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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일체형원자로 제어봉구동장치 개발을 위한 전자기장 및 열 해석

Ⅱ. 위탁과제 수행의 목적

현재 예비설계 단계에 있는 일체형원자로 제어봉구동장치의 전자기장해

석을 통해 제어봉구동장치의 인양력이 주어진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열해석을 통해 코일의 발열을 예측함으로써 일체형원자로 제

어봉구동장치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Ⅲ. 위탁과제의 내용 및 범위

 

본 위탁과제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공한 제어봉구동장치 예비설

계자료를 바탕으로 전자기장과 열 해석을 수행하 으며 한국원자력연구

원이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원전의 설계를 참조하여 가정

하 다. 해석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어봉구동장치의 인양력과 온도

분포를 확인하 으며 향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설계개선 안

을 제시하 다.

Ⅳ. 위탁과제 수행결과 

해석 수행결과 현재 설계중인 제어봉구동장치의 인양력은 약 36 A의 

전류를 인가 시 주어진 설계요건인 2000 N의 인양력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마츄어, 폴, 코일 플럭스링, 코일하우징 및 이들 

부품들 간의 상대적 위치 등의 설계변경을 통해 자기력은 더 증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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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상세설계단계에서는 이들 부품의 최적화 설계를 통해 보다 

성능이 우수한 제어봉구동장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열 해석 결과 순수한 대기 온도 조건에서 인양력 2000 N을 발생시키는 

전류를 인가했을 경우 코일의 최고온도는 주변온도 보다 약 89 °C 상

승하 다. 원자로냉각재의 온도를 고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3~4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코일집합체 및 코일 냉

각시스템의 상세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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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Electromagnetic and thermal analysis for development of the CRDM 

for SMART

Ⅱ.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e electromagnetic and thermal analysis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CRDM for SMART by calculating the 

lifting force and the heat distribution of the coil and review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sult and the design condi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Electromagnetic and thermal analysis of the CRDM are performed 

based on the pre-design data provided by KAERI. Lifting force and 

thermal distribution of the CRDM are reviewed as the analysis 

results and some design improvement methods are suggested for the 

detail design to be performed in the future.

Ⅳ. Result of the project

As a result of electromagnetic analysis, the lifting force was 

calculated to meet the design condition of 2000 N when 36 A of 

input current is applied to the lifting coil. However, the lifting force 

could increase by design change of the armature, pole, coil,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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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coil housing and relative position of those component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more improved CRDM can be 

developed by the design optimization in the detail design.

As a result of thermal analysis, the coil temperature increases 89 °C 

relative to the circumferential temperature when the input current to 

exert 2000 N of lifting force is applied. The temperature 

increasement of the coil for the case of considering the RCS 

temperature is 3~4 times more than the case of not considering the 

RCS temperature.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tail design of 

the coil stack assembly and the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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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위탁과제 수행의 목적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에서 예비설계를 수행 중인 일체형원자로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 제어봉구동장치 (Control Rod 

Drive Mechanism, CRDM)에 대한 전자기장해석을 통해 제어봉구동장치

의 인양력이 주어진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열해석을 통해 코

일의 발열을 예측함으로써 일체형원자로 제어봉구동장치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한다.

제 2 절 위탁과제 수행의 범위

KAERI가 제공한 예비설계 자료(참고문서 5.1 및 5.2)를 바탕으로 전자기

장 및 열 해석을 수행하 다. 아직 설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

원전을 참조하여 가정한 설계값을 해석의 입력으로 사용하 다.

전자기장해석을 통해 코일에 전류를 인가했을 때 발생하는 자기력을 계산

하 고, 그 결과 주어진 설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 다. 또한 인양력

에 향을 주는 설계변수를 도출하고 CRDM 상세 설계 시 이를 활용하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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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SMART CRDM은 Westinghouse형으로 선정되었다(참고문서 5.1). 

