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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 명

(연구책임자)

한국원자력

연구소

(조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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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내부 : 8.9 M․Y

연구비

정부 : 6,588,191 천원

외부 : 5.7 M․Y 민간 :     - 천원

계 :14.6 M․Y 계 : 6,588,191 천원

탁연구
  연구기 : 서울 학교 연구책임자: 황용석

포항공과 학교 조무
한국과학기술원 조성오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참여기업 -

색 인 어

(각5개이상)

한 : 양성자, 선형가속기, RFQ, DTL, 이온원, 클라이스트론

어 : PEFP, proton, linac, RFQ, DTL, LEBT, klystron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799

 1. 연구개발목표  내용

목표: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과학분야인 NT, BT, IT, ST 분야와 환경, 의료, 국방, 기 과학 연구에 

필요한  에 지 양성자 가속장치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서 국가  차원의 미래를 비하는 

원천기술 기반을 확보함.

내용: - 확보된 이온원  LEBT(low energy beam transport) 기술을 에 지 입사기로 활용.

- 양성자 빔을 50 keV에서 20 MeV까지 가속시키기 한 RFQ, DTL 가속기를 설계, 제작

- 출력 고주  시스템, 고출력 고주  시스템의 시험.

- 체 인 시스템을 구성하여 20 MeV 양성자 빔의 인출시험을 수행.

 2. 연구결과

- 이온원 구성:듀오 라스마트론 사용, 인출에 지 50 keV, 최  빔 류: 50 mA

              펄스운 을 한 고속 스 치 부착

- LEBT 구성: 길이 2.11 m, 빔 달률 92%, 빔 류 10~50 mA 사이에서 조  가능

- 3 MeV RFQ 설계, 제작: 길이 3.29 m, 공진주 수 350 MHz, 빔 달률 98.3%

        power 465 kW, 가속 모드의 안정성을 해 공진결합 구조  이극모드 조  막  채택

- 20 MeV DTL 설계, 제작: 평균 길이 4.7 m인 4개의 탱크로 구성됨. 각 탱크는 51~29 셀로 구성.

        튜닝을 한 슬러그 튜 , 포스트 커 러 장착, 4개의 탱크를 1개의 클라이스트론으로 구동함.

- 고주 원 구성  시험: 클라이스트론, 도 , 고주  결합기, 출력 고주 원을 구성  시험함.

- 20 MeV 빔 인출시험: 20 MeV 양성자 빔 인출 시험 완료

 3. 기 효과  활용방안

- RFQ, DTL 가속 장치의 설계와 기업체를 활용한 형도 기술, 정  가공기술 등 제작 기술을 

  확보함으로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최종목표인 100 MeV 가속장치 제작의 기반을 

  마련함.



- i -

요     약     문

Ⅰ. 제  목 :  에 지 가속장치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목

   최근의 가속기 개발은 입자물리학 등 기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과학 

 산업 인 이용을 목 으로 한 장치개발에서 많은 심이 집 되고 있다. 기 과학

에 사용되는 가속기의 경우에는 빔 류가 낮고 에 지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충돌형 가속기를 사용하여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거나 기본 입자 사이에 작용

하는 상호작용의 구조를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 으로 표 인 가속기 연구소로는 미

국의 페르미국립연구소와 유럽의 CERN이 있다. 응용을 목 으로 하는 가속기는 기

과학용과는 달리 빔 류가 높고 에 지가 상 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응용분야

의 경우에는 응용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속기가 존재한다. 재 응용을 목

으로 건설 인 표 인 외국의 양성자 가속기 로젝트로는 미국의 SNS와 일본의 

J-PARC이 있다. 빔 류와 에 지에 따른 가속기의 응용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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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에서 시행하는 21세기 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인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은 응용과학  산업 인 활용을 목 을 하는 100 MeV, 20 mA 양성자 

선형가속기를 개발하고 사용자에게 20 MeV와 100 MeV의 양성자 빔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세부과제인 ‘ 에 지 가속장치 개발’ 과제는 100 MeV 가속기 

 에 지 가속장치를 개발하기 한 과제로서 첨두 류가 20 mA인 양성자 빔을 20 

MeV 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양성자 선형가속기를 개발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  측면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과학기술인 나노기술, 생명과학, 항공우주, 정보통신 분야

와 환경, 의료, 국방, 기 과학 연구에 필요한 에 지 양성자 가속장치를 개발

하여 제공함으로서 국가  차원의 미래를 비하는 원천기술 기반을 확보

2000년  반은 국제 인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에 한 기술교류가 가장 활발

한 시기로 미, 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용량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을 추진 

임. 시 에서 우리나라가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을 하는 경우, 선진기술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게 됨. 

    - 경제·산업  측면

양성자 가속장치 제작 기술은 정 가공, 고주 , 고진공 기술 등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임.

국내에는 양성자 조사시설이 없어 신종유 자원 개발, 력반도체 개발 등 에

지 양성자빔의 이용  응용 연구를 하여 외국 양성자 조사시설을 사용하

고 있음.

본 과제에서 확보된 가속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빔 이용/응용 분야의 생산 용 장

치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으며 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사회·문화  측면

재 세계 각국에서 기반연구장비로서 양성자 가속기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 시 임. 이때 국내에서도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제 인 교류의 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 과학기

술의 습득과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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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로 장치개발을 하고 이를 극 활용함으로써 련 국내 과학기술에 

한 자 심 고취의 장을 활용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최종 연구 목표 : 

       ▪ 20MeV, 20mA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범

- 1차년도

       ▪ DTL 가속공동 설계완료  시험 모듈(4m) 구매

       ▪ 고주 원 설계  부품구매 : 350MHz, 1MW Klystron 등 

       ▪ 가속장치 빔 인출 : 3MeV

       ▪ 빔 로 일 측정 시스템 설계

       ▪ 류 양성자빔의 불안정성 요인 분석  정량화

       ▪ 50kV, 10mA 음이온원 설계

- 2차년도

       ▪ DTL 가속공동 제작: 12m

       ▪ 고주 원 구성  시험: 100kW 

       ▪ 가속장치 빔 인출: 3MeV

       ▪ 빔 로 일 측정 시스템 제작  시험

       ▪ wakefield에 의한 양성자 빔 불안정성 분석  안정화 방법 연구

       ▪ 50kV, 10mA 음이온원 제작  빔 인출 시험

- 3차년도

       ▪ DTL 가속공동 제작: 4m

       ▪ 가속장치 빔 인출 시험: 20 MeV 

       ▪ 고주 원 시험 : 1MW

       ▪ Chopper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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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가) 3MeV RFQ(Radio Frequency Quadrupole)

RFQ 설계

RFQ 설계 조건:

- 표면 기장이 무 크지 않아야 한다. ( 1.8 Kilpatrick field )

- 다 극 효과 (특히 octupole)가 작아야 한다.

- 기존의 RF  진공 련 부품들을 그 로 쓰기 해서는 기존의 RFQ와 크

기가 같아야 한다.

- vane간 압은 일정하게 유지한다.

- 다음에 오는 DTL과의 매칭을 고려하여, RFQ 끝에서 연직방향의 단  길

이당 zero current phase advance (ZCPA)는 DTL 앞쪽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matching 조건은 빔 류와 무 하게 된다.

설계된 RFQ 사양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길이(cm) 구분 길이(cm)

체길이 326.64 radial matching gap 길이 0.89

vane 길이 324.84 fringe field region 길이 2.65

radial matching section 길이 2.65 fringe field gap 길이 0.91

MWS를 사용하여 설계된 overhang  coupling gap은 다음과 같다.

라메터 길이(mm)

overhang
low energy 38.85

high energy 38.49

coupling gap 2.86

PEFP 3 MeV RFQ 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RF frequency  350MHz

 input/output energy  50keV /3MeV

 input/output emittance (transverse)  0.2 / 0.23 π mm-mrad (normalized rms)

 output emittance (longitudinal)  0.11 deg-MeV

 transmission rate  98.3 %

 peak surface electric field  1.8 Kilpat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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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Q 튜닝

튜닝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진 주 수 : 설계값±5kHz

- Quadrupole 장 분포 : < 2% (설계값 기 )

- dipole 장 분포 : < 5% (quadrupole 장 분포 기 )

PEFP RFQ에서는 에 지 측에 길이 145mm, 고에 지 측에 길이 105mm

의 rod 를 각각 4개씩 사용하여 동작모드 양쪽에 존재했던 이 극 모드의 

향을 다.

Movable 튜 를 이용하여 공진 주 수  장 분포에 한 튜닝을 수행하

다. 이를 해 직경이 9.53mm, 질량이 335mg인 Al hollow ball을 사용한 

상측정법을 이용하 다. 튜닝 후 공진 주 수는 RFQ-U 온도 37도, 기 온

도 28도, 상 습도 57% 일때 349.931 MHz 으며 이것은 진공 배기후 

RFQ-U 온도가 45도 정도일때 350.00MHz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때 

quadrupole 장 분포 오차는 설계값 기 으로 최  2% 이하, dipole 장 분포 

오차는 quadrupole 장 분포 기 으로 5% 이하 으며, 요구 제원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빔인출 시험

펄스 운 을 해 고 압 스 치(HTS 651-03-GSM)을 이온에 장착한 수 시

험을 완료하 다.

RFQ 후단에 패러데이 컵을 장착한 후 빔 신호를 측정하 다. 450 kW의 

forward RF power를 사용하여 12 A 빔 신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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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주  시스템

RFQ용 고출력 고주  시스템

클라이스트론은 랑스 탈 스사의 TH2089F를 사용하 으며, 제원은 주 수 

350MHz, 고주  출력이 1MW 이다.

제작된 도 의 VSWR값은 1.02 이하로 도  특성 기 값을 만족하 다.

고주  창은 dielectric barriers로 알루미나를 사용하 다. 2개의 고주  창으로 

구성되어 각각 250kW의 고주  력을 감당하여, RFQ에서의 반사시에도 견

딜 수 있다. 10- 7mbar의 기 압력을 확인하 다.

고주  입력기는 iris결합구조를 갖는 ridge loaded waveguide형의 입력기를 채

택했다. 설치된 고주  입력 결합기의 결합계수를 측정하 으며, slot 크기가 결

합 홀의 지름이 6 mm일 때 결합계수 0.6을 얻었다. 

고주  출력시험은 클라이스트론을 펄스폭이 100 μsec, 고주  첨두 력 기 으

로 600kW 까지 시험을 진행하 다.

