봉 이송 clamping 장치부 쪽으로 정확하게 이

송 되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이 이송 clamping 장치부 쪽으로 이송시 정확한 

이송을 위하여 연료봉 feeding 장치부를 정교하게 가공하 다.  

    ․사용후핵연료봉을 feeding 장치부에서 이송 clamping 장치부까지 

반복적으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 다.

    ․Feeding 장치부의 앞쪽에 연료봉의 투입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

록 감지 시스템을 부착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feeding 시 feeding 거리를 임의로 조작 가능하도

록 하 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Feeding시 연료봉의 걸림이 없도록 연료봉 feeding 장치부의 면을 

매끄럽게 가공하 다.

    ․Feeding시 분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feeding 장치부의 고장이나 파손시 유지 및 보수

가 가능하도록 하 다.

  - 사용후핵연료봉 이송 clamping 장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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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봉 feeding 장치부에서 이송되어온 연료봉을 일정한 

길이만큼 절단이 가능하도록 하 다. 

    ․절단하고자 하는 일정한 길이만큼 파지 가능하도록 하 으며, 연

료봉을 파지할 때 연료봉이 찌그러지그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 다.

    ․연료봉 절단시 연료봉이 회전하지 않도록 파지하고, 이때 

clamping 시 연료봉에 손상이 없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을 clamping 시 중심을 맞추어 clamping 할 수 있

도록 하 다.

    ․반복적인 절단 작업을 하게 되므로 연료봉 이송 클램핑 장치부를 

견교하게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을 clamping하여 이송시 연료봉이 빠지지 않도록 

파지력을 가진 clamping 시스템으로 하 다.

    ․Feeding 장치와 서로 연계되어 작동하도록 하 다.

    ․고장이나 파손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 다.

  

  - 사용후핵연료봉 고정 clamping 장치부

    ․사용후핵연료봉 이송시 feeding 장치부에서 clamping 하여 이송 

후진할 경우 연료봉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 다.

    ․고정 holder의 입구 접촉면을 매끄럽게 하 다.  

    ․고정 holder의 입구 면은 연료봉이 잘 들어가도록 하 다.

    ․고장이나 파손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 다. 

  - 사용후핵연료봉 cutter blade 잠김 장치부

    ․절단시 고속회전을 하므로 베어링 선정시 내마성을 갖는 재질을 

선정하 다.   

    ․절단시 blade 이송부의 흔들림 공차는 ±0.02 mm, 직각도 ±0.02 

mm 이내가 되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의 절단 여부를 감지하고, 연료봉의 절단이 완료되

면 멈출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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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봉을 분당 13개 정도로(절단된 연료봉 안쪽으로 burr

의 발생이 없도록) 절단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blade 잠김 장치부의 blade는 고속으로 회전

하게 되므로 견고하게 부착하 고, 절삭날이 전후로 진행시 유격

이 없도록 하 다. 

    ․연료봉 절단시 cutter blade 잠김 장치부를 전후 일정한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설치하 다.

    ․사용후핵연료봉을 절단하기 위하여 연료봉 cutter blade 잠김 장

치부의 모터 회전수를 일정하게 설정하 다. 

    ․사용후핵연료봉을 연속적으로 절단해야 하므로 cutter blade 잠김 

장치부를 견고하게 하 다.

    ․고장이나 파손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 다.

  - 사용후핵연료봉 cutter blade 열림 장치부

    ․Cutter blade 열림 장치부에 파지되어 있는 연료봉을 절단한 후 

절단날은 다음 동작을 위하여 원위치 시켜줄 수 있도록 하 다.

    ․연료봉 blade 잠김 장치부와 동일한 사양으로 하 다.

    ․Blade가 고속 회전하게 되므로 견고하게 유격이 없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cutter blade 열림 장치부에 사용되는 모터의 회

전수를 일정하게 설정하 다.

    ․사용후핵연료봉을 연속적으로 절단해야 하므로 cutter blade 열림 

장치부를 견고하게 하 다.

    ․고장이나 파손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 다.

  - 절단 사용후핵연료봉 분류 장치부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부에서 절단한 연료봉을 분류하여 주는 

장치로서 절단된 연료봉과 봉단 마개 end plug(top end plug, 

bottom end plug)가 각각 분류되도록 하 다.

    ․절단된 연료봉은 절단 핵연료 분류 장치부로 갈 때 연료봉과 봉

단 마개 end plug(최대 196.65 mm)를 각각 분류할 수 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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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었다.

    ․절단된 연료봉은 분류 장치부에서 연료봉 정렬 feeding 장치부로 

이송되기 때문에 연료봉 분류 장치부를 정교하게 하 다.

    ․봉단 마개가 채워진 용기는 매니퓰레이터에 의해 이송이 가능하

도록 용기 외부에 손잡이를 부착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시 분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분진 포집 장치

부를 설치하 다.

    ․고장이나 파손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 절단 사용후핵연료봉 정렬 feeding 장치부

    ․사용후핵연료봉 분류 장치부에서 분류된 연료봉은 정렬 feeding 

장치부에 의해 소결체 인출장치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 다. 

    ․절단된 연료봉을 feeding 장치에서 소결체 인출장치까지 이송하여 

연료봉으로부터 소결체를 인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 다.

    ․이송중 절단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이송속도는 상황에 따라서 절단된 연료봉 정렬 

feeding 장치부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feeding은 소결체 인출 장치에서 인출하는 속도와 

같게 하 으며, 이때 소결체 인출장치가 고장이 나서 소결체를 인

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료봉 feeding 장치가 자동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하 다.

    ․절단된 연료봉 정렬 feeding 장치부의 feeding 통로는 분진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하 으며, 연료봉이 이송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 다.

    ․절단된 연료봉 정렬 feeding 장치부의 재료는 내마모성이 있는 것

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하 다.

    ․고장이나 파손 등을 고려하여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 다.

  - 절단 사용후핵연료봉 투입 장치부

    ․절단된 연료봉은 연료봉 정렬 feeding 장치부로부터 연료봉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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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체 인출장치로 이송하여 투입하도록 하 다.

    ․소결체 인출 장치의 투입부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 다.

    ․Feeding 장치부를 거쳐 정렬된 연료봉은 소결체 인출 장치로 투

입이 가능하도록 하 다.

    ․고장이나 파손 등을 고려하여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 다.

  - 집진 장치부

    ․집진 장치부는 연료봉 절단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절단부 및 분진 확산이 우려되는 부위에 집진 장

치를 설치하고, 유연성이 있으면서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 다.

    ․집진 장치부를 설치하여 연료봉 절단시 열의 발생으로 인한 화재

의 위험성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 다.

    ․고장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 다.

  - 기타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장치의 주요 부품들은 열처리하 다.

    ․재료가 산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도장을 하고, 조립 후 도장

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립 전에 도장을 하여 조립하 다.

    ․전선들은 작업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지런히 정렬하 다.

    ․동력의 전달을 위하여 기어 방식을 선정하 다.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부품을 모듈화 하여 배치하 다.

    ․재료는 알루미늄, 기계구조용 탄소강, 스테인레스 강, 열연강판 및 

SKD 61종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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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장치 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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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Flow chart

(가) 절단 flow chart

사용후핵연료봉의 절단은 그림 3-2-20와 같은 순서로 절단한

다.

START
DRIVING MOTOR (ON)
연료봉 적재 확인  센서 (ON)
KICKING MOTOR 상승 (ON)
KICKING MOTOR 상승 확인 센서 (ON)
KICKING MOTOR 상승 (OFF)
연료봉 FEED CONVEYOR 탑재 확인 센서  ON (전, 후)
연료봉 FEED CONVEYOR 탑재 확인 센서  ON (후)
KICKING MOTOR 하강 (ON)
KICKING MOTOR 하강 확인 센서 (ON)
KICKING MOTOR 하강 (OFF)
연료봉 FEED CONVEYOR 탑재 확인 센서  OFF (전)
연료봉 FEED MOTOR (ON)
연료봉 원점 확인  센서 (ON)
연료봉 FEED MOTOR (OFF)
GATE OPEN (ON)
GATE OPEN 확인 센서 (ON)
연료봉 이송 CLAMP MOTOR CLOSE (ON)
연료봉 이송 CLAMP MOTOR CLOSE 확인  센서(ON)
연료봉 이송 CLAMP MOTOR CLOSE (OFF)
연료봉 절단 CLAMP MOTOR OPEN 확인 센서 (ON)
연료봉 CUTTING MOTOR 후진 확인  센서 (ON)
연료봉 FEEDING MOTOR CUTTING 길이로 이송                        CYCLE STOP
연료봉 절단 CLAMP MOTOR CLOSE (ON)
연료봉 절단 CLAMP MOTOR CLOSE 확인  센서 (ON)
연료봉 절단 CLAMP MOTOR OPEN (ON)
연료봉 이송 CLAMP MOTOR OPEN (ON)
연료봉 이송 CLAMP MOTOR OPEN 확인 센서 (ON)
연료봉 이송 CLAMP MOTOR OPEN (OFF)
연료봉 FEEDING MOTOR 원점 이송
연료봉 FEEDING MOTOR 원점 복귀 SIGNAL (ON)
연료봉 CUTTING MOTOR 전진 (ON)
연료봉 CUTTING MOTOR 전진 확인  센서 (ON)
연료봉 CUTTING MOTOR 전진 (OFF)
연료봉 CUTTING MOTOR 후진 (ON)
연료봉 CUTTING MOTOR 후진 확인  센서 (ON)
연료봉 CUTTING MOTOR 후진 (OFF)
연료봉 절단 CLAMP MOTOR OPEN (ON)
연료봉 절단 CLAMP MOTOR OPEN 확인 센서 (ON)
연료봉 절단 CLAMP MOTOR OPEN (OFF)
연료봉 첫번째 CUTTING SIGNAL (ON) 
연료봉 분류 MOTOR 우측 이동 (ON)
연료봉 분류 MOTOR 우측 이동 확인  센서 (ON)
연료봉 분류 MOTOR 우측 이동 (OFF)
연료봉 마지막 CUTTING SIGNAL (ON)
GATE CLOSE
연료봉 분류 MOTOR 좌측 이동 (ON)
연료봉 분류 MOTOR 좌측 이동 확인  센서 (ON)
연료봉 분류 MOTOR 좌측 이동 (OFF)
SHUT 연료봉 만재 확인 센서 (ON)

 

그림 3-2-20.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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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의 전기 회로

(가) 전기 사양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에 사용된 전기 관련 품명, 규격, 수

량 및 용량 등에 대한 주요 전기 사양은 표 3-2-24에 나타내었다.

표 3-2-24.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 전기 사양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용 량

1 Desk panel 1000x750x350 1EA

2 Servo motor MELservo J2 1SET

3 Servo controller LNC-1BF 1SET

4 MCCB ABS33A 1EA 30A

5 NFB BKM 9EA 10A

6 Power supply 220V/24V 1EA 5A

7 Power supply 220V/5V 1EA 1A

8 Speed controller DSA 5EA

9 덤블러 S/W WOK-10A 1EA

10 MAGNET SMC-15P 1EA 30A

11 EOCR(과부하계전기) GMP-60T 9EA 3A

12 POWER LAMP KH-502 1EA

13 Relay(소켓포함) SMY-4SL 50EA 

14 토  S/W KH-PS-52CS 8EA 6A

15 EM S/W YSSEP323-11RA 1EA 6A

16 Lamp KH-516-A00 10EA 6V

17 Cam S/W 3-3-2252 1EA 15A

18 근접 센서 PR12-4DP 17EA

19 후렉시블 φ 42 10M

20 후렉시블 φ 28 20M

21 후렉시블 φ 16 20M

22 콘넥터 φ 42 2EA

23 콘넥터 φ 28 10EA 

24 콘넥터 φ 16 10EA

25 Joint box 300x250x150 1EA

26 전원선 3.5SQ-4P 30M

27 조작선 1.25SQ 1ROL

28 조작선 0.75SQ 1ROL

29 UL선 18번선 2ROL

30 UL선 20번선 1ROL

31 단자대 15A 200EA

32 터미널 1.25SQ 2봉

33 터미널 3.5SQ 1봉

34 넘버링 튜브 2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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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 입력 및 출력 회로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의 입력 회로도 및 출력 회로도는 

PC 측과 제어판 측으로 구성된다. 전기 입력 및 출력 회로에 대한 흐름도

는 그림 3-2-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PC 측

제어반 측

GND

24 V
2.2 K

5 V

1 K

22 K

104

0 V 0 V

입력 회로도

출력 회로도

PC 측 제어반 측

그림 3-2-21. 전기 입력 및 출력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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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utter blade 제작 방법

(1) Cutter blade의 재료 선정 및 설계

사용후핵연료봉의 절단 대상 재료로서 모의 실험용인 튜브는 

SUS tube와 zircaloy tube를 선정하 다. 절단 장치를 이용하여 연료봉을 

절단하기 위하여 cutter blade의 재료 선정에 필요한 자료 조사가 선행되

었  다. 또한 연료봉 절단에 적합한 cutter blade의 모양, 각도 및 크기 등

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연료봉을 절단을 하기 위해서는 cutter blade을 A, 

B, C type의 3종류로 설계 제작하 다[75]. Cutter blade의 A, B, C type 

별 설계도와 제작품은 그림 3-2-22,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Cutter blade의 특성

사용후핵연료봉의 효율적인 절단을 하기 위한 특성은 다음과 같

다. A type은 cutter blade의 날끝이 다른 cutter blade 보다 예리하여 연

료봉 절단 시 날에 마모가 심하다. 연료봉을 절단할 시 절삭면이 매끈하

며, 연료봉의 절단도 잘된다. B type은 cutter blade의 날 끝이 다른 

cutter blade 보다 예리하지는 않지만 연료봉 절단시 회전수가 저속과 고

속시 연료봉이 절단도 잘 되며, 연료봉의 절단면이 약간 거칠다. C type은 

cutter blade의 날끝이 다른 cutter blade 보다 예리하게 되어 있어 연료봉 

절단시 cutter blade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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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Cutter blade의 A, B, C type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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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3-2-23. Cutter blade의 A, B, C type 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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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tter blade의 열처리 방법

사용후핵연료봉을 절단하기 위해서는 cutter blade의 열처리에 따

라 내구성, 절단면의 거칠기, 연료봉의 원형도, debris 및 화재 발생이 결

정될 것이다. 따라서, cutter blade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열처리

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따라 강도와 표면의 높은 경도를 동

시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재료의 표면만을 경하게 

하여 내마멸성을 증대시키고 내부는 적당한 끈기 있는 상태로 하여 충격

에 대한 저항을 크게 할 수 있는 가스 침탄법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여 열

처리하 다. 침탄법은 저탄소강으로 만든 제품의 표층부에 탄소를 투입시

킨 후 담금질하여 표층부 만을 경화하는 표면 경화법의 일종이다. 표면 경

화법이란 기계부품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치차, 캠, 클러치, 공구강 등과 같

이 충격에 대한 강도와 표면의 높은 경도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

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재료의 표면만을 경하게 하여 내마멸성을 증대시키

고, 내부는 적당히 끈기 있는 상태로 하여 충격에 대한 저항을 크게하는 

열처리법이 사용된다. 열처리 공정은 그림 3-2-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820 °C (확산  1시간 )

850

800

60 120 180 240

900

1000

1050

0

1시간

300 360

2시간  30분  ∼  3시간

920 °C 

1040 °C 

420

           850 °C 

  확산  1시간
 다운  1시간  후  퀜칭  

시간  (분 )

온
도

(°C)

그림 3-2-24. Cutter blade의 열처리 공정도.

(4) Cutter blade의 공구 수명

(가) 공구 수명

사용후핵연료봉을 절단하기 위한 cutter blade의 공구 수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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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cutter blade의 공구를 사용하여 연료봉을 일정한 조건으로 절단하기 

시작하여 cutter blade가 마모되어 절삭할 수 없게 되기까지의 걸리는 시

간이다. 때로는 연료봉을 절단하기 위하여 cutter blade를 절단할 수 없게 

되기까지에 절삭한 공작물의 개수로 표시하는 수도 있다. 공구 수명과 절

삭 속도와의 관계도는 그림 3-2-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Cutter blade 수

명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며, 특정한 어떤 정의

는 그때의 작업 조건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cutter blade는 그것이 더 이상 만족스로운 연료봉을 절단할 수 없게 되었

을 때 cutter blade의 수명이 다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 1 T p T 2 T3 T a T 4

x

x

y

V1

Vp
V2

V3

Va

V4

공구수명 (mm) 
(대수눈금)(대

수
눈

금
)

절
삭

속
도

 (m
-m

in
)

그림 3-2-25. 공구수명과 절삭 속도와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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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장치 control panel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의 control panel의 설계도는 그림 3-2-26

에서 보는 바와 같고, 제작품은 그림 3-2-27에 나타내었다.

900
100

780

410
450

그림 3-2-26. 절단장치 control panel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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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절단장치 control panel 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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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단장치 control panel 전원 입력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의 control panel의 전원 입력도는 그림 

3-2-28, 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3 5 7 9 11 13 15

2 4 6 8 10 12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 KICKING MOTOR UP LAMP
  2. KICKING MOTOR DOWN  LAMP
  3. DRIVING MOTOR ON LAMP
  4. FEED MOTOR ON LAMP
  5. GATE 열림 LAMP
  6. 연료봉 이송 CLAMP MOTOR OPEN LAMP
  7. 연료봉 이송 CLAMP MOTOR OPEN LAMP
  8. 절단 CLAMP MOTOR UP LAMP
  9. 절단 CLAMP MOTOR DOWN LAMP
10. CUTTING MOTOR 전진 LAMP
11. CUTTING MOTOR 후진 LAMP
12. 연료봉 분류  MOTOR (좌)  LAMP
13. 연료봉 분류  MOTOR (우)  LAMP
14. SHUT 연료봉 적재 SIGNAL LAMP
15. 초기화 LAMP
16. SPARE
17. CAN S/W STOP, 수동, 자동, PC
18. AUTO START PBL

19. EMERGENCY S/W
20. STOP S/W
21. 초기화 S/W
22. 전원

23. KICKING MOTOR UP, DOWN
24. DRIVING MOTOR ON, OFF
25. FEED MOTOR ON, OFF
26. GATE OPEN, CLOSE
27. 연료봉 이송 CLAMP OPEN, CLOSE
28. 절단 CLAMP OPEN, CLOSE
29. CUTTING MOTOR 전진, 후진

30. 연료봉 분류 좌, 우
31. SERVO HOME (원점)
32. SERVO 전진

33. SERVO 전진

34. SPARE
35. NOSONG LNC-1BP

35

그림 3-2-28. 절단장치 control panel 전원 입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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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측 PC 측

EXTERNAL CIRCUITRY INTERNAL CIRCUITRY

초기화 신호 (109)INPUT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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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P240 N24 CON

VCC

BND

제어반 측PC 측

VCC
제어반 측 부하

L

VCC
제어반 측 부하

L

P24D N24

C
O

N
TR

O
L 

O
A

N
EL

그림 3-2-29. 절단장치 control panel 전원 입력도(제어반 측, PC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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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단장치의 핵연료봉 이송 시퀜스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장치의 연료봉 이송 시퀜스도 그림 3-2-30에

서 보는 바와 같다.

LNC-1BF TD
MISUBISHI MELSERVO
J2-A SERLES
CONNECTION DIAGRAM

24V
GND

SMPS
5V
φV

FG
φV
5V

CN1

LNC1A

21

43

65

87

109

1211

1413

1615

1817

2019

2221

2423

2625

2827

3029

3231

34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4V  IN
24V  IN

  5V  OUT
  5V  OUT
/CCWP 
/CWP       

A  
/A
B
/B

IN  0
IN  1
IN  2
IN  3
IN  4
IN  5
IN  6
IN  7
IN  8
IN 9

 IN 10
IN 11
GND
GND

OUT 0
OUT 1
OUT 2
OUT 3
OUT 4
OUT 5
OUT 6
OUT 7 
GND
GND

SERVO-DRIVER

(BLACK) 5/CCWP

(RED) 6/CWP

(YELLOW) 30CRST

(GREEN)

(BLACK) 14ALM

(RED) 29/SVON
(YELLOW) 31/ARST

33GND

2  24V

15HOME(IN4)

16LL(IN5)

34GND

17RL(IN6)

R99-4 AUTO RUN

R108 연료봉 이송

R111 FEEDING 후진

11 INO

20 IN9

12 IN1

HOME P/B
13 IN2 IN 21 F8-1 IN22 R100

PC

PC

18 IN7
CW P/B

R11-2 R8-1 F7-1 R3-1
IN79 IN71 IN72 IN73

19 IN8
CCW P/B

IN81 F8-1

PC

  DPC
   COM

NP
PP
SG
CR

CN1A

  11
  9
  2
  3
  10
  8

  3
  13
  18
  5
  14
  10
  15
  16
  17

  VDD
  COM
  ALM
  SON
  RES
  SG

  EMS
  LSP
  LSN

CN1B

24V
OUT
GND

24V
OUT
GND

NPN

NPN

NPN

24V

GND
OUT

HOME

LEFT

RIGHT

CN1B

그림 3-2-30. 절단 장치의 연료봉 이송 시퀜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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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실험

SUS tube와 zircaloy tube의 절단 실험 방법은 cutter blade type(A, 

B, C), 절단 모터 회전수(1000, 1200, 1400 rpm), tube type(SUS, zircaloy), 

cutter blade의 feed 량(6, 8, 10)을 변화하면서 실험하 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US tube 실험 결과

SUS tube의 성능 실험 결과는 표 3-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blade의 type 별 feed 량과 회전수에 따른 절단시간(초)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31∼33은 절단 회전수와 feed 량(6, 8, 10)에 따른 절단 시간(초)

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표 3-2-25. Blade의 type 별 feed 량과 회전수에 따른 절단시간(초)

rpm 수

 Blade type/feed 량
1000 1200 1400

A type 

10 2.3 2.4 2.3

8 3.4 3.5 3.4

6 6.2 6.2 6.4

B type

10 2.9 2.9 3.1

8 3.5 3.4 3.5

6 5.6 5.7 6.7

C type

10 2.3 3.2 3.1

8 3.4 3.5 3.7

6 5.1 5.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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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절단 회전수와 feed 량(10)에 따른 절단시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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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절단 회전수와 feed 량(8)에 따른 절단시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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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절단 회전수와 feed 량(6)에 따른 절단시간(초).

(2) Zircaloy tube 실험 결과

Zircaloy tube의 성능 실험 결과는 표 3-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blade의 type 별 feed 량과 회전수에 따른 절단시간(초)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34∼36은 절단 회전수와 feed 량(10)에 따른 절단시간(초), 절단 

회전수와 feed 량(8)에 따른 절단시간(초),절단 회전수와 feed 량(6)에 따

른 절단시간(초)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표 3-2-26. Blade의 type 별 feed 량과 회전수에 따른 절단시간

   (초)(zircaloy tube)

 

                   rpm 수

 Blade type/feed 량
1000 1200 1400

A type 
10 2.2 2.5 2.3
8 3.5 3.2 3.4
6 4.2 5.3 5.2

B type
10 2.4 2.7 2.9
8 3.2 3.3 4.7
6 4.4 4.3 5.2

C type
10 2.9 2.8 3.1
8 3.1 3.1 3.8
6 3.8 4.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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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절단 회전수와 feed 량(10)에 따른 절단시간(초)

   (zircaloy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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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절단 회전수와 feed 량(8)에 따른 절단시간(초)

(zircaloy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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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절단 회전수와 feed 량(6)에 따른 절단시간(초)

(zircaloy tube).

바. 결과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절단 대상인 연료봉의 

특성과 연료봉 절단 방식을 비교․분석하 다. 이를 토대로 연료봉 절단에 

적합한 diamond 커터 절단 방식과 cutter blade 방식인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 다. 연료봉 절단 장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절단 대상인 SUS tube

와 zircaloy tube의 절단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SUS tube 및 zircaloy 

tube의 성능 실험 수행 결과 절단회전 모터의 회전수가 저속일 경우와 

feed 량이 클수록 절단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고, zircaloy tube의 경우에

는 절단 시간이 다소 짧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절단회전 모터의 회전수

와 feed의 량이 동일할 경우 cutter blade의 A, B, C type 중 C type의 

cutter blade가 가장 절단 시간이 짧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SUS 

tube와 zircaloy tube의 실험 조건이 동일한 경우 zircaloy tube의 절단 시

간이 짧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를 토대로 절단회전 모터의 회전수가 

1,000 rpm, cutter blade는 C type, feed 량은 10일 경우의 zircaloy tube을 

절단할 경우가 본 실험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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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요 매카니즘 실증 시험

(1) 실증시험용 장치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장치들은 실증 규

모의 장치로서, 이들의 실증시험을 위하여서는 장치 규모에 상응하는 핫셀

을 갖춘 실증시설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실증시설이 확보되

지 않아 개발이 완료된 장치의 실증시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증시

험 수행이 필요한 연료봉 절단장치의 경우, 주요 매카니즘인 tube cutter

에 대한 절단 실증시험을 위하여, PIEF(조사후시험시설)의 절단용 핫셀에

서 연료봉 절단작업을 수행할 장치를 별도로 제작하 다[73].

(가) PIEF 적용 실증용 절단장치의 기본 요건

PIEF에 적용될 실증용장치에 필요한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용전 고려할 사항으로는 PIEF 9405에서 수행할 장치의 보관, 설치

장소 및 소요 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운  중에 있는 파괴시

험 hot cell로의 장치 투입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술적인 사항으로는 장치로의 전원 공급시스템에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절단장치와는 별도의 장치 설치시 연료봉 파지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봉을 요구되는 길이로 절단하기 위해서는 절단

길이 측정시스템이 필요하다. 수동장치를 제작할 경우의 설치 위치는 

핫셀에 설치된 M/S manipulator의 작동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 사용후 고려할 사항으로는 실증 시험용 절단장치의 시험을 완료한 후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장치규모를 설정한다. 

(나) PIEF 적용 절단장치 제작 방안

핫셀 내의 기존 절단시스템의 일부장치를 이용하도록 장치를 

제작하는 방안과 핫셀 내의 빈 공간에 별도의 절단장치를 제작하여 설치

하는 방안을 도출하 다.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절단 시스템의 일부 장치를 이용하는 방안으로는 PIEF 9405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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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diamond wheel 방식의 연료봉 절단장치 

시스템의 일부를 이용하는 방안으로서 기존 시스템의 모터 축을 이용

하는 방안과 파지 장치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장점으로는 핫셀 내

로의 새로운 전원공급 배선이 불필요하며, 기존 절단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므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모터 축에 맞추어 절단

시스템을 제작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의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tube 

cutter 방식의 절단 시스템으로 개조가 어렵고 장치 고정방안 및 시험

완료 후 사후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다.

  - 별도장치 설치하는 방안으로는 PIEF 9405 셀 내의 기존의 연료봉 절

단장치를 개조하지 않고 별도의 연료봉 절단장치를 제작하는 방안으

로서 축전지 모터를 이용하는 전동방식과 M/S manipulator를 이용하

는 수동방식이 있다. 장점으로는 기존 장치와의 간섭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단시스템 제작과 사후처리가 용이하다. 단점으로는 

전동식으로 할 경우 핫셀 내로의 새로운 전기공급 배선이 필요하며, 

핫셀 내의 장치설치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다) 실증 시험용 장치 설계/제작

상기 방안들을 검토/분석한 결과 전원공급, 장치배치와 설치공

간 등 현재의 PIEF 핫셀 환경 및 장치 구동 측면에서 유리한 M/S 

manipulator 조작에 의한 수동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방식에 

의한 실증용 시험장치를 설계․제작하 다. 장치의 설계도 및 제작품은 그

림 3-2-37, 38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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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실증시험용 절단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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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Part

Clamping Part

Cutting Part

Collecting Part

Base   

  그림 3-2-38. 실증시험용 절단장치 제작품.

실증시험용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장치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규모로서 주요 구동부는 약 φ 230 mm x H 290 mm(cutter 부, gear 

부, handle 포함), 전체는 약 W 320 mm x D 230 mm x H 290 

mm(clamping unit 포함), 무게는 약 17 kg 이다.

   - 구성으로 clamping part는 연료봉 절단부위 양쪽을 파지하며, 한쪽 

파지 장치에 연료봉을 25 cm 씩 절단 가능하도록 stopper를 설치하

다. Gear part는 M/S manipulator로 작동시키며, gear 연결에 의

하여 cutting  part를 회전시킨다(기어 비 1:1). Cutting part는 cutter 

날을 포함한 회전체로 회전운동과 연료봉 중심으로의 직선운동에 의

해 연료봉을 절단한다. Collecting box part는 연료봉 절단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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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진을 수집한다.

   - Cutter blade의 재질은 SKD 종을 사용하 다. 구동시 소요되는 힘은 

구동부 회전시 3.6 kgf, 파지장치 파지 및 해제시 2.7 kgf 이다.

(라) 장치 운전 절차

장치 운전 절차는 50 cm 정도의 연료봉을 장치의 clamping 

unit를 통과시켜 연료봉 절단지점이 cutter 날에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절

단하고자하는 핵연료봉의 위치가 조정이 되면 M/S manipulator clamping 

unit를 조작하여 연료봉을 장치에 고정한다. M/S manipulator handle을 

회전시키면 bevel gear에 연결된 절단부의 tube cutter가 연료봉의 원주방

향으로 회전하고, 동시에 rack과 cutter 상부 pinion의 동작에 의하여 

cutter 날이 연료봉 중심방향으로 일정량씩 진입하면서 연료봉을 절단한

다. 절단 작업 중 발생되는 핵연료 가루는 cutter assembly의 구멍을 통하

여 아래의 분진받이 통에 수집된다. 연료봉 절단이 완료되면 clamping 

unit의 체결상태를 해제하여 연료봉을 절단장치로부터 제거하고 후속공정

을 수행한다.

(2) Cold test

(가) 모의 핫셀 내 시험

실증시험용 연료봉 절단장치는 일단 핫셀에 장착하면 고준위 

방사선환경에 의한 오염으로 인하여 운 시 문제가 발생하여도 장치를 수

정/보완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본 장치를 핫셀에 장착하여 실험

을 수행하기 전에 완벽한 동작이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의 핫셀시

설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수정하 다. 이 시

험에서는 연료봉 삽입, clamping 및 절단작업 등 M/S manipulator에 의한 

장치 작동 용이성, 절단시의 manipulator torque, 장치 주요부품의 구동과 

이상유무 및 장치 운 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 다. 시험에 사용한 

mock-up cell의 M/S manipulator 사양으로는 Model Re type α-γ cell 

전용, SARGENT 사이고, 최대 torque는 20 kgf가 소요된다. 그림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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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증시험용 절단장치를 모의 핫셀에 설치하여 연료봉을 장착하고 절단

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40은 M/S manipulator에 의한 연료

봉 파지 및 절단작업 과정을 나타낸 갓이다.

(나) 실험 결과 및 보완

모의 핫셀에서의 실증시험용 절단장치의 실험 결과는 

manipulator에 의한 장치의 동작(연료봉 투입, 클램핑, 회전 등) 자체는 무

리없이 운 이 가능하다. Blade의 회전 및 수직방향 상하이동을 위한 작

동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절단 방향으로 깊이 진입시 blade부분이 

가이드로부터 빠져나와 날의 방향이 고정되지 않으며, 절단날의 절입 반대

방향으로 최대로 가면 기어를 회전시키는데 무리한 힘이 가해지며, blade 

진입시키는 나사산과 고정된 나사산이 헛돌거나 나사산끼리 맞대어져 무

리한 힘이 가해지며, 연료봉 절단시 절단면에서 떨어지는 핵연료 가루를 

수집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보완 사항으로는 회전원통을 핵연료 가루수

집이 용이한 구조로 개조, 가이드를 추가로 설치, 절단 반대방향으로 최대

까지 가지 않도록 조치, 나사 산이 정확하게 맞도록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보완하 다. 

(3) Hot cell 시험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장치의 주요 매카니즘을 이용한 실증시험장치

는 모의 핫셀 내에서의 cold test를 거쳐 보완한 후, PIEF의 절단 셀에 투

입하여 다음과 같이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가) 운전 장치 및 사용후핵연료봉 제원 

실증시험 장치의 운전에 사용된 PIEF의 M/S manipulator의 

주요 사양으로 model은 G type β-γ Cell 전용으로 SARGENT 사를 사

용하 다. 최대 torque는 5 kgf 이다. 연료봉의 사양으로는 핵연료 집합체 

No는 J44, 연료봉 No는 M05, 연소도는 35,626 MWD/MTU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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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실증시험용 절단장치를 모의 핫셀에 설치하는 과정.

 

그림 3-2-40. M/S manipulator에 의한 연료봉 파지 및 절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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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치 투입 및 실험

Tube cutter 방식의 hot test용 연료봉 절단장치를 연료봉 파

괴시험 중인 핫셀(9405 셀)로 직접 투입하는 것은 핫셀내의 오염으로 인

하여 어려우므로, PIEF의 intervention room에서 비파괴시험셀인 9404셀으

로 투입한 후 In-cell crane을 이용하여 9405 Cell로 투입하 다. 또한 절

단장치 작동은 운 구역에서 M/S manipulator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실제 

연료봉을 250 mm씩 절단하 다.

Hot test용 절단장치 투입은 intervention에서 9404 cell rear door를 통

하여 hot cell로 실증용 절단장치 투입한 후 in-cell crane를 이용하여 

9405 cell(파괴 셀)로 이송한다[73]. 그림 3-2-41은 절단장치를 크레인을 

이용한 셀간 이송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42는 절단장치의 9405 

cell에 안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41. 절단장치의 셀간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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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절단장치의 9405 cell 안착.

(다)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사용후핵연료봉 파괴 시험 셀(9405 cell)에 설치된 실증시험용 

장치를 이용하여 연료봉 절단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3-2-43은 사용후핵

연료봉 장착 및 절단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44는 장치에 

부착된 길이 측정시스템(스토퍼에 의해 길이를 조절)에 의하여 연료봉을 

250 mm 간격으로 하여 절단위치에 장착하고 파지장치를 조작하여 파지한 

후, 핫셀의 운 구역에서 M/S manipulator를 이용하여 장치의 기어 핸들

을 회전시키면서 절단시험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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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사용후핵연료봉의 장착 및 절단전 모습.

그림 3-2-44. 사용후핵연료봉의 절단작업

(라) 실험 결과 및 분석

실증시험용 연료봉 절단장치를 hot cell에 투입하여 실제 연료

봉 절단시험을 수행한 결과 및 분석은 다음과 같다. 5 kgf 용량의 M/S 

manipulator에 의하여 유연하게 동작하 다.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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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기어 회전수는 약 30회로서, 봉중심으로의 cutter 절입량은 0.02 

mm 정도이다(연료봉 지르칼로이 튜브 두께 : 0.6 mm). 사용후핵연료봉 

절단시 분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절단시 절단된 부위에서 미세한 량

의 핵연료가루가 수집되었다. 그림 3-2-45는 연료봉 절단면(좌측 절단면, 

우측 절단면)의 원형도 유지상태가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3-2-46은 지르칼로이 튜브의 절단면 부분이 약간 거친 모양을 나타낸 것

이다.

       

(좌측 절단면)

  

(우측 절단면)      

그림 3-2-45. Tube cutter 방식 절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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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Diamond wheel cutter 방식에 의한 절단면.

(4) 연료봉 절단 매카니즘 실증시험 결론

이상의 실험결과 tube cutter 절단방식이 절단시의 분진발생정도, 

화재발생 위험도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고, 원형도 유지상태가 양호하므로 

연료봉 건식 절단 방식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실제 핫셀 내

에서 작업시 절단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연료봉 절단시의 최적의 절단

조건(cutter 절입량, 절단시간, 소요 힘 등) 도출과 유지보수성 향상을 위

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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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 기술 개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사용하고 난 핵연료집합체가 날로 누적되고 있고, 

보관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하

고 난 사용후 핵연료 구조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이미 독일과 미국에서 

압축방법과 절단 방법을 사용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구조폐기

물을 1/8로  직접 압축하는 방식은 500톤의 과도한 동력이 소요된다. 그

리고 미국의 절단 방법 역시 수중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수/유지에 어려

움을 안고 있다. 개발한 구조폐기물 압축/절단 감용장치는 100톤의 적은 

동력과 협소한 공간에서도 구조폐기물을 압축할 수 있다. 독일의 직접압

축방식은 다단램을 사용하여 압축하는 방식과 달리 진입부분을 수직으로 

압축하고 절단하여, 적은 공간만 소요하게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

다. 특히 구조폐기물을 직접 안내 베이스프레임부에 직접 안착한 후 고정

이송부가 구조폐기물을 이송하면서 압축/절단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 환경

에서 적은 공간과 적은 소요동력으로 1/7 감용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압축 방식과 절단 방식의 특성을 경제성, 방사선 구역에서의 유지.보

수 용이성, 소요 동력, 및 소요 공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 고, 압축방식

에 사용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유압식, 전기식, 및 기계식 동력원을 사용

할 때의 핫셀내 필요 공간을 분석하여 최적의 동력원을 선정하 다. 또

한, 최적의 부피 감용비를 갖는 집합체구조물의 절단 길이를 실험을 통하

여 조사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압축방식으로 압축후 절단 방

식을 택하여 장치의 설계 사양을 도출하여 이를 제작하 다. 개발된 장치

는 구조폐기물이 안착 후 2차 압축램에 의해 압축을 할 때 구조폐기물은 

곡면 형상으로 휨이 발생된다. 이 형상은 계속적인 압축과 절단을 진행하

는데 진입을 방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폐기물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면 압축할 때 1차압축고정부와 고정 이송부를 만들어 구조폐기물의 진

입을 원활히 해주는 구조로 설계하 다. 그리고 구조물을 최종처리할 때 

고정이송부는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는 시점에 이른다. 이럴 때 잔여 구

조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해 배출램을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

하 다. 그리고 독일의 PKA 방식이나, 미국의 절단 방식은 일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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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크기만을 처리할 수 있으나, 개발된 장치는 안내베이스프레임부의 

길이를 바꿔주거나, 일정한 크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폐기물 클램프

의 물림길이를 바꿔 줌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구조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

다. 그리고 수중에서 처리하는 미국의 절단 방식보다 대기중에서 처리하

기 때문에 자동화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특히 구조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서 압축절단하여 감용할 수 있는 장치로써 국내의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의 사용후핵연료의 구조폐기물에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방사선 폐기물의 효율적관리와 재활용공정에 활용

될 수 있다   

가. 압축 방식에 따른 작업공간과 소요 동력의 비교

(1) 압축 방식에 따른 압축힘 비교 

(가) 직접 압축 방식

- 골격체 정면 압축시 좌굴 항복 하중

집합체 구조물을 절단하지 않고 그대로 압축력을 가하여 압축하는 방

식으로 이 방식은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압축방식원리는 그림 3-2-47에 나타냈으며, 이 방식에서의 조건을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골격체의 정면 압축시 좌굴항복 하중 Pa는 다음식 과 

같이 주어진다.

Pa = P 1 + P 2        (3-2-1)

식 3-2-1의 P 1은 격자간의 골격체 좌굴하중을 나타내며, P 2는 골격체 

끝부분 좌굴하중을 나타낸다. 그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P 1 =  
E×I×n 1×π

2
×C 1×C 2

L
2
1

(3-2-2)

P 2 =  
E×I×n 2×π

2
×C 1

L
2
1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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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1, C 2는 각각 골격체의 수와 격자간 수를 나타내며, E, I은 각

각 재료의 종탄성 계수와 원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n 1, n 2는 

고정 계수를 나타낸다. 식 (3-2-2), 식 (3-2-3)에 의해 계산한 P 1은 

555 kN이고 P 2는 865 kN이다. 그러므로 식 3-2-1 골격체 좌굴 항복 하중 

Pa는 1420 kN으로 거의 145 톤으로 산출된다. 그리고 골격체 충격 하중 

Ps는 골격체 좌굴 항복 하중의 2배인 2840 kN으로 290 톤이 된다.

- 지지 격자의 정면 압축시 항복 하중

지지 격자의 정면 압축시 항복 하중 Pb는 그림 3-2-48에서와 같은 개

념으로 식 (3-2-4), 식 (3-2-5)와 같이 계산된다.

P1P2

COMPACTION

그림 3-2-47. 골격체 정면 압축시 좌굴 항복 하중에 대한 기본 원리.

       

σ

b

t

d

변형

Pf

    

그림 3-2-48. 정면 압축시 항복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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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t

h

변 형

P n

그림 3-2-49. 측면 압축시 항복 하중.

 Pi = 
σ(b - d)t

2
(3-2-4)

 P b =  P i×N  (3-2-5)

여기서 Pi는 홀1개에 대한 항복 하중을 나타내고, Pb는 hole 17개일 때

의 항복 하중, 그리고 N은 hole의 수를 나타낸다. 식 (3-2-4), 식 (3-2-5)

에 의해 Pi가 38 kN, Pb가 684 kN으로 70 톤로 산출된다. 또한 지지 격

자의 정면 압축시 충격 하중 Pf는 항복 하중의 2배인 1368 kN으로 140 

톤이 된다.

- 지지 격자의 측면 압축시 항복 하중

지지 격자의 측면 압축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지지 격자의 측면 압

축 항복하중 Pc에 대한 기본 개념은 그림 3-2-48, 49와 같다.

측면 압축 시 항복 하중 Pc는 아래의 관계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σm =  α k × σ a  (3-2-6)

  σ a =  
P a

(b - a×n )×t
 (3-2-7)

  σm =  
α k Pa

(b - a×n)×t
,       α k =  2.8 (3-2-8)

  P a =  
σm × (b -  d  × n) × t

α k
(3-2-9)

   ∴  Pc =  Pa×h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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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σm은 최대 집중 하중, 즉 인코넬의 경우 6468 kgf/cm
2이고, σ a는 

평균 응력, α k는 형상계수, 그리고 Pa, Pb는 각각 선하중과 면하중을 나타

낸다. 그러므로 식 (3-2-10)에 의한 지지 격자의 측면 압축시 좌굴 항복 

하중은 식 (3-2-9)으로 산출되는 선하중 150 kN에 의해 570 kN으로 대략 

58 톤으로 계산되며, 충격 하중 Pn은 1140 kN, 즉 116 톤으로 산출된다.

- 지지 격자의 경사면 압축시 좌굴 항복 하중

지지 격자의 정면 압축시 항복 하중 Pb와 충격 하중 Pf, 그리고 지지 

격자의 측면 압축시 항복 하중인 Pc와 충격 하중 Pn을 이용하면 경사면 

압축에 대한 좌굴 항복 하중을 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Po =  (P
2
b × P

2
c)

1
2 (3-2-11)

Pw =  (P
2
f × P

2
n)

1
2 (3-2-12)

여기서 Po는 항복 하중을, Pw는 충격 하중을 나타낸다.

윗 식 (3-2-11), 식 (3-2-12)에 의한 Po는 91 톤, 그리고 Pw는 182 톤으

로 산출된다. 지지 격자의 방향에 따른 충격 하중의 크기를 보면 경사면에 

대한 값이 182 톤, 그 다음 정면이 140 톤, 측면이 116 톤으로 경사면에 

대한 충격 하중이 가장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나) 절단 후 압축 방식

- 2 cm로 절단된 1 layer의 압축시 항복 하중

그림 3-2-50은 절단 후 압축력이 작용할 경우 힘의 전달 과정을 도시

하 다. 그림에서 압축력 P가 1개의 연료봉에 가해지면 힘은 연료봉을 지

지하고 있는 하부의 두 개의 연료봉에 각각 분력 P 1, P 2로 가해지게 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힘들의 벡터로 해석하면 연료봉 1개의 항복 

하중을 구할 수 있으며, 식 (3-2-13), 식 (3-2-14)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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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2
P1

P

30º
P2P1

  

그림 3-2-50. 절단/압축시 튜브봉의 변형.

a

b

d D

그림 3-2-51. 변형되는 연료봉의 한 단면적.

P = P 1cosθ + P 2cosθ (3-2-13)

  P 1 = P 2이고, θ = 30°이므로, 식 (3-2-13)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 =  2×P 1cosθ =  P 1× 3  (3-2-14)

그림 3-2-51에서 보는 바와같이 연료봉의 변형되는 한 단면을 고려하여 

2 cm로 절단된 1 층의 압축시 항복 하중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σ = 
P 1
ab
,  a = D - d (3-2-15)

σ =  
P 1

(D - d)b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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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 = σ(D - d)b = 675 kgf (3-2-17)

P =  P 1 × 3 =  1169 kgf (3-2-18)

여기서 σ는 SUS 316재질의 항복 강도로서 2812 kgf/cm 2이고, D, d, b, 

a는 각각 연료봉의 외경, 내경, 길이, 전단 단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214

214

변형

a

P

One layer 200개(20x10)

120 layers

       

그림 3-2-52. 골격체 절단 후 압축되기 전의 배열도.

     

 연료봉의 총 길이는 연료봉 1개의 길이와 총 개수의 곱으로 4974 cm

로 구해진다. 이것을 2 cm로 절단시  개수는 23987개이며, 2 cm로 절단

된 1 층의 압축시 항복하중 Pg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Pg =  f × N =  2291 kN (3-2-19)

여기서 f는 연료봉 1개에 가해지는 힘, N은 1 층의 개수를 나타내며,  

골격체의 절단 후 압축되기 전의 배열도를 그림 3-2-52에 나타냈다. 그러

므로 1층 압축시 항복 하중 Pg는 234 톤이고 이 경우 충격 하중은 항복 

하중의 2배인 467 톤이 된다.

- 절단 후 압축시 지지격자의 항복 하중

절단 후 압축시 지지 격자의 항복하중 Po는 전체 면적에서 연료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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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제거한 경우로 식 3-2-20에 의해 구해진다.

σ =  
P 0

(a × b) - (A 1 × 289 - 25)
(3-2-20)

A 1은 연료봉의 단면적은 
πd
2

4
으로 계산하고, 이 식 (3-2-20)을 이용하

여 P 0를 구하면 2902 kN이 되며, 이것은 약 296 톤이 된다. 그리고 충격

시 충격 하중은 이 P 0의 2배인 592 톤이 된다.  위의 압축 방식에 따른 

각 부의 이론적인 변형 하중을 표 3-2-27에 나타냈다.

표 3-2-27. 압축 방식에 따른 각 부의 변형 하중 비교

직접 압축(ton) 절단 후 압축(ton) 비  고

골격체 145 234

지지 

격자판

정면 70

296

절단 후 압축방식에

서 지지 격자판은 

과도한 힘이필요함

측면 58

경사면 91

(2) 압축 방식에 따른 공간 비교

체적을 감용하는 각 방식에 있어서 공간에 대한 초기의 조건은 다

음과 같다. 동력 시스템은 50(L)×50(W)×50(H)cm와 집합체의 크기를 

190(L)×21.4(W)×21.4(H) cm로 가정하 다.

(가) PKA compactor

PKA room 전체 공간은 500(W)×800(L)×700(H)cm로 그림 

3-2-53에 PKA compactor의 공간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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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0)

600 674

1274

150

B A

90

30

674
A :

Unit: cm

그림 3-2-53. PKA compactor의 공간.

(나) Press box에 cover를 설치할 경우

5 0

5 0
3 0

6 0
1 9 0

 3 0  4 0  5 0
 1 2 0 3 0 0

 5 0  1 9 0  1 0  5 0

 4 0

 1 2 0

 1 9 0  3 0 0
U n it  :  c m

그림 3-2-54. Press box에 cover를 설치할 경우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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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단 후 압축을 할 경우

1 9 0

5 0

6 0

6 0

3 0

6 0

4 0 3 0 4 2 5 0
2 1 2

4 5 0

5 0

4 5도

5 0

2 1 2

4 5 0

그림 3-2-55. 절단 후 압축을 할 경우의 공간.

(라) 측면으로 압축을 할 경우

50

50

30

100

240

19010 10 50 40 50

140

240

210

140

그림 3-2-56. 상방향에서 다단램이 작동할 경우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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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면 경사방향으로 압축할 경우

40 50

140

50

290

50 190 50

150

30

100

280

140

290

280

그림 3-2-57. 경사방향으로 압축할 경우의 공간.

(바) 집합체 이동과 측면으로 압축할 경우

50

50 210 50 400

710

50

750

30

30

150

30

50

710

150

그림 3-2-58. 단일 램으로 집합체 이동으로 압축할 경우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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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평 상태에서 절단 후 압축

50

30

110

120

10 190 42 50

360

304

50

50

304

45도

그림 3-2-59. 수평 상태에서 절단 후 압축에서의 공간.

표 3-2-28. 각 방식 별 공간 비교

       규모

방 식
길이 cm 높이 cm 폭 cm 총공간( m 3)

PKA compactor 674 90 30 1.8

Press box cover설치 300 190 120 6.84

절단후 압축 212 450 50 5.8

상방향 다단램 작동 210 240 140 7

경사방향으로 압축 290 280 140 11.3

단일램 집합체 이동 710 150 50 5.3

수평상태 절단/압축 304 360 5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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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구조 폐기물의 전단력

Skeleton을 램으로 압축할 경우 양단 지지보로 가정하여 압축

할 때의 필요한 힘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M =  P×
L
8
 =  σ×Z (3-2-21)

P =  8×σ×
Z
L
, Z =  2×

I
D,
  I =  π×

(D 4  - d 4)
64

(3-2-22)

P =  8×σ×I×
Z
L
 =  38.5 kgf (3-2-23)

Pm =  P×골격체수 =  38.5×25 =  962 kgf (3-2-24)

여기서 M은 굽힘 모멘트, P는 압축력, I는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Z는 

단면 계수를 나타낸다.

τ = 
4P

π(D 2 - d 2)
(3-2-25)

P =  π(D 2-d 2) × 
τ
4
 =  1951 kgf (3-2-26)

Pk = P × 골격체수 = 48775  kgf = 49 톤 (3-2-27)

여기서 SUS 316의 파괴 강도는 6328 kgf/cm 2이고, τ는 전단 응력, P

는 전단력이다. 표 3-2-29는 각 방식에 대한 공간과 힘의 비교, 표 

3-2-30는 힘 전달의 종류, 힘의 크기, 각 방식의 장, 단점을 나타냈다.



- 255 -

표 3-2-29. 각 방식에 대한 공간과 힘의 비교

방 식 공간 m 3 길이 cm 높이 cm 폭 cm 힘 ton 비 고

PKA 

compactor
1.8 674 90 30 145 x 길이

Press box에

cover 설치
6.84 300 190 120 145 O

수직 상태로

절단 후 압축
5.8 212 450 50 234 O

상방향에서 

다단램 압축
7 210 240 140 232 O

경사방향에서 

압축
11.3 290 280 140 91 x 공간

수평 상태로

절단 후 압축
5.4 304 360 50 234 O

단일램에서 

상방향 압축

집합체 이동

5.3 710 790 50 58 x 길이

표 3-2-30. 힘 전달의 종류 및 힘의 크기와 장단점

방  식 최대힘(톤) 장 점 단 점 비 고

유압식 몇만톤 힘이 좋다 오염이 됨 X(오염)

전기식 100∼150 톤 오염이 않됨 힘이 약함
골격체 전단할 

때 적합

기계식 3000 톤 힘이 좋다 용량이 큼 X(큰용량)

물+그리코겔 2000 톤 힘이 좋다

부식과 물의 

증발, 내부식성 

재료와 정확한 

seal 요함

O(단점보완시 

적합)

(차) 압축후 절단 방식의 절단 도구

- 가위 방식 : 단점은 소모성이다

- 킬루틴식  : 단두대 형태로 독일재, 단점은 소모성

- 반 구적 방법 : SKD11 종에 열처리 연마를 하여 코팅 처리하 다. 

단면은 일직선이고, 가격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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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력 전달 장치의 비교 조사

  기존의 skeleton 볼륨 축소를 했을 경우 압축에 사용되는 힘은 독

일의 집합체 압축장치를 모델로 해서 압축력을 500 톤으로 가정하여, 동력

의 선정 방법이 조사 되었다. 이 가정은 skeleton의 재료 특성과 구조를 

고려한 힘으로써 압축할 때 최대로 소요되는 압축력을 선정하여 고려하

다. 기존의 압축기 방식은 크게 유압식과 기계식, 그리고 특수 압축기로 

전기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서로의 상호 특성을 비교하 다. 압축기 개발

에 있어서 핫셀 내의 방사선환경에서 운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원격조

종과 보수, 유지 그리고 공간확보의 관점에서 검토되었다. 단, 여기서 기계

식 동력전달장치는 램을 사용한 수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핫셀

내 제한된 높이와 그리고 구조물집합체의 길이가 4 m이기 때문에 압축기

의 개발 적용성 검토에서 배제되었다  

(가) 유압식, 기계식 전기식의 비교  

① 기계식과 비교한 유압식의 특징

- 효율이 좋다

- 부착이 대단히 유통성이 있다. 그리고 기계식에서는 치차, 캠, 레버 및 

로드 등 복잡한 조합으로 되고, 직선적인 설계구조가 되는데 반하여 

유압장치에서는 유압 기기를 자유로운 위치에 부착하여 관에 의해 자

유자재로 연결이 가능하다.

- 대단히 콤펙트하고 가벼우며, 유압은 고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

에 비하여 콤펙트하고 가볍게 만들 수가 있다. 기계식으로 같은 목적

의 것을 만들면 복잡하고 매우 무거운 것이 되는 결점이 있다.

- 마찰 및 윤활에 대해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계식에서는 마찰이 

원인이 되어 가끔 부품교환의 필요가 생기고, 또 큰 윤활 장치를 고려

하여 부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유압장치에서는 사용하는 작동

유가 대단히 윤활성이 뛰어난 것이며, 마모 및 윤활의 점에서는 특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전기식 과 비교한 유압식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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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달의 방식으로서 전기식은 뛰어 난 것이지만 또 다

음과 같은 것이 비교될 수 있다. 

- 중량과 크기에 비하여 성능이 뛰어나다

- 유압기기의 기동부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 관성은 작다. 따라서 순

간기동 및 순간정지가 가능하다. 즉 전동기에 비하여 그 가속도 및 감

속성에 있어서 각별한 상위가 있다.

(나) 유압식 동력

  압축기 선정에 있어서 독일의 PKA방식을 모델로 해서 기본적

인 가정 조건은 최종으로 전달되는 힘을 500 톤, 압축행정속도를 25 

mm/sec, 행정거리를 500 mm로 했다. 이 가정 조건을 바탕으로 유압장치

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유압실린더, 유압펌프 및 모터 성능, 기름 탱크 

용량을 산정하 고 각각의 기기에 대한 형식 선정과 새로운 압축기 개발

에 앞서 압축기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 다.  

실린더의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 독일의 ROMHELD사의 선정 차트를 

참고하여 유압실린더를 선정하 으며 기본 조건사양은 그림 3-2-60과 같

다.

F
p
p
p
p

D

500t

500mmS

50
mm

V 행정속도: 
25mm/sec

d 
250mm

그림 3-2-60. 유압 실린더의 형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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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515 600

unit : mm
Capacity : 100~500ton
stroke :  50~500mm
Max. operating pressure : 700 bar

600

그림 3-2-61. 유압실린형식 D500N500의 규격치수.

상기 조건을 고려한 표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그림 3-2-61에서와 같이 

유압실린더의 볼륨은 π
4
×0.6

2
×0.515= 0.14m

3이다.

표 3-2-31. 압축력과 행정 및 속도에 따른 모델 선정표

Model
psghing 

force
stroke

oil 

capacity 

push

oil 

capacity 

pull

piston

ψ

pistonrod

ψ
weight

No. t*(kN) mm cm3 cm3 cm cm kg

VD500N500 500(5000) 50 98174 73631 50 25 500

유압유닛 시스템은 크게 모터와 유압펌프 및 유압탱크로 구성되며 유압

실린더를 작동할 때 단계를 거치치 않고 직접 압축하는 방식인 1단계 압

축방식과 1차와 2차 압축으로 구분된 2단계 압축방식이 있다. PKA 압축

기는 1단계에 120 bar로 압축하고, 최종 260 bar로 압축하는 방식인 2단계 

압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ROMHELD사의 유압유닛 시스템 선

택 사양표를 참고하여 적합한 유압시스템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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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2단계 압축방식의 유압 유닛시스템 규격사양

Model System

Out flow

(L/min)

Max. 

pressure

(in bar)
Motor

voltage

Motor 

capacity

(kW)
LP HP LP HP

ME24-4 two-speed 15.5   3.5 140 700 400v/3ph 4

Reservoir
Motor

525

620 310

Out flow at 700bar
Out flow LP-stage 4.5~15.51 L/min
Motor capacity : 0.75~4 KW
Max. operation pressure

    

그림 3-2-62. 유압 유닛 형식 ME24-4의 규격 치수.

                                                  

Reducer
Gear box

Motor

Sprocket

Guide
Ram

Screw Stroke

최대힘 : 500톤
속도   : 0.025M/sec
행정   : 500mm
De     : 스크루 의 유효직경

Screw
Torgue

그림 3-2-63. 전기식 동력 전달 장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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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에서와 같이 유압유닛의 볼륨은 0.525×0.62×0.31= 0.1 m 3

이다. 따라서 유압식 장치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총 볼륨은 유압실린더 + 

유압유닛= 0.14 + 0.1 = 0.24  m3 이다.

(다) 전기식 동력

그림 3-2-63과 같이 전체적인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모터, 감

속기, 동력전달기어, 스크류, 가이드 그리고 힘을 전달해주는 램으로 구성

된다. 여기서 설계의 기본적인 가정 조건은 전달 힘은 500 톤, 압축행정 

속도는 250 mm/sec, 행정거리는 500 mm로 했을 때 감소기의 형식 선정

과 형식에 따른 감속기의 크기결정, 모터의 선정과 압축기에 적용할 때 가

능성 여부를 검토하 다.

- 스크루의 회전수 결정

V= πDN (3-2-28)

N=
V
πD

(3-2-29)

N=
1.5
1.57

=0.95RPM (3-2-30)

- 스크루의 토크 결정

    T= W×R = 125000 kg.m (3-2-31)

- 전동기모터 선정

           * 모터 전달 동력

 kW=
T.N
974

=121kW  (3-2-32)

   

여기서 Service factor는 feeder 스크루를 사용하고 하루에 3∼10시간 사

용할 때의 DTP-S.F 테이블에서 선정하 다. 따라서 감속기에 필요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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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다음의 테이블에서 형식이 선정되었다. 

표 3-2-33. 모터형식에 따른 출력 적용표 및 특성표

(단위: mm)

형 식 프레임 정격kw 극수 RPM 2차전압 최대토오크 중량kg

HLS2 406-3 400L 200 10 708 400 250% 2600

2040 780

955

단위 : mm     
형식 : HLS2 408-3

  

그림 3-2-64. 전기 모터 형식 HLS2 406-3의 규격 치수.

1755 960

840

단위 : mm
형식 : HTBH680

그림 3-2-65. 감속기 형식 HTBH-680의 규격 사양.

- 감속기 선정

그림 3-2-64과 같이 볼륨은 2.04 x 0.78 x 0.955 = 1.52 m
3을 차지한

다. 감속기에 전달되는 실제 동력인 모터의 등가전달 전달동력은 151 kW

이고, 감속기의 최종 회전수는 약 1 rpm인 기준으로 감속기가 선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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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선정기준에 고려될 사항은 감속비가 크면 핫셀에 차지하는 볼

륨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감소비가 작으면 볼륨이 작아지므로 최대한 감속

비가 적은 것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모터의 등가전달동력이 151 kw이고, 

감속기의 최종 회전수가 1 rpm 인 기준으로 하여 DTP사가 제공한 감속

기 형식 선정 테이블을 참고하 다. 여기서 선정된 감속기 형식은 

HTBH-680로 결정되었는데 등가 전달동력의 안전율을 고려해서 165 kW

로 보정하여 계산하 으며, 감속기의 기본사양은 다음과 같다.

표 3-2-34. 형식선정에 따른 감속기의 기본 사양

형식
전동모터 

전달회전수

감속기의 

최종회전수
 감속비

HTBH-680 720 rpm 1 rpm 25:1

여기서 HTBH-680의 감속기의 기본규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65에

서와 같이 감속기의 총 볼륨은 1.755 × 0.96 × 0.84 = 1.3 m3이다. 따라

서, 전동식 장치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총 볼륨은 전동모터 + 감속기 = 

2.82 m3이다.

(라) 유압식과 전기식 동력전달 장치의 핫셀 내 적용성 검토

- 공간확보 측면에서 유압식은 0.24 m3 , 전기식은 2.82 m3이다. 따라서, 

같은 조건하에서 유압식동력 장치가 공간확보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된다

- 압축기 개발에 있어서 유압식을 사용할 경우 PKA방식은 작동유의 

overflow되는 사용량이 1.8 ℓ/min 가 사용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검토된 유압장치는 그림 3-2-66과 같이 250 bar일 때 3.5 ℓ/min이 

사용된다. 따라서, 유압장치의 적합한 작동유 선정과 시스템의 구조개

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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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유압 유닛 시스템의 압력에 따른 출구 유량.

(4) 구조 폐기물 압축장치의 작동유

(가) 작동유 선정

① 작동유 비교

핵연료 집합 구조체 압축기는 좁은 핫셀 공간과  방사선 환

경에서 원격 조작이 되어야하며, 보수유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특히 작동

유의 선정에 있어서 작동유 과열로 인해 화재의 위험에 대한 고려와 오염

시에 오염 확산이 적고 제염이 쉬워야 한다. 표 3-2-3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석유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특성이 많이 있으나 가연성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작동유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화형의 경우에는 비위험물에 속한다. 그러나, 저온 유동성과 열안정성, 

도료와 서보 밸브와의 적합성에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산 

에스테르계의 경우에도 제4석유류에 속하며 점도-온도 특성, 저온 유동성, 

seal재와 도료와의 적합성에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지방산 에스테르계에서도 가연성의 위험을 어느 정도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물- 리콜계의 난연성, 저온유동

성, 점도-온도특성, 금속 부식 방지성, 방청성, 산화 안전성, 윤활성, 서보

밸브와의 적합성이 상당히 우수하며, 도료와의 적합성을 제외한 나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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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계와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베이스 자체에 내

마모성이나 방청성이 거의 없고 첨가제의 성능이 작동유의 성능을 좌우하

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본 장치의 작동유 적용에 있어서는 물- 리콜계

가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 3-2-35. 각종 작동유의 특성 비교

            유종명

항 목

물- 리콜

계

석유계

(내마모성)

유화형

(W/O)

인산 

에스테르계

지방산 

에스테르계

소방법의 위험물 

분류
비위험물 제4석유류 비위험물 제4석유류 제4석유류

난연성 우수 불량(가연) 양호 양호-우수
불량--양

호

점도-온도 특성 우수 양호 양호 불량 양호

저온 유동성 우수 양호 불량 불량 양호

금속 부식 방지성 양호 우수 양호 양호 우수

방청성 양호 우수 양호
양호--불

량
양호

열안정성 양호 양호 불량 우수 양호

산화 안전성 우수 우수 양호 우수 양호

수분혼입의 향 小 中 小 大 中-大

윤활성 우수 우수 양호 우수 우수

seal재와의 적합성 양호 우수 양호 불량 우수

필터재질과의 

적합성
양호 우수 양호 양호 양호

도료와의 적합성     불량 우수 불량 불량 양호

서보밸브와의 

적합성
양호--우수 우수 불량 양호 양호

② 물- 리콜계 작동유

  난연성 작동유로서 종래의 140 kgf/cm2 이하의 분야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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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던 물- 리콜계계가 140∼210 kgf/cm2 이상의 고압 분야에서도 사

용 되었다. 일반적으로 물- 리콜계는 35∼49％의 리콜, 10∼20％의 폴

리에테르형 증점제, 35∼50％의 물을 베이스로 하고, 이에 유성제, 마모 방

지제, 액상 방청제, 소포제, 착색제 및 기타의 첨가제를 가한 조성이며 표 

3-2-36에 일반 특성을 나타내었다.

  주로 각종 제철기계, 다이캐스트 머신, 각종 용해로, 가열로, 자동 용

접기 및 단조기계 등의 화기 위험성이 있는 설비에 사용되고 있다. 우수한 

난연성의 이점으로 인해 유압 엘리베이터, 유압 프레스, 사출 성형기, 각종 

진동 시험기, 공작 기계, 유압 로봇 등에 대한 적용이 증가되고 있다.

표 3-2-36. 물- 리콜계 작동유의 일반특성

      제품명

항목
A B C D E F G

외관
적색

투명

녹색

투명

적색

투명

황색

투명

적색

투명

적색

투명

적색

투명

비중(15/4。C) 1.058 1.056 1.081 1.081 1.08 1.060 1.065

동점도

cSt

40。C 51.0 48.0 46.0 45.2 47.58

37.8。C 42 42

점도지수 172 176 230 232 185이상 170

pH 10.2 10.4 10.2 8.2 9.6 9.7 9.9

알칼리

가

*1 165 330

*2 7.6 11.8

예비알

칼리도
*3 19.5 34.9 19.3

수분(%) 40 40 39.2 40 44 41 40

유동점(。C) -40이하 -40이하 -50 -30이하 -50 -50이하

기포(24。C ml) 50-0 50-0 5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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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동유의 방사선 조사 향

표 3-2-37. 거리와 핵연료 집합체 수에 따른  Dose rate(rad/h)

Assy

position(cm)
1 2 3 5 10 15 20

10 65177.0 79440.0 87054.0 96431.0 107440.0 112700.0 115390.0

30 33415.0 44304.0 50508.0 59199.0 71092.0 78070.0 82799.0

50 22207.0 30203.0 35341.0 42576.0 53023.0 59362.0 63992.0

100 11350.0 15985.0 19125.0 23726.0 30906.0 35661.0 39231.0

300 2555.5 3735.3 4573.8 5860.8 8027.2 9557.4 10767.0

500 1052.8 1555.3 1916.8 2478.1 3444.3 4146.1 4712.8

- Skeleton의 흡수선량

핵연료 집합체의 흡수선량은 표 3-2-37과 같다. 그러나 skeleton의 경

우에는 연료봉을 인출한 다음의 구조체이므로 방사능의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핫셀내의 근접하는 다른 모듈 즉, 인출 시스템 등에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핵연료 집합체의 거리에 따른 dose rate

를 표 3-2-37에 나타내었다.

- HWBF(High-Water-Base Hydraulic Fluid)의 방사선 흡수선량 실험

원격으로 운전되는 핫셀안에서 석유계 작동유는 방사선 열화와 누수

에 의한 오염 문제, 그리고 화재 등의 위험성으로 배제되었고, 물과 

관련된 작동유의 방사선 향 조사 실험이 수행되었다.

- HWBF 작동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과 관련된 작동유는 물- 리콜, O/W 유화유, 

W/O 유화유 그리고 화학성분이 첨가된 물과 혼합된 작동유 등이 있

다. HWBF는 화학 성분이 첨가된 물과 혼합된 작동유로서 구성 성분

은 95％의 물에 윤활과 부식저항을 위한 용해성이 있는 5％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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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로 구성된다.

나. 압축 장치 개념 설계 

구조폐기물 압축장치는 절단과 압축의 복합적 기능을 하는 시스템

으로 고안되었다. 최대 압축력과 행정은 각각 500 톤, 260 bar, 500 mm, 

최대 행정속도는 300 mm/min이며, 동력전달 장치는 물과 리코겔의 작

동유를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념설계의 조건으로는 핫셀 공간과 

방사선 환경이 고려되었으며, 원격으로 유지/보수가 쉽고 콘트롤이 용이한 

시스템의 구성으로 설계되었다. 구조폐기물 압축장치의 최종 개념설계 구

조는 안내 베이스 프레임부, 고정.이송부, 절단장치부, 주 압축장치부,  배

출 장치부, 유압장치부, 장치 고정 프레임부와 같은 모듈로 구성되었다. 각 

구조별 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수평 상태로 진입해 오는 구조폐기물을 안

정적으로 안착하고 안내하는 안내 베이스 프레임부, 구조폐기물을 고정하

고 일정량을 이송하는 고정 이송부, 구조폐기물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절단장치부가 있다. 그리고 절단된 조각들이 압축실에 모아지면 압축하는 

주 압축 장치부, 최종 압축된 압축물을 배출하는 배출 장치부, 동력을 전

달하는 유압 장치부, 장치 고정 프레임부로 이루어진다.  

(1) 장치 모듈 개념 설계

(가) 압축 장치의 전체 개념 설계도

핵연료 집합체 구조 폐기물 압축 장치의 전체 개념 설계도를 

그림 3-2-67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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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 구조 폐기물 압축 장치의 전체 개념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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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치 모듈의 개념 설계 세부 사양

- 베이스 프레임부 모듈/구성요소: skeleton 집합체 안착 확인센서(1

개), 반달형 안내 가이드

- 고정 이송부 모듈/구성요소:

* Skeleton 위치 확인센서(1개)

* 클램핑 장치: 서보모터(1개),고정 센서(1개), skeleton 고정 jaw

* 이송스크류: 서보모터(1개), 리드 스크류, 가이드, 고정대, 리드 스

크류 고정 베어링, 양단 리밋 센서(2개)

- 절단장치부 모듈/구성요소: 2단 유압실린더(1개), 위치센서(1개), 압

축고정램, 전단카터, 고정대, 완충대

- 압축장치부 모듈/구성요소 :

    * 절단조각 압축실 - 하부노즐 진입부, 절단조각 안내보호 박스

    * 절단조각 압축장치-유압실린더(1개), press box, 주압축램, 위치 

조정 포텐셔 메터

- 배출 장치부: 게이트, 유압실린더(1개), 배출 램,유압실린더(1개)

- 유압 장치부: 유압 유닛, 기름탱크, 유압펌프, 전동기 모터, 제어밸브, 

배관류

(다) 요소별 구조강도 및 치수 결정

  - 배출램의 상방향과 측방향의 설계시 주 압축램 행정 비교

 여기서 상방향 압축시 행정은 X 1  , 측방향 압축시 행정은 X 2

으로 상방향 압축행정은 다음과 같다. 