Westinghouse형 CRDM(참고문서 5.4)의 설계특성 및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

다.

제 1 절 Westinghouse형 CRDM의 구성

1. 압력용기 (Pressure Vessel)

압력용기는 래치하우징과 로드행정하우징(rod travel housing)을 포함

한다. 로드행정하우징은 필요할 경우 래치집합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나사가공되어 봉용접된 보수조인트(maintenance joint)에 의해 

연결된다. 로드행정하우징 상부의 덮개는 압력 보전(pressure integrity)

을 위해 캐노피 봉용접된 나사 플러그이다. 래치하우징은 용기의 아

랫부분에 있으며, 래치집합체를 포함한다.

2. 코일뭉치집합체 (Coil Stack Assembly)

코일뭉치집합체는 코일하우징, 전선관(electric conduit)과 커넥터

(connector)로 이루어진다. 3개의 가동코일은 다음과 같다.

  - 정지그리퍼코일 (Stationary gripper coil)

  - 이동그리퍼코일 (Movable gripper coil)

  - 인양코일 (Lift coil)

코일뭉치집합체는 각각 개별적인 집합체이며, 래치하우징 외면에 설치

된다. 코일집합체는 래치하우징의 외면턱에 얹혀지며 기계적으로 고정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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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래치집합체 (Latch Assembly)

래치집합체는 안내관(Guide tube), 정지폴 (Stationary pole pieces), 이

동폴(Movable pole pieces)과 2세트의 래치로 구성된다.

 - 이동그리퍼래치

 - 정지그리퍼래치

래치는 구동축의 홈에 삽입된다. 이동그리퍼래치는 인양폴(lift pole)을 

상승, 하강시킴에 따라 15.875 mm 씩 상승, 또는 하강하게 된다. 정지

그리퍼래치는 이동그리퍼래치가 다음 이송을 위해 재위치하는 동안 구

동축집합체를 잡고 있도록 한다.

4. 구동축집합체 (Drive Shaft Assembly)

구동축집합체는 플렉시블커플링, 구동축, 해체단추(disconnect button), 

해체봉(disconnect rod), 체결단추(locking button)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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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estinghouse Type CRDM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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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Westinghouse형 CRDM의 작동순서

1. 인출

(1) 초기상태는 정지그리퍼(Stationary gripper)가 구동축 홈(Drive rod 

ass'y groove)에 삽입되어 제어봉을 구속하고 있는 상태임.

(2) 이동그리퍼코일(Movable gripper coil)에 전류를 가하면 래치잠금플

런저(Latch locking plunger)가 상승하고, 이동그리퍼래치(Movable 

gripper latch)가 회전하면서 구동축집합체 홈에 삽입됨. 이때 래치

(Latch tooth)와 홈 사이에는 1.2 mm 공극이 존재함.

(3) 정지그리퍼코일(Stationary gripper coil)에 전류 차단됨. 정지그리

퍼집합체의 래치잠금플런저가 하강함에 따라 래치가 하강하고 하중

이 이동그리퍼래치(Movable gripper latch)로 이동함. 플런저가 계속 

하강하면 정지그리퍼래치가 회전하면서 홈에서 풀림.

(4) 인양코일(Lift coil)에 전류 인가됨. 이동그리퍼집합체와 구동축집합

체가 5/8"(15.875 mm) 상승함.

(5) 정지그리퍼코일에 전류 인가. 플런저가 상승함에 따라 3단 링크

(three links)가 작동하여 정지그리퍼래치(Stationary gripper latch)

가 회전하여 구동축집합체 홈에 삽입된 후 구동축을 1.2 mm 상승

시킴. 하중이 정지그리퍼래치로 이동함.

(6) 이동그리퍼코일에 전류 차단. 이동그리퍼래치가 구동축집합체 홈에

서 풀림.