DTL용 고출력 고주

RFQ와 같이 iris 결합구조를 갖는 ridge loaded waveguide형의 입력기를 채택

했다. 구조해석 결과 24% duty로 운 하는 경우, 부분의 역에서 44MPa(구

리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 작은 응력 값을 갖게 된다.  

각 탱크에 하나의 고주  결합기를 사용한다. 각 고주  결합기를 통해 225kW

의 고주 가 달되며, 결합 홀의 지름이 15 mm 일때 결합 계수 1.56을 얻을 

수 있었다.

각 탱크로의 순방향 고주  력값이 50kW 이상되는 순간부터 반사가 히 

어들고 cavity 내의 고주  력 형이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고주  결합

기에서의 반사가 하게 감소하는 고주  력이상에서는 DTL cavity의 경

우 cavity 내에서의 spark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무 무리없이 설계 값인 

150kW 까지 고주  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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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source Error value beam loss (%)

Tank

 RF amplitude 1% 0.001

 RF phase 3 degrees 0.002

 RF tilt -7% 0.002

다) 20MeV DTL(Drift Tube Linac) 

DTL 설계

RFQ에서 나온 20mA, 3MeV 양성자 빔을 20MeV까지 가속시키는 가속장치

인 DTL의 설계를 수행하 다. 1MW 클라이스트론 1 로 4개의 DTL 탱크

를 구동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각 탱크의 최  길이가 5m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 다.

빔동력학을 고려해 결정한 20MeV DTL의 각 탱크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

다.

Tank 1 Tank 2 Tank 3 Tank 4

 Number of cells 51 39 33 29

 Energy range (MeV) 3.00 ∼ 7.18
7.18 ∼ 

11.50 

11.50 ∼ 

15.80

15.80 ∼ 

20.00

 Tank length (cm) 443.1 464.9 475.5 477.6

 Number of Quads 52 40 34 30

 Focusing lattice FFDD FFDD FFDD FFDD

 Φs (deg)  -30.0 -30.0 -30.0 -30.0

 Total Power (kW)

   Cu Power (kW)*

   Beam Power (kW)

225.0

141.6

83.4

225.0

138.8

86.2

224.0

138.3

85.7

221.0

137.1

83.9

 Effective Quad 

 length (cm)
3.5 3.5 3.5 3.5

 Quadupole  field

 gradient (kG/cm)
5.0 5.0 5.0 5.0

 E0 (MV/m) 1.30 1.30 1.30 1.30

 Transit-time factor 0.83 0.83 ∼ 0.81 0.81 ∼ 0.79 0.79 ∼ 0.77

DT를 지지해주는 stem(지름 26mm), 공진주 수를 조정하기 해 사용되는 

slug tuner(지름 150mm), 장의 안정성을 증 시키기 해 사용하는 

post-coupler (지름 26mm)는 모두 공진주 수를 증가시킨다. 이를 보정해주

기 해 탱크의 직경을 544.408mm로 조정하 다. 

오차분석을 통해 빔 손실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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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upole

magnet

 displacement in x-direction 100 μm 0.001

 pitch 10 degrees 0.002

 roll 2 degrees 0.04

Beam

 tilt in GL 5% 0.01

 displacement in x' and y' directions 10 mrad 0.08

 phase displacement -15 degrees 0.009

 shift in energy
-70 keV

+70 keV

1.66

0.2

이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제작  정렬오차의 기 은 다음과 같다.

변수 오차허용 한계

 Quadrupole gradient times length 1 %

 Displacement of quadrupole magnets 50 μm

 Pitch, yaw, roll error of quadrupole magnets 1 degree

 RF amplitude 1%

 RF phase 1 degree

 RF tilt 1 %

DTL 탱크  DT 제작

탱크의 재질은 탄소강이며, 내부 벽에는 PR도 을 이용하여 약 100 μm  구

리도 을 하 다. 최종 도  표면의 거칠기는 Ra = 0.3㎛이다.

탱크의 내경은 약 54.44cm 이며, 4개 탱크의 길이는 약 4.4m, 4.6m, 4.7m, 

4.8m 정도다. 각 탱크는 두 부분으로 만들어진 후 볼트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각 DT는 총 6개 부분으로 구성 되며, 구조해석 결과 최 변형값은 허용값 

(80 μm )의 40%, 최  응력은 국부 으로는 45MPa에 달하지만 부분의 

역에서는 10MPa 이하로 구리의 항복응력값(50MPa)보다 작다.

자석의 철심은 일반 철(탄소 함유량 0.1%미만)을 사용한다. 2200 A-turn에

서 자기포화가 발생하지만, 이때의 GL값은 설계요구치인 17.5 kG/cm･cm를 

만족시킨다. 유효거리는 3.4mm로 설계요구치인 3.5mm와 유사하다. 사극모드

의 고차원 모드는 반경 7mm 이내에서 사극모드의 0.5%로 계산되어, 설계요

구치인 1%이내를 만족시킨다.

진공도 1.1×10
- 3, 기  헬륨리크율 0.5×10

- 9  torr liter/sec에서 자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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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 진공 설이 없음을 확인하 다. 

DTL 탱크 4개와 거기에 들어갈 DT  자석이 모두 제작 완료되었다.

정렬

DT는 정렬시 요구되는 정 도: 

 

Translational direction: 50μm

rotational direction: 1 degree

DT 정렬시 사용하는 이  트 커는 거리 방향으로 10μm/m의 정확성을 

가지며 각도 방향으로 0.14“의 해상도를 가진다. 이를 이용하여 요구되는 정

도 내에서 조립을 마쳤다.

DTL 탱크는 이  트 커를 이용하여 실험동 좌표계와 탱크 좌표계가 일

치하도록 정렬하 다. 탱크 정렬시 요구되는 정 도는 DT의 정렬시 요구되

는 정 도와 같으며 따라서 DTL 탱크는 x,y,z방향으로 각각 ±50 micron 오

차 이내로 정렬되었다. 

DTL 튜닝

공진주 수의 목표값은 진공시스템(100kHz), RF 시스템(15kHz)의 향을 고

려하여 349.915 ±5kHz 로 잡았다. 요구되는 장 분포의 균일도는 ±2% 이내, 

표 편차 1% 이내이며, tilt sensitivity는 100 %/MHz 이내다.

측정은 상측정법을 사용한다. 가속 공동의 운  모드가 TM010 모드이고 

비드를 가속 공동의 심축으로 통과시킬 경우 자장의 향은 무시할 수 있

고 따라서 공진주 수의 변화로부터 장 분포를 알 수 있다.

슬러그 튜 를 이용하여 균일한 장 분포를 확보한 후 포스트 커 러를 이

용하여 외부 섭동에 둔감하도록 구조 안정화 튜닝을 시행하 다. 이를 통해 

요구되는 정 도로 튜닝을 완수하 다.

DTL 빔인출 시험

20 MeV DTL의 네 번째 탱크 후단에 패러데이컵을 설치하여 빔 신호를 측

정하 다. 각 탱크에 150 kW의 forward RF power를 사용하여, 0.5 A의 빔

신호를 얻었다.

라) 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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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가속기용 음이온원 개발

고주  수소 라즈마를 이용한 3

극 시스템 음 이온원의 인출스

템, 음이온원 집속계, 빔 수송

계에 한 제작을 완료하 다. 

빔 로 일 측정시스템 제작에 

한 연구

double vane 방식을 채택하여 

x-축과 y-축의 빔 로 일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Slit과 함께 사용하여 Beam emittance를 측정할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40 keV,20 mA pulsed beam 인출 실험을 통하여 정상 인 빔 

인출을 확인했다.

류 양성자 가속기에 wakefield에 의한 빔 불안정성 연구

실린더형 가속 에서의 양성자 빔에 한 wakefield의 양과 빔 손실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wakefield가 빔의 안정성에 미치는 정량 인 효과를 분석하 다. wakefield는 양성자 빔의 불

안정성과는 큰 연 이 없음을 확인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20MeV 에 지 가속장치 련 기술은 이미 에 지 가속장치 개발과제에서 수

행하는 DTL-2 가속기 개발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20MeV 양성자 빔 인출시험에서 얻은 경험과 련 정보는 향후 사업단 부지에 설

치될 가속장치의 commissioning 과정의 기 정보로 활용할 정이다. 

MW  RF 시스템 구성  운  기술의 부분 인 확보에 따라 향 후 에 지 가

속장치 RF 시스템 구성  운 과 고출력 RF 련 분야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체 으로 종합하면, 20 MeV 가속장치 개발의 성공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

업의 성공을 한 석을 마련하 을 뿐 아니라, 향후 산업용, 의료용 등 각종 분야

에 활용이 가능한 가속장치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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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문  요  약  문 )

Ⅰ. Project Title : Development of the Low Energy Linac systems.

Ⅱ. Goal of the Study

   The project "Development of the Low Energy Linac System" is aiming to 

develop the 20 MeV proton linac system. This consists of a 50 keV proton 

injector, a 3 MeV radio frequency quadrupole (RFQ), and a 20 MeV drift tube 

linac (DTL).  

   

Ⅲ. Scope of the Study

  ￭ Goal

Development of Low-Energy Linac Systems 

      - Beam Current : 20mA      - Beam Energy : 20MeV

  ￭ Work Scope 

RF systems and RF components: Design, installation, and test

       - 350MHz, 1MW Klystron, Dummy Load, RF window, RF coupler, etc.

RFQ: Design, Fabrication(by a local company), tuning, and test

DTL: Design, Fabrication(by a local company), alignment of drift tubes, 

tuning, a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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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the Study

1. RFQ

 1-1. RFQ Design

   The PEFP RFQ is designed to accelerate 20 mA proton beams from 50 keV to 

3 MeV. The design principles of the new RFQ are as follows:

- The constant vane voltage is adopted for easy construction and tuning.

- The magnitude of the peak surface electric field should be less than 1.8 

Kilpatrick limit.

- The multipole components (especially, octupole component) should be as 

small as possible.

- In the accelerating region, the aperture radius increase gradually and to be 

3.1 cm at the end of the region. The larger value of the radius helps match 

the beam into the following 20MeV DTL in the transverse direction.

- In order to control the beam shape in the transverse phase space as well as 

to remove the energy uncertainty at the end of the RFQ, we put the 

transition cell before the fringe field region.

