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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도 솔레노이드 방식의 원자로 제어봉 위치지시기

High Precision Solenoid Type Nuclear Reactor Control Rod Position Indicator

백 민 호 ․ 홍 훈 빈* ․ 박 희 준*

(Min-Ho Baek ․ Hoon-Bin Hong ․ Hee-June Park)

Abstract - Control Rod Position Indicator in nuclear reactor vessel has developed for small reactor in Korea. Because of severe 

environment in reactor vessel, target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uitable position indicator. In this study, solenoid type 

position indicator made of Mineral Insulated Cable(MI Cable) was introduced to adapt in severe environment. And inductance of 

the solenoid was used to indicate the rod position for high precision. But problem of this concept is that a linear slope of 

inductance is changed by temperature effect. To resolve this problem, two sensing coils were introduced for temperature 

compensation. A role of the sensing coil is to make reference linear equation about certain temperature. To confirm this 

concept, also, inductance of solenoid and sensing coils were measured at room and high temperature (~300℃). The results of 

measurement show that the position error of sensing coil between room and high temperature was about 2%. But it was 

identified that this error was resulted from insufficient test environment (temperature error between solenoid and sensing coils 

was about 2% at high temperature condition). Therefore, solenoid type position indicator shows that it is very suitable in 

reactor vessel as a high precision rod position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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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원자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흡수물질로 

이루어진 제어봉을 핵연료에 삽입 또는 인출하며 중성자 반응을 

조절한다. 따라서 제어봉 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EDM)는 제어봉을 삽입 또는 인출시키는 구동부와 

제어봉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위치지시기로 구성된다. 상

용 원자로의 경우 제어봉 구동장치가 상부노즐에 용접되어 돌출

되는 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상부노즐 파단에 의해 제어봉이 연

료 밖으로 빠져나가는 제어봉이탈사고(Control Rod Ejection 

Accident)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붕산운전을 하는 중소형 원

자로의 경우 제어봉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제어봉이탈사고

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형로 개발을 추진 중인 

해외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제어봉이탈사고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

기 위해 원자로 내에 제어봉 구동장치를 장착하는 내장형 제어봉

구동장치(In-Vessel Control Rod Element Drive Mechanism, 

IV-CEDM)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이

와 같은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1]. 

본 연구의 목적은 IV-CEDM의 제어봉 위치지시기 개발에 대

한 것으로 원자로 내의 가혹한 환경(침수상태, 고온, 고압, 방사

선)에 노출되어 제어봉의 위치를 지시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다. 해외 원자력선진국에서는 내장형 위치지시기 개발을 위해 리

드스위치 방법, 포텐시오미터 방법, 자기변형 방법 등 다양한 위

치지시 기술들을 연구 중이다[2][3][4][5]. 특히 리드스위치 방

법은 현재 상용로에 사용 중인 방식으로 제어봉 연장축 상부에 

영구자석을 장착하여 제어봉의 삽입/인출에 따라 영구자석에 의

해 리드스위치가 동작하는 현상을 이용한 측정 방식이다. 하지

만 리드스위치 방식을 원자로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온(약 

350℃)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드스위치를 개발해야하고, 온

도에 따라 변화하는 AT(Ampere-Turn)를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위치지시 기술들을 검토한 후, 

기존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위치지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무

기절연전선(Mineral Insulated Cable, MI Cable)으로 제작된 솔

레노이드 방식을 연구하였다. 

무기절연전선이란 도선과 금속 피복관 사이 절연물이 들어 있

고, 금속 피복관이 도선과 절연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현재 상용 

원자로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원자로 내 환경에 검증된 

재료이다[6].