(7) 인양코일(Lift coil)에 전류 차단. 이동그리퍼래치가 15.875 mm 하

강. 초기 상태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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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삽입

(1) 초기상태는 정지그리퍼(Stationary gripper)가 구동축 홈(Drive rod 

ass'y groove)에 삽입되어 제어봉을 구속하고 있는 상태임.

(2) 인양코일(Lift coil)에 전류 인가. 이동그리퍼래치(Movable gripper 

latch)가 15.875 mm 상승함.

(3) 이동그리퍼코일(Movable gripper coil)에 전류 인가. 이동그리퍼래

치가 구동축집합체 홈으로 삽입됨. 래치(Latch tooth)와 홈 사이에는 

1.2 mm 공극이 존재함.

(4) 정지그리퍼코일(Stationary gripper coil)에 전류 차단. 정지그리퍼

집합체의 래치잠금플런저가 하강함에 따라 래치가 하강하고 하중이 

이동그리퍼래치(Movable gripper latch)로 이동함. 플런저가 계속 하

강하면 정지그리퍼래치가 회전하면서 홈에서 풀림.

(5) 인양코일(Lift coil)에 전류를 차단. 이동그리퍼래치와 구동축집합체

가 15.875 mm 하강함.

(6) 정지그리퍼코일(Stationary gripper coil) 전류 인가. 플런저가 상승

함에 따라 3단 링크(three links)가 작동하여 정지그리퍼래치

(Stationary gripper latch)가 회전하여 구동축집합체 홈에 삽입된 후 

구동축을 1.2 mm 상승시킴. 하중이 정지그리퍼래치로 이동함.

(7) 이동그리퍼코일(Movable gripper coil) 전류 차단. 이동그리퍼가 홈

에서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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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SMART CRDM의 구조 및 특징

MART CRDM의 예비설계 수행결과는 그렴 3과 같다.(참고문서 5.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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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변호 부품명

인양.il일

ID: 0188mm

W: 210mm

이동그리퍼표얼

2 ID: 0188mm

W: 210mm

정지그리퍼코일

3 ID: 0188mm

찌T: 200mm

4 이동그러퍼래치

5 정지그러퍼래치

6 인양폴

7 인양아마츄어

8 이동그리퍼아마츄어

9 정지그리퍼폴

10 정지그리퍼아마츄어

11 제어봉구동축

12 플럭스링

13 래치히·우정

14 코일하우징 (미표기)

그림 3. SMART CR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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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 CRDM 각 부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CRDM은 1개의 인양코일， 2개의 그리퍼코일(이동그리퍼코일， 정지그리퍼

코일) 그리고 2개의 그리퍼(이동그리퍼 정지그리퍼)로 구성된다.

정지그리퍼가 구동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그리퍼 코일에 전류가 91

가되면 이동그리퍼폴과 이동그리퍼아마츄어 사이에 자기인력이 발생하여

이동아마츄어가 위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이동래치는 내경방향으로 움직

이면서 제어봉구동축의 홉에 체결(engage) 된다.

이동래치가 체결된 상태에서 인양코일에 전류가 인가되면 인양아마츄어와

이동그리퍼아마츄어가 위로 움직이면서 제어봉구동축을 l스템 인양하게

된다.

코임하우정， 플럭스링(fl ux ring) , 폴(pole) 및 아마츄어 (armature)는 자성

재질이며 코일에 전류가 인가됐을 때 전체적인 자로를 형성시켜준다.

래치하우징은 비자성 재질로 설계되었다. 만약 래치하우징이 자성 재질이

라변 대부분 자속이 래치하우정으로 흘러서 폴과 아마추어 사이에서 발생

하는 자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이

다.

플렉스링은 코일하우징과 폴， 아마추어 사이에 위치하여 비자성체인 래치

하우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높은 릴럭턴스(reluctance)를 감소시킴으

로써 전체적인 자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자기력을 높여주는 기능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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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MART CRDM의 설계조건

MART CRDM의 전자기장 해석을 위한 예비설계요건은 표 1과 같다. 본

해석에서는 전자기장 해석을 통해 표 1의 설계요건 중 payload 2000 N의

만속여부를 확인하며 열 해석을 통해 구동모터의 온도분포를 확인한다.

