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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 는 재료의 조사시험  핵연료 의 내압변화 측

정을 하여 압력측정용 LVDT가 이용되며, 핵연료 소결체의 길이변화 측정, 재

료의 creep 정도와 피로도의 측정을 하여 변형측정용 LVDT가 이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내방사선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선형변 차동트랜스)의 개발과 련하여 연구용원자로와 같은 방사선 환경 하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측정용 LVDT와 변형측정용 LVDT의 기본설계 내용을 

기술하 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내방사선 LVDT의 국내외 기술 황을 분석

하고, 각 부품과 조립을 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개략 인 부품의 가공방법과 

조립 차 등을 수립하 다.

   이러한 내방사선 LVDT는 재 국외의 극소수 기 에서 주문에 의해 제작되

어 고가에 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 으로 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

다. 이에 따라 LVDT 확보를 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핵연료 는 재료의 조사시험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렴하게 내방사선 LVDT를 공 하여 핵연료와 재료의 조사시험을 보다 원활하

게 수행하기 하여 국산화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번에 설계된 내방사선 LVDT들은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3-Pin 

FTL(Fuel Test Loop), 특수목 용 캡슐 등과 같은 성자 조사장치에 장착되어 

사용될 것이며, 내방사선 LVDT를 국산화함으로써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핵연

료  재료 조사시험의 활성화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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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for measuring the 

pressure level was used to measure the pressure of a nuclear fuel rod during 

the neutron irradiation test in a research reactor. A LVDT for measuring the 

elongation was also used to measure the elongation of nuclear fuels, and the 

creep and fatigue of materials during a neutron irradiation test in a research 

reactor.

In this report, the basic design of two radiation-resistant LVDTs for 

measuring the pressure level and elongation are described. These LVDTs are 

used a under radiation environment such as a research reactor. 

In the basic design step, we analyzed the domestic and foreign technical 

status for radiation-resistant LVDTs, made part and assembly drawings and 

established simple procedures for their assembling.

   Only a few companies in the world can produce radiation-resistant 

LVDTs. Not only these are extremely expensive, but the prices are 

continuously rising. Also, it takes a long time to procure a LVDT, as it can 

only be bought about by an order-production. The localization of 

radiation-resistant LVDTs i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them quickly and 

at a low cost. 

   These radiation-resistant LVDTs will be used at neutron irradiation 

devices such as instrumented fuel capsules, special purpose capsules and a 

fuel test loop in research reactors. We expect that the use of neutron 

irradiation tests will be revitalized by the localization of radiation-resistant 

LVD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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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선형변 차동트랜스)는 하

이나 압력과 같은 물리  변화량을 선형변 로 변환하는 것으로 오늘날 변

측정의 표 인 소자로 활용되고 있으며. 변 의 측정이나 제어용 sensor로 

리 이용되고 있다.

   내방사선이라 함은 방사선을 받아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잘 견디는 것을 의미

하며 철·니 ·크롬계 합 , 몰리 덴 합 , 니오  합  따 가 이에 속하며 고속 

증식로, 다목  고온 가스로, 핵융합로, 연구용원자로 등의 원자력 분야에 쓰인

다.

   핵연료 성능평가  개발을 해서 성자 조사시험  핵연료 특성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 

High-flux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에서 핵연료 조사시험  핵

연료 심온도와 표면온도, 핵연료  내압변화, 그리고 핵연료 소결체 길이변화

를 측정할 수 있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과 계장기술이 2003년도에 개발 

완료되어 재 활용 에 있다[1][2]. 한 성자 조사  재료의 creep 특성을 

측정하기 한 creep 캡슐과 피로특성을 측정하기 한 피로 캡슐과 같은 특수

목 용 캡슐이 개발 완료되었고, 3-Pin 노내조사시험시설(FTL, Fuel Test Loop)

의 개발이 완료되어 시운  단계에 있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 는 재료의 조사시험  핵연료 의 내압변화 측

정을 하여 압력측정용 LVDT가 이용되며, 핵연료 소결체의 길이변화 측정, 재

료의 creep 정도와 피로도의 측정을 하여 변형측정용 LVDT가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LVDT는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므로 

내방사성 기능을 가져야 오랜 조사시험 기간 동안에 건 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내방사선 LVDT는 재 국외의 극소수 기 에서 주문에 의해 제작되

어 고가에 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 으로 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

다. 이에 따라 LVDT 확보를 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핵연료 는 재료의 조사시험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한 핵연료  재료 조사시험의 활성화를 하여