The following table describes the RFQ dimensions. 

parameters L(cm) parameters L(cm)

total length 326.64 radial matching gap 0.89

vane length 324.84 fringe field region 2.65

radial matching section 2.65 fringe field gap 0.91

The overhang length and coupling gap distance are obtained by the MWS 

code.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parameters length(mm)

overhang
low energy 38.85

high energy 38.49

coupling ga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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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c paramters of the PEFP　 3MeV RFQ are given in the following 

table.

 RF frequency  350MHz

 input/output energy  50keV /3MeV

 input/output emittance (transverse)  0.2 / 0.23 π mm-mrad (normalized rms)

 output emittance (longitudinal)  0.11 deg-MeV

 transmission rate  98.3 %

 peak surface electric field  1.8 Kilpatrick

 1-2. RFQ tuning

Requirements

- Resonant frequency : design value ± 5kHz

- Quadrupole field profile error : < 2% (design value)

- dipole field profile : < 5% (quadrupole field) 

In order to equally separate the nearest dipole modes from the operating 

mode, we adjusted the lengths of the dipole stabilizer rods and they were 

145mm at low energy side and 105mm at high energy side respectively.

The field tuning of the RFQ was carried out using movable tuners. In the 

process of the phase measurement for tuning, we used the Al-hollow ball 

with the diameter of 9.53mm and mass of 335mg. The resonant frequency 

after tuning was 349.931 MHz at RFQ temperature of 37℃, ambient 

temperature 28℃ and relative humidity 57%. Under these conditions, the 

quadrupole field profile error was less than 2% of the target value and the 

dipole field profile was less than 5% of quadrupole.

 1-3. RFQ Beam Test

We installed the Faraday cup after the RFQ in order to observe proton 

beams. The first beam signal of 12 A is detected when the forward RF 

power is about 45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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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 System

 2-1. RF System for RFQ

In order to drive the 3MeV RFQ, we used a 350 MHz, 1MW klystron which 

was manufactured by THALES Electron Devices(Model no. TH2089F).

The VSWR values of the straight, sweep bend, mitre bend which were 

manufactured by domestic company were all below 1.02 at 350MHz.

The RF window for RFQ was manufactured by TED (Model no.: TH20548B). 

The RF power will be fed into the RFQ through 2 RF windows. The vacuum 

level of the window is less than    torr.

We used the iris-type RF coupler with the ridge loaded waveguide of the 

constant ridge width. When the coupling hole diameter was 6 mm, the 

coupling beta was 0.6.

The required RF power for RFQ was increased to 460kW due to the additive 

loss originated from Q-degradation, so the Klystron was tested up to 600kW 

in pulse operation.

 2-2. RF System for DTL

For the RF coupler of DTL, The iris type coupler is also adopted due to low 

multipacting and small perturbation on the DTL cavity. The stress is less 

than 44MPa when copper is used and the duty is 24%. When the coupling 

hole diameter was 15 mm, the coupling beta was 1.56.

The WR2300 waveguide components are used. The waveguide components 

include straight, E-plane, H-plane sweep bend, mitre bend, flexible section, 

full height to half height transition, RF dummy load, magic tee, phase shifter, 

harmonic filter and so on. The measured VSWR values of the four loads 

were less than 1.02 at a 45℃ coolant temperature. It satisfies the VSWR 

requirement which is less than 1.05.  

The klystron for the DTL was tested up to 800kW in puls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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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source Error value beam loss (%)

Tank

 RF amplitude 1% 0.001

 RF phase 3 degrees 0.002

 RF tilt -7% 0.002

Quadupole

magnet

 displacement in x-direction 100 μm 0.001

 pitch 10 degrees 0.002

 roll 2 degrees 0.04

3. DTL

 3-1. DTL Design

The PEFP DTL is designed to accelerate 20 mA proton beam from 3 MeV 

to 20 MeV. It consists of 4 DTL tanks and one 1MW klystron is used to 

drive all tanks. The length of each tank is less than 5 m.

The designed values of the tank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Tank 1 Tank 2 Tank 3 Tank 4

 Number of cells 51 39 33 29

 Energy range (MeV) 3.00 ∼ 7.18 7.18 ∼ 11.50 11.50 ∼ 15.80 15.80 ∼ 20.00

 Tank length (cm) 443.1 464.9 475.5 477.6

 Number of Quads 52 40 34 30

 Focusing lattice FFDD FFDD FFDD FFDD

 Φs (deg)  -30.0 -30.0 -30.0 -30.0

 Total Power (kW)

   Cu Power (kW)*

   Beam Power (kW)

225.0

141.6

83.4

225.0

138.8

86.2

224.0

138.3

85.7

221.0

137.1

83.9

 Effective Quad 

 length (cm)
3.5 3.5 3.5 3.5

 Quadupole  field

 gradient (kG/cm)
5.0 5.0 5.0 5.0

 E0 (MV/m) 1.30 1.30 1.30 1.30

 Transit-time factor 0.83 0.83 ∼ 0.81 0.81 ∼ 0.79 0.79 ∼ 0.77

The tank diameter is 544.408mm which is determined by including the 

frequency shift coming from stems (diameter: 26mm), slug tuners(diameter: 

150mm), and post-couplers(diameter: 26mm).

The result of error analysis is given in the follow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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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tilt in GL 5% 0.01

 displacement in x' and y' directions 10 mrad 0.08

 phase displacement -15 degrees 0.009

 shift in energy
-70 keV

+70 keV

1.66

0.2

The analysis gives the following limit on the alignment of each 

component.

paramters limit

 Quadrupole gradient times length 1 %

 Displacement of quadrupole magnets 50 μm

 Pitch, yaw, roll error of quadrupole magnets 1 degree

 RF amplitude 1%

 RF phase 1 degree

 RF tilt 1 %

 3-2. Fabrication of tanks and drift tubes

The material of the tank is low carbon steel STKM13A that is drawn 

seamless pipe. The inner walls of the tanks are copper-plated by PR plating 

method. The thickness is 100 ㎛ with the roughness of 0.3 m.

The tank lengths are about 4.4m, 4.6m, 4.7m, and 4.8m, respectively. A DTL 

tank is divided two sections, and bolted together with RF and vacuum seals.

Each drift tube consists of 6 parts whose minimum thickness is 3 mm. They 

are assembled by e-beam welding. The maximum deformation is estimated to 

be 8.5 micron which is lower than the deformation tolerance of 20 micron. 

The stress intensity of the bulk material was under 10 MPa which is the 

smaller than the yield strength of Cu, 50 MPa.

The focusing quadrupole magnet is pool-type. The pole which is made of 

1010 low carbon steel was fabricated by the electric discharge machining. 

The integrated magnetic fields were observed to be 1.6 T at the total current 

of 2250 A-turn, and 1.7 T at the 2500 A-tur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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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lignment

Requirement:

Translational direction: 50μm

rotational direction: 1 degree

The drift tubes are aligned by the laser tracker whose resolutions are   10μ

m/m in length and 0.14" in angle. We can align them in satisfying the 

requirement.

The laser tracker is also used for the tank alignment. The tanks are aligned 

under the tolerance limit of 50μm.

 3-4. Tuning

Requirement:

- resonant frequency under atmospheric pressure: 349.915 MHz ± 5 kHz

- field flatness: ± 2 % with standard deviation of 1 %

- tilt sensitivity: within 100 %/MHz

The bead perturbation method was used to measure the accelerating field 

distribution. We adopted phase scan which means measuring the phase shift 

rather than resonant frequency shift in order to reduce the measuring time.

For making the field profile flat, the position of eight slug tuner was 

adjusted using the delta function type perturbation theory. About three times 

iterations were needed to meet the requirement.

 3-5. Beam Test

In order to observe proton beams, we installed the Faraday cup after the 4th 

tank of the DTL. The first beam signal shows 0.5 A proton beams when 

the forward RF power for each tank is about 15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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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 목   

    
    최근 가속기 개발에 있어 세계 인 흐름은 자가속기에서 양성자가속기 개발

로, 양성자빔 워가 0.1MW이하인 강도 양성자가속기에서 1MW 이상인 강도 양

성자가속기 개발로 바 고 있다[1, 2].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최근 세계 으로 양성

자가속기에 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기 과학 뿐만 아니라 산업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류 강도 가속기들이 건설 이거나 계획되고 있다. 양성자 가속기는 크게 

두가지 목 에 의해 계획되고 건설된다. 하나는 순수과학용으로 LHC(유럽연합), 

KEK-Booster(일본), CERN-PS(유럽연합), SPS(유럽연합), FNAL-MI(미국) 등이 있고

[3-7], 다른 하나는 산업 등 다목 용으로  PEFP(한국), ESS(유럽연합), SNS(미국), 

PSI(유럽연합), ISIS(유럽연합), J-PARC(일본), TRIUMF(캐나다) 등이 이에 속한다

[8-14]. 21세기 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PEFP)에서 

개발되고 있는 양성자 가속장치의 경우 타 장치에 비해 빔 류가 높고 빔에 지가 낮

다[8, 15]. 그 이유는 산업  이용에 을 두고 개발된 장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개발의 목 은 산업 으로 활용성이 높고 한 기 과학에도 이용할 수 있

는 에 지 양성자 가속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빔 사용자들이 필요로하는 빔을 

제공할 수 있는 20MeV, 20mA 에 지 양성자 가속장치를 설계, 제작  시험에 

한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과학기술인 나노기술, 생명과학, 항공우주, 정보통신 분야

와 환경, 의료, 국방, 기 과학 연구에 필요한 에 지 양성자 가속장치를 개발

하여 제공함으로서 국가  차원의 미래를 비하는 원천 기술 기반을 확보.

2000년  반은 국제 인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에 한 기술교류가 가장 활발

한 시기로 미, 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용량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을 추진 

임. 시 에서 우리나라가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을 하는 경우, 선진기술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게 됨. 

양성자 가속장치 제작 기술은 정 가공, 고주 , 고진공 기술 등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임.

 국내에는 양성자 조사시설이 없어 신종유 자원 개발, 력반도체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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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양성자빔의 이용  응용 연구를 하여 외국 양성자 조사시설을 사용

하고 있음. 본 과제에서 확보된 가속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빔 이용/응용 분야의 

생산 용 장치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으며 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재 세계 각국에서 기반연구장비로서 양성자 가속기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 임. 이때 국내에서도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

라 국제 인 교류의 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음.