표 1. SMART CRDM 설계초건

;5。LE-1L 설계요건

형식 Latch type magnetic jack

설계압력 17 MPa

설계온도 370°C

운전압력 15 MFa

운전온도 미정

Step 10 mm

Payload (Max) 2000 N

냉각방볍 강제공냉식

구동모터 설계온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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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자기장해석

1. 모델링

가. 형상 모델링

CRDM 전자기장 해석모텔은 그림 3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KAERI가 제공한 설계조건 이외의 많은

션계변수가 요구된다. 본 해석에서는 상용원전 동을 참초하여 필요

하 입력변수를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전자기장 해석 입력변수

항목 값[mm] 바고

폴&아마츄어 내경 63.5

폴&아마츄어 와경 125.714 상용원전 값

코일 외경 220 창조

코일하우징 와경 254

정지그리퍼 아마츄어 길이 150

정지그리퍼 폴 길이 100

이동그리퍼 아마츄어 길이 135 그렴 3 창조

인양아마츄어 길이 265.8

인양폴 길이 100

정지그리퍼 아마츄어와 정지그리퍼폴 사이의 공극 1.2
임의로 가정

정지그리퍼폴과 이동그러퍼아마츄어 사이의 공극 31.2

이동그리퍼아마츄어와 인양아아츄어 사이의 공극 0
설계요건

인양아마츄어와 인양폴 사이의 공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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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코드는 ANSYS 10.0 (참고문서 5.5)을 이용하였으며 그림 4와

ZJ-이 축대칭 해석모델을 작성하였다. 실제 제어봉구동장치를 완벽

하 축대칭으로 볼 수는 없으며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

하 부분들은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

므로 그 영향을 무시하기로 한다.

당초 CRDM의 설계조건에서 이동그리퍼의 체결 시 이동그리퍼아

마츄어와 인양아마츄어 사이의 공극이 영(Q mm)으로 제공되었으

며 이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설계의 경우 잔류자

속으로 인해 제어봉구동장치의 구동속도 및 제어봉 삽입성에 문제

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과체에서는 이동그리퍼아마츄

어와 인양아마츄어사이에 비자성 채질의 스페이서를 추가하여 체

결 시 자기적으로는 공극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석을 수행하

였다. 스페이서의 두께는 1.2 mm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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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자기장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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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성치

CRDM의 플럭스링， 코일하우징， 폴， 아마츄어는 자성체이며 자기적

으로 비선형성을 갖는다. 즉 자계강도(magnetic field intensity)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구간 동안은 비교적 선형적으로 자속밀도가 증

가하다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포화가 시작되어 자속밀도의 증

가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전자기장 해석은 반一

시 비선형해석이 이루어진다. 본 해석에서 역시 이러한 재료의 비

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 각 재질에 대한 BH 독선(참고문서 5.3) 이

그렴 5와 같이 사용되었다. 플럭스링， 코일하우징， 폴， 아마츄어 외

의 부품은 비자성체로서 비투자율 1을 적용하였다.

이양코일의 턴수는 280, 그리퍼코일들의 턴수는 830으로 적용하였

다.