보다 신속하고 렴하게 내방사선 LVDT를 공 하여야하는 필요성이 두되었

고 이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압력측정용 내방사선 LVDT와 변형측정용 

LVDT를 개발하고자 한다. 방사선 환경 하에서 사용하는 내방사선 LVDT를 개

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LVDT의 기술 발  뿐 아니라 방사선 계측기의 기술발

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외화 감에 막 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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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제 2 장에서 LVDT의 일반  특성, 국내외의 기술 분석 

황, 그리고 이론  분석을 기술하 고, 제 3 장에서 압력측정용 LVDT와 변형측

정용 LVDT의 기본설계 내용을, 제 4 장에서는 결론을 각각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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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LVDT의  일 반  특 성 과  국내외  기술 분 석

2.1  LVDT의  일 반  특 성

   Herman Schaevitz박사가 1946년 "The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SESA, Vol. IV, No.2)를 발표함을 시작으로 LVDT를 산업에 용

시키기 한 개척자  노력에 의하여 고  골동품에 불과했던 LVDT가 오늘

날 변 측정의 표 인 소자가 되었다. LVDT는 오늘날 변 측정의 표 인 

소자가 되었다. LVDT는 변 의 측정이나 제어용 sensor로 리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 이나 압력과 같은 물리  변화량을 선형변 로 변환하는 수단

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 성과 반복특성, 극한 환경에서의 측정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방면의 산업 장과 군사․우주항공 분야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 변환기

(transducer)이다. 

    LVDT의 응용원리는 그림 2.1과 같이 독립개체로 움직이는 두 개의 core 변

에 비례하는 기출력을 발생시키는 기-기계 인 변환기(electro-mechanical 

transducer)이며, core의 변 에 비례하여 기  출력이 생성되는 장치이다. 

C ore

Secondary  
Coil

Secondary  
Coil

Primary  
Coil

Secondary  
Coil

Secondary  
Coil

Primary  
Coil

그림 2.1 LVDT 기본 원리

   Primary(1차) coil을 감은 원통형의 coil bobbin에 두개의 secondary(2차) coil

을 칭으로 감은 구조이며, coil 속으로 core를 삽입하면 primary와 secondary 

coil들을 연계하는 자력선의 유도가 생긴다. Primary coil이 외부의 AC source에 

의해 자화되면 core를 통하여 두 개의 secondary coil에 압이 유도된다. 

Secondary coil이 서로 감긴 방향이 반 가 되도록 속하면 출력 압은 두 

secondary coil 압의 차가 되며, core가 앙(null 치)에 치할 때 두 압은 

상쇄되어 (null)이 된다. Null 치로부터 압이 증가하는 coil방향으로 cor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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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키면 유도 압은 증가하고, 그 반 의 coil로 이동시키면 감소한다. 이러한 

동작으로 core의 치변화와 함께 직선 으로 변하는 편차 압의 출력이 생성된

다. 

   LVDT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coil과 core는 과 마찰이  

없어 마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실질 으로 무한한 수명을 갖는다. 항이 

 없는 장치이므로 마찰부하가 허용되지 않는 섬세한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유연한 소재의 동  편향이나 진동 테스트, 섬유, 기타 고 신축성 소재의 

인장이나 creep test를 들 수 있다. 둘째, 무한분해능이다. 즉, 아무리 미소한 

core의 움직임일지라도 이에 상응하는 출력이 생성되어 무한한 분해능이 제공되

며, 이 분해능은 사용하는 자장치의 성능에 따라 제한된다. 셋째, LVDT 구조

의 칭성으로 인하여 (null position)의 재 성에서  안정 인 특징을 갖

는다. 넷째, 변화에 한 반응 속도가 정확하고, 빠르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환경 

친화형으로서 LVDT의 구조재료는 주로 스테인리스강이므로 부식성 액체 는 

유독성 기체가 발산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변환

기  하나이다. 용 폐가 가능하므로 외부와의 속단자가 안정성 있는 방식

을 따른다면 인화성 환경이나 분진이 포함된 험한 분 기에서도 사용이 가능

하다. 액화질소나 액화산소에 잠기는 극 온환경에 합한 소재와 기술로 만들

어진 모델도 있으며, 600℃의 고온과 고 도 방사능의 핵 반응장치용 구조, 연속

인 고압유체환경과 이들 극한 환경들이 복합 으로 첩되는 환경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LVDT가 있다. 한 크기가 소형이고 경량이라는 장 도 

있다.