 국내 기술로 장치개발을 하고 이를 극 활용함으로써 련 국내 과학기술에 

한 자 심 고취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

 제 3  연구개발 범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단계별 목표

    ㅇ 20MeV, 20mA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

구   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범

제 

1차년도

∙가속장치 

  설계

  - 20MeV

  - 20mA 

- DTL 가속공동 설계 완료  시험 모듈구매 

- 고주 원 설계  부품구매 

- 가속장치 빔 인출 : 3MeV

- 50kV, 10mA 음이온원 설계(서울  탁)

- 류 양성자빔의 불안정성 요인 분석  정량화

  (KAIST 탁)

- 빔 로 일 측정 시스템 설계(포항공  탁)

제 

2차년도

∙가속장치 

  제작

  - 20MeV

  - 20mA

- 가속장치 빔 인출 : 3MeV

- 고주 원 구성  시험 : 400kW

- DTL 제작 : 12m (3MeV~16MeV)

- 50kV 10mA 음이온원 제작  시험 (서울  탁)

- 빔 불안정성 안정화 방법 연구 (KAIST 탁)

- 빔 로 일 측정 시스템 제작  시험 (포항공  탁)

제 

3차년도

∙빔인출

  시험

  - 20MeV

  - 20mA

- DTL 제작 : 4m (16~20MeV)

- 가속장치 빔 인출 : 20MeV

- 고주  출력 시험 : 1MW

- Chopper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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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 양성자 가속기는 학술연구용, 의료용등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본격 인 고주  

양성자 가속기 개발은 원자력 연구소에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원자력 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개발한 양성자빔 가속장치 개발이 유일하다.

 • 국내 양성자 가속장치 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제품/기술

분야명
기 명 장치제원 설치시기 목 비고

MC-50

Cyclotron
원자력 병원 50 MeV, 50 μA 1984 RI 생산 수입

SNU 1.5 MV

Van de Graaff
서울 학교 1.5 MeV, 10 μA 1986 원자핵물리

국내개발

정 가속기

Ion Implanter 한국원자력연구소
150 keV, 10 

mA
1991 산업용 이온조사

국내개발

정 가속기

폭약탐지장치 한국원자력연구소 1 MV, 10 mA 2002 지뢰탐지
국내개발

정 가속기

양성자빔 가속

장치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6 MeV, 20 mA 2002

형양성자

가속기의 

에 지 가속부

국내개발

고주 가속기

 • 본 과제에서 수행한 20 MeV 양성자 선형가속기 개발의 성공에 따라 양성자 

선형가속기 개발과 련된 기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 재 세계 으로 1 GeV  (Beam Power 1～10MW ) 이상의 형 양성자가

속장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일본  유럽은 21세기 생명과학과 

신물질 개발을 목표로 국가 로젝트로서 추진 이다.

 • 기존 양성자 가속기

국가 기 시설명
규격

(에 지/ 류)
주요용도 비고

미국 LANL LANSCE 800MeV/1mA 성자 응용

국 RAL ISIS 800MeV/0.2mA 성자 과학

스 스 PSI ISNQ 590MeV/1.8mA 성자 과학, 표  개발

※ 세계 으로 50여기 100MeV 이상 용량 양성자 가속기  평균 빔 류가 0.1mA 이상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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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인 용량 양성자 가속기

국  
가

기  시설명 규  격 주요 용도
비고

(완공년도)

미  
국

ORNL SNS 1.0GeV/2mA ▪ 성자과학(NT,BT,ET 연구용)
2006

(진행 )

일  
본

JAERI
KEK

J-PARC
0.4GeV/0.7mA
3.0GeV/0.3mA
50.0GeV/20uA

▪ 성자과학(BT,NT,ST 연구용)
▪ 입자물리용

2007
(진행 )

EU
Joint 
CERN

EA
ESS

1.0GeV/10mA
1.33GeV/10mA

▪ 신 에 지 개발
▪ 성자과학

2008
(계획)

  
국

CIAE, 
IHEP

AD-RCNP
S

1.0GeV/20mA ▪ 성자과학
2010
(계획)

   특히 미국의 SNS와 일본의 J-PARC은 재 로젝트가 진행 이므로 이에 

해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SNS(Spallation Neutron Source)[10, 16, 17]

   1GeV, 1mA(표  기 )의 양성자 빔을 액체수은 표 과 충돌시켜 나오는 성자 

빔을 기 과학  첨단산업에 이용하는 것이 목 이며 2006년에 가동 정으로 재 

가속장치 건설이 진행 인 로젝트다(그림 2-2-1). 

그림 2-2-1. Oak Ridge 국립연구소에 건설 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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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장치  이용시설은 미국의 Oak Ridge 국립연구소에 건설 이며,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JLab(Tomas Jefferson National Laboratory),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BNL(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y),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이 공동 제작하고 있다(표 2-2-1, 그림 2-2-2).

기 역활

LBNL RFQ

LANL DTL, CCL

JLab SRF Linac

BNL 장링

ORNL, ANL Target(ORNL)  장치(ANL, ORNL)

표 2-2-1. SNS 참여기   역활

그림 2-2-2. SNS 참여기   역활

   SNS의 선형가속장치는 2.5 MeV RFQ, 87 MeV DTL, 186 MeV CCL (coupled 

cavity linac), 1GeV 도 가속 공동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2-2-2, 그림 2-2-3). 

도 가속공동은     용과   의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DTL 까지의 

공진 주 수는 402.5 MHz 이고 그 이후에는 2배인 805 MHz를 사용한다. 선형가속

기에서는   이온을 가속시킨다. 이는 스트리핑 포일을 이용해 자를 제거한 후에 

얻어지는 양성자를 장링에 입사시키기 한 기술 인 이유 때문이다. 양성자와 

  이온의 질량은 거의 같기 때문에 가속장치의 구조에는 차이가 없다. 사업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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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용하는 DTL 가속장치는   이온을 87 MeV까지 가속시키고, 그 후에는 CCL

을 이용하여 186 MeV까지 가속시킨다.

종 류 에 지 빔 류

RFQ

DTL

CCL

SRF cavities (2종류)

2.5MeV

87MeV

186MeV

1GeV

18mA

(peak)

표 2-2-2. SNS 선형가속기의 규격

그림 2-2-3. SNS 선형가속기의 개념도.

J-PARC(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13, 18, 19]

  J-PARC은 400MeV Linac, 3GeV RCS(Rapid-Cycling Synchrotron), 50GeV 

MR(Main Ring)으로 구성된 양성자 가속기를 개발하여 양성자, 성자  뉴트리노 빔

을 만들어 핵/입자물리학 등의 기 과학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응용을 목 으로 하는 

로젝트로서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일본고에 지가속기연구소(KEK)가 공동으

로 제작한다(그림 2-2-4), 재 건설 인 곳은 일본원자력연구소 도까이무라연구소로 

2007년에 완공 정이다.

그림 2-2-4. J-PARC의 가속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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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에 지 빔 류

RFQ

DTL

SDTL 

ACS

3MeV

50MeV

190MeV

400MeV

50 mA

(peak)

표 2-2-3. J-PARC 선형가속기의 규격.

그림 2-2-5. J-PARC 선형가속기의 개념도.

   J-PARC에서는 싱크로트론에 양성자 빔을 입사시키는 기술 인 이유 때문에 선

형가속기에서는   이온을 가속시킨다. J-PARC DTL은   이온을 50 MeV까지 

가속시킨다. 다음에 오는 선형 가속장치는 190 MeV까지는 SDTL(separated drift 

tube linac)을 사용하고 400 MeV 까지는 ACS (annular coupled structure)를 사용

한다. 후에 도 가속공동을 ACS에 연결하여 600 MeV까지 에 지를 높이는 확

장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2-2-3과 그림 2-2-5는 특히 J-PARC의 선형가속기를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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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 서론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 인 양성자 선형가속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 을 가진다.

에 지가 20 MeV와 100 MeV인 양성자 빔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1GeV 가속기 확장시 입사기로 사용한다.

   첫 번째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가속기의 운  방식이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정의된 가속기 사양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15].

 Ion:  양성자

 Energy:  100 MeV

 Max. Peak Current:  20 mA

 Repetition Rate:  120 Hz

 Pulse Width:  0.1 ∼2 ms

 Max. Average Current:  4.8 mA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기간 동안, 양성자 선형가속기의 에 지 장

치인 3 MeV RFQ와 20 MeV DTL의 개발을 완료하여 원자력연구소 부지에 설치한다. 

이때는 차폐시설이 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시험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1단계 가

속장치 시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nergy:  20 MeV

 Scheme:  50 keV 30 mA Proton Source

  3 MeV 350 MHz RFQ

 20 MeV 350 MHz DTL

 Peak Current:  1 mA

 Duty:   < 1%

 Total length:  ∼25 m

   이 보고서는 “ 에 지 가속장치 개발”과제의 1단계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그

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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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양성자기반공학기술사업단에서 개발한 20 MeV 양성자 선형 가속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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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 이온원  LEBT

1.이온원 

 

  양성자빔 가속장치 입사기에 사용될 펄스형 양이온원으로 Duoplasmatron을 제작하

다[20, 21]. 이 이온원은 cathod, 간 극, anode의 세 극으로 구성되며, 라즈마

는 cathode와 anode 사이에서 아크 방 에 의해 발생한다. 발생한 라즈마는 몰리

덴으로 만들어진 anode에 있는 지름이 0.7 mm 인 구멍에 의한 기하학 인 방식으로, 

그 뒤 간 극과 anode 사이에 있는 자기장에 의해 도가 증가한다. 라즈마 손실

을 이기 해 anode 앞쪽에 ceramic expansion cup을 설치했다. 빔 인출은 IGUN 코

드를 통해 계산했다(그림 3-2-1-1). 인출 압이 50 kV인 경우, 양성자 빔 류가 50 

mA가 된다. 

   그림 3-2-1-2는 듀오 라즈마트론을 보여 다. 아크 방 을 통해 라즈마를 생성

하기 해 지름이 1 mm인 텅스텐 필라멘트를 사용하 다. 아크 워가 증가하면, 인

출되는 빔 류뿐만 아니라 양성자 비율도 증가한다. 여기서 사용된 이온원은 아크 

류가 15 A가 된다. 간 극은 자기력석의 모양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온원의 

시험 결과는 표 3-2-1-1에 정리하 다.