다. 유한요소 모델링

사용된 요소는 PLANE 13으로 2차원 4각형 요소이다. 전체요소 수

느 611367~ ， 절점 수는 611417~를 사용하였다. 그림 6은 이 렇게 작

성된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내며 보다 정확한 자기력계산을 위해

공극에 요소를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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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자기장해석 유한요소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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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방법

체결된 상태를 가정하였다. 즉， 이동그리퍼

닫힌 상태이고 이동그리퍼코일에

그리퍼느시해석

아마츄어와

이양력

쁜
고
。이양아마츄어의

느 7 A(참고문서 5.4)의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양증가시켜가면서전류를 30 A에서 40 A까지 2 A씩이양코일의

축 부분과 공기층의력을 계산하였으며， 경계조건으로는 축대칭모텔의

고정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최외곽 절점들에

구하였으며이용하여method)으work가상일방법 (virtual이양력은

합으로힘의받느이동그리퍼아마츄어가힘과이양아마츄어가 받느

이이양력이이양 시제어봉

아나라

CRDM에서」션계된혀재계산하였다.

이동그리퍼아마츄어에서도

대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것이

부품이 같이

발생하느

발생하며， 이 두 가지

천명은 아래와 같다.

양아마츄어에서만

함께

하 구체적 91

7과 같다.그램나타내면개념적으로전자기장 해석모델ACRDM의

이 두 부품

움직이는 구조이다. 모

이동그리퍼아마츄어를 나타내며

은 Gap2의 최소 크기에 제한이 있을 뿐 같이

델에서 두개의

이양아마츄어를 B느A느

두 부품 A, B 모두 자기력으코임에 전류가 인가되면

받는다. 자기력은 각 부품과 인접한 공극의 자속밀도를 이용해 계산되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부며， 각 부품의 외곽변 전체에

품의 자기력은 식 (1), (2)와 같이 각 변에서

대해 적분이

발생하는 자기력의 합으

로 표현할 수 있다.

(1)

(2)

F A=F Al+F A2+F A3+ F A4

F B=F Bl +F B2+F /33+F B4

여기서 실제로 축빙-향의 자기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두 공극 부분이며

축방향 자기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따라서 위의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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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F AI +F A3 (3)

F B늑FBI (4)

여기서 F A3와 FBI느 7.J.으L
t= ‘- 공극(Gap2)에서 발생하 힘이므로 크기느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리고 Gap2의 크기가 Gapl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기력보다 크다.자기력은 Gap 1에서

동일한 기자력 (magnetomotive force)을 받는 경우 Gap2에서 발생하느

천사 Coil 1에 의한

기자력이 크더라도 CRDM에서는 두 그Z 二J.. Ol
。-， -1 크기차이에 의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식 (5)~ 여전히 유효하다.

IF BII = IF A31>IF All (5)

이 모텔에서 Coil 1에 의한 주 인양력은 부품 A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Coil 1에 의한 자속 일부느 부품 B까지 영향을 미쳐 이정 .!:!..프t 010.1:’ \!..- '-.: 。

발생한 힘의 합으고려해야 하며， 인양력은 부품 A와 B에서

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부품 A와 B

늘 같이

로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은 작동상태의 경우 부품 A의 힘을 분석하면 F Al은 양의

축방향이며 F A3는 음의 축방향이다. 부품 A와 B를 인양시키느 힘은

F Al 인데，대부분 Gapl에서 발생하느 힘 부품 A의 자기력을 구하면

Gap2에서 발생하느 힘 F A3까지 포함된 힘이 계산된다. 여기서 F A3

'-- 부품 A와 B가 서로 끌어당기느 힘이며 FBI과 서로 상쇄되느 힘

어l 불과하다. 그런데 F A3의 절대값 크기가 더 크므로 부품 A가 받느

자기랙의 합력으 계산하면 음(-)의 값이 나올
까‘

T 었다. 따라서 마치

이것으이양력이 음(-)의 값이 나오느 것으로 오해할
ιk

T 있는데， =T
이양력에 해당되는 힘 F Al에 이미 하나의 집합체처럼 같인 움직이느

A와 B사이의 내력에 해딩-되느 F A3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텔의 이양력A 구하기 위해서느 7.J.이 움직이는 두 부품

A, B의 자기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A와 B 사

18



이양력의 대부분이이양력이며，
{

반
F Al이다.