   LVDT의 응용 분야는 다양하다. 여기서 몇 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속도나 도로 사정에 계없이 자동차의 안락한 승차감을 지속 으로 제공하

기 한 컴퓨터제어 가 시스템(auto suspension system), 유압밸 에 장착되어 

spool 치의 feedback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spool의 치를 지속 으로 감시하는 

제어시스템, 속 의 압착에서부터 제지․비닐제품․식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압

착제품들의 두께 제어시스템 등에 활용된다. 한 온실용 비닐막 제품의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천후 노출로 인한 취약 부분의 열이나 부풀음 상

의 방, 일정한 온도의 튀김 가마 속에서 포테이토칩이 튀겨질 때 맛과 색깔을 

고르게 하기 하여 튀김온도의 변화에 맞추어 반죽의 두께를 제어하고, 무게 계

량시스템의 스 링 변형량을 측정하거나 하 을 측정하는 load cell로의 이용, 고

열․먼지․진동 등의 가혹 환경에서 로  팔의 동작을 감지하는 sensor로 이용

되기도 하며,  자동인출기에서 지폐가 려진 roller를 통과할 때 roller가 지

폐의 두께만큼 로 들리는 것을 감지하여 지폐의 수를 헤아리는 등 우리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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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한 곳에 많이 사용된다.

   반면에 설계에 해서 일정한 기  방식이 없으므로 사용 조건에 따라서 최

의 방법을 선택하여야하고, 고정 도로 효율이 좋은 차동 변압기의 설계에는 

기술과 경험을 필요하며, 잔류 압이 있을 수 있고, 사용 온도 오차  주 수 

오차가 있으며, 주  자계의 향을 받고, 원거리의 측정에는 리드선의 향이 

있을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한편 LVDT의 기본구조를 변형시켜 응응하면 정확도가 우수한 회 각 측정

이나, 회 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인 RVDT(Rotary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회 변  차동트랜스)로도 이용이 가능하다[3].

2.2 LVDT의  국내외  기술 분 석

   국내에서는 LVDT를 양산하거나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하는 업체가 거

의 없고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특수 시스템을 제작하기 

하여 해당 시스템에 합한 LVDT를 자체 제작하는 업체와 개발을 해본 경험

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나 연구소가 극소수 있는 실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내에

서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sensor를 제작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단지 방사

선 환경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으나 내방사선 기술이 즈

에 집약되어있으므로 LVDT에 용할만한 기술이 없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방

사선 환경에서 사용하기 한 LVDT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악되었다.

   국외의 경우에 LVDT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나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하기 

한 내방사선 LVDT를 생산하는 업체는 극소수이다. 재 우리 연구원에서 사

용하고 있는 내방사선 LVDT는 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문에 

의해 생산되므로 최소한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가격은 고가일뿐더러 

지속 으로 그 값이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약 3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재 연구용원자로에서 캡슐을 이용한 조사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뢰도가 높은 내방사선 LVDT를 선정하여 그 련 기술을 분석

하 다. 그림 2.2는 재 사용 인 LVDT를 분해하여 각 부품의 형상과 조립 

상태를 악하고, 재질을 분석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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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LVDT의 부품  성분 분석

  

 2.3 LVDT의  이 론  해 석 [ 4 ]

   그림 2.3의 개념도에서와 같이 Core를 반경이 ri, 길이가 La인 원통형 철(iron)

이라고 한다. Stator 내부에 감겨진 primary(1차) coil과 secondary(2차) coil들의 

외경은 ro, 내경은 ri로 한다. 이때 coil이 감긴 former의 두께(e)는 무시한다. 

Primary coil이 감긴 넓이를 b, secondary coil이 감긴 넓이를 m, primary coil과 

secondary coil의 간격을 d라고 한다. 

   그림 2.3의 자기  경로(magnetic path) Path-1에서 primary coil의 

ampere-turns를 A라하고, Path-1의 경로의 길이(path length)를 l, 자계(field 

length)를 H라고 하면





 



 



  


     (식 1)

이다. 그러나 



  은 



에 비하여 아주 으므로 무시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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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는 기자력(magneto motive force)을 의미한다. 이것은 core 표면에서의 

설자속 도(leakage flux densities)는 primary coil의 양끝인 core의 L1과 L2에서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3 LVDT의 이론  해석을 한 개념도 (1)

   만일 secondary coil의 단면에서 한 element ring의 내경을 y,  두께를 δy라고 

하면 자속 도는 BL·ri/y가 된다. 이때 BL은 core 표면에서(y=ri일 때)의 설자

속 도를 나타낸다. 만일 BL과 -BL이 각각 L1과 L2 치에서의 core 표면에서

의 설자속 도라고 하면(core에서 stator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함.) 다음과 같

이 식을 얻을 수 있다.