솔레노이드 방식이란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성체(제어봉 연장

축)가 삽입될 때 인덕턴스가 선형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드스위치 방식은 리드스위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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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 개념

Fig. 2 Concept of solenoid type control rod position indicator

격이 좁으면 영구자석에 의해 여러 개의 리드스위치가 동작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 리드스위치 간격이 넓으면 위치지시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솔레노이드 방식은 인덕턴스의 연속적인 선형곡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 기술에 비해 제어봉 연장축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솔레노이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온도변화

에 따라 인덕턴스가 변화하는 특성을 기술적으로 극복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변화에 대한 기술적 극복을 위해 온도보상

용 센싱코일 도입하였다[7]. 또한, 솔레노이드와 센싱코일 제작과 

시험을 통해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의 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시험 결과, 센싱코일로 온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연구 중인 신 개념의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본  론

그림 1은 원자로(Reactor Vessel) 내에 장착되는 솔레노이드 

방식의 위치지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구동시스템

(Driving System)은 제어봉(Control Rod)에 연결된 제어봉 연장

축(Extension shaft)을 상/하로 움직이며 제어봉을 핵연료(Fuel) 

안에 인출/삽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

Fig. 1 Solenoid type control rod position indicator

제어봉 연장축이 움직임에 따라 구동시스템 위에 설치된 솔레

노이드(Solenoid) 측면에서는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성을 띄는 제

어봉 연장축(ex. SUS410)이 삽입되거나 인출되는 것으로 인식하

게 된다. 제어봉 연장축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인덕턴스(Inductance)가 변화하고, 인덕턴스 값을 측

정하여 제어봉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솔레노

이드 방식은 추가적인 측정 장치 없이 MI Cable로 제작된 솔레

노이드만 구동시스템 위에 장착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

2.1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 개념

제어봉 연장축이 솔레노이드 내부로 이동함에 따라 전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의 교란으로 인해 인덕턴스가 발생하고, 

인덕턴스는 다음 그림 2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8]. 

솔레노이드 내에 제어봉 연장축이 삽입되면, 비선형적인 인덕

턴스를 가지는 솔레노이드의 양 끝단을 제외하고 인덕턴스가 선

형적으로 증가(그림 2의 A-B 구간)한다. 따라서 현재 인덕턴스만 

측정하면 제어봉 연장축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선형구간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제어봉 연장축의 위치를 정밀

하게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온도에 따른 인덕턴스의 특성으로 인해 고온상태에서는 

인덕턴스가 달라진다(그림 2의 A'-B' 구간). 이와 같은 인덕턴스

의 특성으로 인해 고온상태에서는 제어봉 연장축이 동일한 위치

에 있어도 잘못된 위치를 지시할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원자로 내에 솔레노이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온도에 대응

하여 제어봉 연장축의 위치를 지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2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의 온도보상 개념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따른 인덕턴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도를 보상하는 센싱코일을 도입하여 그림 3과 같은 구조를 가

지는 위치지시기를 연구하였다. 그림 3에서 제어봉 연장축은 위

치지시용 솔레노이드(S0) 내부에서만 이동하며 이동범위는 제어

봉이 핵연료로부터 최대인출이 되는 “Fully retracted”와 제어봉

이 핵연료에 최대삽입이 되는 “Fully inserted”의 위치측정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는 그림 2와 같이 솔레노이드의 양 단에서 발

생하는 인덕턴스의 비선형적인 분포를 보이는 구간을 제외하기 

위함이다. 

센싱코일1(S1)과 센싱코일2(S2)는 S0의 인덕턴스 선형구간 시

작점과 동일한 인덕턴스를 갖도록 제작한 후, 그림 3과 같이 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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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의 온도 보상 개념

Fig. 3 Concept of compensation of temperature of Solenoid 

type control rod position indicator

그림 4 솔레노이드와 센싱코일의 인덕턴스

Fig. 4 Inductance of solenoid and sensing coils

의 상/하부에 설치한다. S1과 S2가 S0의 상/하부에 위치하면 제

어봉 연장축이 S0 내에서만 움직이므로 S1은 항상 제어봉 연장

축이 빠져있고 S2는 항상 제어봉 연장축이 삽입된 상태를 유지

하게 된다. 즉, S1은 코어가 없는 자기 인덕턴스(Self- 

inductance)를 측정하고 S2는 S1에 항상 코어가 있는 경우의 인

덕턴스를 측정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온도에 따른 인덕턴스의 

변화를 센싱코일을 이용하여 보상하기 위함이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인덕턴스는 온도에 관계없이 선형구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S1과 S2이 S0의 선형구간 시

작점과 동일한 인덕턴스를 가지도록 제작되었다면, S1과 S2로부

터 S0의 선형구간에 해당하는 일차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주변 온도가 변하면 세 코일의 인덕턴스 역시 동일하게 변