 

그림 3-2-1-1. IGUN으로 계산된 양성자 빔 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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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양성자 가속장치용 입사기

표 3-2-1-1. 입사기 시험 결과

입자 양성자

에 지 50keV

인출 빔 류 50mA

양성자 분율 > 80%

운 펄스

에미턴스(rmsN) 0.2 π mm mrad

음극 수명 40 hr

MTBF 4 hr

동작 진공도 1e-5 torr

라즈마원 DuoPlasmatron

크기 1.8 x 2.0 x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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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EBT 시스템

가. LEBT 제작

    LEBT 시스템은 입사기로부터 입사된 30mA, 50keV 양성자빔을 RFQ에 달하는 

장치이다. LEBT 시스템은 두 개의 Solenoid 자석과 두 개의 Steering 자석으로 구성

되어 있고 기본 장치 특성은 다음과 같다. 

LEBT 입/출구에서 Twiss Parmeter α와 β는 각각 1.58/0.55과 

0.37/0.026mm/mrad 이다.

LEBT 입구 쪽 Solenoid 자석의 자장세기는 2600 Gauss이고, 출구쪽 Solenoid 

자석의 자장세기는 3700 Gauss이다.

LEBT 체의 길이는 211cm 이다.

그림 3-2-2-1은 LEBT 3차원 도면을 보여 다.

        

Solenoid #1
([ 3000 Gauss)

Solenoid #2
([ 4000 Gauss)

Chamber
- Beam Current Control
- Pulse Beam Control

Ion 
Source

RFQ

그림 3-2-2-1. LEBT 3차원 설계도면 (코드 : P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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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BT 시스템에 사용된 Solenoid Magnet의 제작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빔 축에서 최 자장 세기 : 5000 Gauss 

        - 코일 감은 수 : 72000 A/turns (235A)

        - 최  소모 력 : 8.1kW

        - 냉각방식 : 수냉식 

        - 코일크기 : W6 x H6, I.D. 4.27 mm

        - 코어 : 탄소강

Solenoid Magnet을 운용하기 해 필요한 원의 제작사양은 다음과 같다.

        - 입력단 : AC 50A / 220V 3-Phase  

        - 출력단 : DC 235A / 35V

        - 컴퓨터 인터페이스 가능

        - 비율 : 10% 

        - Ripple : 0.01%

그림 3-2-2-2는  제작 사양을 이용하여 제작된 Solenoid Magnet을 보여 다. 시험 

결과는 230A/30V에서 설계값인 5000 Gauss를 얻었다. 

그림 3-2-2-2. 제작된 Solenoid 자석 (뒤)과 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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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에서 LEBT 시스템에 사용되는 Steering Magnet을 보여 다.  Steering 

Magnet은 Solenoid Magnet에 의해 조정되지 못한 입사기, LEBT , RFQ의 정렬을 조

정함으로써 입사기로부터 나온 양성자빔이 허용공차 범 내에서 진행방향을 따라 진행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제작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입사기, LEBT , RFQ의 빔라인 정렬에 있어 1cm horizontal offset을 빠르

게 보정. 이 경우, 진행 심축에서 자기장 세기는 100Gauss 정도가 필요함. 

        - X, Y motion을 독립 으로 조 할 수 있어야 함.

그림 3-2-2-3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제작된 Steering Magnet과 DC 원이다.  

    

그림 3-2-2-3. Steering Magnet (앞) 과 DC 원 (뒤)

그림 3-2-2-4는 구성된 LEBT 시스템으로, 왼쪽은 입사기와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 

부분은 RFQ와 연결되어 있다. LEBT와 RFQ의 Matching을 정확하게 하기 해 

LEBT Solenoid의 지지구조는 Z-축(빔 진행방향)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3-2-2-4. 에 지빔 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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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EBT 운 시험

  (1) 스티어링마그넷

   LEBT의 양성자빔을 RFQ의 매칭포인트에 정확히 송하기 해서 빔의 치와 각

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어링마그넷을 이용하여 빔의 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RFQ 입력단으로부터 68cm, 128cm 방에 그리고 

양쪽 솔 노이드 사이에 설치하 다. 양성자빔을 상하, 좌우로 조정하기 해 두 개의 

스티어링마그네은 서로 빔 진행방향 주 로 90도 회 시켜 설치하 으며 스티어링마그

넷 사이의 거리는 60cm 이다. 스티어링마그넷의 50 keV 양성자빔에 한 조정각도는 

2°로 설정하 으며 이 때 스티어링마그넷의 자장강도는 100 gauss 내외로 평가되었다. 

그림 3-2-2-5는 제작된 스티어링마그넷의 심에서 자장을 측정한 결과이다. 제작된 

자석의 코일은 3049 A-turns이며 4A의 류에 해 120 gauss 정도의 자장강도를 

나타내었으며 류에 한 자장강도의 선형성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림 3-2-2-6은 스티어링마그넷의 시간에 따른 자장특성을 측정한 결과로서 기 인가

류는 4A이다. 스티어링마그넷은 시간에 따라 온도와 항이 증가함에 따라 코일에 

흐르는 류가 감소하여 자장감소의 원인을 제공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간에 따른 자장강도를 측정한 결과 120 gauss 자장에서 포화시간은 6시간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로부터 스티어링마그넷의 시간에 따른 자장특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류소스 원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되었다.

  (2) 솔 노이드

   이온원에서 생성된 빔을 효과 으로 집속시켜 RFQ로 송하기 하여 LEBT에 2

개의 솔 노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3-2-2-7은 솔 노이드의 류변화에 따른 솔

노이드의 자장 값을 나타낸다. 솔 노이드의 자장을 측정하기 하여 gaussmeter 

probe (F.W. Bell, Model 9500)를 솔 노이드의 심에 설치하 으며 측정된 솔 노이

드 자장 값은 4000가우스(gauss)까지 류변화에 해 매우 우수한 선형성을 나타내었

다. 한 두 개의 솔 노이드는 동일한 자장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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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스티어링마그넷의 류변화에 따른 자기장 측정.

 

그림 3-2-2-6. 스티어링마그네의 시간에 따른 온도  자기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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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솔 노이드 자기장 측정. 

   (3) LEBT에서의 RFQ 매칭 최 화 계산

 

   이온원에서 출발한 50 keV 양성자빔은 두 개의 솔 노이드를 통해서 RFQ 매칭포

인트로 송된다. 본 연구에서는 RFQ 입력빔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한 후단 솔 노

이드(#2)와 RFQ사이의 최 거리를 결정하기 하여 TRACE시뮬 이터를 이용하 다. 

그림  3-2-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조건에서 RFQ 매칭 라미터로 이미턴스는 

100πmm.mrad, α와β는 각각 0.69, 0.035mm/mrad로 두었다. 그림 3-2-2-9은 솔 노이

드와 RFQ 사이의 거리를 25cm로 고정하 을 때 이온원의 시작된 양성자빔의 α와β에 

해서 RFQ 매칭조건을 만족하는 양쪽 솔 노이드의 자장값을 구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때 α와β 값의 범 는 각각 -4～3, 0.05～1.5 mm/mrad이며 거의 부분 역에서 매

칭 자장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10은 솔 노이드#2와 RFQ 사이의 

거리가  20cm～40cm로 변화할 때 RFQ 매칭조건을 만족하는 기 이온원빔의 α와β값

의 범 를 나타낸다. 솔 노이드와 RFQ 사이 거리가 30cm 이하일 때 α와β가 -3～0, 

0.05 ～1.5mm/mrad인 범  내에서 부분 매칭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으며 설치조

건을 고려하여 솔 노이드와 RFQ 사이의 거리를 30cm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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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TRACE를 이용한 LEBT에서의 RFQ 매칭조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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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솔 노이드의 튜닝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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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 솔 노이드와 RFQ 사이의 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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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 RFQ (Radio-Frequency Quadrupole)

1. RFQ 이론

   우선 RFQ의 이론 인 배경을 정리하 다[22-26]. 자기장 속에 있는 하 입자가 

받는 힘은 Lorentz force에 의해 주어진다. 

   F = q( E +v×B )                                  (1)

이 식은 상 론 인 상황 (하 입자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가까운 경우)에서도 성립

한다. 단 는 MKSA 단 계를 사용하 다. free space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B/E=1/c  의 계가 있으므로 자기장에 의한 힘은 기장에 의한 힘보다 β=v/c  

factor만큼 작아진다. 따라서 입자의 속력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자기장을 이용한 빔

의 집속이 효율 이지 않다. 방 에 의한 한계를 고려하면 static electric field의 세

기는 10 MV/m 정도며, 철의 magnetic saturation을 고려하면 철심을 이용하는 자

석의 세기는 2 T 정도가 된다. 이때 자기장에 의한 힘의 세기는 다음과 같다.

v=0.1c,     
F magnetic

F electric
=
vB
E

=6,

v=0.01c,    
F magnetic

F electric
=
vB
E

=0.6.

                             (2)

속도가 작아지면 자기장에 의한 힘도 비례해서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든 

자기장에서 기장에 의한 힘과 자기장에 의한 힘이 같게 되기 해서는 

v=E/B=0.017c  로 입자의 속력의 빛의 약 2 % 정도에 불과하다.

   이온원에서 나온 하 입자의 속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을 집속시키며 가속시

키기 해서는 자석을 이용한 기존의 가속장치 (DTL, CCL)은 부 합하다. 이런 

목 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RFQ 가속장치다. 이 장치는 1970년에 Kapchinskii와 

Teplyakov 에 제안되었고, LANL에서 처음으로 구 되었다.

   RFQ 가속장치는 낮은 에 지의 하 입자를 가속, 집속, bunching시키는 역활을 

동시에 수행하며, DTL등의 다음 가속장치까지 입자를 가속시키기 해 사용되는 기

존의 정 가속장치에 비해 작고 효율 이다.



- 21 -

   보통 RFQ 가속장치는 네 부분으로 기능을 나 어 생각할 수 있다.[27]: radial 

matching section, shaper, gentle buncher, accelerator.

radial matching section은 DC 빔을 time dependent focusing (RF에 의한) 구조

를 갖는 RFQ에 입사시키기 한 부분이다. 보통 6개의 cell로 이루어져 있다. ( 

RFQ 한 cell의 길이는 βλ/2  다.

shaper는 synchronous phase와 acceleration efficiency가 선형 으로 증가하는 

구간으로, 빔의 prebunching이 일어난다.

gentle buncher는 adiabatic bunching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gentle buncher끝에

서는 가속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bunching은 완 히 되어, space charge효과가 

가장 큰 구간이 된다.

accelerator는 가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다[28].

여기에서는 four vane type의 RFQ 가속장치에 해서만 다룬다.