  



 




   




     (식 2)

   그러므로 식 1과 식 2에 의해 시 3을 얻을 수 있다.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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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2에서도 Path-1에서와 유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Primary coil의 한

쪽 끝으로부터 Lp만큼 떨어진 곳의 단면을 생각했을 때 ampere-turns는 A·Lp/b

이다. BLp가 이 단면 치에서 core 표면의 설자속 도라고 한다면 식 3에 따

라 식 4를 얻을 수 있다.

    


∙      (식 4)

이때       이고        이다.

   Core의 표면을 따라 나타나는 설자석 도의 분포는 그림 2.3의 아래쪽 그래

와 같다.

   만일 모든 자기  경로가 그림 2.3의 Path-1과 path-2와 같다면

 




         (식 5)

으로 표 할 수 있고

  

 
     (식 6)

과 같이 주어진다.

   식 3에서 BL2를 식 6에 입하면 다음 두 식을 얻을 수 있다.

 

 
∙   


     (식 7)

 

 
∙   


     (식 8)

   여기서 원통형 core의 양쪽 끝 면으로 부터의 자속은 무시된다. 그림 2.4에서

와 같이 secondary coil에서 유도 압(induced voltages)을 찾기 하여 어떤 

elementary coil과 연결된 자속을 φx', 한 secondary coil 안쪽 면부터의 거리를 

x', 두께를 δx'라고하고, core가 이동한 거리를 x1이라고 가정하고, secondary coil

의 총 감김수를 Ns라고하면 elementary coil의 감김수는 Ns·δx'/m이고, 자속은 

φx'=BL1·2πrix‘이 된다. 따라서 secondary coil에 연결된 총 자속은 식 8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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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식 9로 나타난다.





′

′      (식 8)



 



′′




     (식 9)

그림 2.4 LVDT의 

이론  해석을 

한 개념도 (2)

   주 수 f인 압이 primary coil에 공 되면 즉 A=A·sin2πft이면 한쪽 

secondary coil의 유도 압 e1은 식 10과 같다.

 


∙


∙

 


     (식 10)

   이때 IP는 primary coil의 여기 력의 r.m.s 값이고, NP는 primary coil의 감김

수 이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의 secondary coil의 유도 압 e2는 식 11과 

같다.

 


∙


∙

 


     (식 11)

   따라서 차등 압(differential voltage)은 e=e1-e2이며 식 12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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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2)

   여기서 x는 core의 displacement 



 
  

 







     (식 13)

   
       (식 14)

이때  


 이다.

   여기서 K1은 transformer의 sensitivity이며, (1-x
2
/K2)는 linearity의 

coeffici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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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LVDT 기본 설계

3.1  설계 요구 사항

   본 연구에서 압력측정용(LVDT for pressure)과 변형측정용 (LVDT for 

elongation) LVDT 두 가지를 설계하 다. 압력측정용 LVDT와 변형측정용 

LVDT의 기본설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한다.

   ∙ 20~200 ℃의 온도에서 사용 가능하여야한다.

   ∙ 수 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폐되어 있어야한다.

   ∙ 핵연료 피복 의 끝부분과 용 할 수 있는 end plug 구조를 가져야한다.

   ∙ Zircaloy 핵연료 피복 과 용 이 가능하도록 end plug의 재질을 선정하여

야한다. 

   ∙ 방사선 환경에서 잡음(noise)없이 출력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압력측정용 LVDT는 30 bar 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길이측정용 LVDT는 ±2.5 mm 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사용되는 부품과 합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재질은 원자로의 사용 

환경에 합하여야한다.

3.2 LVDT의  구성

   LVDT의 주요 구성은 기계  변 를 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coil(primary 

coil과 secondary coil), coil을 감기 한 bobbin, 기계  변 를 감지하도록 하는 

core, core를 지지하기 한 supporter, coil이 감긴 부분과 core 등을 보호하기 

한 외통 등이다. 이는 압력측정용과 변형측정용 LVDT에 공통 으로 용되었

다. 

   그리고, 압력측정용 LVDT에는 압력계(pressure transducer)가 변형측정용 

LVDT에는 변형계(elongation detector)가 각각 설계되었다. 압력계는 압력의 변

를 core에 달하기 한 bellows와 이를 감싸고 있는 end plug로 구성하 고,  

변형계는 변형의 변 를 core에 달하기 한 core supporter와 이를 감싸고 있

는 end plug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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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품명 재질 수량 도면번호 비고

