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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3. 구현 결과

국내 특성상 일체형 해체보다 절단하여 해체하는 것이 유리함
절단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 절단 공정 시뮬레이션이 필요
기존의 상용 공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절단 기능 없음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의 변경에 따른 유연한 절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필요






구현 환경
언어: C++
기반 시뮬레이션 SW: Dassault Delmia V5R26
CAD Kernel 및 시뮬레이션 API: Dassault CAA

 절단 공정 시뮬레이션의 요구 조건과 기존 개발 내용 (Fig. 1):
 절단공정에서 발생하는 절삭 현상을 표현  절단 대상과 절단
형상 (Cutting volume) 사이의 Boolean remove 연산을 수행하
여 Solid 형태의 절단 폐기물 생성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의 양을 예측  절단 대상과 절단 형상 사
이의 Boolean intersect 연산을 수행하여 교차하는 형상의 부피
를 구하여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
 절단된 구조물을 반복적으로 다시 절단하더라도 안정성을 보장
 CAD model의 형상 정보만을 사용함으로써 Specification
history에 의한 용량 증가에 의한 불안정성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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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절단 시뮬레이션 모듈 구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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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절단 시뮬레이션 모듈 구현 결과

2. 절단 형상 생성
 기존 방법
 각 절단 장비에 절단 프로파일 지정 (Fig. 2 왼쪽의 빨간 점)
 하나의 이송 장비의 모션에 대해서 Revolution 혹은 Loft
feature 를 이용하여 절단 형상을 생성(Surface model)
 절단 장비의 Kerf width를 바탕으로 Solid 형태의 절단 형상 생
성

Fig. 2. 기존 절단 형상 생성 방법
 제안하는 방법
 절단을 수행하는 이송장치의 모션을 시뮬레이션 시간 간격(ΔT)
만큼 업데이트 후 절단 장비의 절단 프로파일과 절단 대상이 교
차하는 지점을 절단 지점으로 판단하여, 절단 대상 모델의 해당
지점에 절단 프로파일을 복사하여 Base curve를 생성
 생성한 Base curve를 바탕으로 Loft feature를 이용하여 절단 형
상의 Surface model을 생성
 Surface model에 Kerf width를 바탕으로 Solid 형태의 절단 형
상 생성

 Fig. 3에 구현한 절단 형상 생성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였음
① 절단 대상 모델은 원자로 압력용기 Closure head 모델이며
Turn table 위에 고정되어 회전 운동을 함, 절단 장비 모델은
워터젯 모델이며 로봇 메니퓰레이터에 의해서 병진 운동을 함
② Turn table과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운동의 조합으로 생성된 절
단 지점에 생성한 Base curve의 모습, 각 타임스탭마다 절단 프
로파일을 절단 대상 모델의 좌표계로 복사하여 생성함
③ Base curve를 바탕으로 워터젯의 Kerf width를 반영하여 Solid
모델로 생성한 절단 형상

 Fig. 4는 두께를 갖는 Solid 형식의 절단 형상을 나타냄, Fig. 4의
절단 형상은 절단 시뮬레이션에 사용됨, 절단 대상 모델에서 절
단 형상을 Boolean remove하여 폐기물의 형상을 표현함

Fig. 4. 최종 절단 형상

4. Conclusion
 기존 절단 공정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절단 형상 생성 방식의 한
계점을 분석
 다양한 이송 장비의 모션에 대해서도 절단 형상을 생성하는 방
법론 개발
 제안한 방법론을 상용 공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