상쇄된이력은 서로

은 Gap 1에서 발생하느

이의 강하

코일 2의부품 B와하다면，계산하고자이양력으만약 부품 A만으로

힘만으로않아야 하며， 이 경우 부품 A가 받느모델 변수를 고려하지

다른발생하느실제 시스템에서그러나 이느

무시된 것이므로

았다.
까‘

T구하이양력으

계산값이라 할정확하효과틀이간의 커플링

없다.

효}b부
1

까‘

T

Gα!pI

FA1

FA2

Coil2

F

뼈
-
h
H

냉
fB2

A

B

FB3

Z

l
FA4

FB4

계산을 위한 개략도그립 7. CRDM의 자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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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결과 및 고찰

전류에 따른 인양력 해석결과는 표 3 및 그림 8과 같다. 표 3은 체결

시 공극이 1.2 mm 있는 경우에 대해 각 부품이 받는 자기력을 나타

내 것이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각각 자속밀도 분포와 자속선이며 36

A 인가 시의 결과이다.

가. 인양력

표 3 및 그혐 8의 해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양코일에 36A ~

가 시 설계요건으로 주어진 2000 N의 인양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의 각 부품틀에 발생하는 힘을 보면 앞의 해석방법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인양아마츄어에 음(-)의 힘이 이동그리퍼아마츄어에

양(+)의 힘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36A 인가 시 인양아마추어

에 발생하는 힘은 -2254.3 N이며 이동그리퍼아마츄어에 발생하느

힘은 4308.7 N으로 계산되었다. 인양아마츄어가 받는 자기력은 크

게 인양폴과 인양아마추어사이의 공극(Gapl)에서 발생하는 힘과

이양아마츄어와 이동그려퍼아마추어 사이의 공극(Gap2)에서 발생

하는 힘으로 구성된다. 이 중 Gap2에서 발생하는 힘은 이동그리퍼

아마추어가 받는 힘 4308.7 N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따

라서 실질적인 인양력이라 할 수 있는 Gapl에서의 자기력은

(-2254.3 N) - (-4308.7 N) = 2054.4 N으로 계산된디 .

이양 시 래치공극이 영(Q mm)인 경우와 1.2 mm 인 경우의 자기

력 차이는 크지 않다. 공극이 1.2 mm인 경우 자기력이 다소 크게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아마츄어와 코일의 상대적 위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본 해석에서는 CEDM을 축대칭으로 모텔링하였다. 그러나 실제

CEDM은 완벽한 축대칭이라고 볼 수 없는 몇 가지 부품틀이 있다.

20



이러한 부품들로 인해 실제 자기력은 해석결과보다 작을 수 있다.

따라서 해석결과 값틀에는 설계여유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

며， 그 크기에 관해서는 상세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3 자기력 해석 결과

전류[A] 인양아마츄어 이동그리퍼아마츄어 인양력

30 -2683.4 4238.1 1554.7

32 -2542.3 4263.2 1720.9

34 -2399.2 4286.6 1887.3

36 -2254.3 4308.7 20닮.4

38 -2108.9 4329 .1 2220.2

40 -1966.1 4347.6 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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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36 A 인가 시 자속밀도 분포

23



그렴 10.36 A 인가 시 자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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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류방향

본 과제의 해석 수행 시 그리퍼코일의 전류와 인양코일의 전류방

향은 모두 같게 하였다. 그 결과 자속선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의

A 부분을 보면 그리퍼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계강도(magnetic field

intensity)의 방향과 인양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계강도의 빙-향이 서

로 반대가 되므로 이 부분으로 자속이 많이 흐르지 못 한다. 따라

서 전체적인 자속의 흐름이 인양코일과 그리퍼코일을 모두 감싸느

형태로 발생한다. 이 경우 두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계의 커플령 효

과가 크게 나타나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틀어지므로 향후 설계개

선을 하는 과정이 복잡해 질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상세천

계단계에서는 인양코일과 그리퍼코일의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느

션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코일의 전류가 서

로 반대방향일 경우 각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장이 서로에게 미치

느 영향이 작아서 각 설계변수의 최적화를 하는 과정이 수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인양아마츄어를 인양코일과 이동그리퍼코

