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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시설 해체공정은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험한 공정

원격 해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정 최적화

 비용과 시간을 절감

 공정의 위험성을 미리 평가

 안전성을 향상

절단 과정의 시각적 시뮬레이션 필요

해체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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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접근곤란

고방사능



공정 모델링 과정에서 폐기물 모델 생성

기존의 절단 시뮬레이션 방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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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언어: C++

개발 도구: Visual Studio 2008, RADE

운영 체제: Windows 7 x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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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구현 환경 및 구조

Delmia

CAA 

CAA 공통 모듈

절단 시뮬레이션 모듈
(개선 및 기능추가 대상)

절단 공정
시뮬레이션 모듈

추가 기능 모듈

절단 공정
시뮬레이션 SW



절단 시뮬레이션 모듈 구조

Key Feature

Module/System
Interface

Action /

Feedback

그림설명

절단시뮬레이션모듈

햅틱
장비

GUI

햅틱인터페이스
(모델구동/Virtual Fixture 처리)

사용자인터페이스 절단시뮬레이션기능

절삭형상생성모듈
(Swept volume 생성)

모델절단모듈
(절단알고리즘)

시뮬레이션프로세스생성
모듈

가시화모듈

User

Force

Graphic 
simulation result

장치모델라이
브러리

Tree 인터페이스

동작순서

1. 사용자가장치모델라이브러리의절삭/이송장치를선택

2. 이송경로를햅틱장비혹은 GUI를통해서입력
3. 절삭형상생성모듈에서절삭형상(swept volume)을생성
4. 모델절단모듈에서 Boolean remove 작업을통한절단작업수행
5. 결과를가시화및시뮬레이션프로세스생성모듈에서프로세스를생성하고 tree 업데이트



절단 시뮬레이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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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본 트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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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절단 준비

Resource

Process

Product

ROOT

Target Product

Cutting Device

Carrier Device

Cutter Profile

Cutting Volume

• Process: 시뮬레이션과정 (에니메이션, 간섭체크등)
• Product: 절단대상프로덕트
• Resource: 절삭장비, 이송장치등



A1 절삭형상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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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

Profile

Sweep path

Sweep result

Sweep path

Profile Sweep result

sw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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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절삭 형상 생성

Base Curves

Sweep Surface

Thick Surface

Resource

Target Product

Cutting Device

Process

Product

Carrier Device

Cutter Profile

Cutting Volume

ROOT

• Base curve: Cutter Profile 의두점을 Cutting Volume 으로복사하여생성한커브
• Sweep Surface: Base curve를연결하여만든면
• Thick Surface: Sweep surface 는면이므로절단을위해서두께를줘서만든 Volume



Target Part

1
0

A2 절단

Boolean Remove

Thick Surface

Resource

Target Product Copy

Process

Product

ROOT

Target Product



1
1

실행 화면



절단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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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시뮬레이션 공정 모델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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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절단 폐기물 모델 생성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 목적

공정 모델링과정에서 상용 CAD kernel을 이용해서 절단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구현

연구 결과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변경 시 공정 모델링 과정을 통하여 폐기물 모델 자동 생성

시뮬레이션 준비 시간 감소

여러 가지의 절단 장치와 이송장치의 조합으로 절삭형상 생성 가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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