1 He-Leak Test Nipple Inconel 600 1
HAN-IC(CA)-DW-LV

DT(P)-07-001

2 MI Cable Nipple Inconel 600 2
HAN-IC(CA)-DW-LV

DT(P)-07-002

3
Differential Transformer 

Bobbin
Inconel 600 1

HAN-IC(CA)-DW-LV

DT(P)-07-003

표 3.1 압력측정용 LVDT 부품 목록

3.3 압 력측 정 용  LVDT 기본설계

   LVDT 설계의 요요소는 최  변 와 정확도를 꼽을 수 있다. 압력측정용 

LVDT는 30 bar까지 측정할 수 있고, sensitivity는 상온에서 약 5.0~6.0 mV/bar

의 범  안에 들어오도록 설계하고 이는 상세설계 단계와 노외시험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압력측정용 LVDT의 구조와 이의 조립 상태에 한 기본 설계 도면은 그림 

3.1과 같으며 각 부품의 종류와 각 부품의 재질, 수량 등에 한 제원은 표 3.1과 

같다.

그림 3.1 압력측정용 LVDT 설계도면(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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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fferential Transformer 

Magnetic Shield
Fe-Si-Foil 1

HAN-IC(CA)-DW-LV

DT(P)-07-004

5
Differential Transformer 

Housing
Inconel 600 1

HAN-IC(CA)-DW-LV

DT(P)-07-005

6
Differential Transformer 

Supporter
Inconel 600 1

HAN-IC(CA)-DW-LV

DT(P)-07-006

7
Pressure Supporter 

Upper Plug
Zr-4 1

HAN-IC(CA)-DW-LV

DT(P)-07-007

8 Pressure Supporter Zr-4 1
HAN-IC(CA)-DW-LV

DT(P)-07-008

9 Core ANSI 403 1
HAN-IC(CA)-DW-LV

DT(P)-07-009

10 Core Holder ANSI 316 1
HAN-IC(CA)-DW-LV

DT(P)-07-010

11 Bellows ANSI 321 1
HAN-IC(CA)-DW-LV

DT(P)-07-011

12 Bellows End Piece ANSI 316 1
HAN-IC(CA)-DW-LV

DT(P)-07-012

13 Sleeve Zr-4 1
HAN-IC(CA)-DW-LV

DT(P)-07-013

14 Pressure End Plug Zr-4 1
HAN-IC(CA)-DW-LV

DT(P)-07-014

15 Guide Sleeve Inconel 600 2
HAN-IC(CA)-DW-LV

DT(P)-07-015

16 MI Cable 선정 2
1.0 mm

20 m

17 Coil 선정 0.11 mm

18 Insulation Powder AI203
입자크기 

10㎛

   압력측정용 LVDT의 구조는 크게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와 

Pressure Transducer Assembly 두 부분으로 설계되었다.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는 core 변 를 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가지도

록 하 으며, 구조는 그림 3.2와 같다. 설계된 각각의 부품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He-Leak Test Nipple(1)은 Differential Transformer Bobbin(3)의 상단부에  

용 되며,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를 모두 조립하고 난 후에 helium 

분 기에서 끝부분을 용 하여 함으로써 Differential Transformer 내에 

helium gas가 충 되어 있도록 하기 하여 설계된 부품이다.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의 내부에 helium gas를 채우는 것은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이 외부로 잘 달되도록 하기 함이므로 조립이 완료된 후에  상태의 

확인을 하여 helium leak test를 수행할 것이다. MI Cable Nipple(2)은 

Differential Transformer Bobbin(3)의 상단부에 용 되며, coil과 연결된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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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직경 1 mm)(16)을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의 바깥쪽으로 인출

하기 한 것으로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 내부의 폐를 하여 MI 

Cable의 인출 부 는 용 될 것이다. MI cable을 신호선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방

사선 환경에서 noise를 최소화하고 오랜 사용 기간 동안 신호선의 건 성을 유지

하기 함이며, 하나로 원자로의 경우 수조 상부까지 신호선을 연장하기 하여 

약 16 meter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Differential Transformer Bobbin(3)은 

primary coil과 secondary coil을 감기 한 것이며 부품 가공 후에 coil이 감기는 

부분에 약 0.10~0.15 mm 두께의 Al2O3(순도 99.98%)를 plasma spray coating 처

리되도록 설계되었다. Differential Transformer Magnetic Shield(4)는 Coil과 

Differential Transformer Housing(5)의 사이에 치하여 외부로부터의 열과 방

사선을 차폐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2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 구조도

Differential Transformer Housing(5)은 Differential Transformer Magnetic 

Shield(4)와 외통인 Differential Transformer Supporter(6) 사이에 치하여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열과 방사선을 차폐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Differential Transformer Supporter(6)는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의 