하기 때문에 일차식은 역시 온도에 따라 변할 것이다. 즉, S1과 

S2의 인덕턴스를 측정하여 일차식을 만든다면 이 일차식은 온도 

변화에 따른 S0 인덕턴스 선형구간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센싱코일의 온도보상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솔레노이드

와 센싱코일의 인덕턴스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그림 4의 그래프는 제어봉 연장축의 위치에 따른 

S0의 인덕턴스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A"와 “B" 사이는 선형구간이므로 식 (1)과 같

은 일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x는 제어봉 연장축의 위

치를 나타내고 y는 그 위치에서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1)

센싱코일 측면에서, S1은 선형구간의 시작점과 동일한 인덕턴

스를 가지므로 그림 4의 “A”에 해당하고, S2는 제어봉 연장축이 

전부 삽입된 “B”에 해당한다. “A"와 ”B"는 각각 (x1, y1), (x2, y2)

에 대응하기 때문에 식 (2)와 (3)을 통해 S0의 일차식인 식 (1)

의 a와 b를 결정할 수 있다.

  

  
                (2)

    

  
             (3)

식 (1)이 결정되면 S0의 측정을 통해 현재 인덕턴스 정보에 

따른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S0로부터 측정한 

인덕턴스가 “y3”이라면 제어봉 연장축의 위치(x3)는 식 (1)에 대

입하여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고온상태가 되어 S0 인덕턴스의 선형구간이 

달라지면 S1과 S2 역시 변하기 때문에 고온상태를 대변하는 식 

(2)를 통해 a'와 b'를 계산함으로써 고온에서의 식 (1)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S0는 인덕턴스에 따른 제어봉 연장축의 위치를 측정하

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S1과 S2는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S0

의 선형구간과 동일한 일차식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3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 신호처리 순서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로 위치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림 5와 같은 신호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5에 신호처리 과정

은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여기서, 

T0 : 이전 단계에서 측정한 온도(℃)

Tm : 현재 단계에서 측정한 온도(℃)

dT : 온도 편차 허용치 (℃)

Lm0 : 현재 단계에서 측정한 솔레노이드(S0)의 인덕턴스

Lm1 : 현재 단계에서 측정한 센싱코일1(S1)의 인덕턴스

Lm2 : 현재 단계에서 측정한 센싱코일2(S2)의 인덕턴스

x0 : Lm0에 해당하는 금속봉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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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의 신호처리 순서

Fig. 5 Flowchart for signal processing of solenoid type 

control rod position indicator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로 온도에 대응하는 현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신호처리는 그림 5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이전 단계에서 측정한 온도를 초기화 한다. 그리

고 S1과 S2의 현재 단계에서의 온도와 인덕턴스를 측정한다(온

도와 인덕턴스 측정 단계). S1과 S2 측정 후, 온도에 대응하는 

일차식 생성을 위해 이전 단계와 현재 단계에서의 온도편차로 기

존 일차식을 사용할 것인지, 새로운 일차식을 만들 것인지 판단

한다. 일차식이 결정되면, S0로부터 인덕턴스(Lm0)를 측정하여 

일차식의 y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계산 결과가 나오면 제어봉 연

장축의 현재 위치(x0)와 아날로그 신호(4-20mA)를 출력한다. 마

지막으로 측정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판단한다. 추

가 측정 여부에 따라 측정을 계속하면 온도와 인덕턴스 측정 단

계로 돌아가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측정을 멈추면 신호처리를 

종료하게 된다. 

2.3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의 온도보상 시험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의 핵심은 온도변화에 대응하여 

위치지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을 통해 솔

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온도

변화에 따른 위치지시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온과 고온(약 

300℃)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인덕턴스 시험에 사용된 솔레노

이드와 센싱코일은 무기절연전선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양은 표 1

과 같다. 