L=L 1+X 1, X 1=L-L 1 (3-2-33)

  여기서 L 1  = 10 cm (500 톤 압축시 두께), L을 100으로 가정하면 

X 1  = 90으로 계산된다. 측방향 압축행정은 다음과 같다. 

L=L 2+X 2, X 2=L-L 2 (3-2-34)

여기서 L 2는 집합체 길이가 400 cm이고, 8:1 압축시 L 2  =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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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00으로 가정하면, X 2  = 50이 된다. 따라서 X 1 >X 2  이기 때문에 

행정길이가 짧은 측방향 압축을 선택하 다.

  - 압축 시 재질 두께강도

  주압축램에 의해 500 톤의 압축을 받을 때 압축을 받는 면의 두께 

결정이 고려되었다. 여기서 유압시스템의 특성상 충격하중은 배제되었

으며, 압축시 압축면은 압축하중을 면압력으로 환산하여 설계되었다. 

SUS316 파단 강도는  6328 kgf/cm 2이다.

M=
wl 2

8
=w×

23 2

8
(3-2-35)

w=
P
L
=
500000
23

=21739 kgf/cm (3-2-36)

  식 3-2-36을 식 3-2-3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M=21739×
232

8
= 1437500 kgf-cm (3-2-37)

Z=
M
σ
=
1437500
6328

=227 cm
2 (3-2-38)

Z=
bh 2

6
=227 cm

3 (3-2-39)

b=
σ

h
2 =

227×6

23
2 =2.57  cm (3-2-40)

여기서 안전율 4를 고려하면 b = 2.57 × 4 =  10.28 cm  으로 약 10 

cm로 산출된다. b는 500 톤 압축시 SUS316 의 두께를 나타낸다.

(라) 절단 후 압축장치의 부피 감용비

① 핵연료 집합체의 구조와 재원

  그림 3-2-68에와 같이 국내에서 설계, 생산되고 있는 17×17

형 핵연료[78] 집합체는 핵연료 집합체 상.하단에 위치한 상.하단 고정체와 

24개의 안내관, 1개의 계측관, 264개의 핵연료봉 그리고 8개의 지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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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지지격자 집합체 중에서 최상단 및 최하

단에 위치한 지지격자 집합체는 인코넬 지지격자 집합체이며, 나머지 6개

의 지지격자 집합체는 Zircaloy 지지격자 집합체로서 지지격자 스프링만 

인코넬로 제조되고 있다. 인출장치에서 추출된 연료봉을 제외한 모든 구성 

부품들을 고려하여 계산되었다.

- 핵연료 집합체의 재원 : 가로×세로=21.4 cm×21.4 cm,

              길이=405.8 cm,무게 = 660 kg   

상 단 고 정 체

TOP END P IECE

판  스 프 링
LEAF SPR ING

6개 의  지 르 칼 로 이

지 지 격 자

Zry SPACER GR ID

지 지 격 자 스 프 링
S/G  SPRING

복 합  스 프 링

COM B INED SPRING

하 단 고 정 체

BOTTOM  END P IECE

인 코 넬 지 지 격 자

Inc. SPACER 

GR ID

안 내 관

GUIDE TH IM BLE

계 측 관
INSTRUM ENTAT ION

TUBE

인 코 넬 지 지 격 자
Inc. SPACER 

GRID

그림 3-2-68. 17×17형 KOFA 핵연료 집합 구조체.

② 핵연료 집합 구조체의 압축 전․후의 부피비

  - 압축전의 집합구조체의 부피

    총 부피= 집합체 단면적×길이= 185931 cm
3

  - 각 구성요소들의 부피의 총합

집합체의 구조는 상부노즐, 지르카로이 지지격자(6개), 인코넬 지지

격자(2개), 안내관(계측관 포함 25개),하부노즐, 소형부품들로 구성되

며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공간을 남기지 않고 하나의 강체가 되었을 

경우 부피 총합은 다음과 같다.

 - 상부노즐 = 9.45×21.4×21.4 = 4328 cm3

 - 지르카로이 지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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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격자판 4개 + 체결 격자판 17개 + 스프링 격자판 15개 + 지지

격자 모서리 4개 + 복합 스프링 8개 + 지지격자 스프링 252개) × 

지지격자수

 - 인코넬 지지격자

    =(외부 격자판 4개 + 보통 격자판 30개 + 중앙 격자판 2개 + 지지격

자 모서리 4개) × 지지격자수

 - 안내관(계측관 포함)

    =봉의 단면적×길이(집합체 길이-격자폭-상․하부노즐) × 봉의 개수

  =
π
4
(D

2
- d

2
)×L×Z =

π
4
( 1.24

2
-1.07

2
)×342×25  = 2637 cm

3

    [여기서 L은 400 - (3.8 × 2 + 5 × 6) - 205) = 342]

 - 하부노즐 = 단면적 x 노즐폭 = 21.4 × 21.4 × 6.95 = 3183 cm
3

 - 소형 부품들

    =압축 스프링 + 디스크 + 봉단 마개 + 안내관 마개 + 안내관 너트 + 

안내관 슬리브 + 지지격자 슬리브 + 안내관 체결나사

 - 공간 없는 강체의 부피

    =상부 노즐 + 지르카로이 지지격자(6개) + 인코넬 지지격자(2개) + 

안내관(계측관 포함 25개) + 하부노즐 + 소형부품

 - 이론적 부피비

  = 압축전의 집합 구조체의 부피 ÷ 공간 없는 강체의 부피 

  = 13284
185931

=0.071  ( 14 : 1)

 - 전단압축을 하 을 경우 실제적 부피비

    여기서 공간 dead zone의 부피계수를 2(길이 5 cm)로 하면

  = 이론적 부피비 x 공간 deadzone factor

  = 0.142 ( 7 : 1)

(마) 모듈별 설계 사양

① 1차 압축의 체적을 기준으로 한 절단 인입실 크기 결정

절단 인입실 크기 = (절단후 총볼륨-상부노즐-하부노즐)× 벌크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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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 인입실 체적 ÷ 단면적 =13254 ÷ 25 × 25 = 20 cm

따라서 절단조각 인입실 크기는 25 × 25 × 20 cm

② 절단 장치 완충대 및 지지대

- 절단장치 완충대 두께 h

M = σZ, M=
PL
4

(3-2-41)

PL
4
= σZ,Z=bh

2 (3-2-42)

h=
6pL
4σb
= 6×58000×80

4×1500×30
= 3.9cm (3-2-43)

  (연강의 허용응력 1500 kgf/cm2, b=30 cm, p=58000 kgf, L=80 cm)

 안전율 3을 고려하면  h1=12 cm로 산출된다.

③  절단 카바

 - 절단카바 높이= 절단완충대 높이+클램핑을 제외한 높이 

     

unit : cm

10

15

그림 3-2-69. 하부노즐을 하부노즐 인입구에 인입.

④ 하부노즐 인입구

하부 노즐은 그림 3-2-69에서와 같이 노즐의 밑부을 반대방

향으로 돌려서 인입하며, 실제 두께 7 cm의 여유 공간을 두어 10 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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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 다. 이때 인입실에서 하부노즐을 똑바로 인입시키기 위해서 주 압

축램이 일정한 위치에 정지되어 있어야 한다.

⑤ 상부노즐 인입

  구조체를 절단한 후 바로 상부 노즐을 인입하면 절단 조각위

로 상부노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압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구조체를 

10 ∼ 15 cm 남겨 놓고 1차 압축을 하고, 주 압축램이 그림 3-2-70과 같

은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송대를 풀어 상부노즐을 인입하고 압축

한다.

unit : cm

25

20

  

그림 3-2-70. 최종 압축을 위한 상부노즐 인입.

   

7

5

5

67

10

25

20
2

unit : cm

그림 3-2-71. 구조체의 고정과 이송을 위한 고정․이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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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정 이송대

고정 이송대의 구조는 그림 3-2-71과 같다. 먼저 구조체의 

위치를 센서에 의해 인식한 다음 구조체의 상부 5 cm 부위를 위치 센서

와 서보 모터에 의해 클램핑을 한 다음 이송과 압축절단시 흔들림이 없도

록 한다. 

  고정․이송대의 무게 = ρ × V + 모터 무게(5 kg) = 26 kg

⑦ 이송 스크류    

- 이송스크류의 직경 : d

  처짐을 0.15 cm/m 로 제한할 때 이송 스크류의 직경은 다음과 같다. 

연강의 탄성계수 E = 2 × 106 kg/cm2

δ =  
PL

3

48EI
,  I =  

πd
4

64
(3-2-44)

δ =  PL 3 × 
64

48Eπd 4
(3-2-45)

d =  
4 PL 3 × 64

48Eπδ
(3-2-46)

d =  4
26 × 485

3
 × 64

48 × 2 × 106 × π × 0.15
 =  8.04 cm (3-2-47)

⑧ 이송 베드

- 이송베드의 높이 : h

 h1 = 봉의 단면적x 보의 개수 ÷25cm = π(1.24 2 ) × 
25
25 

=  1.2 cm

집합체가 이송할 때의 안전계수를 4로하면 이송베드의 높이 h = 

1.2 × 4 = 약 5 cm로 산출할 수 있다.

⑨ 배출램에 의한 배출축물의 배출(그림 3-2-72)

절단 조각물들이 주압축램에 의해 압축을 받으면 힘의 분력

은 사방으로 분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압축물과 압축실과의 내부 응력

으로 해서 압축물이 배출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때문에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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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실 상․하면에 1∼2도의 경사도를 두어 압축물이 원활히 빠져 나오도

록 그림과 같이 고려되었다.

   - 경사도에 따른 높이:  h = 25 tan (2 - 3。) × 2 + 25 = 27 cm

⑩ 압축램과 압축실 사이에서 절단 조각물들의  전단 

압축. 절단 시스템에서 나오는 조각물들은 절단조각 인입실

에 쌓이게 된다. 이렇게 모아진 조각물들을 1차 압축을 할 때 압축램과 

압축실 사이에서 전단이 발생된다. 따라서 압축램 전면의 상부 모서리

와 압축실 입구의 상부 모서리는 그림 3-2-73과 같이 전단 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재질을 갖는다.

45

25

25

2725

unit : cm

1~2도

 

그림 3-2-72. 압축물이 용이하게 배출되도록 한 배출 경사도.

unit : cm

전단카터

60

50

그림 3-2-73. 압축실과 주압축램의 상부모서리 전단 카터.

다. 구조폐기물 절단 전.후 부피 감용비 비교

Skeleton을 압축했을 때의 체적비는 10:1의 축소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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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압축기의 개발은 6:1∼8:1의 축소 범위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압축시스템의 복잡한 구조와 비용의 증가로 보수․유지와 경제성에 적절

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압축시스템의 구동력은 유압 동력을 사

용하기 때문에 작동유의 파열로 인한 제염과 방사선의 내성 문제도 고려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절단방법으로 축소범위를 만족시

켜주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절단길이에 따른 볼륨비 값을 알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가 조사되었다.

(1) 실험 방법

집합체 구조물의 전체체적이 계산되었고, 안내관의 길이 2, 3, 5, 

7, 9 cm에 따라  벌크 볼륨비와 진동 후 정렬된 볼륨비가 실험값에 의해

서 구해졌다. 이 값을 비교 검토하 고, 전체 체적에 적용하여 절단 후의 

볼륩비외 6:1값에 최고 적정 절단 길이를 결정하 다. 볼륨값의 측정은 눈

금이 새겨진 1ℓ 비이커로 사용되었고, 진동방법은 수작업으로 수행하

다. 그리고 실험재료의 선정은 SUS튜브1/8″가 사용되었으며, 이 튜브의 

직경은 실제 안내관의 직경과 비교할 때 실험값인 볼륨비가 0.1의 오차가 

발생되어 이 값을 보정하여 계산되었으며, 실험 목적 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내관의 길이는 임의의 길이로 선택하 으며, 변수 

값이 어떻게 실험 결과에 향을 미치는지 조사되었다.

(2) 실험 및 결과

(가) 절단길이에 따른 bulk 와 compacted volume ratio 비교

         (그림 3-2-74)

o 2 cm 절단(1260개)

  - OD 0.95 mm ,  길이 520 cm ,    

‧ 520 cm 봉의 총체적 : π
4
(0.95)

2
 × 520 =  369  cm

3

‧ 520 cm 봉 2 cm씩 절단 후 체적

비이커 체적= 735 cm 3,  bulk volume ratio : 1.991

‧ 진동 정렬 후 체적 

     비이커 체적= 615 cm 3,  compacted volume ratio :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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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cm 절단(70개)

  - OD 0.95 mm ,  길이 210 cm,  

    ‧ 210 cm 봉의 총체적 : π
4
(0.95)

2
 × 210 =  149 cm

3

    ‧ 210 cm 봉 3 cm 절단 후 체적

    비이커 체적= 315 cm 3, bulk volume ratio : 2.14

    ‧ 진동 정렬 후 체적

    비이커 체적= 265 cm 3, compacted volume ratio : 1.778

o 5 cm 절단(85개)

  - OD 0.95 mm,  길이 425 cm,  

    ‧ 425 cm 봉의 체적 : π
4
(0.95)

2
 × 425 =  301  cm

3

    ‧ 425 cm 봉의 5 cm 절단 후 체적

    비이커 체적= 710 cm 3, bulk volume ratio : 2.358

    ‧ 진동 정렬 후 체적

    비이커 체적= 595 cm 3, compacted volume ratio : 1.976

o 7 cm 절단(57개)

  - OD 0.95 mm,  길이 399 cm

    ‧ 399 cm의 봉의 총체적 : π
4
(0.95)

2
 × 399 =  282  cm

3

    ‧ 399 cm 봉 7 cm절단 후 체적

      비이커 체적 = 720 cm 3, bulk volume ratio :  2.659

    ‧ 진동 정렬 후 체적

      비이커 체적 = 640 cm 3, compacted volume ratio : 2.269

o 9 cm 절단(42개)

  - OD 0.95 mm, 길이 378cm

    ‧ 378 cm의 봉의 체적 : π
4
(0.95)

2
 × 378 =  268 cm

3

    ‧ 378 cm 봉 9 cm 절단 후 체적

    비이커 체적 = 790 cm 3, bulk volume ratio : 2.947

    ‧ 진동 정렬 후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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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커 체적 = 675 cm 3, compacted volume ratio : 2.518

    

Tube length, cm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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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volume ratio
compacted volume ratio

    그림 3-2-74. 튜브 길이에 따른 벌크와 진동 후 볼륨비.

  (나) 기울기 값과 절단길이를 고려한 벌크와 진동정렬 후 볼륨비 

비교(그림 3-2-75)

- 벌크 볼륨비 :    Yb = Y0b + a1 × X (3-2-48)

- 진동정렬 후 볼륨비 :  Yc = Y0b + a2 × X (3-2-49)

Tube length, cm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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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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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3.0

3.5

4.0

4.5

5.0

bulk volume ratio
compacted volume ratio

그림 3-2-75. 기울기와 절단길이에 따른 벌크와 진동 후 볼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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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keleton의 절단후 최종 볼륨비(그림 3-2-76)

Skeleton의  총볼륨(STV: Skeleton Total Volume), Skeleton

이 압축되어 강체가 되었을 때의 이상적 볼륨(SIV: Skeleton Ideal 

Volume) 및 Skeleton의 이상적 볼륨비(SKIR: Skeleton Ideal Volume 

Ratio)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TV = 집합체 단면적 x 집합체 총길이                

SIV = 상부노즐 + 하부노즐 +〔안내관볼륨(계측관포함) 

+ 인코넬지지격자 2개 + Zry-4 지지격자6개 + 소형부품〕

SKIR=
SIV
STV

=
13284.5
185931

=0.0714,   (압축비 14 : 1)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상부노즐의 스프링 공간과, 하부노즐의 바닥부분, 

지지격자들의 실제적으로 압축되어 모아진 볼륨, 그리고 가이드 튜브와 소

형 부품들의 벌크 볼륨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에 대한 실제

적인 볼륨이 계산되었다.

   - Skeleton의 각 구성요소들의 실제 볼륨

  ‧ 상부노즐의 총볼륨 : 6228.2 ㎤  

  ‧ 하부노즐의 총볼륨 : 3183 ㎤

‧ 인코넬 지지격자의 압축 총 볼륨

인코넬 지지격자 1개가 강체로 되었을 때 총 볼륨은 79.2 ㎤ 이

다. 이것이 폭 5 cm로 압축, 전단되었을 때 압축된 이론 두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두께 t 1=
인코넬지지격자볼륨
21.4×격자폭

실제두께 t i  = 0.74 × 수직격자판굽힘보정계수 + 안내관압축튜브 

두께 × 안내관 layer개수

        인코넬격자 압축총볼륨=21.4×폭×압축두께×절단격자수 

여기서 인코넬지지격자 수를 2배수로 한 이유는 집합체구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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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할 때 모든 지지격자의 폭이 반으로 절단될 때를 가정하여 고

려된 개수이다 

‧ 지지격자의 압축 총 볼륨

 지르칼로이 1개가 강체로 되었을 때 총 볼륨은 178.112 ㎤ 이다. 

이것이 폭 5cm로 압축, 전단되었을 때 압축된 이론 두께를 계산

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두께 t 2=
지르칼로이지지격자볼륨

21.4×격자폭
    실제두께 t z  = 2.08 × 수직격자판굽힘보정계수 + 안내관압축튜브

두께 × 안내관 layer개수

    Zry-4격자의 압축 총볼륨=21.4×폭×압축두께×절단 격자수

여기서 지르칼로이 지지격자 수를 2배수로 한 이유는 집합체구조물

을 절단할 때 모든 지지격자의 폭이 반으로 절단될 때를 가정하여 

고려된 개수이다 

‧ 안내관(계측관 포함) 볼륨

 =봉의 단면적×길이(집합체길이-격자폭-상. 하부노즐)×봉의 개수  

 = π
4
(D 2- d 2 )×L×Z  [여기서 L은 400-(3.8x2+5x6)-205)=342cm]

       

‧ 소형 부품들 총 볼륨

=압축스프링+디스크+봉단마개+안내관마개+안내관너트

       +안내관슬리브+지지격자슬리브+안내관체결나사

  ‧ 절단 압축에 따른 실제 총 볼륨 : Vci 

=상부노즐+하부노즐+{압축인코넬지지격자4개+압축지르칼로이지지격

자12개〕×CG+[압축안내관볼륨(계측관포함)+압축소형부품〕× Ci= 

216328.88*(8.059 + Ci) cm3

Ci : 절단길이에 따른 compact volume ratio

CG= 1.94 : 절단길이폭이 5 cm 이고 격자길이가 21.4 cm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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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인코넬과 지르칼로이의 벌크볼륨 실험 계수 값  

 

   여기서 계수값( CG = 1.94)에 대한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지지격자 수는 폭이 절단될 때를 가정하여 인코넬 지지격자는 4개, 지르

칼로이 지지격자는 12개인 2배수로 하 고, 임의로 절단 간격(압축된 격

자폭)을 8 cm인 지지격자 모형을 제작하 다. 그리고 21.4 × 21.4 × 

67.5 cm 크기의 상자에 무작위로 집어넣어 평균 벌크볼륨을 측정하 다.

‧ 모형 인코넬지지격자 총볼륨=21.4×8×2×4 =1369.6 cm3

‧ 모형 지르칼로이지지격자 총볼륨=21.4×8×4.5×12 =9244.8 cm3  

‧ 모형 지지격자들을 차곡차곡 쌓았을 때의 총볼륨 = 10614.4 cm3

‧ 모형지지격자들의 벌크 볼륨 = 21.4×21.4×45 = 20608.2 cm3

‧ 모형지지격자들의 벌크 볼륨비 

=
모형지지격자들의벌크볼륨모형지지격자를차곡차곡쌓았을때의총볼륨 = 20608.210614.4

=1.94(계수값)  

  ‧ 절단길이에 따른 최종 볼륨비 : (Skeleton Volume Ratio)

Skeleton cutting length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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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6. 절단길이와 Skeleton 볼륨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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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성능 개선

(1)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설계.제작 및 성능실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구조폐기물 압축장치의 상세설계를 수행하

고 장치를 제작하 다. 상세설계에 반 된 사항으로는 공간확보측면과 소

요동력을 고려해서 구조체의 측면압축 후 절단방식을 선정하 으며, 61 톤

의 압축력에 대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최대 사용 압축력을 100 톤으로 결

정하 다. 또한, 동력전달방식은 핫셀 내의 방사선환경 속에 적합한 물-

리코겔을 작동유로 사용하는 유압원을 사용하고, 압축비 7:1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5 cm 간격으로 안내관을 절단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장치

의 주요 구성부를 모듈화하여 원격방식으로 분해조립이 가능하게 설계하

다[79]. 압축장치는 시설의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실제 길이의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고, 길이 1/2 규모의 모의 구조체를 압축할 수 있는 크기로 설

계하 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압축방식은 측면압축방식이기 때문에, 정면

압축의 경우와 달리 1/2규모의 모의 구조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크기의 

구조체를 압축할 경우와 실험 조건 및 결과값은 동일하다. 또한, 이 장치

를 실증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체를 이송시키는 bed의 길이

만 증가시키면 된다. 이와 같이 제작된 구조폐기물 압축장치는 그림 

3-2-7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2-77.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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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8. 모의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시편.

그림 3-2-79. 1/7로 시험 감용된 구조체.

모의 구조체(그림 3-2-78)를 사용한 압축실험 결과, 최대 분당 50 

cm/min의 속도로 모의 구조체를 압축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절단 전에 구조체를 1차 압축하는 압축힘은  대략 50 톤 정도로 측정되었

으며, 이는 설계 값 58 톤에 비하여 다소 작은 값이었다. 1 개의 모의 구

조체를 완전히 압축/절단하는 시간은 약 160 분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개선된 압축장치로 압축된 구조체는 그림 3-2-79에서 보는 바와 같

다. 구조체는 압축전의 부피 85,180 cm
3 (구조체 크기 21.4 cm x 21.4 cm 

x 186 cm)에서 압축후의 부피 12,230 m3으로 감용되어 약 7대1 의 감용비

를 얻을 수 있었다. 

(2)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개선

(가) Top nozzle 방식에서 bottom nozzle 진입방식으로 개선 설계 

집합체 구조물의 top nozzle이 진입방향으로 먼저 진입할 경

우, 전단력에 의하여 top nozzle은 회전 모우멘트가 발생된다. 그리고 집합

체 수직/수평 회전기구와 연계 공정에서 연료봉을 인출한 후 구조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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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압축절단장치에 안착시 킬 때 구조체를 180도 회전하여야 하는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하기 위하여 top nozzle 진입

방식에서 bottom nozzle 진입방식으로 설계/제작하 다. 

(나) 구조체 진입방지 해결을 위한 가이드 튜브의 변형 응력 해석

지지격자와 가이드튜브의 연결부를 압축할 경우, 압축력의 방

향이 구조체의 길이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이드 튜브의 응력 변형이 

발생하여 구조체의 진입을 방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입시 구조

체의 변형방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압축힘을 산출하 다. 그림 3-2-80은 

튜브의 각 길이별 압축실험 결과로서, 휘어진 형상으로 볼 때 가이드 튜브

의 변형 특성은 파단기둥이 아닌 좌굴기둥의 특성을 갖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81은 지르칼로이 튜브의 임계하중에 대한 실험값과 여러가지 좌

굴하중 특성을 갖는 봉의 임계하중 이론식에 의한 계산값을 비교한 결과

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이론식중 engresser 방정식이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었고, 이 방정식을 사용하여 25개의 가이드 튜브에 

대한 최대 변형 임계하중을 산출한 결과, 14,000 kgf 의 값을 얻을 수 있

었다. 따라서, 구조체의 지지격자와 튜브의 연결부를 압축할 경우는 최대 

압축력을 14톤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2-80. 가이드 튜브의 길이에 따른 좌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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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1. 절단길에 따른 지르칼로이 튜브의 변형 임계하중.

(3) 실증용 장치 기본설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실증용 장치 개발 시 요구되는 운전자

료 및 기본 설계를 완료하 다. 그림 3-2-82는 실증용 구조폐기물 압축장

치의 기본 설계도를 나타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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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2. 실증용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기본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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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  론

압축 방식 및 압축 방식에 따른 힘의 비교, 공간 및 절단 길이에 대한 

비교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축소율을 비교할 때 축소비

가 8:1인 PKA 방식의 직접적인 압축 방식 보다 절단 후 압축 방식이 

10:1로 축소비가 높으며, 압축 방식에 대한 힘의 크기는 지지격자판의 측

면 압축이 58 톤으로 가장 힘이 적게 들고, 지지격자판의 절단 후 면압축

력이 296톤으로 가장 큰 힘이 요구된다. 그리고, 압축 방식에 따른 공간 

크기의 비교에서는 경사 방향 압축에서 11.3 m 3으로 가장 크고, 길이 방

향으로는 PKA 방식이 6.74 m, 단일램에서 상방향 압축 집합체 이동이 

7.1 m로 가장 크므로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절단 방식에 대한 카터날은 

SKD11 종에다 열처리 연마를 하여 코팅을 한 반 구적인 카터날로, 유지

/보수 관점에서 본 장치에 적합하나 고가인 단점이 있다. 작동유 선정에 

있어서는 내방사선을 고려한 물+ 리코겐 방식이 부식과 물 증발의 단점

만 보완하면 사고발생시 석유계 작동유보다 제염작업이 수월하다. 아울러 

방사선선원에 의한 작동유 특성조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흡수선량의 증가

에 따라 HWBF(High-Water-Base Hydraulic Fluid)특성은 열화되었고, 흡

수선량 106 Gy(108 rad)까지 작동유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HWBF

는 가장높은 흡수선량에서(10
7 Gy) 파란 투명색으로부터 불투명한 검은 

갈색으로 변화되었으며, 산도(pH)는 선량증가와 함께 증가되었다. 구조폐

기물의 1차 압축한 후 실제적인 벌크 볼륨비(Bulk volume ratio)은 절단 

길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1차 압축되어 전단된 구조폐기물 집합체 축소 

볼륨비 범위는 7.3대1에서 5.8대1 이다. 그리고, 가이드 절단 길이가 5 cm

이하 일 때는 볼륨비가 증가하나, 절단된 지지격자들의 수가 증가하여 볼

륨비가 감소된다. 따라서 절단길이는 5 cm가 적정함을 알 수 있다. 이상

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구조폐기물 압축장치를 제작하 다. 압축된 

구조체의 감용 비는 압축전의 부피 85,180 cm
3 (구조체 크기 21.4 cm x 

21.4 cm x 186 cm)에서 압축후의 부피 12,230 m
3으로 감용 되어 약 7대1 

의 감용비를 얻을 수 있었으며, 향후 실증용 장치 개발 시 요구되는 운전

자료 및 실증용 구조폐기물 압축장치의 기본 설계를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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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수평 회전기구 개발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크

레인을 통해 수직상태로 핫셀내부로 이송된다. 따라서, 수직장입상태를 수

평상의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공정에 투입하기위해서는 이를 

수직상태에서 수평상의 위치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 

목적에의한 장치는 고준위 방사선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후 핵

연료 집합체를 장치에 안착시 집합체의 파손방지를 위한 충격 최소화 그

리고, 연계공정 장치와의 상호 인터페이싱의 문제가 고려되어져야하며, 제

작시의 경제성, 고방사선 환경상의 유지, 보수의 문제점이 고려되어야한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핫셀 내부의 천장 크레인에서 진입해오는 과정부

터 안착되는 과정까지의 동작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취급 중

량이 약 500 kg 이고, 길이가 4060 mm 이기 때문에 수직 상태에서 흔들

림이 없어야 하며, 작업대에 안착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전달 충격량은 

0.3 g 이내 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수직에서 

수평 상태의 자세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 초 이내 이어야 한다. 그

리고, 고 방사성 환경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파손 방지와 충격의 최

소화가 필요하고, 사용후핵연료봉 인출 장치와의 상호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제작시 고려될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충격 최소화를 위한 동작방식을 개발하 고, 개발장치가 자동원

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고준위 방사능 상황에 맞게 고려되었다. 

또한 장치를 모듈화 시킴으로서 유지, 보수를 원활히 하도록하는 최적의 

수직 수평 이송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가. 장치의 설계

(1) 장치의 개념설계

(가) 수평 회전 장치 (rotator)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설계한 수직/수평 전환 장치를 본 과제의 

해체종합시험에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은 첫째 수직에서 수평으로 회전되

어 안착될 때 집합체의 top nozzle이 힌지와 반대방향에 위치한다. 사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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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원격장치개발과제에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장치와의 연계

를 고려 할 경우에는 bottom nozzle이 힌지와 같은 방향에 와야 한다. 둘

째, 로울러와 레일 등의 구조가 복잡하고 그림 3-2-83, 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p nozzle과 bottom nozzle을 바꾸어야 하는 회전장치가 필요하다. 

회전 장치를 설치 할 경우 좁은 핫셀 공간 내에서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있다. 본 장치 개발에서는 별도의 인출장치 프레임이 필요없는 개념의 장

치로서 그림 3-2-91과 같이 결정하 다. 수평 회전장치는 집합체를 인출 

장치와 일치하게 bottom nozzle을 이동하여 안전하게 위치시키도록 고안

되었으며, 후속 공정인 사용후연료봉 인출장치와 상호 연계되도록 설계하

다. 그림 3-2-85, 86은 별도의 인출장치 프레임을 고려한 개요 및 동작

도를 나타낸다.

회전 베이스 보드 
고정 베이스 보드 

롤 가이더 
클램핑 시스템 

구동 모터

회전수 조절용 기어 박스  

      

그림 3-2-83. 수평 회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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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판
수직수평 이동장치

크레인

그림 3-2-84. 수평회전판 동작 개요도.

핵연료집합체 
이상 유무
 검사 장치

수평 수직 이동 
실린더

핵연료 집합체
 수평 이송 장치

검사 카메라이송
스크루 바

핵연료 집합체 
수직 지지 장치 

고정 지지 프레임

그림 3-2-85. 별도의 인출장치 프레임을 고려한 downender 개념도.



- 292 -

2 안 수직수평 이동장치

크레인

.수직 상태 ON

.수직고정지지장치  ON

. 수평 이송장치 OFF

.수직 상태 OFF

.수직고정지지장치  ON

.수평 이송장치 OFF

.검사장치 ON 

.수직 상태 OFF

.수직고정지지장치  OFF

.수평 이송장치 ON

.검사장치 OFF 

그림 3-2-86. 별도의 인출장치 프레임을 고려한 downender 동작도.

(나) 수직/수평 회전기구(Downender)의 기구학적 특성

본 장치의 기구학적 특성은 그림 3-2-8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2-87에서 1축의 L1, L2의 변화와 θ각의 변화에 따라 link X2-X1

은 X1의 힌지 점을 기준으로 R의 접선 반경으로 회전된다.

R

X 2

X 1

L2

L1

θ

      

그림 3-2-87. 장치의 기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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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축  L1

3축  L3

L4 X1

X2

그림 3-2-88. Downender device 특성 부여.

그림 3-2-88은 웨스팅하우스 장치의 기구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장

치에 kinematics를 부여하려면 우선 구동 부의 수와 각 Link의 구동부가 

설정되어야 한다. 구동부가 설정되면 구동 링크간의 연결 관계식을 세워 

동작의 특성을 설정해 준다. 1 축이 주 구동 축이고 2 축과 3 축은 1축에 

의해서 회전이 되어야 한다.

(다) 수직/수평 장치의 개념

본 장치의 전제조건은 좁은 핫셀 공간에서의 원활한 작동과 유

지보수 및 후속공정인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장치와의 연계성이다.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진입해오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안전하게 착지하기 

위하여 두개의 안착센서로 구성된 수직 지지장치로 진입시킨다. 진입된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센서에 의해 인식되면 4 개의 수평 고정장치로 고정

되며 근접 스위치에 의해 인식된다. 고정 단계가 완료되면 수직 상태에서 

수평상태로 회전 이동 되는데 이 동작은 30 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충격량은 3 g 이내 이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양단의 인식센서와 

감속을 위한 센서를 각각 3 개씩 설치하여 회전속도를 감속하고 충격량을 

감소시킨다. 수평회전 이동이 완료되면 수직 유지부가 열리면서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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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의 인출이 시작되고, 사용후핵연료봉을 인출한 후에 수직 유지부가 

닫히게 된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다시 수직 상태로 역회전되며, 이후에 

수평고정장치가 열리게 된다. 최종적으로 사용후핵연료봉을 인출하고 남은 

구조체를 천장 크레인으로 배출함으로써 전체 공정이 완료된다.

 

(2) 상세 설계

장치의 크기는 L4000 x W1100 x H920 mm 이다. Bottom nozzle

이 힌지 쪽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수직 유지부와 수평지지 클램프 및 수직

/수평 회전이동의 동력전달 형태는 전기식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체는 8 

개의 주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장치의 수직 유지장치와 수평지지 클램프

가 on-off 할 때 집합체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촉 부분의 회전 

반경에서 간섭을 고려하여 설계하 으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자동화는 단

계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두개의 전기 실린더는 클레비스 형태의 양 축

의 모터를 사용하 으며, 5 kW의 용량이다. 양측 전기 실린더의 리드 스

크류 유효반경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무게 500 kg의 안전율을 고려하

여 650 kg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전기 실린더의 길이는 2 m 이상 

이기 때문에 자중에 의한 처짐이 발생하 으며, 반대편에 처짐 방지용 추

를 설치하여 장치의 진동을 방지하 다. 그림 3-2-89은 최종적으로 결정

된 동작 개요도를 나타내며, 그림 3-2-90은 제작된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종안  수직수평  이동장치

.수직  상태  ON

.수직고정지지장치   ON

.수평  유지지지장치  OFF

.수직  상태  ON

.수직고정지지장치   ON

. 수평유지지지장치  ON

.수직  상태  OFF

.수직고정지지장치   ON

. 수평유지지지장치  ON

.수직  상태  OFF

.수직고정지지장치   OFF

.수평  유지지지장치  OFF

. 연료봉  인출장치  진입

 

그림 3-2-89. 수직/수평 이송장치의 동작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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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0.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회전기구.

수평 수직 이동 
실린더

고정 지지 프레임

핵연료 집합체 
수평 고정 장치

핵연료 집합체 
수직 지지 장치 

  

 그림 3-2-91. 수직/수평 장치 전체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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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치의 사양 결정

           구분

종류
모듈/구성 요소

수직/수평 이동부

유압실린더 (2개)
핵연료봉 진입 확인 리미트 센서 (2개)
수직/수평 이송 유압실린더 상태확인 자기 센서 

(2개)

수평 고정 지지 

장치부

수평고정 유압실린더 (4개)
수평고정 유압 실린더 상태 확인 자기센서 (8개)
수직 유지 유압 실린더 (2개)수직 유지 지지 

장치부 수직 유지 유압 실린더 상태 확인 자기센서 (4개)

나. 장치의 제작

(1) 시스템의 구성

수직/수평 이송기구의 크기는 L4060 cm x W2146 cm x H2140 

cm 이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무게 500 kg의 안전율을 고려하여 650 

kg에 견딜 수 있는 프레임 구조물이다. 수평상태의 유지와 프레임 높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수직/수평 이송 부는 2.5톤 스크루 잭 및 양

측 모터를 사용하여 제작하 고, 집합체의 안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기센서 2 개를 부착하 다. 수직/수평 이송 부는 수직 상태에서 흔들림

이 없도록 충분한 강성을 가진 SUS 재료를 선택하여 제작하 다. 수직/수

평 상태 확인은 자기 센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

다. 2개의 스크루 잭은 1산 클레비스 형태로서 구동모터를 설치하 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수직/수평 전환작업 시에 각각의 전기 실

린더 이송속도의 차이가 생기면 불균형 상태가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방향 축을 가진 기어드 (geard) 모터를 사용하여 각각

의 전기 실린더를 제어한다. 수평 고정 지지장치는 전기 실린더 4 개로 구

성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평상태로 유지하는 모듈로서 수평 고정

지지 장치의 클램프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클램핑 할 때 클램프 힘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정센서 4 개를 부착

하 다. 특히 전기 실린더에 의해 힌지 점을 기점으로 회전할 때 회전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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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클램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전 반경을 줄이고, 간섭부분에 상당하는 공간을 고려하여 클램프 형상을 

설계하 다. 수평 고정지지 장치의 전기 실린더는 모터부, 볼스크류부, rod 

부, body 부로 구성된다. 수직 유지 지지장치는 수직 상태로 진입되어오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안정되게 받아서 수평 상태로 전환 후 수평 상태

에서 사용후핵연료연료봉 인출이 시작되면 2 개의 전기 실린더로 구성된 

수직 유지 지지 부의 클램프가 off되어 사용후핵연료연료봉이 인출 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수직 유지 지지 장치의 전기 실린더의 작동은 조정센서 4 

개에 의해 위치가 감지되도록 하 다.

  

핵 연료  집합체  진입

수직/수평회전  전기실린더 ON

  수평 고정  전기실린더 OFF

       핵 연료 집합체 
    진입 확인센서 ON

  

핵 연료봉 인출장치 진입

핵 연료봉 인출 종료

 

 

수평 고정  전기실린더 ON
                   수직 지지 상태
                 확인센서 ON

수평 고정  전기실린더 OFF

              수평 고정  상태
                확인센서 OFF

핵연료봉 인출 종료
 확인신호 ON

초기화 상태

핵 연료  집합체  크레인 이송

수직/수평회전  전기실린더 OFF

                   수평 고정
                   확인센서 ON

                    수직/수평회전상태
                 확인센서  ON

                  수직/수평회전상태
                   확인센서  OFF

수직 지지  전기실린더 OFF

          수직 지지  상태 
           확인센서 OFF

수직 지지  전기실린더 ON

 
수직/수평회전  전기실린더 ON

         수직/수평회전 상태
        확인센서  ON

    핵 연료 집합체
      진입  확인센서 OFF

               수평 고정 상태
                확인센서 OFF

          수직 지지  상태 
            확인센서 ON

수직 지지  전기실린더 ON

        핵 연료 집합체 
     진입 확인센서 OFF

그림 3-2-92.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이송장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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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치의 작동 및 성능 시험

(1) 장치의 작동

제어에 사용할 제어기의 프로그램은 그림 3-2-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서도에 따라 개발하 으며, 콘트롤 판넬은 추후 원격 조작이 가능

하도록 Relay 형태로 설계하 다.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메인 S/W를 on 

시키며 440 V와 220 V 겸용으로 전원을 공급한다. 동작은 수동과 자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동작업 시에는 각 unit를 개별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

다. 각 장치별로 S/W를 on 시키면 센서에 의해서 정 위치에서 정지한다. 

자동으로 작업 시에는 초기화 램프에 on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작동이 가

능하며 초기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초기화 조건 

    - 수직 수평 이송 모터 on, 수평 고정 모터 off, 수직 유지 모터 on

    - 핵연료 집합체 진입 on

장치 작동의 초기화 조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setting 

하여 auto on S/W를 누른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진입이 완료된 후 

Start S/W를 누른 다음 집합체를 클램핑 시키며,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을 

위하여 다음 상태로 동작시킨다. 연료봉 인출이 종료되면 signal에 의해 

다시 초기화 상태로 자동 복귀된다.

(2) 장치의 성능 시험

실험에 사용한 집합체는 중량 640 kg을 갖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모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그림 3-2-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 으며, 이와 같은 모의 집합체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고정 테

이블 안착시 집합체에 전달되는 충격량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 그림 그

림 3-2-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직/수평 회전 부의 회전모터의 이송속

도를 68 mm/초 정도로 설정할 경우 수직 상태에서 수평 상태로의 자세 

전환 소요 시간은 약 28 초가 된다. 또한, 고정테이블 안착시 집합체에 전

달되는 충격량은 그림 3-2-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값 (mean value)은 

약 0.1 g, 최대 약 0.3 g 정도가 되어 거의 충격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모의 집합체가 수직 상태에서 완전히 수평상태로 전환되기 직전



- 299 -

에 회전중인 수직/수평 회전부가 근접스위치에 의해 정지되기 때문이다. 

각 기계 장치부의 동작성능을 관찰한 결과, 수평고정 장치 부와 수직지지 

장치 부는 모의 집합체를 충분한 힘으로 고정함 (자세 전환시 모의 집합

체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라. 제어시스템의 구성

(1) 수직/수평 이송장치 제어기

본 과제에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이송장치의 동

작은 입력 12개, 출력 8 개의 I/O CH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제어되며, 그

림 3-2-96은 개발한 장치의 회로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2-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이송 제어시스템의 제어 

보드에서 I/O 모듈은 근접 자기센서 신호와 푸쉬버턴 신호를 받아들이는

데 입력기능과, 시스템의 수동/자동 설정과 PC 제어기의 비상정지, 인버터 

on/off 작동 및 전기 실린더 up/down 출력 기능으로 사용한다.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이송 장치의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 프로그램은 슈

퍼바이저 컴퓨터 PC 586 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은 각 장치 모듈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 수직/수평 이송부

그림 3-2-9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직/수평 이송 부는 농형 유

도 전동기 750 W를 제어할 수 있는 벡터드라이버 HV-2.5 LD를 좌측과 

우측에 각각 설치하여, 수직상태의 진입 이송물의 흔들림을 최소화 하도록 

하 고, 2 개의 위치감지 센서 PR18-5AO를 통해 스크루 잭의 수직/수평 

상태를 감지한다. 그리고, 크레인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집

합체 안착을 감지하여 크레인에 신호를 보내는 근접 자기센서 PR18-5AO

를 부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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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3. 모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a) 0초 (b) 10초

(c) 20초 (d) 28초

그림 3-2-94. 집합체 수직/수평 회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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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95. 고정 테이블 안착시 집합체 충격량.

수직수평 이송부

수평 고정 지지부

수직유지 지지부

DRIVER
 수직/수평이송부
       우측 모터

출력용
Relay

위치 감지 자기센서

위치 감지 자기센서

위치 감지 자기센서

출력용
8255

입력용
  8255

PC 제어보드

입력용
   TR

     핵연료 집합체
 수평고정 전기 실린더

     핵연료 집합체 
수직유지 전기 실린더

크레인 진입 확인 
인터페이스 입력

연료봉 인출장치 진입
 확인 인터페이스 입력

안착 감지 자기센서

연료봉  수평상태

인터페이스출력

 그림 3-2-96. 사용후핵연료봉 집합체 수직/수평 이송장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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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평 고정 지지부

수평 고정 지지 부는 S9KH 60 B의 전기 실린더를 좌우 2 쌍

을 설치하여 수직/수평 상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클램핑 하며, 클랭

핑의 감지를 위해 각 전기 실린더마다 위치감지 센서 PR18-5AO를 부착

하 다. 그리고 수평 고정 지지부의 실린더 클램핑은 사용후핵연료봉 인출

장치와 연계된 기능을 갖도록 하여 인출 작업 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 다.

(다) 수직유지 지지부 

수직 유지 지지 부는 S9KH 60 B의 전기 실린더를 좌우 1 쌍

을 설치하여 수직 상태로 진입하는 사용후핵연료봉 집합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각 전기 실린더마다 위치감지 센서 PR18-5AO를 부착하여 

실린더의 클램핑 여부를 감지한다. 

(라) PC 제어 보드

본 장치의 제어 보드는 PC 586 기종의 서브 Slot에 장착하도록 

하 으며, 본 제어 보드의 I/O 제어기는 인텔사의 3 개 포트 8 비트 입출

력 기능을 갖는 범용 프로그래머블 입/출력 LSI 인 8255A를 사용하 다. 

본 장치에서 사용하는 8255A는 5V 단일 전원의 40 핀 DIP (Dual In-line 

Package) 으로서 모든 입출력이 TTL로 호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24 개

의 I/O 핀이 3 개의 포트로 구분되어 프로그램 상에서 입출력으로 각각 

포트별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장치에서는 2 개의 8255A를 채용하여 이를 

0 모드 상에서 1 개는 출력 전용으로 1 개는 입력 전용으로 사용하 다. 

본 장치에서 사용한  8255A의 데이터 입출력 0 모드의 설정, 0 모드 상의 

입출력 상태는 그림 3-2-9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해체 종합 공정

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할 때 일부 개선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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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어드레스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PA7 ~ PA0 PB7 ~ PB4 PB3 ~ PB0 PC7 ~ PC0

RD, WR D7 ~D0 A0,A1,CS

  

그림 3-2-97. 모드 설정 입/출력 상태.

마. 결  론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공정에서 핵연료 집합체는 크레인

을 통하여 수직상태로 핫셀 내부로 이송된다. 따라서, 수직상태로 진입된 

핵연료 집합체를 수평 상태로 후속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바꾸

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고 방사성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서 핵연료 집합체를 장치에 안착시 집합체의 파손방지를 위한 충격의 최

소화, 후속공정 장치와의 상호 연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시의 경제성 

및 유지 보수성이 고려되어야한다. 본 장치의 설계에서는 상기와 같은 제

작 시 고려할 문제점을 분석하여 충격 최소화를 위한 동작방식을 개발하

고, 개발장치가 자동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고 방사성 상

황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 다. 또한 장치를 모듈화 시킴으로서 유지, 보

수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최적의 수직 수평 이송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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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산화식(기계식) 소결체 인출기술 개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핵연료 탈피복 공정은 화학적 탈피복 방법, 기계

적 탈피복 방법, 화학적 및 기계적 방법을 조합한 절단-추출 공정이 있다. 

화학적 탈피복은 적절한 용제를 이용하여 핵연료와 피복관을 용해시키는 

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핵분열 물질이 탈피복 용액과 함께 손실된다. 절단

-추출 공정은 핵연료 집합체를 짧은 조각으로 절단한 후 질산에 의해 핵

연료를 용해시키는 공정이다. 핵연료를 절단할 경우에는 방사선 입자의 생

성 및 핵분열성 기체의 방출로 인한 오염 때문에 용해조로부터 피복관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계적 방식에 의한 탈피복 

공정은 화학적 방식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액체 폐기물보다 취급 및 

저장이 용이한 고체상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되며, 추출조에 보다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출 속도를 증가할 수 있다. 액체금속과 결

합된 연료의 경우에도 화학적 방식에서 상존하는 폭발 위험 때문에 기계

적 탈피복 공정이 적합하다[81][8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기계식 

소결체 인출기술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hammering machine 및 

pressing machine에 의한 핵연료 소결체 인출 매카니즘 공정을 가장 적합

한 인출 공정으로 선정하 으며, 이들 장치를 제작하 다. 또한, 제작한 소

결체 인출장치로 모의 연료봉의 길이, 인출시간, 회전속도 등 여러 변수에 

따른 소결체 인출 실험을 통하여 회수율, 소요시간, 작업성 등 장․단점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및 확보된 자료는 다음 단계인 상용의 기계식 소결

체 인출장치 설계 및 제작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다[83][84].

가. Hammering M/C에 의한 소결체 인출기술

(1) 장치의 개요 

Hammering machine에 의한 탈피복 방법은 절단된 연료봉과 ball

을 ball mill 용기 속에 넣어 ball mill 용기를 회전시켜 충격을 가함으로서 

연료봉으로부터 피복관과 소결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hammering machine에 의한 연료봉의 탈피복 실험은 3/8" SUS tube를 사

용하여 제작한 모의 연료봉을 사용하 다. 모의 실험용 연료봉 속의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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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재료는 석고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연료봉 속의 연료를 추출하기 위

하여 hammering machine에 의한 탈피복 방법을 이용하여 연료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탈피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 다[81][82].

 

(2) 설계 및 제작 사양

소결체 인출 모의 실험용 모의 연료봉은 20, 30, 50 mm의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하 다. 절단한 연료봉과 ball을 ball mill 용기 속에 

투입한 후 ball mill 용기의 회전속도를 가변화 하고, baffle의 크기를 변화

함으로서 연료봉 속의 소결체를 회수할 수 있다. 1차 실험을 통하여 문제

점을 도출하고, 2차 설계시에는 1차 설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반 하

다. 또한 1차 설계 및 제작시에는 수동으로 장치를 취급하도록 설계하 으

나, 2차 설계시에는 운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자동화하여 보다 효

율적으로 연료봉 속의 소결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Hammering machine는 그림 3-2-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aring housing

부, control panel부, frame부, motor부, ball mill 용기부, roller부, drive부, 

본체부 등으로 구성된다. hammering machine의 설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70][84].

  - Hammering machine를 이용한 핵연료 탈피복 방법은 탈피복 공정에 

사용되는 모의 실험용 연료봉의 길이를 20 mm, 30 mm, 50 mm로 절

단한 연료봉을 ball mill 용기 속에 넣어 ball mill 용기를 회전시켜 소

결체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하 다.

  - Ball mill 용기의 회전 속도를 가변화 하고, baffle의 크기를 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 다. 

  - Control panel부는 속도 볼륨장치, lamp, on off switch, 비상 switch 

및 플라스틱 fuel box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 설치하 다.

  - Ball mill 용기부는 ball mill 용기, baffle 및 뚜껑 등으로 이루어지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SUS 304 재료를 사용하 다.

  - Ball mill 용기의 크기는 φ  250 및 길이 300 mm로 제작하 다.

  - Jar는 6-M 10 tap, 깊이는 20mm로 하고, 볼트에 구멍은 뚫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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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Baffle은 3가지 type이 있으며, 이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SUS 

304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 다.

  - Ball mill 용기의 뚜껑은 SUS 304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 으며, 취

급하기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만들어 부착하 다.

  - 뚜껑을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drill φ  11 mm로 하

으며, 뚜껑은 bolt로 체결하 다.

  - Roller 부는 구동 로울러 및 아이들 로울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제작하여 설치하 다.

  - Roller의 크기는 φ  70, 길이 400 mm 이며, 구동 로울러 및 아이들 로

울러를 각각 1개씩 제작하여 설치하 다.

  - 구동 로울러는 로울러 양쪽 끝단에 6205 베어링, v-pulley, housing을 

사용하 으며, 유동이 없도록 설치하 다.

  - Bearing housing은 cutting boring 17, 깊이 10 mm 및 드릴 11 mm

가 되게 제작하여 설치하 다.

  - 구동 로울러 및 아이들의 표면에는 10 mm 두께의 고무코팅을 하

고, 구동시 고무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열처리 한 고무를 사용하

다.

  - 아이들 로울러는 로울러 양쪽 끝단에 6206 베어링, housing을 사용하

여 부착하 으며, 작동시 유동이 없도록 설치하 다.

  - 장치 지지부는 control panel, 본체, motor part 및 roller part 등을 각

각 지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설치하 다.

  - 장치 지지대는 사각파이프 50 x 50 mm 4개를 사용하여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용접으로 접합하 다.

  - Hammering machine 장치의 높낮이 및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밸브 4개를 제작하여 장치 지지대 밑에 부착하 다.

  - Motor부는 drive part, v-belt, v-pulley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각

각 제작하여 설치하 다.

(3)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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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연료봉 재료는 3/8" SUS 튜브로서 연료봉의 규격은 외경 9.52 

mm, 내경 7.7 mm의 튜브를 사용하 으며, 모의 연료봉 속의 소결체 재료

는 석고를 사용하 다. 연료봉의 길이는 20, 30, 50 mm의 3가지 type으로 

절단하여 사용하 으며, 연료봉에 재료를 넣어 건조해질 때까지 대기 중에 

두었다가 시험편으로 사용하 다.

JAR

ROLLER PART

DRIVE PART

본체부

BEARING 
HOUSING PART

CONTROL 
PANEL PART

FRAME

MOTOR PART

°

그림 3-2-98. Hammering machine에 의한 소결체 인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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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ammering machine에 의한 소결체 인출 실험 

본 실험은 baffle의 높이와 절단 연료봉의 길이에 따른 회수율과 

소요시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를 다르게 하여 9차례에 걸쳐 수

행하 다. 

(가) 실험 조건

실험을 위한 공통 조건은 연료봉 개수(20개), 시간(가변화), 

rpm(300), ball(30개, φ  31.75 mm)이며, 각 실험마다 baffle 높이(10 mm, 

20 mm, 30 mm)와 절단 연료봉 길이(20, 30, 50 mm)를 다르게 설정하

다.

         ○ 1차 실험  

- 조건 : baffle의 높이(10 mm), 연료봉 길이(20 mm)

- 결과

구 분 실험 전 실험 후 회수율 소요 시간

전체 무게 
(연료봉+소결체)

94.671 g 94.671 g

98.6 % 65분연료봉 무게 77.290 g 77.533 g

소결체 17.381 g 17.138 g
 

         ○ 2차 실험 

- 조건 : baffle의 높이(20 mm), 연료봉 길이(20 mm)

- 결과

구 분 실험 전 실험 후 회수율 소요 시간

전체 무게 
(연료봉+소결체)

94.442 g 94.442 g

95.4 % 120분연료봉 무게 77.290 g 78.075 g 

소결체 17.152 g 16.367 g

         ○ 3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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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baffle의 높이(30 mm), 연료봉 길이(20 mm)

- 결과

구 분 실험 전 실험 후 회수율 소요 시간

 전체 무게 
(연료봉+소결체)

 94.801 g 94.801 g

92.1 % 160분연료봉 무게 77.290 g 78.67 g 

소결체 17.511 g 16.131 g
 

         ○ 4차 실험 

  - 조건 : baffle의 높이(10 mm), 연료봉 길이(30 mm)

- 결과

구 분 실험 전 실험 후 회수율 소요 시간

 전체 무게 
(연료봉+소결체)

139.37 g 139.37 g

93.1 % 80분연료봉 무게 116.629 g 118.196 g 

소결체 22.741 g 21.174 g

     

         ○ 5차 실험

- 조건 : baffle의 높이(20 mm), 연료봉 길이(30 mm)

- 결과

구 분 실험 전 실험 후 회수율 소요 시간

 전체 무게 
(연료봉+소결체)

141.081 g 141.081 g

94 % 140분연료봉 무게 116.629 g 118.096 g

소결체 24.452 g 22.985 g

         ○ 6차 실험 

         - 조건 : baffle의 높이(30 mm), 연료봉 길이(30 mm)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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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험 전 실험 후 회수율 소요 시간

전체 무게
(연료봉+소결체)

141.165 g 141.165 g

93.45 % 160분연료봉 무게 116.629 g 118.236 g

소결체 24.536 g 22.929 g

 

         ○ 7차 실험 

- 조건 : baffle의 높이(10 mm), 연료봉 길이(50 mm)

    - 결과

구 분 실험 전 실험 후 회수율 소요 시간

 전체 무게 
(연료봉+소결체)

230.935 g 230.935 g

95.02 % 140분연료봉 무게 192.222 g 194.150 g

소결체 38.713 g 36.785 g

 

         ○ 8차 실험 

- 조건 : baffle의 높이(20 mm), 연료봉 길이(50 mm)

- 결과

구 분 실험 전 실험 후 회수율 소요 시간

 전체 무게 
(연료봉+소결체)

228.866 g 228.866 g

94.48 % 160분연료봉 무게 192.222 g 194.243 g

소결체 36.644 g 34.623 g

         ○ 9차 실험   

      - 조건 : baffle의 높이(30 mm), 연료봉 길이(50 mm)

     - 결과

구 분 실험 전 실험 후 회수율 소요 시간

전체 무게 
(연료봉+소결체)

229.788 g 229.788 g

92.2 % 200분연료봉 무게 192.222 g 195.132 g

소결체 37.566 g 34.65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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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결과 및 분석

Hammering machine의 실험 조건별 회수율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 및 분석은 표 3-2-38에 나타내었다.

표 3-2-38. 조건 별 회수율 비교(시험편은 20개의 평균값)

횟수 무게 실험전 
무게

실험후 
무게 회수율 실험조건

1차 실험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94.671 g 94.671 g

98.6 % ․Baffle의 높이 : 10 mm
․연료봉 길이 : 20 mm연료봉 무게 77.290 g 77.531 g

소결체 무게 17.381 g 17.138 g

2차 실험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94.442 g 94.442 g

95.4 % ․Baffle의 높이 : 20 mm
․연료봉 길이 : 20 mm연료봉 무게 77.290 g 78.075 g

소결체 무게 17.152 g 16.367 g

3차 실험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94.801 g 94.801 g

92.1 % ․Baffle의 높이 : 30 mm
․연료봉 길이 : 20 mm연료봉 무게 77.290 g 78.67 g

소결체 무게 17.511 g 16.131 g

4차 실험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139.37 g 139.37 g

93.1 % ․Baffle의 높이 : 10 mm
․연료봉 길이 : 30 mm연료봉 무게 116.629 g 118.196 g

소결체 무게 22.741 g 21.174 g

5차 실험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141.081 g 141.081 g

94 % ․Baffle의 높이 : 20 mm
․연료봉 길이 : 30 mm연료봉 무게 116.629 g 118.096 g

소결체 무게 24.452 g 22.985 g

6차 실험

전체무게
(핵연료봉+소결체)

141.165 g 141.165 g

93.5 % ․Baffle의 높이 : 20 mm
․연료봉 길이 : 30 mm핵연료봉 무게 116.629 g 118.236 g

소결체 무게 24.536 g 22.926 g

7차 실험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230.935 g 230.935 g

95 % ․Baffle의 높이 : 10 mm
․연료봉 길이 : 50 mm연료봉 무게 192.222 g 194.150 g

소결체 무게 38.713 g 36.785 g

8차 실험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228.866 g 228.866 g

94.5 % ․Baffle의 높이 : 20 mm
․연료봉 길이 : 50 mm연료봉 무게 192.222 g 194.243 g

소결체 무게 36.644 g 34.623 g

9차 실험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229.788 g 229.788 g

92.2 % ․Baffle의 높이 : 30 mm
․연료봉 길이 : 50 mm연료봉 무게 192.222 g 195.132 g

소결체 무게 37.566 g 34.65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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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9∼41은 회수율(％), 회수시간(초), 압출 강도(kgf)의 값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3-2-99, 100은 회수율(％), 회수시간(초)의 값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3-2-101, 102는 각 실험의 시간대별 완파량, 반파량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39. 회수율

     연료봉 길이

 Baffle 크기
20 mm 30 mm 50 mm

10 mm 98.6 % 93.1 % 95 %

20 mm 95.4 % 94 % 94.5 %

30 mm 92.1 % 93.5 % 92.2 %

표 3-2-40. 회수 시간

     연료봉 길이

 Baffle 크기
20 mm 30 mm 50 mm

10 mm 65 분 80 분 140 분

20 mm 120 분 140 분 160 분

30 mm 160 분 160 분  200 분

표 3-2-41. 압축 강도

     연료봉 길이

 단위
20 mm 30 mm 50 mm

kgf 18.7 12.7 14.5



- 313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 20 30

Baffle 크기(mm)

회
수

율
(%

)

핵연료봉 20mm

핵연료봉 30mm

핵연료봉 50mm

      그림 3-2-99.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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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00. 회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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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완
파

 갯
수

1차 실험(Baffle : 10mm/핵연료봉 길이 : 20mm)

2차 실험(Baffle : 20mm/핵연료봉 길이: 20mm)

3차 실험(Baffle : 30mm/핵연료봉 길이 : 30mm)

4차 실험(Baffle : 10mm/핵연료봉 길이: 30mm)

5차 실험(Baffle : 20mm/핵 연료봉 길이:30mm)

6차 실험(Baffle : 30mm/핵연료봉 길이:30mm)

7차 실험(Baffle : 10mm/핵연료봉 길이:50mm)

8차 실험(Baffle : 20mm/핵연료봉 길이:50mm)

9차 실험(Baffle : 30mm/핵연료봉 길이:50mm)

그림 3-2-101. 시간대별 완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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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험(Baffle : 10mm/핵연료봉 길이 : 20mm)

2차 실험(Baffle : 20mm/핵연료봉 길이 : 20mm)

3차 실험(Baffle : 30mm/핵연료봉 길이 : 20mm)

4차 실험(Baffle : 10mm/핵연료봉 길이 : 30mm)

5차 실험(Baffle : 20mm/핵연료봉 길이 : 30mm)

6차 실험(Baffle : 30mm/핵연료봉 길이 : 30mm)

7차 실험(Baffle : 10mm/핵연료봉 길이 : 50mm)

8차 실험(Baffle : 20mm/핵연료봉 길이 : 50mm)

9차 실험(Baffle : 30mm/핵연료봉 길이 : 50mm)

그림 3-2-102. 시간대별 반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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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전 시험편의 상태, 실험중 시험편의 반파 상태, 실험후 시험편의 완

파 상태는 그림 3-2-103∼105에서 보는 바와 같다.

50 mm 30 mm 20 mm 

그림 3-2-103. 실험전 시험편의 상태.

20 mm 30 mm 50 mm 

그림 3-2-104. 실험중 시험편의 반파 상태.

50 m m  30 m m  20 m m  

그림 3-2-105. 실험후 시험편의 완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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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후 ball mill 용기속의 baffle 및 연료봉의 상태는 그림 3-2-106에서 

보는 바와 같다.

           

    Baffle 높이 10mm/봉 길이 20mm           Baffle 높이 20mm/봉 길이 20mm

            

     Baffle 높이 30mm/봉 길이20mm            Baffle 높이 10mm/봉 길이 30mm

            

    Baffle 높이 20mm/봉 길이 30mm           Baffle 높이 30mm/봉 길이 30mm

            

     Baffle 높이 10mm/봉 길이 50mm           Baffle 높이 20mm/봉 길이 50mm

그림 3-2-106. 실험후의 ball mill 용기 속의 baffle 및 연료봉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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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요약

  - Ball mill의 속도 증가는 회수 시간을 단축한다. 그러나 속도의 무한

정 증가는 불가능하며(ball mill 용기 이탈가능), 최대속도 300 rpm 상

에서 회수 시간이 결정되었다.

  - Ball mill 용기의 회전 시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회전수 및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Ball mill 용기 회전 시 용기가 길이 방향으로 왕복 운동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동 로울러와 아이들 로울러의 길이를 현재보다 길게 할 필요가 있

다. 

  - 절단 연료봉을 ball mill 용기 속에 입․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뚜껑 

및 손잡이를 원격으로 취급하기 쉽게 개조할 필요가 있다.

  - 연료봉의 안․밖에 미세한 가루의 상태로 소결체가 부착되어 있어 이

의 정확한 회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다

  - Baffle의 높이가 클수록 원심력에 의하여 ball mill 용기 내부에 ball 

및 연료봉이 끼어 있는 경우가 발생되며, baffle의 크기가 클수록 연

료봉으로부터 소결체를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소결체가 인출되는 것을 ball mill 용기를 열어 확인 전에는 알 수 없

으며, 이를 위하여 ball mill 용기 자체에 확인 가능한 구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Ball mill 용기 내부에 소결체가 압착상태로 묻어있기 때문에 회수하

는데 많은 문제점이 따르며, 이를 포집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할 필

요가 있다.

  - 연료봉은 장시간의 ball mill 용기 속에서 회전하므로 연료봉 자체의 

마모가 발생되고, 이는 ball mill 용기 내부에 잔류된 소결체와 함께 

가루 상태로 존제한다. 따라서, 소결체와 연료봉의 마모된 가루의 분

리 문제가 발생된다.

  - 연료봉을 분석하여 본 결과 연료봉의 길이가 길수록 모의 소결체를 

제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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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essing machine에 의한 소결체 인출 기술

(1) 장치의 개요

Pressing machine 장치에 의한 탈피복은 screw handle을 이용하여 

인출핀을 연료봉 속에 넣어 압출함으로써 소결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연료

봉을 길이 방향으로 압착하는 탈피복 공정은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연료

봉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료봉의 압착기법에 의한 연

료의 탈피복 공정은 3/8" SUS-tube를 사용하여 연료봉의 압착공정과 함

께 연료의 추출 공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서 입자에 의한 오염을 최소

화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길이가 다른 연료봉으로부터 소결체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압착기법에 의한 탈피복 방법에서는 실질적인 핵연료

가 담긴 연료봉을 사용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핵연료의 압축강도 및 도

를 갖는 연료를 제조하여 사용한다. 연료봉 속의 소결체 재료는 석고를 사

용하여 만들었다. 연료봉 속의 소결체를 추출하기 위하여 압착기법에 의한 

탈피복 방법을 이용하여 압착함으로서 핵연료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탈피

복을 쉽게 할 수 있다[81][83].

(2) 설계 및 제작 사양

Pressing machine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 실험용 연료봉은 20, 30, 

50 mm의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하 다. 절단된 연료봉을 길이 방향으로 

pressing machine를 이용하여 연료봉 속의 소결체를 인출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1차 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작업시 분진 확산문제로 2차 설계시 

분진확산 방지구조를 고려하여 설계 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설계 및 제작 

시에는 수동으로 장치를 운 하도록 설계하 다. 2차 설계시에는 연료봉 

속의 소결체를 효율적으로 인출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핸들 구조

로 설계 및 제작하 다. Pressing machine는 그림 3-2-10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rew handle, screw, screw nut, 볼 부싱, bady, load cell, 소결체 

인출핀, 소결체 고정 jig, fuel vessel, 베이스, jig 해체 볼트, indicator, 소

결체 고정 jig 지지대, 장치 높낮이 조절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ressing machine의 설계 사양은 다음과 같다.



- 319 -

  - Pressing machine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모의 연료봉의 길이는 20, 30, 

50 mm로 절단하 다.

  - 연료봉은 특수한 다이를 이용하여 연료봉을 pressing machine에서 

pressing하여 소결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또한 pressing 할 

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 다.

  - 다이의 단면적은 연료봉으로부터 소결체가 쉽게 분리되도록 핵연료 

단면적보다 약간 크게 하 다.

  - Screw handle의 단면적은 다이를 통하여 압착되는 핵연료의 단면적

보다 작게 하 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연료봉에 적용하기 위

한 기계적 보완이 쉽도록 하 다.

  - 다른 탈피복 방식에서 취급할 수 없는 길이의 연료봉에 적용할 수 있

도록 하 다. Pressing machine 기법에 의한 핵연료의 탈피복 기술은 

적절한 기계적인 개량을 통하여 다양한 핵연료의 탈피복에 일반적으

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 다.

  - 다이에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인출시에 pin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봉과 다이의 중심이 일치되도록 장비를 제작하 다.

  - Screw handle 부는 screw handle, screw, screw nut 및 볼 부싱 등

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 Screw handle 및 screw는 연료봉으로부터 소결체 인출시 많은 힘이 

가해지므로 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제작하 다. 

  - Screw handle은 소결체 인출시 취급이 용이하도록 4개의 손잡이를 

제작하여 부착하 다.

  - 볼 부싱은 φ  16mm 짜리 2개를 제작하여 양쪽에 각각 1개씩을 정교

하게 설치하 으며, screw nut는 6개를 제작하여 체결하 다.

  - Screw handle 부는 body 부와 정교하게 고정되도록 제작하 으며, 

소결체 인출시 흔들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다.

  - Screw handle 부의 끝 부분에 인출핀을 용이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bolt를 사용하 으며, 소결체 인출시 screw를 돌릴 때 많은 힘이 들

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screw nut 부에 oil 주입구를 만들어 oil을 쉽

게 주입할 수 있도록 가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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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dy부는 screw handle부, 소결체 고정 jig부 및 베이스부로 이루어

지며, 6개의 볼트를 제작하여 서로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 다.

  - Body 부 측면에 potentio meter와 indicator를 부착하기 위한 지지대

를 제작하여 설치하 다. 또한 이 기기에 연결된 케이블들은 소결체 

인출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곳에 정렬하여 설치하 다.

  - Load cell 부는 screw handle 외부에 볼 부싱과 볼 부싱 사이에 설치

하 으며, 케이블들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곳에 정렬하여 

설치하 다.

  - Load cell은 카스사의 model DBBP-500으로서 정 도는 500 kg ±0.2 

kg 이며, 이는 연료봉으로부터 소결체 인출시 인출 압축 강도의 Data

를 얻고자 하므로 정교하게 설치하 다.

  - 소결체 인출 pin 부는 지름 7.6 mm, 길이 50 mm로서 pin이 부러지거

나, 휘어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처리하 다. pin을 보호할 수 있는 

pin guide를 가공하여 설치하 다.

  - Jig 장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SUS 304를 사용하 으며, 고정 

jig 내에 연료봉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름 9.6 mm, 

깊이는 50 mm로 제작하여 설치하 다.

  - 인출 핀은 사용후핵연료봉 속의 소결체 인출이 용이하도록 지름 7.8 

mm, 깊이 20 mm로 하 으며, 연료봉을 쉽게 장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jig 해체 볼트를 제작하여 설치하 다.

  - 사용후핵연료봉이 들어갈 수 있는 내경(hole 지름 9.6 mm, 깊이 50 

mm)과, 소결체 인출 가능한 내경(holl 지름 7.8 mm, 깊이 20 mm)의 

지름이 1.8 mm 차이로 인하여 연료봉 속의 소결체를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제작하 으며, 소결체 인출시 파손되지 않도록 열처리를 하

다. 

  - 사용후핵연료봉이 들어가는 고정 jig 면을 정 하게 제작하 으며, 연

료봉을 쉽게 입․출할 수 있도록 고정 jig 및 jig 해체 볼트 개폐장치

를 정 하게 가공하여 설치하 다.

  - 사용후핵연료봉 속의 소결체를 인출할 때 인출 pin이 구부러지거나, 

파손시 인출 pin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볼트를 사용하 으며, 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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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고정하기 위하여 고정 jig 지지대를 가공하여 설치하 다.

  - Vessel 부는 fuel vessel의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높게하기 위하여 높

이 90 mm, 폭 200 mm, 길이 250 mm로 제작하 다.

  - Vessel의 뒷부분은 앞부분보다 낮게 하기 위하여 높이 60 mm, 폭  

200mm, 길이 250 mm로 제작하 으며, 또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SUS 304를 사용하여 용접으로 접합 제작하 다.

  - Vessel의 앞부분의 높이(90 mm)와 뒷부분의 높이(60 mm)를 서로 다

르게하여 경사지게 하므로서 연료봉 속의 소결체를 보다 용이하게 수

집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 Vessel를 쉽게 입․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vessel 바닦에 이송 

로울러 4 개를 설치하 다.

  - Vessel 내의 인출된 소결체를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폭 40 mm, 길이 

80 mm의 손잡이를 만들어 vessel 몸체 앞부분에 설치하 다.