외통으로 내부 부품을 물리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뿐 아니라 방수 기능

을 갖도록 하기 하여 설계되었다. Coil(7)은 3단으로 구분된 Differential 

Transformer Bobbin(3)에 감기며 가운데 단에 감기는 primary Coil은 시계방향

으로, 양측 단의 secondary coil은 반시계방향으로 감긴다. Coil의 감김 수는 

LVDT 출력(voltage)의 해상도(resolution)을 결정하게 되며 primary coil과 

secondary coil의 감김 수는 서로 같아야한다. Coil을 감는 순서는 제일 먼  

primary coil을 먼  감고, 두 번째로 MI Cable과 연결되는 쪽의 secondary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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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secondary coil을 감는다. Insulation Powder(18)는 

primary와 secondary Coil을 감은 후 coil과 Differential Transformer Magnetic 

Shield(4) 사이에 가득 차게 넣어 열과 방사선 차폐의 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Pressure Transducer Assembly는 압력변화를 측정하고자하는 부분(  핵연

료 피복 )에 용 되어 압력의 변화에 따라 bellows가 작동되고, 이에 따라  

core에 변 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하 으며, 구조는 그림 3.3과 같

다. 설계된 각각의 부품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 Pressure Transducer Assembly 구조도

   Pressure Supporter(8)는 Bellows(11)를 포함하고 있는  Pressure Transducer 

Assembly의 외통으로써 아래 부분은 Pressure End Plug(14)와 용 되고 윗부분

은 Pressure Supporter Upper Plug(7)로 용 된다. Pressure End Plug(14)의 아

랫부분에는 심에 직경 0.16 mm의 홀이 뚫려있는데 이는 핵연료 피복 과 용

되어 핵연료  내부의 압력이 Pressure Transducer Assembly 내부로 달되

도록 하기 함이다. Pressure End Plug(14)의 핵연료 에 용 되는 부분의 구조

는 용  후 인장력이 강화되도록 설계되어있다. 

   Core(9)는 압력변화에 따른 변 를 Differential Transformer에 달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이다. Core와 Bellows subassembly 구조도는 그림 3.4와 같으며, 이는 

Bellows에서 감지된 압력에 따라 Core의 치가 변하도록 하기 한 구조로 설계

되었다. 즉 Core(9)의 아래쪽에는 Core Holder(10)가 용 되고 Core Holder의 아

래쪽에는 Bellows(11)의 윗부분이 용 되고, Bellows(11)의 아래쪽에는 Bellows 

End Piece(12)가 순차 으로 용 된다. 이때 Core와 Core Holder가 직진성을 유

지하도록 조립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 Core와 Bellows subassembly의 내부

가 helium gas로 충 되도록 Bellows End Piece(12)에 직경 1 mm의 hole이 뚫

려져 있으며 이것은 subassembly의 최종 조립 후 helium gas 분 기에서 용

하여 하기 한 것이다. 조립 시에 Bellows 내부에 충 되는 helium gas 압

력은 측정하고자하는 압력 범 에 따라 다르게 하여야한다. 따라서 기 충  압

력과 측정범 의 상 계는 상세설계 단계와 시제품 제작 시에 상세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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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이다. Bellows는 측정하고자하는 부분(  핵연료  내부)의 압력이 증가

하면 Bellows 외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Bellows는 안쪽으로 축소

하면서 Core Holder를 쪽으로 어 올려서 Core의 치가 로 움직이도록 하

고, 측정하고자하는 부분의 압력이 감소하면 Bellows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

고 이에 따라 Bellows는 바깥쪽으로 팽창하여 하여 Core Holder를 아래쪽으로 

당겨서 Core의 치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Sleeve(13)는 

Bellows End Piece(12)와 Pressure End Plug(14)의 사이에서 Core와 Bellows 

subassembly를 고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림 3.4 Core와 Bellows subassembly 구조도

   한 압력측정용 LVDT의 부품 가공과 조립을 하여서는 plasma coating, EB 

welding, 가열과 풀림, 냉각, helium leak test 등의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게 된

다. 한 부품의 특성마다 처리 방법 등이 그 특성에 합하도록 하여야한다. 따라

서 상세설계 단계에서 각 부품 제작을 한 가공 방법, 조립 방법을 상세하게 설계

할 계획이다.  단계인 기본 설계 단계에서 각 부품의 제작과 조립을 한 개략  

차도는 그림 3.5와 같다. 이는 상세설계 후 부품을 가공하여 실제 조립 시에 활

용하고 보다 상세하게 수정하여 압력측정용 LVDT 제작을 한 차로 활용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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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압력측정용 LVDT의 조립 차도

3.4  변 형 측 정 용  LVDT 기본설계

   변형측정용 LVDT의 측정범 는 ±2.5 mm이고, sensitivity는 상온에서 약 

59.0~60.0 mV/mm의 범  안에 들어오도록 설계하 다.