내용
(Contents)

사양
(Property)

전선의 도선 수
(Number of conductors)

1

도선 재질
(Conductor material)

Copper

도선 직경
(Diameter of conductor)

0.33mm

전선 외경
(Outer diameter)

1.00mm

절연물
(Insulation)

MgO (min. 97%)

외피 재질
(Sheath material)

Inconel 600

사용온도
(Temperature limit)

600℃

표    1 무기절연전선 사양

Table 1 Property of Mineral Insulated Cable

위치지시기의 전체 높이를 줄이기 위해 센싱코일의 경우 길이 

방향으로 줄이고 권선 층수를 늘리며 솔레노이드의 선형구간이 

시작되는 인덕턴스를 가지도록 제작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솔레

노이드와 센싱코일의 사양은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를 살펴보

면, 센싱코일의 길이는 70mm로 솔레노이드 길이의 1/10이 되도

록 제작하였고, 솔레노이드의 선형구간의 시작점과 자기 인덕턴

스를 맞추기 위해 코일의 층수를 5층으로 제작하였다.

내용
(Contents)

솔레노이드
(Solenoid)

센싱코일
(Sensing Coil)

내경(mm)
(Inner diameter)

60 60

외경(mm)
(Outer diameter)

62 69

코일 길이(mm)
(Coil length)

700 70

전선 직경(mm)
(Wire diameter)

1 1

코일 층 수(mm)
(Coil layers)

1 5

총 권선 수(mm)
(Total turns)

704 350

자기 인덕턴스(mH)
(Self-inductance)

5.13 5.26

표    2 솔레노이드와 센싱코일의 사양

Table 2 Property of solenoid and sensing coil

표 2의 솔레노이드와 센싱코일을 이용하여 상온과 고온에서 

인덕턴스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전기학회논문지 65권 11호 2016년 11월

1852

그림 6 솔레노이드와 센싱코일의 상온/고온 시험 결과

Fig. 6 Flowchart for signal processing of solenoid type 

control rod position indicator

시험을 위해 고온상태는 약 300℃를 목표로 하였으나 시험환

경에 의해 솔레노이드와 센싱코일의 온도는 각각 약 290.9℃와 

약 284.8℃가 구현되었다. 

상온 시험 결과, S1과 S2의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위치는 각각 

158 mm, 502 mm였다. 이 값들을 참조값으로 하고 고온 시험을 

수행하였다. 솔레노이드와 센싱코일의 온도에 따른 인덕턴스 변

화가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동일한 위치를 보일 것으

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고온 시험 결과, S1과 S2의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위치는 각각 157 mm, 491 mm를 보이며 상온시험과 차

이를 보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S1의 상온과 고온에서 위치는 약 

1 mm 정도 차이를 보이고 S2의 상온과 고온에서 위치는 약 11 

mm 정도 차이를 보였다.

오차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S2의 11 mm의 오차는 센싱

코일의 위치 지시 길이(700 mm)의 약 2%에 해당하는 값으로 시

험 환경에 따른 영향(솔레노이드와 센싱코일의 온도 차이: 약 

2%)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센싱코일이 온

도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개념인 솔

로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형로 원자로 내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개

념인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를 연구하였다. 솔레노이드는 

상용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절연전선(MI Cable)으로 제작

되어 원자로 내 환경에 검증되고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 또한 솔

레노이드 방식은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성체 삽입에 따른 인덕턴

스의 선형구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를 가지는 위치지

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솔레노이드 특성상 온도 변화에 의해 인

덕턴스가 변하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극복이 필요하다.

온도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극복을 위해 솔레노이드는 온도와 

관계없이 선형구간을 가지는 것을 주목하고, 온도를 보상하기 위

해 센싱코일을 적용하였다. 즉, 센싱코일로 각 온도에 대응하는 

일차식을 만들고 솔레노이드는 일차식을 참조하여 위치를 측정하

는 개념이다. 

센싱코일로 온도보상의 가능 여부를 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시험 결과 센싱코일의 상온과 고온 사이 비록 약 2% 오차가 발

생하였지만 시험 환경에 의한 오차로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센

싱코일의 도입으로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는 원자로 내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는 다양

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원자로 내 가혹한 환경에 대해 재

료적으로 검증되었고, 세 개의 코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또한, 소형로의 경우 위치지시 거리가 줄어든 만큼 정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선형구간을 이용하여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적인 기술인 솔레노이드 방식 위치지시기를 개발하기 위

해 향후 센싱코일의 온도 대응에 대한 추가 확인을 수행할 것이

고, 신호처리장치를 구현하여 실제 환경에서 제어봉 위치지시기

의 기능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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