  - 베이스 부를 fuel vessel, column 및 소결체 고정 jig 지지대에 정교하

게 설치하 다. 베이스 부의 규격은 길이 350 mm, 폭 300 mm, 높이 

120 mm의 크기로 제작하여 8개의 볼트로 고정 시켰다.

  - 베이스부는 보다 많은 중량을 받게되므로 견고하게 부착하 으며, 또

한 상부와 체결이 쉽도록 볼트로 체결하 다.

(3) 예비 실험

  모의 실험용 연료봉의 재료는 3/8" SUS tube 로서 핵연료 봉의 규격은 

외경 9.52 mm, 내경 7.7 mm의 튜브를 사용하 다. 모의 연료봉 속의 소

결체 재료는 석고를 사용하여 모의 핵연료 튜브 속에 넣어 건조해질 때까

지 대기중에 두었다. 건조해진 연료봉은 길이 20 mm, 30 mm, 50 mm의 

3가지 type으로 절단하여 실험을 하는데 사용하 다. 



- 322 -

Screw

Screw nut

Load cell

소결체 인출핀

소결체 고정 Jig

Jig 해체 볼트

소결체 집하 상자

높낮이 조정 볼트

스크류 핸들

Column

볼 부싱

Digaindigator

베이스

소결체 고정
Jig 지지대

그림 3-2-107. Pressing 장치에 의한 소결체 인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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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essing machine에 의한 소결체 인출 실험 

연료봉 길이에 따른 perssing machine의 소결체 회수율, 소요힘, 

소요시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길이별(20 mm, 30 mm, 50 mm)로 5회씩 소

결체 인출실험을 수행하 다.

(가) 실험 조건

     ○ 1차 실험  

    - 조건 : 실험 고정변수(회수율 ％), 연료봉 길이(20 mm, 30 

mm, 50 mm)

   - 결과

연료봉 길이

 구분
20 mm 30 mm 50 mm

회수율 (％) 98.8 93.1 96.1

     ○ 2차 실험  

   - 조건 : 실험 고정변수(힘 kgf), 연료봉 길이(20 mm, 30 mm, 

50 mm)

           - 결과

연료봉 길이

 구분
20 mm 30 mm 50 mm

힘 (kgf) 105.12 117.64 320.42

 

     ○ 3차 실험  

           - 조건 : 실험 고정변수(시간 초), 연료봉 길이(20 mm, 30 

mm, 50 mm)

           - 결과

연료봉 길이

 구분
20 mm 30 mm 50 mm

시간 (초) 13 14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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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결과

연료봉 길이

 구분
20 mm 30 mm 50 mm

회수율 (％) 98.8 93.1 96.1

힘 (kgf) 105.12 117.64 320.42

시간 (초) 13 14 22.6
 

(다) 실험 데이타 비교

Pressing machine에 대한 연료봉의 길이 20 mm, 30 mm, 50 

mm의 실험 데이타는 3-2-42∼4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2-42. 연료봉의 길이 20 mm

실험
회수

  연료봉길이

 구분

20 mm

실험전 

무게(g)

실험후 

무게(g)
힘(kgf) 시간(초) 회수율(%)

1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4.744 4.744

95.1 14 99.3
연료봉 무게 3.803 3.810

소결체 무게 0.941 0.934

2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4.856 4.856

85 12 99.5
연료봉 무게 3.938 3.943

소결체 무게 0.918 0.913

3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4.771 4.771

87.3 13 98.4
연료봉 무게 3.873 3.887

소결체 무게 0.898 0.884

4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4.810 4.810

98.6 12 98.2
연료봉 무게 3.867 3.884

소결체 무게 0.943 0.926

5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4.931 4.931

159.6 14 98.5
연료봉 무게 3.877 3.893

소결체 무게 1.054 1.038

평균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4.822 4.822

105.12 13 98.8연료봉 무게 3.872 3.883

소결체 무게 0.9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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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43. 연료봉의 길이 30 mm

실험
회수

 연료봉길이

 구분

30 mm

실험전 

무게(g)

실험후 

무게(g)
힘(kgf) 시간(초) 회수율(%)

1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7.066 7.066

15 14 99.8연료봉 무게 5.921 5.923

소결체 무게 1.145 1.143

2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7.311 7.311

168.8 14 94.6연료봉 무게 5.912 5.988

소결체 무게 1.399 1.323

3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7.154 7.154

66.9 13 97.1연료봉 무게 5.915 5.951

소결체 무게 1.239 1.203

4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7.03 7.03

201.3 15 96.3연료봉 무게 5.661 5.712

소결체 무게 1.369 1.318

5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6.993 6.993

136.2 14 77.8연료봉 무게 5.614 5.920

소결체 무게 1.379 1.073

평균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7.111 7.111

117.64 14 93.1연료봉 무게 5.805 5.899

소결체 무게 1.306 1.212



- 326 -

표 3-2-44. 연료봉의 길이 50 mm

실험
회수

연료봉 길이

 

구분

50 mm

실험전 

무게(g)

실험후 

무게(g)
힘(kgf) 시간(초) 회수율(%)

1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11.604 11.604

375.2 23 98.1연료봉 무게 9.473 9.513

소결체 무게 2.131 2.091

2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11.391 11.391

76 22 86.5연료봉 무게 9.462 9.723

소결체 무게 1.929 1.668

3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11.992 11.992

354.1 24 98.2연료봉 무게 9.556 9.600

소결체 무게 2.436 2.392

4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11.931 11.931

397.5 22 99.1연료봉 무게 9.575 9.594

소결체 무게 2.356 2.337

5회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11.809 11.809

399.3 22 98.5연료봉 무게 9.679 9.712

소결체 무게 2.13 2.097

평균

전체무게

(연료봉+소결체)
11.745 11.745

320.42 22.6 96.1연료봉 무게 9.459 9.628

소결체 무게 2.19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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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의 연료봉의 회수율, 압출시간 및 압출력, 회수시간 비교

   Pressing machine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모의 

연료봉의 길이별 회수율(％), 인출시간(초) 및 인출력(kgf), 회수시간(초)의 

비교도는 그림 3-2-108∼1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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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8. 길이별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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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9. 길이별 평균 인출시간 및 인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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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 길이별 회수 시간. 

(마) 실험 전후의 시편 상태

     시험편의 상태, 실험후 소결체 완파 상태, 실험후 연료봉의 완

파 상태는 그림 3-2-111∼1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50 mm 30 mm 20 mm 

  

그림 3-2-111. 실험전 시편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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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m 30 mm 20 mm 

그림 3-2-112. 실험후 소결체의 상태.

50 mm 30 mm 20 mm 

그림 3-2-113. 실험후 연료봉의 완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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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험 과정

     연료봉 안착 모양, 소결체 인출과정 상태, 인출후의 소결체의 

상태는 그림 3-2-114∼1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2-114. 연료봉 안착 모양.

그림 3-2-115. 소결체 인출과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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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6. 인출후의 소결체 상태.

(사) 실험 결과

  - 사용후핵연료봉 속의 소결체의 인출시작은 통신모듈을 통한 

load cell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 인출시 연료봉 내벽에 소결체가 미세하게 묻어 있다.

  -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시 연료봉의 길이가 길수록 인출핀에 많은 

힘이 소요된다.

  - 핵연료봉 인출시 핀과 연료봉의 중심을 일치하기가 어렵다.

  - 사용후핵연료봉으로부터 인출한 소결체를 회수하기가 쉽다.

  - 소결체 인출 작업시 소음 및 분진 발생이 없다.

  - 소결체 인출후에 연료봉을 제거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개조

시에는 원격취급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할 필요가 

있다. 

  - 사용후핵연료봉 50 mm의 소결체 인출시 실험장치의 load cell

의 제한 범위인 400 kgf를 초과하는 하중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load cell의 측정 제한폭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 지속적인 인출 과정에서 인출핀에 소결체가 묻어 이의 제거를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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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계식 소결체 인출장치 개선전의 장치 설계

(1) 장치 설계요건

본 연구의 1단계 실험 장치인 2개의 핸들을 이용한 소결체 인출장

치의 주요 매카니즘인 프레싱 장치는 소결체 회수율 실험 결과 회수율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치는 실제 사용후핵연료 취급시에는 사람이 

직접 접근할 수 없으므로, 실증용장치 설계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모의 

핵연료를 대상으로 한 원격으로 구동되는 소결체 인출장치를 설계하여 제

작하 다. 소결체 인출장치의 주요 설계요건으로는 모의 핵연료의 소결체 

회수율 향상과 유지․보수를 설정하 다. 설계요건에 따라 장치 제작 후 

매카니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 다. 2개의 핸

들을 이용한 소결체 인출장치와 비교하여 볼 때 주요 개선내용은 소결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프레싱 핀의 구조를 변경하 다. 그림 3-2-11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장치의 주요 구성부인 프레싱 핀 구동부를 모듈화하여 

원격으로 분해 및 조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장치의 크기는 길이 738 

mm x 폭 554 mm x 높이 1,162 mm 이며, 장치의 성능은 절단 길이 30 

mm의 모의 연료봉을 수직 방향으로 인출 die에 안착시켜 소결체를 자동

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다. 

(2) 설계 사양

장치의 주요부품 사양은 기계식 소결체 인출기술에 대한 현황 조

사․분석, 회수율 측정 실험 등을 통하여 모의 핵연료 소결체 인출장치 설

계 제작에 필요한 최적의 요건과 사양을 도출하 다. 장치의 주요 부품에 

대한 사양은 표 3-2-45∼4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2-45. 모타 부착 jack의 성능표

형별

모터 감속비 (H) 감속비 (L)

용량
(kw)

주파수
(Hz)

회전수
(rpm)

승강속도
(m/min)

허용하중
(kgf)

승강속도
(m/min)

허용하중
(kg)

56 0.75 60 1,800 1,878 920 6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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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6. AC 서버 모터 정격 및 사양

형식
(모터)

사양
(드라이버)

Flange Size
정격출력
(W)

정격토크

(N․m) (kgf․cm)

CN02 5,002 60 200 0.64 6.5

순시최대토크
정격회전속도
(rpm)

최대회전속도
(rpm)

회전자관성(=GD
2
/4)

(N․m) (kgf․cm) (kg․cm․s
2
) (kg․m

2
x10

-4
)

1.92 19.5 3,000 5,000 0.095 0.093

표 3-2-47. AC 서버 모터 드라이버 정격 및 사양(서버 FDA 5000C)

     항목

 형별

입력 전원 적용 모터

전원전압
전원용량
(kVAa)

전압형태
연속출력전류

(A)
최대출력전류

(A)

FDA-500
2C

3상 AC 
200∼230
(V)+10/-15
%, 

50/60(Hz)

0.8
3상 정현파 
구동형

AC 서버모터
2.1 6.3

정격파워 레이트
(kW/s)

엔코드 형식

중량(kgf)

표준 옵션

43.6 Incremental 2,000
Absolute11/13 bit 2,048 

(p/rev)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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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7. 소결체 인출장치 개선전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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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전의 장치 제작

본 장치는 크게 소결체 인출부와 공급 장치부로 구성되며, 소결체 

인출 장치부는 웜 기어를 사용하여 구동되며, 모터의 휠은 웜 기어를 구동

시켜 행정길이 조절 암이 안내 가이드를 따라 상하 작동을 할 수 있는 구

조로 제작하 다. 공급 장치부는 모의 핵연료 봉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소음이나 유격을 최소화하 다. 또한, 소결체 인출부와 공급 장치부의 주

요 부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동부는 2개의 모터로 구성되는데, 상부 

모터는 소결체를 인출하기 위한 인출핀 구동모터이고, 하부 모터는 지그 

회전판을 회전시켜 주는 모터로서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

으며, 인출시 고속 회전과 많은 힘이 전달되므로 견고하게 제작하 다. 

또한 인디게이터 및 로드 셀을 부착함으로써 소결체 인출장치 실험시 회

수율, 힘 및 소요시간 등의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본 장치는 30 mm의 모의 연료봉을 수직 방향으로 인출 die에 안착

시켜 소결체를 자동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그림 3-2-118은 소결체 인출장치 개선전의 제작품으로 장치 성능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장치의 모듈화에 의한 원격 분해․조립이 가능

하도록 하 다. 

소결체  회수부피복관  회수부

로드셀

압출  핀 소결체  고정  
jig  회전판

압출핀
구동모터

그림 3-2-118. 소결체 인출장치 개선전의 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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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전 모의 실험 조건 및 결과

모의실험 조건은 모의 고정 변수(회수율, 힘, 시간), 모의 연료봉 

수량(10 회), 모의 연료봉 길이(30 mm) 등의 3가지와 같다. 소결체 인출장

치를 이용하여 모의 연료봉으로부터 소결체와 연료봉을 회수하여 비교․

분석하 다. 표 3-2-48은 힘(kgf), 시간(초), 회수율(％)의 비교․분석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119∼121은 모의 소결체 회수율(％), 소결체 

인출 최대 힘(kgf), 1 주기 당 소결체 인출 힘(kgf)을 나타낸 것이다.

(5) 개선전의 운전 평가 결과

모의 사용후핵연료 기계식 소결체 인출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

행한 결과 분진이 발생(소량), 소결체의 회수율(회수율 98.57 ％) 저조, 소

결체 인출시 수량파악이 불가능, 스프링부의 이물질 생성(소량), 서보 모터

의 유지․보수 곤란, 회전판의 점조정 부정확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분진 포집장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브러싱 매카니즘, 소결체 인출시 수

량을 파악할 수 있는 카운터 메타기, 스프링부의 이물질 들어가는 것을 보

호하기 위한 스프링부의 보호막 설치, 서보모터 고장시 유지․보수가 쉽도

록 하기 위한 서보모터 위치변경, 모의 연료봉 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센서 설치, 회전판 점센서 조정 등의 장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라. 기계식 소결체 인출장치 개선후의 장치설계

(1) 장치 설계요건

본 장치의 개선을 위한 설계 요건은 기 제작한 모의 핵연료 기계

식 소결체 인출장치를 개선함으로서 실험 장치의 공정을 자동화하고 원격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며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개선전 장치의 문제

점 개선을 위하여 소결체 인출시 발생한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분진 포

집장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브러싱 매카니즘, 소결체 인출시 수량을 파

악 할 수 있는 카운터 메터기, 스프링부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보호하

기 위한 보호막 설치, 서보모터 고장시 유지․보수를 쉽도록 하기 위하여 

서보모터 위치변경, 모의 사용후핵연료봉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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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센서 설치, 회전 판 점 센서 구조를 개선하여 핵연료 기계식 소결체 

인출장치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 다. 모의 핵연료 기계식 소결

체 인출 장치의 개선후의 설계도는 그림 3-2-122에서 보는 바와 같다[85].

표 3-2-48. 개선전의 힘, 시간, 회수율

실험
횟수

          구분
 내용 실험전 무게(g) 실험후 무게(g) 힘 (Kgf) 시간 (초) 회수율 (%)

1

Tube 무게 5.397 5.414

161.9 6 98.8Tube+소결체 무게 6.861 6.861

소결체 무게 1.464 1.447

2

Tube 무게 5.409 5.431

96.1 6 98.6Tube+소결체 무게 6.969 6.969

소결체 무게 1.56 1.538

3

Tube 무게 5.405 5.429

98.7 6 98.5Tube+소결체 무게 7.012 7.012

소결체 무게 1.607 1.583

4

Tube 무게 5.417 5.432

100.6 6 99Tube+소결체 무게 6.962 6.962

소결체 무게 1.545 1.53

5

Tube 무게 5.445 5.452

95.6 6 99.3Tube+소결체 무게 6.424 6.424

소결체 무게 0.979 0.972

6

Tube 무게 5.482 5.508

96.8 6 98.3Tube+소결체 무게 7.005 7.005

소결체 무게 1.523 1.497

7

Tube 무게 5.498 5.501

193.5 6 99.8Tube+소결체 무게 6.626 6.626

소결체 무게 1.128 1.126

8

Tube 무게 5.419 5.467

146.2 6 96.4Tube+소결체 무게 6.753 6.753

소결체 무게 1.334 1.286

9

Tube 무게 5.432 5.461

146.2 6 98Tube+소결체 무게 6.874 6.874

소결체 무게 1.442 1.413

10

Tube 무게 5.492 5.507

100.3 6 99Tube+소결체 무게 6.917 6.917

소결체 무게 1.425 1.41

평균값

Tube 무게 5.44 5.534

123.59 6 98.57Tube+소결체 무게 6.864 6.864

소결체 무게 1.401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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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9. 개선전 모의 소결체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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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0. 개선전 모의 소결체 인출 최대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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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1. 개선전 1주기 당 소결체 인출힘.

(2) 소결체 인출장치 개선사항

모의 핵연료 기계식 소결체 인출 장치의 개선후의 제작품은 그림 

3-2-1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능 향상을 위한 주요 개선 부품은 분진 

포집 장치부, 브러싱 매카니즘부, 카운터 메타기부, 스프링 보호막부, 서보 

모터부, 모의 연료봉 투입 감지 센서부, 회전 판 점 센서 구조부 등이다. 

(가)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분진 포집 장치부

  - 분진 포집장치는 소결체 인출로 인한 미세분진 발생시 분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진 포집 장치를 설치하 다.

  - 분진 포집 장치는 소결체 인출시 분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

절한 위치에 설치하 다.

  - 분진 포집 장치를 제작하여 부착한 후 소결체 인출시 포집공정 수행

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 다.

  - 분진 포집 장치는 소결체 인출시 짧은 순간에 많은 힘이 소요되므로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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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진 포집장치를 설치한 후 소결체 인출시 다른 부품의의 기계적 파

손, 체결되는 부위 및 기계의 유격 등이 없도록 하 다. 

  - 분진 포집 장치의 기계 구조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 다.

  - 분진 포집 장치의 재료는 아크릴 판을 사용하고, 집진시설과 연결하

기 위한 후드를 설치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 다.

  - 분진 포집장치 설치 후 장치 내부의 고장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 다.

(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브러싱 매카니즘

- 브러싱 매카니즘 장치는 모의 연료봉으로부터 소결체 인출시 소결체

의 회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 다.

  - 브러싱 매카니즘을 제작하여 장치에 설치한후 장치운전시 브러싱 

매카니즘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 다.

  - 회전 테이블에는 4개의 작업 구멍이 있다. 첫 번째는 모의 연료봉 

절단장치에서 절단된 모의 연료봉을 투입하기 위한 투입 구멍이며, 

두 번째는 모의 연료봉이 투입되었는지를 감지하는 구멍, 세 번째는 

모의 연료봉에서 소결체를 인출하기 위한 구멍, 네 번째는 소결체가 

인출된 후 테이블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다. 브

러싱 매카니즘을 부착하기 위하여 네 번째의 구멍을 개선하 다.

  - 브러싱 매카니즘을 장착하여 소결체 인출후 연료봉 속에 남아 있는 

잔량의 소결체 제거가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 모의 소결체가 인출된 후에 튜브는 네 번째와 첫 번째 구멍 사이에

서 빠질 수 있도록 하 다.     

  - 브러싱 매카니즘을 부착하므로서 당초보다 회수율의 향상효과를 기

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 브러싱 매카니즘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 다.

(다) 소결체 인출시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카운터 메터기

  - 모의 연료봉으로부터 소결체 인출시 인출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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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 카운터 메터기의 센서는 장치 몸체에 부착하고 수량 파악은 콘트롤 

판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 다. 

  - 카운터 메터기 및 전기 판넬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곳에 부착

하 다.

  - 카운터 메터기는 고장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 다.

(라) 스프링부의 이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설치

  - 스프링부의 보호막은 소결체 인출시 먼지 등 주위 환경의 오염으로 

이물질이 묻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부에 보호막을 설

치하 다.

  - 스프링부의 보호막은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유연한 재질을 선

정하여 4개의 스프링부에 설치하 다.

  - 스프링부의 보호막을 설치하여 소결체 인출시 보호막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 Telescopic cover를 사용하여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 다.

  - 스프링부에 보호막을 설치한 후 틈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착하 다.

  -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설치하 다.

(마) 서보모터 고장시 유지․보수를 위한 서보모터 위치변경

  - 서보모터 고장시 유지․보수가 용이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함으로서 

고장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 다.

  - 서보모터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서 회전판에 연결된 기어에 백래시가 

생기지 않도록 하 다.

  - 서보모터의 위치 변경시 기 제작하여 부착된 부품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 다.

  - 서보모터의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회전판의 회전과 소결체 인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 다.

  - 고장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상부에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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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보모터의 위치를 변경하므로서 다른 부품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

다.

(바) 사용후핵연료봉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 센서 설치

  - 모의 연료봉 투입 감지 센서는 모의 연료봉이 소결체 인출 장치로의 

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하 다. 

  - 연료봉 투입 감지 센서를 설치할 때 소결체 인출 장치로부터 소결체 

인출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센서를 설치하 다.

  - 모의 연료봉 투입 감지 센서는 콘트롤 판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

다. 

  - 모의 연료봉 투입 감지 센서 설치 후 장치를 작동할 때 부착된 센서

는 흔들림이 없도록 하 다.

  - 모의 연료봉이 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의 연료봉 투입 장치

의 끝 부분인 투입구에서 감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다.

  - 연료봉 투입 감지 센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장치 운전시 파손될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작하 다.

  - 모의 연료봉 투입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장치의 오동작 여부를 감지

하도록 하 다.

(사) 회전 판 점 센서 구조개선

  - 회전판 점 센서는 소결체를 인출하기 전에 회전판의 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기 설치된 점 센서는 정확성 

결여)

  - 회전판 점 센서 설치 후 장치를 작동할 때 부착된 센서는 흔들림

이 없도록 하 다.

  - 회전판 점센서 설치시 센서의 정확성을 고려하 다.

  - 회전판 점 센서는 접촉 방식의 센서를 이용하여 원점 감지를 하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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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2. 소결체 인출장치 개선후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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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3. 소결체 인출장치 개선후의 제작품.

(3) 개선후 모의 실험 조건 및 결과

  모의 실험 조건은 모의 고정 변수(회수율, 힘, 시간), 모의 연료봉

의 수량(10 회), 모의 연료봉의 길이(30 mm) 등의 3가지와 같다. 소결체 

인출장치를 이용하여 모의 연료봉으로부터 연료봉과 소결체를 회수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표 3-2-49는 힘(kgf), 시간(초), 회수율(％)의 비

교․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124∼126은 모의 소결체 회수

율(％), 소결체 인출 최대힘(kgf), 1주기 당 소결체 인출힘(kgf)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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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9. 개선후의 힘, 시간, 회수율

실험

횟수

             구분

내용

실험전 

무게(g)

실험후 

무게(g)
힘 (kgf) 시간 (초) 횟수율 (%)

1

Tube 무게 5.694 5.705

82.1 6 99.1Tube+소결체 무게 6.952 6.952

소결체 무게 1.258 1.247

2

Tube 무게 5.5 5.512

98.5 6 99.2Tube+소결체 무게 6.981 6.981

소결체 무게 1.481 1.469

3

Tube 무게 5.702 5.712

90.1 6 99.0Tube+소결체 무게 6.744 6.744

소결체 무게 1.042 1.032

4

Tube 무게 5.419 5.431

83.5 6 98.8Tube+소결체 무게 6.462 6.462

소결체 무게 1.043 1.031

5

Tube 무게 5.494 5.502

100 6 99.2Tube+소결체 무게 6.535 6.535

소결체 무게 1.041 1.033

6

Tube 무게 5.497 5.509

82.4 6 98.7Tube+소결체 무게 6.446 6.447

소결체 무게 0.949 0.937

7

Tube 무게 5.492 5.499

82.4 6 99.3Tube+소결체 무게 6.545 6.545

소결체 무게 1.053 1.046

8

Tube 무게 5.41 5.429

118 6 98.8Tube+소결체 무게 6.962 6.962

소결체 무게 1.552 1.533

9

Tube 무게 5.399 5.41

82.8 6 99.1Tube+소결체 무게 6.636 6.636

소결체 무게 1.237 1.226

10

Tube 무게 5.702 5.543

143.6 6 98.4Tube+소결체 무게 7.074 7.074

소결체 무게 1.372 1.190

평균

값

Tube 무게 5.531 5.543

96.34 6 98.97Tube+소결체 무게 6.7337 6.7337

소결체 무게 1.203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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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4. 개선후 모의 소결체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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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5. 개선후 모의 소결체 인출 최대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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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6. 개선후 1주기당 소결체 인출힘.

(4) 개선후의 운전 평가 결과

모의 사용후핵연료 기계식 소결체 인출장치의 개선전의 문제점인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분진 포집장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브러싱 매카

니즘, 소결체 인출시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카운터 메타기, 스프링부의 

이물질 보호막 설치, 서보모터 고장시 유지 및 보수를 쉽도록 하기 위하여 

서보모터 위치변경, 모의 연료봉 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 센서 설

치, 회전판 점센서 구조 등을 개선하 다. 개선한 모의 핵연료 기계식 

소결체 인출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을 분석한 결과 분진

발생이 없으며, 소결체의 회수율 (회수율 98.57 ％ 에서 98.97 ％)이 향상

되었으며, 소결체 인출시 수량파악이 쉽고, 스프링부의 이물질이 생성하지 

않고, 서보모터의 유지 및 보수가 쉽고, 회전판의 점 조정 정확성 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 개선전과 후의 실험 비교

(1) 장치의 개선전과 후의 실험 비교결과

표 3-2-50은 개선전과 후의 동일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인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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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kgf), 시간(초)과, 장․단점, 유지․보수 사항 등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3-2-125∼126은 장치의 개선 전․후의 실험 결과 모의 소결체의 회

수율(％), 모의 소결체의 인출 최대 힘(kgf)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2-50. 개선 전․후의 실험 결과 비교

  장치

구분
장치 개선전 장치 개선후

회수율 98.57 (％) 98.97 (％)

힘 123.59 (kgf) 96.34 (kgf)

시간 6 (초) 6 (초)

장점
․서보 모터가 하부 프레임 속

에 있어 보기가 좋음 

․분진 포집부가 있어 포집 

하기가 좋음

․브러싱 매카니즘 설치로 인한 

회수율 양호

․카운터 메타기 부착으로 

소결체 수량 파악이 좋음

․스프링에 이물이 끼지 않음

․서보 모터 유지․보수가능

․모의 사용후핵연료봉 투입

  감지가 양호함

․회전 판 점 센서의 초점 

잡지가 좋음  

․벡레시 적음

단점

․분진을 포집하기가 어려움

․브러싱 매카니즘이 없어 

회수율이 저조함

․소결체 수량 파악이 불가

․스프링에 이물질 발생

․서보 모터 유지․보수 불가

․모의 사용후핵연료봉 투입 

감지 센서의 위치 부적당

․회전판 점 센서의 초점이 

잘 맞지 않음  

․서보 모터를 기어로 

링크하여 구동

․백레시가 많음

․서보 모터를 외부 상단에 

설치함으로서 미관상 보기

가 좋지 않음

유지/보수
․불편하고, 매니퓰레이트 조

작시 많은 어려움이 있음

․보다 간단하고, 매니퓰레이트 

조작이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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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7. 개선전․후 모의 소결체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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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8. 개선 전․후 모의 소결체 인출 최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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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체 인출 힘 측정 장치

      본 실험 측정 장치는 소결체 인출 과정에서 가해지는 인출 힘의 정

도를 측정하는 로드 셀의 전기적 신호의 측정값을 display하기 위한 장치

이다. 본 실험 장치는 측정 장치 내에 내장된 8051 CPU로 로드 셀의 전

기적 신호를 연산하여 측정 데이터 값을 외부로 display 할 수 있도록 되

어있으며, 또한 RS-232 통신으로 데이터를 외부 PC로 전송하도록 구성된

다. 그림 3-2-127은 디지털 인디게이터 전면 표시부를 나타낸 것이다.

DIGITAL   INDICATOR

1 2 3

4 5 6

7 8 9

* 0 #

KIN CAL OFL TEST STOP EMP

LOAD(kgf)

LENGTH(mm)

상태 표시부 DATA입력 키중량 표시부

그림 3-2-129. 디지털 인디게이터 전면 표시부.

○ 디지털 인디게이터 전면 표시부 

  - 상태 표시부 : 기기의 입력상태 또는 relay 출력의 동작상태 표시

     KIN --- 자료 입력중일 때 점멸

     CAL --- Calibration 중일 때 점등(0 모드상)

     OFL --- 과부하일 때 점등

     TEST --- 시험중 일 때 점등(데이터 통신상)

     STOP --- 시험 전이나 시험이 끝났을 때 점등

  - 중량 표시부 : 로드 셀에 의한 중량 표시, 자료 입력시 입력창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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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 자료 입력키 : 기기의 초기환경 및 리미터 입력용으로 사용한다.

○ 디지털 인디게이터 후면부 입, 출력 터미널

  - 터미널 1번 --- 접지 단자

  - 터미널 2∼7번 --- Relay 출력 단자

  - 터미널 8∼11번 --- 외부 스위치 단자

 COM 과 S/W1 --- 길이 표시부 zero 스위치

 COM 과 S/W2 --- Start/stop 스위치

 COM 과 S/W3 --- 하중 표시부 zero 스위치

  - 터미널 15∼20번 --- 로드 셀 입력단자

  - 전원 입력 : AC 250V 0.2A

○ 기능 코드 입력 정의 및 통신 프로토콜

  - 기능입력(0모드) : 기기의 입력과 출력 형태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하중 사용 range 선택(key 54)은 로드셀(최대 하중 측정치 : 800 

kgf)의 수량에 관계없이 1 또는 2의 range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림 

3-2-130은 로드셀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방법 선택(key 51) : 적합한 시험 방법을 선택하는 기능이다.

     "1"= 최대하중 측정시험(최대 하중과 최대 하중일 때의 길이 측정)

     "2"= 기준 하중을 입력하고 입력한 기준하중 값일 때의 길이측정, 기

준 길이를 입력하고 입력한 기준길이 값일 때의 하중 측정

     "3"= 하중 또는 길이를 일정간격으로 설정, 대응하는 길이 또는 하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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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LOAD CELL

SIG+

EXC-

SIG-

EXC+

SHILD

SELT

SIG+

EXC-

SIG-

EXC+

SHILD

SELT

그림 3-2-130. 로드 셀 결선도.

  - RS-232C 통신 방법 선택(key 52)

   ․Signal format

     Data bit - 8 Bit

     Stop bit - 1 Bit

     Parity bit - Non

     Code - ASCII 

   ․Data format

     "W,1,1,0,0,-XXXXXXX"

     W = Label

     1,1,0,0 = Relay 출력상태 (1 = 동작중, 0 = 비동작)

  - XXXXXXX = 중량 데이터 (부호 1자리, 데이터 소수점 포함)

  - RS-232C 통신 속도 선택 (key 53)

     PC 와 인디게이터를 연결시 통신 속도 선택

     "1"= 2400 bps

     "2"= 4800 bps

     "3"= 9600 bps

     "4"= 19200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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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미터 입력(0 모드)

     과부하로 인한 로드셀의 파손을 방지하거나 동력부를 제어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시험방법에 따라 일부 기능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

며, 입력방법과 기능은 아래와 같다.

   - Empty 입력(key 70)

     하중이 변하지 않은 “0” 범위를 말하며, 최대표시 값의 약 10％의 값

을 입력한다. relay 출력은 “COM" 과 ”EMP"로 free 출력된다.

   - 과부하 보호 리미터 입력(key 71)

     과부하 방지를 위한 기능으로 입력 값은 최대표시 값이나 또는 그 

보다 조금 낮게 입력한다. 

   - Hold out(key 73)

     최대하중을 검출한 후 어느 정도에서 시험을 종료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기능으로 입력은 “백분율”로 한다. 입력값은 1∼99를 중량의 소

수점과 관계없이 2자리만 입력한다.

사. 결과

모의 사용후핵연료 기계식 소결체 인출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체 인출

실험을 수행․분석한 결과, 장치 개선을 하기 전에는 분진이 발생(소량), 

소결체의 회수율(회수율 98.57 ％) 저조, 소결체 인출시 수량 파악이 불가

능, 스프링 부의 이물질의 생성(소량), 서보 모터의 원격의 유지 및 보수 

곤란, 회전판의 점조정 부정확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의 핵연료 기계식 소결체 인출장

치를 설계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 개선한 후의 모의 핵연료 기계식 소결

체 인출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체 인출실험을 수행․분석한 결과, 분진 발생

이 없었으며, 소결체의 회수율(회수율 98.97 ％)이 향상되었다. 소결체 인

출시 수량 파악이 쉽고, 스프링 부의 이물질이 생성하지 않고, 서보 모터

의 원격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고, 회전판의 점조정 정확성 등이 향상되

었음을 본 실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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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DUPIC 연료 조사장치 원격조립・절단기 개발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s) 핵연

료는 사용후 경수로 핵연료를 직접 재가공하여 중수로에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원 재활용 개념의 핵연료이다. DUPIC 핵연료의 특징은 약 0.6 ％

의 Pu를 비롯하여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물리적 및 

핵적성질이 일반 핵연료와는 다르다. 즉, 핵연료의 열전도도 핵분열 기체

방출 및 입자성장 등이 일반 핵연료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물

성의 확보와 노내거동 및 핵연료로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DUPIC 핵연료의 노내 조사시험은 소결체 조

사시험, 연료봉 조사시험, 연료다발 조사시험으로 구분되어 수행할 예정이

며, 연료봉 조사시험은 2002년부터, 연료다발 조사시험은 2003년부터 계획

하고 있다. 소결체 조사시험은 무계장 캡슐 및 계장캡슐을 이용한 모의 

DUPIC 핵연료의 조사시험으로 구분된다. DUPIC 핵연료는 경수로에서 사

용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므로 사람의 손으로 취급할 수 없고, 원격으

로 취급되어야 한다. DUPIC 핵연료 조사장치 원격 조립절단기 장비는 시

험하고자 하는 DUPIC 핵연료 및 관련 장치를 원격으로 조립하고 절단하

는 장비이다. 

  

(1) DUPIC 연료 조사장치

DUPIC 연료 조사장치는 DUPIC 핵연료의 조사 실험용으로 사용되

며, 원격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사장치는 그림 

3-2-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캡슐 하단부의 guide 부분, 중간부에 3개의 

mini-element로 구성된 element assembly, 상단부의 guide부 및 캡슐통으

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재료의 재질은 원자로 상부 구조물인 chimney와 

같은 재료이며, 열전도성이 좋고 가공성 및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Al 

6061 T6이다. 캡슐하부 고정단은 내열성 및 강도 특성이 우수한 지르칼로

이를 사용하여 제작하도록 설계하 다. 조사장치 원격 조립절단기 장비의 

주요 구성으로는 rod tip, guide, spring, collar, pin, bushing, lower 

endplate, dut tube, central rod, support tube-A, element assembly, 

support tube-B, upper endplate, top guide, grapple head lock, gr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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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clamping nut, set screw 등으로 이루어진다. Non-instrumented 

DUPIC capsule은 그림 3-2-131에 나타나 있다. 조사장치 원격 조립절단

기 장비의 크기는 총 길이 960.27 mm, 직경 56 mm로서 하나로에 장전되

는 무계장 캡슐의 크기와 동일하다.

Se
ct

io
n 

A
-A

그림 3-2-131. Non-instrumented DUPIC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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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ocking 그래플헤드, C형 멈춤링, C형 멈춤링의 원격파지기구 

DUPIC 연료 조사장치는 연구로 조사시험시 냉각수의 흐름에 의

하여 심한 진동을 받아, DUPIC 연료를 지지하고 있는 head부의 볼트 및 

고정 핀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탈될 수 있다. 즉, 기존의 헤드는 연료

를 지지하는 중심부 봉(center rod)을 볼트로 체결하여 지지하고 이 볼트

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볼트 외면을 소형 핀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이 

핀은 조사실험시의 진동으로 인하여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원격으로 분

해, 조립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진동에 의하여 이탈하지 

않고, 원격으로 분해, 조립이 용이한 새로운 구조의 locking 그래플 헤드를 

개발하 다. 또한, 이 헤드를 기계식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분해 조립할 수 있는 파지 기구를 제작하 다. 그림 3-2-132, 133은 C형 

멈춤링 원격파지기구, C형 멈춤링, locking 그래플 헤드의 설계도 및 제작

품을 나타낸 것이다.

(가) Locking 그래플 헤드

     Locking 그래플 헤드는 그림 3-2-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래플 헤드, 중심부 봉을 지지하는 clamping nut, 및 clamping nut의 이탈

을 방지하는 C형 멈춤링 등으로 구성되며, 직경은 25 mm, 길이는 54 mm 

로 기존의 헤드와 동일한 규격을 갖는다. 기존의 clamping nut는 내면에

만 tap이 있으나, 이의 외면에도 tap을 마련함으로써 1차적인 풀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 고, clamping nut를 고정시키는 핀 대신에 C형 멈춤링

을 사용하여 2차적인 풀림을 방지하도록 하 다. 

(나) C형 멈춤링

C형 멈춤링은 그림 3-2-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동에 풀리

지 않도록 강성이 큰 스프링 강을 사용하여 제작하 고, C형 멈춤링의 양 

끝단에 2개의 hole을 가공함으로서 파지기구로 멈춤링을 잡아 분해․조립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래플 헤드와 clamping nut의 재질은 기존의 헤드

부(SUS)의 내방사선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르칼로이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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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형 멈춤링의 원격파지기구 

   원격파지기구는 그림 3-2-1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 매

니퓰레이터에 부착되어 hot cell 내에 있는 조사장치의 head부를 분해 조

립하는 공구로 C형 멈춤링의 양 끝단의 2개의 hole에 파지기구의 gripper 

끝을 삽입하여 C형 멈춤링을 쉽게 파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위하여 

gripper부는 locking 그래플 헤드 속으로 쉽게 삽입될 수 있도록, “ㄱ”자 

형상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손잡이 부에는 파지기구가 기계식 매니퓰레

이터에 원격으로 쉽게 부착될 수 있도록 매니퓰레이터 어댑터를 부착하

다. 파지기구는 전체 길이 134 mm, 폭 87 mm, 두께 18 mm의 크기를 갖

으며, 재질은 오동작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열처리한 SM 45C를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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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2. Locking 그래플 헤드, C형 멈춤링, C형 멈춤링

      원격파지기구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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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정상 핵연료 집합체 취급/해체 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과정에서 정상적인 핵연료 집합체는 자동화된 

공정으로 해체를 할 수 있으나,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핵연료 집합체는 자

동화 공정으로 해체할 수 없다. 따라서 비정상 핵연료 집합체의 취급/해체

를 위해서는 고중량물의 핵연료 집합체를 원격으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원격조작 시스템(teleoperated system) 기술이 요구된다. 원격조작기

로 비정상핵연료 집합체를 원격으로 취급/해체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핵연료집합체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핵연료 봉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마치 조작자가 직접 조작하듯이 현실감 있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급/해체공구를 장착한 고하중 조작기를 이용하여 원격

조작으로 비정상핵연료 집합체를 취급 및 해체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고

하중 조작기는 기존 원자력시설에 사용중인 독일 Hans Walischmiller 

(HWM)사의 동력 매니퓰레이터를 성능 개선하여 사용하 으며, 입력장치

는 인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며 범용형의 구조의 6축 힘반  입력장치를 

개발하 다. 개선한 동력 매니퓰레이터와 개발한 힘반  입력장치를 연계

하여 힘반  연계제어시스템을 구축하 다. 동력 매니퓰레이터는 고감속비

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어 큰 가반중량을 가지는 반면에, 느린 동특성을 가

지기 때문에 조작기 관절 구동모터의 제어입력이 빈번히 포화되어, 시스템

의 불안정하게 되며 정교한 힘반  제어성능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한 

원격조작 힘반  제어기법과 힘/위치 제어기법을 개발하 다. 비정상핵연

료 집합체로부터 연료봉을 인출/취급하기 위해서는 top nozzle과 grid를 

원격으로 절단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top nozzle 절단공구

와 원격절단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 grid 절단공구와 연료봉 취급/인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또한 해체용 조작기를 이용한 비정상연료 집합체 

원격해체기술을 개발하 다. 

   

가. 비정상 핵연료 해체용 조작기 기술 개발

(1) 비정상 핵연료 해체용 조작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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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힘반  입력장치 개발

원격조작 시스템의 슬레이브 조작기로 사용되는 비정상 핵연

료 집합체 해체용 원격조작기는 별도의 입력장치(hand controller)를 조작

하여 구동된다. 따라서 슬레이브 조작기가 작업환경과 접촉하여 발생되는 

힘 정보를 조작자에게 전달해주어 조작자가 마치 슬레이브 조작기의 위치

에서 환경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는 힘반

 기능의 구현이 중요하다. 힘반  기능은 원격작업의 작업시간을 단축시

키고, 조작자의 실수를 줄이며, 슬레이브의 물체 또는 작업환경과의 접촉

력을 감소시켜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원격조작 작업에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이다. 힘반  입력장치는 조작자와 명령을 슬레이브 

조작기에 전달하고, 또한 슬레이브 조작기에서 발생되는 외부 환경과의 접

촉력을 조작자의 손을 통해서 조작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조작자와 슬레

이브 조작기를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입력장치는 마스

터 조작기로 불려지기도 한다.

① 힘반  입력장치 개발동향

힘반  입력장치는 기구학적 형태에 따라 크게 유사형

(replica type)과 범용(universal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유사형 입력장치

는 슬레이브와 비슷한 기구학적 구조이면서 동일하거나 축소된 기계적 형

태를 갖는다. 즉, 마스터와 슬레이브 각각의 관절에 대하여 1:1 대응

(one-to-one correspondence)기하학 구조와 제어 방식을 취한다. 유사형 

입력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1980년대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에서 개발한 ASM(Advanced Servo Manpulator)[16][17], ASM을 개

량한 BILARM[23] (Bilateral Arm) 그리고 국 AEA Technology 사의 

PUMA 260 과 PUMA 760 조합 매니퓰레이터[28] 등이 있다. 유사형 입

력장치의 각 관절구조는 슬레이브의 관절구조와 기구학적으로 서로 대응

하여 좌표계의 변환이 필요 없으므로 빠르고 안정된 응답을 얻을 수 있으

나, 특정한 슬레이브에 대하여 특정한 마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터의 

제작비용이 높아지며, 여유 자유도를 갖는 슬레이브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여유 자유도를 갖는 마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터 조작에 많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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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발생한다. 또한 메커니즘의 구조적 비선형성 때문에 미세한 위치제어

를 하기 위해서는 슬레이브 보다 크기가 큰 형태의 마스터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하여 조작자의 운전 부담이 가중되고, 힘반  정 도가 저하되며, 

제작비용이 증대된다. 이와 같은 유사형 입력장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1980년 후반부터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형태와 구조가 서로 상이한 

범용 메커니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범용 입력장치와 슬레이브는 기구

학 및 동역학적 구조가 서로 완전히 상이하며, 직각 좌표계에서 입력장치

의 핸드그립(hand grip)과 슬레이브 엔드 이펙터(end effector) 끝점의 위

치와 자세를 제어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제어방식은 좌표계 변환이 

요구됨으로 계산량 증대로 인하여 제어루프에서 시간지연(time delay)이 

발생하여 제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기구학적 상이성 때문에 

특이성(singular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범용 입력장치는 위에

서 언급한 유사형 입력장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원격조작시스

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슬레이브 종류와 형태에 구속받지 않으

므로, 입력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보다 유연성을 갖는다. 또한 유사형 입력

장치에서 적용할 수 없는 다양한 제어방식을 채택하여 실험 및 평가할 수 

있으며, 슬레이브의 기구학적 구조에 향을 받지 않으므로 다양한 슬레이

브와 쉽게 인터페이스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입력장치는 조작자로부터 입력되는 임의 위치와 자세 명령을 감지하여 

슬레이브에 전달하기 위해서 최소한 6 자유도의 구조를 갖아야 하며, 슬레

이브 엔드 이펙터에서 발생되는 반력, 촉각정보를 조작자에게 전달시키기 

위한 힘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힘반  범용 입력장치로는 

미국 JPL의 Hand Controller[29], Catholic 대학의 PFORCH[30], 독일의 

PUSH[31], Toshiba 핸드 콘트롤러,  Mitsui Engineering 사의 FF 

Joyarm(그림 3-2-134) 및 Cyber Systems 사의 PER-Force(그림 

3-2-135) 등이 있다. 

유사형 입력장치는 슬레이브의 각 관절과 기구학적으로 대응하므로 관

절별로 힘반  제어를 구현할 수 있으나, 범용 입력장치는 관절별 제어방

식을 구현할 수 없으므로 입력장치의 손목(wrist) 관절들을 핸드 그립의 

중심에서 서로 직교시켜 이를 슬레이브의 엔드 이펙터의 손목 관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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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킴으로서 힘반  기능을 구현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은 조작자의 손과 

슬레이브 말단장치 사이에 공간상의 일치감을 제공하므로 조직성을 향상

시킨다. 표 3-2-51은 대표적인 범용 입력장치의 관절 운동범위, 작업 역, 

위치정도, 최대출력 힘/토크, 및 힘반  방식 등 설계사양을 나타낸다. 표 

3-2-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용 힘반  입력장치의 작업 역은 운전자가 

쉽게 구동할 수 있도록 0.001∼0.05 m 3정도이며 운전자가 구동시켜야 하

는 최대 힘은 대략 20∼30 N 정도이다. 힘반  제어방식은 Toshiba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별도의 힘측정 센서를 사용치 

않는 위치기준형 방식을 사용하 다. 

그림 3-2-134. Mitsui Engineering 사의 FF Joy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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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5. Cyber Systems 사의 PER-Force.

표 3-2-51. 힘반  입력장치의 종류 및 특성

제작회사 JPL  Cybernet  Toshiba Mitsui.Eng

Model  JPL-C  PER-Force  FF-Joyarm

 운동범위

 J1,J2 =33.5〫

 J3=31.8cm

 J4=326˚,

 J5=295˚

 J6=340〫

X,Y,Z=10.16cm

Yaw, Pitch=90〫

Roll=180〫  

X,Y,Z=15cm

Roll=180〫

Pitch=90〫

Yaw=180〫

X,Y,Z=8cm

Yaw, Pitch,

Roll=40〫

 작업 역 0.053 m 3 0.001 m 3 0.003 m 3 0.0056 m 3

위치정도

 J1,J2 =0.016〫

 J3=0.76cm

 J4,J5,J6=0.028〫

X,Y,Z=7 × 10 - 3cm

Roll, Pitch,

Pitch =0.01〫

NA NA

최대 

힘/토크

출력

35.6 N/ 1.6Nm 89-111N/NA 25N/0.45Nm 19N/1.5Nm

힘반  

방식/센서

위치오차/

Encoder

위치오차/

Encoder

힘오차/

힘/토크

위치오차/

En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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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힘반  입력장치 설계 및 제작

원격조작기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해체 및 핫셀 내 공

정장비의 원격 분해/조립 등과 같은 정교한 원격조작 작업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원격조작기와 작업 대상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접촉력, 충격력, 및 

이송 대상물의 무게감 등을 핫셀 밖의 작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핫셀 내부의 슬레이브 조작기를 구

동하는 입력장치(핫셀 밖에서 작업자가 구동)에 슬레이브 조작기와 작업 

대상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과 같은 힘을 발생시켜 입력장치를 구동하는 

작업자에게 이 힘을 느끼게 해주는 힘반  기능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힘반  입력장치는 여러 대의 슬레이브 조작기

(FARA, 동력 매니퓰레이터 등)를 구동시킬 수 있는 범용 조작기이다. 이

와 같은 범용 조작기는 서두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원격조작 작업은 물론 

원자력 시설의 해체 등과 같은 고하중 작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힘반  입력장치 설계조건 및 고려사항  

             원격조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작자가 마치 원격작업 환

경에서 본인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것 같은 느낌(transparency)'을 갖도

록 하는 것이고, 입력장치를 사용하여 슬레이브를 조작하면서 조작자에게 

제공되는 시각, 촉각, 청각을 통하여 원격 현실감(sence of telepresence)을 

성취하는 것이다. 입력장치의 기계구조, 구동 액튜에이터, 센서, 및 제어루

프 구현 등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transparency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

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장치의 transparency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Fisher, 

Diniel, Siva[86]가 제시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설계에 반 하 다.

- 위치 대역폭(position bandwidth)

  위치 대역폭은 슬레이브가 입력장치의 위치를 따라가는 서보루프의 

대역폭이다. 일반적으로 10 Hz이상이 안정되고 만족할 만한 제어를 할 

수 있고 조작자가 느끼기에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대역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링크와 동력 전달 장치의 강성(stiffness)이 커야 한다. 

- 힘 대역폭 (force bandwidth) 

  힘 대역폭은 슬레이브에서 발생한 힘을 마스터 측에 전달시켜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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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속도를 나타낸다. 힘 대역폭이 낮을 경우 슬레이브의 접촉상태를 

조작자에게 늦게 전달시켜 주기 때문에 슬레이브의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조작자가 슬레이브의 환경을 즉각 인지할 수 있기 위해

서는 힘 대역폭이 커야하며 요구되는 최소 값은 300 Hz 정도이다.

- 역구동성 (back driveability)

  입력장치가 조작자와 슬레이브 사이의 중간 매개체로서 양방향으로 

명령신호와 센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은 역구동이 가능하

여야 한다. 따라서 하모닉 드라이브와 같은 동력 전달 장치는 역구동

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업 역 (volume of operation)

  입력장치의 작업 역은 중요한 설계 변수이다. 작업 역이 작으면 조

작자의 오조작 가능성과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반면, 작업 역이 크

면 입력장치와 슬레이브 사이의 알고리즘의 적용 및 입력장치의 설계

가 용이해진다.

- 마찰 (friction)

  정지마찰이 크면 마스터를 구동하기 위한 최소의 힘(force threshold)

이 커져서 조작자의 힘을 느끼는 감도가 저하된다. 운동 마찰이 크면 

조작성이 떨어지게 된다. 

- 백래쉬 (backlash)

  마스터와 슬레이브 양쪽의 백래쉬는 두 조작기 모두에 존재하며 힘반

 감도 및 위치재현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백래쉬를 줄여야 하지

만, 백래쉬는 다른 설계변수와 맞물려 있으므로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

다. 예를 들어, 백래쉬를 줄이기 위해서 백래쉬 방지 기어를 쓸 경우 

마찰이 증가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 평형성 (counter balancing) 

  메커니즘의 불균형은 조작자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메커니

즘에 사용된 부품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무게 균형이 잘 이

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부품을 적절히 배치하여 정적

인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더라도 마스터 조작기를 조작함에 따라 무

게 균형의 상태가 변화된다. 따라서 동적인 상태에서 중력을 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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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주어야 한다. 중력보상 방법에는 기구적인 중력보상과 전기적인 중

력보상 방법이 있는데 기구적인 중력보상은 제어와 작동이 쉬운 반면 

질량과 관성이 첨가되는 단점이 있고, 전기적인 중력보상은 질량과 관

성이 커지지는 않지만 구동기의 용량과 중력 보상에 필요한 계산량이 

증대된다.

- 최대 속도, 최대 가속, 최대 힘/하중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은 조작자가 충분히 느낄 정도의 속도와 가속

도로 움직일 능력을 가져야 한다. 보통 1 m/s의 속도와 1 m/ s
2의 가

속도가 적당하다. 마스터의 하중에 대한 수용능력은 사람 팔의 힘과 

비슷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8 ㎏이 충분하다. Millman[87]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마스터 조작힘과 토크는 10 lb의 힘과 1 lb-ft의 토크가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 크로스 커플링 (cross coupling)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의 좌표계 변환에 따른 계산부담을 줄이고, 기

구학을 간소화하기 위해 각 링크 관절들의 커플링을 제거한다.

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하여 힘반  입력장치의 설계를 최적화 하 다. 

개발된 입력장치는 수직 다관절형 기구와 조이스틱의 구조를 조합한 형태

로 구성함으로서, 넓은 동작범위를 가지며 조작자가 앉은 자세에서 팔꿈치 

이하의 정교한 조작 기능을 동원하여 전체 매니퓰레이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입력장치의 길이는 그림 3-2-136에 보인 바와 같이 

사람의 팔꿈치 이하 손까지의 길이와 동일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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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6. 힘반  입력장치 구조.

  ㉯ 힘반  입력장치 설계‧제작

  힘반  입력장치는 작업자가 편안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보통 의자의 오른쪽 팔걸이에 해당하는 부위에 설치된

다. 제작한 입력장치는 회전관절 5축, 직선운동부 1축, 3 채널(channel)의 

손잡이(joy stick) 및 외부를 감싸는 덮개 판으로 구성된다. 각 관절의 회

전 또는 직선 운동은 6개의 서보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며 조작기의 총 중

량은 대략 21 ㎏ 미만(6개 서보모터 총 중량 13.2 ㎏) 이다. 또한 외부를 

감싸는 덮개 판은 FRP 또는 경량의 박판으로 제작하여 전체 중량을 감소

시켰다. 입력장치의 세부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동부 및 구조

    각 축의 구동부에 사용되는 동작범위, 구동력 전달방식 

및 모터의 사양은 표 3-2-5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각 축별 세부 설계사

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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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2. 힘반  입력장치 사양

축번호 동작범위 모터형번
모터규격

(축길이제외)

모터무게

(kg)

구동토크

(kg-cm)

구동력 

전달방식

1 120° CSM-08 R80×L142 3.4 26 직렬

2 90° CSM-08 R80×L142 3.4 26 직렬

3 150 mm CSM-04 R60×L121 1.7 13
String&

pulley

4 180° CSM-04 R60×L121 1.7 13
String&

pulley

5 180° CSM-04 R60×L121 1.7 13
String&

pulley

6 360° CSM-A5 R40×L70.5 0.4 1.62 직렬

그림 3-2-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축 구동부는 힘반  조작기의 2∼6

축 및 조이스틱을 수평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의자의 옆면에 설치된다. 1축

의 guide 및 지지대는 조작기의 길이방향의 좌․우로 조작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 다. 2축 구동부는 조작기의 3∼6축을 중력 방향

으로 회전시키며 중력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모

터의 용량이 설계 사양보다 다소 증가해도 무방하나 동작범위 내에서 기

계적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모터의 길이를 142 mm 이하로 하 다. 3축 

구동부는 팔 받침대를 직선 운동시키는 데 사용되며 모터의 토크는 와이

어-풀리 방식으로 전달된다. 즉, 와이어의 중앙부에 slider를 설치하고 

slider에 팔 받침대를 부착함으로써 팔 받침대의 직선운동이 이루어진다. 

slider를 안내하는 linear guide는 행정거리가 150 mm 인 소형 경량의 제

품을 구입하여 개조하 다. 직선 stroke는 1축 모터를 중심으로 전진방향

으로 75 mm, 후진 방향으로 75 mm가 이동 가능하다.

한편, 3축 구동부가 직선 운동함에 따라 각 모터에 작용하는 모멘트 팔

의 길이가 달라지며 결국 모터에 작용하는 외부토크가 수시로 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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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우에 따라 모터의 출력 토크를 증폭시킬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를 대비하여 구동 토크를 전달하는 pully의 직경을 변화시켜 감속 

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4축 구동부는 손잡이를 중력의 수평방향으

로 회전시키며 팔 받침대의 끝에 부착하 다. 4축 모터와 관절부위는 와이

어-풀리 방식으로 동력 전달이 이루어진다. 3축의 팔 받침대가 앞으로 전

진함에 따라 4, 5축 모터가 2축 모터와 충돌․간섭하지 않도록 4, 5축 모

터를 2축 모터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 으며, 또한 팔 받침대가 전진할 

때 4축 또는 5축 모터가 linear guide 등과 충돌․간섭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ㄷ자 설치 대 필요)하 다. 5축 구동부는 손잡이를 중력방향으로 회

전시키며 4축 모터와 같이 팔 받침대의 끝에 부착된다. 모터와 관절 부위

의 동력은 와이어-풀리 방식으로 동력이 전달되며 모터축과 관절 축의 방

향이 서로 수직이므로 2쌍의 풀리를 조합하여 동력이 전달되도록 하 다. 

또한, 다른 축들과는 달리 5축 모터의 토크는 5축 구동부의 무게 중심이 1

축 지지 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중력 방향의 힘을 이겨내야 하므

로 모터에 가해지는 모멘트가 크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모터의 구동토크

를 증폭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는 풀리의 지름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대략 2배까지 증폭 가능). 6축 구동부는 손잡이(joy stick)

를 길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6축 관절에 직접 연결하 다. 6축 모터를 설

치할 때의 주의 점은 커플링, 베어링 등의 설치에 따라 전체 구동부의 길

이가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5축 모터에 가해지는 모멘트가 설계 토크보다 

커 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설치 부위의 길이를 짧게 하 다. 6축 구동

축의 끝단에는 조작자가 손으로 쥐고 조작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부착하

다. 손잡이의 상단에는 2개의 전기적 신호를 개폐할 수 있는 푸시버튼

(push button)이 부착되어 로봇 그리퍼의 개폐 및 비상정지 신호를 손잡

이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조작자가 힘반  입력장치에 팔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입력장치를 구동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터 및 입력 장치 부품을 덮는 덮개 판을 

가공하여 조작기에 설치하 다. 덮개 판은 3개로 구성되는 데, 첫 번째 덮

개 판은 작업자의 팔을 기댈 수 있도록 넓은 홈이 마련되어 있으며 뒤쪽

에 4축 모터 및 5축 모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두 번째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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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은 손잡이를 지지하는 4축, 5축 및 6축 구동부를 감싸는 덮개판으로 4, 

5, 6축을 동시에 감싸는 덮개 판과 4, 5축과 6축을 별도로 감싸는 덮개 판

으로 가공하 다. 덮개 판의 중량을 가급적 작게 하여 사용되는 모터의 용

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덮개 판의 재질을 FRP로 선정하

다. 

    ㉡ 제어 시스템

마스터 입력장치의 힘반  구동을 위해서 각축 모터의 

힘제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모터 드라이버 및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모터 드라이버로는 삼성전자(주)에서 개발한 CSD형 교류 서보 드라이버

를 사용하 으며, 용량은 각 모터에 맞추어 선정하 다. 표 3-2-54에 도입

한 드라이버의 사양이 주어져 있다. CSD형 드라이버는 모터의 위치 및 

속도제어 뿐 아니라, 토크제어가 가능하여 힘반  기능의 구현에 적합하

다. 또한 각종 제어 명령을 외부통신을 이용하거나 아날로그 지령신호를 

인가하여 직접 구동할 수도 있어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어기와 접

속이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다. 모터의 제어기로는 Motion Engineering사

에서 개발한 DSP(digital signal processor) motion control board를 사용

하 다. 이 제어기는 고속 연산소자인 DSP를 도입하여 동시에 8개의 구

동기를 폐루프 제어할 수 있다. 

모든 모터의 케이블은 과도하게 꺾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동부 또는 

덮개 판 밑으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 으며, 특히 4, 5, 6축 모터

는 팔의 전후 방향으로 75 mm씩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 다. 또한, 모든 

케이블은 1축 모터의 옆 또는 밑으로 나와 의자 옆에 설치될 모터 드라이

버와 커넥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커넥터 처리한다. 제작된 힘반  입력장

치는 그림 3-2-1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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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3. 입력장치 모터 드라이브 사양

전     원 단상 220V +10,  -15％  50/60Hz

제 어 방 식 IPM 이용 PWM 제어 (정현파)

위 치 출력사양 Encoder A, B, Z상 출력 (MC3487 Line Driver)

외부 입력
Servo On/Off, P제어, 정/역방향 회전금지, 

정/역방향 전류제한, Alarm Reset

외부 출력
TG_On, Brake제어, Servo Alarm/Code (3bit), 

속도형 : 속도일치신호, 위치형 : 위치일치신호

D/A 출력
속  도 ±1.5V / 정격속도

토  크 ±1.0V / 정격토크

외부 Display 7-segment

외부 통신 Digital Jog로 운전, RS-232C lch.

속

도

입

력

속도제어 범위 1 : 3,000

속

도

변

동

부 하  변 동 0 ∼ 100％ : 0.01％ 이하 (정격 속도에서)

전 압  변 동 110/220V +10, -15％  50/60Hz : 0.01%

온 도  변 동 25±25℃ : ±0.01％ 이하 (정격 속도에서)

주 파 수  변 동 250Hz (JL = Jy)

가/감속 시정수 

설정
0 ∼ 10 sec

속

도

/

토

오

크

입

력

속

도

정격 속도 지령 DC ±6V (출하시 정격속도에서 6V로 설정됨)

입력 임피던스 약 30kΩ

회로 시정수 약 47μs

토

오

크

정격 토오크 

지령
DC ±3V (출하시 정격토크에서 3V로 설정됨)

입력 임피던스 약 30kΩ

회로 시정수 약 47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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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7. 힘반  입력장치 형상.

(나) 해체용 고하중 조작기 개발

① 기존 고하중 동력매니퓰레이터 시스템 개선

  ㉮ 기존 시스템의 사양과 문제점

  사용후핵연료 원격취급장치 개발과제에서 비정상 핵연료 해

체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독일 Hans Walischmiller(HWM)사의 동력 매니

퓰레이터는 크게 bridge, carriage, hoist, telescope, 다관절 동력 매니퓰레

이터, 제어장치 및 스위치형 조작반으로 구성 되어있다. Telescope는 7,000 

N, 매니퓰레이터는 1,000 N, hoist unit은 10,000 N의 높은 가반하중을 갖

고 있어 원자력 시설에서의 중량물 이송이나 절단, 파지 등의 작업에 적합

하다. 그러나 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의 운전이 단지 조작자의 육안을 통한 

스위치 조작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력 매니퓰레이터 관절부위의 

어깨부분, 팔꿈치부분 그리고 손목부분에 광학위치센서(encoder)를 장착하

고 수동조작반의 배선을 PC에 연결하여 조작하는 방식으로 일부 개조하

다.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사양과 외부 형상은 표 3-2-54와 그림 

3-2-138, 3-2-139에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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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4. 동력 매니퓰레이터 사양

 Crane bridge

 Span

 Speed

 Horizontal force

 Travel

 mm

 m/min

 N

 mm

 4600

 0∼8

 0∼1000

 7000

 Carriage

 for telescope

 Speed

 Horizontal force

 Travel

 m/min

 N

 mm

 0∼8

 0∼1000

  ----

 Hoist Unit

 Lifting force at load hook

 Lifting height of hook

 Lifting speed

 Speed

 Horizontal force

 N

 m

 m/min

 m/min

 N

 10000

 10

 4,6/1,2

 5

 500

 Telescope

 Lifting force at load hook

 Lifting height

 Lifting speed

 Rotation 

 RPM

 Torque

 N

 mm

 m/min

 degree

 rpm

 N-m

 7000

 2400

 4,6/1,2

 cont.

 0∼3

 0∼600

 Manipulator arm

 Carrying capacity at hand

 max. length of manipulator 

 arm(from telescope center)

 N

 mm

 1000

 1395

 Shoulder joint

 with overload slip

 clutch

 Upper arm pivot

 Upper arm length

 Upper arm RPM

 Upper arm weight

 degree

 mm

 rpm

 kg

 270

 400

 0∼6

 40

 Upper arm

 Lower arm pivot

 RPM

 Lower arm length

 Lower arm weight

 degree

 rpm

 mm

 kg

 270

 0∼8

 300

 25

 Lower arm
 Wrist pivot

 RPM

 degree

 rpm

 cont.

 0∼700

 Wrist
 Length with hand

 hand weight

 mm

 kg

 47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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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8.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개략도.

전동톱

광학위치센서

힘/토크센서

그림 3-2-139.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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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조작방법

  조작반은 그림 3-2-140과 같이 매니퓰레이터의 그림이 그려

져 있는 수동 제어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속도 및 힘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크기 500 x 280 x 70mm). 속도의 조절은 매니퓰레이터 그림의 

각 구동 축에 해당되는 부분에 부착되어있는 레버 스위치를 전 방향 및 

후방 향으로 돌려 속도입력을 주며 스프링에 의해 중앙의 Off 상태에 자

동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힘 조절은 토크 제한 스위치를 돌려 모터에 공

급되는 전류 제한치를 설정한다.

ON

OFF
E-STOP

24V 12V 15V

속도조절 Switch

힘 조절 Switch

그림 3-2-140. HWM사의 수동 제어반.

기존 앰프(amplifier)는 그림 3-2-141(b)의 제어장치 내에 그림 3-2-142

와 같은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potentiometer를 조정하여 모터 출력 측

의 전류를 제한하며, I×R 보상방법에 의해서 속도와 힘을 상호 가감한다. 

제어장치 내에는 매니퓰레이터 관절 9개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카드 식의 

앰프가 9개 설치되어 있다. 표 3-2-55는 9개의 앰프사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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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작반 (b) 제어장치(a) 조작반 (b) 제어장치

그림 3-2-141. 기존 동력 매니퓰레이터 제어장치의 구조.

E-

E+

Output

Zero for output

Direct

Nominal value

Speedmeter

Zero

470

R2 Pv R3

R5

R1

R4

Pk

R2  2.47kOhm
R3  5.76kOhm
Pv       5kOhm

그림 3-2-142. 기존 앰프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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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5. 기존 앰프 사양

 Wrist/ Elbow-joint/

 Shoulder joint/

 Telescope rotation/

 Carriage/Crane bridge/

 Hand opening-closing/

 Hand rotating/

 Hand Extension/

 Nominal output voltage +/-32 V 

 for load current 14 A

 Nominal output voltage +/-30 V 

 for load current 3.2 A

 Time lag lead fuse 4A  Time lag lead fuse 1.6 A

 Mains contact(shock proof

 plug) 220 V, 50 Hz

 Mains contact(shock proof plug) 

 220 V, 50 Hz

 Power consumption approx. 

 550 VA

 Power consumption approx. 

 180 VA

  ㉰ 고하중 동력매니퓰레이터의 성능개선

  고하중 동력매니퓰레이터의 4개의 관절에 광학위치센서

(encoder)를 부착하고 PC와 연결하여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 다. 

이 때 PC와 encoder 그리고 기존 앰프와의 연결은 미국 Motion 

Engineering사의 PC/DSP 다축제어기를 사용하 다. 이 다축제어기는 최

대 8개의 서보모터를 실시간 제어할 수 있으며, digital I/O포트를 이용하

여 16개의 DC모터를 구동할 수 있다. 또한 16비트 A/D변환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센서 신호의 입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2-143에 다

축제어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 앰프성능 개선

   기존 독일 HWM사의 앰프는 단순한 트렌지스터 형으로 

IR compensation 방식의 구동만이 가능하여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응답속

도가 떨어지며 비정상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를 위해 개발한 “범용 입

력장치를 이용한 원격절단 알고리즘”에서 요구되는 토크제어가 불가능하

다. 따라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원하는 성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앰프의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개선된 앰프의 내부구조는 그림 3-2-144와 같다. 앰프의 개선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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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절단시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telescope 

rotation,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부분에 해당하는 앰프를 교체하 으며 

마그네틱 절환스위치를 설치하여 기존 앰프와 개선된 앰프를 선택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앰프 모듈은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앰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분의 자리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개선을 할 수 있게 하 다.

2105
DSP

16 bit D/A

Pulse
Generator

8255

8254

A/D

Memory

Encoder
Feedback

Host

D
A

TA
      B

U
S

8 Channels
12 bit

3-16 bit
counter/
timers

72 TTL
I/O Lines

Analog Motor
Signals

Step/Direction
Signals

Encoder
Input

Controller
Serial Data

그림 3-2-143. DSP 다축제어기의 구조.

Terminal

DC 30V, 15A, 500W
14 pin 커넥터 4EA Signal line

14 pin 커넥터  2EA

3층

2층

1층

hole

Cable lane

IN OUT

AC 240V
3P, 6KW

Magnetic sw

AMP AMP

POWER
SUPPLY

Free space for additional
amp.

AMP
지령

NFB

그림 3-2-144. 앰프모듈의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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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시스템은 기존시스템의 앰프와 파워서플라이를 교체한 시스템이

다. 앰프는 미국 AMC(advanced motion control)사의 A50 시리즈중의 하

나인 30A8이며 파워서플라이는 동 회사의 PS1600W 모델을 사용하 다. 

개선된 시스템에 적용된 30A8 앰프는 PWM 방식으로 토크모드, 타코모

드, 전압모드 및 IR 보상모드로 제어가 가능하며 각 모드에 대한 제어입

력 값은 앰프에 전압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2-145는 

개선된 앰프 모듈의 형상을 나타낸다.

파워서플라이

개선된 앰프

그림 3-2-145. 앰프모듈의 내부형상.

제어 입력 값은 C-language를 사용하여 pentium PC에서 생성된다. 앰

프에 인가되는 제어입력 값은 DSP형 다축제어기(PCX/DSP-400) 보드의 

D/A 컨버터를 통해서 앰프에 제어전압을 인가한다. 상기의 다축제어기는 

최대 8개의 서보모터를 실시간 제어할 수 있으며, digital I/O포트를 이용

하여 16개의 DC 모터를 구동할 수 있다. 또한 16 비트 A/D 변환기가 내

장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센서 신호의 입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2-146은 제어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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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 PLIFIER
Co n t r o l l er
( c o m pu t er )

dτ

dθ

mθ

mτ

cu u

ENCODER

A CTUA TOR

F/ T SENSOR

그림 3-2-146. 제어시스템의 구성.

개선된 앰프인 PWM 서보 앰프(Model : 30A8)는 브러시타입 DC모터 

드라이버이며, 과전압, 과전류, 과열, 또는 회로 등의 단락(short)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다. 또한 디지털제어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단독으

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앰프에 부착된 14-turn 전위차계를 이용하여 루프게

인, current limit, 입력게인과 오프셋을 조정하며, SW10 스위치가 ON상태

일 때는 오프셋 조절 전위차계를 테스트를 위한 On-board input signal 

source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개선된 앰프에 적용된 파워서플라이는 기존 

시스템의 부피보다 작은 single unregulated DC 파워서플라이를 사용하

다. 주요기능 및 사용모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56∼59에 상세 기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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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6. 앰프의 전원부 사양

 DC Supply Voltage 20 - 80V

 Peak Current(2 sec max.,internally 

 limited)
±30A

 Max. Continuous Current(internally 

 limited)
±15A

 Minimum load Inductance 200 μH

 Switching Frequency 22 kHz ± 15%

 Heatsink(Base) Temperature Range
-25°to +65 ℃, disables if 

>65 ℃

 Power Dissipation at Continuous 

 Current
25 W

 Over-Voltage Shutdown(self-reset) 86 V

 Bandwidth 2.5 kHz

표 3-2-57. 전위차계의 기능

Potentiometer Description
Tuning 

CW

POT1

전압 및 속도 모드에서 루프게인을 조정한다.