일 중간의 위치에서 둘로 나누거나 흠을 가공해 준다면 두 코일에

서 발생되는 자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폴과 아마츄어의 크기나 코

일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최적의 값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

되므로 다른 설계변수에 대한 최적화 과정보다 전류빙-향의 선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5



ys

끼|
|

l
L

.495E- l:J 3

.166194

.331892

.49759

.663289

.828형 87

.99 <1 686
1. 16
1.갱26

1. 492

그림 11. 인양코일 주변의 자속선 및 자속밀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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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품 설계

본 해석에서는 많은 설계변수에 대해 가정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션계의 최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설계로도 인양력 2000

의 설계요건은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향후 상세설계 단계

에서 여러 설계변수의 조정을 통해 보다 향상된 설계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상세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설계변수느

다음과 같다.

(1) 플럭스 링

그렴 11 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모벨은 플럭스링에서 누션

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럭스링의 위치

와 크기를 조절하여 누설을 최소화시키면 자기력을 현 설계보

다 증가시킬 수 있다.

(2) 코일

혀재 인양코일의 턴수는 280이다. 코일의 턴수는 자기력과 비

례하는 설계변수로서 코일의 턴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동일하

자기력 발생을 위한 입력전류를 줄일 수 있다. 코일의 턴수가

증가하면 저항도 증가하나 코일의 발열은 저항에 비례해서 증

가하는 반면 전류에는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코일의 발

열 측면에서는 주어진 코일 영역의 공간에서 최대한 턴수슬

뇨라는 것이 효율적인 설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코일의 턴

수가 늘어나면 인덕턴스가 증가하여 전류인가 시 기계적인 용

답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상용원전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코일하우정

혀재 코일하우징의 설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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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임의로 가정하였다. 코일하우징의 두께는 전체 시스템

의 릴럭턴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전자기적 91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쿄일하우정의 두께를 최대한 크게 하여

릴럭턴스를 줄임으로써 자기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코일하우정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그 만큼 냉각유로의 면적이

줄어틀고 코일하우정의 무게가 증가하므로 코일의 냉각과 동

적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적인 구

속요소와 연관하여 설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또하

코일하우정의 형상도 설계개선이 필요하다. 자속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적절히 제거함으

로써 무게를 줄일 수 있다.

(4) 폴&아마츄어

폴과 아마츄어는 실제로 자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서 그 설계 결과가 제어봉구동장치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폴과 아마츄어의 축벙-향 길이와 코일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자기력은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설계최적화가 필요할

것이다. 폴과 아마츄어의 내경은 최대한 작게 설계할 경우 전

자기적 측면에서 유리하나 너무 작게 설계 했을 시 삽입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계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다. 또한 엽력전류리플의 정도에 따라 슬릿을 가공하느 천

계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실제로 CEDM의 경우 방사모양의

슬렷이 일정한 각도로 가공이 되어 있으며 이는 입력전류려플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와전류손(eddy current loss)을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도한 슬릿의 가공은

자기력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적화 과정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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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열해석

1. 모델링

가. 형상 모델링

해석모텔은 그림 12와 같이 기본적으로 전자가장 해석 모델과 똥

일한 형상이나 2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원자로냉각재에 잠겨있

느 부품(폴， 아마츄어)에 대해서는 동일한 온도초건이 적용되므로

모텔링에서 제외하였다. 툴째， 코일 밀봉재(Encapsu]an t)는 전자기

장 해석에서는 큰 영향이 없으나 열 해석에서는 코일의 온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5.5 mm 두께로 가정하여 모델링하였다.