 가. RFQ 동작 원리

   그림 3-3-1-1과 같이 quadrupole symmetry를 갖는 극(vane이라 부름)에 교류 

압을 걸어주면 빔이 움직이는 방향(z-축)으로 ±로 교차하는 polarity를 갖는 

quadrupole magnet을 배치한 것 (그림 3-3-1-2)과 같은 효과 (그림 3-3-1-3)를 

다. 이 게 형성된 transverse electric field가 빔의 집속에 이용된다.

그림 3-3-1-1. AC 압과 사극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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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사극자석이 교차로 배열된 경우의 field 분포.

그림 3-3-1-3. 사극 극에 교류 압이 걸린 경우의 field 분포

그림 3-3-1-4. RFQ 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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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입자의 가속은 longitudinal electric field가 필요하다. 이는 그림 3-3-1-4 에

서와 같이, 수평과 수직방향의 vane 사이에 반주기만큼 차이나도록 배치된 

modulation을 주어서 얻는다. 이러한 modulation에 의한 섭동주기를 당히 조 하면 

가속에 필요한 (입자와 RF의) 동기조건을 얻게 된다.

   RFQ는 장정도의 반경을 갖는 실린더형 공진기에 4개의 vane이 quadrupole 

symmetry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달려 있는 모양이다. 칭성 때문에 z-축상의 자기

장은 zero가 된다. 빔이 지나가는 aperture의 반경이 공진기의 반경에 비해 매우 작

기때문에, r≪λ  역에서도 자기장은 무시할 수 있다. 이 사실이 빔동력학 계산을 쉽

게 한다.

z-축 근처에서의 wave equation이 보다 단순한 Laplace equation의 체된다.

vane은 potential의 boundary condition을 주는 역활을 한다. 이로부터 기장을 

구할 수 있다.

한 원하는 기장의 모양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주기 한 boundary 

condition ( 는 vane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

   RFQ를 기술하는 Laplace equation의 일반해는 Appendix A 에 있다.(cylindrical 

coordinates 사용) 여기서는 처음 두항에 의해 주어지는 two term potential 을 고려

한다. 

U(r,θ,z)=
V0

2 [A 01r
2cos2θ+A 10I0(kr) coskz],                     (3)

여기서 k=2π/βλ이며 이웃한 vane의 potential이 ±V 0/2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V0
 항을 곱해서 potential을 정의하 다. 첫째항이 집속을 한 electric quadrupole, 

둘째항이 가속 기장을 기술하는 potential이다. 이 potential에는 sin(ωt+φ)의 time 

dependent term이 생략 다. horizontal과 virtical vane이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을 만

족시킨다.

U(a,0,0)=
V0

2
,     U(ma,

pi
2
,0)=-

V0

2
                       (4)

여기서 a는 RFQ의 minimum aperture radius를, m은 modulation을 나타낸다. (ma 

가 maximum aperture radius) acceleration efficiency (A)와 focusing efficiency ( χ)

를 기술하는 parameter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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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

2
-1

m
2
I0(ka)+I0(mka)

                               (5)

χ = 1-AI0(ka)=
I0(ka)+I0(mka)

m2I0(ka)+I0(mka)
                        (6)

A 01=χ/a2, A 10=A가 되며, 따라서 potential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U(r,θ,z)=
V0

2 [χ( ra )
2

cos2θ+AI0(kr) coskz],                    (7)

이 potential에 의한 기장은 다음과 같다.

Er=-
∂U
∂r

=-
V0

2 [2χ ra2 cos2θ+kAI1(kr)coskz],                   (8)

Eθ=-
1
r

∂U
∂θ

=V0
χ r
a2

sin2θ                               (9)

Ez=-
∂U
∂z

=
V0

2
kAI0(kr) sinkz                              (10)

여기서 d
dx
In(x)=I n+1(x)를 사용하 다. cartesian coordinates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U(x,y,z)=
V0

2 [χ( x
2-y2

a2 )+AI0(kr) coskz],                       (11)

Ex=-
∂U
∂x

=-χV0
x

a2
-
V0

2
kA
x
r
I1(kr)coskz,                      (12)

Ey=-
∂U
∂y

=χV0
y

a2
-
V0

2
kA
y
r
I1(kr)coskz,                      (13)

Ez=-
∂U
∂z

=
V0

2
kAI0(kr)sinkz,                           (14)

여기서 

 

을 이용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구한 여러 가지 물리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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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 time factor

T=

⌠
⌡

l

0
Ezsinkz dz

⌠
⌡

l

0
Ez dz

=

⌠
⌡

l

0
sin

2
kz dz

⌠
⌡

l

0
sinkzdz

=
π

4
                          (15)

   여기서 l=βλ/2로 1개 cell의 길이다.

Spatial average of the peak axial accelerating field over the RFQ unit cell

E0=
1
l
⌠
⌡

l

0
Ez dz=

AV0

βλ/2
=

2AV0

βλ
                           (16)

   여기서는 축상이므로 I 0(kr=0)=1  을 이용하 다. 한 셀의 길이가 βλ/2  이므로,  

  AV0
는 셀의 처음과 끝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에 해당한다.

Energy gain: ΔW=⌠
⌡

l

0
qEzsin (ω t+φ

s)dz  이고, ωt=kz이므로

ΔW =
qkAV0I0(kr)

2 [ cosφ
s
⌠
⌡

l

0
sin

2
kz dz+sinφ

s
⌠
⌡

l

0
sinkz coskz dz]

= q
π

4
AV0I0(kr) cosφ

s,

              (17)

E0
와 T를 이용하면, ΔW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ΔW=qE0T l I0(kr) cosφs,                                (18)

이상의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nergy gain은 기본 으로 $V_0$에 의해 주어지므로, cell 길이에 무 하다. 

(E0∝1/l=2/βλ)

부분의 다른 가속기는 energy gain이 Eβλ로 주어진다. ( E은 mean field)따라

서 RFQ는 βλ가 큰 경우에는 상 으로 비효율 이다.

그림 3-3-1-5 는 synchronous phase에 따른 기장의 분포를 보여 다. 이로

부터 energy gain의 정성 인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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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5 (a): φ
s=0∘

이때는 Ez가 항상 positive다. 

따라서 energy gain이 최 가 된다 ( cosφs=1).

 그림 3-3-1-5 (b): φs=-30∘

이때는 Ez  일부가 negative가 된다. 

따라서 energy gain이 조  어든다. ( 0 < cosφ s < 1).

 그림 3-3-1-5 (c): φ
s=-90∘

      이때는 Ez 가 positive와 negative인 비율이 같다. 

      따라서 energy gain은 0이 된다. ( cosφs=0).

그림 3-3-1-5. synchronous phase 변화에 따른 기장의 변화: (a) φ
s=0∘  (b) φ

s=-30∘  

(c) φs=-90∘  ( Ez∝sinkz sin(ωt+φ s)  with ωt=kz).

 나. Vain tip 구조[29, 30]

방정식 (11)에 U=±V0/2라는 경계조건을 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는다.

x2-y2=
a2

χ [±1-AI0(kr) coskz]                               (19)

이 식은 우변이 고정일때 parabola의 방정식이 된다. 한, y=0 ( U(x,0,z)=V0/2)이면 

x-축의 vane pole tip 방정식을, x=0  ( U(0,y,z)=-V0/2) 이면 y-축의 vane pole tip 

방정식을 얻는다.

( xa )
2

=
1-AI0(kx)coskz

1-AI0(k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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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
2

=
1+AI0(ky)coskz

1-AI0(ka)
                                 (21)

여기서 χ=1-AI0(ka)를 이용하 다.  식을 수치 으로 풀면 pole tip의 모양을 얻을 

수 있다.

two-term potential의 정당성은 그런 potential을 얻도록 vane의 pole tip을 만드는

데 있다.

z=βλ/4  지 에서는 coskz=cosπ/2=0이 되므로 이때 x=y=r 0
로 r0를 정의한다.

r20=
a2

χ =
a2

1-AI0(ka)
                                  (22)

이 계를 이용하면 vane-tip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바 다.

( xr0 )
2

+AI0(kx)coskz=1,                                 (23)

( yr0 )
2

-AI0(ky)coskz=1,                                 (24)

다. 빔동력학

   RFQ는 low energy 역에서 입자를 가속시키는 장치이므로 nonrelativistic 

( γ=1)으로 생각 할 수 있다.

  (1) 연직방향의 빔동력학 : betatron motion

transverse plane의 한 축인 x-축상에서 beam dynamics를 생각하면,

d2x

dt2
=
q
m
Ex=-

q
m [

χV0

a2
+
V0

2
kA
r
I1(kr) coskz]xsin(ωt+φ

s),               (25)

여기서는 time-dependent term을 구체 으로 썼다. 다음 두 사실을 이용하고,



- 28 -

coskz sin(ωt+φ
s) = cosωt sin(ωt+φ

s)=
1
2
[ sin(2ωt+φ

s)+sinφ
s]

I1(kr) ∼
kr
2

,     ( linearizng for  small  argument)

    

ωt(=2πct/λ)+φ s≡2πτ  를 이용해 새로운 normalized time τ를 도입하면, 

dt=
2π
ω d

τ=
λ
c
dτ 가 된다. 따라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d2x
dτ2 +[Bsin (ωt+φ

s)+Δ
rf+

Δ
rf

sinφ
s
sin(2ωt+φ

s)]x=0,                    (26)

with

B=
qV0

mc2 (
λ
a )

2

χ       focusing  efficiency,                        (27)

Δ
rf=-

pi2

2

qV0

mc2
sin(-\phis)

β2 A     RF  defocusig 항,                    (28)

이때 sin(2ωt+φs)항은 입자가 한 cell을 움직이는 동안 RF의 complete cycle을 경험하

므로 평균 으로는 transverse beam dynamics에 향을 주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d2x

dτ2 +[B sin2πτ+Δ
rf]x=0,                                (29)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Mathieu equation이라 부른다. 이 방정식의 일반해는 

Appendix B에 있다. 1차항까지만 고려하는 경우, Mathieu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

다.

x(τ)=C0e
-iσTτ(1+Csin2πτ),                              (30)

여기서 e-i
σT τ 는 betatron frequency σT

로 천천히 진동하는 부분 (smooth part)을 나

타내고 sin2πτ  는 해의 주기성을 보여주는 항 (wiggling part)을 나타낸다.  σT 와 

C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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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2
T∼

B
2

8π2 +Δ
rf,                                       (31)

  C∼ B

4π2
,                                           (32)

여기서 τ는 독립변수이고, σT는 betatron phase advance per period가 된다.