전류 모드에서 전압 대 전류의 scaling factor

를 조정.

Increases

loop gain

POT2
전류리미트, 연속 및 피크 전류리미트를 조정

한다.

Increases

current

limit

POT3

기준 게인.

입력신호와 출력변수(전압, 전류, 속도)의 비율

을 조정

Increases

reference  

input gain

POT4 OFFSET 시험용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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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8. Dip 스위치의 기능

Switch Function Description
Setting

ON OFF

1  내부 전압 피드백 ON OFF

2
 IR compensation 모드에

서 내부 전류 피드백
ON OFF

3  전류 루프 게인 Decrease Increase

4  전류 루프 적분기 Increase Decrease

5

 전류 스케일링

 OFF상태일 때 피크 및 

 연속 전류리미트를 50%

 감소시켜 전류센서의 민

 감도를 향상시킴

Full-current Half-current

6
 연속 전류리미트를 감소

 시킬 때 사용

 Cont./Peak ratio 

 25%

 Cont./Peak 

 ratio 50%

7  OFF위치로 고정

 Short out the 

 current loop 

 integrator 

 capacitor

 current loop  

 integrator 

 operating

8

 에러신호를 0으로 만들

어 error-free동작을 하

도록 함

 Short out the 

 outer velocity/   

 voltage loop 

 integrator 

 capacitor

 Velocity/ 

 Voltage

 loop integrator 

 operating

9

 적분컨덴서의 값을 조정

 OFF위치로 고정

 (권장사항)

Increase Decrease

10  Offset 시험용 Increase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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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9. Pin 구성과 기능

Connector Pin Name Description I/O

P1

1  +10V
 ±10 V, 5 mA의 전원을 공급.

 단락보호 기능포함
O2  Signal GND

3  -10V

4  +Ref In  최대±15 V의 아날로그 입력

 50 K의 입력 저항
I

5  -Ref In

6  -Tach In  최대 ±60 V입력

 60 K의 입력저항
I

7  +Tach(GND)

8
Current 

monitor

 모터의 실제 전류와 비례한 값을 

 출력.

 4A/V(2A/V when SW5=OFF)

O

9
Current

reference

 내부 전류 루프의 지령신호.

 최대 피크전류일 때 7.5V출력
O

10

Cont. 

current

limit

 공장출하시 정해진  최대 연속 

 전류 리미트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됨.

I

11 Inhibit
 접지되면 “H" 브리지 드라이브의 

 모든 MOSFET를 OFF
I

12 +Inhibit

 +방향으로 Inhibit, 

 이 기능은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모터를 멈출 때 유용함

I

13 -Inhibit

 -방향으로 Inhibit

 이 기능은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모터를 멈출 때 유용함

I

14
Fault

 (red LED)

 출력 단이 단락되었거나, 과전압, 

 과열, Inhibit, 전원  ON 상태   

에서 Reset되었을 때 활성화됨 

O

15 Synch In
 다수의 앰프의 스위칭주파수를 

 동기화 시킬 때 사용한다. 
N/A

16
Sync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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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선

   개선한 시스템은 개선된 앰프와 기존의 앰프를 모두 연결

하여 필요시 사용 앰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위해 4개의 마그

네틱 스위치를 장착하고 외부에서 스위치 조작을 통하여 사용 앰프를 임

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2-147, 148은 기존앰프와 개선된 앰프의 개

략적인 배선도이다. 노이즈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 Electrostatic coupling

- Magnetically coupling

그림 3-2-149는 노이즈를 고려한 서보시스템의 배선도를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노이즈 원은 앰프의 출력 전원 MOSFETS의 높은 DV/DT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 PWM 출력은 출력과 입력 사이에 있는 C1 컨덴서를 

통하여 커플될 수 있다.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손상지점(offending point)

사이의 컨덴서를 줄이는 것이고, 실드를 추가하고 앰프에서 differential 입

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filter를 사용한다. 저주파 자기장은 금

속으로 봉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이즈 

원은 50 또는 60 Hz의 전원노이즈나 모터 lead에서의 저주파의 전류변화 

등이 된다. 긴 신호선 또한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다. 신호선의 인덕턴스

와 캐패시턴스 때문에 출력에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신호선과 파워서플라이, 모터의 배선을 넓게 분산시키지 않는 것

이다. twist선도 매우 효과적이다. 

전체적인 실드 외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은 lead를 단락시키는 

것이다. 제어기의 신호그라운드는 서보앰프의 신호그라운드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섀시 등을 이용)접속되어야 한다. AMC 서보앰프는 단일극성의 

unregulated DC 파워서플라이를 사용한다. 저장용량은 최대 출력 전류 

2000 μF/A의 저장 컨덴서는 리플을 4V p-p, 120 Hz까지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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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존
amp

220VAC

signal

return

Signal GND

GND

-ref
+ref

그림 3-2-147. 개선한 시스템의 배선도.

기존/개선 앰프 
전환용 마그네틱 스위치

개선된 앰프

그림 3-2-148. 개선한 앰프부의 내부형상.

그림 3-2-149. 노이즈를 고려한 시스템의 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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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비교

    개선된 앰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앰프와 비

교실험을 하 다. 실험은 컴퓨터(C 코드)를 이용하여 open loop 실험과 

closed loop 실험을 하 다. open loop 실험은 주기가 2초인 사각 파형의 

입력을 주고 매니퓰레이터의 elbow축에 부착되어있는 encoder로부터 받아

들인 신호를 샘플링시간에 대해 미분한 속도를 비교하 다. 그림 3-2-150

은 이의 실험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표 3-2-60은 개선 전후의 응답성

능을 비교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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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0. Open loop 실험결과.

표 3-2-60. 응답성능 비교

개선 후 개선 전

Time constant 0.074 sec 0.152 sec

Rising time 0.243 sec 0.401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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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3-2-150 및 표 3-2-60에서 개선 후의 응답특성이 개선 전의 

것보다 속도의 측면에서 2배 정도의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closed loop 실험은 기준입력으로 주기가 2초이고 진폭이 30 펄스인 정현 

파형을 주고 비례제어를 하 다. 비례제어는 open loop 실험과 같이 컴퓨

터를 이용하여 C 코드로 구현하 으며, 매니퓰레이터의 elbow부분을 이용

하여 실험하 다. 그림 3-2-151은 개선 전의 앰프를 이용한 비례제어실험 

결과다. 그림을 보면 기준입력의 진폭에도 미치지 못하고 0.25초 정도의 

위상지연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2-152는 개선된 새로운 앰프를 이

용한 closed loop 실험 결과이다. 위의 결과와 비교하면 기준입력에 대해 

진폭과 위상차 면에서 기존 앰프보다 그 성능이 훨씬 우수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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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1. 기존의 앰프를 이용한 closed loop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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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2. 개선된 앰프를 이용한 closed loop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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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구해석 및 매핑 알고리즘 개발

① 기구학 해석

다관절 조작기의 기구학을 해석하는 목적은 각 관절의 입력 

각이 입력되었을 때, 각 관절 및 선단부의 위치와 회전각을 절대 좌표에 

대하여 알기 위함이다. 다관절 로봇의 경우 각각의 관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축 1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머지 축 2, 축 3, 축 4의 위치 및 축 좌

표가 절대 좌표에 대하여 변하게 된다. 한 축 만이 회전할 경우는 끝점에

서의 위치와 끝점 좌표의 회전각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로봇의 경우 각각

의 축이 동시에 회전을 하게 되면, 각 축에 대한 위치와 축 좌표의 회전방

향을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로봇의 기구학

을 해석함으로써, 각 축의 회전각과 축과 축 사이의 거리 값을 알고 있으

면 선단부의 절대좌표와 회전각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3-2-153은 3축 

로봇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Z 0, 1

Y 0, 1X 0, 1

Y2

X 2Z2

Y3

X 3Z3

L1

L2

Z 0, 1

Y 0, 1X 0, 1

Y2

X 2Z2

Y3

X 3Z3

Z 0, 1

Y 0, 1X 0, 1

Z 0, 1

Y 0, 1

Z 0, 1

Y 0, 1X 0, 1

Y2

X 2Z2

Y2

X 2

Y2

X 2Z2

Y3

X 3

Y3

X 3Z3

L1

L2

그림 3-2-153. 로봇 관절좌표 구성.

기구학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 절대 좌표계(X0, Y0, Z0)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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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축에 local 좌표계(X1,2,3, Y1,2,3, Z1,2,3)를 설정한다. Local 좌표계의 

설정 방식은 회전축을 Z축으로 하고, link 길이 방향으로 X축을 설정

한다. 

- Link의 길이는 local 좌표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즉, link L1은   

local 좌표 X1, Y1, Z1에서 보았을 때, Z축의 +값을 가지게 된다. 

- 각각의 좌표계(예, 1축 좌표에 대한 2축 좌표 1
2T  )를 행렬형태로 구

성한다. 

- 각 행렬( 0
1T, 

1
2T, 

2
3T  )를 곱하여 원점 좌표에 대한 행렬로 구성한

다( 0
3T  ).

각각의 transfer matrix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좌표의Rotation
Matrix

좌
표
간
거
리

10 0 0

좌표의Rotation
Matrix

좌
표
간
거
리

10 0 0

원점 좌표에 대한 축 1 좌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0
1T  =  

ꀎ

ꀚ

︳︳︳︳︳︳︳︳

ꀏ

ꀛ

︳︳︳︳︳︳︳︳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

ꀎ

ꀚ

︳︳︳︳︳︳︳︳

ꀏ

ꀛ

︳︳︳︳︳︳︳︳

cosθ 1 - sin θ 1    0    0 
sin θ1   cosθ 1    0   0
0 0    1   0
0 0    0   1

   =

ꀎ

ꀚ

︳︳︳︳︳︳︳︳

ꀏ

ꀛ

︳︳︳︳︳︳︳︳

cosθ 1 - sin θ 1    0    0 
sin θ1   cosθ 1    0   0
0 0    1   0
0 0    0   1

. (3-2-50)

즉, 원점 좌표에 대하여 축 1의 좌표는 좌표 rotation 이 없고, 거리차도 

없으므로 첫 번째 행렬은 정방행렬이 된다. 두 번째 행렬은 축 1이 Z축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의 행렬 구성이다. 이 두 행렬을 곱하면 원점좌표에 대

한 축 1의 좌표축을 구성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축 1에 대한 축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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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를 표현하면

 1
2T  =  

ꀎ

ꀚ

︳︳︳︳︳︳︳︳

ꀏ

ꀛ

︳︳︳︳︳︳︳︳

0 0 1 0
1 0 0 0
0 1 0 L 1
0 0 0 1 

×

ꀎ

ꀚ

︳︳︳︳︳︳︳︳

ꀏ

ꀛ

︳︳︳︳︳︳︳︳

cosθ 2 - sin θ 2   0   0 
sin θ2   cosθ 2   0  0
0 0   1  0
0 0   0  1

      =

ꀎ

ꀚ

︳︳︳︳︳︳︳︳

ꀏ

ꀛ

︳︳︳︳︳︳︳︳

0 0   1  0
cos θ 2 - sin θ 2   0   0 
sin θ2   cos θ 2   0  L 1
0 0   0  1

      (3-2-51)

이 된다. 즉, 축 1에 대한 축 2의 좌표는, 축 2의 X축 좌표가 축 1의 Y축 

과 일치하고, 축 2의 Y축은 축 1의 Z축과 일치하며, 축 2의 Z축은 축 1의 

X축과 일치하고, 축 2의 거리는 축 1의 좌표에서 Z축 + 방향으로 L1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첫 번째 행렬이 식 (3-2-50)과 같이 구성된다. 또한 축 

2 역시 Z축으로 회전 변위가 같게 되므로, 두 번째 행렬을 식 (3-2-51)과 

같이 구성하게 된다. 역시, 이 두 식을 곱하면 축 1에 대한 축 2의 좌표를 

마지막 세 번째 행렬과 같이 구성 할 수 있다. 

축 2에 대한 축 3의 좌표 표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3T  =  

ꀎ

ꀚ

︳︳︳︳︳︳︳︳

ꀏ

ꀛ

︳︳︳︳︳︳︳︳

1 0 0 L 2
0 1 0 0
0 0 1 0
0 0 0 1 

×

ꀎ

ꀚ

︳︳︳︳︳︳︳︳

ꀏ

ꀛ

︳︳︳︳︳︳︳︳

cosθ 3 - sin θ 3  0  0 
sinθ3   cosθ 3  0 0
0 0  1 0
0 0  0 1

    

      =  

ꀎ

ꀚ

︳︳︳︳︳︳︳︳

ꀏ

ꀛ

︳︳︳︳︳︳︳︳

cosθ 3 - sin θ 3  0  L 2  
sin θ3   cos θ 3  0 0
0 0  1 0
0 0  0 1

.       (3-2-52)

즉, 축 2에 대한 축 3의 좌표의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고, 거리는 축 2

에 대하여 X축으로 L2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첫 번째 행렬과 같이 표현되

고, 축 3역시 Z축이 회전변위를 가지므로 두 번째 행렬 같이 표현된다. 따

라서 축 2에 대한 축 3의 좌표 표현은 세 번째 행렬과 같이 표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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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점 좌표에 대한 end point의 위치이므로 원점 

좌표에 대한 end point transfer matrix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0
3T  =  

0
1T×

1
2T×

2
3T . (3-2-53)

             ㉮ 입력기 기구학 해석

                그림 3-2-154는 개발한 그림 3-2-137의 6축 힘반  입

력장치의 좌표계를 나타낸다.

Y 2

Z 2 X 2

Y 0,1

Z 0,1

X 0,1 Y 3,4

Z 3,4

X 3,4

Y 5

X 5

Z 5

X 6

Y 6

Z 6

K

L 5

D4

D5

H4

Y 2Y 2

Z 2Z 2 X 2X 2

Y 0,1Y 0,1

Z 0,1Z 0,1

X 0,1X 0,1 Y 3,4Y 3,4

Z 3,4Z 3,4

X 3,4X 3,4

Y 5Y 5

X 5X 5

Z 5Z 5

X 6

Y 6

Z 6
X 6X 6

Y 6Y 6

Z 6Z 6

K

L 5L 55

D4D44

D5D55

H4H44

그림 3-2-154. 힘반  입력장치의 좌표계.

그림 3-2-154의 힘반  입력장치의 좌표계에 대하여 각 축의 좌표는 다

음과 같이 표시된다.

0
1T  =  

ꀎ

ꀚ

︳︳︳︳︳︳︳︳

ꀏ

ꀛ

︳︳︳︳︳︳︳︳

cosθ 1 - sinθ 1    0    0 
sinθ1   cosθ 1    0   0
0 0    1   0
0 0    0   1

.       (3-2-54)

1
2T=

ꀎ

ꀚ

︳︳︳︳︳︳︳︳

ꀏ

ꀛ

︳︳︳︳︳︳︳︳

1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 

ꀎ

ꀚ

︳︳︳︳︳︳︳︳

ꀏ

ꀛ

︳︳︳︳︳︳︳︳

cos θ 2 - sin θ 2 0 0
sin θ 2  cos θ 2 0 0
0 0 1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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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ꀎ

ꀚ

︳︳︳︳︳︳︳︳

ꀏ

ꀛ

︳︳︳︳︳︳︳︳

cos θ 2 - sin θ 2 0 0
0 0 1 0

- sin θ 2 - cos θ 2 0 0
0 0 0 1

.       (3-2-55)

2
3T = 

ꀎ

ꀚ

︳︳︳︳︳︳︳︳

ꀏ

ꀛ

︳︳︳︳︳︳︳︳

1 0 0 k
0 0 -1 0
0 1 0 0
0 0 0 1 

ꀎ

ꀚ

︳︳︳︳︳︳︳︳

ꀏ

ꀛ

︳︳︳︳︳︳︳︳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 

ꀎ

ꀚ

︳︳︳︳︳︳︳︳

ꀏ

ꀛ

︳︳︳︳︳︳︳︳

1 0 0 K
0 0 -1 0
0 1 0 0
0 0 0 1 

.(3-2-56)

3
4T = 

ꀎ

ꀚ

︳︳︳︳︳︳︳︳

ꀏ

ꀛ

︳︳︳︳︳︳︳︳

cos θ 4 - sin θ 4    0    0 
sin θ 4   cos θ 4    0   0
0 0    1   0
0 0    0   1

.       (3-2-57)

4
5T = 

ꀎ

ꀚ

︳︳︳︳︳︳︳︳

ꀏ

ꀛ

︳︳︳︳︳︳︳︳

1 0 0 0
0 0 1 -D 4

0 -1 0 H 4

0 0 0 1 

ꀎ

ꀚ

︳︳︳︳︳︳︳︳

ꀏ

ꀛ

︳︳︳︳︳︳︳︳

cos θ 5 - sin θ 5 0 0
sin θ 5  cos θ 5 0 0
0 0 1 0
0 0 0 1

 

   = 

ꀎ

ꀚ

︳︳︳︳︳︳︳︳

ꀏ

ꀛ

︳︳︳︳︳︳︳︳

cos θ 5 - sin θ 5 0 0
0 0 1 -D 4

- sin θ 5 - cos θ 5 0 H 4

0 0 0 1

.       (3-2-58)

5
6T = 

ꀎ

ꀚ

︳︳︳︳︳︳︳︳

ꀏ

ꀛ

︳︳︳︳︳︳︳︳

0 0 -1 L 5

0 1 0 0
1 0 0 D 5

0 0 0 1 

ꀎ

ꀚ

︳︳︳︳︳︳︳︳

ꀏ

ꀛ

︳︳︳︳︳︳︳︳

cos θ 6 - sin θ 6 0 0
sin θ 6  cos θ 6 0 0
0 0 1 0
0 0 0 1

 

   = 

ꀎ

ꀚ

︳︳︳︳︳︳︳︳

ꀏ

ꀛ

︳︳︳︳︳︳︳︳

0 0 -1 L 5

sin θ 6 cos θ 6 0 0
cos θ 6 - sin θ 6 0 D 5

0 0 0 1

.       (3-2-59)

여기서  cos θ i ≡ C i, sin θ i ≡ S i  로 표시한다. 결과적으로 원점좌

표에 대한 입력장치 end point transfer matri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0
6T = 

ꀎ

ꀚ

︳︳︳︳︳︳︳︳

ꀏ

ꀛ

︳︳︳︳︳︳︳︳

T 11 T 12 T 13 T 14
T 21 T 22 T 23 T 24
T 31 T 32 T 33 T 34
0 0 0 1

.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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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11=C 1 [-C 2 (S 5S 6C 4+S 4C 6)-S 2S 6C 5]-S 1[-S 4S 5S 6+C 4C 6],

T 21=S 1 [-C 2 (S 5S 6C 4+S 4C 6)-S 2S 6C 5]+C 1[-S 4S 5S 6+C 4C 6],

T 31=S 2(S 5S 6C 4+S 4C 6)-C 2C 5S 6,

T 12=C 1 [C 2 (-S 5C 4C 6+S 4S 6)-S 2C 5C 6]-S 1[-S 4S 5C 6-S 6C 4],

T 22=S 1 [C 2 (-S 5C 4C 6+S 4S 6)-S 2C 5C 6]+S 1[-S 4S 5C 6-S 6C 4],

T 32=-S 2 (-S 5C 4C 6+S 4S 6)-C 2C 5C 6,

T 13=C 1 [-C 2C 4C 5+S 2S 5]-S 1[-S 4C 5],

T 23=S 1 [-C 2C 4C 5+S 2S 5]+C 1[-S 4C 5],

T 33=S 2C 4C 5+C 2S 5,

T 14=C 1[C 2 (C 4C 5L 5-S 4 (D 5-D 4)+K)-S 2(S 5L 5-H 4)]

     -S 1 [S 4C 5L 5+C 4 (D 5-D 4)],

T 24=S 1 [C 2 (C 4C 5L 5-S 4 (D 5-D 4)+K)-S 2(S 5L 5-H 4)]

     +C 1 [S 4C 5L 5+C 4 (D 5-D 4)],

T 34=-S 2 [C 4C 5L 5-S 4 (D 5-D 4)+K]-C 2 (S 5L 5-H 4)

이다.

  ㉯ 동력 매니퓰레이터 기구학 해석

            그림 3-2-155의 동력 매니퓰레이터 좌표계에 대하여 각 축

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0
1T =  

ꀎ

ꀚ

︳︳︳︳︳︳︳︳

ꀏ

ꀛ

︳︳︳︳︳︳︳︳

cosθ 1    - sinθ 1    0    0 
sinθ1    cosθ 1    0    0 
0    0    1    0 
0    0    0    1 

.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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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T  =  

ꀎ

ꀚ

︳︳︳︳︳︳︳︳

ꀏ

ꀛ

︳︳︳︳︳︳︳︳

sinθ 2    cosθ 2    0    f 1  
0    0    1    0 
cosθ 2    - sinθ 2    0    l 1  
0    0    0    1 

.          (3-2-62)

2
3T =  

ꀎ

ꀚ

︳︳︳︳︳︳︳︳

ꀏ

ꀛ

︳︳︳︳︳︳︳︳

cosθ 3    - sinθ 3    0    0 
sinθ3    cosθ 3    0    0 
0    0    1    0 
0    0    0    1 

.       (3-2-63)

3
4T  =  

ꀎ

ꀚ

︳︳︳︳︳︳︳︳

ꀏ

ꀛ

︳︳︳︳︳︳︳︳

cosθ 4    - sinθ 4    0    l 3  
sin θ4    cosθ 4    0    0 
0    0    1    0 
0    0    0    1 

.       (3-2-64)

5
4T = 

ꀎ

ꀚ

︳︳︳︳︳︳︳︳

ꀏ

ꀛ

︳︳︳︳︳︳︳︳

1    0    0    k 
0    1    0    0 
0    0    1    d 4 
0    0    0    1 

.       (3-2-65)

5
6T =  

ꀎ

ꀚ

︳︳︳︳︳︳︳︳

ꀏ

ꀛ

︳︳︳︳︳︳︳︳

0    0    1    0 
cosθ 6    - sinθ 6    0    0 
sinθ6    cosθ 6    0    0 
0    0    0    1 

.       (3-2-66)

X 0,1
Y 0,1

Z 0,1

Y 5
Z 5

X 5

X 6

Z 6

Y 6

Z 2Y 2

X 2

Z 3Y 3

X 3

Z 4Y 4

X 4

l 1

l 2 = 400

l 3 = 300

d 4 = 136
475≤k≤595

f 1

그림 3-2-155.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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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원점좌표에 대한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end point transfer 

matri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0
6T = 

ꀎ

ꀚ

︳︳︳︳︳︳︳︳

ꀏ

ꀛ

︳︳︳︳︳︳︳︳

T 11      T 12      T 13      T 14 
T 21      T 22      T 23      T 24 
T 31      T 32      T 33      T 34 
0      0      0      1 

.       (3-2-67)

여기서

T 11 = -C 1 [S 2 (C 3S 4C 6+S 3C 4C 6)+C 2(S 3S 4C 6-C 3C 4C 6)]-S 1S 6,

T 12 = C 1 [S 2 (C 3S 4S 6+S 3C 4C 6)-C 2(S 3S 4S 6-C 3C 4C 6)]-S 1C 6,

T 13 = C 1 [S 2 (C 3C 4-S 3S 4)+C 2(S 3C 4+C 3S 4)],

T 14 =  C 1 [S 2 (C 3 (C 4k+ l 3)-S 3S 4k+l 2)+C 2(S 3 (C 4k+ l 3)

       +C 3S 4k)+ f 1]-S 1d 4,

T 21 = -S 1 [S 2 (C 3S 4C 6+S 3C 4C 6)+C 2(S 3S 4C 6-C 3C 4C 6)]+C 1S 6,

T 22 = S 1 [S 2 (C 3S 4S 6+S 3C 4C 6)-C 2(S 3S 4S 6-C 3C 4C 6)]+C 1C 6,

T 23 = S 1 [S 2 (C 3C 4-S 3S 4)+C 2(S 3C 4+C 3S 4)],

T 24 =  S 1 [S 2 (C 3 (C 4k+ l 3)-S 3S 4k+ l 2)+C 2(S 3 (C 4k+l 3)

       +C 3S 4k)+ f 1]+C 1d 4,

T 31 = -C 2 (C 3S 4C 6+S 3C 4C 6) + S 2 (S 3S 4C 6-C 3C 4C 6),

T 32 = C 2 (C 3S 4S 6+S 3C 4C 6) - S 2 (S 3S 4S 6-C 3C 4C 6),

T 33 = C 2 (C 3C 4-S 3S 4) - S 2 (S 3C 4+C 3S 4),

T 34 =  C 2 [C 3 (C 4k+l 3)-S 3S 4k+l 2] - S 2[S 3 (C 4k+l 3)+C 3S 4k]+l 1

이다.

  ㉰ 동력 매니퓰레이터 역기구학 해석

  동력 매니퓰레이터 말단장치가 추종해야 하는 기준위치는 

입력장치 말단부의 위치에 대한 위치보정으로부터 주어지고, 이 때,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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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퓰레이터 각 관절이 추종해야 하는 기준 각위치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입력장치의 정기구학(forward kinematics)과 달리 동력 매니퓰레이터

는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을 필요로 한다. 역기구학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자코비안(Jacobian)의 역행렬을 이용하거나 기하학적 해

(geometric solution)를 구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술 해(algebraic solution)를 구하 다. 특히, 동력 매니퓰레이터 세 번째 

관절은 회전축 방향(그림 3-2-156의 z 2방향)으로 이동되어 있으나 입력장

치와의 상호 연계를 고려하여 이를 무시하 다. 다음의 그림 3-2-156은 

팔꿈치형 동력 매니퓰레이터에 대한 개략도를 보인다.

z 0

x 0

z 1

x 1

x 2z 2
z 3

x 3

y 3

y 0

l s1

l s2
l s3

그림 3-2-156.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개략도.

입력장치의 정기구학과 동일하게 동차변환행렬을 사용하여, 동력 매니퓰

레이터 첫 번째 관절 좌표계에 대한 말단장치 좌표계의 변환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관절 좌표계에 대한 두 번째 관절 좌표

계의 변환은

0
1T=

ꀎ

ꀚ

︳︳︳︳︳︳︳︳

ꀏ

ꀛ

︳︳︳︳︳︳︳︳

Cs1 -S s1 0 0
Ss1 Cs1 0 0
0 0 1 - l s1
0 0 0 1

ꀎ

ꀚ

︳︳︳︳︳︳︳︳

ꀏ

ꀛ

︳︳︳︳︳︳︳︳

1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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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l s1=0  으로 설정하 다. 두 번째 관절 좌표계에 대한 세 번째 관절 

좌표계의 변환은

1
2T=

ꀎ

ꀚ

︳︳︳︳︳︳︳︳

ꀏ

ꀛ

︳︳︳︳︳︳︳︳

Cs2 -S s2 0 0
Ss2 Cs2 0 0
0 0 1 0
0 0 0 1

ꀎ

ꀚ

︳︳︳︳︳︳︳︳

ꀏ

ꀛ

︳︳︳︳︳︳︳︳

1 0 0 l s2
0 1 0 0
0 0 1 0
0 0 0 1

      (3-2-69)

이며, 세 번째 관절 좌표계에 대한 말단장치 좌표계의 변환은

2
3T=

ꀎ

ꀚ

︳︳︳︳︳︳︳︳

ꀏ

ꀛ

︳︳︳︳︳︳︳︳

Cs3 -S s3 0 0
Ss3 Cs3 0 0
0 0 1 0
0 0 0 1

ꀎ

ꀚ

︳︳︳︳︳︳︳︳

ꀏ

ꀛ

︳︳︳︳︳︳︳︳

1 0 0 l s3
0 1 0 0
0 0 1 0
0 0 0 1

      (3-2-70)

이다. 따라서, 첫 번째 관절 좌표계에 대한 말단장치 좌표계의 변환은 다

음과 같다.

0
3T=

ꀎ

ꀚ

︳︳︳︳︳︳︳︳

ꀏ

ꀛ

︳︳︳︳︳︳︳︳

Cs1Cs23 -C s1Ss23 Ss1 xr
Ss1Cs23 -Ss1Ss23 -Cs1 yr
Ss23 Cs23 0 zr
0 0 0 1

.       (3-2-71)

여기서, 동력 매니퓰레이터 첫 번째 관절 좌표계에 대한 말단장치 좌표

계의 위치 벡터는 다음과 같다.

ꀎ

ꀚ

︳︳︳︳

ꀏ

ꀛ

︳︳︳︳

x r
y r
z r

=
ꀎ

ꀚ

︳︳︳︳

ꀏ

ꀛ

︳︳︳︳

Cs1(Cs2 l s2+Cs23 l s3)
Ss1(Cs2 l s2+Cs23 l s3)
Ss2l s2+Ss23 l s3

.       (3-2-72)

동력 매니퓰레이터가 추종해야 하는 기준위치는 식 (3-2-72)과 같이 마

스터 조작기의 정기구학과 위치보정으로부터 주어지고, 이 때의 동력 매니

퓰레이터 각 관절에 대한 기준 각위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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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관절 좌표계에 대한 말단장치 좌표계의 변환은

0
1T

1
2T

2
3T=

0
3T       (3-2-73)

이므로, 양변에 0
1T

-1을 곱하면

1
2T

2
3T=

0
1T

-1 0
3T        (3-2-74)

의 관계가 성립하고

1
2T

2
3T=

ꀎ

ꀚ

︳︳︳︳︳︳︳︳

ꀏ

ꀛ

︳︳︳︳︳︳︳︳

Cs23 -S s23 0 Cs2l s2+Cs23l s3
Ss23 Cs23 0 Ss2l s2+Ss23l s3
0 0 1 0
0 0 0 1

      (3-2-75)

이고

 

0
1T

-1 0
3T=

ꀎ

ꀚ

︳︳︳︳︳︳︳︳

ꀏ

ꀛ

︳︳︳︳︳︳︳︳

Cs23 -S s23 0 Cs1xr+Ss1yr
Ss23 Cs23 0 zr
0 0 1 Ss1xr-Cs1yr
0 0 0 1

      (3-2-76)

이다. 식 (3-2-74), (3-2-75), (3-2-76)으로부터

ꀎ

ꀚ

︳︳︳

ꀏ

ꀛ

︳︳︳

Cs2l s2+Cs23 l s3
Ss2l s2+Ss23l s3

0
=
ꀎ

ꀚ

︳︳︳︳

ꀏ

ꀛ

︳︳︳︳

Cs1xr+Ss1yr
zr

S s1xr-Cs1yr

      (3-2-77)

이 된다. 식 (3-2-77)의 3행에서 

Ss1xr-Cs1yr=0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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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tan(θ s1)= yr/xr       (3-2-79)

이 된다. 따라서, 동력 매니퓰레이터 첫 번째 관절이 추종해야 하는 기준 

각위치

θ r1=Atan2(yr,xr)       (3-2-80)

이 된다. 식 (3-2-77)의 양변 1행과 2행에 대하여

(Cs2l s2+Cs23 l s3)
2+(Ss2 l s2+Ss23 l s3)

2= (Cs1xr+Ss1yr)
2+z2r   (3-2-81)

으로 된다. 여기서, 좌변을 정리하면 

(Cs2l s2+Cs23 l s3)
2+(Ss2 l s2+Ss23 l s3)

2= 2Cs3l s2l s3+ l s2
2
+ l s3

2  (3-2-82)

과 같으므로, 식 (3-2-82)을 Cs3에 대하여 정리하면

Cs3=
(Cs1xr+Ss1yr)

2+z2r-l
2
s2-l

2
s3

2l s2l s3
      (3-2-83)

이 된다. 따라서, 동력 매니퓰레이터 세 번째 관절이 추종해야 하는 기준 

각위치는

θ r3=Atan2(± 1-C2s3,Cs3)       (3-2-84)

이 된다. 여기서, 두 개의 해는 여유자유도(redundancy)를 나타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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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은 팔꿈치 하향(elbow down)을 의미하고, 음(-)은 팔꿈치 상향

(elbow up)을 의미한다. 식 (3-2-77)의 1행과 2행으로부터

Cs1xr+Ss1yr=Cs2(l s2+Cs3l s3)-Ss2Ss3l s3       (3-2-85)

이고

zr=Ss2( l s2+Cs3l s3)+Cs2Ss3l s3       (3-2-86)

이다. 식 (3-22-85)의 양변에 l s2+Cs3l s3을 곱하면

(Cs1xr+Ss1yr)( l s2+Cs3l s3)

   =Cs2 (l s2+Cs3l s3)
2-Ss2Ss3l s3(l s2+Cs3l s3)       (3-2-87)

이며, 식 (3-2-86)의 양변에 Ss3l s3를 곱하면

zr(Ss3 l s3)=Ss2Ss3l s3( l s2+Cs3l s3)+Cs2Ss3l s3(Ss3 l s3)       (3-2-88)

이 된다. 식 (3-2-87)과 식 (3-2-88)의 양변을 각각 더하여 

Ss2Ss3l s3( l s2+Cs3l s3)항을 소거하고, 우변을 정리하면

Cs2(l s2+Cs3l s3)
2+Cs2Ss3l s3(Ss3 l s3)

    =Cs2 { ( l s2+Cs3l s3)
2+(Ss3 l s3)

2)}        (3-2-89)

과 같고, 식 (3-2-87), 식 (3-2-88) 및 식 (3-2-89)으로부터 Cs2에 대하여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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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2=
(Cs1xr+Ss1yr)( l s2+Cs3l s3)+(Ss3 l s3)zr

(l s2+Cs3l s3)
2+(Ss3l s3)

2
      (3-2-90)

이 된다. 따라서, 동력 매니퓰레이터 두 번째 관절이 추종해야 하는 기준 

각위치는

θ r2=Atan2 (± 1-C 2s2,Cs2)       (3-2-91)

가 된다. 이 때, 마스터 조작기의 기준위치에 대한 동력 매니퓰레이터 각 관

절의 기준 각위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ꀎ

ꀚ

︳︳︳︳

ꀏ

ꀛ

︳︳︳︳

θ r1
θ r2
θ r3

=

ꀎ

ꀚ

︳︳︳︳︳︳︳

ꀏ

ꀛ

︳︳︳︳︳︳︳

Atan2(yr,xr)

Atan2(∓ 1-C2s2,Cs2)

Atan2(± 1-C2s3,Cs3)

. (3-2-92)

② Work space 해석

Work space란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작업 공간

으로써, 원점이 고정되어 있거나 일정한 레일 위에서 만 움직이는 로봇의 

경우에는 작업공간(work space)이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각의 

로봇에 대하여 work space를 해석하고, 이 작업공간에 따라서 작업 대상

물을 로봇의 work space 역 내에 위치 시켜야 한다. 또한, work space

는 각각의 로봇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매핑 과정에도 서로 일

치하는 작업 역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3-2-157∼159는 입력

장치와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작업 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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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7. 입력장치를 옆에서 관찰할 경우의 work space.

그림 3-2-158. 동력 매니퓰레이터를 옆에서 관찰할 경우의 work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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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9. 동력 매니퓰레이터를 위에서 관찰할 경우의 work space.

(라) 해체용 조작기/힘반  입력장치 연계제어시스템 개발

개선한 산업용 조작기(HWM 동력 매니퓰레이터)와 개발한 6

축 힘반  입력장치를 연계 구동하는 비정상 연료 해체용 연계제어시스템

을 개발하 다. 조작기/힘반  입력장치 연계제어시스템은 6 자유도

(6-DOF)를 가지는 6축 힘반  입력장치, 비정상연료 해체 등의 고하중 작

업을 위한 동력 매니퓰레이터 그리고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제어 및 힘반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제어반으로 구성된다(그림 3-2-160). 조작자는 6

축 힘반  입력장치에 설치된 손잡이를 이용하여 제어반으로 위치입력 신

호를 지령하면, 동력 매니퓰레이터는 입력장치의 위치를 추종하고, 또한 

동력 매니퓰레이터가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물체와 접촉할 

때에는 물체와의 접촉힘을 궤환시켜 입력장치를 손잡이를 쥐고 있는 조작

자의 손에 역힘을 가하여 조작자가 작업상황을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함으

로서 정 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어반은 제어용 

컴퓨터, 힘/토크센서, 입력장치 모터 드라이브(6 set) 및 각 전원 스위치들

로 구성된다. 제어용 컴퓨터는 pentium 산업용 PC를 사용하 으며, 다축

제어기 2 set를 장착하여 최대 16 개의 서보 모터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힘반  제어는 위치 및 속도를 제어하는 일반적인 서보

제어와는 달리 모터의 토크를 제어해 주어야 하므로 정보의 처리속도가 

매우 빨라야 하므로, 미국의 Motion Engineering 사에서 개발된 고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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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형 다축제어기(PCX/DSP-400)를 도입하 다. 표 3-2-61은 PC의 내부 

ISA 슬롯에 내장된 Motion Engineering Inc.의 모델명 PCX/DSP-400 다

축 제어기에 대한 사양을 보인다.

고하중 조작기의 각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첫 번째 관절에 36000×4  

pulse/rev.  의 분해능을 가지는 광학위치 센서(encoder)를 부착하고, 2, 3, 

4 번째 관절에는 2048×4  pulse/rev. 의 분해능을 가지는 광학위치 센서를 

부착하 다. 고하중 조작기 각 관절의 서보 드라이버는 미국 AMC 

(Advanced Motion Control)사의 A308 PWM 서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속도제어를 구현하 다. 접촉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하중 조작기의 말단

장치에는 힘/토크 센서를 부착하 다. 

힘/토크 센서는 제어부와 트랜스듀서부(transducer unit)로 구성된 일본 

BL Autotec사의 모델명 BL160/2400으로서, 제어부는 주제어기인 PC기반

의 제어시스템과 병렬 또는 직렬통신이 가능하다. 6자유도에 대한 힘과 토

크를 측정할 수 있으며, 각 방향별 분해능 및 사양은 표 3-2-62와 같다. 

힘/토크 센서의 제어부와 주제어기는 RS-232C 통신포트를 사용하여 직렬

통신을 수행하며, 통신속도는 9600bps로 설정하 다. 그림 3-2-161은 힘/

토크 센서의 트랜스듀서부, 말단장치 및  접촉력에 대한 각 방향을 보인

다.

고하중조작기제어반6축 힘반영 입력장치

position

force position/
force

position

고하중조작기제어반6축 힘반영 입력장치

position

force position/
force

position

그림 3-2-160. 해체용 조작기/힘반  입력장치 연계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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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1. 다축제어기의 사양

항   목 사   양

CPU 2105 DSP ( 40MHz  )

Interface PC/XT/AT compatible , I/O mapped

Digital sampling rate 2.0kHz  (8-axis, max.)

Memory 12kByte

D/A output ±10Volt  DC( 16-bit)

Step output Max. 375kHz

Motion profiles
Trapezoidal, Parabolic,

 S-curve acceleration & deceleration

A/D inputs
8 channels ( 12-bit), 5 V(±2.5 V),

2.5μsec  conversion rate per channel

Position feedback Single-ended or differential

Encoder input 0∼5 V  ( 5kHz, TTL, 40mA  max.)

Digital I/O 72 channels (TTL, 8255)

Counter/Timers 3 channels ( 16-bit, 8254)

표 3-2-62. 힘/토크 센서 시스템의 사양

   사 양

 항 목

사         양

제조사 BL Autotec, Ltd.

모델명 BL160/2400

분해능

Fx  = 0.375kgf  (1unit force)

Fy  &  Fz  = 0.125kgf   (1unit force)

Tx, Ty  & Tz  = 0.6kgf-cm   (1unit torque)

Data 

통신

parallel or serial

RS-232C{ 200bps(0.75Hz), 600bps(2Hz), 1200bps(3Hz),

2400bps(6Hz), 4800bps(12Hz), 9600bps(25Hz), 19200bps(49Hz)}

측정범위 Force = 160kgf  max., Torque = 2,400kgf-cm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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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Fy

Fz

Transducer

Fx

Fy

Fz

Transducer

그림 3-2-161. 힘/토크 센서의 형상.

나. 비정상 핵연료 집합체 해체기술 개발

(1) 해체용 조작기 힘반  제어알고리즘 개발

(가) 고하중 원격조작기의 힘반  제어 문제

원격조작 힘반  제어시스템은 그림 3-2-162와 같이 마스터 

조작기, 원격조작기, 제어시스템, 모니터, 구동모터 및 드라이버 그리고 힘

/토크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Master
motor driver

Master
position

Control system

Master Manipulator Telemanipulator

F/T
sensor

Telemanipulator
position

Contact
force

force

position

Human
operator

Torque
control

Velocity or
torquecontrol

Telemanipulator
motor driver

Monitor

Master
motor driver

Master
position

Control system

Master Manipulator Telemanipulator

F/T
sensor

Telemanipulator
position

Contact
force

force

position

force

position

Human
operator
Human
operator

Torque
control

Velocity or
torquecontrol

Telemanipulator
motor driver

MonitorMonitor

그림 3-2-162. 힘반  제어시스템의 개략도.

원격조작 힘반  제어시스템에서 조작자는 모니터를 통하여 원격조작기

의 동작을 주시하면서 마스터 조작기의 손잡이를 조작하여 기준위치를 지

령하고, 제어시스템은 지령된 기준위치에 따라 원격조작기 말단효과장치의 

위치를 제어한다. 원격조작기의 말단효과장치가 기준위치를 추종하다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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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환경과 접촉할 때에는 접촉력을 발생하거나 지령된 위치입력과 원격조

작기의 위치 사이에 오차가 발생한다. 이 때, 접촉력 또는 위치오차는 마

스터 조작기 관절의 구동모터를 역방향으로 구동함으로써 조작 손잡이를 

쥐고 있는 조작자가 힘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원격조작기의 말단효과

장치에서 작용하는 힘이 조작자에게 반 된다. 원격조작 힘반  제어시스

템에서 고감도의 힘반  기능을 구현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저감속비의 관

절구조를 갖는 원격조작기가 적합하다. 그러나 저감속비의 관절로는 큰 취

급하중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고하중 작업에는 저감속비의 관절을 갖는 

원격조작기가 적합하지 않다. 취급하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감속비의 

관절을 갖는 고하중 조작기를 원격조작기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격조작기

가 마스터 조작기보다 느린 동특성을 가지지 때문에 제어입력의 포화를 

빈번히 발생한다. 

Fo Fc

Km

Xm

τm

Kfc

KrKf

u

+

_
θr e

K

θm

C(s) P(s)

u~

Keff

θs

Xs

Kx

Operator

+ _
Xc

Xf

H(s)

그림 3-2-163. 제어입력 포화를 갖는 원격조작기의 힘반  제어시스템.

그림 3-2-163은 힘반  제어시스템에서 원격조작기가 제어입력 포화를 

갖는 경우의 블록선도를 나타낸다[33][88]. Fc는 힘/토크 센서의 출력에 

대하여 중력을 보상한 값이며,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지 않을 경우에

는 Keff  가 0이고 Fc  도 0이다. 따라서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경

우에는 Xs  로부터 Xf  로의 궤환루프가 형성되지만, 원격조작기가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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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촉하지 않을 경우에는 Xs  로부터 Xf  로의 궤환루프가 형성되지 않

는다. P(s)는 

P( s)=
Ks

s(τ ss+1)
                     (3-2-93)

로 모델링된다[89]. 여기서 Ks는 이득상수이고 τ s는 시정수이다. 또한 

H(s)는 

H( s)=
Ch
τs+1

                   (3-2-94)

로 모델링된다[33]. 여기서 Ch는 조작자가 마스터 조작기의 조작 손잡이

를 쥐고 있는 컴플라이언스이고, τ는 시정수이다. ũ( t)는 u( 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포화특성을 갖는다.

ũ( t)= {
u max, u( t) >u max
u(t), -u max≤u( t)≤u max
-u max, u( t)<-u max

.           (3-2-95)

힘반  제어시스템에서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되면 적분 되말림 

현상으로 인하여 기준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의 위치 추종성능이 나빠지

고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정하고 정교한 힘반  성능을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는 힘반  제어시스템을 정교한 

작업에 적용할 수 없다.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 포화는 마스터 조작기를 

빠르게 조작함으로써 발생되기 때문에 원격조작기의 위치 추종오차를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제어입력이 포화될 경우에 조작자가 마스터 조작기를 

천천히 조작해야 된다. 제어입력 포화를 갖는 원격조작기의 힘반  제어시

스템에 대하여 원격조작기의 제어기를 기존에 발표된 적분 되말림 보상기

법[90]-[93]으로 설계하면 적분 되말림 현상은 보상된다. 그러나 조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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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 포화를 시각에만 의존하여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자가 제어입력의 포화를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조작자가 제어입력이 

포화됨과 동시에 원격조작기를 느리게 조작하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원격

조작기의 위치 추종성능이 저하되며 마스터 조작기와 원격조작기 사이의 

공간적인 일치감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제어입력 포화를 갖는 원격조작

기에 대하여 적분 되말림 현상의 보상과 더불어 정교한 위치제어 성능과 

안정한 힘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힘반  제어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 제어입력 포화를 고려한 고하중 원격조작기의 힘반  제어기법

① 제어입력 포화를 고려한 힘반  제어구조

이 절에서는 제어입력의 포화를 갖는 원격조작기에 대하여 

적분 되말림 현상을 보상하고 위치 추종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반  

제어기법을 제안한다.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한 힘반  제어

구조는 그림 3-2-164와 같다[94]-[97]. 

Fo Fcτm

u

+

_
θr e

K

θm

Ca(s) P(s)

u~
Cb(s)

u~

+

_

Ks

+

+

KrKf +

τa τb

_

Keff

θs

Xs

Kx

Km

Xm

Operator

+ _
Xc

Xf

H(s)

그림 3-2-164.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한 고하중 원격조작기의 힘반

   제어구조.

제안한 힘반  제어기법의 주된 관점은 원격조작기의 제어기를 적분 되

말림 보상구조로 설계하고, 제어입력의 포화시에 포화량을 힘으로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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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작자에게 힘반 시켜 마스터 조작기를 천천히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마스터 조작기에 의해 지정되는 기준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의 위치 추종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림 3-2-163과 그림 3-2-164에서 원격조작기 

말단효과장치의 접촉에 대한 힘반 비( Kfc)와 포화에 대한 힘반 비( Kfs)

를  

Kfc ≜ KfKr ,               (3-2-96)

Kfs ≜ KfKs               (3-2-97)

로 둔다. 

원격조작기의 제어기는 2단계 설계기법으로 설계한다[92]. 첫 번째 단계

에서는 C( s)를 다음과 같은 불완전 미분 형태의 PID 제어기로 설계한다.

C( s)=KP+
KI
s
+
KDs

s+γ
.                  (3-2-98)

여기서 γ> 0이다. Biproper하고 최소위상(minimum phase)인 C(s)는 원

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조작기의 각위치가 

기준 각위치를 추종하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적분 되

말림 현상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림 3-2-164의 구조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

하도록 Ca(s), Cb(s)를 설계한다. 

- Ca(s)는 biproper하고 최소위상이며 안정하다. 

- Cb(s)=Ca(s)C
-1(s)-1.        (3-2-99)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되

지 않으면

ũ( s) = u( s)                (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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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u( s)=
Ca(s)

1+Cb(s)
e( s)  

  =
Ca(s)

1+{Ca(s)C
-1(s)-1}

e( s)

     =C(s)e(s)                                  (3-2-101)

가 된다. 이 때, C(s)와 Ca(s)가 biproper하고 최소위상이며 Ca(s)가 안

정하면 식 (3-2-99)로 설계된 Cb(s)는 proper하고 안정하다. 따라서, 식 

(3-2-101)에서는 불안정한 극점과 점의 상쇄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격조

작기의 제어기는 제어목적에 따라 설계된 C( s)와 같게 된다. 한편, 원격

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되면

u( s)=Ca(s)e(s)-Cb(s) ũ( s)      (3-2-102)

가 되고, 적분 되말림 보상구조가 된다[92]. 이 때,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는 포화량을 힘으로 변환하여 마스터 조작기의 손잡이를 쥐

고 있는 조작자에게

Fo(s)=Kfs{u( s)- ũ( s)}      (3-2-103)

의 힘을 반 시켜 조작자가 마스터 조작기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 결과적으로,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는 원격조작기의 제어입

력이 포화될 때에 적분 되말림 현상을 보상하면서 포화에 의한 힘을 조작

자에게 반 시켜 마스터 조작기를 천천히 움직이게 함으로써 기준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의 위치 추종성능을 향상시키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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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출력 관계

  ㉮ 물체에 접촉하지 않을 경우

 제안한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으면 Fc(s)=0  

이므로 τ b(s)=0  이고, ũ( s) = u( s) 이므로 τ a(s)=0  이다. 따라서  

Fo(s)=0                       (3-2-104)

이 되며 조작자에게 아무런 힘이 반 되지 않는다. 이 때, 식 (3-2-100)과 

식 (3-2-101)이 성립하고,

θ r(s)=Kθm(s),                       (3-2-105)

θ s(s)=
P( s)C( s)
1+P( s)C( s)

θ r(s)                      (3-2-106)

가 된다. C(s)는 앞 절에서 추종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하 으므로, 식 

(3-2-106)에서 θ s(s)는 θ r(s)를 추종한다.     

한편,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

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입력이 포화되면, 제어입력의 포화에 의하여 식 

(3-2-103)로 주어지는 힘이 조작자에게 반 되어 조작자는 마스터 조작 

손잡이를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 이 때, u( s), θ s(s)와 θ r(s)는

u( s)=
1

1+KKmKfsCa(s)H( s)
[KKmCa(s)Xc(s)+ {KKmKfsCa(s)H( s)   

       -Ca(s)C
-1(s)-Ca (s)P( s)+1} ũ( s)],       (3-2-107)

θ s(s)=P( s) ũ( s),                        (3-2-108)

θ r(s)=
KKm

1+KKmKfsCa(s)H( s) [Xc(s)+KfsCa(s)H( s){
1+P( s)C( s)
C( s) } ũ( s)]
     (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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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진다. 식 (3-2-109)에서 Kfs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폐루프 시스

템의 안정도를 만족하면서 θ r(s)에 대한 θ s(s)의 추종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물체에 접촉할 경우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한 상태에서 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으면, 조작자에게 접촉에 의한

Fo(s)=KfcFc(s)                           (3-2-110)

의 힘이 반 된다. 그리고 ũ( s) = u( s)이며, ũ( s), θ s(s)와 θ r(s)는

θ s(s)=
KKmP(s)C(s)

1+P( s)C( s){1+KKmKxKeffK fcH(s)}
Xc(s),      (3-2-111)

θ r(s)=
KKm{1+P( s)C( s)}

1+P( s)C( s){1+KKmKxKeffK fcH(s)}
Xc(s)      (3-2-112)

로 주어진다. 이 때,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한 상태에서 마스터 조작기

를 진행방향으로 움직이면 원격조작기의 각위치가 기준 각위치를 추종하

기 위하여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증가하지만 원격조작기는 물체에 접

촉한 상태에 있으므로 제어입력의 포화를 발생하게 된다.

한편,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한 상태에서 제어입력이 포화되면, 원격

조작기의 접촉에 의한 힘과 포화에 의한 힘에 의하여 조작자에게

Fo(s)=Kfs{u( s)- ũ( s)}+KfcFc(s)               (3-2-113)

의 힘이 반 되고,

u( s)=
1

1+KKmKfsCa(s)H(s)
[KKmCa(s)Xc(s)+{KKmKfsCa(s)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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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C
-1(s)-Ca (s)P( s)-KKmKxKfcKeffH(s)Ca(s)P(s)+1} ũ( s)],

           (3-2-114)

θ r(s)=
KKm

1+KKmKfsCa(s)H(s) [Xc(s)

   +KfsCa(s)H(s){ 1+P( s)C( s)C(s) } ũ( s)-KxKfcKeffH(s)P( s) ũ( s)](3-2-115)

가 된다. 

③ 안정도 해석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는 비선형 포화요소를 포함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루프 시스템의 안정도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하여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를 비선형 궤환을 갖는 선형시스템

의 일반적인 형태로 그림 3-2-16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93][98]. 

N

-G(jω)

Nonlinear function

Linear dynamics

u u~

그림 3-2-165. 안정도 해석을 위한 일반적인 형태.

보조정리 : 그림 3-2-165에서 G( jω)는 원점에 있는 단일극점 이외에는 

안정한 극점들을 가지고, 비선형 궤환 N  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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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k 1 ≤
N(σ, t)
σ

≤k 2=1.          (3-2-116)

여기서 σ는 비선형 블록에 대한 입력이다. 이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

하는 실수(real constant) α가 존재하면 그림 3-2-165의 폐루프 시스템은 

절대 안정하다.

Re[ {G( jω)+1}(1+αjω)] ≥ 0, ∀ω.                (3-2-117)

증 명 : 참고문헌 [93][98] 참조.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 대하여 절대안정도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정리 3-2-1과 같이 주어진다.

정 리 3-2-1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α  가 존재하면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는 절대 안정하다.

 - 접촉하지 않을 경우 :

Re[
Ca(jω){C

-1(jω)+P( jω)}(1+αjω)
1+KKmKfsCa(jω)H( jω) ]≥0, ∀ω.        (3-2-118)

 - 접촉할 경우 :

Re[
Ca(jω){C

-1(jω)+P( jω)+KKmKfcKxKeffH(jω)P( jω)}(1+αjω)
1+KKmKfsCa(jω)H( jω) ]≥0, ∀ω. (3-2-119)

증 명 : 그림 3-2-162에서 G( jω)는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지 않

을 경우에

G( jω)=
Ca(jω){C

-1(jω)+P( jω)}
1+KKmKfsCa(jω)H( jω)

-1           (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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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지고, 접촉할 경우에

 G( jω)=
Ca(jω){C

-1(jω)+P ( jω)+KKmKfcKxKeffH(jω)P( jω)}
1+KKmKfsCa(jω)H( jω)

-1(3-2-121)

로 주어진다. P( jω)는 식 (3-2-93)과 같이 원점에 단일극점을 가지고 또

한 안정한 극점을 가진다. H( jω)는 식 (3-2-94)와 같이 주어지며 안정하

다. 그리고 앞 절에서 C( jω)와 Ca(jω)는 biproper하고 최소위상이도록 

설계하 고, Ca(jω)는 안정하도록 설계하 으므로, 식 (3-2-120)과 식 

(3-2-121)의 G( jω)는 원점에 있는 단일극점 이외에는 안정한 극점들을 

가진다. 따라서 보조정리의 식 (3-2-117)에 따라 식 (3-2-120)과 식 

(3-2-121)이 시스템의 절대안정도를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④ 힘반 비 설정

이 절에서는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 대하여 힘

반 비 Kfc와 Kfs의 설정기준을 제시한다.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

구조에서 원격조작기의 제어기는 적분 되말림 보상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원격조작기가 접촉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모두의 경우에, 한정된 크기의 

Xc(s)에 대해 정상상태에서의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은 포화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한 상태에서 제어입

력이 포화되지 않을 때에 안정한 힘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Kfc는 제어입력의 포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설정한다. 

그리고 설정된 Kfc에 대하여 비선형 요소를 포함하는 폐루프 시스템의 

절대안정도를 만족하도록 Kfs를 설정한다.

  ㉮ 접촉에 대한 힘반 비 설정

  제안한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 Kfc가 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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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접촉력을 조작자가 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힘반 비가 너무 

클 경우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고 조작자에게로의 힘반  성능이 나

쁘게 된다[33].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도를 만족하면서 조작자에게 힘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Kf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폐루프 시스템의 안

정도를 만족하기 위한 Kfc의 설정기준은 정리 3-2-2와 같다.

정 리 3-2-2 :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 원격조작기가 물체

에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자. 

∠M( jω)=-180〫일 때

  Kfc < | 1
M( jω) |                    (3-2-122)

이면 폐루프 시스템은 안정하다. 여기서

M( jω)=
KKmKxKeffH(jω)P( jω)C( jω)

1+P( jω)C( jω)
      (3-2-123)

이다.

증 명 : 그림 3-2-164에서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을 경

우는  ũ( s)=u( s)  이고 Kfs를 통한 힘반 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격조

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의 루프 전달함수는 KfcM(s)이다. 식 (3-2-93), 

(3-2-94)와 식 (3-2-98)으로부터 M( jω)는 식 (3-2-123)과 같이 주어지며 

안정하고 최소위상이 된다. 따라서 ∠M( jω)=-180〫일 때

|KfcM(jω) | < 1                (3-2-124)

이면 폐루프 시스템은 안정하다[99]. 결과적으로, 식 (3-2-122)을 만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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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을 경우에 폐루프 시스템은 안정하다.

주 3-2-1 :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원격조작기가 접촉할 때에 힘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식 (3-2-122)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Kfc를 가능한 한 크게 설정한다. 

       

  ㉯ 위치 추종성능 향상을 위한 힘반 비 설정

  제안한 그림 3-2-162의 힘반  제어구조에 대하여 정상상

태에서의 기준 각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 각위치 추종오차를 살펴보고, 과

도상태에서의 위치 추종성능을 향상을 위한 Kfs의 설정기준을 제시한다.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 대하여 정상상태에서의 원격조작기의 

위치 추종오차는 정리 3-2-3과 같다. 

정 리 3-2-3 :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 Xc(s)가 계단입력

으로 주어질 때,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지 않거나 접촉할 경우 모두

에 대하여 θ r(s)에 대한 θ s(s)의 정상상태 오차는 0이다.

증 명 : 그림 3-2-164에서 Xc(s)가 계단입력으로 주어질 때 원격조작기

의 제어입력이 포화된 경우, 원격조작기의 제어기는 적분 되말림 보상구조

를 가지도록 설계하 으므로 원격조작기가 접촉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경

우 모두에 대하여 정상상태에서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은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화되지 않으

면, θ s(s)는 식 (3-2-106)으로 주어지고 θ r(s)는

θ r(s)=KKmXc(s)      (3-2-125)

로 주어진다. 식 (3-2-93)과 식 (3-2-94)를 식 (3-2-106)에 대입한 결과와 

식 (3-2-113)으로부터, Xc(s)가 계단입력으로 주어질 때의 정상상태 오차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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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s= lim
s→0
s{θ r(s)-θ s(s) }

   =0                   (3-2-126)

가 된다. 한편, 원격조작기가 접촉한 상태에서 포화되지 않을 경우에 

θ s(s)와 θ r(s)는 식 (3-2-111)과 식 (3-2-112)으로 각각 주어진다. 이 때, 

식 (3-2-93), (3-2-94)와 식 (3-2-98)을 식 (3-2-111)과 식 (3-2-112)에 

대입하면 Xc(s)가 계단입력으로 주어질 때의 정상상태 오차는 

e ss= lim
s→0
s{θ r(s)-θ s(s) }

   =0

이 된다.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 대하여 과도상태에서의 원격조작기

의 위치 추종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힘반 비 설정기준은 정리 3-2-4와 같

다.

정 리 3-2-4 :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 원격조작기가 물체

에 접촉하지 않을 경우, 마스터 조작기의 동작 주파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제어입력의 포화에 관계없이 θ s(s)는 θ r(s)를 추종한다.

- Kfs ≫ |
C( jω)

{1+P( jω)C( jω)}Ca(jω)H( jω) ũ( jω) ||Xc(jω)| .     (3-2-127)

- Kfs ≫ | 1
KKmCa(jω)H( jω) | .      (3-2-128)  

  

증 명 :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서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

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입력의 포화를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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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6)이 성립하고, 추종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식 (3-2-98)의 

C( s)에 의해 θ s(s)는 θ r(s)를 추종한다. 한편,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 포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식 

(3-2-109)이 성립한다. 식 (3-2-109)에서 마스터 조작기의 동작 주파수 범

위 내에서 

|KfsCa(jω)H( jω){ 1+P( jω)C( jω)C( jω) } ũ( jω)|≫|Xc(jω)|       (3-2-129)

이면, 즉,

Kfs≫|
C( jω)

{1+P( jω)C( jω)}Ca(jω)H( jω) ũ( jω) ||Xc(jω)|  

을 만족하면

θ r(jω)≈
KKmKfsCa(jω)H( jω)

1+KKmKfsCa(jω)H( jω)
1+P( jω)C( jω)

C( jω)
ũ( jω)  (3-2-130)

가 된다. 식 (3-2-108)에서

ũ( jω)=
θ s(jω)

P( jω)
                         (3-2-119)

이므로, 식 (3-2-119)를 식 (3-2-118)에 대입하면

θ r(jω)≈
KKmKfsCa(jω)H( jω)

1+KKmKfsCa(jω)H( jω)
1+P( jω)C( jω)
P( jω)C( jω)

θ s(jω)  (3-2-132)

가 된다. 또한, 마스터 조작기의 동작 주파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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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s≫| 1
KKmCa(jω)H( jω) |

을 만족하면, 식 (3-2-132)는 

θ r(jω)≈
1+P( jω)C( jω)
P( jω)C( jω)

θ s(jω)                (3-2-133)

가 된다. 여기서 C( jω)는 biproper하고 최소위상이고, Ca(jω)는 biproper

하고 최소위상이며 안정하고, P( jω)는 proper하므로, 식 (3-2-133)은 

biproper하고 안정하다. 이 때, 원격조작기의 각위치는

θ s(jω)≈
P( jω)C( jω)
1+P( jω)C( jω)

θ r(jω)                   (3-2-134)

로 주어지며, 식 (3-2-134)는 biproper하고 안정하다. 따라서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될 때에도 θ s(s)는 θ r(s)를 추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 포화에 관계없이 θ s(s)는 θ r(s)를 추종한다.

  주 3-2-2 :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 대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을 유지하면서 힘반  성능과 위치 추종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리 

3-2-2의 식 (3-2-122)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Kfc를 가능한 한 크게 설정

하고, 정리 3-2-1의 식 (3-2-118), (3-2-119)과 정리 3-2-4의 식 

(3-2-127), (3-2-128)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Kfs를 가능한 한 크게 설정한

다. 

            ⑤ 제어입력 포화를 고려한 다자유도 원격조작기의 힘반  제어기법

             다자유도(multi-axis) 원격조작기가 고감속비의 관절을 가

짐으로 인하여 제어입력 포화를 발생하는 경우의 힘반  제어시스템을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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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6. 제어입력 포화를 갖는 다자유도 원격조작기의 힘반

                제어구조.

그림 3-2-166은 k자유도의 마스터 조작기와 제어입력 포화를 갖는 n자

유도의 원격조작기를 연계한 원격조작 힘반  제어시스템의 블록선도를 

나타낸다[100]. 고감속비의 관절을 가짐으로 인하여 느린 동특성을 가지며 

제어입력의 포화를 발생하는 다자유도 원격조작기를 그림 3-2-166의 점선

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간략히 모델링할 수 있다. 여기서 P(s)는 

P( s)=

ꀎ

ꀚ

︳︳︳︳︳︳︳︳︳

ꀏ

ꀛ

︳︳︳︳︳︳︳︳︳

P 1(s) 0 … 0
0 P 2(s) … 0
⋯ ⋯ ⋱ ⋯
0 0 … Pn(s)

                  (3-2-135)

로 주어지며, 다자유도 원격조작기 i번 째 관절의 제어입력에 대한 각위

치의 전달함수 Pi(s)는 

Pi(s)=
Ksi

s(τ sis+1)
, i=1,…,n                   (3-2-136)

로 모델링된다[89]. 그리고 다자유도 원격조작기의 제어기 C( 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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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

ꀎ

ꀚ

︳︳︳︳︳︳︳︳︳

ꀏ

ꀛ

︳︳︳︳︳︳︳︳︳

C 1(s) 0 … 0
0 C 2(s) … 0
⋯ ⋯ ⋱ ⋯
0 0 … Cn(s)

                    (3-2-137)

로 주어진다. 원격조작기 i  번 째 관절의 실제 제어입력 u ĩ( t ) 는 계산된 

제어입력 u i(t)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포화특성을 갖는다. 

u ĩ( t )= {
u i max , ui(t)>ui max
u i(t), -ui max≤u i(t)≤u i max
-u i max , ui(t)<-u i max

 i=1,…,n.  .          

(3-2-138)

다자유도 원격조작기에 대한 힘반  제어시스템에서 원격조작기 관절의 

제어입력이 포화되면 적분 되말림 현상으로 인하여 마스터 조작기에 의해 

지정되는 기준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 말단효과장치의 위치 추종성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마스터 조작기와 원격조작기 사이의 공간적인 일치감을 

얻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안정하고 정교한 힘반  성능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는 힘반  제어시스템을 정교한 

작업에 적용할 수 없다. 

그림 3-2-167은 제어입력의 포화를 갖는 다자유도 원격조작기에 대하여 

포화를 보상한 힘반  제어시스템의 블록선도를 나타낸다. 원격조작기 각 

관절의 제어기는 2단계 설계기법으로 설계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격

조작기 i  번 째 관절의 제어기 Ci(s)를 다음과 같은 불완전 미분 형태의 

PID 제어기로 설계한다.

Ci(s)=K P i+
K Ii

s
+
K Dis

s+γ i
, i=1,…,n.                  (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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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γ i>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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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7.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한 다자유도 원격조작기의 힘반

              제어구조.

Biproper하고 최소위상(minimum phase)인 Ci(s)는 원격조작기의 제어입

력이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조작기 각 관절의 각위치가 기준 각위

치를 추종하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적분 되말림 현상

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림 3-2-167의 구조에서 각 관절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도록 Cai(s), Cbi(s) ( i=1,…,n)을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 C ai(s)는 biproper하고 최소위상이며 안정하다.

- C bi(s)=C ai(s)C
-1
i (s)-1.      (3-2-140)

   

그림 3-2-167에서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으면

u ĩ( s ) = ui (s)            (3-2-141)

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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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i(s)=
Cai(s)

1+Cbi(s)
e i(s)   

   =
Cai(s)

1+{Cai(s)C
-1
i (s)-1}

e i(s)

     =Ci(s)e i(s)                             (3-2-142)

가 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 (3-2-140)로 설계된 Cbi(s)는 

proper하고 안정하다. 따라서, 식 (3-2-142)에서는 불안정한 극점과 점

의 상쇄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격조작기 각 관절의 제어기는 제어목적에 

따라 설계된 Ci(s)와 같게 된다. 한편,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되면

u i(s)=Cai(s)e i (s)-Cbi(s) u ĩ( s )                (3-2-143)

가 되고, 적분 되말림 보상구조가 된다[92]. 다자유도의 원격조작기에 대한 

힘반  제어시스템에서는 1자유도의 경우와는 달리 다자유도의 원격조작

기와 마스터 조작기 사이에 상호 대응되는 링크가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3-2-167의 다자유도 원격조작기에 대한 힘

반  제어구조에서는 원격조작기 어느 한 관절의 제어입력이 포화될 경우

에 마스터 조작기의 각 링크가 움직이는 방향과의 반대방향으로 힘을 가

하여 조작자가 마스터 조작기를 빨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즉, 원격조

작기 각 관절에 대한 제어입력의 포화량에 의해 마스터 조작기의 각 관절 

구동모터에 

ꀎ

ꀚ

︳︳︳︳︳︳︳︳︳

ꀏ

ꀛ

︳︳︳︳︳︳︳︳︳

τ a1(s)
τ a2(s)
⋯
τ ak(s)

=Ks

ꀎ

ꀚ

︳︳︳︳︳︳︳︳︳︳

|u 1(s)- u 1̃( s )|
|u 2(s)- u 2̃( s )|

⋯

|un(s)- uñ( s )|

ꀏ

ꀛ

︳︳︳︳︳︳︳︳︳︳

                    (3-2-144)

의 토크를 발생하여 조작자에게 힘반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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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ꀎ

ꀚ

︳︳︳︳︳︳︳︳︳

a 1Ks11 a 1Ks12 … a 1Ks1n
a 2Ks21 a 2Ks22 … a 2Ks2n
⋯ ⋯ ⋱ ⋯
akKsk1 akKsk2 … akKskn

ꀏ

ꀛ

︳︳︳︳︳︳︳︳︳

,                 (3-2-145)

aj={
+1, θmj 가 증가할 때
-1, θmj 가 감소할 때
  0, θmj 가 변하지 않을 때

, j=1,…,k              (3-2-146)

이다. 결과적으로, 그림 3-2-167의 힘반  제어구조는 원격조작기의 제어

입력이 포화될 때에 적분 되말림 현상을 보상하면서 포화량을 힘으로 변

환하여 조작자에게 반 시켜 마스터 조작기의 각 링크들을 천천히 움직이

게 함으로써, 기준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 말단효과장치의 위치 추종성능

을 향상시키는 구조이다[97].

원격조작기의 말단효과장치가 외부환경과 접촉할 때의 접촉력을 마스터 

측에 힘반 하기 위하여 마스터 조작기 관절에서 발생해야 하는 토크는 

마스터 조작기에 대한 자코비안(jacobian)의 전치행렬(transpose matrix) 

JT를 구함으로써 얻어진다[101]. 따라서 그림 3-2-167의 힘반  구조에서 

원격조작기 각 관절의 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조작기의 

말단효과장치가 물체에 접촉할 경우에는 마스터 조작기의 각 관절 구동모

터에 

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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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ꀏ

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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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z(s)

ꀏ

ꀛ

︳︳︳︳
                        (3-2-147)

의 토크를 발생하여 조작자에게 힘반 한다.

한편, 원격조작기 각 관절의 제어입력이 포화된 상태에서 원격조작기의 

말단효과장치가 외부환경과 접촉하면, 접촉력과 포화량에 의하여 마스터 

조작기의 각 관절 구동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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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크를 발생하여 조작자에게 힘반 한다. 결과적으로, 원격조작기 말단

효과장치의 접촉력에 대한 힘반  뿐만 아니라 제어입력 포화에 대한 힘

반 에 의하여 조작자는 마스터 조작기를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마스터 

조작기의 위치에 의해 지정되는 기준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 말단효과장

치의 위치 추종성능은 향상된다. 