나. 물성치

각 채질의 열전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코일의 냉각조건에 대하 천

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냉각공기에 의한 대류

느 고려하지 않았다.

표 4. 열 해석 입력변수

-님「걷~ 재질 열전도계수 [W/m-K]

플럭스링 1010 Carbon Steel 49.8

래치하우징 STS 302 16.2

코일하우정 1010 Carbon Steel 49.8

코일 구리 385.0

밀봉재 실려콘 1.0

N/A 공기 0.022952

출처 : http:;/www.mat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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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12. 열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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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한요소 모델링

유한요소 모댈은 그림 13과 같으며 PLA1‘ill 13을 사용하였으며 전

체요소 수는 9784개 절접 수는 100327~를 사용하였다.

그립 13. 열해석 유한요소모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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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품 설계

주 요인은 고코임옹도 상승의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열해석

워자로냉각재있다.얄수열전탈엄A워자로냉각재로부터의오의

코。통해밀봉재들코일의그리고래치하우징과 공기충열은의

워자로냉각재와 직접 접촉하전달된다. 래치하우정의 경우내부로

막으열전달은래치하우정까지의높기 때문에계수가열전도며

위단열A효과적인사이에코。래치하우징부터없다. 따라서
/
T

내부로부터 제어

효과슬냉각공기의

하다. 이와 반대로 코。

높여줌으로써열전달은

고려해야

외부로의봉구동장치

최대화해야 한다.

하 성계변경으

변경션계밀봉재의아래와 같은위해서느천계변경으위와 같은

아음 고려할 수 있다.

재질로 선정하고사이는 열전달 계수가 낮으

하다.

- 코일과 래치하우징

최대한 크게두께를

콩기층에 의한 단열효과도 큰미봉재 사이의래치하우징과 코。

높은 플션계에서는 열전도율이것으로 판탄된다. 그러나 현재의

이 부분을 통한 열전달로렉스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러
「

프
르

발생시키는 것으로

혀재의

스링은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상세설계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줄이는 설계

생각된다.

많은 누설자속으

온도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전자기장해석에서도

코임의이해

하다.e
늘

재질로 선정하고

코임과 래치하우

사이는 열전달 계수가 높은- 코일과 코일하우징

미봉재슬

정 사이에만 채우고 코일과 코일하우징 사이에는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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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오
「

듣}人케 c;:
c::: ζ=’ ....L...

및 대외 기여도

본 과제에서는 SMART CRDM 개념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

기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SMART CRDM의 가장 중요한 기농

중에 하나인 원자로 내에서 제어봉을 구동할 수 있는 인양력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SMART CRDM 개념설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인양력이 만족하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 본 해석을 통해 SMART CRDM에 대한 전자장해석 모델

을 개발하였으며， 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설계변수틀 (인양력 향상

방안， 부품성능 개선 방안 동)을 도출하여 향후 상세설계단계에서 성능이 우

수한 SMART CRDM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장해석과 병행하여 수행한 열해석을 통해 SMART CRDM의 전류변화에

따른 코일의 온도를 계산하고 변화를 검토하였다. SMART CRDM이 작동하

기 위해서는 코일에 전류를 공급해야 하는데 코일이 허용하는 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SMART CRDM 구동 전류에 의한 발생하는 열， 원자로냉각재

온도 및 주변 공기온도에 의해 코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런 관점에서 열해석을 통해 SMART CRDM 구동전류에 의한 코일의 온도변

화 및 원자로정상 운전조건을 가정한 원자로냉각재 온도와 주변공기 온도조

건에서의 코일의 온도변화를 계산하여 효율적인 코일의 냉각시스템 설계에

화용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틀을 통해 SMART CRDM의 개발 가능성을 확91

함으로써 본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상세설계 시 고려

해야 할 설계고려사항까지 제시하였다.

본 과체의 결과는 향후 SMART CRDM의 상세설계 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

으로 파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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