   변형측정용 LVDT의 구조와 이의 조립 상태에 한 기본 설계 도면은 그림 

3.6과 같으며 각 부품의 종류와 각 부품의 재질, 수량 등에 한 제원은 표 3.2과 

같다.

   변형측정용 LVDT의 구조는 크게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와 

Elongation Detection Assembly 두 부분으로 설계되었다. core 변 를 기  신

호로 변환해주는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는 압력측정용 LVDT의 

Differential Transformer Assembly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

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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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품명 재질 수량 도면번호 비고

1 He-Leak Test Nipple ANSI 316L 1
HAN-IC(CA)-DW-LV

DT(P)-07-001

2 MI Cable Nipple Inconel 600
HAN-IC(CA)-DW-LV

DT(P)-07-002

3
Differential 

Transformer Bobbin
Inconel 600 1

HAN-IC(CA)-DW-LV

DT(P)-07-003

4

Differential 

Transformer 

Magnetic Shield

Fe-Si-Foil 1
HAN-IC(CA)-DW-LV

DT(P)-07-004

5
Differential 

Transformer Housing
Inconel 600 1

HAN-IC(CA)-DW-LV

DT(P)-07-005

6
Differential 

Transformer Support
Inconel 600 1

HAN-IC(CA)-DW-LV

DT(P)-07-006

7
Elongation Upper 

Plug
Zr-4 1

HAN-IC(CA)-DW-LV

DT(P)-07-007

8 Elongation End Plug Zr-4 1
HAN-IC(CA)-DW-LV

DT(P)-07-008

9 Core ANSI 403 1
HAN-IC(CA)-DW-LV

DT(P)-07-009

10 Core Holder ANSI 316 1 HAN-IC(CA)-DW-LV

표 3.2 변형측정용 LVDT 부품 목록

그림 3.6 변형측정용 LVDT의 설계도면(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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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P)-07-010

11 Spring ANSI 316 1
HAN-IC(CA)-DW-LV

DT(P)-07-011

12 Contra Nut ANSI 316 1
HAN-IC(CA)-DW-LV

DT(P)-07-012

13 Screw ANSI 316 1
HAN-IC(CA)-DW-LV

DT(P)-07-013

14 Spring Supporter ANSI 316 1
HAN-IC(CA)-DW-LV

DT(P)-07-014

15 Guide Sleeve Inconel 600 2
HAN-IC(CA)-DW-LV

DT(P)-07-015

16 MI Cable 선정 2
HAN-IC(CA)-DW-LV

DT(P)-07-002

1.0 mm

20 m

17 Coil 선정 0.11 mm

18 Insulation Powder AI203
입자크기 

10㎛

   Elongation Detector Assembly는 길이변화를 측정하고자하는 부분(  핵연료 

소결체)에 착되어 길이의 변화에 따라 core의 변 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지

도록 설계되었으며, 구조는 그림 3.7과 같다. 각각의 부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핵연료 피복관과의 
용접 위치

그림 3.7 Elongation Detector Assembly 구조도

   Elongation End Plug(8)는 Core(9)를 포함하고 있는 Elongation Detector 

Assembly의 외통으로써 윗부분은 Elongation Upper Plug(7)로 용 되고, 심에 

뚫려있는 직경 2.2 mm의 홀에 Core와 Spring Supporter subassembly가 끼워지

도록 설계되었다. Pressure End Plug(8)의 하단부에 핵연료 과 용 되는 부분의 

구조는 용  후 인장력이 강화되도록 설계되어있다. 

   Core(9)는 길이변화에 따른 변 를 Differential Transformer에 달하는 역할

을 한다. Core와 Spring Supporter subassembly 구조도는 그림 3.8과 같으며, 

Spring Supporter(14) 하단에 길이 변화를 측정하고자하는 물체의 표면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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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 물체의 길이가 늘어나면 Spring(11)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측정 물체의 길이가 어들면 장력에 의해 Spring(11)이 팽창되는 방향으로 움직

이도록 설계되었다. 이때 사용되는 Spring(11)은 방사선 환경 하에서도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과 가공방법을 선정하 다. Core(9)의 아래쪽에는 Core 

Holder(10)의 윗부분이 용 되고 Core Holder의 아래쪽은 Screw(13)에 돌려 끼

워진 후 Contra Nut(12)로 고정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때 Screw는 Spring 

Supporter 안쪽 홈에 조립되어있고, Core Holder를 Screw에 돌려 끼우고 Contra 

Nut로 고정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장착 시에 Core의 치를 임의로 조정하고 고