⑥ 힘반  제어 실험결과

  ㉮ 1자유도 힘반  제어구조의 응답 특성

   이 절에서는 고감속비의 관절을 갖는 동력 조작기를 슬레

이브 조작기로 사용하고 슬레이브 조작기의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하지 않

은 경우의 실험결과를 살펴본다. 또한, 제어입력의 포화를 보상한 그림 

3-2-164의 힘반  제어구조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계기준을 만

족하는 경우의 실험결과를 살펴본다. 힘/토크 센서와 제어용 컴퓨터 사이

의 신호전달은 RS-232 방식으로 하 고 통신속도는 9600 bps로 설정하

으며, 힘/토크 센서로부터의 신호 갱신주기는 0.05초이다. 슬레이브 조작기

는 하모닉 드라이브(harmonic drive)와 웜(worm)으로 구성된 감속기를 가

지는 비선형 특성이 큰 시스템이지만[102][103], 본 논문에서의 연구대상인 

제어입력의 포화를 제외한 다른 비선형 특성들은 무시하 다. P(s)는 슬

레이브 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도록 계단입력의 전압( V)을 가

하여 각위치( rad)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하 다.

P(s)=
0.011

s(0.25s+1)
.         (3-2-149)

또한 슬레이브 조작기는 슬레이브 조작기의 제어입력으로 ±5 V가 인

가될 때 ±0.071 rad/s의 속도포화를 발생함을 실험으로 알 수 있었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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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어입력 ũ( t)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ũ( t)= {
5V, u( t) > 5V
u( t), -5V≤u( t)≤5V
-5V, u( t)<-5V

.              (3-2-150)

H(s)는 실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하 다.

H( s)=
Ch

0.08s+1
.           (3-2-151)

여기서 Ch=2.91∼3.71  cm/kgf  이다. Km은 0.125 rad/cm  로 근사

화 되고 Kx는 50 cm/rad로 근사화 된다. 힘/토크 센서로부터의 출력에 

대하여 중력을 보상하여 Fc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슬레이브 조작기

가 접촉하지 않을 때는 Fc=0와 Keff=0가 되도록 하 다. 슬레이브 조

작기가 접촉시의 Keff는 54 kgf/cm로 측정되었으며, Keff의 비선형 특성

은 무시할 수 있었다. 마스터 조작기에는 힘/토크 센서를 부착하기 어려웠

기 때문에, 조작자에게로의 힘반  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접촉에 대한 힘

반  응답은 미리 측정한 Kfc를 Fc에 곱하여 구하 으며, 포화에 대한 

힘반  응답은 포화량에 Kfs를  곱하여 구하 다. K는 0.5로 설정하 고, 

Kfc는 식 (3-2-122)을 만족하도록 0.0013으로 설정하 다. 슬레이브 조작

기의 제어기는 식 (3-2-98)의 PID를 사용하 으며, PID 계수들은 제어입

력의 포화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레이브 조작기의 각위치가 기준 

각위치를 추종하도록 KP=380, KI=875, KD=0.0102, γ=21.27로 설

정하 다. 힘반  제어시스템은 디지털 제어시스템으로 구현할 때에 샘플

링 주기 T  는 힘/토크 센서의 신호갱신 주기를 고려하여 0.05초로 설정

하 다. 샘플링 주파수는 매우 느린 동특성을 가지는 고하중 조작기의 동

작주파수에 대한 nyquist rate와 조작자가 조작하는 마스터 조작기의 동작

주파수에 대한 nyquist rate 보다 크기 때문에 연속시간 시스템에서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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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구현 가능하다. 디지털 제어기 C(z)는 

쌍선형(bilinear) 변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현하 다. 

C(z)=
402z 2-481z+110

z 2-1.3056z+0.3056
.                   (3-2-152)

제어입력의 포화를 보상하지 않은 그림 3-2-163의 힘반  제어구조에 

대하여 슬레이브 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의 특성을 그림 3-2-168에 보

다. 그림 3-2-168의 (a)는 기준 각위치에 대한 슬레이브 조작기 각위치

의 추종응답을 나타내고, (b)는 슬레이브 조작기의 제어기에 의해 계산된 

제어입력( u)와 실제 제어입력( ũ)을 나타내고, (c)는 힘/토크 센서 출력으

로부터 중력을 보상하고 교정한 후 측정한 힘( Fc)을 나타내며, (d)는 조

작자에게 반 되는 힘( Fo)을 나타낸다. 슬레이브 조작기는 1.20초에 물체

에 접촉하 다. 조작자는 반 된 힘을 감지하지만 마스터 조작기를 정지시

켜 슬레이브 조작기를 물체에 접촉시킨 상태를 유지하다가 3.05초에 마스

터 조작기를 역방향으로 움직 다. 이 때, 슬레이브 조작기는 마스터에 의

해 생성되는 기준위치를 즉각 추종하지 않고 4.85초까지 접촉상태를 유지

하다가 물체로부터 분리되며, 물체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불안정하게 진동

함을 (a)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슬레이브 조작기는 제어입력이 포화되어 

위치제어 루프가 끊어진 상태에서 물체에 접촉하기 때문에 슬레이브 조작

기는 물체에 강하게 접촉함을 (c)에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슬레이브 

조작기의 제어입력 포화에 대한 보상 없이는 정교한 힘반  제어성능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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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8.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하지 않은 경우의 응답.

그림 3-2-164의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한 힘반  제어구조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않도록 설계한 경우와 만족하도록 

설계한 경우에 대해 슬레이브 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Ca(s)는 biproper하고 최소위상이며 안정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

계하 다. 

Ca(s)=
993s 2+23395s+48626

s 2+80s+1600
.                  (3-2-153)

그리고 Cb(s)는 식(3-2-99)을 만족하도록 설계하 다. Ca(z)는 쌍선형

변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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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z)=
402z 2-481z+110

z 2
.            (3-2-154)

Kfc는 제어입력의 포화를 보상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0.0013으로 

설정하 다. 이 때, 시스템의 절대안정도에 대한 정리 1의 조건들을 만족

하는 Kfs의 범위는  0∼0.05이다. 그림 3-2-169는 정리 3-2-1과 정리 

3-2-4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도록 Kfs를 0.025로 설정한 경우의 실험결

과이다. 첫 번째 접촉에서 원격조작기를 2.10초에 물체에 약하게 충돌시켜 

접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4.75초에 마스터 조작기를 역방향으로 움

직일 때 원격조작기는 5.15초에 물체로부터 분리되고, 두 번째 접촉에서 

원격조작기를 10.10초에 강하게 충돌시켜 접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13.95초에 마스터 조작기를 역방향으로 움직일 때 원격조작기는 14.60초에 

물체로부터 분리됨을 (a), (c)에서 볼 수 있다. 이 때, 시스템의 안정성을 

만족하면서 제어입력의 포화시에 마스터 측에 힘반 시켜 마스터 조작기

의 손잡이를 천천히 움직이게 하여 원격조작기의 접촉 및 제어입력 포화

에 관계없이 기준 각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의 각위치 추종성능이 증가함

을 (a), (b), (e)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조작자가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

한 상태에서 마스터 조작기를 진행방향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포화량은 작

게 유지되고 정지시킬 때에는 포화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마스터 조작기

를 역으로 움직이면 원격조작기의 각위치는 기준 각위치를 곧바로 추종함

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절대안정도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Kfs를 설정하면 원격조작기의 위치 추종성능이 증가하고 안정한 힘반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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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9.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한 제안한 힘반  제어기법에 대한 

                응답( Kfs=0.025  ).

  

  ㉯ 다자유도 힘반  제어구조의 응답 특성

  그림 3-2-170은 제어입력의 포화를 갖는 2자유도 원격조

작기에 대하여 포화를 보상하지 않은 그림 3-2-166의 구조로 원격조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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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제어시스템을 구성하고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의 응답을 나

타낸다. 마스터 조작기의 위치에 대한 위치 보정계수( K)를 1로 설정하

다. 조작자는 마스터 조작기를 (860.0 mm, 0 mm)에서 출발하여 (841.9 

mm, -128.3 mm)를 경유하고 (847.5 mm, 12.0 mm)에 도착하도록 조작하

다. 이 때, 원격조작기는 (860.0 mm, 0 mm)에서 출발하여 6.75초에 

(843.6 mm, -112.2 mm)에서 물체에 접촉하고 마지막 도착위치 (847.5 

mm, 12.0 mm) 근처에서 불안정하게 진동함을 볼 수 있다. 그림 3-2-170

에서 마스터 조작기의 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 말단효과장치의 위치 추종

성능이 나쁨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원격조작기의 제 2축의 제어입력이 불

안정하게 진동함으로 인하여 원격조작기 말단효과장치의 위치는 마지막 

도착위치에서 불안정하게 진동함을 볼 수 있다. 

  그림 3-2-171은 제어입력의 포화를 갖는 2자유도 원격조작기에 대하여 

포화를 보상한 그림 3-2-167의 구조로 원격조작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구

성하고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의 응답을 나타낸다. 조작자는 마스

터 조작기를 (860.0 mm, 0 mm)에서 출발하여 (843.8 mm, -121.6 mm)를 

경유하고 (852.4 mm, -5.1 mm)에 도착하도록 조작하 다. 이 때, 원격조

작기의 말단효과장치는 (860.0 mm, 0 mm)에서 출발하여 5.55초에 (846.8 

mm, -102.3 mm)에서 물체에 접촉하고 마지막 위치 (852.4 mm, -5.1 

mm)에 도착하 다. 결과적으로, 원격조작기의 말단효과장치가 물체에 접

촉하는 것과 관계없이 제어입력의 포화로 인한 적분 되말림 현상은 보상

되며, 마스터 조작기에 대한 원격조작기 말단효과장치의 위치 추종성능이 

우수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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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0. 제어입력 포화를 갖는 다자유도 원격조작기의

힘반  제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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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1.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한 다자유도 원격조작기의

       힘반  제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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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용 조작기 위치/힘 제어 알고리즘 개발

(가) 제어입력 포화를 갖는 고하중 원격조작기의 위치/힘 제어 문제

원격조작 양방향 제어시스템에서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에 접촉작용을 부드럽게 하고 접촉력을 조작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하여 분할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법이 도입되었다. 분할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법은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에 자율적으로 접촉작용을 부

드럽게 하는 동시에, 조작자에 힘반 시켜 마스터 조작기를 쥐고 있는 조

작자의 손을 통하여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능을 분할하는 기법이다. 원격조작기 말단효과장치의 접촉작용을 부

드럽게 하는 방법으로는 수동 컴플라이언스 방법과 능동 컴플라이언스 방

법이 있다[34]. 수동 컴플라이언스 방법은 스프링을 갖는 말단효과장치나 

RCC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빠른 컴플라이언스 제어응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컴플라이언스가 기계장치의 컴플라이언스로 

고정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컴플라이언스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기계장치

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능동 컴플라이언스 방법은 컴플라이

언스를 소프트웨어로 조정하는 방법이며, 컴플라이언스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힘 궤환에 따른 안정도 문제로 인하여 빠른 컴

플라이언스 제어응답을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2-172는 능동 

컴플라이언스 방법의 컴플라이언스 제어루프를 나타낸다[34][104]. 그림 

3-2-172는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의 접촉력을 능동 컴플라이언스 

제어 여과기를 통해 궤환시켜 기준위치 입력을 수정하여 원격조작기의 위

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구조이다. 

θs

R(s)
+ _

θr Fc

Xs

Kx Keff

Kc(s)

θc

그림 3-2-172. 능동 컴플라이언스 제어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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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34][104]은 그림 33-2-172의 능동 컴플라이언스 제어루프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1차 선형 능동 컴플라이언스 제어 여과기를 제안하 다. 

Kc(s)=
Kcc
τ cs+1

.                (3-2-155)

여기서 Kcc는 힘 궤환이득을 나타내고 τ c는 시정수를 나타낸다. Kcc가 

클수록 컴플라이언스 제어응답 특성은 향상되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을 만

족하기 위하여 저역여과기의 주파수 대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34].

Fc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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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H(s)

θr

+

그림 3-2-173. 제어입력 포화를 가지는 원격조작기의 컴플라이언스

    제어시스템.

그림 3-2-172의 능동 컴플라이언스 제어루프를 적용한 양방향 제어시스

템에 대하여 원격조작기가 제어입력 포화를 갖는 경우의 블록선도를 그림 

3-2-173에 나타내었다.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될 경우에는 원격조

작기의 위치제어 루프가 끊어지기 때문에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강하게 접

촉할 수 있으며, 적분 되말림 현상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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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언스를 제어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어입력의 포화를 갖는 원격조작

기에 대하여 적분 되말림 현상의 보상과 더불어 원격조작기의 위치 추종

성능을 향상시키고,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에 접촉작용을 부드럽

게 하며, 작업자에게 접촉력을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컴플라이언스 제어

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나) 제어입력 포화를 고려한 고하중 원격조작기의 위치/힘 제어 기법

① 제어입력 포화를 고려한 위치/힘 제어 구조

          원격조작 양방향 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원격조작기에 컴플라

이언스 제어기능을 부가한 경우에도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되면 

위치제어 루프가 끊어지기 때문에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강하게 접촉할 수 

있으며 적분 되말림 현상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컴플라이언

스를 제어하기 힘들다. 이 절에서는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한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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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4. 제어입력 포화를 고려한 원격조작기의 위치/힘 제어 구조.

제안하는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법은 고감속비의 관절을 가짐으로 인해 제

어입력의 포화를 발생하는 원격조작기에 대하여 적분 되말림 현상을 보상

하고 원격조작기의 위치 추종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 한 위치제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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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능동 컴플라이언스 제어 여과기와 힘반 을 통하여 

분할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2-174는 원

격조작 양방향 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 포화를 고려

한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를 나타낸다[105]. 그림 3-2-174에서 제어기 

Ca(s),Cb(s)는 앞 절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② 입출력 관계

  ㉮ 포화되지 않을 경우

  그림 3-2-174의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에서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으면, Fc(s)= 0   

이므로 τ b(s)=0  이고, ũ( s) = u( s) 이므로 τ a(s)=0  이다. 따라서 

Fo(s)=0  이 되며 조작자에게 아무런 힘이 반 되지 않는다. 이 때, 각위

치는  

θm(s)=KmXc(s),                    (3-2-156)

θ r(s)=Kθm(s),                         (3-2-157)

θ s(s)=
P( s)C( s)
1+P( s)C( s)

θ r(s)                     (3-2-158)

로 주어지며, 추종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C(s)에 의해 θ s(s)는 θ r(s)를 

추종한다.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한 상태에서 제어입력이 포화되지 않으면 

θ r(s)=KKmXc(s)-H( s)Fo(s)-Kc(s)Kc(s)              (3-2-159)

가 되고,

Fo(s)=KfcFc(s)                         (3-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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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이 조작자에게 반 된다. 이 때, 원격조작기의 접촉력은 능동 컴플라

이언스 제어 여과기를 통한 궤환과 조작자에게로의 힘반 에 의하여 원격

조작기로 지령되는 각위치 θ c(s)를 감소시킨다. θ c(s)가 감소하면 θ s(s)

가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분할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가 된다. 이 때, 

Xc(s)에 대하여 θ s(s)와 θ r(s)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θ s(s)=
KKmP(s)C(s)

1+P( s)C( s)[1+KxKeff{Kc(s)+KKmKfcH(s)}]
Xc(s),  (3-2-161)

θ r(s)=
KKm[1+P( s)C( s){1+KxKeffKc(s) }]

1+P( s)C( s)[1+KxKeff{Kc(s)+KKmKfcH(s)}]
Xc(s).  (3-2-162)

  ㉯ 포화될 경우

  그림 3-2-174의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에서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되면, 식 (3-2-99)이 성립하여 원격조작기의 제어기는 적

분 되말림 보상구조로 되고, 원격조작기의 각위치는

θ s(s)=P( s) ũ( s)                         (3-2-163)

가 된다. 이 때, 조작자에게 반 되는 힘은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지 

않을 경우에

Fo(s)=Kfs{u( s)- ũ( s)}                          (3-2-164)

가 되고, 접촉할 경우에

Fo(s)=Kfs{u( s)- ũ( s)}+KfcFc(s)              (3-2-165)

가 된다. 적분 되말림 보상구조의 제어기와 포화량에 의한 힘반 은 제어

입력의 포화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제어입력이 포화로부터 벗어나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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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제어기능을 가지게 된다.

③ 안정도 해석 

           제안한 그림 3-2-174의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는 비선형 포

화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스템의 안정도 해석이 필요하다. 

그림 3-2-174의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에 대하여 시스템의 절대안정도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정리 3-2-5와 같이 주어진다.

정 리 3-2-5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α가 존재하면 제안한 그림 

3-2-174의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는 절대 안정하다. 

- 접촉하지 않을 경우 :

Re[
Ca(jω){C

-1
(jω)+P( jω)}(1+αjω)

1+KKmKfsCa(jω)H( jω) ]≥0,∀ω.             (3-2-166)

- 접촉할 경우 :

 Re[
Ca(jω){C

-1
(jω)+(1+KKmKfcKxKeffH(jω)+KxKeffKc(jω))P( jω)}

1+KKmKfsCa(jω)H( jω)

                     ×( 1+αjω)]≥0, ∀ω.              (3-2-167)

증 명 : 그림 3-2-174에서 G( jω)는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지 않

을 경우에

G( jω)=
Ca(jω){C

-1(jω)+P ( jω)}
1+KKmKfsCa(jω)H( jω)

-1                  (3-2-168)

로 주어지고, 접촉할 경우에

G( jω)=
Ca(jω)

1+KKmKfsCa(jω)H( jω)
[C-1(j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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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KmKfcKxKeffH(s)+KxKeffKc(s) }P( jω)]-1  (3-2-169)

로 주어진다. P( jω)는 식 (3-2-93)과 같이 원점에 단일극점을 가지고 또

한 안정한 극점을 가진다. H( jω)는 식 (3-2-94)와 같이 주어지며 안정하

다. 그리고 C( jω)와 Ca(jω)는 biproper하고 최소위상이 되도록 설계하

고, Ca(jω)는 안정하도록 설계하 으므로, 식 (3-2-168)과 식 (3-2-169)

의 G( jω)는 원점에 있는 단일극점 이외에는 안정한 극점들을 가진다. 따

라서 보조정리의 식 (3-2-117)에 따라 식 (3-2-166)과 식 (3-2-167)이 시

스템의 절대안정도를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④ 위치 추종성능 해석

이 절에서는 제안한 그림 3-2-174의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

에 대하여 정상상태에서 기준 각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 각위치의 추종오

차를 살펴본다. 정상상태에서의 원격조작기의 위치 추종오차는 정리 

3-2-6과 같다. 

정 리 3-2-6 : 그림 3-2-174의 컴플라이언스 제어시스템에서 Xc(s)가 

단위 계단입력으로 주어질 때, θ r(s)에 대한 θ s(s)의 정상상태 오차는 다

음과 같다.

- 접촉하지 않을 경우 :

  e ss=0.                     (3-2-170)

- 접촉할 경우 :

  e ss=
KKmKxKeffK cc

1+KxKeff(Kcc+KKmKfcCh)
.              (3-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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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 그림 3-2-174에서 Xc(s)가 단위 계단입력으로 주어질 때 원격

조작기의 제어입력이 포화된 경우에, 원격조작기의 제어기는 적분 되말림 

보상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하 으므로 원격조작기가 접촉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경우 모두에 대해 정상상태에서의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은 포화되

지 않은 상태에 있다.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화

되지 않으면 θ s(s)는 식 (3-2-158)으로 주어지고 θ r(s)는

θ r(s)=KKmXc(s)               (3-2-172)

로 주어진다. 식 (3-2-93)과 식 (3-2-98)을 식 (3-2-158)에 대입한 결과와 

식 (3-2-172)으로부터, Xc(s)가 단위 계단입력으로 주어질 때의 정상상태 

오차는 

e ss= lim
s→0
s{θ r(s)-θ s(s) }

  =0

가 된다. 한편, 원격조작기가 접촉한 상태에서 포화되지 않을 경우에  

θ s(s)와 θ r(s)는 식 (3-2-161)과 식 (3-2-162)으로 각각 주어진다. 이 때, 

식 (3-2-93), (3-2-94)와 식 (3-2-98)을 식 (3-2-161)과 식 (3-2-162)에 

대입하면 Xc(s)가 단위 계단입력으로 주어질 때의 정상상태 오차는 

e ss= lim
s→0
s{θ r(s)-θ s(s) }

   =
KKmKxKeffK cc

1+KxKeff(Kcc+KKmKfcCh)

가 된다.            

주 3-2-3 : 그림 3-2-172의 구조에서 Kc(s)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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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171)에서 Kcc가 0일 경우, Xc(s)가 단위 계단입력으로 주어질 

때 θ r(s)에 대한 θ s(s)의 정상상태 오차는 0이 됨을 알 수 있다.

⑤ 위치/힘 제어 실험

원격조작기의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하지 않은 그림 3-2-173

의 컴플라이언스 제어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그림 3-2-175에 보 다. Kcc

는 1.34×10-3 rad/kgf  로 설정하 다. 그림 3-2-175의 (a)는 기준 각위치

에 대한 원격조작기 각위치의 추종응답을 나타내고, (b)는 원격조작기의 

제어기에 의해 계산된 제어입력과 실제 제어입력을 나타내고, (c)는 힘/토

크 센서의 출력으로부터 중력을 보상하여 측정한 힘을 나타내며, (d)는 조

작자에게 반 되는 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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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5. 제어입력 포화를 갖는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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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작기는 2.10초에 물체에 접촉하 다. 그러나 원격조작기는 제어입력

의 포화로 인하여 위치 추종성능이 나쁘고, 물체에 강하게 접촉하며 접촉

한 후에도 불안정하게 진동하면서 물체에 여러 번 접촉함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어입력의 포화에 대한 보상 없이는 그림 3-2-173의 컴플라

이언스 제어시스템을 원격조작기의 컴플라이언스 제어에 적용할 수 없음

을 알 수 있다.

제어입력의 포화를 갖는 원격조작기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림 

3-2-174의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K와 

Kfc  값은 제어입력의 포화를 보상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값으로 설정하

고, Kfs는 0.025로 설정하 다. 이 때, 원격조작기와 물체에 접촉하지 않

을 경우나 접촉할 경우 모두에 대하여 Kcc를 0∼8.8×10
-3 rad/kgf  의 범

위로 설정하면 시스템의 절대안정도에 대한 정리 4.1의 조건들이 만족된

다. 그림 3-2-176은 제어입력의 포화를 보상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Kcc

를 1.34×10-3 rad/kgf  로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다. 원격조작기는 

제어입력이 포화된 상태에서 5.75초에 물체에 접촉하 고, 조작자가 접촉

에 의해 반 되는 힘을 감지한 후 6.15초에 마스터 조작기를 역방향으로 

이동시켰다. 이 때,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어

입력의 포화에 관계없이 기준위치에 대한 원격조작기의 위치 추종성능이 

우수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 접촉력이 컴

플라이언스 제어루프를 통하여 궤환되어 기준 각위치 입력을 감소시킴으

로써 제어입력이 역방향으로 포화되었으나, 적분 되말림 보상구조의 제어

기와 제어입력의 포화에 대한 힘반 에 의해 포화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제어루프가 형성되고 컴플라이언스를 제어할 수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원격조작기가 물체에 접촉할 때의 컴플라이언

스는 4.81×10
-2 cm/kgf  (탄성계수 20.8 kgf/cm)로 측정되었으며, 제어입

력 포화를 보상하지 않은 경우의 컴플라이언스가 2.17×10-2 cm/kgf  (탄성

계수 46 kgf/cm)인 것과 비교하면 컴플라이언스가 2.2배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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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6. 제어입력 포화를 보상한 컴플라이언스 제어구조의 응답.

그림 3-2-177은 식 (3-2-155)의 능동 컴플라이언스 제어 여과기에 대하

여 정리 3-2-5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Kcc를 각각 다르게 설

정하고 접촉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2-177에서 시스템의 절

대안정도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Kcc가 클수록 접촉력이 감소함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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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것은 Kcc가 증가할수록 접촉에 따른 위치변화 궤환량이 증가

하여 원격조작기로 지령되는 각위치 입력이 점점 작아지거나 반대방향으

로 가해지며, 원격조작기의 각위치는 이 지령 각위치를 추종하기 때문에 

원격조작기의 말단효과장치의 컴플라이언스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3-2-178은 접촉력에 대하여 원격조작기 말단효과장치의 위치 변화

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2-178에서 Kcc가 클수록 컴플라이

언스가 증가함을 볼 수 있고, 위치 변화량은 접촉력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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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7. Kcc  에 대한 접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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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8. 접촉힘에 대한 위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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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상연료 원격해체기술 개발

   (가) Top nozzle 원격절단기술 개발

   비정상연료 해체용 조작기를 이용하여 모의 핵연료집합체의 

top nozzle을 원격방식으로 절단하여 제거할 수 있는 원격 top nozzle 절

단기술을 개발하 다. Top nozzle의 절단에 사용되는 절단공구는 왕복 톱

(reciprocating saw)을 개발하여 사용하 고, 이를 동력매니퓰레이터에 취

부하기 위하여 절단공구 파지기구를 개발하 다. 그리고, top nozzle의 절

단 실험을 위하여 실제 핵연료 집합체의 top nozzle 부위와 동일한 재원을 

갖는 모의 top nozzle을 제작하 다. 이와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고 먼

저 top nozzle의 절단실험을 수행한 결과, 절단시 발생하는 절단공구의 진

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동력매니퓰레이터에 취부하여 사용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절단시의 진동을 감쇠 시키는 진동 진동감쇠기구를 

개발하여 top nozzle의 절단작업에 사용하 다.

조작기의 말단장치에 top nozzle부를 절단하는 왕복 톱을 부착시키기 위

하여 그림 3-2-1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복 톱과 말단장치를 체결할 수 

있는 어뎁터(adaptor)를 개발하 다. 어뎁터는 동력 매니퓰레이터의 손목 

부에 나사체결 방식으로 접합되는 말단장치 부착부 및 절단 톱을 파지 하

는 파지 부로 구성되어 있다. 말단장치 부착 부는 절단톱외에 연료봉 파지

기구 및 그리퍼 절단공구 등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규격을 표준화하 다. 

 

왕복 톱

End Effector
파지기구
(Adapter)

 

그림 3-2-179. Top nozzle 절단공구 파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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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nozzle 절단 작업시 절삭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단공구의 진동으로

부터 사용후핵연료와 매니퓰레이터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는 top nozzle 

절단 공구의 진동 감쇠기구(그림 3-2-180)를 개발하 다. 이는 절단공구부

의 holder와 절단공구의 방향을 안내하고 수평방향의 진동을 억제하는 

guider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 부에는 좌우 4 개의 롤러(roller)가 부착된 

절단공구 어뎁터가 있어 절단공구의 수직방향의 운동을 안내한다. 따라서, 

비정상연료해체용 조작기의 말단장치 끝에 부착된 절단공구는 절단작업시 

진동감쇠기구의 안내면에 끼워진 상태에서 지면과 수직방향으로 상하 운

동을 함으로서 절삭에 의한 진동이 대폭 감쇠 된다.

절단공구

진동
감쇠기구

절단공구 Holder

절단공구 Guider

  그림 3-2-180. 절단공구 진동감쇠기구.

비정상 연료의 취급 및 해체를 위해 개선된 원자력용 고하중 동력 매니

퓰레이터에 절단공구를 부착하여 절단실험을 수행하 다. 동력매니퓰레이

터의 4축에 대한 기구학 및 역 기구학적 해석을 거치고 각 축별로 PID 제

어기를 구성하고 위치를 제어하 으며, 절단공구와 매니퓰레이터 말단장치 

부분에 설치한 힘/토크 센서로부터 힘을 궤환받아 무리한 절삭력이 인가

되지 않도록 힘 제어하 다. 그림 3-2-181은 동력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한 

top nozzle 절단실험 모습이다. 그림 3-2-182는 비정상연료 해체용 조작기

의 말단장치 끝에 부착한 절단공구를 이용하여 top nozzle을 절삭할 때 매

니퓰레이터로 전달되는 충격량을 가속도 센서(Dytran사 모델 3136A, 1 g/ 

100 mV 출력)로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3-2-1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

동감쇠기구를 사용한 결과, 충격량은 평균적으로 0.5 g 정도에 불과하 으

며 대부분 1 g 이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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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1. 절단공구를 이용한 top nozzle 절단실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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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2. 절단공구의 충격량.

그림 3-2-183, 3-2-184는 절삭작업 도중 절삭력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top nozzle의 절단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top nozzle 절삭시 절단공구에 가

해지는 절삭력을 나타낸다. 기준 절삭력(지령 값)은 top nozzle이 가장 잘 

절단되는 3 kgf 로 설정하 다. 그림 3-2-1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삭작

업의 초기에는 톱날과 top nozzle이 갑자기 접촉하게 되어 절삭력이 크게 

증가하나, 1 초 정도 후에는 절삭 지령 값에 잘 추종함을 볼 수 있다. 여

기서 절단공구와 top nozzle 사이에 접촉 오차가 발생하면 응답 절삭력이 

지령 값에 크게 벗어나게 되는 데, 실험 결과에서는 절삭력이 지령 값을 

잘 추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절단공구의 위치 이송정 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작기/힘반  연계구동 알고리즘”에서 기술한 

바대로 위치정 도는 ±0.5 cm 이내). 이와 같이 일정한 절삭력을 유지시

킴으로서 절단공구와 매니퓰레이터에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인 고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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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막을 수 있었으며, 25 개의 핵연료 집합체 안내관을 약 30 분 정도

에 절단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절단공구 톱날의 pitch에 따라 진동의 크

기가 상당히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최적의 절삭조건을 갖

는 톱날의 pitch를 선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ID manipulator

PI

xr

fr

x

f

 

그림 3-2-183. Top nozzle 절단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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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4. 절단공구에 가해지는 절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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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rid 원격절단기술 개발

비정상연료 집합체의 grid를 원격으로 절단하고 연료봉을 취급/인

출하여 포장하는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grid 절단공구를 개발하 다. 

grid 절단공구는 그림 3-2-1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압 grid 절단가위와 

연료봉을 인출하는 gripper로 구성된다. 조작자는 힘반  입력장치를 이용

하여 비정상연료 해체용 조작기에 부착된 grid 절단공구 및 gripper의 위

치를 이동시키고 회전시킴으로써 필요한 도구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Grid 절단가위의 날은 grid 격자 내로 삽입가능 하도록 두께 1.1 

mm, 절단길이 37 mm로 가공하 으며, 1회 동작으로 두께 1 mm의 grid

를 길이 15 mm까지 절단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연료봉 인출용 

gripper는 절단된 grid 내부로부터 연료봉을 취급/인출하여 포장장치로 이

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다.

그림 3-2-185. Grid 절단공구.

개발한 grid 절단공구의 정 한 제어성능을 얻기 위하여 위치/힘제어 알

고리즘을 개발하 다. 개발한 위치/힘제어 알고리즘은 적분 되말림 보상구

조를 가질 뿐 만 아니라 조작기의 접촉힘을 분할하는 분할 컴플라이언스

(shared compliance) 제어구조를 가진다. 개발한 위치/힘제어 알고리즘을 

grid 절단작업에 적용하 을 때에 절단공구의 이송오차가 0.5 cm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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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됨을 그림 3-2-186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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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6. Grid 절단공구 위치이송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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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중센서 정보융합 및 응용기술 개발

측정 물리량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한 초기의 센서 개발이후 자동화 

시스템은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센서정보가 집결되어 

총체적으로 제어되는 인간 작업자의 감지능력에 비하면 아직은 초보단계

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측정 센서의 신뢰성은 자동화 장비의 구현에 있

어서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센서별 측정 데이터의 보완을 위한 연구는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관한 연구로써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유

용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연구가 센서융합 기술이며 최근 이에 관한 연구

가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106],[107]. 센서 융합에 관한 연구는 정 성 

향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센서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측정정보에 관한 

누적오차를 보완하거나 하나의 센서로부터 획득한 대용량의 정보를 다른 

센서를 이용해 대용량의 정보를 단순, 또는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 성이 우수한 고가의 센서장비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복수의 센

서시스템(multi-sensor system)으로 이를 대체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

다[1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센서융합에 관한 가능성으로 비전센서와 슬릿 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3차원 형상을 획득하고자 한다. 상추출은 비전센

서를 이용하고 레이저 슬릿 빔을 추가하여 비전이 갖는 2차원의 한계성을 

보완하며, 슬릿 빔을 이용함으로써 상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축소시키고 

특징형상에 관한 깊이 정보를 부여한다. 이때 인식물체에 관한 거리정보를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보완하며 초음파 센서로서 판단이 어려운 면과 

선의 정보를 비전센서에서 얻는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로부터 획득한 정보

를 가공하고 IGRI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물체를 화면상에 전시하고자 

한다.

가. 장치제작 및 제어시스템 구성

(1) 장치제작

본 연구를 위하여 카메라, 초음파센서, 레이저 슬림빔 장치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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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치를 제작하 다. 전체 시스템은 데이터 획득을 위한 센싱부와 센싱 

위치를 결정짓는 구동부로 이루어졌다. 센싱부는 적용 가능한 센서가 모두 

이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처리를 위한 CCD 카메라와 거리정

보 획득을 위한 초음파 센서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카메라는 흑백과 

칼라 CCD가 비교, 이용되었으며, CCD 카메라 단독으로 물체의 표면광원

으로부터 거리정보 추출이 가능하도록 structured light 광원기를 이용하

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슬릿빔이라 명명한다. 레이저 슬릿빔은 인

식 대상물체에 선 모양으로 투사되어 형성된 슬릿 형상에 의해 대상물체 

위치를  3차원 기하학적 관계식으로부터 3차원 데이터를 빠르게 얻는 장

점이 있어 CCD 카메라와 함께 이용하 다. 획득된 상은 DSP가 내장된 

상처리 보드에서 처리되며, 레이저 슬릿빔의 ON/OFF는 8255 병렬포트

를 이용하여 제어하 다. 거리정보센서로서 자동화 장비나 자율주행 로봇

의 거리탐지에 보편화되어 있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 다. 초음파 센서는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용이하도록 초음파 전용 보드를 설계/제작하여 거리

정보를 추출하 다. 

구동부는 다중센서의 적용도와 운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중

센서 모듈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pan과 tilt 방향의 구동 모터와 레이저 

슬릿빔 방향을 결정하는 레이저 tilt 모터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 축에 관

한 구동모터는 동시에 제어가 가능한 4축 제어기가 AC 서보 모터 드라이

버와 연결되었다. 제어기와 드라이버의 사이는 사용자가 쉽게 조작하도록 

하기 위해 제어판넬를 설계/제작하 다. 또한, CCD 카메라와 각종 센서의 

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3개의 구동모터에 부착된 encoder의 신호를 판

독하는 알고리즘과 pan과 tilt, 레이저 슬릿 빔 tilt 방향에 리밋 스위치를 

각각 설치하여 전원 투입시 다중센서 모듈이 최초에 초기위치에서 작동되

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또한, 위와 같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

하여 레이저 tilting 모터를 스텝 모터로 교체하 고 대상체의 3차원 높이

를 추출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레이저를 주사하는 슬릿 광원을 추가하 으

며 수직 레이저 슬릿광원이 panning되도록 레이저 tilting 모터와 같은 스

텝모터를 설치하 다. 전제 시스템 개략도 및 제작된 장치는 그림 

3-2-187, 18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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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7. Schematic diagram of the pan/til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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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8. Photograph of pan/til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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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시스템의 구성

그림 3-2-189은 pan/tilt device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의 

개략도 이다. Panning motion은 하모닉 드라이브사의 모터 RS-14-3002C

를 사용하고, tilting motion은 RSS-17-3006S, 수평 레이저를 주사하는 레

이저를 구동하기 위하여 PMU 33BH-MG20 스텝모터를 설치하 고, 같은 

사양으로 수직 레이저를 주사하는 레이저의 구동 시스템을 구성하 다. 각

각의 모터의 구동은 컴퓨터에 내장된 MEI사의 4축 제어기를 사용하 다. 

1축과 2축 모터의 회전은 자체에 부착된 엔코더의 펄스 양을 4축 제어기

에서 받아들여 모터 구동에 필요한 제어전압을 컴퓨터에서 계산하여 AC 

서보 드라이버인 HA-600-1에 내보낸다. 각 축은 구동시 panning plate와 

tilting plate, laser tilting plate, laser panning에 1축에는 3개를 이외의 축

에는 각각 2개를 부착된 총 9개의 마이크로 스위치의 ON/OFF 상태를 확

인하여 초기위치(homing position) 및 회전경계(rotating limits) 정보를 얻

는다. 마이크로 스위치는 OMRON사의 S-5GL13 모델을 사용하 다. 각 

축에  대하여 초기위치 설정은 로봇의 동작의 초기점 복귀 작업과 동일하

다.

각각의 마이크로 스위치로부터 받아들인 신호는 MEI 4축 제어기에 내

장된 8255 병렬 포트 중 9개를 이용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정보로 이용하

다. 또한 8255 병렬 포트 중 두개를 이용하여 레이저 광원과 전원 공급

기를 릴레이를 이용하여 컴퓨터 제어로 슬릿빔의 ON/OFF가 가능하도록 

하 다.

M IC R O  S / W  1 ,  2 ,  3

H A - 6 0 0 - 1

D R IV E R

P A N   M O T O R
R S - 1 4 - 3 0 0 2 C

T i lt  M o to r
R S S - 1 7 - 3 0 0 6 S

M E I
4 축

제 어 기

E M 1

L a s e r  T i l t   M o to r
P M U  3 3 B H - M G 2 0

H A - 6 0 0 - 1 E M 1

P M D 0 7 U M 1

M IC R O  S / W  4 ,  5

M IC R O  S / W  6 ,  7

L a s e r  S o u rc e

P o w e r  S u p p ly

8 2 5 5

M IC R O  S / W  8 ,  9

L a s e r  P a n   M o to r
P M U  3 3 B H - M G 2 0

P M D 0 7 U M 1

그림 3-2-189. Schematic diagram of the pan/til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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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원 다중센서를 이용한 좌표변환 기술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다중센서 모듈은 카메라에 의해 2차원 

좌표계의 상만을 얻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젝터나 

레이저와 같은 구조화된 광원을 이용하 다. 구조화된 광원을 이용하는 방

법은 구조가 간단하고 광원으로 레이저를 이용할 경우 높은 정 도의 거

리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CCD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형상측정용으

로 이용하 다[109],[110].  

그림 3-2-190의 (a)는 3차원 좌표변환을 위한 작업공간 좌표와 CCD좌

표 사이의 상 기하학적 관계를 보여주며 관련된 기호는 표 3-7-66과 같

다. 여기서 3차원으로 유도되는 위치 계산식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

다. 첫째 카메라의 왜곡은 무시한다. 둘째  카메라는 이상적인 핀-홀 모델

이며, 셋째  CCD 카메라의 렌즈 중심은 Zc축 상에 존재한다.

물체표면에 맺힌 레이저 슬릿빔의 3차원 공간상의 점 CC(x, y, z)는 상

좌표계상의 Ci(u, v)로 맵핑된다. 그림 3-2-190에서 점 CC에서 점 C i로의 

변환은 렌즈 중심과 CCD소자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λ와의 관계로부터 다

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XCZC-plane에서 

-v : λ =-z  :x

∴x = 
λ
v
z       (3-2-173)

XCYC-plane에서

-u : λ = -y : x

∴y = 
u
λ
x       (3-2-174)

Laser slit beam이 이루는 평면을 고려하면

tanθB = 
lAB+(-z)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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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x에 관해서 정리하면

x = 
lAB-z

tanθB
      (3-2-175)

식(3-2-173)과 식(3-2-174)으로부터

λ
v
z = 

lAB-z

 tanθB
      (3-2-176)

z = 
vlAB

v+λtanθB
      (3-2-177)

식(3-2-177)를 식(3-2-173)과 식(3-2-17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 =  
λ
v
z=

λlAB
v+λtanθB

 

y =  
u
λ
x=

ulAB
v+λtanθB

              (3-2-178)

z = 
vlAB

v+λtanθB
  

여기서, 카메라프레임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u = Su(320-uf)

v = Sv(240-v f)

      (3-2-179)

여기서 각방향의 scale factor Su, Sv는 다음과 같다.

Su = 
l u
640

Sv = 
l v
480

              (3-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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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3. 수식 기호설명

기  호 설    명

{B} 작업공간의 기준 좌표계(the base frame)

{P} Pan-tilt device 좌표계

{C} 카메라좌표계

[U, V] 상좌표계

[Uf.Vf] 상 프레임 좌표계(640x480)

Cc(x,y,z) 3차원 공간상의 물체표면에 맺힌 레이저 슬릿빔의 점

Ci(u,v) 점 Cc가 image plane사에 맺힌 점

λ 렌즈중심과 CCD소자와의 거리

A 카메라의 렌즈 중심

B 레이저 슬릿빔의 투사중심

θB 레이저 슬릿빔이 XY평면과 이루는 각

lA 원점 Op에서 카메라 렌즈 중심까지의 거리

lAB 카메라 렌즈중심에서 레이저 슬릿빔까지의 거리

Su

CCD 소자의 u방향으로의 1화소당 거리, u방향 scale 

factor

Sv

CCD 소자의 v방향으로의 1화소당 거리, v방향 scale 

factor

l u,l v CCD 소자의 각변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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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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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0. Coordinate systems of camer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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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센서를 이용한 3차원 물체 인식기술

상처리 장치를 통한 3차원 물체의 전체적인 형상을 얻기 위하여 

표현 전체를 검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3차원 형상을 획득하 다. 그

림 3-2-191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간 소요의 측면에서 등간격으로 레이저 

슬릿빔을 주사하여 상 획득시 3차원 변환식을 사용함으로써 3차원 정보

로써 복원하 다. 또한 수직 슬릿빔을 통하여 대상물체를 찾아냄으로써 대

상체의 3차원 정보를 복원하 으며 open inventor에 전달하여 PC에서 이

를 전시하 다.

그림 3-2-191. Processed image for horizontal and vertical 

laser slit beam. 

초음파를 이용하여 대상체의 관심 역을 설정함으로써 상처리 시간에

서의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초음파의 데이터와 상을 이용한 

획득 데이터의 융합을 통하여 인식물체의 정 성을 향상시켰다.

라. 통합환경 전시 프로그램

모든 작업을 사용자 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환경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획득, 다중센서 모듈의 작동, 데이터 처리, 그

래픽 전시를 위한 데이터 변환 및 데이터 전시 등 모든 작업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통합환경 전시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통합환경 전시 프로그

램은 크게 상 획득, 상처리, 3차원 데이터 복원 등의 기능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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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와 다중센서 모듈의 구동을 수행하는 구동부로 나누어지며 구동부는 

구동 제어부와 상처리부, 데이터 변환부, 파일 생성과 전송으로 나누어

진다. 그림 3-2-192은 통합환경 전시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이다.

그림 3-2-192. 통합환경 전시 프로그램.

  

다중센서 모듈을 이용하여 획득된 데이터는 open inventor와 IGRIP에서

의 그래픽 전시를 위하여 데이터 변환이 이루어졌다. 그림 3-2-193과 같

이 데이터 변환 방법은 삼각화 방법을 사용하 다.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그림 3-2-193. The input data order of open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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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획득정보의 3차원 변환 및 그래픽 전시      

다중센서 장치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PC와 workstation으로 전송

되며, workstation은 물론 PC상에서도 물체에 대한 정보를 화면상에 전시

함으로써 형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면 검사를 통하여 획득된 데이터

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함으로 데이터를 최소화하면서도 형

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최소 데이터를 추

출하고 복원하기 위하여 삼각화 방법을 도입하 다. 획득된 데이터는 형상 

표현이 가능한 최소 단위로 줄여지며 이 데이터는 삼각화 방법에 의해서 

그림 3-2-194과 같이 PC에서 전시된다.

PC에서 획득되어 처리된 정보를 이용한 그래픽 전시는 단순히 외형만을 

전시함으로 3차원 공간상에서 대상체의 위치 또는 형상을 판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조작자의 원격작업이 용이한 그래픽 전시

가 요구되어, PC에서 복원된 형상을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전시하는 기술

을 개발하 다. PC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RS-232C 통신을 통해 

workstation으로 전송하고 전송된 데이터는 파일과 socket을 통하여 

IGRIP 소프트웨어의 전시데이터로 전송된다. 그림 3-2-195는 IGRIP 소프

트웨어를 통하여 화면에 그래픽으로 전시되는 것을 보여준다.

(a) (b)

그림 3-2-194. Box rendering and triangled-meshed by 3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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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5. Display of surface and wire frame model.

바. 연구결과

극한환경 작업용 다중센서 모듈을 이용하여 극한환경작업장 내에서 

활용되는 대상체를 인식하기 위해 다중센서 모듈을 제작하여, 데이터의 획

득 및 획득한 데이터를 전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원격조작 작업

에서는 센서로부터의 데이터 획득이 필수적이며 가상공간에서의 원격조작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획득한 데이터의 그래픽 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으로 획득되는 데이터를 3차원 변환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하 으며, 레이저 슬릿 빔을 이용한 상 

데이터와 초음파 센서 데이터의 결과를 비교하 다. 또한 획득 상과 초음

파 센서의 데이터 융합을 통하여 원통형 물체의 크기 및 위치 오차를 감

소시켰다. 획득한 데이터는 PC상에서 데이터 복원을 통하여 측정 물체의 

형상을 복원하 으며, 통신을 통하여 IGRIP상에 그래픽 전시를 구현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센서모듈을 이용하여 미지의 작업환경 인식과 대상

물체의 검사, 감시가 가능한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다중센서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센서 융합 기반 기술을 마련하 다.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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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충격 크레인과 연계한 대상체 인식 작업환경에서 다중센서 모듈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 그래픽 전시를 위한 네트워크 통신기술의 완

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센서 이외의 추가적인 센서를 사용함으로

서 미지작업 환경하에서 자동화 장비의 신뢰성 및 정 성을 크게 향상시

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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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F 재활용공정장치 방사선 조사 향분석 및 유지보수기술 개발

S/F 재활용공정 장치의 요소부품에 대한 정확한 방사선 조사 향 분석

을 위해서는 재활용공정에 대한 process, material flow 및 operation time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각 기계장치들의 요소부품에 대

한 방사선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분석

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S/F 재활용공정을 직접 수행해

오고 있는 외국의 문헌들을 참조하여 주요부품들의 방사선 향에 대한 실

험 자료들을 분석하고 차후 실제 공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향 조사, 방사선 향에 의한 고장기준과 고장

유형 파악, 방사선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과정 등 기반 조성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차후 방사선 조사 향 분석 및 시스템 

설계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radiation 

source(pellet, rod, assembly)별로 거리에 따른 dose rate를 계산하 다. 

그리고 요소부품에 대한 방사선 D-Base를 구축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GUI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가. 방사선 조사 향분석

고준위 방사선은 재료의 특성을 변화시켜 커다란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마 방사선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운 할 수 있는 

장비의 설계를 위해 방사선 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다양한 재료들에 있어 방사선 향이 어떻게 

나타나며, 장비의 설계 시에 이러한 향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주안

점을 두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방사선 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

술적인 관점보다는 설계자에게 특별한 설계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

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사선 손상의 향 및 정도는 재료의 형태, 흡수선량의 크기, 그리고 

기타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방사선 환경을 위한 설계는 실제 

운 환경에 있어 각 구성품에 따라 조건이 다양해지며, 이러한 상황에 알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설계자의 임무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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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는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수행되어

야 하며, 수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과 같은 고준위 감마 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하는 장비 설계 시, 그림 

3-2-196의 흐름도와 같은 중요한 절차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선 환경

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의 설계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 방사선 환경의 정의

단계 2 : 구성품의 분류 및 단순화

단계 3 : 각 구성품에 대한 수용 가능한 설계수명의 설정

단계 4 : 고장 기준과 고장 유형의 결정

단계 5 :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향 평가와 적정한 설계여유도를 적용

단계 6 : 차폐와 함께 환경 및 운 에 대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설계

해법 설정, 내방사선성 구성품의 사용 등

단계 7 : 원격 유지보수를 위한 설계와 예방적 유지보수 프로그램 개발

구 성 품  분 류
방 사 선  환 경 에

대 한  평 가

구 성 품 이  
방 사 선 에

 민 감 한 가 ?

설 계  수 명  설 정

고 장  기 준  및
고 장  유 형  결 정

구 성 품 이  
수 용 가 능 한

수 명 을  갖 는 가 ?

재 료 들 에
대 한  평 가

차 폐
저 준 위  방 사 선
구 역 에  위 치

방 사 선 에  강 한
것 을  사 용

방 사 선 에  강 한
구 성 품  설 계

검 증 을  위 한
테 스 트

아 니 오

예

모 호 하 다

수 용  가 능 한  설 계

예

아 니 오

그림 3-2-196. 방사선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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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6에서 설명된 것처럼 방사선 향을 포함하는 설계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취사선택을 포함한다. 여러 분야의 폭넓은 이해가 설계와 

구성품, 부품, 재료들의 현명한 선택에 향을 미친다. 만약 방사선 향이 

설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된다면, 방사선 환경에서 시스템이 성공적

으로 수행될 가능성은 크게 향상된다.

방사선 환경의 철저한 특성파악과 이해가 첫 번째 단계이며 가장 중요

한 단계이다. 모든 설계에서처럼, 단계 2에서 시스템의 운  요건을 만족

시키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만약 시스템 구성품들이 방사선을 

고려하여 선택된다면 방사선 환경을 위한 장비 설계 작업이 크게 단순화 

될 수 있다. 만약 방사선에 민감한 구성품이 셀 밖으로 이동되거나, 저준

위 방사선 구역으로 옯겨질 수 있다면, 고준위 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의 설계는 훨씬 더 단순해진다.

단계 3은 각 구성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설계수명을 설정한다. 설계

수명의 설정은 흔히 설계 기준을 설정할 때 수행되고, 방사선에 민감한 구

성품을 이용하여 작업할 때 특히 중요하다. 단계 4에서는 구성품들이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 것인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고장 기준과 고장 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단계 5에서는 각 구성품들의 방사선 향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단계이며, 이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품들이 주의 깊게 검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다. 단계 6에서는 각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향을 평가한 후, 설계

자는 방사선 문제에 대한 설계 해법을 설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작업은 시간, 비용, 재료의 가용성 등 많은 취사선택을 포함하

고 있으며, 또한 매우 복잡하다. 마지막으로 단계 7에서 각 구성품들은 고

장난 구성품들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원격취급을 위한 설계가 수행되

어야 하며, 예방적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다른 단계에서의 결과들에 기초해

서 개발되어야 한다.

(1) 구성품들에 대한 방사선 향

각각의 구성품들에 대한 방사선 향은 단지 구성품을 만드는 재

료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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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링 특성은 구성품 별로 만족해야 될 기능에 따라 다르다. 더구나 구성품

이 사용될 특정 장비의 설계는 주어진 엔지니어링 특성에 대한 수용 가능

한 퇴화의 양을 결정한다. 장비가 수용할 수 있는 퇴화의 양에 대한 계산, 

즉 주어진 기능의 수행에 대해 충분히 높은 확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

내방사선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손상분기점”으로 나타내며, 이 손

상분기점은 어떤 재료 특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요구되는 선량값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변화 선량율”이 된다. 이 선량률은 재료 특성에 대해 어

떤 변화율을 일으키는데 요구되는 선량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장비가 

의도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변화율은 아주 높을 수도 있다.

많은 전기 및 기계 구성품들이 핵연료 취급 시설이나 전체 시스템의 운

을 위해 요구된다. 필요한 구성품들의 몇 가지 예를 표 3-2-64에 나타

내었다.

구성품들의 방사선 향에 대한 대부분의 주된 자료들은 원자력발전소

에서의 경험과 장비의 품질 시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핵연료 재처

리 시설은 원자력발전소보다 상대적으로 일정한 고준위 감마선량을 갖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의 방사선 향은 이들 자료와는 약간 다르다.

(가) 전기 및 전자 구성품

전기 및 전자 구성품은 방사선 조사에 아주 민감하다[111]. 

표 3-2-64. 시스템내 구성품들의 예

전자적 구성품
증폭기, 컨트롤러, 표시기, 인버터/충전기, 로직

디바이스, 계기, 전원공급기, 레코더, 신호조절기

전기적 구성품
밧데리, 전선, 컨넥터, 히터, 절연제/테이프, 관통

터미널 블록, 변압기

전자기계적 

구성품

회로분리기, 휴즈, 모니터, 모터, 릴레이, 스위치,

트랜스미터, 밸브 작동기

전기구조체 밧데리 랙, 모터 제어반, 계측기 랙, 판넬

기계 장비
에어록, 크레인, 덕트, 필터, 이동장비, 히터,

모터, 파이프, 펌프, 탱크,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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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덴서(capacitors)

유리, 운모(mica), 종이의 콘덴서는 일반적으로 105 Gy의 방

사선량에는 강하다. 이들의 정전용량은 방사선 흡수선량에 따라 약간씩 다

르다. 그러나 장기간의 조사는 이들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오일 콘덴서는 

상당한 가스 방출을 일으킨다. 이러한 가스 방출은 콘덴서를 팽창시키고 

어떤 부위를 약화시킨다. 전해 콘덴서는 다른 유형의 콘덴서가 고장을 일

으키는 조사시간보다 약 1/10의 시간에서 고장을 일으킨다. 일반적인 콘덴

서 재료의 목록과 이들의 경계 선량값은 표 3-2-65와 같다.

표 3-2-65. 콘덴서 재료의 선량값

콘덴서
(재료)

손상분기점
(Gy)

유리

종이

운모

세라믹

에나멜

탄탈륨(Ta)

전해질

1 x 10
5

1 x 10
5

1 x 10
4

1 x 10
4

1 x 10
4

1 x 10
3

1 x 10
2

② 회로판

박막으로 구성된 절연체가 방사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저항이 감소되고, 뒤틀림, 수포현상, 물리적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회로판

의 코팅은 내방사선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세라믹판은 일반적인 적층 플라

스틱의 대용으로 가능하다.

③ 전선

일반적으로 전선은 절연체로 분리된 거의 모든 도체 시스템

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절연체에 대한 방사선 환경에서의 수명은 전기적 

특성보다도 전선의 기계적 손상(부스러짐, 피복의 벗겨짐 등)에 대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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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의존한다. 방사선 환경에서 전기적 특성의 구적인 변화는 아주 미

미하다. 재료의 분자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도 상수와 같은 속성은 재

료 분자구조의 상당량이 변경될 때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

성 때문에 유전도 상수는 무결정과 같은 다른 엔지니어링 특성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선량에서 약간 변화된다.

유기물질의 절연 내구성은 선량에 민감하다. 어떤 물질의 절연 내구성은 

102 ∼ 104 Gy/h의 감마 방사선 조사동안 101 ∼ 102율로 증가할 수도 있

다. 내구성의 일시적인 감소는 고-임피던스 회로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일

반적으로 조사후의 복구는 단지 매우 높은 총조사량에 대한 문제이다. 상

호적이거나 다양한 응력에 따른 간섭 효과를 받는 절연체는 다음과 같다.

∙클로로플랜(chloroprene)

∙마일라(mylar)

∙염화술폰화된 폴리에틸렌(chlorosulfonated polyethylene)

∙테프론(teflon): 일반적으로 방사선 환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가교결합된 폴리올레핀(crosslinked polyolefin)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에틸렌 프로필렌(ethylene propylene)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절연체에 사용되는 대부분 플라스틱은 방사선 환경 하에서 단단하게 되

어 결국 이들은 부서지기 쉽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굴곡 현상이 발

생할 경우, 절연체가 벗겨지고 일부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기질 

절연체(세라믹, 유리, 운모 등)와 유기와 무기질이 혼합된 절연체(석탄산 

광택제 또는 실리콘에 첨가되는 운모와 유리)가 일반적으로 고온 및 고방

사선량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높은 유연성이 요구된다

면, 일반 전화선처럼 전선을 감는 것이 방사선에 조사되는 전선의 응력을 

줄이는데 유용할 것이다.

④ 전기콘넥터

전기콘넥터는 방사선에 조사되어 절연체의 수축, 열분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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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속성이 파손된다. 콘넥터 내부에 삽입된 세라믹의 사용은 훨씬 더 

좋은 내방사선성을 제공할 것이다.

높은 범위의 저항기는 낮은 범위의 저항기보다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훨씬 더 민감하다. 고장과 손상은 저항이 낮아짐으로서 발생되며, 이것은 

방사선량 준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전선이 감겨진 저항기는 일반적으

로 다른 형태의 것보다 덜 향을 받는다. 몇 가지 형태의 저항기와 이들

의 내방사선 등급은 표 3-2-66와 같다.

표 3-2-66. 저항기에 대한 선량값

저항기
경계값
(Gy)

Precision wire-wound ceramic bobbin

Metal film

Precision wire-wound epoxy bobbin

Carbon film

Other film

Composition

Oxide film

1 x 106

1 x 10
5

1 x 10
4

1 x 104

1 x 10
3

1 x 10
2

1 x 101

⑤ 변압기

절연제의 퇴화와 내부 혼합물의 팽창때문에 변압기의 물리적

인 손상은 명백하다. 이러한 팽창은 합선 또는 차폐물과 케이스 사이의 벌

어짐 등을 야기시킨다. 고방사선량 준위에서 도자율(permeability)과 항자

력(coercive force)은 줄어든다.

(나) 기계 및 전기기계 구성품

방사선은 흔히 기계 장치 내의 유기 재료(윤활유, 권선 절연 

등)에 손상을 준다.

① 호스, 탄력 튜브 및 격판

유연한 플라스틱(폴리에틸렌, 탄화불소, 폴리염화비닐 등)과 

합성고무 재료가 호스, 탄력 튜브, 격판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재료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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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일반적으로 온도, 기압, 유체 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호스는 필요한 만큼 유연성을 갖지만 일정한 힘을 유지해야 한다. 다행히 

방사선은 장력보다 유연성에 더 빠른 손상을 준다.

손상에 대한 저항성과 장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호스들이 중합재료에 

충전제가 첨가된다. 유리섬유, 석면, 탄소 등과 같은 유기질 충전제는 호스

의 내방사선성을 높이고 호스의 수명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② 자석

단단한 자성 재료(alnico, 크롬강 등)는 내방사선성이 높다. 

유연한 자성 재료(다양한 자기 장치에 자심으로 사용되는 것)는 훨씬 더 

민감하다. 그러나 조사가 적절히 조절될 때, 조사는 자성 속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비록 핵연료 재처리 환경에서는 중요하지 않을지

라도, 중성자와 하전입자에 의한 높은 방사선량은 구자석의 자성 속성에 

불리한 향을 줄 수 있다.

③ 모터

모터에 있어서 방사선 손상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절연, 

윤활, 봉 부분이다. 고려되어야 할 환경 조건중의 하나로, 모터와 제동장

치 제작에 사용되는 자석 권선의 절연제 선택 시에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 

전류가 통하는 모터와 제동장치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온도의 상

승은 절연제의 최대 허용 작동 온도를 초과함에 따라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온도의 상승은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물리적인 

속성의 퇴화 또는 변형은 전도체의 저항과 절연제의 유도력에 향을 줄 

것이다. 모터의 윤활 체계에 있어 유기 봉제는 윤활유 자체보다 방사선

에 2배 내지 10배정도 더 민감하다. 

④ 첨가 또는 캡슐화된 화합물

많은 중합 체계가 전기적 저항, 습도 저항 그리고 전기 구성

품을 코팅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적 특성들을 제공하기 위해 형성될 수 있

다. 그러나 적당한 온도에서 경화되는 화합물을 바란다면, 응용 방법들을 



- 476 -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량의 중합체(polymers) 성분의 용량을 제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에폭시 수지와 실리콘 수지 그리고 일반 수지가 가장 흔

히 사용된다.

실리콘이 첨가된 재료는 유연성과 습기 저항성이 매우 높고 탄성이 적

당히 높아져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방사선에 의해 생

성된 가스는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⑤ 봉제, 오링, 가스켓

플라스틱과 탄성중합체는 봉제, 가스켓 그리고 오링에 가

장 많이 사용된다. 고무와 몇몇 부드러운 플라스틱등 유연하고 탄력 있는 

재료가 요구될 때 사용된다. 여러 재료와 필터들이 어떤 속성을 갖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봉제, 오링 그리고 가스켓을 위해 가장 중요한 속성들

은 견고성, 탄력성, 신축성, 압축성 등이다. 

탄성중합체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성질들은 증가하지만, 일부 탄성

중합체에서는 탄력성, 접점 그리고 압축성 등이 먼저 감소한다. 이러한 변

화는 방사선 조사로 인한 경화 때문에 발생한다. 즉, 경화는 제조 시에 이

용된 처리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예로,  오링은 큰 변화 없이 107 Gy까지 

견딜 수 있다. 두가지 예는 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butadiene 

acrylonitrile)과 에틸렌 프로필렌(ethylene propylene)이다.

탄성중합체로는 SBR(styrene-butadiene ruber), 니트릴, 네오프렌과 몇

몇 폴리우레탄 고무가 포함된다. 300 
oF 이상의 온도에서는 Viton-A, 

Kel-F, 니트릴 고무 그리고 실리콘 탄성중합체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봉제가 방해받지 않는다면, 고정 봉제의 성능은 보고된 재료 수

명을 초과할 것이다.

봉제와 가스켓은 기름속에 들어 있을 때 더 높은 내방사선성을 가진

다. 기름속에 들어 있는 Viton-A 봉제와 실리콘 고무는 공기 중에서 보

다 2배 이상 큰 106 Gy 선량에서도 기능을 발휘한다. 방사선 손상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성분이 재료에 더해질 수 있다. 이들 물질은 

흔히 “내방사선재”로 알려져 있으며, 니트릴, 네오프렌, SBR, 그리고 천연

고무의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특수한 재료에 대한 내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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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작동수명을 10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

⑥ 열 절연제

중합체 절연제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가스의 방출을 약간 증

가시킬 것이고, 열 절연제의 필수적 특성인 열전도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열 절연제는 효율적이고 저 도 포말(泡沫)이다. 폴

리우레탄, 폴리스티렌, 천연고무, 합성고무 그리고 폴리염화비닐은 가장 일

반적인 재료이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과 탄성중합체는 생산 시에 어떤 단

계에서 첨가제를 불어넣거나 기포화하여 형성시킨다. 흔히 방사선은 기포

의 탄력성과 압축성을 변경시킨다. 실제로 장치의 작동이 기포화된 구성품

에 의존하는 경우, 몇몇 중합체는 방사선에 대한 내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다) 무기물질에 대한 방사선 향

종류가 다른 무기물질에 대한 방사선의 향은 각각의 경우에 

독특한 방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물질

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질이 방사선 향에 가장 민감

하며, 유기물질에 비해 세라믹 및 금속물질 등 무기물질은 내방사선성이 

높다. 

① 금속에 대한 방사선 향

일반적으로 금속의 대부분의 성질은 γ선의 조사에 의해 직

접적으로 향을 받지 않으며, γ선의 조사량 누적으로 인한 주된 향은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가 증가되고 연성은 감소된다. 내방사선성과 관련하

여 금속이 가장 우수하며, 그 다음은 무기물질, 유기물질의 순서로서 유기

물질이 방사선에 가장 민감하다.

상용 금속 중에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이 방사선의 향을 가장 적

게 받으며, 그 다음이 스테인레스강으로 상용 금속 및 그 들의 손상분기점

을 표 3-2-67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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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7. 금속의 손상 분기점

Rank Metals Threshold level(Gy)

1

2

3

4

5

6

7

8

 Aluminum and its alloys

 300 Series stainless steel

 400 Series stainless steel

 Iron

 Copper

 Brass and bronze

 Nickel and its alloy

 Beryllium copper

5×10
11

1×10
11

5×1010

3×10
10

2×10
10

1×1010

1×10
10

6×10
9

대부분의 금속은 담금질(annealing)에 의해 방사선 향이 제거된다. 대

부분의 방사선에 의한 향은 충분한 자유전자에 의해 금속 원자들이 빠

르게 전자 평형으로 회복됨으로서 상쇄되며, 이를 근거로 재처리시설의 설

계에 있어 금속에 대한 방사선 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세라믹에 대한 방사선 향

세라믹은 방사선에 대해 상당한 내성을 갖는 물질로 플라스

틱이나 유기물질보다 내방사선성이 높으나, 금속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세

라믹에 대한 일반적인 방사선 향은 팽창에 의해 크기가 증가하며, 도

가 감소된다. 이러한 방사선 향은 종종 담금질에 의해 제거되거나 감소

된다. 상용 세라믹 및 그 들의 손상분기점을 표 3-2-68에 수록하 다.

③ 광학물질에 대한 방사선 향

많은 광학물질들은 γ선에 조사되면 심하게 손상된다. γ선의 

조사에 의해 광학물질은 어두워짐으로서 빛의 투과율을 낮추며, 표 

3-2-69에 수록한 바와 같이 γ선에 조사된 후에 빛의 투과율이 낮아지는 

광학물질도 있다. 정제된 용융 silica(corning 7940)와 같은 물질은 방사선

에 대해 상당히 내성을 갖는 물질로, 5×107 Gy에 조사된 후 다양한 파장

에 대해 11 % 정도만 품질이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광학물질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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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8. 세라믹의 손상분기점

Rank Metals Threshold level(Gy)

1

2

3

4

5

6

7

 Alumina

 Silicon carbide

 Mica

 Quartz

 Glass, flint

 Glass, borosilicate

 "Vycor" glass

5.0×1010

6.0×108

5.0×107

2.0×107

2.5×105

1.0×105

5.0×104

표 3-2-69. 감마선 조사에 의한 광학물질의 빛 투과율

 

Material

Radi-
ation 
dose
(×10

7

Gy)

Average 
light 

transmissio
n before 
exposure
(%)

Light transmission 
after exposure(%)

at various 
wavelengths

a

4×
103

5×
103

6×
103

7×
103

Borosilicate crown-2
(517:645)

Borosilicate crown-2,
protected(517:645P)

Dense flint-2(617:366)

Dense flint-2,
protected(617:366P)

Purified fused silica
(Corning 7940)

Quartz

Styron 690,
1/8-in. thick

Styron 690,
1/2-in. thick

Type 1723, electron-
tube, envelope glass

Vycor

Vycor, protected

1.0

1.0

5.0

1.0

5.0

1.0

1.0

1.0

0.1

0.02

0.5

 98

 98

 94

 91

100

 99

 65

 75

 83

 99

 99

 0

60

 0

45

89

35

 0

 0

 7

 0

24

 3

86

 1

83

89

30

11

 2

23

 0

24

25

88

11

85

89

31

47

28

39

 0

36

46

89

21

86

89

56

62

56

63

 1

61
aWavelengths are measured in Angstr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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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기물질에 대한 방사선 향

방사선에 조사된 유기물질에 대한 방사선 향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물질이 받은 방사선 조사량이 같을 경우라도 품질저하 

정도는 조사속도에 향을 받으며, 조사후에 어느 기간(길게는 5-6 개월

후)이 경과되어 품질저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품질저하 정도는 물질 

주변에서의 산소 유무에도 향을 받는다[112]. 한편, 유기물질은 제작업체

가 매우 광범위하다. 같은 물질의 경우에도 제작공정에 따라 도, 착색, 

분자량과 같은 물질의 성질이 상이하며, 방사선조사에 의한 향도 달라진

다.

고분자, 절연체, 탄성중합체와 같은 유기물질은 비교적 넓은 역의 조

사량(104∼108 Gy)에 대해 물질의 변화에 관한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물

질의 성질 변화는 조사되는 물질의 궤도전자에 γ선의 산란 또는 흡수에 

의해 일어나며, 이온화 또는 여기작용을 발생시킨다. 전자와 원자의 재결

합에 의한 여기분자는 화학결합을 파괴한다. 화학결합의 파괴에 의해 생성

되는 전하를 가진 원자와 자유기는 매우 반응성이 높으며, 최종 생성물이 

형성되기 전에 다양하고 복잡한 반응 과정을 가진다. 고분자 유기물질은 

화학적 결합의 파괴에 의해 수소원자와 함께 비교적 분자량이 큰 조각으

로 분리되어 분열(scission, 작은 분자들로 절단) 또는 가교결합

(cross-linking, 그물망 구조로 재결합) 과정을 가진다. 가교결합은 물질을 

단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분자의 분열은 물질을 무르게 한다.

작은 분자량을 가진 조각이 생성되며, 이 조각의 대부분은 수소와 같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의 방출로 인해 장비의 폐를 위한 용접 부위

가 파손되기도 한다. 분자량이 큰 기체는 고체상의 고분자 내에 잔류되어 

높은 온도에서 팽창, 균열, 기포 등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무르고 유

연한 유기물질의 성질은 단단하고 견고한 유기물질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

되며, 대부분의 유기물질은 10
6 Gy의 조사량에 의해 품질이 저하된다.

유기물질의 내방사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전물 및 내방사성 수지

를 첨가하기도 하며, 이러한 물질의 사용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평가

되어야 한다.

유기물질의 성질 및 적용 분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접착제, 피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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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중합체, 윤활제, 플라스틱의 5 가지로 분류하 다.

① 접착제에 대한 방사선 향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입는 접착제의 노출 표면은 일반적으

로 연결 부위에 가장 높은 응력을 받으며, 균열의 초기화에 향을 미친

다. 충전제를 사용하여 내방사선성을 향상시키며, 적절한 충전물질의 사용

에 의해 50 % 이상 화학결합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

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② 피막제에 대한 방사선 향

피막제는 장비 및 부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한 기능

으로는 산소, 오존 및 다른 오염원에 의한 부식, 전기전도, 화재, 습도 등

을 방지한다. 피막제에 대한 방사선 조사의 향은 몇 가지 다른 방식에 

따른다. 합성 유기 피막제의 방사선조사에 의한 손상 현상은 다음과 같다.