  (2) 빔 진행방향의 빔동력학: synchrotron motion     

   여기서는 synchrotron 진동과 betatron 진동이 섞여서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해 axis상의 입자의 운동만 다룬다. synchrotron motion은 (Δφ=φ-φ s, ΔW=W-Ws)  

공간상에서 다룬다.

   synchronous particle이 δt 동안 움직인 거리가 δz=βcδt  이므로, 그동안의 상변

화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φ(t+δt) = φ(t)+ω
δz
βc

,     (ω=
dφ

dt
)

φ
s(t+δt) = φ

s(t)+ω
δz
β
sc

따라서 dΔφ
dt

=ωβ
s(

1
β -

1
β
S
)가 되며, 1

β -
1
β
S
=

1
β
s+Δβ -

1
β
S
≃-Δβ/β2

s
 를 이용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dΔφ
dt

=-ω
Δβ
β
s

,

이때 W=Ws+(dW/dβ) β s,γ=1(β-β
s)=Ws+β

smc
2(β-β

s)  이므로 ΔW= β smc
2Δβ가 되며, 

dt=
2π
ω d

τ 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dΔφ
dτ

=-
2π

mc2β2
s

ΔW,                                     (33)

한개의 셀을 통과할때의 energy gain이 Ws=qE0TlI0(kr) cosφs  (이 에서는 

ΔW= W-W s  이고 energy gain은 W  로 표시함)이므로 평균 인 energy change rate

는 dWs/dz≃Ws/l= qE 0TI 0(kr) cosφ s  가 된다. 여기에 E0=2AV0/βsλ, T=π/4, I0(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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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z=βscdt=βsλdτ  를 이용하면, dWs/dτ=(π/2)qAV0cosφ s가 된다. 따라서

dΔW
dτ

=
d(W-Ws)

dτ
=

π
2
qAV0( cosφ-cosφ

s),                       (34)

≃
π
2
qAV0sin(-φ

s)Δφ                         (35)

마지막 식에서는 φ=φ s+Δφ, Δφ≪φ s  를 이용하 다.

Small longitudinal oscillation 

    여기서는 β를 상수로 가정한다. 식 (33)을 τ로 한번 더 미분하고, 식 (35) 를 이

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d2Δφ

dτ2 +σ2
l
Δφ=0,     σ2

l=π2 qV0

mc2
A
β2
s

sin(-φ
s),                      (36)

 이때 σl은 phase advance per period가 된다. 한 dτ=dz/(β sλ)=dt(ω/2π)  를 이용하

면 다음 식을 얻는다.

d2Δφ

dz
2 +k2lΔφ=0,     

d2Δφ

dt
2 +ω2

l
Δφ=0,                     (37)

 with

 k2l=π2 qV0

mc2
A

β4
s
λ2 sin(-φ

s),     ω
2
l=

1
4

qV0

mc2
Aω2

β2
s

sin(-φ
s)                 (38)

 여기서 ω=2πc/λ  이다. kl은 phase advance per unit length가 된다. 이경우 stability 

condition은 φ s≤0가 된다. ( kl 는 σl이 실수)

 

Nonlinear longitudinal oscillation 

  

   여기서는 $\beta$를 상수로 가정한다. 식 (33)과 선형화하기 의 식인 식 (34)를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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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Δφ

dτ2 +σ2
l

cos(φs+Δφ)-cosφ
s

sin(-φ
s)

=0,                        (39)

 이식에 dΔφ/dτ를 곱하면, 첫째항이 d
dτ [ 1

2 (
dΔφ
dτ )

2

]가 되고 둘째항은 

σ2
l
d
dτ (

sin(φs+Δφ)-Δφcosφ
s+C

sin(-φ
s) )  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d
dτ [ 1

2 ( d
Δφ
dτ )

2

+V(Δφ)]=0,                            (40)

 with

V(Δφ)=σ2
l

sin(φ s+Δφ)-Δφcosφ
s-sinφ

s

sin(-φ
s)

                  (41)

여기서 분모의 -sinφs항은 V(0)=0을 만족시키기 한 상수 C 이다. 식 (40)을 first 

integral ( 는 energy integral)이라 부른다. 이식으로부터 longitudinal oscillation의 

energy ( H )를 구하는 다음 식을 얻는다.

1
2 ( d

Δφ
dτ )

2

+V(Δφ)= const= H,                            (42)

여기서 V(Δφ)는 potential energy에 응한다. 식 (33)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2 (

2π

mc2β2
s

ΔW)
2

+V(Δφ)= H,                             (43)

 이식이 나타내는 정보를 그림 3-3-1-6이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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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energy plot과 (Δφ,ΔW)  공간에서의 입자 궤 .

   그림 3-3-1-6의 쪽 그림은 potential을 보여 다. system의 energy (H)가 

potential의 극 값 ( Hmax
)이 될 때의 phase가 stability limit를 다. (그림의 φ1, φ2

에 

해당한다)

  우선 φ2
 를 구해보자. potential을 나타내는 식 (41)을 Δφ에 해 한번 미분하면 극

값을 얻는 조건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V(Δφ)
dΔφ =σ2

l

cos(φs+Δφ)-cosφs
sin(-φ

s)
=0,                        (44)

  이 식의 해는 Δφ=0  or -2φs가 된다.(이는 각각 φ=+φ s와 -φs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미분하면

d2V(Δφ)
d(Δφ)2

=σ2
l

-sin(φs+Δφ)

sin (-φ
s)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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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된다. Δφ=0은 이차미분이 양수이므로 극소값, Δφ=-2φs는 이차미분이 음수이

므로

  극 값에 응한다. 따라서 Δφ=0(φ=+φ s<0)은 synchronous phase에 응하고 

Δφ=-2φ s(φ=-φ s>0)  는 그림 3-3-1-6에서 보여주는 φ2
에 응한다.

   그림 3-3-1-6의 아래 그림은 (Δφ,ΔW)  공간에서의 입자 궤 을 보여 다. 

H=H max
에서 separatrix 를 얻는다. separatrix는 stable과 unstable region을 나 다. 

Δφ  축상에서 separatrix가 차지하는 역( φ)은 synchronous phase ( φs)에 의해 결정

된다. H max
는 potential의 극 값 (at Δφ=-2φs)과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 max =V(-2φ
s)=σ2

l

2φscosφ
s-2sinφ

s

sin(-φ
s)

,                    (46)

   

따라서 V(Δφ)=H max
의 solution  하나는 Δφ=-2φs  (극 값)이고 다른 하나인 Δφ1

은 

다음 식의 수치 인 해로 얻을 수 있다.

   sin (φ s+Δφ1)-Δφ1cosφ s=2φscosφ s-sinφ s,                  (47)

separatrix 역 ψ는 다음 식으로 주어지므로

ψ=Δφ2-Δφ1=-2φs-Δφ1,

sin (φs+Δφ1)=-sin(ψ+φs)가 된다. 따라서 식 (47)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Δφ1=-2φs-sinψ+(1-cosψ)tanφs

따라서 φs와 ψ사이의 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anφ
s=

sinψ-ψ
1-cosψ

,                                 (48)

특히 ψ≪1과 φ s≪1을 만족하면, sinψ=ψ-ψ3/6과 cosψ=1-ψ2/2를 이용해 다음과 같

은 계를 얻는다.

tanφ
s=-

ψ
3
,                                    (49)



- 34 -

이식은 |φ s|≃1  역에서도 잘 성립한다. 한편 tanφ s≃φ s로 근사하면 ψ는 |φs|  의 세배

로 주어진다.

ψ=3|φs|,                                     (50)

   

한편 energy spread ( ΔW )의 최 값은 Δφ=0 (φ=φ s)에서 주어진다. 이때 potential 

energy가 0이다.

  1
2 (

2π

mc2β2
s

ΔW)
2

=H max =2σ2
l

φ
scosφs-sinφ

s

sin(-φ
s)

or

ΔW= mc 2 qV 0 
β2
sA(φ s cosφ

s-sinφ
s),                       (51)

  (3) 공간 하 효과

   bunch안에는 많은 수의 하 입자들이 있으므로 서로의 반발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31, 32]. (이를 space charge 효과라 부른다) space charge 효과를 표 하는 방법  

하나가 current limit를 이용하는 것이다. transverse 방향의 경우 current가 커지면 

반발력이 커져 빔의 반경이 늘어나고, 결국 beam loss로 이어진다. longitudinal 방향

의 경우 space charge 효과는 potential well의 크기와 깊이를 작게 만들어 stable한 

역이 어드는 효과를 다. 따라서 빔의 물리  모델이 주어지면 최  current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bunch에 있는 하 입자수와 직  연결된다. 여기서는 bunch

의 모델로 3차원 symmetric ellipsoid 를 생각하고 그 안에 입자가 균일하게 분포한

다고 가정한다. 이때 bunch안에서의 기장은 다음식으로 쓸 수 있다.

E
sc
x =

ρ

2ε0

x[1-f(p)],

E
sc
y =

ρ

2ε0

y[1-f(p)],

E
sc
z =

ρ
ε
0

zf(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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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는 current( I) 와 다음과 같이 연결된 양이다.

ρ=
3Iλ

4πr2bc
,                                       (53)

여기서 b 는 bunch의 half length, r 은 bunch의 반경, c는 속이다. f(p)는 다음식으

로 주어진다.

f(p)={ 1

1-p
2 -

p

(1-p
2
)
3/2 cos

-1
p    :   p<1,

1
3

   :   p=1,

p cosh
-1
p

(p
2
-1)

3/2 -
1

p
2-1 ,    :   p>1, 

                   (54)

여기서 p=b/r  이다. 그러나 0.8 < p < 5 역에서는 f(p) 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주

어진다.

f(p)≈
1
3p

=
r
3b

,                                  (55)

운동방정식에 space chage에 의한 기장의 효과가 추가된다.

   (가) 연직방향의 공간 하 효과

x-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항이 추가된다.

d 2x

dτ 2 =
λ 2

c
2
q
m
E scx +⋯=-Δ scx+⋯     

여기서 dt=(λ/c)dτ를 이용하 다. 따라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d 2x

dτ 2 + [B sin 2πτ+Δ
rf+Δ

sc]x=0,                        (56)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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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sc=-

λ 2

c 2
q
m

ρ

2ε 0
[ 1-f(p)]=-

3Z 0

8π
qI t

mc 2
λ 3

r 2b
[ 1-f(p)],     Z 0 =

1
ε
0c

≃377Ω ,    (57)

이때 unperturbed tune σ
t, 0
 와 perturbed tune σ

t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8)


  

                                        (59)

transverse space charge 효과를 기술하는 parameter μ
t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μ
t≡-

σ 2
t-σ 2

t,0

σ 2
t,0

=-
Δ
sc

σ 2
t,0

,                            (6)

여기서 σ 2
t= σ 2

t,0 ( 1-μ
t)가 된다. 이제 Δ

sc∝I  와 μ
t
를 이용하면, current에 한 식을 

얻을 수 있다.