정하도록 하기 함이다. 이때 Core와 Core Holder가 직진성을 유지하도록 조립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변형측정용 LVDT의 부품 가공과 조립은 압력측정용 LVDT와 마찬가지

로 plasma coating, EB welding, 가열과 풀림, 냉각, helium leak test 등의 여러 가

지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한 부품의 특성마다 처리 방법 등이 그 특성에 합하

도록 하여야한다. 따라서 상세설계 단계에서 각 부품 제작을 한 가공 방법, 조립 

방법을 상세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단계인 기본 설계 단계에서 각 부품의 제작

과 조립을 한 개략  차도는 그림 3.9와 같다. 이는 상세설계 후 부품을 가공

하여 실제 조립 시에 활용하고 보다 상세하게 수정하여 변형측정용 LVDT 제작을 

한 차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3.8 Core와 Spring Supporter subassembly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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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변형측정용 LVDT의 조립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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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측정용 LVDT와 변형측정용 LVDT의 

기본설계를 완료하 다. 기본설계에서는 국내외 기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

의 dimension과 부품의 개략  가공방법, 그리고 조립 차 등을 수립하 다. 

   향후에는 상세설계, 시제품제작, 노외 특성시험, 그리고 노내 조사시험을 통한 

성능검증을 순차 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계된 압력측정용 LVDT와 변형측정용 LVDT는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과 3-Pin FTL(Fuel Test Loop)에 장착될 시험 핵연료 에 부착하여 연

구원용자로인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  핵연료 의 압력변화 측정과 핵연료 소

결체의 길이 변화 측정에 활용될 것이다. 한 creep 시험용 캡슐과 피로시험용 

캡슐에서 시편의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상용로와 연구

로 등의 방사선 환경에서 LVDT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제품이 완성되면 재 최소 약 6개월이 소요되는 시험 핵연료 의 제작 

기간을 2배 이상 여서 조사시험 련 연구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가의 수입품 체 효과로 연구비 감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시험 핵연료 을 제작하는 국외에도 완성된 제품의 

수출을 극 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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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압력측정용 LVDT가 이용되며, 핵연료 소결체의 길이변화 측정, 재료의 creep 

정도와 피로도의 측정을 하여 변형측정용 LVDT가 이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내방사선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선형변

차동트랜스)의 개발과 련하여 연구용원자로와 같은 방사선 환경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측정용 LVDT와 변형측정용 LVDT의 기본설계 내용을 기술하 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내방사선 LVDT의 국내외 기술 황을 분석하고, 각 부품과 조립을 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개략 인 부품의 가공방법과 조립 차 등을 수립하 다.

   이러한 내방사선 LVDT는 재 국외의 극소수 기 에서 주문에 의해 제작되어 고가

에 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 으로 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LVDT 확보를 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핵연료 는 재료의 조

사시험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렴하게 내방사선 LVDT를 

공 하여 핵연료와 재료의 조사시험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하여 국산화의 필요

성이 두되었다.

   이번에 설계된 내방사선 LVDT들은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3-Pin FTL(Fuel 

Test Loop), 특수목 용 캡슐 등과 같은 성자 조사장치에 장착되어 사용될 것이며, 

내방사선 LVDT를 국산화함으로써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핵연료  재료 조사시험의 

활성화가 기 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LVDT, 선형변 차동트랜스, 압력측정용 LVDT, 

 변형측정용 LVDT, 내방사선, 압력계, 변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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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for measuring the pressure 

level was used to measure the pressure of a nuclear fuel rod during the neutron 

irradiation test in a research reactor. A LVDT for measuring the elongation was 

also used to measure the elongation of nuclear fuels, and the creep and fatigue of 

materials during a neutron irradiation test in a research reactor.

In this report, the basic design of two radiation-resistant LVDTs for measuring 

the pressure level and elongation are described. These LVDTs are used a under 

radiation environment such as a research reactor. 

In the basic design step, we analyzed the domestic and foreign technical status 

for radiation-resistant LVDTs, made part and assembly drawings and established 

simple procedures for their assembling.

   Only a few companies in the world can produce radiation-resistant LVDTs. Not 

only these are extremely expensive, but the prices are continuously rising. Also, it 

takes a long time to procure a LVDT, as it can only be bought about by an 

order-production. The localization of radiation-resistant LVDTs i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them quickly and at a low cost. 

   These radiation-resistant LVDTs will be used at neutron irradiation devices such 

as instrumented fuel capsules, special purpose capsules and a fuel test loop in 

research reactors. We expect that the use of neutron irradiation tests will be 

revitalized by the localization of radiation-resistant LVD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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