∙기포(blistering) ∙취약화(embrittlement) ∙균열(cracking)

∙가소제(plasticizer) 및 충전제(fillers)의 유실

∙색도변화(color change) 

∙인장(tensile), 전단(shear), 탈피(peel)강도의 손실

∙탈결합(debonding)     ∙표면의 벗겨짐(surface flaking)

고방사선량 구역의 장비에 대한 피막제를 선택할 때에 가장 주된 고려

사항은 제염의 용이성이며, 그 외에 온도, 습도, 품질보증 및 세척 방법 등

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호 피막제의 내방사선 정도는 첨가제, 가소제, 용

매, 촉매, 경화제와 같은 몇 가지 요인에 향을 받는다. 손상 분기점을 평

가하기 매우 어려우나, 방사선에 조사되는 피막제의 일반적인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료를 첨가하지 않거나 적게 첨가한 경우에 비해 착색된 피막제는 

방사선에 강하다. Carbon black은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억제하며, 

titanium dioxide는 손상을 가속화시킨다.

- 금속표면에 피막을 입힐 경우에는 초벌(primer) 피막제의 선택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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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 특정한 시스템의 경화 정도는 내방사선성에 향을 미친다.

- 잔류되는 용매는 내방사선성에 향을 미친다.

- γ선 및 열은 대부분의 유기 피막제의 물리적 성질을 초기에는 개

선시키나, 일정 조사량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되면 유기 피막제는 가

교결합 및 분해된다. 금속에 에폭시로 피막을 입히면 통상적으로 금

속-피막 접촉 역에서 파손된다.

많은 경우의 피막 시스템은 1×106 Gy 이하의 방사선 조사에는 향을 

받지 않는다. Phenolic alkyd enamels, silicone alkyd enamels, 

alkyd-epoxy의 경우에는 107 Gy 이상의 경우에도 사용되며, 두 가지의 

epoxy와 한 개의 개선된 phenolic의 경우에는 탈염수 내에서 5×107 Gy로 

조사하여도 손상되지 않았다.

피막을 입히고자 하는 표면은 종종 내방사선성에 중대한 향을 미친다. 

Amercoat 33은 일종의 비닐피막으로 알루미늄 표면에 대해서는 2×10
6 

Gy에 조사되어 손상되며, 콘크리이트 표면에 대해서는 1×107 Gy로 조사

하여도 손상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이트에 피막을 입히는 것이 더 

안정하다. 

③ 탄성중합체에 대한 방사선 향

탄성중합체는 방사선에 조사되면 일반적으로 그 인장강도, 

신장도(elongation), 압축강도가 변화된다. 탄성중합체는 열가소성 고분자

로서 유리전이온도 이상에서 사용된다. 기층 고분자가 유사함에도 불구하

고 탄성중합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수지에 비해 

방사선에 의한 향을 더 받는다. 탄성중합체의 내방사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화제, 충전제 및 다른 첨가제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시설 장비에 

사용되는 탄성중합체의 종류는 매우 많고 다양하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Diaphrams ∙Insulation

     ∙Filler material ∙J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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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kets and seals ∙O Rings

     ∙Hoses ∙Supports

탄성중합체의 내방사선성은 경화제, 산화방지제, 충전제 및 다른 첨가제

의 형태에 의해 향을 받으며, 공정 및 경화 조건에 대해서도 향을 받

는다. 충전제를 함유한 탄성중합체는 순수한 탄성고무 재료에 비해 내방사

선 정도가 높다. Carbon black이 내방사선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충

전제로 알려져 있으며, 완전하게 경화되지 않은 화합물의 경우에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이 더 높다. 현재 149 ℃(300 ℉) 이상에서 사용되는 고무 재

질은 방사선에 취약하다. 내열성이 좋은 실리콘 및 불소-기층 고분자는 

내방사선 측면에서 평균 이하의 값을 가지며, 니트릴(nitrile) 및 네오프렌

(neoprene) 고무는 149 ℃(300 ℉) 이하에서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내방사선재라 호칭되는 아민(amine)과 폐놀(phenol)은 같은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방사선에 대한 안정성을 2∼10 배 개선시킬 수 있으

며, 이러한 물질들은 산화 방지 성질도 가지고 있다. 내방사선재는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

다. Viton-A와 일부의 실리콘 고무와 같은 물질은 오일에 담  경우에 방

사선에 대한 안전성이 많이 개선된다. 이는 석유가 자유 라디칼에 대한 배

기 역할을 수행하거나, 에너지 전달을 위한 효율적인 매개체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④ 윤활제에 대한 방사선 향

윤활제는 표면마찰을 줄이고, 부식 방지 및 냉각을 위해 구

동되는 기계적 장비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태를 가진다.

     ∙액상 윤활제(오일)

     ∙용해수지 및 고체가 용해된 윤활제

     ∙합성 유기고분자를 포함하는 고체 윤활제

     ∙건식 윤활제

유기윤활제는 일반적으로 오일과 첨가제로 구성된다. 오일의 종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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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양하고 여러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첨가제는 윤활 목적

에 따라 선택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윤활제는 광유(mineral oil)로부터 

파생된 물질이나, esters, ethers, silicones, polyalkenes (polyolefins) 등과 

같은 합성물질도 사용된다. 

윤활제는 방사선에 조사되면 산화가 가속되며, 물리적 성질 및 성능이 

저하된다. 오일 및 첨가제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윤활제는 방사선에 

향을 받는다. 윤활제는 방사선에 조사되면 점도, 도, 산도, 산화 안정성 

등과 같은 중요한 성질이 달라지므로 거의 모든 액상 유기윤활제는 궁극

적으로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고체상으로 변화된다[113]. 윤활제에 대

한 방사선 향은 흡수된 에너지량, 물질의 정확한 조성, 압력, 온도, 대기

중의 기체조성과 같은 환경인자에 따라 달라지며, 윤활제에 대한 일반적인 

향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 성질의 변화, 큰 분자량 및 작은 분자량 물질의 생성, olefin 

성분 증가

   - 점도 증가

   - 액체(연료 및 오일)가 검게 되며, 톡 쏘는 냄새

   - 수소함량 감소 및 도 증가

   - 기체 발생(수소 및 가벼운 탄화수소)

   - 고체상으로의 중합

  윤활제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화학적 안정성                     ∙온도에 대한 안정성

     ∙ 폐제 및 다른 물질과의 호환성    ∙열전도도

     ∙부식성                            ∙점도

     ∙열용량(비열)

방사선 환경에 사용되는 장비를 선택할 때에 기어박스, 베어링 등에 사

용되는 윤활제를 내방사선 정도가 더 좋은 윤활제로 교체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고방사선량 환경에서는 가능하다면 윤활제 없이 구동되는 장

비가 최선이며, 방사선 환경에서 윤활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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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o 내방사선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윤활제 성분 중에서도 유기물 

성분이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 분해 

정도는 1,000 배에 이른다. 유기물 성분의 안정성은 다음과 같으며, 

내방사선 정도는 polyphenyls가 가장 높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낮아

져 aromatic phosphates가 가장 낮다.

- polyphenyl

- poly(phenyl ethers)

- alkylaromatics

- aliphatic ethers

- mineral oils

- aromatic esters

- aliphatic esters

- silicones

- aromatic phosphates

o 윤활제는 표 3-2-70과 같이 조사범위에 따라 분류된다.

o 유기성분의 방사선에 의한 손상은 선택된 첨가제로서 삭감할 수 있

다. 안정성이 가장 낮은 물질일 경우에 가장 효율적이나, 첨가제에 

의한 내방사선성의 개선보다는 적절한 유기성분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윤활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산화방지제, 내마모제 등)는 

그 자체가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는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첨가

제의 고갈 또는 방사선 분해 생성물로 인해 유기성분 물질 자체의 

방사선량 준위보다 낮은 범위에서 손상되기도 한다.

o 윤활제의 수명은 산화에 의해 급격하게 단축되며, 방사선은 산화를 

촉진시킨다.

o 온도에 대한 향은 산소, 첨가제, 방사선 조사와 서로 상호 연관관

계를 갖는다. 140 ℃(284 ℉) 이하에서 산소가 없는 경우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손상은 온도에 향을 받지 않는다.

o 방사선 조사에 의해 용해수지(grease)는 초기에 겔(gel) 구조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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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연해지며, 그 이후에는 오일의 가교결합에 의해 단단해 진

다. 상용적인 용해수지는 ∼105 Gy까지 사용되며, 더 높은 방사선

량 준위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도 있어 5×107∼109 Gy 범위에서 사

용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polyalpha olefin 계열의 Mobil 28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3×107 Gy까지 사용된다.

o 봉제(seals)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탄성중합체는 윤활제와 접촉되

는데, 방사선 분해 정도가 윤활제에 비해 2∼10배 더 민감하다. 탄

성중합체의 안정성은 많은 윤활 시스템의 제한요소가 된다.

o 많은 기계요소들은 윤활제가 어느 정도 분해되어도 사용이 가능하

다. 고방사선 환경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물리적 성질의 변화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⑤ 플라스틱에 대한 방사선 향

플라스틱의 내방사선성은 일반적으로 탄성중합체의 경우와 

같거나 우수하다. 단단한 플라스틱은 무른 플라스틱에 비해 방사선에 강하

며,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

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유연해지고, 냉각되면 고유한 성질

로 되돌아가며, 가교결합에 의해 열경화성 물질로 변환된다. 열경화성 플

라스틱은 열을 가하거나 경화되어 단단한 플라스틱을 형성하며, 방사선에 

강하지만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비해 용도가 제한된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으로부터 가스의 방출은 폐된 공간 또는 환기설비

가 열악한 조건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다. Teflon(102 Gy), Kel-F (104 Gy), 

PVC(105 Gy)와 같은 불소 함유물질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물리적 성질이 

분해되어 할로겐 및 할로겐산이 방출되며, 이로 인해 주변 물질을 부식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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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0. 내방사선성 윤활제 

Product
Operating
range, ℉
(℃)a

Radiation
dose limit
(106 Gy)

Product
description

Recommended
use

NRRG-159
(NLGI
Grade
2-1/2)

-10∼325
(-23∼163) 30

Special synthetic 
aromatic oil; sodium 
amate thick ener; 
selenide oxidation
inhibitor

Antifriction bearings;
 motors; pumps;
 accessories

NRRG-235
(NLGI
Grade 2)

0∼200
(-19∼93)

50

Synthetic aromatic oil,
silica thickener; selenide 
oxidation inhibitor. 
Contains graphite and 
molybdenum disulfide 
as "residual lubricants"

Low-speed,high-load
 sliding surfaces, screw,
 mechanisms; Provides
 residual lubrication in
 remote machinery, such
 as remote valves

NRRG-335
(NLGI
Grade 2)

0∼250
(-18∼121)

50

Synthetic aromatic oil,
sodium amate thickener;
selenide oxidation 
inhibitor

Antifriction bearings,
 valve actuating and
 screw mechanisms

NRRG-509
(NLGI
Grade 0)

0∼200
(-19∼93) 50

A soft(ASTM worked
penetration 360 to 380) 
version of NRRG-335 
containing molybdenum 
disulfide

Special product for
 enclosed gear trains or
 any services including
 a semifluid lubricant

Chevron 
Industrial
Grease 
Medium
(NLGI Grade
1-1/2)b

-10∼325
(-23∼163)

10

Mineral oil; sodium 
amate thickener, 
oxidation and  
rust-inhibited; excellent 
worked stability

Antifriction bearings;
 motors; pumps;
 accessories

Chevron SRI
Grease 2
(NLGI Grade
2)b

-10∼325
(-23∼163)

 5

One medium grade;
mineral oil; polyurea
thickener, oxidation and 
rust inhibited

Antifriction bearings;
 motors; pumps;
 accessories

NRRO-358
20∼225
(-7∼107) 50

Low viscosity aromatic 
base oil plus selected 
polymers (some split 
and some crosslink) to 
provide a "constant 
viscosity" effect; 
selenide-inhibited

Hydraulic pumps and
 accessory equipment;
 gear trains; control
 mechanisms

NRRO-360 20∼225
(-7∼107)

50

Chevron
OC
Turbine
Oilb

20∼225
(-7∼107)

0.5

Various viscosity 
grades; blends of 
solvent refined paraffinic 
mineral oils;
oxidation-inhibited

Industrial steam turbines 
and related uses; general 
purpose oil lubrication

a
In air, can be extended in inert atmosphere.
b
Conventional lubricant which provides satisfactory lubrication under 

lowdose.

Source: Chevron Technical Bulletin No. 10, Chevron U.S.A., Inc.,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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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문제에 대한 설계 해법

잠재하는 방사선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초기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방사선에 대한 향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해법은 첫째 : 장치와 선원에 

대한 차폐, 둘째 : 장비의 전략적 배치, 셋째 : 상업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어진 내방사선 구성품의 이용, 넷째 :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내방사선 프

로그램 등이다. 

(1) 장치 및 선원의 차폐

차폐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첫째는 

방사선 선원의 차폐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장비가 받는 총피폭선량

을 낮춘다. 둘째는 국부적인 장치의 차폐이다. 이것은 방사선 손상에 특별

히 민감한 장치에 대한 차폐이다.

선원 차폐는 방사선 선원 주위에 제거 가능한 판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셀로 방사선원 물질을 위치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방사

성 핵종은 차폐될 수 없지만 장치 차폐는 각각의 구성품과 시스템이 받는 

선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예로, 시스템의 전자장비를 차폐제 내부에 

포함시키거나 격리시킬 수 있으며, 모터는 윤활부와 권선부가 받는 선량을 

낮추기 위해 납 틀로 둘러쌀 수 있다. 그리고 원격이동 장비는 사용되지 

않을 때 준위가 낮은 쪽에 두어 차폐할 수 있다.

차폐는 감마 방사선이 물질을 통하여 이동될 때 약해지므로 효과적이다. 

이것은 재료내 관통부의 거리에 대한 함수로 그들의 도가 감소하는 결

과이다. 투사된 광자가 이온화에 의해 에너지를 상실하기 때문에, 광자 진

로의 단위 거리당 손실은 재료내 전자의 평균 수에 비례한다. 보통 재료의 

감쇠 속성은 원자번호와 도에 비례한다. 효과적인 감마선 차폐는 다른 

요구조건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높은 원자번호를 갖는 재료를 이용한

다. 상대적으로 조 한 재료의 얇은 차폐재가 감마선의 충분한 감쇠를 제

공하는 반면, 두꺼운 차폐제는 보다 덜 조 한 재료를 위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철보다 납이, 납보다 우라늄이 더 효율적으로 감마선을 차폐

한다. 납은 가장 일반적인 감마선 차폐제이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철이나 

콘크리트 등과 같은 재료를 구조적으로 더 두껍게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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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여전히 차폐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차폐에서 흔히 

10가층 감쇠두께(10 ％를 감쇠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두께 값)가 사

용된다. 표 3-2-71에서는 감마선에 대한 차폐 구조재의 10가층 감쇠 두께 

값을 보여준다[114].

차폐 설계는 복잡한 분석과정이다. 표 3-2-71의 자료는 “거의 근접한” 

추정치로써 개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폐 요구조건은 

방사선원, 에너지 준위, 재료 도, 감소율 등 많은 인자를 필요로 한다. 

만약 차폐가 구성품의 수명에 핵심적이라면, 완벽한 차폐 분석이 요구된

다.

  그림 3-2-197은 다양한 에너지 준위에 대한 각종 차폐제의 10가층 두

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전형적으로 필수 차폐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

는 에너지 값은 1MeV이다.

표 3-2-71. 차폐제의 10가층

재료
도

(g/cm3)
Tenth-value
(cm)

우라늄

텅스텐

납

철

강철

콘크리트

물

18.77

19.66

11.36

7.79

7.85

2.31

1.00

1.37

1.78

2.79

6.86

9.40

30.48

66.04

(2) 장비의 전략적 배치

시스템 설계 시에, 구성품의 전략적 배치는 어떤 구성품에 대한 방

사선 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방사선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구

성품을 방사선의 주 선원으로부터 멀리 옮겨야 한다. 어떤 설계의 경우, 

어떤 지역이 자연히 자체적으로 차폐가 될 수 있고, 방사선에 아주 민감한 

구성품을 위한 가능 지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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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7. 차폐제의 감쇠 두께

고려되어야 할 다른 조치사항으로는, 방사선에 민감한 구성품을 방사선 

환경의 외부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재배치는 보다 낮은 방사선량 준위

를 갖는 방에 구성품을 배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의 설계 시에 많은 취사선택을 요구한다. 

즉, 만약 모터 제어부가 고준위 방사선량 환경의 외부로 이동된다면, 방사

선 손상에 민감한 한쌍의 권선이 또한 셀벽을 관통해야만 한다.

(3) 내방사선 장비

전통적으로 방사선에 민감한 몇몇 구성품들이 개조되어 상업적으

로 가능한 내방사선 제품으로 되었다. 제조 업체와 회사들은 내방사선성 

구성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내방사선성 구성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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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한된 시장과 설계의 특수성 때문에 고가이다.

만약 구성품에 대한 내방사선성 재료가 없다면, 재료 분석과 함께 적당

한 내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료에 대한 방사선의 향은 일시적

이면서 구적이며, 재료의 형태와 합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방사선에 

민감한 구성품의 사용 수명을 예측하는데 보수적인 접근방법이 사용된다. 

실제로 구성품에 대한 수용 선량으로써, 구성품내 가장 민감한 재료의 수

용 선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료에 대한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수

용 가능한 선량은, 방사선 향이 설정된 고장 기준을 넘어 구성품의 작동

을 악화시키기 전에 흡수될 수 있다

재료 분석을 위해서는 방사선 향에 대한 특정 재료의 정보(선량, 총조

사선량 그리고 여러 환경 인자 등)가 필요하며,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환경적 인자들은 속성 변화의 크기에 향을 미칠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 

인자들은 상호의존적이고, 이들의 결과가 미치는 향은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온도의 상승, 산소의 존재 그리고 응력의 증가는 내방사선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향이 많은 재료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지

만, 때때로 일반적인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4) 구성품 내구성 프로그램

전통적으로 구성품의 선택적인 내구성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보통 상당한 양이 생산될 때 행해진다. 예로, 방사선에 아주 강한 전기 서

보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선 부분에 대해 무겁고 내구성이 아주 높은 

절연이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구는 매우 큰 코일과 틀 조립 그

리고 모터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시작품 개발 프로그램의 결

과로 가능할 것이다. 특수 설계에 대한 제작과정에 뒤이어, 구성품의 내구

성을 검사하기 위한 검증시험이 다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은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을 요구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수 설계 또는 상업적인 설계의 대폭적인 수정

에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만약 특별한 내구성 프로그램이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면, 구성품의 내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 단계들에 의

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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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성능 요건의 개발

단계 2 : 고장 기준을 제공

단계 3 : 시스템에 대한 내방사선 허용오차 사양을 결정

단계 4 : 구성품에 대한 부품과 재료 선정

단계 5 :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서, 허용오차를 갖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내방사선의 최대치를 설정하기 위해 재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

단계 6 : 검증을 위해 방사선에 대한 시험을 수행

다. Source별 거리에 따른 dose rate

S/F 재활용공정의 process, material flow 및 operation time 등을 고

려하여 해당 공정의 방사선 준위 및 기계장치와 주요부품들이 받게 될 방

사선 준위가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문헌들을 조

사하여 재료 및 주요부품들에 대한 방사선 향과 이러한 향에 의한 고

장기준과 고장유형 분석 및 방사선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과정을 도출하 다. 향후 재활용공정을 수행할 핫셀 내에 배치될 주요기계 

부품들의 방사선 향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키 위해 컴퓨터 코드를 이

용하여 radiation source(pellet, rod, assembly)별로 거리에 따른 dose rate

를 계산하 고, 그 결과는 그림 3-2-19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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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방사선 요소부품 D-Base 구축

S/F 재활용공정 장치에 활용하기 위한 내방사선 요소부품의 

D-Base 구축을 위해 외국에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는 RADATA, 

ERRIC, UFRED 등 기존의 radiation effects database를 검토․분석하

으며, 이들에 대한 자료는 표 3-2-72와 같다.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DB schema를 설계하 으며 이를 MS Access RDBMS를 이

용하여 DB를 구축하 다. 또한 이 radiation effects DB에 대한 자료 입

력, 수정, 삭제, 열람, 검색 등을 위해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graphic 

user interface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 다. 그림 3-2-199는 구축한 DB 

schema를 보여주며, 그림 3-2-200은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GUI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표 3-2-72. 외국의 Radiation Effects DB 현황

구 분 UFRED ERRIC RADATA

Full Name

University of Florida

Radiation Effects

Database

Electronics Radiation

Response Information

Center

RAdiation effects

DATAbase

주관기관 Florida University DOD DASIAC/DSWA JPL

웹사이트

(URL)

http://theta.nuceng.

      ufl.edu
http://eric.dasiac.com

http://radnet.jpl.nasa.

      gov

내  용

-MS Access 2.0 DB

-Test data files

-Device spec. files

-File system

-Hard copy format

 으로 제공

-10만개의 radiation

 test data 제공

-DOS based DB

-radiation effects

 test data for TID

 and SEE

자  료

-Device type : 28개

-Manufacture : 173

-Data : 1263 records

-internet on-line 

 search 기능 제공

-현재 data file은 

 download 불가

-TID : 706개 device

-SEE : Excel file

        제공

기  타

RADFX : ESA(European Space Agency) DB - on-line 불가

REDEX (Radiation Effects Data EXchange)

  : operated by Radiation Dynamics section of the NRL

  : Access is available to qulified applicants (Dial-in BBS)

Radiation Effects and Analysis : http://flick.gsfc.na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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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사선 D-Base Schema

Table Structure

Relation

그림 3-2-199. 내방사선 DB schema.



- 496 -

내방사선 D-Base GUI 프로그램 개발

그림 3-2-200. 내방사선 DB GUI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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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공정 그래픽 설계시스템 개발

1. 사용후핵연료 해체/ 집 공정 그래픽 설계 및 전산모사

사용후핵연료 집․포장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 직접처분, 또

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해체한 후 연료봉을 별도의 용기에 

포장하여 용량을 감소시키는 공정이다. 이러한 공정은 미국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집․포장계획(PCDP : Prototypical Rod Consolidation Program)

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포장장치를 개발하고 비방사성 시험을 완

료한 바 있으며[67], 독일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타당성 검증 및 설계를 통

하여 집공정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시설인 사용후핵연료 전처리시설

(PKA 시설)을 완공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외국의 연구사례와 국내에

서 추진과정에 중단된 바 있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개발시설 개념설계를 바

탕으로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공정장비의 구성 및 배치에 따른 장비의 

연관성을 고려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여 장치들을 3차원 모델링하 고 그래

픽 가상환경에서 이들을 구동시켜 개념 설계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 다. 

가. 사용후핵연료 집공정장치 설계

이 공정에 소요되는 주요장치로는 핵연료 검사대,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 연료봉 인출장치, 연료봉 정렬장치, 연료봉 포장장치, 구조폐기

물 압축장치, 저장용기 수평/수직 전환장치, 및 원격 조작기 등 사용후핵

연료 집․포장 공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치 외에 집합체 및 연료

봉 바스켓 이송장치, 매니퓰레이터, RBT, 천장크레인, 도구 저장랙 등과 

같은 보조장치도 포함한다[115].

(1)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 검사대

이 장치는 수직상태로 핫셀에 진입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사용

후핵연료 집/포장 공정을 수행하기 전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관

검사, 치수, 온도측정 및 감마 스캐닝을 수행하는 장치로, 그림 3-3-1은 

이 장치의 3차원 그래픽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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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검사대.

그림 3-3-2.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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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

이 장치는 핫셀에 진입한 사용후핵연료의 검사를 마친 후, 핵연료

봉을 인출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고정장치로 이송시키기 위하여 

수평상태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그래픽 모델은 그림 3-3-2와 같다. 이 장

치는 하단부고정체를 고정시키는 고정밑판, L자 모양의 고정기구, 사용후

핵연료를 안치시키는 테이블 및 집합체를 수직상태에서 수평상태로 전환

시키기 위한 피봇형태의 수직/수평 절환구동 장치로 구성된다.

(3) 핵연료봉 인출 및 집장치

이 장치의 3차원 그래픽 모델은 그림 3-3-3에 보여주고 있으며, 

고정체 분리, 연료봉 인출, 안착, 정렬 및 이송장치로 구성된다. 고정체 분

리장치는 핵연료봉 인출헤드와 같이 인출 이송대에 부착되며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로부터 하단 고정체를 해체할 목적으로 너트를 풀기 위한 임팩

트 렌치가 설치된다. 인출헤드의 그리퍼는 연료봉을 한 개씩 잡도록 되어

있다. 연료봉 충격흡수장치인 크래들은 연료봉 인출시 연료봉 10 mm 아

래까지 상승한 후 인출되는 연료봉을 안착시킨다. 그 후 크래들은 측면 이

송장치로 이송시킬 위치로 연료봉을 하강시킨다. 연료봉 이송 및 정렬장치

는 측면이송장치, 레이크와 게이트로 구성되며 연료봉을 착하여 지정된 

개수만큼 분리한다. 연료봉 이송장치는 인출된 연료봉을 횡방향의 정렬장

치 쪽으로 이송시킨다. 연료봉 장입장치는 연료봉 이송 및 정렬장치에 의

하여 정렬된 연료봉을 장입통에 장입시킨 후 대로 바스켓에 적재한다.

(4) 구조집합체 압축장치

이 장치는 핵연료집합체에서 연료봉을 인출하고 남은 핵연료 집합

체 구조물을 압축시키는 장치로, 그림 3-3-4와 같이 그래픽 모델링하 다. 

이 장치는 핵연료집합체 구조물의 부피를 약 5:1 정도로 감소시킨다.

(5) 저장용기 수평/수직 전환장치

이 장치는 크레인에 부착된 용기 이송장치를 사용하여 이송한 빈 

저장용기(Canister)를 수직상태로 잡아 수평상태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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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핵연료봉 인출 및 집장치.

그림 3-3-4. 집합체 구조물 압축장치.



- 501 -

그림 3-3-5는 이 장치의 3차원 그래픽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집된 핵

연료봉이나 압축된 집합체 구조물이 바스켓으로부터 저장용기로 이송되면 

다시 수직상태로 올려 뚜껑을 닫고 용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장치의 

구조는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다.

  

그림 3-3-5. 저장용기 수평/수직전환장치.

(6) 기타 보조 장치

사용후핵연료 집․포장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주 공정장치 외에 

필요한 보조장치는 다음과 같으며, 각 장치에 대한 그래픽 모델은 그림 

3-3-6 및 3-3-7에 보이는 바와 같다.

    - 핵연료집합체 수직이송장치 

핵연료집합체를 수직방향으로 고정시켜 이송한다. 이 장치는 천장

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조작되며, 핫셀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 502 -

    - 핵연료집합체 수평이송장치 

핵연료 집합체를 수평방향으로 고정시켜 이송하는 장치이며, 핫셀

내의 천장에 설치된 RBT(Robotic Bridge Transfer)와 연계되어 작

업을 수행하며, 핫셀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 연료봉 바스켓 수평이송장치

      인출/정렬된 연료봉을 집적재한 바스켓을 수평방향으로 고정시켜 

이송하는 장치로, 이 장치는 RBT에 연결되어 작업을 수행하며, 핫

셀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 저장용기로의 집연료봉 이송장치

      바스켓의 집 연료봉을 수송/저장 캐스크에 적재할 저장용기로 이

송시키는 장치로, 바스켓을 안치시킨 후 대를 사용하여 바스켓 

내부의 연료봉을 이송시킨다. 

    - RBT 

      핵연료집합체 취급 및 매니퓰레이터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

로, 크레인 레일 아래에 위치한다. 이 장치에는 핵연료집합체 이송

장치와 매니퓰레이터가 연결되며 연결될 장치들의 전원 및 신호접

속을 위한 접속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천장크레인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은 핫셀 내에서 장비 및 핵연료집합체의 이송

시에 사용된다. 크레인은 브릿지와 트롤리로 구성되어 핵연료집합

체를 취급하며, RBT 용 레일 위에 설치된다.

    - 매니퓰레이터

      이 장치는 천장에 설치된 RBT에 연결되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구조물의 이송과 핫셀 내 고장난 장치들의 원격보수 및 교체작업, 

기타 보조작업을 수행하는 장치로, 핫셀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 도구 저장랙

      핫셀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도구를 저장하며 핫셀 공정장비

의 구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의 핫셀 내부벽면에 부착하며, 작

업목적에 맞는 도구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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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집합체 수직이송장치

핵연료집합체 수평이송장치

  

연료봉 바스켓 수평이송장치

캐니스터로의 연료봉이송장치

그림 3-3-6. 사용후핵연료 집․포장공정 이송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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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T

크레인

          

매니퓰레이터 

 

도구 저장랙

그림 3-3-7. 사용후핵연료 집․포장공정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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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후핵연료 집․포장공정 전산모사

설정된 개념에 따른 집․포장 공정 장치의 구동 및 핵연료 물질의 

흐름을 검증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가상의 작업장(workcell)에 핫셀을 구

성하여 그래픽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공정장치 모델들을 배

치하고 공정흐름에 따라 전산모사를 수행하 다. 사용후핵연료를 핫셀에 

진입시키기 위한 수송 캐스크에서의 하역으로부터 집된 사용후핵연료와 

압축된 집합체 구조폐기물 포장용기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캐스크로 

적재하기까지의 공정흐름은 그림 3-3-8에 나타난 바와 같다[76].

그림 3-3-9는 가상 핫셀 내에 진입한 사용후핵연료의 검사공정으로부터 

집된 핵연료봉의 적재한 바스켓을 이송하는 공정까지의 전산모사를 나

타내고 있으며, 그림 3-3-10은 가상 핫셀 내에 사용후핵연료 집․포장

공정에 필요한 장치들을 배치한 전체 layout을 나타내고 있다.

  Move Ass’y
to Clamping

Table

Remove 
End Plate

Extract
 Fuel Rods

Reorder
Fuel Rods

Compact
Skeleton

End Plate

Fuel
Skeleton

Unload 
Canister
to Cask 

Load Compacted
 Skeleton 
in Basket

Transfer 
Skeleton

to Canister

  Downend 
Ass’y

Unload 
S/F Ass’y

from Cask 

Inspect
S/F Ass’y

Inspect
Canister

Upend 
Canister

Upend 
Canister

Load Rods 
 in Transfer 

Basket

Transfer Rods
to Canister

그림 3-3-8. 사용후핵연료 집․포장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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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후핵연료 검사 (b) 사용후핵연료 수직/수평전환(1)

(c) 사용후핵연료 수직/수평전환(2)

 

(d) 사용후핵연료 수평이송

(e) 연료봉인출장치 고정

 

(f) End plate 볼트제거

그림 3-3-9. 사용후핵연료 집․포장 공정 전산모사.



- 507 -

(g) Bottom nozzle 제거

 

(h) 핵연료봉 인출(1)

(i) 핵연료봉 인출(2)

 

(j) 핵연료봉 정렬 및 이송

(k) 핵연료봉 바스켓 이송

 

(l) 바스켓 이송

그림 3-3-9. 사용후핵연료 집․포장 공정 전산모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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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집․포장 공정장치 workcel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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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공정장치 그래픽 설계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공정 그래픽 설계 시스템은 기존의 순차적으로 

수행하 던 장치 개발 또는 공정 설계를 동시공학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도

록 전환시킨 시스템으로서, 그 흐름도는 그림 3-3-11과 같다.

Parts design

공정 장치 3-D 그래픽 모델링

SF 해체공정 그래픽 전산모사

M
O

D
IF

IC
A

TI
O

N

핵연료봉 인출장치

 모델링 비율

 공정장치 총 부품

     (Parts) 수 대비 : 
                  약 80 %

 주요 공정 구동부 
     부품 수 대비 : 
                   약 98 %

 디바이스 설정/조립

 장치 기능별 분류 :
     디바이스 설정

     (구동특성 부여)
 장치구동 분석/검증

 전산모사

 공정수행 가상환경

     (Workcell) 구축

 공정 분석/장치 보완

 공정 최적화

Parts assembly

Module assembly & Kinematics

연료봉 이송 연료봉 절단

그림 3-3-11. 그래픽 설계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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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래픽 설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해

체공정장치인 연료봉 인출장치, 연료봉 절단장치, 소결체 인출장치(탈피복 

장치),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등의 설계에 활용하고, 장치/공정의 설계 타당

성, 장치 구동, 공정 등을 검증/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장치제작 및 공정

개념 확립에 반 하 다.

가. 3차원 그래픽 모델링 및 디바이스

3차원 그래픽 모델링은 장치의 기능 및 요건에 따라 설정된 개념을 

그래픽 설계 툴을 이용한 전산모사를 통하여 장치개념의 적합성 및 동작

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수행하는 작업이

다. 이를 위하여 장치 개념에 따라 세분화된 부품(parts)을 3차원으로 그

래픽 모델링한 후, 이들을 부분 조립하여 모듈을 완성하고, 기능 및 동작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부분 조립품들

은 동작특성에 따라 kinematics(joint, DOF : degree of freedom 등) 특성

이 설정되어 디바이스를 구성한다[116].

(1) 수직/수평 회전기구

(가) 기능

수직/수평 회전기구는 핫셀에 수직상태로 진입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평상태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핵연료 집합체의 회전 및 이송 공정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특

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원격조작으

로 취급이 되어야하며, 유지보수 또한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회전기구는 

수직으로 진입해오는 핵연료 집합체의 안전한 안착과 회전 과정에서의 충

격 최소화 및 후속 공정인 연료봉 인출 장치와의 상호 연계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나) 부품 구성 및 모델링

수직/수평 회전기구는 세부 기능에 따라 고정 베이스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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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수평 이송부, 수직유지 지지장치부, 수평고정지지 장치부로 구성된다.

표 3-3-1. 수직/수평 회전기구 주요부품

Device 모듈 장치 주요부품(parts) 비 고

베이스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회전축 고정부, 

실린더 고정부, 지지부 

등
․이송부 및 각 클램프 

  부착 및 고정

상판
상판, 회전축고정 링, 지

지장치 고정틀 등

수직/수평 

이송부

실린더
실린더, 고정링, 모터 지

지부, 모터, 기어박스 등
․핵연료 집합체가 안치

  된 상판의 수직/수평 

  전환볼 

스크류
스크류, 고정링 등

수직유지

지지 

장치부

수직 

지지부

클램프, 완충고무, 구동연

결부
․핵연료집합체의 bottom

  nozzle 고정
구동 

축
실린더, 피스톤, 연결대

구동모

터

모터, 기어박스, 모터지지

대

수평고정

지지 

장치부

수평 

고정부

수평클램프 2, 구동 연결

부  ․핵연료집합체의 중앙 

  및 상부 그리드 고정

  (핵연료봉 인출을 위한 

  클램핑)

구동 

축
실린더, 피스톤, 연결대

구동 

모터

모터, 기어박스, 모터지지

대

고정 베이스 프레임은 각 장치부를 고정시키는 기본 구조물로서 상판과 

프레임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 수직/수평 전환부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직상태에서 수평상태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로서 구성 모듈로는 실린더

와 볼스크류가 있다.  또한, 수직유지 지지장치부는 수직상태로 진입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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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수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체결장치

로 수직지지부, 구동축, 구동모터 모듈로 구성되며, 수평 고정지지 장치부

는 집합체가 수평으로 전환된 후 다음 공정장치인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장

치로 연료봉을 인출할 수 있도록 수평상태를 유지시키는 체결장치로서 수

평 고정부, 구동축, 구동모터 모듈로 구성된다. 수직/수평 회전기구의 모듈

별 주요 구성부품은 표 3-3-1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3-3-12는 이 장치의 

각 구성 부품별 3차원 그래픽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프레임

테이블

 
볼 스크류

구동모터

실린더

       고정 베이스 프레임                  수직/수평 전환부

구동모터

구동 축

수직고정장치

 

수평고정장치

구동 축
구동모터

  

      수직유지 지지장치부               수평고정 지지장치부

그림 3-3-12. 수직/수평 회전기구 모듈별 주요부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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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바이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해체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핫셀에 수

직상태로 진입된 핵연료집합체를 수평으로 전환시키고, 연료봉 인출장치의 

연료봉 인출시 집합체 고정 테이블 기능을 수행하는 수직/수평 회전기구

의 주요 구동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평/수직으로 전환하는 동작과 

장치 구동시 핵연료 집합체를 고정시키기 위한 그리드 및 bottom nozzle 

부위의 체결동작이다. 이의 전산모사를 위하여, 10개의 자유도(DOF)를 이

용하여 표 3-3-2와 같이 10개의 joint로 kinematics를 설정하 다. joint 

별로 설정된 kinematics는 기능별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device로 

구분하 으며, 그림 3-3-13과 같다.

① 베이스 프레임

수직/수평 전환부, 수직유지 지지장치부 등 각 디바이스를 

고정하는 기본 구조물로 프레임과 상판 모듈로 구성되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위치시키게 된다. 프레임에는 수직/수평 전환부의 joint 1을 위

한 축 고정부가 있고, 상판에는 수직 및 수평유지 지지장치부의 joint 들

을 고정시킨 고정부가 있다.

표 3-3-2. 수직/수평 회전기구의 joint 구성

Joint 

No.
위    치

Joint 

No.
위    치

Joint 1  상판의 수직/수평 전환 Joint 6
 상부 그리드 클램프

(왼쪽)

Joint 2
 Bottom nozzle 클램프

(왼쪽)
Joint 7

 상부 그리드 클램프

(오른쪽)

Joint 3
 Bottom nozzle 클램프

(오른쪽)
Joint 8

 Bottom nozzle 클램프

(동시구동)

Joint 4
 중앙 그리드 클램프

(왼쪽)
Joint 9

 중앙 그리드 클램프

(동시구동)

Joint 5
 중앙 그리드 클램프

(오른쪽)
Joint 10

 상부 그리드 클램프

(동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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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s

설정 값

베이스

프레임
-

수직/수평

전환부
Joint 1

☞ Joint 1

․스크류 :

  Rotate Y = dof(1)

․실린더 :

  Rotate Y = dof(1)

수직유지

지지장치부

Joint 2

Joint 8

Joint 3

☞ Joint 2, 3, 8

․구동 모터 

 - Rotate X : dof(2,8),dof(3,8)

․구동 피스톤

 - Translate Y : dof(2,8), 

                 dof(3,8)

수평고정

지지장치

부
Joint 4

Joint 5

Joint 6

Joint 7

Joint 9

Joint 10

☞ Joint 4, 5, 9, 6, 7, 10

․구동 모터

 - Rotate Y :dof(4,9),dof(5,9), 

            dof(6,10),dof(7,10)

․구동 피스톤

 ․Trans. Y :dof(4,9),dof(5,9),

            dof(6,10),dof(7,10)

그림 3-3-13. 수직/수평 회전기구 device.

② 수평/수직 전환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직/수평 방향으로의 전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joint 1을 설정하여 실린더부와 스크류부 동작의 

kinematic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볼 스크류 :

        Rotate Y = -180*RAD+sasasa(3800,90*RAD,749,90*RAD 

                   +dof(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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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린더 :

        Rotate Y = -sasasa(1500,90*RAD+dof(1),749,90*RAD,3800)

③ 수평고정 지지장치부

상판에 안착시킨 핵연료집합체의 상부 그리드 부분과 중앙 

그리드 부분을 체결하는 동작을 위한 kinematics를 정의한다. 중앙 그리

드 체결장치에는 좌우 클램프에 각각 joint 4, 5를 설정하며, 상부 그리드

를 체결하기 위한 좌우 클램프에는 각각 joint 6, 7을 설정하 으며, 각 

체결부의 좌우 클램프 동시구동을 위한 joint 9, 10을 설정하 다.

    ◦ 중앙 그리드 체결 클램프

      ․좌측 클램프 :

         - 구동 모터

           Rotate X = 180*RAD-sasasa(108.5,90*RAD-dof(4),306,90 

                    *RAD,108.5)-sasasa(108.5,90*RAD-dof(9),306,90 

                    *RAD,108.5)

         - 피스톤

           Translate Y = -598.2+sasass(108.5,90*RAD-dof(4),306,90 

                         *RAD,108.5)+sasass(108.5,90*RAD 

                         -dof(9),306,90*RAD,108.5)

      ․우측 클램프 :

         - 구동 모터

            Rotate X = 180*RAD-sasasa(108.5,90*RAD-dof(5),306,90 

                     *RAD,108.5)-sasasa(108.5,90*RAD-dof(9),306,90 

                     *RAD,108.5)

         - 피스톤

            Translate Y = -598.2+sasass(108.5,90*RAD-dof(5),306,90 

                          *RAD,108.5)+sasass(108.5,90*RAD

                          - dof(9),306,90 *RAD,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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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부 그리드 체결 클램프

      ․좌측 클램프 :

         - 구동 모터

           Rotate X = 180*RAD-sasasa(108.5,90*RAD-dof(6),306,90 

                       *RAD,108.5)-sasasa(108.5,90*RAD 

                       -dof(10),306,90 *RAD,108.5)

         - 피스톤

           Translate Y = -598.2+sasass(108.5,90*RAD-dof(6),306,90 

                         *RAD,108.5)+sasass(108.5,90*RAD 

                         -dof(10),306,90*RAD,108.5)

      ․우측 클램프 :

         - 구동 모터

            Rotate X = 180*RAD-sasasa(108.5,90*RAD-dof(7),306,90 

                        *RAD,108.5)-sasasa(108.5,90*RAD 

                        -dof(10),306,90*RAD,108.5)

         - 피스톤

            Translate Y = -598.4+sasass(108.5,90*RAD-dof(7),306,90 

                          *RAD,108.5)+sasass(108.5,90*RAD 

                          -dof(10),306,90*RAD,108.5)

④ 수직유지 지지장치부

수직상태의 핵연료집합체를 수직/수평 회전기구의 상판에 고

정시킬 때, 수직상태를 유지하도록 bottom nozzle 부를 고정하는 체결동작

을 위한 kinematics를 설정한다. 이 장치부의 bottom nozzle 체결장치에는 

좌우 클램프에 각각 joint 2, 3을 설정하 으며, 각 체결부의 좌우 클램프 

동시구동을 위한 joint 8을 설정하 다.

      ․Bottom nozzle 좌측 클램프 :

         - 구동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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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 X = 180*RAD-sasasa(115.582,108.6701*RAD 

                 -dof(2),435,90*RAD,108.5)-sasasa(115.582,108.6701

                 *RAD-dof(8),435,90*RAD,108.5)

         - 피스톤

           Tran. Y = -814.201+sasass(115.582,108.6701*RAD

                      -dof(2),435,90*RAD,108.5)+sasass(115.582, 

                      108.6701*RAD-dof(8),435,90*RAD,108.5)

      ․Bottom nozzle 우측 클램프 :

         - 구동 모터

            Rot. X = 180*RAD-sasasa(115.582,108.6701*RAD 

                 -dof(3),435,90*RAD,108.5)-sasasa(115.582,108.6701 

                 *RAD-dof(8),435,90*RAD,108.5)

         - 피스톤

            Trans. Y = -814.201+sasass(115.582,108.6701 

                     *RAD-dof(3),435,90*RAD,108.5)+sasass(115.582, 

                     108.6701*RAD-dof(8),435,90*RAD,108.5)

(2) 연료봉 인출장치

(가) 기능

연료봉 인출장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 또는 집저장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의 첫 단계인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연

료봉을 인출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본 장치는 인출공정 자동화를 

위하여 기존 인출장치의 인출헤드를 로터리식 인출헤드로 변경하여 공구

별로 모듈화하고, 순차제어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연료봉간의 간격이 좁아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므로 연료봉 인출

작업시 작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야하고, 연료봉의 변형 등에 따른 비

정상 연료봉의 인출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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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프레임

헤드
지지부

수평
프레임

  

가이드

지지부

          Main frame                      Side transfer

모터

이송대

  

헤드
박스

기어

  

            Cradle                            로터리 헤드

모터

RCC
그리퍼

  

모터
렌치

            그리퍼                               렌치

그림 3-3-14. 연료봉 인출장치 모듈별 주요부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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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연료봉 인출장치 주요 부품

Device 모듈 장치 주요부품(parts) 비 고

Main 

frame

수평
프레임

수평 스크류, 모터, 프로
파일, 가이드 레일, 모터 
등 ․Rotary head 상하 이동 

  및 수평 이송수직
프레임

수직 스크류, 모터, 가이
드 레일, Head 받침대, 
지지구조물 등

Side 

transfer

대 대, 가이드, 스크류, 
모터 ․인출이 완료된 연료봉을 

  수집통으로 이송
지지부 지지바, 모터, 지지 

구조물

Cradle 
이송대 이송대, 스크류, 가이드

수직 바, 모터 등
․그리퍼로 연료봉 인출시 

  연료봉의 낙하 및 휨 

  방지지지부 스크류 지지구조물 등

Gripper

그리퍼 콜렛, 샤프트, 기어 등
․핵연료 집합체의 연료봉 

  파지기타
RCC, 모터, 지지 구조물 

등

Wrench
렌치

렌치, 기어, 대, 기어

축, 모터 등
․Bottom nozzle에 체결된 

 볼트 제거
기타 기어 받침대 

Rotary 

head box

Head
box

헤드박스, 샤프트, 모터, 
지지판 등 ․그리퍼/렌치 이송 및 

  공구 변환기어부 모터기어, 헤드 기어 등

(나) 부품 구성 및 모델링

3차원 그래픽 모델은 장치의 기능에 따라 main frame, side 

transfer, cradle, 로터리 헤드박스, 그리퍼, 렌치로 구성된다. Main frame

은 인출장치의 주요 기능부인 로터리 헤드박스를 수평, 수직방향으로 이송

시키는 부분으로 수평 프레임, 헤드 지지부, 수직 프레임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Side transfer는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인출이 완료되어 프레임에 안

착된 연료봉을 다음공정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모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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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및 이송부 모듈로 구성된다. 크래들은 연료봉을 인출하는 동안 연료

봉의 처짐 및 낙하를 방지하고 인출된 연료봉을 프레임까지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며, 상하방향의 이송대와 모터 모듈로 구성된다. 로터리 헤드박

스는 작업순서에 따라 그리퍼와 렌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어, 모

터, 및 로터리 플레이트 모듈이 있다. 그리퍼는 연료봉을 인출할 수 있도

록 연료봉의 end cap을 파지하는 부분으로 구성모듈로는 그리퍼, RCC, 모

터가 있으며, 렌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bottom nozzle를 제거하기 위

하여 볼트를 제거하는 기구로 구성모듈은 렌치부와 모터부가 있다. 따라서 

이들 구성 모듈들에 대하여 3차원 그래픽으로 모델링하고, 기능별로 조합

한 후 동작특성에 따라 kinematics를 부여하여 device를 설정하 다. 표 

3-3-3은 device별 구성모듈의 주요부품을 나타내고, 이들에 대한 그래픽 

모델은 그림 3-3-14에 나타내었다.

(다) 디바이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연료봉을 인출하기 위한 연료봉 인

출장치의 구동 전산모사를 위하여 디바이스별 동작 특성에 따라 10개의 

자유도를 이용하여 표 3-3-4와 같이 10개의 joint로 kinematics를 설정하

다. 연료봉 인출장치의 주요동작은 로터리 헤드박스의 이송 및 회전, 그

리퍼와 렌치의 파지 및 회전 그리고 side transfer와 cradle의 연료봉 안전

이송 동작으로서, 디바이스별 joint의 kinematics 설정값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으며, 그림 3-3-15에 표시하 다.

① Main Frame

각 디바이스를 지지하는 기본 구조물과 로터리 헤드박스를 

상하방향(Z 방향) 및 수평방향(X, Y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기구로서, joint 

1, 2, 3으로 정의하여 kinematics를 설정하 다. 

      ․수직 프레임 : Translate Y = 1

      ․지지부 로터리 헤드 가이드레일 : Translate Z = 2

      ․지지부 로터리 헤드 받침대 : Translate X = 3



- 521 -

표 3-3-4. 연료봉 인출장치의 joint 구성

Joint 

No.
위    치

Joint 

No.
위    치

Joint 1  메인 프레임의 Y 프레임 Joint 6  로터리헤드박스의 모터기어

Joint 2  메인 프레임의 가이드레일 Joint 7
 로터리헤드박스의 로터리

 기어

Joint 3
 메인 프레임의 로터리

 베이스
Joint 8  그리퍼

Joint 4  Side transfer Joint 9  렌치 및 기어

Joint 5  Cradle(impact bar) Joint 10  렌치 모터

② Side Transfer

베이스 프레임에 안착된 연료봉을 수집통방향으로 어주는 

기구로서, joint 4를 정의하여 좌우측 대에 동일한 kinematics 값을 설정

하 다.

      ․좌측 대 : Translate X = -4

      ․우측 대 : Translate X = -4

③ Cradle 

연료봉을 인출하는 동안 낙하 및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승

하고, 집합체로부터 연료봉이 빠져나오면 안전하게 베이스 프레임으로 안

착시키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하여 joint 5를 설정하여 상하 방향의 

kinematics 값을 설정하 다.

      ․Impact Bar : Translate Z = 5

④ Rotary Head Box

Bottom nozzle 제거를 위한 볼트를 제거하는 렌치와 연료봉

의 end cap을 파지하는 그리퍼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

하여, 모터에 연결부와 그리퍼/렌치 전환부에 각각 joint 6과 joint 7을 설

정하여 회전방향의 kinematics 값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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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s

설정 값

Main

frame

Joint 1
Joint 2

Joint 3

☞ Joint 1

․수직 프레임 : Translate Y = 1

☞ Joint 2

․헤드 가이드 : Translate Z = 2

☞ Joint 3

․헤드 받침대 : Translate X = 3

Side

transfer

Joint 4

☞ Joint 4

․좌/우 대 : Translate X = -4

Cradle 

Joint 5

☞ Joint 5

․Cradle : Translate Z = 5

Rotary

head

box

Joint 6 Joint 7

☞ Joint 6

․모터연결기어 : Rotate Z = 6

  - 커플링기어 : Rot. Z=dof(6)

  - 커플링 : Trans. Z = dof(6)

☞ Joint 7

․전환기어 : Rotate Z = 7

  - 전환 plate : Rot.Z = dof(7)

그리퍼

Joint8

☞ Joint 8

․기어 : Rotate X = -8

  - 그리퍼연결 : Rot. X=dof(8)

  - 연결축 : Trans. X = dof(8)

  - 그립 a, b : Rot. Z = dof(8)

렌치

Joint 9

Joint 10 ☞ Joint 9

․모터연결기어 : Rotate X = 9

  - 렌치연결부 : Rot. X=dof(9)

☞ Joint 10

․연결 축 : Rotate X = 10

  - 샤프트 : Trans. X = dof(10)

그림 3-3-15. 연료봉 인출장치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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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 연결 부  

         - 모터 연결 기어 : Rotate Z = 6

         - 커플링 연결 기어 : Rotate Z = - dof(6)/3

         - 커플링 : Translate Z = 6 * dof(6)/(2 * PI)

      ․그리퍼/렌치 전환부 : 

         - 전환 기어  : Rotate Z = 7

         - 전환 plate : Rotate Z = - dof(7)/4

⑤ 그리퍼

연료봉의 인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료봉의 end cap을 파

지하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하여 joint 8을 설정하 으며, 그립 개폐를 위

한 연결축의 수평이송 및 그립 개폐시의 회전에 대한 kinematics 값을 설

정하 다.

      ․그리퍼

         - 모터 연결 기어 : Rotate X = -8

         - 그리퍼 연결 기어 : Rotate X = dof(8)/2

         - 그립연결축 : Translate X =0.8-0.8*dof(8)/(0.914283*PI)

         - 그립 a : Rotate Z = - 5 * dof(8)/164.571

         - 그립 b : Rotate Z = 5 * dof(8)/164.571

⑥ 렌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bottom nozzle을 체결하고 있는 볼트

를 제거하고 배출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모터 연결기어

와 샤프트 연결 축에 각각 joint 9, 10을 정의하여, 볼트를 풀기 위한 회전

과 풀린 볼트를 배출하기 위한 부품의 수평이송에 대한 kinematics 값을 

설정하 다.

      ․모터 연결기어

         - 모터 연결 기어 : Rotate X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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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치 연결 기어 : Rotate X = - dof(9)/2

      ․배출 샤프트

         - 샤프트 연결 축 : Rotate X = 10

         - 샤프트 : Translate X = -1.5 * dof(10)/(2 * PI)

(3) 연료봉 절단장치

(가) 기능 

연료봉 절단장치는 연료봉 인출장치로 인출된 연료봉을 다음공

정에서 수행될 연료봉 내부의 소결체 인출을 위하여 일정 길이로 절단하

는 공정장치로서, 절단길이는 3 cm로 설정하고 있다. 이 장치는 다음공정

인 소결체 인출장치의 압출핀에 의한 인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료

봉 절단면의 원형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후핵연

료봉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품 구성 및 모델링

사용후핵연료봉 절단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에 따

라 절단장치는 기능별로 kicking 부, 프레임 및 이송 롤러부, 이송 클램프, 

고정 클램프, 절단 날, 드라이빙 부 및 분배부로 구성된다. Kicking 부는 

연료봉 인출장치로부터 연료봉을 인수하여 절단장치 프레임으로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연료봉 인수대, 스크류 및 지지대 등의 모듈로 

구성되며, 프레임 및 이송 롤러부는 연료봉 인출장치로부터 이송되어온 연

료봉을 절단부로 이송시키는 부분으로 베이스 프레임과 롤러 모듈로 이루

어져 있다. 이송 클램프는 클램프와 모터 등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 

길이로 절단할 수 있도록 연료봉을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고정 클램

프는 연료봉 절단시 연료봉을 고정하는 클램프로서 고정 클램프와 모터, 

마그네틱 개폐부, 연료봉의 끝부분인 spring part를 배출할 수 있는 롤러 

모듈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절단날은 tube cutter 방식의 절단날로 연

료봉을 절단하는 부분으로 cutter, 모터 및 지지구조물 모듈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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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연료봉 절단장치 주요장치 부품

Device명 모듈 장치 주요부품(parts) 비 고

Kicking

인수부
인수대, 수평 유지 봉, 체결장

치, 스크류 연결장치 등
인출된 연료봉인수하여

절단장치로 이송
가이드

스크류, 좌/우 가이드,구동

모터, 연료봉 가이드, 모터/가

이드 체결장치 

프레임/

이송롤러

프레임

수평 프레임, 수직 프레임, 지

지구조물, 받침대, 구동부 받

침판, 연결부 등 Roller의 구동에 의해 

연료봉을 절단부로 이송
이송

롤러

구동 롤러, Idle 롤러, 롤러 

하우징, 모터체결장치, 롤러 

연결장치, 등 

이송 

클램프

클램프

클램프, 클램프 가이드, 체결

부, 모터, 스크류, 모터 받침

대, 지지구조물 등
연료봉을 절단길이만큼 

cutter 부위로 삽입

가이드
이송 모터, 모터 체결부, 가

이드 레일, 받침대 등

고정 

클램프

구동부 구동모터, 클램프, 스크류 등

연료봉 절단시 고정

고정부 마크네틱셔터, 롤러, 모터 등

절단날

커터부 
커터날, 구동모터, 이송축, 고

정장치, 모터 하우징 Tube cutter 방식에 의한 

연료봉 절단
베이스 절단 받침롤러, 고정장치 등

드라이빙

슬립링 슬립링, 연결장치, 회전통 등

절단 날 회전

베이스 구동기어, 슬립링 지지물 등

분배부

분배기 분배장치, 분배기 받침대 등
절단 연료봉 분류 및

배출
모터부 구동 모터, 체결장치, 연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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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가이드

연료봉 인수대

스크류/
구동모터

수평 유지대

  

이송 Roller

Roller 프레임

절단부 프레임

  

             Kicking                     프레임 및 이송 roller

클램프

수평이송부

가이드/
모터

  

클램프

구동모터

Shutter

Roller

  

Cutter

Cutter Base

구동모터

     이송 클램프             고정 클램프             절단날

모터/Base

구동 기어

슬립링   

분배기

구동모터

Base

            Driving                            분배부

그림 3-3-16. 연료봉 절단장치 모듈별 주요부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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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 부는 절단날을 회전시키는 부분으로 슬립링, 모터부, 기어부 

등의 모듈이 있고, 분배부는 절단된 연료봉을 end cap/스프링 부분과 펠렛 

부분을 분류하여 폐기물 수집통으로의 배출과 소결체 인출장치로의 이송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배장치, 모터 및 지지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 구성 모듈들에 대하여 3차원 그래픽으로 모델링하고, 

기능별로 조합한 후 각 동작특성에 따라 kinematics를 부여하여 device를 

설정하 으며, 표 3-3-5는 device 별 구성 모듈의 주요부품(parts)을 나타

내었으며, 이들에 대한 그래픽 모델은 그림 3-3-16에 나타내었다.

(다) 디바이스

사용후핵연료봉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는 핵연료봉 절단장치의 

공정을 전산모사하기 위하여 디바이스별 동작 특성에 따라 11개의 자유도

를 이용하여 표 3-3-6과 같이 11개의 joint로 kinematics를 설정하 다. 

절단장치의 주요 동작은 kicking 부의 연료봉 인수를 위한 승하강, 클램프 

및 절단부의 연료봉 절단을 위한 상하 이송 및 회전, 그리고 절단 연료봉

의 배출을 위한 좌우 회전으로서, 다음과 같이 디바이스별 joint의 

kinematics를 설정하 으며, 그림 3-3-17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3-6. 연료봉 절단장치의 joint 구성

Joint 

No.
위    치

Joint 

No.
위    치

Joint 1  Kick의 수평 bar Joint 7  F-clamp 내부 roller

Joint 2  Kick의 연료봉 인수대 Joint 8  Cutter 날

Joint 3  T-clamp의 베이스 Joint 9  Driving의 슬립 링

Joint 4  T-clamp의 클램프 Joint 10  배출 분배장치

Joint 5  마그네틱 개폐장치 Joint 11  롤러 프레임의 롤러

Joint 6  F-clamp의 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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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s

설정 값

Kicking

Joint 1

Joint 2

☞ Joint 1

․연료봉 인수대 : Trans. Z = 1

☞ Joint 2

․수평 유지 Bar : Rotate X = 2

이송 
클램프

Joint 3

Joint 4

☞ Joint 3

․클램프 받침 : Translate Y = 3

☞ Joint 4

․좌측 클램프 : Translate X = -4

고정 
클램프

Joint 5

Joint 6

Joint 7

☞ Joint 5

․개폐장치 : Translate Z = -5

☞ Joint 6

․고정 클램프 : Translate Z = 6

☞ Joint 7

․내부 롤러 : Rotate X = 7

절단날
Joint 8 ☞ Joint 8

․절단날 : Translate Z = 8

드라이빙

Joint 9

☞ Joint 9

․드라이빙 기어 : Rotate X = 9

 - 슬립링 : Rotate X = dof(9)

분배부
Joint 10

☞ Joint 10

․분배부 : Rotate X = 9

 - 슬립링 : Rotate X = dof(9) 

프레임/
Roller

Joint 11

☞ Joint 11

․이송롤러 : Rotate Y = 11

그림 3-3-17. 연료봉 절단장치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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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icking 

연료봉 인출장치로부터 연료봉 1개를 인수한 후 상승하여 프

레임으로 이송하는 동작으로, 이를 위하여 상승을 위한 joint 1과 프레임 

방향으로의 회전을 위한 joint 2를 정의하여 kinematics를 설정하 다.

      ․연료봉 인수대 : Translate Z = 1

      ․수평 유지대   : Rotate X = 2

② 프레임 및 이송 roller

프레임은 연료봉 절단장치 각 디바이스를 고정하는 구조물로 

이송 roller 프레임과 절단부 프레임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연료봉 이송 

roller는 이송 roller 프레임에 안착된 연료봉을 절단부로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모터와 체인으로 연결된 roller에 joint 11을 

정의하여 운동 값을 설정하 다.

      ․이송 roller

        - 모터와 체인으로 연결된 roller : Rotate Y = 11 

③ 이송 클램프

고정 클램프의 마그네틱 개폐장치 까지 이송된 연료봉을 절

단 날 부위로 일정 길이씩 이송하기 위한 동작을 전산모사하기 위하여, 클

램프를 이송하는 부품에 joint 3을 정의하고, 클램프에 joint 4를 정의하

으며, 이에 대한 kinematics 설정값은 다음과 같다.

      ․클램프 베이스 : Translate Y = 3

      ․좌측 클램프 : Translate X = -4

④ 고정 클램프

연료봉을 절단하기 위하여 마그네틱 개폐장치를 열고, 절단

부의 회전시 연료봉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연료봉의 마지막 부분인 

스프링 part를 클램프 내부의 롤러를 이용한 배출 기능을 수행한다. 이의 

전산모사를 위하여 마그네틱 개폐장치에는 joint 5, 고정 클램프에는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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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리고 클램프 내부의 롤러에는 joint 7을 각각 정의하 으며, 이들에 

대한 kinematics 값은 다음과 같다.

      ․마그네틱 개폐장치 : Translate Z = -5

      ․고정 클램프의 상부 부품 : Translate Z = 6

      ․클램프 내부 롤러 : Rotate X = 7

⑤ 절단 날

절단부로 이송되어온 연료봉을 봉의 중심방향으로 절단날 이

송시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절단날에 joint 8을 정의하여 

kinematics 값을 설정하 다.

      ․Tube Cutter 방식의 절단날 : Translate Z = 8

⑥ Driving

절단부로 이송되어온 연료봉을 절단하기 위하여 절단날이 봉

의 중심방향으로 이송하는 동안 드라이빙 시스템을 회전시켜 원주방향으

로의 절단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이의 전산모사를 위하여 joint 9를 정의

하여 kinematics 값을 설정하 다.

      ․Driving System

        - 드라이브 모터 연결기어 : Rotate X = 9

        - Slip Ring : Rotate X = -196 * dof(9)/320

⑦ 분배부

절단이 완료된 연료봉을 end cap 및 spring 부분과 소결체 

부분으로 분류하여 폐기물 수집통과 소결체 인출장치 방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이의 전산모사를 위하여 joint 10을 정의하고 

kinematics 값을 설정하 다.

      ․분배부 : Rotate X = 10

(4) 소결체 인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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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

소결체 인출장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한 기본단계

인 사용후핵연료봉 내부의 소결체를 인출하기 위한 공정장치로서, 압출핀

을 이용한 기계식 소결체 인출장치이다. 이 장치는 압출핀으로 핵연료봉 

내의 소결체를 압착하여 인출하게 되므로 절단 연료봉의 얇은 지르칼로이 

튜브를 잘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결체 회수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압출시 발생될 수 있는 소결체 

가루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에 의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

록 하여야 한다.

표 3-3-7. 소결체 인출장치 주요 부품

Device명 모듈 장치 주요부품(parts) 비   고

Frame/

절단연료

봉 장입부

Frame
Base plate, beam, 소결체

회수통,  피복관 회수통 등 ․소결체/빈 튜브 회수 및 

  절단연료봉 장입연료봉

장입부
장입기, 스프링, 고정핀 등

지그

회전판

지그

회전판

연료봉 고정 지그회전판,

구동 서보모터 등
․회전판으로 절단 연료봉을

  회전시켜 소결체 압출. 

  빈튜브 배출Bearing
Bearing housing, guide 

plate, shaft 등 

압출

압출핀
압출핀, 로드셀, connect 

rod, flange, lock nut

․압출 핀과 plate을 상하 

  구동하여 소결체 압출
Plate

Under plate, middle plate, 

guide shafts, ball bush, 

springs 등

모터 Worm gear, 구동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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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튜브수집통

소결체수집통

Insert

중앙Plate/
압출핀

하부Plate/
스프링

  

Rotate
Plate

Shaft

Bearing

그림 3-3-18. 소결체 인출장치 모듈별 주요부품 구성.

(나) 부품 구성 및 모델링

소결체 인출장치는 장치동작 기능별로 frame 및 절단 연료봉 

장입부, 지그회전부, 압출부로 구분하여 3차원 그래픽 모델을 구성하 으

며, 표 3-3-7과 같다. 

Frame은 소결체 인출장치 구동부품을 장착하기 위한 기본 frame으로서 

연료봉 절단장치로부터 이송되어온 절단 연료봉을 인수받아 지그회전부의 

홈에 장입하는 장치가 부착되며, 기본 프레임, 지지구조물, 압출 후의 소결

체와 빈 튜브를 회수하는 소결체/튜브 수집통 및 절단 연료봉 장입을 위

한 모터 및 장입장치 모듈로 구성된다. 지그회전부는 절단된 연료봉을 장

착하여 회전하는 연료봉 고정 지그회전판, bearing 및 구동 모터 등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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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로 구성된다. 또한 압출부는 소결체를 압출방식으로 인출하기 위한 압출

핀, 웜기어 및 모터 등의 모듈과 압출핀의 동작을 guide하는 guide shafts, 

plates 및 springs 등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모듈

별 구성부품(parts)을 그림 3-3-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3차원으로 그래픽 

모델링하 다.

(다) 디바이스

소결체 인출공정에 대한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3차원으로 그래픽 모델링된 부품들을 기능별로 조합한 부분 assembly에 

kinematics 값을 부여하여 device를 설정하 는데, 기능별 동작 특성에 따

라 4개의 자유도를 이용하여 표 3-3-8과 같이 4개의 joint로 kinematics를 

설정하 다. 소결체 인출장치의 주요 동작은 절단 연료봉을 장입한 지그회

전부의 회전과 절단 연료봉 내의 소결체 인출을 위한 압출부의 상하 이송

동작으로서 다음과 같이 디바이스별 joint의 kinematics를 설정하 으며, 

그림 3-3-19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3-8. 소결체 인출장치의 joint 구성

Joint No. 위    치 Joint No. 위    치

Joint 1  지그회전판 Joint 3  중앙판(스프링 포함)

Joint 2  하부 판(압출핀 포함) Joint 4  절단연료봉 장입 장치

① 지그회전판

절단 연료봉을 장입하여 90o씩 회전하면서 순서에 따라 연료

봉 장입 감지, 소결체 인출, 브러싱 및 빈 튜브 배출 동작을 수행하는 부

품으로, 이 공정의 전산 모사를 위하여, joint 1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kinematics를 설정하 다.

      ․회전판 : Rotate Z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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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s

설정 값

Rotary

plate
Joint 1

☞ Joint 1

․Rotary plate : Rot. Z = 1

중앙/

하부

plate

Joint 2

Joint 3

☞ Joint 2

․하부 plate : Trans. Z = -2

☞ Joint 3

․중앙 plate : Trans. Z = -3

 - 스프링 4개 : Scale Z = 

                        dof(3)

 - 압출핀 : Translate Z = 

                      dof(3)

연료봉

장입부 Joint 4

☞ Joint 4

․장입장치 : Trans. Y = -4

그림 3-3-19. 소결체 인출장치 device.

② 압출부

압출핀이 부착된 중앙 플레이트와 하부 플레이트를 상하로 

구동시켜, 지그회전판에 장착된 절단 연료봉 속의 소결체를 압출하여 인출

하는 공정을 수행하며, 이 공정의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하부 플레이트와 

중앙 플레이트에 각각 joint 2와 joint 3을 정의하여 kinematics를 설정하

다. 또한 플레이트의 상하 운동시 중앙 플레이트에 부착된 스프링과 압

출핀에 대한 kinematics는 joint 3과 연계하여 별도로 설정하 다.

      ․하부 plate : Translate Z = -2

      ․중앙 plate(스프링, 압출핀 포함) : Translate Z = -3

        - 스프링 4 개 : Scale Z = 1 - dof(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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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출핀 : Translate Z = dof(3)

③ 절단연료봉 장입부

연료봉 인출장치로부터 인수한 절단연료봉을 지그회전부에 

장입하는 부분으로서, 이의 동작 구현을 위하여 joint 4를 정의하 으며, 

이의 kinematics 설정값은 다음과 같다.

     ․연료봉 장입장치 : Translate Y = -4

(5) 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가) 기능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구조물 압축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연료봉을 인출하고 남는 구조폐기물의 부피를 감용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최소의 동력으로 최적의 압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핫셀 내부의 규모

를 고려하여 동력원의 사용 및 장치 규모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구조폐기물의 감용비는 1/6 - 1/8로서 추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따

라 적절한 비율로 감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원격에 의한 유지/보수

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부품 구성 및 모델링

사용후핵연료 구조폐기물 압축장치는 설정된 기능에 따라 이송

프레임 및 이송대, 압축 프레임 및 클램프, 압축/전단부, 배출부로 구분하

여 그래픽 모델을 구성하 다. 이송 베이스 및 이송대는 집합체 구조폐기

물을 안착시키고 고정하여 압축 절단부로 이송하는 부분이며, 베이스 프레

임 및 가이드 등의 프레임 모듈과 상부/측면 클램프 및 보조 대 등의 

이송대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압축 프레임 및 클램프는 1차 압축, 2차 압

축 및 전단을 위한 지지 구조물로서 지지대, 모터 하우징 등의 모듈과 압

축/절단부에서의 구조폐기물 집합체를 고정하는 side clamp 모듈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압축 전단부는 구조폐기물을 압축한 후 절단하는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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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모듈은 2개의 압축 램과 전단 날로 이루어진다. 배출부는 압축 절단

된 구조폐기물을 수집하여 진동으로 정렬한 다음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

으로  수집통, 컨베이어, 모터 등의 모듈로 구성된다. 이들 구성 부품은 표 

3-3-9에 표시한 바와 같고, 3차원 그래픽 모델은 그림 3-3-20과 같으며, 

부품 구동 특성에 따라 구성 부품들(parts)을 조합한 부분 assembly에 

kinematics 특성을 부여하여 전산모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3-3-9.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주요 부품

Device

명
모듈 장치 주요부품(parts) 비  고

이송 

프레임 

및 

이송대

이송 

테이블

테이블, 지지구조물, beam, 

가이드 등 
․이송 테이블 위의 NFBC를 

  압축/절단 장치부로 이송
이송대

Pusher block, ball bush, 

ball screw, lock unit, 클램

프, 구동 모터 등

압축 

프레임/ 

사이드

클램프

압축 

프레임

지지 테이블, 지지 H-형강, 

beam, 모터 하우징, shaft,  

구동모터 ․압축/절단하기 위한 NFBC 

  측면 고정
사이드 

클램프

구동축, cylinder, guide, 조

임판, 구동모터, 모터 지지대 

등

압축/

절단부

압축 램

1차 압축램, 2차 압축램

cylinder, shaft, 램 지지구조

물, 구동모터 등
․압축/절단 장치부로 이송된 

  NFBC의 1차/2차 압축 및 

  절단 
Cutter

전단용 cutter, cylinder, 

shaft, 지지 구조물, 구동모터 

등

배출부

수집통
수집통, 진동대, 구동모터, 

지지 구조물 등 ․압축/절단된 NFBC를 수집

  하여 정렬하고 배출
운반대  운반대, 체인, 구동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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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대

베이스프레임   

Side Clamp

압축/절단 프레임

      이송 프레임 및 이송대            압축 프레임/사이드 클램프

전단 Cutter

2차 압축램

1차 압축램   

수집통

콘베이어

          압축/절단부                           배출부

그림 3-3-20.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모듈별 주요부품 구성.

(다) 디바이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공정의 전산모사를 위하

여 장치의 디바이스별 동작 특성에 따라 8개의 자유도를 이용하여 표 

3-3-10과 같이 8개의 joint로 kinematics를 설정하 다. 구조폐기물 압축

장치의 주요 동작은 이송대의 집합체 구조폐기물을 압축/절단부로 보내는 

수평 이송과 1차/2차 압축램 및 전단 cutter의 구조폐기물을 절단하는 상

하동작 및 절단된 구조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부의 수평이송 운동으

로서, 다음과 같이 디바이스별로 정의된 joint의 kinematics를 설정하 으

며, 그림 3-3-21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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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0. 구조폐기물 압축장치의 joint 구성

Joint No. 위    치 Joint No. 위    치

Joint 1  NFBC 이송장치 Joint 5  1차 압축 램

Joint 2  NFBC 이송장치 상하고정부 Joint 6  2차 압축 램

Joint 3
 NFBC 이송장치 보조 

 이송부
Joint 7  전단 Cutter 

Joint 4  압축/절단부의 Side Clamp Joint 8
 배출 컨베이어

 (압축폐기물 수집)

① 베이스 프레임 및 이송대

베이스 프레임은 연료봉 인출장치로부터 이송된 구조폐기물

을 안착시키며, 이송대는 베이스 프레임에 안착된 구조폐기물의 상부를 클

램핑하여 압축/절단부로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보조 대는 이

송대로 구조폐기물을 베이스 프레임의 단부까지 이송한 후 압축/절단부에

서의 구조폐기물 집합체를 이송하게 된다. 이러한 구동을 전산모사하기 위

하여, 이송대, 구조폐기물 상부 클램프 및 보조 대에 각각 joint 1, 2, 3

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kinematics를 설정하 다.

         ․이송대 : Translate X = -1

         ․이송대 상부 클램프 : Translate Z = -2

         ․이송대 보조 대 : Translate X = -3

② 압축/절단 프레임 및 Side Clamp

압축/절단 프레임은 집합체 구조폐기물을 압축하기 위한 램

과 절단하기 위한 절단 날 등의 디바이스를 고정하는 구조물이며, 사이드 

클램프는 압축시 집합체 구조폐기물을 고정하고 측면으로 굴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치에 대한 그래픽 전산모사를 위하여 사

이드 클램프에 joint 4를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동값을 설정하 다.

      ․NFBC Side Clamp : Translate X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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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s 설정 값

베이스

프레임 

및 

이송대

Joint 1

Joint 2

Joint 3

☞ Joint 1

․이송대 : Translate X = -1

☞ Joint 2

․상부 클램프 : Translate Z = -2

☞ Joint 3

․보조 대 : Translate X = -3

압축/절단 

프레임 

및

 Side 

clamp

Joint 4

☞ Joint 4

․사이드 클램프 : Translate X = 4

압축/

절단부
Joint 5

Joint 6

Joint 7

☞ Joint 5

․1차 압축램 : Translate Z = -5

☞ Joint 6

․2차 압축램 : Translate Z = -6

☞ Joint 7

․전단 Cutter : Translate Z = -7

배출부

Joint8

☞ Joint 8

․압축 NFBC 배출 : Translate X = 8

그림 3-3-21. 구조 폐기물 압축장치 device.

③ 압축/절단부

압축/절단프레임으로 이송되어온 집합체 구조폐기물을 1차 

압축램으로 일부 압축하여 고정한 후 2차 압축램으로 최종 압축하며, 최종 



- 540 -

압축된 구조폐기물은 전단 방식의 cutter에 의해 일정길이 절단하여 부피

를 감용시킨다. 이 공정 동작을 전산모사하기 위하여, 1차 압축램에 joint 

5, 2차 압축램에 joint 6 및 cutter에 joint 7을 정의하고, 각 joint에 대한 

kinematics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차 압축 램 : Translate Z = -5

      ․2차 압축 램 : Translate Z = -6

      ․전단 절단 부 : Translate Z = -7

④ 배출부

절단이 완료된 집합체 구조폐기물은 bottom nozzle 및 top 

nozzle과 함께 장치 하부의 수집통에 수집되며, 진동을 이용하여 정렬한 

후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한다. 이의 전산모사를 위하여 수집통

에 joint 8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kinematics 값을 설정하 다.

      ․압축 NFBC 배출부 : Translate X = 8

(6) Telescopic 이송장치 및 다관절 조작기

(가) 기 능

Telescopic 이송장치는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셀에서 단위공

정간의 물질이송 작업 등 interface 작업과 해체 공정장치의 유지보수 작

업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즉 연료봉 인출장치에서 bottom nozzle과 인출이 

완료된 집합체 구조폐기물을 압축장치로 이송하거나, 비정상 연료봉을 이

송하게 된다. 이 장치는 크레인으로 이송하게 되므로 정 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해체장치 유지보수를 위하여 각 장치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품 구성 및 모델링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간 interface 작업을 수행하는 telesc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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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장치는 기능에 따라 크레인/telescope 부와 다관절 조작기부분으로 크

게 분류된다. 크레인은 일반 산업용 크레인을 개조한 것으로서, 표 3-3-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bridge, 가이드 롤러 및 구동 모터 등으로 조합된 

bridge 모듈, 트롤리, 휠모터 및 구동 모터 등으로 이루어진 트롤리 모듈, 

그리고 3 단계의 튜브로 이루어진 telescope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크레인을 구성하는 모듈별 3차원 그래픽 모델은 그림 3-3-22에 나타내

었다. 

또한, telescope에 부착되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구조폐기물 이송 등 주

요 작업을 수행하는 다관절 조작기의 부품 구성은 표 3-3-12와 같으며, 

다관절 조작기의 upper arm, lower arm 및 wrist 모듈과 그리퍼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조작기는 삼성 제품인 FARA 모델 로봇을 이용하 으며, 

그리퍼는 집합체 구조폐기물과 핵연료봉을 파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3차원 그래픽 모델은 그림 3-3-23과 같다.

표 3-3-11. Telescopic 이송장치 주요 부품

Device 모듈 장치 주요부품(parts) 비  고

Bridge

Bridge
 Bridge beam, 연결 판, 구

 동바퀴, 체결부품 등
․크레인의 장축방향 이송

가이드
 가이드 롤러, 가이드 바, 

 모터, 체결부품등

Trolley

트롤리
 트롤리 빔, 지지판, 구동

 바퀴 등
․크레인의 단축방향 이송

가이드
 구동모터, 연결 축, 휠

 모터

Telescope Telescope  Telescope, 연결 축 등 ․수직 이송(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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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idge

G uide

구 동 모 터

Bridge

휠모터

구동모터

트롤리   

Telescope

             트롤리                            Telescope  

그림 3-3-22. 크레인 및 telescope 모듈별 주요부품 구성.

(다) 디바이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에서 구조폐기물 압축

장치로의 집합체 구조폐기물 및 bottom nozzle 이송 등의 장치간 

interface 공정을 전산모사하기 위하여, 장치의 디바이스별 동작 특성에 따

라 telescopic 이송장치는 3개의 자유도를 사용하고, robot 및 그리퍼는 7

개의 자유도를 이용하여 표 3-3-13과 같이 각각 joint를 정의하고 

kinematics를 설정하 다. Telescopic 이송장치의 주요 동작은 크레인 모

듈의 수평 이송과 telescope의 수직 이송 동작이며, 다관절 조작기는 robot

의 관절운동과 그리퍼의 물체 파지를 위한 동작으로서, 다음과 같이 디바

이스별로 정의된 joint들의 kinematics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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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다관절 조작기 주요 부품

Device 모듈 장치 주요부품(parts) 비  고

Upper

arm

베이스  회전축, 베이스, 플랜지 등

․장치간 interface 작업

  (핵연료 집합체 bottom 

   nozzle을 NFBC 압축장치의 

   배출부로 이송 및 수평/수직 

   전환장치로부터 NFBC를 

   압축장치로 이송)

Upper 

arm 1

 관절, 연결핀, 회전축, 

 모터 등

Lower 

arm

Upper 

arm 2
 Arm, 플랜지, 회전 모터 등

Lower 

arm 1

 관절, 연결핀, 회전축, 

 모터 등

Wrist

Lower 

arm 2
 Arm, 플랜지, 회전 모터 등

Wrist
 엔드이펙트, 고정볼트, 

 모터 등

그리퍼 그리퍼
 Finger, 고정부, RCC, 

 센서 등

․Bottom nozzle 또는 NFBC

  파지

표 3-3-13. Telescopic 이송장치 및 다관절 조작기의 joint 구성

Joint 

No.
위    치

Joint 

No.
위    치

 Telescopic 이송장치

Joint 1  크레인의 bridge Joint 3  Telescope

Joint 2  크레인의 trolley

다관절 조작기

Joint 1  Upper arm 1(1축) Joint 5  Wrist 1(5축) 

Joint 2  Upper arm 2(2축) Joint 6  Wrist 2(6축)

Joint 3  Lower arm 1(3축) Joint 7  Gripper의 finger

Joint 4  Lower arm 2(4축) 

① Telescopic 이송장치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셀 내에서 다관절 조작기 robo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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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지점까지 이송시키는 크레인의 동작을 전산모사하기 위하여, 그림 

3-3-24와 같이 크레인에 joint 1과 joint 2를 정의하여 수평방향의 구동

이 가능하도록 kinematics 값을 설정하 으며, telescope에 joint 3을 정

의하여 수직방향을 구동을 위한 운동값을 설정하 다. 

      ․Bridge : Translate X = 1

      ․Trolley : Translate Y = 2

      ․Telescope : Translate Z = 3

        - 2번째 Tube : Translate Z = -range(0, dof(3), 1177)

        - 3번째 Tube :Translate Z= -dof(3)+range(0, dof(3), 1177)

Base

Upper Arm1

  

Upper Arm2

Lower Arm1

         Upper arm                          Lower arm

Wrist
Lower Arm2

  

Gripper
Gripper Base

RCC

            Wrist                              Gripper

그림 3-3-23. 다관절 조작기 모듈별 주요부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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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s 설정 값

Bridge

Joint 1

☞ Joint 1

․Bridge : Translate X = 1

Trolley

Joint 2

☞ Joint 2

․Trolley : Translate Y = 2

Telescope
Joint 3

☞ Joint 3

․Telescope : 

 - 제 2 튜브 : Translate Z = dof(3)

 - 제 3 튜브 : Translate Z = dof(3)

그림 3-3-24. Telescopic 이송장치 device.

② 다관절 조작기

크레인에 의해 목표지점에 도달한 robot과 그리퍼가 물체를 

파지하기 위한 robot의 관절 동작과 그리퍼의 파지 동작에 대한 운동값을 

설정하여 디바이스를 정의하 다. Robot의 관절에 대한 6개의 joint를 다

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정의하여 6축 방향의 동작이 가능하게 운동값을 

설정하고, 그리퍼에는 joint 7을 정의하여 물체 파지를 위한 운동값을 설

정하 으며, 이 디바이스는 그림 3-3-25에 나타낸 바와 같다.

      ․FARA robot

        - 1 축 (Upper arm 1) : Rotate Z = 1

        - 2 축 (Upper arm 2) : Rotate Y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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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축 (Lower arm 1) : Rotate Y = 3

        - 4 축 (Lower arm 2) : Rotate X = 4

        - 5 축 (Wrist) : Rotate Y = 5

        - 6 축 (Wrist) : Rotate X = 6

      ․그리퍼 : 

        - Finger 1 : Translate Y = 7

        - Finger 2 : Translate Y = -7

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s 설정 값

Upper 

arm

Joint 1

Joint 2

☞ Joint 1

․U-arm 1 : Rotate Z = 1

☞ Joint 2

․U-arm 2 : Rotate Y = 2

Lower

arm

J o in t  3

J o in t  4

☞ Joint 3

․L-arm 1 : Rotate Y = 3

☞ Joint 4

․L-arm 2 : Rotate X = 4

Wrist

Joint 5

Joint 6

☞ Joint 5

․Wrist 1 : Rotate Y = 5

☞ Joint 6

․Wrist 2 : Rotate X = 6

Gripper

Joint 7

☞ Joint 7

․Finger 1 : Translate Y = 7

 - Finger 2 : Translate Y = -7

그림 3-3-25. 다관절 조작기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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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공정 전산모사

사용후핵연료 해체 장치가 수행하는 공정에 대한 전산모사는 3차원 그

래픽으로 모델링하고 작동이 가능하도록 kinematics 값을 설정한 장치 모

델을 그래픽으로 구성된 가상환경에 배치하여, 사용후핵연료 해체 공정개

념에 따라 이들 장치가 수행하는 작업을 전산모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공정에 대한 전산모사를 통하여, 설정된 공정개념 및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장치를 제작

하기 전에 공정 수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 다. 그

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들을 도출하여 장치 상세설계 및 제

작에 반 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해체 공정장치를 최적화하 다. 또한, 장

치별로 수행된 3차원 그래픽 모델 및 전산모사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사용

후핵연료 해체공정 디지털 목업을 구축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에 대한 분석과 장치의 오동작 감지 및 교정과정을 전산모사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는 해체공정 종합시험시 통합제어를 위한 그래픽 

연계제어에 활용하 다.

가. 단위 공정장치 전산모사

(1)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

설정된 개념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공정 장

치의 구동을 검증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3-3-26과 같이 그래픽 환경

에서의 가상 작업장(workcell)을 구성하여,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공

정장치 모델들을 배치하고 공정흐름에 따라 전산모사를 수행하 다. 사용

후핵연료의 진입에서부터 수직/수평 장치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체결

하고 다음 공정인 사용후핵연료봉 인출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체를 

수평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공정흐름도 및 전산모사는 그림 3-3-27과 그림 

3-3-28에 나타나 있으며, 공정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가) 클램프 개방

      - Device : 수직유지/수평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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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 nozzle 및 상부/중앙 클램프)

       ① 상판하부의 우측에 부착된 모터를 가동하여 좌측클램프 개방

       ② 상판하부의 좌측에 부착된 모터를 가동하여 좌측클램프 개방

       ③ 클램프 센서 감지에 의해 클램프 개방 완료

(나) 진입된 핵연료집합체 체결을 위해 상판을 수직으로 전환

      - Device : 수직/수평 전환부 (전환 스크류)

       ① 구동모터를 가동하여 볼스크류 회전 및 돌출

       ② 스크류에 연결된 상판 수직전환

       ③ 센서에 의한 감지로 수직전환이 완료되면 스크류모터 정지

(다) 핵연료 집합체 이송 및 안치 안착

      - Device : 집합체 수직이송장치

       ① 수직 상태로 진입된 핵연료집합체를 수직이송장치로 체결

       ② 핵연료집합체 수직전환 완료 후 클램프를 개방하고 대기

          상태인 상판의 bottom nozzle 클램프로 이송

       ③ Bottom nozzle 클램프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핵연료집합체 안

          착이 감지되면 이송장치 정지

(라) 클램프 체결

      - Device : 수직유지/수평고정부

       ① 상판에 안착된 핵연료집합체를 고정하기 위하여 bottom      

          nozzle 클램프 체결

       ② 중앙 그리드 및 상부 그리드 클램프 체결

       ③ 클램프체결이 완료되면 집합체로부터 수직이송장치 분리

(마) 상판 수평 전환

      - Device : 수직/수평 전환부 (전환 스크류)

       ① 구동모터를 가동하여 볼스크류 회전 및 삽입

       ② 스크류에 연결된 상판 수평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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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프레임에 부착된 센서에 의해 상판의 수평전환 완료가 감지

          되면 모터를 정지하여 스크류 정지

(바) Bottom nozzle 클램프 개방

      - Device : 수직유지 지지장치부

       ① 핵연료집합체의 수평전환이 완료되면 연료봉 인출공정 수행

          을 위한 준비 단계로 bottom nozzle 클램프 개방

       ② 클램프 센서의 감지에 의해 개방완료

핵연료 집합체

S/F집합체
수직이송장치

Bottom Nozzle
클램프

중앙그리드
클램프

상부그리드
클램프

수직/수평전환
스크류

핵연료 집합체
안치대

그림 3-3-26. 수직/수평 회전기구 work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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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화

Bottom Nozzle 클램 프  조임

Bottom Nozzle 클램 프  개방

집합체  이 송장치  분 리

상판  수직  전 환

핵 연료  집합 체  안치

핵연료  집 합체  이 송

시 작

상판  수 평  전환

중앙 /상부  그리드  클 램프  조 임

수평 전환
완료  ?

끝

Yes

No

수직 전환
완료  ?

클램프  조 임
완 료

클램 프  개방

Yes

Yes

No

No

그림 3-3-27. 수직/수평 전환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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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수직/수평 전환공정 그래픽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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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봉 인출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장치는 공정 셀에 수직상태로 진입한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를 수평방향으로 전환을 완료시킨 사용후핵연료 수직/수평 

전환장치에 고정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연료봉을 인출하는 공정

을 수행한다. 이 장치가 수행하는 공정을 전산모사하기 위하여 구축한 가

상작업환경에 부품을 모델링하고 부분 조합한 후 장치 구동개념에 따라 

kinematics 값을 설정하여 배치한 사용후핵연료봉 인출장치의 3차원 그래

픽 workcell 모델은 그림 3-3-29와 같다. 그림 3-3-30은 사용후핵연료봉 

인출공정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3-31은 bottom end plate를 

제거하기 위한 렌치 공구의 볼트제거과정부터 그리퍼로 인출이 완료된 연

료봉을 수집통에 집결하는 과정까지를 전산모사한 인출공정 주요 동작을 

표시한 것으로, 공정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가) 임펙트 렌치 절환

      - Device : 로터리 헤드박스

       ① 로터리 헤드박스의 모터 구동

       ② 모터와 연결된 기어로 조임너트 제거를 위한 렌치로 절환

(나) 집합체 방향으로 전진 및 조임너트 제거

      - Device : Main frame/렌치

       ① Main frame을 가동하여 집합체로 전진

       ② 전진이 완료되면 limit 센서에 의해 main frame 정지

       ③ 렌치를 구동하여 조임너트를 제거

(다) 후진 및 그리퍼 절환

      - Device : Main frame/로터리 헤드

         ① 조임너트 제거가 완료되면 main frame 후진

       ② 후진이 완료되면 limit 센서에 의해 정지

       ③ 로터리 헤드박스의 모터를 구동하여 렌치에서 그리퍼로 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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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집합체 방향으로 전진 및 연료봉 파지

      - Device : Main frame/그리퍼

       ① Main frame을 가동하여 집합체로 전진

       ② 전진이 완료되면 limit 센서에 의해 main frame 정지

       ③ Main frame을 수직/수평방향으로 구동하여 그리퍼를 인출할 

          연료봉 end cap에 위치

       ④ 그리퍼의 콜렛을 개발하여 연료봉 파지

Main Frame

Rotary Head

S/F Assembly

Side Transfer

Cradle

Downender

그림 3-3-29. 연료봉 인출장치 work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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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화

인 출 헤 드  후 진

크 래 들  상 승

연 료 봉  파 지 ( 그 리 퍼 )

그 리 퍼  공 구 절 환

너 트 제 거
완 료 ?

임 팩 트  렌 치  절 환

조 임  너 트  제 거

인 출 헤 드  
집 합 체 로  전 진

시 작

인 출 헤 드  후 진
( 연 료 봉  인 출 )

인 출 헤 드  
집 합 체 로  전 진

연 료 봉  R e l e a s e ( 그 리 퍼 )

B o t t o m  N o z z l e
제 거

크 래 들  하 강

연 료 봉
인 출 완 료 ?

연 료 봉  측 면  이 송
( S i d e  T r a n s f e r )

끝

Y e s

N o

Y e s

N o

그림 3-3-30. 연료봉 인출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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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연료봉 인출공정 그래픽 시뮬레이션.



- 556 -

(마) 연료봉 인출 및 낙하/휨 방지

      - Device : Main frame/크래들

       ① 연료봉 파지 후 main frame을 후진하여 연료봉 인출

       ② 집합체로부터 연료봉인출이 완료되기 직전에 연료봉의 낙하 

          및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래들 상승

       ③ 크래들 상승이 완료되면 집합체로부터 연료봉 인출 완료

       ④ 인출이 완료되어 크래들에 안착된 연료봉을 하강

(바) 인출된 연료봉 수집

      - Device : Side transfer

       ① Frame base에 안착된 연료봉을 수집하기 위하여 side 

          transfer를 수집통 방향으로 구동

       ② 연료봉을 수집통에 어 넣은 후 side transfer는 후진하여 

          원위치

(3)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봉은 소결체를 추

출하는 탈피복 공정을 위하여 일정 길이로 절단하게 되며, 핵연료봉 절단

장치는 tube cutting 방식을 이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3-3-32는 부품 모델링과 디바이스 설정을 거쳐 조합한 장치의 3차원 그래

픽 모델을 공정 전산모사를 위하여 가상작업 환경인 workcell에 배치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공정 흐름도는 그림 3-3-33에 

나타낸 바와 같고, 연료봉 인출장치로부터 1개의 연료봉을 인수하여 절단 

후 배출까지의 주요공정에 대한 전산모사는 그림 3-3-34에 나타나 있으

며, 실제 공정수행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연료봉 인출장치로부터 연료봉 1개 인식 및 절단장치로 이송

      - Device : K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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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료봉 인출장치의 연료봉 수집통에서 연료봉 감지

       ② Kicking system의 ball screw를 회전시켜 kick 상승

        ③ 상승 끝부분에서 L형 kick의 한쪽이 걸려 회전하면서 다른   

한쪽을 롤러와 연결된 받침대에 일치시킴

       ④ 연료봉이 kick에서 roller로 이송되고 이송이 완료되면 kick을 

원위치 시킴

(나) 연료봉 절단을 위한 cutting system으로의 이송

      - Device : Roller

       ① Roller에 설치된 센서로 연료봉 안착확인

       ② Roller를 구동시켜 연료봉을 연료봉고정용 클램핑 장치에 위

          치한 magnetic 개폐장치(폐쇄 상태)에 설치된 감지센서까지 

          이송

       ③ 센서에서 연료봉이 감지되면 roller 구동모터 정지

절단날/슬립링

분배장치 이송 클램프 킥킹장치 연료봉

이송 롤러절단 클램프

그림 3-3-32. 연료봉 절단장치 work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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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화

연 료 봉  인 식

K ick 상 승

롤 러  구 동

연 료 봉 감 지 (개 폐 장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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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집 통

분 배  완 료 ?

K ick 하 강

연 료 봉  롤 러 로  이 송

연 료 봉 절 단 길 이  진 입

소 결 체  부

Shoot 

롤 러  정 지

D istributor 구 동
(수 집 통 )

D istributor 구 동
(Shoot)

K ick 회 전 (기 울 임 )

절 단 길 이 진 입 완 료

이 송  C lam p 해 제
이 송  C lam p 원 위 치

절 단  C lam p 해 제
절 단  C lam p 고 정

D riving 회 전  Cutter 전 진  
절 단 완 료

절 단  C lam p 해 제

연 료 봉  이 송 완 료

연 료 봉  인 수

D riving 정 지 Cutter 후 진

봉 1개  절 단 완 료 개 폐 장 치  C lose

개 폐 장 지  O pen

절 단  C lam p 해 제

1

1

Y

Y

Y

N

YN

Y
Y

N

Y

Y

N

N

Y

N

봉  첫 회 절 단

N

N

이 송  C lam p 고 정

그림 3-3-33. 절단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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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연료봉 절단공정 그래픽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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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료봉 절단길이 진입 및 clamping

      - Device : 이송 클램프, 고정 클램프

        ① 연료봉 이송용 클램프(T-clamp)로 고정(수평방향 고정)하고

           연료봉을 진입시키기 위하여 magnetic 개폐장치 open

        ② 절단길이 만큼(스프링/소결체/봉단마개) 절단위치로 연료봉

           진입

        ③ 연료봉 진입 확인 후 연료봉 고정 클램프로 연료봉 고정

        ④ F-clamp로 연료봉을 고정한 후 T-clamp는 고정을 해제하고 

           다음 공정을 위하여 초기위치로 이동

(라) 연료봉 절단

      - Device : 절단날, 드라이빙

       ① 절단길이 진입확인

          (절단길이로 진입이 안되었을 경우 3.공정 반복)

       ② Driving을 회전시키고 cutter를 연료봉 중심방향으로 서서히 

          진입시키면서 연료봉 절단

       ③ 연료봉 절단이 확인되면(cutter의 상승위치로 확인), driving 

          모터정지하고 cutter 하강

(마) 절단 연료봉 배출

      - Device :  분배부

         ① 연료봉의 처음 절단 부분(봉단마개)과 마지막 절단부분(스프

            링, 봉단마개)은 분배기에 의해 별도의 수집상자로 배출

       ② 소결체 부분은 슈트장치 통하여 소결체 인출장치로 이송

이상의 공정 중 다. ∼ 마. 공정은 연료봉 1개 절단 완료시까지 반복하

게 되며, 연료봉 1개의 절단이 완료되면 가. 공정부터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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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후핵연료 소결체 인출

절단장치에서 일정 길이로 절단된 사용후핵연료봉은 연계장치인 

chute를 따라 소결체 인출장치로 이송되어 절단핵연료봉 내의 소결체를 

추출하는 탈피복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기계식 압출방식을 이용한 탈피복 

공정인 소결체 인출공정을 전산모사하기 위하여 부품을 모델링하고 구동

값을 설정한 디바이스를 조합한 장치의 3차원 그래픽 모델을 그림 3-3-35

와 같이 가상작업 환경인 workcell에 배치하 다. 이 장치에 의한 소결체 

인출공정 흐름도는 그림 3-3-36에 나타낸 바와 같고, chute로부터 절단된 

연료봉을 인수하여 봉내의 소결체를 추출하고 빈 튜브를 수집하기까지의 

주요공정에 대한 전산모사는 그림 3-3-37에 나타나 있으며, 실제 공정수

행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소결체 인출장치 개념에 대한 3-D 그래픽 모델

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소결체 및 피복관 수집통 삽입방안, 압출핀 구

동 방법 및 원격 유지보수방안 등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에 반 하여 장치 및 공정을 최적화하 다.

(가) 연료봉 장입

      - Device : 연료봉 장입부(insert)

        ① 연료봉 절단장치로부터 이송되어온 절단 연료봉(길이 3 cm) 

           1개를 어 rotate plate의 삽입구에 삽입

(나) 소결체 인출을 위해 절단연료봉이 장착된 rotate plate 회전

      - Device : Rotary plate

        ①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모터 축과 베어링으로 연결된 rotate

           plate를 90도씩 회전시켜 장입을 확인한 후 90도 회전시켜 

           절단 연료봉을 압출핀 아래에 위치시킴

(다) 소결체 압출

      - Device : 중앙/하부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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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압출모터를 이용하여 worm gear screw를 돌리고

        ② Screw에 연결된 실린더의 축을 하강시킴

        ③ 실린더 축에 연결된 중앙 plate와 하부 plate가 센터 pin이

           rotate plate의 홈에 닿을 때까지 하강

        ④ 하부 plate가 멈추고 중앙 plate가 스프링을 면서 하강

        ⑤ 동시에 실린더 측의 단부에 연결된 압출핀이 rotate plate

           에 장착된 절단 연료봉의 소결체 부분을 압출하면서 소결체 

           인출

절단 연료봉

하부 Plate

중앙 Plate
/스프링

Chute

Rotary Plate

로드셀/압출핀

그림 3-3-35. 소결체 인출장치 work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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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화

연 료 봉 장 입  인 식

R o ta te  P la te  9 0도  회 전

R o ta te  P la te  9 0도  회 전

소 결 체  인 출  위 치 인 식

중 앙  및  하 부  P la te  하 강

C en te r P in  안 착

중 앙  P la te  하 강

압 출 P in의  소 결 체  압 출

소 결 체 압 출  인 식 ?

중 앙  P la te  상 승

중 앙  및  하 부  P la te  상 승

압 출 핀  원 위 치 ?

R o ta te  P la te  9 0도  회 전

빈  튜 브  제 거

R o ta te  P la te  9 0도  회 전

N o

N o

N o

Y es

Y es

Y es

N o

Y es

튜 브 제 거  완 료 ?

절 단  연 료 봉  장 입

Y es

N o

그림 3-3-36. 소결체 인출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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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소결체 인출공정 그래픽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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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절단 연료봉으로부터 인출된 소결체는 하부의 소결체 수집

           통으로 떨어져 집결됨.

        ⑦ 연료봉 인출이 끝나면 위의 역공정으로 원위치 됨.

(라) Brushing

      - Device : Rotary plate/중앙 Plate

        ①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모터 축과 베어링으로 연결된 rotate 

           plate를 90도씩 회전시켜 소결체가 인출된 빈 튜브를 테이

           블의 튜브 제거홀에 위치시키고 소결체 압출과 동시에 

           brushing.

(마) Tube 제거

      - Device : Rotary plate

        ① 빈 튜브는 rotate plate를 90도 회전시키는 동안 테이블의 

           튜브제거 홀로 낙하됨.

        ② 튜브 수집통에 집결됨.

(5) 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

사용후핵연료 수직/수평 전환장치와 연료봉 인출장치에 의해 집합

체의 연료봉 인출을 완료한 후 남게되는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은 

telescopic 이송장치에 의해 부피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로 이송된다. 압축장치의 감용방식은 핵연료집합체를 압축한 후 

절단하여 수집한 구조폐기물 칩을 진동으로 정렬시켜 축소하는 방식으로 

약 1/7 정도까지 감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

공정을 그래픽으로 전산모사하기 위하여 3차원 그래픽으로 모델링한 장치

부품을 기능별로 조합하고, 이에 구동 특성을 부여한 디바이스를 조립하여 

완성한 압축장치 3차원 그래픽 모델을 그림 3-3-38과 같이 가상작업 환경

인 workcell에 배치하 다. 이 장치에 의한 이송대의 집합체 구조폐기물 

초기위치 이송으로부터 1차 압축/2차 압축, 압축된 구조폐기물 절단,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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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출시까지의 공정 흐름도는 그림 3-3-39에 나타낸 바와 같고, 주요공

정에 대한 전산모사는 그림 3-3-40에 나타나 있으며, 공정수행을 위한 절

차는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구조물 압축장치 개념에 대한 3-D 그래픽 

모델링 및 장치 동작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송대의 이송거리, 압축부의 

규모 및 절단된 집합체구조물 포장 바스켓 크기 등 수정보완사항을 도출

하고 이를 상세설계에 반 하여 장치 및 공정을 최적화하 다.

(가) 집합체 구조폐기물 클램핑/초기위치 이송

      - Device : 이송대

        ① Telescopic 이송장치로 압축장치 프레임에 안착된 구조폐기

           물을 공정 초기위치로의 이송을 위해 이송대 상부 클램프로 

           고정

        ② 이송대로 구조폐기물 집합체를 공정 수행 초기위치로 이송

        ③ 초기위치 감지센서가 집합체를 감지하면 모터구동 정지

(나) 1차 압축을 위한 이송

      - Device : 이송대

        ① 공정 초기위치로 이송이 완료된 집합체 구조폐기물을 압축/

           절단부의 1차 압축 램 아래로 위치시킴

(다) 구조폐기물 측면 고정/1차 압축

      - Device : Side clamp/1차 압축 램

        ① 1차 압축램 하부에 위치시킨 구조폐기물은 side clamp(고정 

           클램프)로 고정시킴.

        ② 1차 압축램을 하부로 구동하여 구조폐기물 1차 압축

        ③ 하부에 설치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1차 압축램 구동 정지 

           plate의 홈에 닿을 때까지 하강

        ④ 1차 압축이 완료되면, 구조폐기물을 2차 압축램으로 이송시

           키기 위하여 side clamp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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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폐기물 2차 압축

      - Device : 이송대/Side clamp/1차, 2차 압축 램

        ① 1차 압축이 완료된 구조물은 이송대로 2차 압축램 하부로 

           이송

        ② 이송된 구조폐기물을 side clamp로 고정

        ③ 1차 압축램 하부의 구조폐기물을 1차 압축하여 고정, 2차 

           압축램 하부의 1차 압축 후 이송된 구조폐기물을 2차 압축 

        ④ 각 압축램은 하부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구동 정지

        ⑤ 압축이 완료되면 절단을 위한 구조폐기물 이송을 위하여 압

           축램은 원위치하고, side clamp는 이완 

이송대
압축램/
절단날

수집함/
배출부

Side Clamp

보조밀대

S/F 집합체

구조폐기물

그림 3-3-38.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work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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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화

NFBC 초기위치 이송

시작

끝

NFBC 초기위치 ?

NFBC 클램핑

No

측면 고정(Side Clamping)

NFBC 1차 압축

NFBC 2차 압축

NFBC 1차 압축을 위한 이송

압축 NFBC 절단을 위한 삽입

NFBC 1차 압축 NFBC 2차 압축

NFBC 1차 압축 압축 NFBC 절단

NFBC 2차 압축을 위한 이송

이송대 끝?

이송대 후진

보조밀대 전진

절단 완료 ?

Top Nozzle 처리

측면 고정(Side Clamping)

측면 고정(Side Clamping)

NFBC 2차 압축NFBC 1차 압축 압축 NFBC 절단

No

No

Yes

Yes

Yes

그림 3-3-39. 구조폐기물 압축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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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구조폐기물 압축공정 그래픽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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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압축된 구조폐기물 절단

      - Device : 이송대/Side clamp/1, 2차 압축램/절단날

        ① 1, 2차 압축이 완료된 구조폐기물은 이송대를 이용하여 절

           단날 하부로 이송

        ② 이송된 구조폐기물을 side clamp로 고정

        ③ 1, 2차 압축램 하부의 구조폐기물을 압축 후 고정하고, 절

           단날 하부의 압축된 구조폐기물은 전단방식에 의하여 절단

        ④ 압축램 및 절단날은 하부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구동 정지

        ⑤ 절단이 완료된 구조폐기물 칩은 장치하부의 수집통에 수집

(바) 절단 칩 정렬/배출

      - Device : 배출부

        ① 수집통에 수집된 구조폐기물 칩은 진동에 의하여 정렬됨

        ② 정렬된 구조폐기물 칩과 top nozzle, bottom nozzle이 수집

           된 수집통은 체인을 이용하여 배출

나.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Digital Mock-up

모의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시설은 핫셀 구조

물, telescopic 이송장치 등의 단위 공정간 interface 작업공정 장치, 그리

고 모의 핵연료를 해체하는 주 장치들로 구성된다. 이 시험시설은 연구소

내의 수송용기 시험시설에 구축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을 컴

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검증하는 전산모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제 시험시설과 동일한 환경을 설정한 가상 시험시설인 digital mock-up

을 구축하 다.

(1) Digital Mock-up 구조물

Mock-up 구조물은 실제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핫셀로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전산모사를 위하여 모의 사용후

핵연료 해체 종합공정 시험시설과 동일한 환경을 설정하여 가상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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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 다. 이 구조물은 핫셀 규모의 크레인 지지 구조물과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를 수직 상태로 이송하는 수직 이송장치 및 단위 장치간 인터

페이스 작업을 수행하는 telescopic 다관절 이송장치인 부속 공정장치로 

구성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① 지지 구조물     ② 그리퍼         ③ 다관절 조작기

  ④ Telescope       ⑤ 크레인         ⑥핵연료집합체 수직이송장치

그림 3-3-41. 디지털 목업 구조물 3-D 그래픽 모델.

(가) 지지구조물

지지구조물은 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 사용후핵연

료봉 인출장치 등 해체공정장치의 배치공간을 확보하며, 크레인 구동에 필

요한 H-빔으로 건조되어 있다. 그림 3-3-41은 digital mock-up의 가상 작

업공간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 지지구조물로 이루어진 핫셀의 규모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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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x 6.5 m(W) x 5.3 m(H)이며, 실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핫셀내의 

Telescopic 이송장치로 작업이 어려운 핵연료 집합체 수직이송장치는 셀 

외부의 크레인으로 가동하도록 하 다.

(나) 부속공정 장치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공정 시험시설의 부속공정장치는 핵연

료집합체를 수직상태로 이송하는 집합체 수직이송장치와 단위 공정간 

interface 작업 및 유지보수 공정을 수행하는 telescopic 다관절 조작기가 

있으며, 그림 3-3-41과 같이 핫셀 지지구조물과 함께 가상 작업환경에 설

치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 이송장치는 해체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

직으로 핫셀에 진입한 집합체를 수평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직/수평 전

환장치로 이송시키는 공정을 수행하며, telescopic 다관절 조작기는 연료봉 

인출이 완료된 집합체 구조물(NFBC)을 수직/수평 전환장치로부터 부피 

감용을 위하여 NFBC 압축장치로 이송하는 공정을 수행한다.

(2) 공정장치 배치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공정을 수행하는 가상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단위공정 장치별 사양, 전산모사를 통한 장치 구동 검증 및 종

합 공정 흐름 분석을 토대로 하여 그래픽 상의 가상 핫셀 내에 배치하

다.

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핫셀 상부 

도어를 통하여 외부 크레인에 부착된 집합체 수직 이송장치를 이용하게 

되므로 셀의 중앙에 위치시켰다. 이 수직/수평 전환장치의 집합체 전환공

정을 시작으로 전환장치 상판에 고정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사용

후핵연료봉을 인출하는 공정, 인출이 완료된 연료봉을 인수받아 절단하는 

공정, 절단된 연료봉의 소결체를 인출하는 공정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므로, 

이들 장치를 공정흐름에 맞도록 배치하 다. 또한, 연료봉 인출이 완료되

고 남은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은 핫셀내의 크레인에 설치된 telescopic 

다관절 이송장치에 의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로 이송되어 부피를 축소시



- 573 -

키는 공정을 거치게 되므로,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와 평행하게 배치

하 다.

①
②

④

⑤

⑥

③

①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  ② 연료봉 인출장치  ③ 연료봉 절단장치

④ 소결체 인출장치    ⑤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⑥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그림 3-3-42.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장치 배치(상부).

그림 3-3-42는 가상 핫셀공간에 각 장치를 공정흐름에 따라 배치하고, 

해체공정 전산모사에 필요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와 핵연료봉을 설

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림 3-3-43은 각 단위 장치들이 사

용후핵연료 해체 종합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상 핫셀에 배치된 모습을 

전/후면과 좌/우 측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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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치배치 전면     

(b) 장치배치 후면     

(c) 장치배치 우측면   

(d) 장치배치 좌측면   

그림 3-3-43.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장치 배치(전/후, 좌/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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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공정 전산모사

(1) 종합공정 흐름

사용후핵연료 해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재

활용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공정으로서 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여 연료봉을 

인출하고 인출된 연료봉 내부의 소결체를 추출하는 공정이며, 핵연료 집합

체 구조폐기물과 같이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부피를 축소하는 공

정을 포함한다. 

③

①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핫셀 지지 구조물      ② 다관절 조작기     ③ Telescopic 이송장치 

④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이송장치           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⑥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 ⑦ 사용후핵연료봉 이송장치

⑧핵연료봉 절단장치      ⑨ 소결체 인출장치   ⑩구조폐기물 압축장치

그림 3-3-44.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공정 work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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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는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모

의 시험시설과 공정장치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델링하고 kinematics를 

설정하여 전산모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가상작업환경(workcell)을 나타내

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공정 순서는 핫셀 내로 진입한 사용후핵연료를 

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장치로 수평상태로 전환한 다음 연료봉 인

출장치로 전환장치 상판에 고정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사용후핵연

료봉을 1개씩 인출한다. 인출이 완료된 연료봉을 인수받은 연료봉 절단장

치는 소결체 인출이 용이하도록 3 cm 길이로 연료봉을 절단하며, 절단된 

연료봉은 소결체 인출장치에서 연료봉 내부의 소결체를 추출하는 순서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을 완료하게된다. 또한, 연료봉 인출이 완료된 

사용후핵연료의 구조폐기물은 별도로 구조폐기물 압축장치로 이송되어 부

피 축소공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공정 흐름은 표 3-3-14에 나

타난 바와 같다.

  

(2) 장치간 Interface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각 단위장치간 interface 

작업은 표 3-3-14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3-3-45는 단위공정간 interface 

작업의 주요장면을 전산모사로 나타낸 것으로, 공정 수행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가) 수직/수평전환장치 - 연료봉 인출장치

수직/수평 전환장치를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고정 프레임으로 

하여 연료봉 인출장치로 핵연료봉을 인출한다.

(나) 연료봉 인출장치 - 연료봉 절단장치

인출이 완료된 연료봉을 kicking 장치로 인수하여 상승시켜 연

료봉 절단장치로 이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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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4.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공정 흐름

SF 집합체 
자세 전환

연료봉 인출

연료봉 절단

소결체 인출

구조폐기물
압축

공   정 내            용 공정장치 Interface

• Cell에 수직으로 들어온 S/F 집합체를
  수평으로 전환
• 집합체의 이송없이 수평전환 상태로
  연료봉 인출대기

• Downender를 Clamping Table로 하고
  로터리헤드를 이용, 연료봉 1개씩 인출
• 인출이 완료된 연료봉은 주테이블에
  부착된 임시 바스켓에 안치

• 연료봉 인출장치로부터 이송한 연료봉
  1개를 Roller Table에 안치
• Roller를 이용하여 연료봉을 절단부로
  이송하면서 적절한 길이(3 cm)로 절단

• 절단된 연료봉을 회전 Jig에 삽입
• Jig를 회전시켜 연료봉 삽입부를 압출핀
  아래 위치시켜 소결체 압출
• Jig를 회전시켜 빈튜브 제거

• 연료봉 인출장치로부터 이송되어온
  구조폐기물을 이송Table에 안치
• 이송장치로 구조폐기물을 이송하면서
  구조폐기물 압축/절단에 의하여 감용
• 진동을 이용하여 포장용기내의 Chip을
  정렬

Downender

연료봉
인출장치

연료봉
절단장치

소결체
인출장치

NFBC
압축장치

 SF집합체 체결 :
    Mock-up 시설
    외부크레인 
 
  

 클램핑 테이블
 = Downender

 연료봉 이송 :
    봉 절단장치에
    부착된 Kicking
    장치 

 절단 봉 이송 :
    봉 절단장치에
    부착된 연계장치 

 구조폐기물이송
    : Telescopic 
      이송장치와 
      Gantry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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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해체공정 단위장치간 interface 공정 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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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 인출

연료봉 인수/절단

절단 연료봉 인수/소결체 인출

S/F 집합체
자세 전환

NFBC
이송

NFBC
압축

:  SF 해체공정 :  NFBC 압축공정

그림 3-3-46.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공정 전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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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료봉 절단장치 - 소결체 인출장치

절단된 사용후핵연료봉은 절단장치의 배출시스템과 소결체 인

출장치의 장입시스템으로 연결된 chute 시스템을 거쳐 소결체 인출장치로 

이송시킨다.

(라) 수평/수직 전환장치 - 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수직/수평 전환장치에 연료봉이 인출되고 남은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은 telescopic 다관절 조작기와 hoist로 파지하여 집합체 구조폐

기물 압축장치로 이송시킨다.

(3) 종합공정 전산모사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고, digital mock-up에서 공정시나리오에 따라 종

합공정에 대한 전산모사를 수행하 다. 그림 3-3-46은 해체 종합공정을 

수행하는 주요 장치의 전사모사를 보여주고 있다.

(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수평 전환

수직상태의 핵연료집합체를 수직이송장치를 이용하여 전환장치

의 상판에 체결시킨 후 상판을 수평상태로 전환시킨다.

(나) 핵연료봉 인출

수직/수평 전환장치의 상판에 고정된 핵연료집합체의 체결 볼

드와 bottom nozzle을 제거하고 연료봉을 인출한다.

(다) 인출연료봉 인수

인출된 연료봉을 kicking장치로 인수한 후 상승시켜 절단장치

의 롤러 프레임 위로 이송한다.

(라) 핵연료봉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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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프레임에 안치된 연료봉을 절단부로 이송하여 이송 클램

프, 고정 클램프, 드라이빙 및 절단날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배출한다.

(마) 절단 연료봉 이송

절단된 연료봉은 배출시스템과 소결체 인출장치의 절단연료봉 

장입시스템과 연결된 chute를 통하여 sliding으로 이송된다.

(바) 소결체 인출

장입장치로 절단연료봉을 rotate head에 장입하고 회전시킨 후 

압출핀과 브러시를 이용하여 소결체를 인출하고 빈 튜브를 배출한다.

(사) NFBC 이송

Telescopic 이송장치로 전환장치 위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구

조폐기물을 압축장치로 이송한다.

(아)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  

이송 프레임 위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구조폐기물을 절단부

로 이송시켜 1차 압축, 2차 압축 및 전단에 의한 절단을 수행하고 chip을 

수집/정렬하여 콘베이어를 이용하여 배출한다.

라. Digital Mock-up 활용

(1) 공정 분석 및 검증

(가) 공정분석 및 최적화

 사용후핵연료 공정장치를 설계/제작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

로는 개념설정 및 설계, 제작도면 작성, 장치 시제품 제작, 구동 시운전, 

장치 설계변경, 장치의 개선 등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수행하

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치 설계/제작의 효율성 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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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기존의 복잡한 과정을 지양하고, 동시공학적인 장

치개발 개념의 도입이 가능한 그래픽 모델링 및 전산모사 등 컴퓨터 그래

픽 기술을 공정장치의 설계/제작에 이용하여  기존 방법이 갖는 비효율적

이고 비경제적인 요소를 배제하 다[117]. 즉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제작하

고자하는 공정장치들을 그래픽 컴퓨터 상에서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운동 

특성을 부여한 후, 실제 작업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그래픽으로 설정하여 

장치의 그래픽 모델을 가상환경에서 운전하는 전산모사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 타당성 검증 및 수정사항을 도출하고 모델링을 보완함으로써 기존 

방법에서와 같은 반복된 장치제작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해체장치의 3차원 그래픽 설계 기술을 이용하여 

장치에 설정된 구동을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그래픽으로 전산모사함

으로써, 장치 개념의 적합성 및 동작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한 후 장치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에 반 하 다. 또

한 사용후핵연료 해체장치의 전산모사를 통하여 구동특성을 분석하고, 그

에 따라 장치가 수행하는 공정을 최적화하 다.

(나) 장치 오동작 분석

실제 장치(H/W)를 구동시키며 동시에 그래픽컴퓨터에서 모델

링된 장치(S/W)를 구동시켜 어느 한 쪽에 오작동 현상이 발견되면 양 쪽 

장치의 구동을 동시에 중지시키는 실시간 전산모사 기법을 개발하 다. 이 

기법은 TCP/IP통신을 이용하여 실제환경과 가상환경을 일치시켜 원격으

로 실현함으로써 현재의 가동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장치와 그래픽 모델을 

동기(synchronous)시켜 구동하는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구현시킬 수 있으

며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사용후핵연료 취급/해체 공정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118]. 그림 3-3-47은 이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bottom end 볼트를 풀기 위하여 렌치를 볼트에 접근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동작을 감지하고, 이를 바르게 교정하는 공정을 전산모사로 나

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목업을 활용하여 장치 자동화를 위한 렌치 및 그리퍼

를 포함한 인출헤드 등의 장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에 반 하고,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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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시스템의 오동작을 분석하여 복구과정을 전산모사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 다.

(a) Inserting

 

(b) Inserting 오동작 감지

Collision
Detection

  

(c) Retracting

 

(d) Reinserting

그림 3-3-47. 연료봉 인출공정 오동작 분석 전산모사.

(다) 사용후핵연료 해체용 조작기의 작업 역 분석

디지털 목업의 가상작업 환경에서 조작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역을 해석함으로써, 실제 사용후핵연료 해체용 조작기를 공정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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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여 설치하 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3-48은 그래픽으로 모델링하여 실제장치와 동일한 kinematics 특

성을 부여한 장치모델을 이용하여 부여된 운동특성에 따른 작업 역을 도

시한 것이다. 핫셀 내에서 장치간 인터페이스 공정과 유지보수 공정을 수

행하는 조작기에 대한 이러한 작업 역의 분석을 통하여, 조작기의 작업도

달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해체장치들을 배치요건

을 도출하 다.

그림 3-3-48. 해체용 조작기의 작업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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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그래픽 연계 재현

현재 산업계에서는 각종 장치들의 설계 및 검증을 3차원 그래픽 모델링으

로 수행하고, 장치들의 동작을 컴퓨터상의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상모형(virtual prototyping) 기술[119, 120]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기술은 실제장치의 제작 전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진보된 컴퓨터 

시뮬레이션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장치의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는 공정을 

말한다. 즉 제작하고자 하는 장치를 컴퓨터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설계한 

후, 모델에 운동특성(kinematics)을 부여하여 장치들의 움직임을 정의함으로

써 현실감 있는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구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장치의 

동작경로와 구성장치간의 간섭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장치의 설계를 검증할 

수 있다[121, 122].

또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장치의 설계, 검증 및 연구결과의 가시화 등 

과학기술분야의 응용 외에, 최근 광고나 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로의 접근이 일반인에게도 가능하게 되면서 멀티미디어를 통한 보

다 사실적이고 효율적인 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요구는 컴퓨터 그래픽 분

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다[123, 124].

특히 폐쇄된 환경에서 장비를 운 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공정에서

는 안전성 측면에서 장치의 구동상태에 대한 정 감시가 필요하다. 사용후

핵연료 해체공정에 대한 그래픽 연계재현은 핫셀과 같이 폐쇄된 환경에서 

운 되는 장비의 작동과 동기화 된 on-line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

업자의 상황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래픽 설계

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각 장치별 그래픽 모델링을 통해 구축한 off-line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그래픽 연계재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

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각 장치의 제어PC와 운전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방식을 선정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protocol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장치의 제어프로그램에 통신을 위

한 모듈의 삽입과 장치의 운전상황에 따른 운전정보가 정해진 protocol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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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맞게 전송되도록 추가 루틴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그래픽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에 통신모듈을 삽입하고, 전송된 운전정보에 따른 시뮬레이션

이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루틴을 모듈화하여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픽 연계재현을 위한 통신방식으로 현재 범용으로 사

용되고 있으며 연구소에 기 구축되어 있는 이더넷 방식의 TCP/IP 통신을 

선정하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서, 각 장치

의 제어PC를 클라이언트로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그래픽 워크스

테이션을 서버로 설정하여 그래픽 연계재현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가. 시스템 구성환경 및 네트워크 통신

(1) 시스템 구성환경

실제 환경에서의 시스템 구축은 그림 3-3-49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를 해체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체 해체공정을 대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체공정을 위해 여러 해체장치들이 고방사성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폐쇄환경인 핫셀 내에 위치하고, 각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용 

PC가 핫셀 밖에 설치된다.

그림 3-3-49.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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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에서 고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기 위한 폐쇄환경인 핫셀 내에 

연료봉 인출장치, 연료봉 절단장치, 소결체 인출장치,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등 여러 장치들이 위치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각 장치에는 엔코더

(encoder), 로드셀(loadcell),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레이저 센서

(laser sensor) 등이 부착되어 거리, 각도 등 각 장치의 움직임에 대한 정

보를 제어 PC에 제공한다. 그리고 핫셀 밖에 위치한 제어 PC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치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하게 된다.

통합제어용 PC는 각각의 제어용 PC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해체공정의 

작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드버스(field bus), 시리얼 통신(RS232-C, RS485), 

TCP/IP를 이용한 LAN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범용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TCP/IP 방식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은 각 장치들을 3차원 그래픽으로 설계하고, 

각 장치의 움직임을 off-line상의 그래픽 서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

전 검증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on-line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치의 운전정

보에 따라 원거리의 폐쇄된 환경에서 작동되는 장치의 상황을 3차원 그래

픽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2)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interface 구조

각종 장치 및 공정을 3차원 그래픽으로 디지털 설계를 수행하고 

검증하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3차원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IGRIP, 

CATIA, ROBCAD 등 여러 제품이 보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차원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미국 Deneb사의 IGRIP

으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구조[125]는 그림 3-3-50과 같으며, 현재 실리

콘 그래픽스사의 그래픽 전용 워크스테이션인 Onyx에서 운 되고 있다.

그림 3-3-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IGRIP 구조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그래픽 시뮬레이션 모듈과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모

듈로 구성되어 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언어로 CLI(Command Line 

Interpreter)와 GSL(Graphic Simulation Language)이 제공되며, 이러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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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공유 라이브러리 및 LLTI(Low Level Teleoperation Interface), 

socket interface, user interface 등을 통해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IGRIP은 미국 Deneb Robotics사가 개발한 그래픽 전산모사 프로그램으

로써 로봇 및 기계장치의 그래픽 모델 제작 및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으로

부터 대규모 원자력시설의 공정 전산모사까지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지

며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그래픽 모델링 기능

각종 부품 형상의 그래픽 모델을 작성할 수 있고, 여러 상용 

CAD 시스템의 설계 데이터(IGES, VDA, DXF, WFT, CATIA 등)를 그래

픽 데이터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로봇 제조회사에서 개발한 

100기종 이상의 산업용 로봇의 모델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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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0. IGRIP의 전체 인터페이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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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래픽 장치 구성 기능

각 부품의 그래픽 모델을 조합하여 그래픽 장치(device)를 구

성할 수 있으며, 관절부 등 이동부위의 운동특성 및 기구학적인 상관관계

를 정의하여 실제장치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다) 해석 기능

기구학 및 동력학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기타 간섭감지

(collision detection), 거리, 중심체적의 해석이 가능하다.

(라) 장치배치(workcell) 기능

수동 및 자동 방식으로 각종 그래픽 장치들을 작업장내에 배치

하고, 시점(view point)을 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 전산모사 기능

작업장내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동시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

며, 각종 데이터를 도시화 할 수 있다.

(바) 프로그램 기능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GSL 및 CLI 명령을 이용하여 순차적 

동작을 지정하여 그래픽 작업장(workcell)내 기계장치들의 움직임을 시뮬

레이션 가능하고, 보다 실제적인 동적 전산모사를 위해서 C와 같은 고급

언어와의 호환을 지원한다. 또한 각종 외부장치와의 통신을 지원한다.

(사)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IGRIP에서 지정된 로봇의 동작을 로봇 자체의 언어로 변환하

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보정기능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장치

구동 결과와 다른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IGRIP은 현재 산․학․연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기술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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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로보틱스

- 인간공학

- 기계장치 동력학

- 가공 및 도장 공정 개발

- 공장 자동화

- 로봇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 경관 전산모사

- 에니메이션(animation)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구조 중 nettool과 소켓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GSL 그래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에서 TCP/IP 서버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3) TCP/IP를 이용한 통신

실시간 그래픽 연계제어를 위한 통신기술로 기존 산업계에서 사용

되고 있는 RS-232C, MAP(Manufacturing Automation Protocol), 

FieldBus, TCP/IP 등에 대한 조사, 분석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환

경과의 호환을 고려하여 현재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TCP/IP를 이용한 

통신방식을 선택하 다. 실제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용 PC와 3차원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상에 TCP/IP socket 프로그

래밍을 추가하여 실시간 연계제어를 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 다.

 

(가) TCP/IP 프로토콜

최초의 패킷 데이터 통신망은 미국의 국방성에서 ’68년에 구축

한 ARPANET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RPANET을 구축하여 실제로 

여러 컴퓨터들을 연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서

브네트워크를 통과하여 중점 호스트들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트랜스포트 

계층 프로토콜이 당시에는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ARPANET에서 임의의 서브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장비

들의 종점간 연결과 라우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프로토콜이 



- 591 -

TCP/IP 프로토콜이다[126].

TCP/IP는 ’70년대 말 제정된 국제통신표준인 OSI 7계층 통신망 구조와 

여러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TCP/IP는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에 

구현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93년 이후에는 TCP/IP를 기반으로 

WWW(World Wide Web)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TCP/IP는 이

제 컴퓨터 통신망의 표준이 되어 있다.

어떤 프로토콜 계층의 동작을 설명할 때 계층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즉 

계층에 의해 사용되는 서비스와 계층의 내부동작 간의 관계를 전제 집합

으로부터 축소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런 때만이 다른 계

층내의 문맥 내에서 각 계층의 기능이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계층 서비스에 관한 지식만을 알 필요가 있는 단일 프로토콜 

계층을 수행하는 사람(프로그래머)이 계층의 내부 프로토콜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TCP/I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엑세스 계층, 인터넷 계층, 트랜스포트 계

층, 응용 계층의 4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OSI 7계층과 비교하

면 그림 3-4-51과 같다.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IP 패킷의 물리적인 전달을 담당하는 서브네트

워크 기능을 제공하며 dial-up 회선, LAN(Local Area Network), X.25 패

킷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터넷 계층은 비연결형 서비스 즉, 데이터그

램 방식으로 호스트사이에 IP 패킷을 전달하는 기능과 라우팅 등을 수행

한다. 트랜스포트 계층은 호스트 사이의 종점간 연결을 제공하고 종점간의 

데이터 전달을 처리한다.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에는 TCP와 UDP 두 개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TCP는 신뢰성 있는, 즉 재전송에 의한 오류제어와 흐

름제어를 하는 스트림(stream) 형태의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UDP는 

재전송이나 흐름제어가 없는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용계층은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응용 서비스로서 TCP 또는 UDP가 지원하

는 응용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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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 7 계층 TCP/IP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세션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 네트워크

물리 계층 액세스 계층

그림 3-3-51. TCP/IP와 OSI 7 계층 프로토콜 구조의 비교.

(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분류

네트워크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의 레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림 3-3-52와 같이 통신장비(device)를 직접 구동하는 디바이스 드라이

버형 프로그램, TCP와 같은 트랜스포트 계층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소

켓 프로그래밍, 그리고 응용 계층을 이용하는 응용 계층 프로그램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층별 분류의 특징은 표 3-3-15와 같다.

응용계층

트랜스포트계층
(TCP/IP)

네트워크
디바이스

응용계층
프로그래밍

소켓
프로그래밍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

LAN

응용계층

트랜스포트계층
(TCP/IP)

네트워크
디바이스

응용계층
프로그래밍

소켓
프로그래밍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

LAN

그림 3-3-52.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계층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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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5.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계층별 분류와 특징

계 층 종 류 특 징

응용 계층

Http, Ftp,

Mail, Rsh, 

Rcp

- 이미 작성된 유틸리티나 응용프로그램을 활용

- 효율은 떨어질 수 있으나 프로그램 작성, 변

  경, 운 이 쉬움

트랜스포트

계층

Socket,

Winsock,

TLI

- 패킷 단위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함

- 인터넷(TCP/IP)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됨

- 소켓 API가 운 체제마다 유사하여 프로그램 

  호환성이 좋음

디바이스

드라이버

계층

Packet 

Driver,

NDIS, ODI

- LAN에서 MAC 프레임 단위의 전송을 처리함

- 다양한 MAC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수 있음

- 흐름제어, 오류제어 등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

  해야 함

① 응용 계층 프로그래밍

응용 계층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시스템이 지원하는 네트워크 

유틸리티나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상위계층의 프로그

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패킷 단위의 데이터 송수신을 구체적

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작업 단위의 동작을 네트워크를 통하

여 수행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이러한 응용 계층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은 원격작업을 편리하게 처리하

기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하위 계층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제어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따라서 통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② 트랜스포트 계층 프로그래밍

트랜스포트 계층을 이용하여 통신 호스트 종점간의 연결을 

직접 관리하고 패킷 단위의 데이터 송수신을 구체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트랜스포트 계층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것이 

소켓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켓 API의 종류는 운 체제에 따라 UNIX BSD 소켓, 윈도우 소켓 등

이 있다. 소켓 인터페이스는 UNIX BSD에서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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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제는 컴퓨터 기종 및 운 체제에 무관하게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지원

되고 있으며 특히 TCP/IP를 제공하는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③ 디바이스 드라이버 계층 프로그래밍

디바이스 드라이버 계층 프로그래밍은 OSI의 계층 2 이하의 

인터페이스, 즉 링크계층이나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구동하여 프레임 단위

의 데이터 송수신을 직접 다루는 프로그래밍을 말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계층 프로그래밍을 위한 대표적인 API는 LAN에서 

MAC(Medium Access Control) 프레임 단위의 송수신을 다루는 API로서 

FTP사의 패킷 드라이버(Packet Driver), 마이크로소프트사의 

NDIS(Network Driver Interface Specification), 노벨사의 ODI(Open Data 

Interface) 등이 있는데 이러한 API들을 사용하면 LAN의 종류, 즉 MAC 

프로토콜 종류와 LAN 카드 제조회사에 무관하게 드라이버 계층의 네트워

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드라이버 계층의 프로그래밍은 프레임의 구체적인 송수신을 제

어하거나 네트워크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경우, 또는 TCP/IP가 아닌 사

용자 정의의 상위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 방식

은 프레임을 전송 또는 수신하는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므로 흐름제어, 오류

제어, IP 주소관리와 같은 기능을 사용자가 별도로 구현하여야 한다.

(다)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모델

대부분의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 

구현된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및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서버

라 하고, 서비스를 받는 장비와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라 한

다.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서버를 어떠한 방식으

로 구현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서버의 구현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클리이언트와 서버의 통신에

서 사용할 트랜스포트 계층 프로토콜의 종류(TCP 또는 UDP)에 따라 표 

3-3-16과 같이 연결형 서버와 비연결형 서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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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형 서버는 스트림형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인 TCP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정적인 전달을 보장하는 서버이다. 연결형 서버의 단점은 모든 

클라이언트와의 접속마다 소켓을 각각 개설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서버에서 소켓을 개설하는 것이 계속되면 서버가 메모리 사용의 증

가로 동작을 정지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표 3-3-16. 연결형과 비연결형 서버의 특징 비교

서버의 종류 특  징

연결형 서버

- TCP 프로토콜 사용

- 데이터의 안정적인 전달을 보장

- 각 클라이언트마다 연결을 설정해야 함

- 클라이언트 수가 늘면 서버에 부담이 큼

비연결형 서버

- UDP 프로토콜 사용

- 메시지를 한번만 보내면 되는 간단한 서비스에

  적합

- 클라이언트마다 연결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버의 부담이 적음

- 방송형, 멀티캐스트형 서비스에 적합

비연결형 서버는 비연결형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인 UDP를 사용하는 서

버로 네트워크가 안정적인 데이터의 전달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비연결형 서버의 장점은 하

나의 소켓을 통하여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원(소켓, 메모리)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특성상 시뮬레이션 동기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연결이 

중요하므로 TCP를 이용한 연결형 서버 방식으로 그래픽 서버를 구축한

다.

나. 운전정보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설정

IGRIP을 이용하여 구현한 3차원 그래픽 시뮬레이션과의 데이터 전

송과 적절한 시점(동작명령 또는 이벤트 발생 시점)에서의 실시간 그래픽 

재현을 위해서 표 3-3-17과 같이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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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토콜은 여러 해체장치들과의 통신 상황을 고려하 으며, Deneb 

IGRIP 모듈인 LLTI상의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형식(표 3-3-18)과의 호환을 

고려하여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5 바이트의 가변 길이 패킷 헤더를 포

함하고 있다. IGRIP 모듈과의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오는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5 바이트의 헤더를 포함해야 하며, 뒤에 오는 메

시지 역은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메시지 부분은 여러 

장치와 IGRIP과의 그래픽 재현을 위한 목적으로 각 장치 및 디바이스별 동

작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의하 다.

각 장치의 제어 PC는 이러한 프로토콜에 따라 장치의 구동 시 해당 명령 

및 센서로부터 정보획득에 의한 장치의 상태를 실시간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위해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에 정보를 전송한다.

표 3-3-17. 연계재현을 위한 프로토콜 메시지 형식

Byte Contents

5  Length of following message (ASCII text)

6~N  Actual message

표 3-3-18. LLTI상의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형식

단위 : 바이트

DENEB
(LLTI)
Header

Message

Message
Length

장치명
작업(공정) 구분 Data

개수

Data (1~n)

Delimiter
(Space)

Data
ValueDevice명 Operation

5 1 1 1 1 1 variable

   • 헤더(메시지 길이)

        IGRIP과의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전송 시 가변 패킷의 길이를 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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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치명 : 아래와 같이 해체장치의 각 장치를 구분한다.

2 -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

3 - 연료봉 절단장치

4 - 소결체 인출장치

   • 작업(공정) 구분 : 각 장치의 세부공정을 구분

        세부공정은 표 3-3-19와 같이 그래픽 서버와의 실시간 시뮬레이

션 동기화를 위해 각 디바이스별로 동작에 따라 분류한다.

   • Data 개수 : 뒤에 포함되어 오는 데이터의 수

        이 필드 값이 “0”일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고, 이벤트에 따른 동작을 

의미함

   • 데이터 필드 : 

      실제장치의 센서로부터 획득되어 전송되어 오는 실제 데이터의 

값(이동거리, 회전각 등)으로 각 데이터는 구분자(delimiter)에 의

해 구분된다.

   • 프로토콜 메시지의 예 : “122142 100 -50”

 - 메시지 길이(“12”) : 12 바이트의 메시지가 뒤에 옴

 - 장치명(“2”) :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를 나타냄

 - 디바이스(“1”) : main frame device를 의미함

 - Operation(“4”) : move joint 1 by data를 의미함

 - 데이터 개수(“2”) : 뒤에 2개의 데이터가 있음을 의미함

 - 구분자(“ ”) :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space)

 - 데이터 값(“100”,“-50”) : 실제 데이터 값(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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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9. 각 장치의 세부 작업공정별 메시지

Device Operation Code Device Operation Code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 - 장치번호 "2" ]

Main
Frame(1)

Initialize Z,Y,Z Axis 2100

Gripper
(4)

Home (Close) 2400

Go to Nut Tag # 2110 Open (With Release Rod) 2410

Go to Fuel Tag # 2120 Close (With Grab Rod) 2420

Extract Rod (Move to tag) 2130 Open (Without Release) 2430

Move Joint 1 by joint value 2141 D

Cradle
(5)

Up 2500

Move Joint 2 by joint value 2151 D Down (With Grab Rod) 2510

Move Joint 3 by joint value 2161 D move joint 1 by value 2521 D

Rotary
HeadBox
(2)

Head Box Up 2200 move joint 1 by value 2531 D

Head Box Down 2210 Side
Transfer
(6)

Push Rod 2610

Move Joint 1 by joint value 2221 D Go to Home 1620

Rotate to Home (Camera) 2230 　 　

Rotate to wrench 2240
Puma560
(7)

Home 2700

Rotate to Gripper 2250 Griiper 2710

Rotate joint 2 by value 2261 D 　 　

Wrench
(3)

Unbolting 2300 Puma
Hand (8)

Release Bottom Nozzle 2800

Push unbolted Nut 2310 Grip Bottom Nozzle 2810

   [연료봉 절단장치 - 장치번호 "3" ]

Kicking

(1)

Home (Down) 3100

T-Clamp

(4)

Home 3400

Up (Grab Rod) 3110 Close (Grab Rod) 3410

Rotate (Release Rod) 3120 Transfer Rod
3421 

D

Reverse Rotate 3130 Open (Release Rod) 3430

Roller

(2)

Home (Stop) 3200 Chutter

(6)

Home 3600

Rotate (Grab Rod) 3210 Down 3610

Gate

(3)

Home (Close) 3300 Driving

(7)

Home (Stop) 3700

Open 3310 Rotate 3710

F-Clamp

(5)

Home (Open) 3500
Distribut.

(8)

Home 3800

Close (Grab Rod) 3510 Rotate to left 3810

　 　 Rotate to right 3820

   [소결체 인출장치 - 장치번호 "4" ]

Pusher

(1)

Home 4100

Press

Plate

(3)

Home 4300

Push rod (Insert) 4110 Mid & Bottom Plate Down 4310

Rotate

Plate

(2)

Home 4200 Mid Plate Down 4320

Rotate Plate (90 deg.) 4210 Press Pellet 4330

Rotate Plate (Release Tube) 4220 Mid & Bottom Plate Up 4340

　 　 Mid Plate Up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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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 구성

폐쇄된 환경에서 운 되는 각 장치의 제어 PC와 원거리에 위치한 

그래픽 서버는 TCP/IP 통신을 이용하여 장치로부터 운전정보를 전송 받

는다. 그리고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는 전송된 운전정보에 따라 실시간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러한 수행을 위해 구축된 TCP/IP 클라

이언트-서버 시스템은 그림 3-3-53과 같으며, 전체적인 그래픽 연계재현 

시스템의 개념을 그림 3-3-54와 같다.

각 장치의 제어프로그램은 Visual C++을 이용하여 개발하 으며, 

MEI(Motion Engineering Inc.)사의 다축 제어보드를 이용하여 장치의 각 축

을 제어한다. 이러한 제어프로그램에 TCP/IP 통신을 위한 winsock 모듈을 

추가하여 장치의 제어 명령이나 이벤트 발생 시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운

전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래픽 시뮬레이션 워크스테이

션에서는 전송된 운전정보에 따른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위해 기존의 

off-line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모듈화하고, IGRIP에서 제공하는 GSL을 이

용하여 TCP/IP 통신을 위한 socket 모듈을 추가하 다. 그래픽 시뮬레이션 

워크스테이션의 GSL 서버프로그램이 기동되면서, 서버 소켓을 열고 제어PC

로부터의 접속을 대기하고 있다가 접속이 오면 연결을 설정하고 운전정보를 

전송 받게 된다. 

Control PC (Client)

TCP/IPTCP/IP Operation data
by defined protocol

Graphic W/S (Server)

IRIS (OS)

IGRIP

LLTI (TCP/IP)

CLI

GSL
(Simulation)

Win95 (OS)

Machine
Control SW
(Visual C++)

Network (TCP/IP)

winsock
(socket 

intrface)

Control PC (Client)

TCP/IPTCP/IP Operation data
by defined protocol

Graphic W/S (Server)

IRIS (OS)

IGRIP

LLTI (TCP/IP)

CLI

GSL
(Simulation)

IRIS (OS)

IGRIP

LLTI (TCP/IP)

CLI

GSL
(Simulation)

Win95 (OS)

Machine
Control SW
(Visual C++)

Network (TCP/IP)

winsock
(socket 

intrface)

Win95 (OS)

Machine
Control SW
(Visual C++)

Network (TCP/IP)

winsock
(socket 

intrface)

그림 3-3-53. 연계재현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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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4. TCP/IP 통신에 의한 그래픽 연계제어 개념.

라. 시뮬레이션 동기화

본 연구에서 구현한 동기화 방법은 그림 3-3-5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제어프로그램에 각 축을 제어하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TCP/IP 전송부분을 추가

하여 프로토콜에 따른 메시지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 다. 따라서 제어

프로그램에서 동작을 지시할 때 메시지가 자동 생성되어 그래픽 시뮬레이

션 서버에 전송되고, 이에 해당되는 그래픽 시뮬레이션이 수행된다.

실제 장치의 동작과 시뮬레이션 종료의 동기화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에서 시뮬레이션 속도를 조정하는 변수($STEPSIZE) 값을 가지고 실제 

장치의 속도와 일치시켰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전송된 메시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종료 시 이를 제어프로그램에 알려주도록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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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축의Class 정의
(Protocol 메시지
자동생성포함)

TCP 연결설정

각축의구동명령

장치작동

작동완료

TCP 서버Port 설정

메시지전송감지

메시지분석

메시지에따른
시뮬레이션수행

시뮬레이션완료

시뮬레이션속도
동기화를위한
변수($Stepsize)

설정

Protocol에
따른메시지
자동생성

PC 제어프로그램 그래픽시뮬레이션프로그램

Kinematics 정의
시각축의특성

을반영

시뮬레이션
종료메시지

TCP
연결

각축의Class 정의
(Protocol 메시지
자동생성포함)

TCP 연결설정

각축의구동명령

장치작동

작동완료

TCP 서버Port 설정

메시지전송감지

메시지분석

메시지에따른
시뮬레이션수행

시뮬레이션완료

시뮬레이션속도
동기화를위한
변수($Stepsize)

설정

Protocol에
따른메시지
자동생성

PC 제어프로그램 그래픽시뮬레이션프로그램

Kinematics 정의
시각축의특성

을반영

시뮬레이션
종료메시지

TCP
연결

그림 3-3-55. 시뮬레이션 동기화 흐름도.

IGRIP상에서 그래픽 시뮬레이션의 속도는 상대적인 값으로 주어지므로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시뮬레이션 중간

에 시뮬레이션 속도를 변경하거나 시뮬레이션을 종료시킬 방법이 없으며, 

또한 시뮬레이션을 종료 할 경우 전체 프로세스가 중단되어 제어 PC와의 

네트워크 연결이 해제된다. 그리고 장치의 구동속도를 맞추기 위해 중간에 

그래픽 시뮬레이션이 건너뛰게 된다면 원격감시 측면에서 문제가 많게 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장치의 속도와 일치

시키는 방법으로 구현하 으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좀 더 세 한 동

기화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통신 및 데이터 전송 실험

상기에서와 같은 시스템 구성, 프로토콜 설정 및 동기화 메커니즘에 

따른 그래픽 재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제 장치와 연결하기 전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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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실험이 필요하 다.

따라서 장치의 제어PC가 아닌 일반 업무용 PC에 Visual Basic을 이용하

여 그림 3-3-56과 같이 프로토콜 전송 및 동기화 실험을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를 대상으로 하 다.

그림 3-3-56. 데이터 전송 실험용 클라이언트 화면.

그림 3-3-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와 TCP/IP 연

결 설정을 위한 부분, 프로토콜 전송 및 서버로부터의 수신 부분, 그리고 

연료봉 인출장치의 디바이스 및 디바이스별 동작 선택부분과 이에 따른 

프로토콜 전송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화면에서 먼저 TCP/IP 연결

을 설정한 후 각 디바이스별 동작을 선택하고 전송버튼을 누르면 해당 프

로토콜에 따른 메시지가 시뮬레이션 서버에 전송되고, 시뮬레이션 서버에

서는 이에 따라 해당 동작에 대한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다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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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연계재현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그 

수행 알고리즘은 그림 3-3-57에 나타난 바와 같다. 

    - 서버에서 소켓을 오픈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IP와 Port 번호를 가지고 접속요청 시 연결이 설정된다. 

    - 연결이 설정된 후 클라이언트에서 이벤트에 따른 메시지가 생성되

며, 이 메시지가 서버에 전달된다. 

    - 메시지가 서버에 전송되면 이 메시지와 연계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고,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장치제어PC 그래픽서버

Connection 설정: 
cmdConnect_Click() – IP, port addr

Server Socket Open : 
open server 3000 for update as 3

Event에따른메시지생성: 
lstDevCmd_Click()

대기

메시지전송: 
cmdSend_Click()-tcpClient.SendData

전송된메시지가있는가

No Yes

LLTI(nettool) socket 함수enable : 
net_test_socket(), net_readsocket()이벤트

또는
Task
메시지

메시지분석& 
해당시뮬레이션수행

서버로부터응답대기: 
tcpClient_DataArrival()-tcpClient.GetData

Connection 종료: 
cmdDiscon_Click()-tcpClient.Close

응답

Connection & 서버종료
종료
메시지(X)

장치제어PC 그래픽서버

Connection 설정: 
cmdConnect_Click() – IP, port addr

Server Socket Open : 
open server 3000 for update as 3

Event에따른메시지생성: 
lstDevCmd_Click()

대기

메시지전송: 
cmdSend_Click()-tcpClient.SendData

전송된메시지가있는가

No Yes

LLTI(nettool) socket 함수enable : 
net_test_socket(), net_readsocket()이벤트

또는
Task
메시지

메시지분석& 
해당시뮬레이션수행

서버로부터응답대기: 
tcpClient_DataArrival()-tcpClient.GetData

Connection 종료: 
cmdDiscon_Click()-tcpClient.Close

응답

Connection & 서버종료
종료
메시지(X)

그림 3-3-57.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연계재현 수행 절차.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클라이언트 PC로부터 사용자가 해당 이벤트를 선

택 할 경우 이에 따른 메시지가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가와 그래픽 

서버가 전송된 메시지에 따라 동기화된 시뮬레이션을 바르게 수행하는지

를 실험하 다.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PC에서는 프로그램 시작 시 그래픽 워크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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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서버의 IP와 Port 번호를 입력받아 TCP 연결을 설정하고,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생성하며 자동으로 헤더를 첨부하여 그래

픽 서버에 전송한다.

IGRIP의 GSL을 이용하여 개발한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 프로그램은 

시뮬레이션 시작 시 소켓을 열고 클라이언트(제어 PC)에서 접속이 오기를 

기다린다. 클라이언트로부터 해당 소켓에 접속 요청이 오면 연결을 설정한

다. 연결 후 이벤트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어 오면 이를 해독하여 해당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그림 3-3-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목적에 맞게 

이벤트에 따른 메시지의 생성과 서버로의 전송, 그리고 서버의 수행결과를 

잘 수신하 다. 그림 3-3-58은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의 초기화면으로 

소켓을 열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요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접속

요청에 의해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TCP 연결이 잘 설정되었음을 보여준

다

그림 3-3-59∼62까지는 클라이언트용 PC에서 이벤트에 따라 발생된 메

시지를 TCP/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받은 워크스테이션 상의 그래픽 서

버가 메시지에 따라 이벤트 발생과 동기화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59는 이벤트 11, 즉 main frame 디바이스의 

“Go to Nut(wrench)” 동작 이벤트가 발생하여 인출헤드가 핵연료집합체 

하단고정판의 너트를 풀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3-60은 

이벤트 31, 즉 wrench 디바이스의 “unbolt” 동작 이벤트가 발생하여 인출

헤드의 렌치가 핵연료집합체 하단고정판의 너트를 플고 있는 모습이다. 그

림 3-3-61은 이벤트 81에 이어 이벤트 70, 즉 PUMA 로봇 디바이스에 

“Home” 동작을 지시하는 이벤트가 발행하여 너트가 모두 제거된 핵연료

집합체 하단고정판을 제거하는 장면이다. 그림 3-3-62는 이벤트 13, 즉 

main frame 디바이스에 “extract fuel rod” 동작 이벤트가 발생하여 인출

헤드의 그리퍼가 연료봉을 잡아 연료봉을 인출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동기

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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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server …
Server OK!
Now connecting server program …
Connecting success!

Starting server …
Server OK!
Now connecting server program …
Connecting success!

Starting server …
Server OK!
Now connecting server program …
Connecting success!

 

그림 3-3-58. 클라이언트 PC와 그래픽서버 연결.

Server OK!
Now connecting server program …
Connecting success!
Received Data : 11
Main Frame Routine Start 11

Server OK!
Now connecting server program …
Connecting success!
Received Data : 11
Main Frame Routine Start 11

Server OK!
Now connecting server program …
Connecting success!
Received Data : 11
Main Frame Routine Start 11

Server OK!
Now connecting server program …
Connecting success!
Received Data : 11
Main Frame Routine Start 11

그림 3-3-59. 이벤트(11)에 따른 동기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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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_HB Routine Start 23
Received Data : 11
Main Frame Routine Start 11
Received Data : 31
Wrench Routine Start 31

Rotary_HB Routine Start 23
Received Data : 11
Main Frame Routine Start 11
Received Data : 31
Wrench Routine Start 31

Rotary_HB Routine Start 23
Received Data : 11
Main Frame Routine Start 11
Received Data : 31
Wrench Routine Start 31

그림 3-3-60. 이벤트(31)에 따른 동기화 화면.

PUMA560 Routine Start 71
Received Data : 81
Gripper(Puma_Hand) Routine Start 81
Received Data : 70 
PUMA560 Routine Start 70 

PUMA560 Routine Start 71
Received Data : 81
Gripper(Puma_Hand) Routine Start 81
Received Data : 70 
PUMA560 Routine Start 70 

PUMA560 Routine Start 71
Received Data : 81
Gripper(Puma_Hand) Routine Start 81
Received Data : 70 
PUMA560 Routine Start 70 

그림 3-3-61. 이벤트(70)에 따른 동기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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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rame Routine Start 12 
Received Data : 41
Fuel Grip Routine Start 41
Received Data : 13 
Main Frame Routine Start 13 

Main Frame Routine Start 12 
Received Data : 41
Fuel Grip Routine Start 41
Received Data : 13 
Main Frame Routine Start 13 

Main Frame Routine Start 12 
Received Data : 41
Fuel Grip Routine Start 41
Received Data : 13 
Main Frame Routine Start 13 

그림 3-3-62. 이벤트(13)에 따른 동기화 화면.

이러한 실험의 결과 실제 장치와의 연결시 각 장치의 제어용 PC와 

IGRIP에서 GSL로 구현한 그래픽 서버간에 TCP/IP 통신 및 각 장치의 동

작에 따른 프로토콜의 전송과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와의 동기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제어 PC의 프로그램을 잘 분석하여 사전에 

디바이스별 동작에 따라 정의한 프로토콜의 적용이 정확하게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 실제 장치와의 그래픽 연계재현 시험

실제 장치와의 그래픽 연계재현을 위해서는 위에서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TCP/IP 통신 모듈과 각 

축의 구동 클래스 부분에 구동명령 및 운전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

도록 모듈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에는 GSL로 

구현한 off-line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디바이스별 동작에 따라 모듈화하

고 서버역할을 할 수 있도록 TCP/IP socket 모듈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

림 3-3-63은 Visual C++로 작성한 각 장치 제어 PC의 그래픽 연계재현용 

화면을 보여 준다. 기존의 제어프로그램에 그래픽 연계재현을 위한 

TCP/IP 연결 설정모듈과 각 동작별 클래스에 프로토콜에 따라 자동으로 



- 608 -

메시지가 생성되고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에 전송되도록 모듈을 추가하

다.

연료봉 인출장치 제어 PC의 그래픽 연계재현 화면에서 메인 화면은 주

요축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메인 메뉴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위한 

TCP/IP 연결설정 선택 시 TCP/IP 연결 화면이 뜨고 그래픽 서버와 연결

이 설정된다. 연료봉 절단장치와 소결체 인출장치 제어화면의 구성은 화면

에 그래픽 연계재현을 위한 TCP/IP 서버 연결 및 해제 버튼을 설정하

으며, 그래픽 연계재현을 위해 이 버튼을 선정할 경우 TCP/IP 연결 화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뜨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각 버튼 및 

동작의 적용 시 해당 프로토콜에 따른 메시지가 자동으로 그래픽 서버에 

전송되게 된다.

(a) 연료봉 인출장치

  

          (b) 연료봉 절단장치  (c)  소결체 인출장치

그림 3-3-63. 각 장치 제어PC의 연계재현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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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4은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가 TCP/IP 네트워크 환경 하에

서 on-line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드로 실행되는 화면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각 장치의 제어 PC로부터 그래픽 서버와의 연결요청에 

따라 연결이 설정되고 운전정보를 전송 받은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이 설정되고 난 후 각 장치의 구동이 이루어지면 해당되는 

프로토콜에 따라 메시지가 전송되어 오며, 이러한 메시지를 해석하여 장치

와 일치된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a) 연료봉 인출장치

  

         (b) 연료봉 절단장치      (c) 소결체 인출장치

그림 3-3-64. 실시간 그래픽 연계재현 화면.

그림 3-3-65은 실제로 원거리에 위치한 실제 장치와 연결하여 연료봉 

인출장치 제어 PC로부터 운전정보 전송에 따라 실시간으로 그래픽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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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연료봉 인출장치 제

어 PC에서 장치의 제어명령 또는 이벤트 발생 시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

라 TCP/IP 네트워크를 통해 장치의 운전정보가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

로 전송된다. 그리고 전송된 운전정보에 따라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에서 

각 디바이스별 동작에 따라 모듈화 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

간으로 장치의 해당 동작과 일치한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장치의 시작 및 종료시점과 일치하여 그래픽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사. 실험 결과 및 결론

실험결과 연료봉 인출장치 등 각 장치의 제어 PC와 IGRIP에서 

GSL로 구현한 그래픽 서버간에 TCP/IP 통신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실제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동작의 시작/종료 등과 같은 각 공정의 이벤트 획득

에 의한 event-driven 방식과 장치를 동작시키는 명령에 의한 task-driven

방식을 혼합하여 구축한 연계시스템에서의 그래픽 재현은 잘 수행되었다.

그러나 상기 프로토콜 설정에서 정의한 세부공정 중 센서로부터 정교한 

값의 획득이 필요한 task-driven 방식의 경우에는, GSL 그래픽 서버 프로

그램 상에서 메시지에 포함된 연속된 data에 따라 실제 장치와 그래픽 모

델의 구동상태를 빠르게 동기화(synchronization)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즉, main frame device의 X, Y, Z축 move joint 동작 시 모터 엔코더로부

터 이동 값을 획득[115]하여 이 data에 따라 그래픽 재현을 수행하여야 하

는데, 엔코더의 신호가 연속적으로 GSL 그래픽 서버 프로그램에 전달되

어 서버가 이를 실시간으로 그래픽 재현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여러 

축의 동시 구동에 따른 실시간 동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축에 대

한 운전정보의 동시 전송을 위한 메시지 정의와 연계시점의 설정이 매우 중

요하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그래픽 시뮬레이션의 부하를 

낮출 수 있도록 모델링 시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그래픽 모델은 정교하게 

구성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준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그래픽 데이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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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터리헤드 회전

(b) 연료봉 파지

(c) 연료봉 인출

(d) 연료봉 이송

그림 3-3-65. 연료봉 인출장치의 실시간 연계재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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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차원 그래픽 시뮬레이션 툴인 IGRIP의 한계점 때문에 

그래픽 상에서 운동특성(kinematics) 정의시 각 구동축의 모터 특성에 따

라 속도를 정의하여 시뮬레이션을 동기화 하 으나, 차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정보를 받아 시뮬레이션 동기화를 구현할 예정

이다. 또한 실제 장치에서 에러 발생 시 그래픽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구축한 그래픽 연계재현 시스템에 의하여 모의 연료봉 인

출공정, 연료봉 절단공정, 소결체 인출공정을 수행하는 실제 장치와의 실

시간 그래픽 연계재현을 구현하 으며, 이들에 대한 세부공정별 연계재현 

정도는 아래와 같다.

o 연료봉 인출장치 : 30개 단위공정 중 26개 공정 재현 - 약 86%

o 연료봉 절단장치 : 21개 단위공정 중 19개 공정 재현 - 약 90%

o 소결체 인출장치 : 11개 단위공정 중 9개 공정 재현 - 약 82%

격리된 환경에서 운 되는 장비의 운전자는 폐쇄회로 TV에 의한 감시

의 한계로 인하여 장치의 정 한 움직임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실

시간 3차원 그래픽 시뮬레이션 동기화 기술은 작업운전자에게 원거리에 

위치한 장치의 상세한 작업상황을 3차원 그래픽 화면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방사선 환경과 같이 격리된 환경에서 사용되

는 장치들의 원격운전 감시 및 상황점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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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종합시험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시험시설은 모의 사용후핵연료 대상의 기계적 

전처리 공정을 총체적으로 시험하는 시설로 핫셀 환경과 같이 장비실과 

제어실을 분리하여 종합시험시설을 구축하 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시험시설에 설치될 장치들의 배치최적화, 그래픽 재현을 통한 운전조

건 및 검증을 실현하고, 원격운전을 위한 제어장치의 구성 및 장치간의 인

터페이스를 구성하여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시험을 수행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종합시험 mockup은 길이 13.5 m x 높이 5.7 

m x 폭 7 m 규모이다. Mockup내에는 설치할 장치(연료봉 인출장치, 집

합체 수직/수평 회전기구, 연료봉 절단장치, 소결체 인출장치,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크레인, 및 telescopic 이송장치)들이 많고 공간이 협소하여 사전

에 3D 모델링된 자료를 이용하여 디지털 목업에서 최적의 배치안을 도출

하여 장치를 배치하 다(그림 3-4-1). 해체 종합공정의 각 단위장치와 연

관된 공정은 연료봉 인출장치와 연료봉 절단장치, 연료봉 절단장치와 소결

체 인출장치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연료봉 인출장치에서 인출된 연료

봉은 연료봉 절단장치로 이송되어 연료봉을 절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연료

봉 인출장치에서 인출된 연료봉은 이송장치에 의해 연료봉 인출장치와 연

료봉 절단장치를 연결하는 kicking 시스템으로 이송된다. 이 시스템은 연

료봉을 상승시켜 연료봉 절단을 위한 절단장치 상부 베드위로 이송된다.

소결체 인출장치로 공급될 30mm의 절단연료봉은 연료봉 절단장치에서 

공급되며 이 두 공정간의 연결될 인터페이스는 chute를 이용한다. 절단된 

연료봉은 chute를 통해 소결체 인출장치의 회전판의 삽입장치로 연료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정간의 인터페이스 장

치들은 그림 3-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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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종합시험시설 3D 모델링            해체종합시험시설

그림 3-4-1. 3D 모델링을 이용한 해체종합시험 mockup의 배치.

Kicking 시스템

Chute 시스템

Kicking 시스템Kicking 시스템

Chute 시스템Chute 시스템

그림 3-4-2. 해체공정 단위장치간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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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장치 자동제어 장치 구축

해체종합시설 내에는 각 장치를 구동하는 수동 제어반이 구축되어 있으

나, 수동 제어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작업자가 해체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반복 작업에 의한 피로 및 복잡한 작업을 수행함에 따른 작

업 순서의 혼돈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해체 

종합공정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장치 별로 자

동제어 장치를 별도의 제어실에 구축하 다.

가. 자동제어 장치의 구성

해체 장치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어 

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같도록 설계하 다.

- 각 해체 장치에 대한 자동제어 장치는 기 구축된 수동 제어반과는 별

도로 자동 및 수동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각 자동제어 장치간의 연계를 위하여 시스템간 통신 기능을 구축한다.

- 제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 제어장치와 수동 제어반

사이에 작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기 기능이 구비된 제어 시스템의 구성도가 그림 3-4-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4-3에서 보듯이 제어실내에 구축할 제어 시스템은 크게 자동제어

장치와 보조제어장치로 나뉘어 있다. 보조제어장치는 기 구축된 수동제어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제어장치간에는 전환 스위치가 있어서 작업자가 

제어장치를 선택하면 장치로부터의 입/출력 전기적 신호가 선택된 장치로 

들어가고 나온다. 자동제어장치는 산업용 PC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 

구성은 크게 작업자에게 해당 장치의 작업 상황을 보여주고 작업자로부터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명령을 지시 받

아서 각 장치에 대해서 직접 제어를 수행하는 전용 제어 보드인 MEI 보

드와 입/출력 절연모듈로 나뉘어져 있다.

입/출력 절연모듈은 전용 제어보드에서는 입/출력 신호의 범위가 

0-5Vdc이고, 해체 장치에 부착된 센서 및 구동관련 신호는 24Vdc이다. 따

라서 제어 보드가 외부 신호에 의한 충격을 줄이고 다른 전위간에 호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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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절연 모듈을 사용하 다. 본 제어 장치에 사용된 입/출력 모듈은 

OPTO사의 절연 모듈을 사용하 으며, 이에 대한 입/출력 사양은 표 

3-4-1과 표 3-4-2에 나타나 있다.

응용
프로그램 MEI 보드

I/O
Isolation
Module

수동 제어반

통신
프로그램

자동 제어 장치

단위

해체

장치

제어반 전환 입력/출력 단

제어실

보조 제어 장치

Command

Input Output

Input

Output

연계데이터

Input

Output

시설

Switch

Input

Output

그림 3-4-3. 각 단위해체장치에 대한 제어 시스템 구성도.

표 3-4-1. 입력 절연모듈

항       목 내     용

Model Type G4IDC5

Input Voltage Range
10∼32 Vdc

12∼32 Vac

Input Current at Maximum Line 25 mA

Isolation Input-to-Output 4000 Vrms

Turn-on Time 5 ms

Turn-off Time 5 ms

Nominal Output Supply Voltage 5 Vdc

Output Supply Current 12 mA

Temperature:

 - Operating

 - Storage

-30∼70 
oC

-30∼85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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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출력 절연모듈

항         목 내   용

Model Type G40DC5

Output Voltage Range 5∼60 Vdc

Current Rating 3A at 45
oC

Isolation Input-to-Output 4000 Vrms

Turn-on Time 50 μs

Turn-off Time 50 μs

Nominal Logic Voltage 5 Vdc

Logic Input Current 12 mA

Temperature:

 - Operating

 - Storage

-30∼70
oC

-30∼85oC

그림 3-4-4는 선정된 입/출력 절연모듈과 모듈을 장착하는 보드를 보여 

주고 있다. 상기 절연 모듈은 제어실의 크기에 맞도록 특별 제작한 산업용 

컴퓨터 장착 랙의 후면에 설치하도록 구성하 다.

전용 제어보드로 Motion Engineering Inc.사의 제품을 사용하 으며 이 

전용 제어보드를 이용하여 디지털 I/O 제어 및 모터의 서보 제어를 구현

하 다. 전용 제어보드는 40MHz의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탑재

하고 있어서 8채널까지 서보 제어가 가능하고, 아날로그 입력을 12Bit 정

도로 8채널까지 가능하며, 44채널의 디지털 입/출력 포트를 내장하고 있

어서 해체 장치 제어에 적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용 제어 보드는 산

업용 컴퓨터의 ISA 슬럿에 장착되어 ISA 버스를 통하여 응용 프로그램과 

통신을 수행하며 제어 상황을 호스트인 응용 프로그램에 전송하고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전송된 운전자의 명령을 받아서 제어를 수행한다. 이 전

용 제어보드는 각 해체장치 별로 하나씩 부착되나 해체장치 중 집합체 수

직/수평 회전기구와 소결체 인출장치는 하나의 전용 보드로 제어가 수행

되도록 하 다. 전용제어 보드에 대한 사양은 표 3-4-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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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4IDC5 입력 절연모듈

(b) G4ODC5 출력 절연모듈

(c) G4-24 Channel 입/출력 절연모듈

그림 3-4-4. 입/출력 절연모듈 및 장착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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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전용 제어보드 사양

항     목 내             용

Model Type - PCX/DSP

Specifications

- Single-slot ISA card supports up to 8 axes

- Communication across ISA bus at 1.2MB/sec

- Supports both servos and steppers

- Up to 44 user I/O lines

- 16bit servo output resolution

- 325KHz step/direction output

- Point-to-point coordinated motion

- Flexible DSP architecture allows on-the-fly 

changes to many motion parameters

나. 자동 제어장치 구축

상기의 제어시스템 구성을 기반으로 하여 각 해체장치별 자동제어 

장치를 구축하 다. 자동제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해체장치의 작업 상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접 및 서보 입력센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해체장치에는 수동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에 근접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제어를 위하여 센서부착을 첨가하면 해체장치가 복잡해

지고 방사성 환경에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 설치되어 검증
된 센서만을 이용하여 자동제어장치를 구현하 다. 센서 부족으로 인한 자

동제어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램상의 기법을 활용하

여 해결하 다.

각 해체장치 별 센서 및 구동기의 종류는 그림 3-2-96과 그림 3-4-5∼7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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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이송부

절단압축부

배출부

DRIVER
이송스크류
STEEPING MOTOR

진동정렬모터

220v단상
0.75KW

220v ,3상,
AC 0.2 Kw

220v3상,
AC 0.4Kw

각파트별로변환

440v 3상 유압솔레노이드밸브

유압솔레노이드밸브

220v

220v

유압솔레노이드밸브

유압솔레노이드밸브

220v

220v

유압솔레노이드밸브

유압솔레노이드밸브

220v

220v

배출 기어드모터

유압장치440V
25KW ,15A
전기용량의90%

변
환
기

5KW

안착근접센서2개
클램프근접센서1개

배출부

진입광센서1개
포텐셔메터2개

근접센서2개

유압서보밸브 220v

집합체이송부

절단압축부

배출부

DRIVER
이송스크류
STEEPING MOTOR

진동정렬모터

220v단상
0.75KW

220v ,3상,
AC 0.2 Kw

220v3상,
AC 0.4Kw

각파트별로변환

440v 3상 유압솔레노이드밸브

유압솔레노이드밸브

220v

220v

유압솔레노이드밸브

유압솔레노이드밸브

220v

220v

유압솔레노이드밸브

유압솔레노이드밸브

220v

220v

배출 기어드모터

유압장치440V
25KW ,15A
전기용량의90%

변
환
기

5KW

안착근접센서2개
클램프근접센서1개

배출부

진입광센서1개
포텐셔메터2개

근접센서2개

유압서보밸브 220v

그림 3-4-5.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입/출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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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ing 장치부
 

출력용 Relay

M
E
I제

어
보

드

입력용 TR

연료봉 진입 확인 

인터페이스 입력

회전 이송 장치부 Feeding 장치부

이송Clamping 장치부

절단 Blade 잠김
  / 열림 장치부

절단 연료봉 
분류 장치부

절단 연료봉 정렬 
 Feeding 장치부

절단 연료봉 
투입 장치부

집진 장치부

연료봉 적재확인 센서

Kicking  모터

Kicking Up 확인 센서

Kicking Down 확인 센서

Feeding 모터

연료봉 탑재 확인 센서(전)

연료봉 탑재 확인 센서(후)

Gate ON/OFF 모터

Gate ON 확인 센서

연료봉 원점 확인 센서

연료봉 이송 clamp 모터

연료봉 이송clamp On 센서

Cutting 모터

Cutting 모터 전진 센서

Cutting 모터 후진 센서

연료봉 분류 모터

연료봉 분류 확인 센서(좌)

연료봉 분류 확인 센서(우)

Shoot 연료봉 만재
      확인 센서

연료봉 Shooting  모터

집진 모터 절단 연료봉 
진입확인 인터
 페이스 출력

연료봉 이송clamp Off 센서

고정Clamping 장치부
연료봉 절단 clamp 모터

연료봉 절단clamp On 센서

연료봉 절단clamp Off 센서

연료봉 Feeding 전진 센서

연료봉 Feeding 후진 센서

연료봉 이송 서보모터

Driving 모터

그림 3-4-6. 연료봉 절단장치 입/출력 구성도.

프레스위치 L/S(3ea) 및
원점 스위치 센서(3ea)

MEI  제어보드

CH1

CH2

CH3

CH4

CH5

CH6

CH1

CH2

CH3

Input CH Output CH

MEI  제어보드

CH1

CH2

CH3

CH4

CH5

CH6

CH1

CH2

CH3

Input CH Output CH

전기(3상, 220V)

RACK

Driver, 3상 프레스 제어용

정/역회전
3상

2상
DC 24V

2상
DC 5V

Indicator

RS232
통신

프레스제어용
AC SERVO 모터

인출핀동작용
AC 모터

POTENTIOMETERPOTENTIOMETER

그림 3-4-7. 소결체 인출장치 입/출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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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6과 그림 3-4-5∼7에 나타난 입/출력 구성도를 기반으로 전

기 회로를 구축하 으며 이와 관련된 입/출력 절연모듈의 구성은 다음 그

림 3-4-8∼1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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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수직/수평 회전기구 입/출력 절연 모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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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입/출력 절연 모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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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소결체 인출장치 입/출력 절연 모듈 구성도.

구축한 자동 제어 장치 및 내부 구성이 그림 3-4-12, 1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4-12에서 좌측의 자동제어장치는 수직/수평 회전기구와 소결체 인

출장치를 제어하는 자동제어장치이고 그 다음은 연료봉 절단장치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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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동제어장치, 그 다음은 연료봉 인출장치용 자동제어장치이며, 맨 

우측은 구조폐기물 압축장치용 자동제어장치이다. 각 제어장치마다 비상 

정지 버튼이 있어서 비상시 해체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여 해체장치의 구동

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 다. 자동 및 수동제어의 절환은 프로그램 상에

서 구현하 다.

그림 3-4-12. 해체 단위공정 제어 시스템.

MEI
보드

I/O
모듈

제어장치 후면

MEI Control Board

제어장치 후면 뚜껑

그림 3-4-13. 구축된 전용 제어보드 및 입/출력 절연모듈.

다. 응용 프로그램 구축

응용 프로그램 내에 제어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업공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각 해체장치 별 작업공정은 해체장치 설계 및 제작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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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어 있으며, 이 작업공정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 다. 응용 프

로그램은 모든 장치에 대해서 Visual C++를 기반으로 작성하 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모듈식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추후 변경이나 갱신이 용이하도

록 구성하 고 GUI 기반으로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구축한 제어 

프로그램은 그림 3-4-14∼17에 나타나 있다.

그림 3-4-14. 수직/수평 회전기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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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프로그램.

그림 3-4-16. 연료봉 절단장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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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소결체 인출장치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에 구축되어 있는 제어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과 해당 

장치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전용 제어보드에 명령을 가하는 형식으

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용 제어보드를 제어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라. 해체 단위공정 제어장치 실험

상기 구축한 제어 시스템의 성능 및 개선을 위하여 각 단위 장치 별

로 작업 시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별도로 제작한 길이 2 m의 모의 사용

후핵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수행하 다.

(1) 수직/수평 회전기구

수직/수평 회전기구는 집합체 수직/수평 회전 및 집합체 지지 등 

총 28개의 ON/OFF 릴레이로 구성되어 있다. 수직/수평 회전기구부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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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도는 수동 제어반에서 가변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평에서 수직으로 또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완전히 회전하는 시

간을 약 15초로 정하 다. 집합체 수직고정에서부터 수평으로 회전하여 하

단 지지부 열림까지 수동조작에 의해서는 55초, 자동제어에 의해서는 25초

가 소요되었다.

(2)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구조폐기물 압축장치에서 구조폐기물의 이송은 전기 서보 모터로 

구동하며, 압축절단 시에는 유압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전기 서보

모터는 구조폐기물을 2차 압축 전까지 한번에 이송하고 그 다음 부터는 

매 50 mm씩 전진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그리드가 절단 날에 바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매우 정교하게 짜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은 많은 실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고려할 사항이 매우 많아

서 프로그램 작업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구조체 폐기물을 수동으로 

압축/절단하는 데에는 평균 4.5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작업 진행 중에서도 

구조폐기물 이송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자동제어에서는 이

러한 작업이 완전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모의 구조폐기물을 완전히 압축/

절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8시간이 걸렸다.

(3) 연료봉 절단장치

연료봉 절단은 모의 연료봉을 소결체 인출에 적합한 30 mm 크기

로 절단하는데 처음은 130 mm를 절단하여 배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30 

mm씩 60번을 절단하여 소결체 인출장치에 보내고 나머지 70 mm는 배출

한다. 연료봉을 blade cutter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수동 작업시 전진 거리를 매 절단작업마다 입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동작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

를 하여야 하고 조작 기술이 매우 숙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후액연료

봉 인출장치를 수동조작으로 작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

었다. 길이 2 m인 모의 연료봉 하나를 수동작업으로 수행을 할 경우 소요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숙달되어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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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15분에서 20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연료봉을 자동 제어로 수행할 

경우 연료봉 하나 당 절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2분 이내 으며, 작

업자는 현재 작업 상황을 모니터에서 출력되는 메시지와 발광되는 센서를 

보면서 작업을 점검하기 때문에 숙련되지 못한 작업자라 할지라도 본 장

치를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소결체 인출장치

연료봉 절단 장치와 소결체 인출장치사이에는 기계적인 연계장치

가 구축되어 있어서 절단된 연료봉이 이 연계 장치를 통하여 바로 소결체 

인출장치의 입력부로 공급되며, 소결체 인출장치는 연료봉 절단장치로부터 

절단하 다는 초기신호를 받고 소결체 인출작업을 시작한다. 소결체 인출

장치에는 판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서보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나, 서보모터

는 90o만 정 하게 회전하면 됨으로 자동제어장치에서 입력 펄스를 선택

적으로 한번 가하면 90
o, 180o, 270o 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장치를 

구성하 다. 따라서 자동제어장치에서는 수동작업 또는 자동작업시 회전각

도를 처음에 설정하고 회전 시작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으로 회전판을 회

전시키도록 하 다. 소결체 인출장치의 구동은 총 4개의 ON/OFF 릴레이

로 구성되어 있어서 작업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절단된 연료봉 하나 당 

소결체 인출작업 시간은 수동제어에서는 최대 8초, 자동제어에서는 최대 7

초로 작업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소결체 인출장치에는 

인출봉과 브러쉬가 90
o 차이로 부착되어 있어서 인출한 후 브러쉬 작업을 

연속해서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은 수동작업시 많은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공정으로 단순 작업 반복시 작업자가 브러쉬 작업을 잊어서 종종 문제를 

야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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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lescope 조작기를 이용한 원격취급시험

원자력 시설에 있어서 사용후핵연료(spent fuel)와 같은 고방사성 물질 

및 원자로 연료(reactor fuel) 들의 취급 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격으

로 수행하며, 고방사선 지역에서의 유지․보수(maintenance) 및 검사 작업

은 주행로봇(mobile robot)이나 갠트리 조작기(gantry manipulator)를 활용

하여 원격으로 수행한다. 또한, 지름, 길이, 두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

비 및 공구 들의 이송 작업도 원격으로 수행한다.   

지금까지 원격지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를 제어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원격제어는 작업자가 슬레이브 매니퓰레

이터(slave manipulator)의 주위 환경 상태를 알 수 있다면 더 좋은 성능

을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많이 쓰이는 것으로는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 시

스템과, 접촉정보를 얻기 위한 힘 센서와 촉각센서 등이 있다. 원격제어장

치로는 티칭 펜던트(teaching pendant)와 마스터 암(master arm)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티칭 펜던트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작업자의 생각을 신속하게 반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

해 마스터 암은 인간의 팔에 착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생각을 신속

하게 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가 복잡해 질 수 있으며, 가격

도 비교적 고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4-18과 같은 telescopic 조작기 이송장치를 원격

지의 제어반에서 조작버튼 및 조작기와 유사한 구조의 마스터 암으로 운

전하여 집합체의 하단 판(bottom plate) 제거 및 구조 폐기물(skeleton) 이

송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하 다.

가. 다관절 조작기 기구학

(1) 마스터 암

본 연구에 사용한 마스터 암의 좌표계는 그림 3-4-19와 같다. 여

기서, Denabit-Hartenberg 표기법을 사용하여 순기구학(forward 

kinematics)을 구하면 식 (3-4-1)과 같이 기준 좌표계에서 손목 좌표계 까

지의 위치 성분이 얻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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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장치

3단
 Telescopic Tube

원격취급 조작기

그림 3-4-18. 해체공정 모의 시험시설에 설치한 telescopic 조작기

이송장치.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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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2 x 2
l 3

x 3'

z 3,

x 3

l 4
d 2

x 4

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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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마스터 암 좌표계.

I x= l 3c 1c 23+d 2s 1- l 2c 1s 2+ l 1c 1

I y= l 3s 1c 23-d 2c 1-l 2s 1s 2+l 1s 1 

I z= l 3s 23+l 2c 2+d 1              

 (3-4-1)

여기서, s i는 sin θ i, c i는 cos θ i, s ij는 sin (θ i+θ j), c ij는 cos (θ i+θ j)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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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기

매니퓰레이터의 좌표계는 그림 3-4-20과 같다. 여기서도 

Denabit-Hartenberg 표기법을 사용하여 순기구학을 구하면 식 (3-4-2)와 

같이 기준 좌표계에서 그리퍼까지의 위치성분이 얻어진다. 

x 3x 4

z 5

z 4y 3

d 1

l 1

y 1

x 1

z 1

l 2

x 0

z 0

y 0

z 6

y 6 x 6

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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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5 x 5

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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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조작기 좌표계.

 

Px= -( (c 1 s 23c 4+ s 1s 4)s 5+c 1c 23c 5)d 3-c 1s 2(s 3d 2+ l 3c 3)
-c 1c 2(-c 3d 2+l 3 s 3)-c 1 l 2s 2+ l 1c 1

Py= -( ( s1s 23c 4-c 1s 4)s 5+s 1c 23c 5)d 3-s 1s 2(s 3d 2+l 3c 3)
- s 1c 2(-c 3d 2+l 3 s 3)- s 1l 2s 2+ l 1s 1

Pz= c 23c 4s 5+s 23c 5d 3+c 2(s 3d 2+l 3c 3)
- s 2(-c 3d 2+l 3 s 3)+ l 2c 2+d 1

 (3-4-2)

 

이때 조작기의 작업 자세를 형성하는 3축까지에 대해 순기구학을 구하

면 식 (3-4-3)과 같이 기준 좌표계에서 손목까지의 위치성분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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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C 1C 23d 2-C 1S 23l 3-C 1S 2l 2+C 1 l 1

Wy=S 1C 23d 2-S 1S 23l 3-S 1S 2l 2+S 1l 1  

Wz=S 23d 2+C 23l 3+l 2C 2+d 1            

  (3-4-3)

 

이의 역기구학은 각 조인트 변환 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

으며, 구해진 관절 각을 정리하면 식 (3-4-4)와 같이 된다.

θ1= tan
-1(
Wy
Wx
)  

θ2= atan2(S 2, C 2)

θ3= atan2(S 3, C 3)

   (3-4-4)

  

여기서, X'= d 2C 3-l 3S 3, Y
'=C 1Wx+S 1Wy-l 1,

Z'= d 2S 3+l 3C 3+l 2, 

S 2=
-Y'Z '± (Y'Z ') 2-(X'2+Z '2)(Y'2-X'2)

X'2+Z'2
, C 2= 1-S22  이다. 

또한, X= 2l 2l 3,

Y=(C 1Wx+S 1Wy-l 1)
2
+(Wz-d 1)

2
- l 3

2
- l 2

2
- d 2

2
, Z=2d 2l 2,

S 3=
YZ± (YZ) 2-(X 2+Z 2)(Y 2-X 2)

X 2+Z 2
, C 3= 1-S23  이다.

다. 원격 취급 실험

(1) 마스터 암 운전

그림 3-4-21은 작업자가 마스터 암(입력기)을 관절 운동시켰을 때 

조작기(조작기) 관절의 동작 상태를 보여준다. 제어기는 PID 알고리즘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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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입력기 운동에 따른 조작기의 운동은 약 500 msec의 지연시간을 

갖지만 비교적 양호하게 입력기 운동에 조작기가 추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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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기  1축
조작기  1축
입력기  2축
조작기  2축
입력기  3축
조작기  3축
입력기  5축
조작기  5축

그림 3-4-21. 마스터 암 운동에 따른 조작기 운동.

   

(2) 집합체 하부 판 제거

하부 판은 길이가 1/2인 모의 17x17 PWR 핵연료 집합체 가이드 

튜브의 하단부에 볼트로 체결되어 있다. 체결된 볼트는 연료봉 인출장치의 

임팩트렌치를 사용하여 제거되며, 이때 하부 판은 가이드 튜브에 걸쳐 있

게 된다. 하부판과 연료봉과의 전후 및 좌우 간격은 25 mm 정도가 되며 

이 사이로 그리퍼가 삽입된다. 그리퍼가 삽입되는 과정에서 여유간격은 ±

2 mm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런 조작이 요구된다. 그리퍼에 부착된 

RCC는 추가적으로 ± 3 mm 정도의 유연성을 준다. 이의 실험모습은 그림 

3-4-22와 같다. 하부판을 제거하고 이송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어반의 조작버튼을 이용하여 이송장치를 핵연료 집합체 근처에 접근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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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에는 마스터 암을 움직여 조작기의 하부 팔이 집합체와 평행하게 

한다. 다시 조작 버튼으로 이송장치 및 조작기를 미세조정하여 20 mm 두

께를 가지는 하부판 전후면 사이로 그리퍼를 삽입한다. 다음에는 하부판의 

무게가 5.4 kgf인 점을 감안하여 10 kgf  정도의 파지력까지 그리퍼를 닫고 

조작버튼으로 이송장치를 구동시켜 하부판을 가이드 튜브로부터 제거한다. 

하부판이 가이드 튜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마스터 암으로 조작기를 작

동시키고, 동시에 조작버튼으로 이송장치를 움직여 하부판을 이송하고 안

착시킨다.

그림 3-4-22. 그리퍼를 이용한 집합체 하부판 제거.

(3) 구조폐기물(skeleton) 이송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연료봉이 모두 인출되고 나면 구조폐기물만 

남게 되는데, 이는 구조폐기물 압축장치로 이송되어야 한다. 이때 1톤 호

이스트와 조작기의 협동작업으로 이송하게 된다. 그림 3-4-23은 이의 실

험 모습을 보여 준다. 호이스트 및 조작기를 이용하여 구조폐기물을 이송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어반의 조작버튼을 이용하여 이송장치를 

구조폐기물 근처에 접근시킨다. 다음에는 호이스트 조작버튼을 이용하여 

후크(hook)를 구조폐기물 근처까지 하강시키고 마스터 암으로 그리퍼를 

후크까지 안내하여 후크가 가이드 튜브를 걸을 수 있도록 그리퍼로 안내

한다. 후크가 가이드 튜브에 걸리게 되면 그리퍼가 그리드를 잡게하고 호

이스트 및 이송장치를 구동시키면서 이송한다.



- 636 -

그림 3-4-23. 구조폐기물 이송.

라. 결론

X, Y, Z 방향으로 운동하는 이송장치와 조작기로 구성되는 

telescopic 조작기 이송장치를 원격지 제어반에서 조작버튼 혹은 마스터 

암 및 프로그램 메뉴 방식으로 운전하 다.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인 

연료봉 인출공정에 있어서 핵연료 집합체의 하부판 제거 및 구조폐기물 

이송 작업을 조작기의 말단부에 부착한 그리퍼 및 1톤 호이스트를 활용하

여 협동작업을 수행하 다. 작업은 카메라 모니터를 보면서 원격지에서 조

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실험 결과, 작업대상의 시야확보가 매우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 으며, 시야확보가 되더라도 숙련도에 따라 작업성과는 매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원격지 작업에서는 공구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시각 및 접촉기술과 운전자의 숙련성이 크게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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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대상 해체 종합시험 및 그래픽 재현 시험

가. 모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대상 해체 종합시험

그림 3.4.1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해체종합시험 mockup을 구축하고, 

각 장치간의 인터페이스 및 제어반을 구축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수

납으로부터 구조폐기물 압축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에 대한 종

합적인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서는 모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봉길이 

: 2 m)를 사용하 으며, 각 단위 장치의 성능 실험은 각 단위 장치의 연구

에서 기술한 바 있고, 종합시험에서는 단위장치간 연계의 원활성과 하나의 

연료봉을 집합체로부터 인출하여 소결체를 추출할 때까지의 총 작업시간 

및 여러 장치를 동시에 구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 등을 조사하

다. 실험은 약 40 개의 모의 연료봉을 대상으로 하 으며 이의 실험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 장치간의 연계성

먼저 장치와 장치간의 연계성 조사실험에서는, 한 장치의 종료시점을 

작업자의 육안으로 파악하여 다음 장치를 구동시킬 때보다, 장치간 통신을 

통하여 전달된 신호와 센서신호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장치를 구동시키

는 것이 작업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

이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센서 정보에 의한 100 ％ 

자동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센서 정보로 확인된 작업의 시작 또는 

종료 시점을 작업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작업자가 센서 

신호와 육안으로 본 정보를 판단하여 다음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작업시간 및 장치 성능

40개의 연료봉에 대한 인출, 절단 및 소결체 인출의 반복실험 초기에

는 각 장치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를 수정 보완하고 반복 

실험을 거듭하여, 40개의 연료봉에 대한 실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의 결과로 얻은 각 장치의 주요 성능과 작업시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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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o 모의 연료봉 인출 : 인출성공율 92 ％, 인출시간 3 분/rod

o 모의 연료봉 절단 : 원형유지도 97.2 ％, 절단시간 7 초/cut(30 mm 절

단)

o 모의 소결체 인출 : 회수율 98.98 ％(30 mm 절단연료봉), 인출속도 6  

초/cut, 인출력 96.34 kgf

o 모의 구조폐기물 압축 : 감용비 1/7, 압축시간 3.8 시간/assembly

o 인출된 연료봉의 절단장치로의 이송시간 : 10 초/rod

o 절단된 연료봉의 소결체 인출장치로의 이송시간 : 1 초/cut

o 모의 구조폐기물의 압축장치로의 이송시간(조작기와 크레인 사용시) : 

약 30 분

위의 작업시간을, 17x17 PWR 핵연료 집합체(4 m)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료봉 인출시간 약 30 시간, 연료봉 절단시간 약 56 시간, 소결체 인출시

간 약 44 시간, 인출 연료봉 이송시간 약 0.8 시간, 절단 연료봉 이송시간 

약 9 시간, 및 구조폐기물 이송시간 약 0.5 시간 등으로 전체공정을 완전

히 순차적으로 수행한다면, 집합체 하나의 해체시간은 약 140 시간(14일)

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실제 각 공정은 병렬로 동시에 구동

되므로 대략적으로 60 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당초 연

구목표인 1 assembly/week는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4-24는 해체공정 종합시험의 주요 공정에 대한 실험 장면을 보여준다.

- 다수 장치의 동시 구동시 발생된 문제점

종합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제어 장치를 구동하면, 단일 장치만

을 구동할 때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각 장치간 전자기적인 간섭이었으며, 이는 PWM (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으로 구동하는 모터의 서보 제어기가 고주파 신호를 내

보냄으로써 주변 장치의 근접 센서가 가끔씩 오동작을 일으켰다. 따라서 

각 장치의 센서 전원 단자에 용량이 큰 축전기를 내장한 필터를 부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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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치의 접지를 개선하여 전자기적 간섭을 제거하 다. 또한, 조작기와 

크레인을 이용한 모의 구조폐기물의 압축장치로의 이송 시 조작기의 그리

퍼와 크레인 후크의 간격이 좁아 구조폐기물의 중심을 잡기가 매우 어려

웠다. 차후 구조폐기물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는 전용 취급장비나 구조폐

기물의 이송을 위한 메카니즘의 설계가 필요하다.

나. 그래픽 재현 종합시험

그림 3-4-25와 같이 TCP/IP 네트웤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연료봉 인출장치, 연료봉 절단장치 및 소결체 인출장치를 대상으로 

장치의 작동과 연계한 그래픽 재현 시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운전정보

의 전송은 실시간으로 잘 이루어졌으며, 그래픽 재현정도를 보면 연료봉 

인출장치는 30개 공정 중 26개 공정(86 ％), 연료봉 절단장치는 21개 공정 

중 19개 공정(90 ％), 소결체 인출장치는 11개 공정 중 9개 공정(82 ％)에 

대한 연계 재현이 구현되었다. 또한, 그래픽 시뮬레이션 서버에 사용후핵

연료 해체종합시험 시설과 같은 3차원 그래픽 상의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그림 3-4-26과 같이 해체공정 전체에 대한 그래픽 전산모사를 통해 공정

의 흐름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제 실험에 반 하 다. 그래픽 재현 종합

시험에서 발생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o 그래픽 전산모사와 장치 구동과의 속도 동기화 문제

연료봉 인출장치를 전산모사할 경우에는 각 동작의 거리정보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전산모사와의 속도동기가 어렵지 않았으나, 연료

봉 절단장치와 소결체 인출장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어가 컨트롤 보드

의 I/O 포트를 통한 on/off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래픽 모델의 전산모사 속

도를 맞추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실험에

서는 장치의 구동 시간을 측정하여 그래픽 전산모사 프로그램 상에 전산

모사 구현 속도를 조절하는 변수를 설정하고 이 변수의 값을 조정하여 각

각의 속도를 동기시켰다.

o 그래픽 전산모사 수행 중의 제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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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산모사 툴로 사용하고 있는 Envision 상에서는 그래픽 전

산모사 수행도중에 전산모사 속도를 변경하거나 해당 전산모사를 종료할 

수 없다. 전산모사를 강제로 종료할 경우, 전체 프로세스가 종료되어 제어 

PC와의 연결설정이 해제되므로 운전정보를 전송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

단 이동 및 회전 등 단위동작에 대한 전산모사가 시작되면 이 동작이 종

료된 후에야 전산모사 상에서 제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한 동작의 그래

픽 전산모사 도중, 실제 장치의 상황이 바뀌면 전산모사가 불가능하게 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o 그래픽 전산모사 상의 그래픽 재현 문제

구조폐기물 압축 시 집합체 가이드 튜브 및 그리드의 압착에 대한 

그래픽 표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소프트웨어로는 전산모사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박스가 압축되는 것으로 이를 모사하 으

나, 이를 사실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전산모사 기능에 물체의 변

형을 동력학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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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 제거(연료봉인출장치) 그리퍼의연료봉파지/인출

인출연료봉을절단장치로이송연료봉인수(절단장치)연료봉이송

연료봉절단 절단연료봉이송(소결체인출장치) 소결체인출

구조폐기물이송구조폐기물압축구조폐기물절단

Bottom Nozzle 제거

그림 3-4-24. 모의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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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W/S

Telescopic
이송 & FARA

제어PC

제어실 2층

제어실 1층

TCP/IP Hub (8port)

TCP/IP Hub (8port)

연료봉절단
제어PC

연료봉인출
제어PC

소결체인출
& 다운엔더
제어PC

NFBC압축
제어PC

Graphic
W/S

Telescopic
이송 & FARA

제어PC

제어실 2층

제어실 1층

TCP/IP Hub (8port)

TCP/IP Hub (8port)

연료봉절단
제어PC

연료봉인출
제어PC

소결체인출
& 다운엔더
제어PC

NFBC압축
제어PC

그림 3-4-25. 해체종합시험 mockup내 network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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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 제거(연료봉인출장치) Bottom Nozzle 제거 그리퍼의연료봉파지/인출

연료봉이송및절단

절단연료봉이송(소결체인출장치) 절단연료봉장입 소결체인출

Telescopic 조작기를이용한
구조폐기물이송(압축장치)

구조폐기물압축

연료봉인수(절단장치) 인출연료봉을절단장치로이송

구조폐기물절단

Nut 제거(연료봉인출장치) Bottom Nozzle 제거 그리퍼의연료봉파지/인출

연료봉이송및절단

절단연료봉이송(소결체인출장치) 절단연료봉장입 소결체인출

Telescopic 조작기를이용한
구조폐기물이송(압축장치)

구조폐기물압축

연료봉인수(절단장치) 인출연료봉을절단장치로이송

구조폐기물절단

그림 3-4-26. 사용후핵연료 해체종합공정 그래픽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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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용 조작기를 이용한 비정상연료 해체 종합시험

비정상연료의 해체를 위한 top nozzle 절단공정, 그리드 절단공정 및 연

료봉 인출공정을 종합적으로 시험하 다. 종합시험 공정에는 해체용 조작

기를 이용하여 절단된 top nozzle을 이송하는 공정, 그리고 인출된 연료봉

을 canister에 안치하는 공정도 포함시켰다. 그림 3-4-27은 grid 절단으로

부터 연료봉 취급/인출/이송/포장 공정까지의 연속적인 공정을 나타낸다. 

그리드 절단공구의 원격이송 정 도는 ±0.5 cm 로 측정되고, 그리드 외

부 노출부의 절단시간은  5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연료봉의 이송 및 안

치작업도 해체용 조작기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한 모의 

연료 집합체는 실험공간상 길이가 2 m에 불과하여 큰 문제가 없었다. 실

제 사용후핵연료의 길이가 4 m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퍼만으로 연료봉을 

파지하여 이송할 경우에 예상되는 연료봉의 휨, 무게균형 등이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연료봉의 인출을 방해하는 

그리드를 제거한 후에 기존의 연료봉 인출장치를 사용하면 연료봉을 성공

적으로 인출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4-27. Grid 절단 및 연료봉 취급/인출/포장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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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1. 최종목표

◦사용후핵연료 취급장치(10톤 규모 무충격 크레인, 수송용기/1톤 규모 

폐기물 취급장치)실용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 기계장치(해체, 인출, 절단장치 등) 개

발(1 PWR assembly/week 용량)

◦사용후핵연료 취급 및 해체장비 그래픽 설계 및 공학적 검증기술 개

발

2. 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제시한 1 단계의 세부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으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안전이송기

술개발분야에서는 무진동/무충격 크레인을 개발하여 (주)반도기계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 으며, 수송용기를 원격으로 파지하고 뚜껑을 개폐할 

수 있는 수송용기 원격파지/개폐장치 등을 개발하 다. 사용후핵연료 해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수직/수평 회전기구 개발, 집

합체로부터 연료봉을 인출하고 절단하는 연료봉의 인출절단장치개발, 절단

된 연료봉으로부터 소결체를 인출하는 소결체 인출장치개발, 집합체 구조

폐기물을 1/7로 압축하는 구조폐기물 압축장치개발 등과 같은 사용후핵연

료 전처리 기계공정의 단위장치 및 단위공정간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

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 해체종합시험을 완료하 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그래픽 설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주요구동부는 100 ％, 장치들은 

총 부품수 대비 80 ％정도 모델링 하고, 장치 및 공정의 타당성 검증을 위

해 전산모사를 수행하 다. 그리고, 연료봉 인출장치, 연료봉 절단장치 및 

소결체 인출장치를 대상으로 실제장치로부터 전송되어온 운전정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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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사용후핵
연료 안
전이송 
및 취급
기술 개
발

 1.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개발/실용화   (산업체 
참여)
ꋼ취급 용량:10톤, 
운반물의 잔류 진동각: 
0.1o이내, 
 접지 충격: 0.2g 이내, 
드럼 적재 위치오차: 
± 0.5 cm 이내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제작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
․저가/정 형 2차원 이송물 
흔들림 각도 측정장치 고안
․ 광원전 적용을 위한 10톤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설계 및 
애로 기술 지원((주)반도기계) 
․ 광원전용 폐기물드럼 
원격파지 장치 개발(1톤)
․기술실시계약 
체결((주)반도기계)

◦개발장치 시험 완료
  - 위치 정 도 : 
    ±0.2cm, 
  - 잔류진동각: 0.1o,
  - 접지충격:         
   0.1g이내

 * 산업체(반도기계)와  
 기술실시 계약체결

 2. 수송용기 원격파지/
    개폐 장치개발

․다중 광전센서와 신경망 
이론을 이용한 파지위치 
정 인식기술 개발
․파지장치의 회전위치 
정 제어가 가능한 
원격파지/개폐장치 
개발(회전진동을 제거)

◦개발장치 시험 완료
  - 회전위치 정 도:  
   0.25cm 이내
  - 회전진동감쇠시간:  
   3분 이상에서     
   20초 이내

사용후
핵연료 
해체공
정 및 
차세대 
관리공
정 기계
장치 개
발

 3. 사용후핵연료 절단/ 
인출/이송 장치개발
ꋼ연료봉 인출 성공률 
: 80 ％ 이상
ꋼ절단면의 원형유지 
정도(원형도) : 90 % 
이상

․PWR 집합체를 수직으로 
받아들여 고정시키고, 
수평자세로 전환하여 연료봉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기능 핵연료집합체 
수직/수평 회전기구 
설계.제작.성능시험 완료
․로터리식 다기능 인출헤드를 
장착한 연료봉 인출장치 및 
인출 연료봉의 이송 메카니즘 
개발 완료
․tube cut 방식의 연료봉 연속 
절단장치 및 절단 연료봉의 
이송 메카니즘 개발 완료
․tube cut 형 연료봉 
절단장치의 DUPIC 연료봉 
절단 실증 완료

◦개발장치 시험 완료 
(모의 핵연료집합체의 
인출, 이송, 절단 
시험)
  - 연료봉인출        
   성공률: 92 ％
  - 연료봉 절단       
   원형도: 97.2 %
 

 4. 비산화식(기계식) 
소결체 인출 장치    
설계, 제작
ꋼ소결체 회수율 : 99 
％ 이상

․프레싱 방식의 비산화식 
소결체인출 장치 및 소결체 
회수 메카니즘 제작 완료

◦개발장치 시험 완료
  - 소결체 회수율 :   
   98.97％

 5. 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개발
ꋼ구조폐기물 감용비 : 
1/6 - 1/8

․PKA의 압축방식과 B&W의 
절단방식을 혼합한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 개발완료

◦개발장치 시험 완료
  - 구조폐기물        
   감용비: 1/7

 6. DUPIC연료 조사장치 
원격조립절단기 개발

․Hot cell 내에서 연료 
조사장치를 원격 방식으로 
분해.조립하기 위한 Locking 
그래플 헤드와 이의 
원격파지기구 개발 완료

◦장치 설계 및 
제작완료 
(DUPIC팀에서 
장치를 개조하여 
활용)

 7. S/F 재활용공정장치 
방사선 조사 향 분석 

및 D-Base 구축

․외국의 방사선 조사 향 
실험자료와 DB 현황을 
분석하여 내방사선 DB와 GUI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DB 구축 및 GUI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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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계속)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사용후핵
연료 해
체공정 
및 차세
대 관리
공정 기
계장치 

개발

8. Telescopic형 조작기 
이송장치 개발 및 
핵물질 이송/파지 장치 

설계
ꋼ취급중량: 
   200 kg 이상, 

상하이송거리: 

   2 m 이상
ꋼ핵물질 이송 Cart 및 
분말탱크 파지장치 

상세설계

․조작기 및 사용후핵연료 
분말탱크를 상하로 이송하는 
Telescopic형 조작기 이송장치 

제작 완료 
․telescopic형 조작기를 이용한 
bottom nozzle 및 skeleton 

취급/이송기술 시험 완료
․상기 시험 결과를 반 한 
차세대 관리공정용 고하중 
telescopic형 이송장치, 
분말탱크 파지장치 및 핵물질 

이송용 cart 상세설계 완료

◦telescopic형 조작기 

기술실증시험 완료

  - 취급중량: 250 kg
  - 상하 이송거리: 2  

   m
  - 핵연료 집합체    

   취급 시험
◦핵물질 이송용 cart 
및 분말탱크 

파지장치 설계 
  - 상세설계완료(설계  

  도면)

 9. 비정상연료 집합체 
해체용 조작기 개발 

(6축 힘반 )

    ꋼ취급중량:15 kg,

     이송정 도: 0.5cm

․상기 telescopic형 조작기를 
구동 시키는 인간 팔 구조형 

입력장치 제작완료 
․조작기와 입력장치간의 6축 
힘반  연계제어기술 개발 

완료

◦개발장치 시험 완료

  - 취급중량: 100kg
  - 힘반  및 이송 

정 도 : 1.8kg,

     0.2cm

 10. Top Nozzle 및 Grid 
원격 절단기술 개발 
ꋼ진동량: 1g, 
위치정 성: 0.5cm,  
절단시간: 5 hr/top 

Nozzle, 1 hr/grid

․상기 해체용 연계조작기를 
이용한 비정상연료 해체용 
공구 개발(Top Nozzle 및 Grid 
절단)

․Grid/Top Nozzle 절단시의 
위치-힘 제어알고리즘 개발 및 

성능 시험 완료

◦기술실증시험 완료

  - 절단진동량 1 g,
  - 위치오차 0.5cm, 
  - 절단시간 : 0.5  

hr/top nozzle,     

1 hr/grid

사용후핵
연료 해
체 공정 
그래픽 
설계/전
산모사 
시스템 

개발

 11. 사용후핵연료 해체 
공정 그래픽 설계/ 

전산모사 시스템 개발 
ꋼ모델링 비율: 50 % 

(주요 구동부: 90 %)

․상기 단위 장치의 그래픽 모델 

생산 
․각 단위 장치의 그래픽 
전산모사 완료 및 장치 제작전 

설계 검증기법 확보
․S/F 집포장공정(집합체 수납, 
연료봉 인출,  정렬/포장, 
구조폐기물 압축, 집연료 
반출, 및 공정간 이송장치 등 
총 6종 이상의 단위 장치로 
구성)을 개념설계하고 이의 
그래픽 전산모사를 수행하여 

S/F 집포장공정의 개념 정립

◦그래픽 전산모사    
 시스템 구축 완료

  - 모델링 비율: 
    총 부품수 대비   

   80%
  - 주요 구동부: 100  

  %

 12. 그래픽 공정/해체 장비 
실시간 연계 제어 
시스템 개발
ꋼ그래픽 재현 정도 : 
실제 단위공정 수 

대비 : 70 % 이상)

․장치의 운전정보교환을 위한 
정보 교환 체계 및 프로토콜 
설정

․TCP/IP Network을 이용한 
모의 연료봉 인출장치와 
시뮬레이터의 실시간 그래픽 

재현기술 개발완료 
․연료봉 인출장치, 연료봉 
절단장치, 소결체 인출장치 
등에 대한 그래픽 재현 실시간 

연계제어 시스템 구축

◦그래픽 재현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제 
장치와의 연계시험 
완료

  - 그래픽 재현 정도 

: 8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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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1 단계목표 및 연구실적(계속)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사용후핵
연료 해
체공정 
및 차세
대 관리
공정 기
계장치 

개발

13.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시험(Mockup) ․모의 S/F 해체 종합시험용 
Mockup 구축 완료
․Mockup내 상기의 단위장치 
(downender, 연료봉 인출, 
절단, 소결체 인출, 구조폐기물 
압축, telescopic 조작기) 설치 

완료
․각 단위장치간 인터페이스 
개발 및 설치 완료
․각 단위장치의 연계 
제어시스템 개발 완료
․각 단위장치별 시험 및 

해체종합 시험 수행
․각 단위장치별 그래픽 재현 

종합 시험 완료

◦각 단위장치 시험 
완료
◦해체종합시험 완료
◦해체공정 그래픽 
재현 시험 완료

그래픽 공정/해체장비 실시간 연계 재현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와 같이 

세부연구내용의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각 세부연구 내용별 당초 제시한 

정량적 목표도 충분히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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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핵연료주기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해체와 관련된 요소기술은 대부분 핵확산을 이유로 기술 이

전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고유의 사용후핵연료 해체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된 외국 기술

을 추적하고 이를 개선하여 외국 기술과 대응할 만한 독창적인 사용후핵

연료 해체기술의 확보에 주력하 으며, 이의 경과로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기계공정의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즉, 1단계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드럼 안전이송 기술, 모의 사용후핵연료 해체장치(해체, 인출, 절단, 

압축장치 등), 및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장치 그래픽 설계/제어시

스템의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기계공정의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이와 같이 1단계에서 확보한 연구 결과는 2단계 연구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실증을 위한 핫셀 실증 기술 및 공정의 

원격운전/유지보수 기술 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이와 같은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

정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개발기술이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 연구결과 중 “무진동/무충격 크레인기술”을 (주)반도기계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광원자력 발전소의 고체폐기물 취급 크레인에 드

럼 원격파지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기타 연구결과의 산업체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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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사용후핵연료 안전이송 및 취급기술 개발

무진동 기술은 크레인 이송중에 발생하는 이송물의 흔들림을 신속히 

제거하는 기술로서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성물질(사용후핵연료, 폐기물 드

럼 등) 이송작업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또한 무진동/무충격 크레인 

기술은 산업체 물류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원자력 기술의 산업체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며, 기술 수출도 가능하다. 

이의 기술은 (주)반도기계에 기술이전을 하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 으

며, (주)반도기계는 광원자력발전소 고체폐기물 취급 크레인에 이전받은 

기술 중 우선적으로 드럼 원격파지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해체공정 및 차세대 관리공정 기계장치 개발

사용후핵연료 절단, 인출, 이송 및 소결체 인출장치등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인출하고, 절단하여 사용후핵연료내의 소결

체를 인출하는 장치로서 국내 고유의 사용후핵연료 전처리공정의 확립에 

기여하 으며, 향후 2단계 연구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실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핵연료집합체 구조폐기물 압축장치는 구조폐기물을 압축

/절단하여 감용하는 장치로서 현재 독일 또는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

치와 대등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국내 고유의 기술이다. 1단계 연구결

과는 현재 국내외 특허 출원을 준비중이며,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또는 집저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본격적인 활용이 예상된다. DUPIC

연료 조사장치 원격조립절단기는 DUPIC연료 조사장치의 분해, 조립을 위

하여 DUPIC 팀과 공동으로 개발하 으며, 개발한 장치는 DUPIC시설에서 

활용 중이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공정장치 방사선 조사 향 분석 및 

D-Base 구축하 으며 기 구축된 내방사선 DB에 요소부품의 내방사선 자

료를 계속 추가하여 2단계 연구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실증장치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Telescopic 조작기 및 핵물질 이송장치는 2단계 

연구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개발에 있어서 유지‧보수 조작기 개

발 및 조작기/분말탱크/금속전환체의 이송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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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핵물질 이송/파지 장치 설계자료는 2 단계 연구의 실증용 핵물질 셀

간 이송장치 및 분말탱크 파지장치의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비정상연료 

집합체 해체용 조작기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연료봉 인출시, 연료봉의 비

정상 조사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

를 해체하기 위하여 개발한 조작기로서, 본 기술은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유지보수, 우주공간이나 심해의 탐사, 군사분야 등과 같이 인간이 직접 작

업할 수 없는 극한환경 하에서의 원격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Top nozzle 및 grid 원격 절단기술은 상기에서 언급한 비정상연료 집합체 

해체용 조작기로 비정상연료 집합체의 top nozzle과 grid 등을 절단하여 

사용후핵연료봉을 들어내기 위한 기술로, 사용후핵연료봉을 파손시키지 않

도록 고도의 정 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기술이다. 또한 top nozzle과 

grid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이송용 조작

기에 비하여 3∼4배 정도의 고하중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

발한 고하중 조작기의 정 한 위치/힘 제어기술은 일반 산업계의 고하중 

정  작업에 폭 넓게 응용될 수 있으며, 2단계 연구인 사용후핵연료 차세

대관리공정의 유지, 보수에 적용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해체 공정 그래픽 설계/전산모사 시스템 개발

그래픽 설계 전산모사 시스템은 장치의 개념설계를 토대로 장치를 3차

원 그래픽으로 모델링하고, 장치의 구동개념을 반 한 운동특성

(kinematics)을 부여하여, 3차원 그래픽으로 구성된 가상모형을 다양하게 

전산모사함으로써 개념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치의 제작전 오류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1단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장치들의 개발에 이 

기술을 사용하 으며, 2단계 연구에서는 차세대관리공정 실증을 위한 핫셀

의 기본설계, 핫셀내 장치의 최적배치를 위한 공간분석, 및 핫셀내 유지보

수공정 최적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개발 기술은 안전성과 신뢰도가 요

구되는 원자력 발전소 또는 폐기물 처리/저장 시설등에서의 원격 취급장

치류의 설계 및 시설의 건설.해체 등에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픽 공정/해체장비 실시간 연계 제어 시스템은 각 장치의 제어시스템

과 그래픽 재현 서버를 TCP/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하여, 장치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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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보를 장치 제어시스템으로부터 전송 받아 실제 장치의 작동상태를 그

래픽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재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핫셀 등과 같

이 폐쇄된 곳이나 가시 역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작동되는 장치의 원

격감시에 유용하게 활용됨은 물론, 향후 상용화도 가능하다. 이 기술은 2

단계 연구에서 수행할 차세대관리공정의 핫셀내 운전시 기계공정장치들의 

원격감시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시험 시설(mockup)

사용후핵연료 해체 종합시험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수직/수평 

전환, 집합체로부터 연료봉 인출, 인출된 연료봉의 절단, 절단 연료봉으로

부터 소결체 인출, 집합체 구조폐기물의 압축 등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전

처리 기계공정의 종합시험을 위해 구축한 시설로, 관련 장치들의 시험에 

활용하 다. 또한, 이 시설은 2단계 연구에서 수행할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실증을 위한 핫셀내 원격유지보수 개념의 확립 및 장치들의 

실증을 위한 실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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