I t=
8π 2

3Z 0

μ
t
mc

2

q
r

2b

λ 3[ 1- f( p )]
σ 2
t,0
,                          (61)

bunch half length b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62)

RFQ의 aperture radius가 　a  일때, 빔의 최 반경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r
2
=
a 2

Ψ
,                                      (63)

 여기서 Ψ는 flutter factor로 빔의 최 크기를 최소크기로 나  것이다.( Ψ=r + /r-
) 따

라서 transverse maximum current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64)

이때
     , B=qV 0

λ 2χ/(mc 2a 2)을 이용하면 식은 다음과 같다.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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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빔 진행방향의 공간 하 효과

   선형화된 longitudinal 방향의 운동방정식에 다음과 같은 항이 추가된다.

d 2Δz

dt 2
=
q
m
E
sc
z +⋯=

3Z 0

4π
qI l
m

λ

r 2b
f(p)Δz+⋯                (66)

여기서 Δz∝Δφ와 dt=(λ/c) 2dτ를 이용하면 식은 다음과 같이 바 다.

d 2Δφ

dt 2
=

3Z 0

4π
qI l

mc 2
λ 3

r 2b
f(p)Δφ+⋯                        (67)

따라서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d
2Δφ

dτ 2 + σ 2
l
Δφ=0                                 (68)

σ 2
l = σ 2

l,0+Δ
sc, l

,                                  (69)


  








                                            

Δ
sc, l = -

3Z 0

4π
qI l

mc 2
λ 3

r 2b
f(p) ,                        (70)

transverse case와 같이 
  

     으로 정의하면 μ
l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μ
l=-

Δ
sc, l

σ 2
l,0

,                                   (71)

Δ
sc, l∝I이므로 current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72)

(p= b/r)= r/(3b), 
  를 이용하면 longitudinal current의 최 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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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다) current limit를 이용한 RFQ 설계 최 화

  r 0
와 V 0

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beam이 완 히 bunching되는 것은 

gentle buncher끝에서다. 따라서 이 지 에서의 current limit가 요해진다. 그 이

에는 아직 bunching이 완 하지 않으므로 bunch density 가 크지 않고, 그 후의 

high energy 역에서는 속도가 커짐에 따라 space charge 효과가 상 으로 작아

진다.transverse current limit와 longitudinal current limit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므로

I t∝βV2
0(

λ

a )
2

φ
s,      I l∝V 0

a
λ

φ2
s
,                            (74)

low frequency ( large 　λ ) RFQ는 transverse current limit가 커진다.

high frequency  RFQ는 longitudinal current limit가 커진다.

기타 자세한 optimization은 로그램을 이용한다.

 라.Adiabatic bunching

   RFQ의 구체 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속도가 낮은 역에서 동작하므로 　E z가 크다( Ez∝k∝1/β). 따라서 adiabatic 

bunching이 비교  짧은 거리에서 일어난다.

focusing electric field가 velocity-independent다. 따라서 high-current빔을 낮은 

속도 역에서 집속 시키는데 유리하다.

axial field와 synchronous phase의 조 을 vane-tip의 기하학  구조를 당히 변

화시켜 얻을 수 있다.

   RFQ의 경우 paramter를 당히 선택하면 adiabatic bunching이 일어난다. 

longitudinal phase space에서 선형화된 운동방정식의 해는 z= z 0sinω
lt,  p= p 0cosω lt

와 같이 쓸 수 있다. adiabatic invariance theorem에 의하면 (Appendix C), 운동을 

기술하는 parameter가 매우 천천히 변해서, 한번 진동하는 동안 그 parameter ( 는 

system의 에 지)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양이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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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마지막 등호에서는 p 0=mω
lz 0

를 이용하 다. ( p=mdz/dt  이므로) 따라서 ω
l
이 상수

면, adiabatic invariance에 의해 z 0
가 일정하게 된다. 이는 space charge를 control 하

는데 쓰인다. space charge control을 해서는 beam의 density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는 z 0
가 일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ω

l
과 z 0

가 일정하면 adiabatic 

condition이 성립한다. 여기서 z 0
 는 Δφ공간이 아닌 real space에서의 빔의 길이를 나

타낸다. z 0
 가 일정하면 beam의 크기가 일정하므로 bunch density가 일정하게 되고 

space charge효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다. ω
l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76)

여기서 ω는 RF 진동수다. ω
l= constant라는 조건은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는 의미가 

된다.





   
  ,                                  (77)

이식이 adiabatic bunching의 첫번째 조건식이다. 이때 V 0
가 일정하면    를 

얻는다.

β
s, 

φ
s
 사이의 계를 직 으로 얻어야 각 parameter를 β

s
의 함수로 얻어낼 수 있

다. 이를 해서는 bunch density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small oscillation 역 밖에서

도 성립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이를 이루는 근사 인 방법은 separatrix의 길이를 일

정하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 조건은 결국 bunch density가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것

을 small oscillation 역 밖에서도 성립하도록 확장하는 근사 인 조건이 separatrix

의 real space상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separatrix의 길이 zψ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zψ =
β
s
λψ

2π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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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separatrix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조건은 다음을 의미한다.

β
s
ψ= constant,                                     (79)

 separatrix ψ가 synchronous phase φ
s
만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므로

 tanφ
s=

sinψ-ψ

1- cosψ

여기서 separatrix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조건은 φ
s=φ

s(
β
s)
와 같이 φ

s
를 β

s
만의 함수

로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에 더하여 B를 β
s
의 함수로 주면 RFQ를 design 할 

수 있다. 만약 B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식 (27) 로부터 다음 조건이 된다.

V 0
χ

a
2 = constant,                                  (80)

 이때 β
s
의 함수로 주어진 것은 z의 함수로 주어진 것과 같다. V 0

가 일정한 경우, 식 

(77), (78), (79) 를 Kapchinsky's condition이라 한다. 이 조건을 이용해 gentle 

buncher를 design할 수 있다.

Kapchinsky 조건은 bunching이 약하게라도 일어난 후에 용된다. 따라서 

prebunching을 한 shaper section이  필요하다. shaper에서는 synchronous 

phase와 acceleration efficiency를 선형(z 의 일차함수)으로 증가시킨다.

Kapchinsky 조건은 'time-independent' focusing 구조 (focusing structure를 갖는 

일반 인 transport system) 에서 RFQ의 'time-dependent' focusing 구조로의 

matching에 한 언 이 없다. 이를 해 radial matching section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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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adial matching section and fringe field region

   그림 3-3-1-7과 3-3-1-8은 각각 radial matching section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

우의 matched beam을 나타낸다[33-36]. matched beam은 RF phase에 의존하므로 

각 그림에서 여러 타원은 RF phase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응한다. radial matching 

section이 있는 경우 matched beam의 RF phase 의존성이 거의 없어진다. radial 

matching section의 r 0
 는 상 으로 큰 값을 갖기 때문에 fringe field에 의한 향

이 작아지는 추가 인 장 이 생긴다.

그림 3-3-1-7. radial matching section이 없는 경

우의 matched beam.

그림 3-3-1-8. radial matching section이 있는 경

우의 matched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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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radial matching section과 fringe field region의 vane-tip geometry를 결정하

기 한 조건에 해 언 한다.

Potential for radial matching section

U(r,θ,z)=
V 0

2 ∑
3

n=0
AnTn(r,z) cos 2θ,                        (81)

with

Tn(r,z)= I 2n(k rr) cos k rz+3
- ( 2n+ 1)

I 2n(3k rr) cos 3k rz,                 (82)

여기서 L은 radial matching section의 길이고 k r=
π

2L
이다. 이때  radial matching 

section이 시작되는 곳이 z=-L,  끝나는 곳이 z= 0  이다. 즉 L  radial matching 

section의 길이를 나타낸다.

각 항은 독립 으로 Laplace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각 항은 end wall ( 　z=-L) 에서 0 이다. ( 　sin k rL= 0= sin 3k rL  )

　∂U/∂z= 0  at 　z= 0for all 　r.  ( ∝   or    )
　≈   at   

 이 작은 경우(≪ ),  ≃ 
이므로 ≈   at    .

     인 경우,  ≃   이므로 ∝         at    .

   이 조건들이 RFQ 밖에서, RFQ 안쪽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RF 역으로 자연스

럽게 transition하기 한 조건이다. 

Radius of curvature 

ρ
t=

(1+(x')
2) 3/2

x''
  with x''=

d
2
y

dx 2
,                     (83)

radial matchi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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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otential 조건을 사용하면,

U(r,θ,z)= ±
V 0

2
,                                   (84)

two boundary condition at   and :


 



    
  



   ,                 (85)

 equipotential 방정식을 y에 해 두번 미분하면, 같은 치에서 다음과 같은 방

정식을 얻는다.

∑
3

n= 0
An[ (x'' p+ 1

x p )
∂Tn
∂r

-4n 2 1

x
2
p

T n]= 0,                   (86)

∑
3

n= 0
An[ (y'' p+ 1

y p )
∂Tn
∂r

-4n 2 1

y
2
p

T n] cosnπ=0,               (87)

만약 　z= 0에서 　x p,y p,x'' p,y'' p가 주어진다면, 이 네 방정식으로 부터 　A n
을 얻을 

수있고, 포텐셜 U가 완 히 주어진다. (이때 x p,y p는r 0
에, x'' p,y'' p는 1/ρ에 응)

mismatch factor를 고려하면, 　3βλ가 당한 radial matching section의 길이가 된

다.

　U (r,0,z)=V 0/2
를 풀면 그림 3-3-1-9와 같은 radial matching section의 그림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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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350 MHz, 50 keV RFQ의 radial matching 

section: 길이= 3,       cm, 

″  ″    cm. 

energy gain at the fringe region

   fringe field region은 Radial matching section과 같은 potential에 의해 기술된다. 

fringe filed 의 시작 치: z= 0 , cavity end wall의 치: z=L,k f=π/(2L).  여기서 L

은 fringe region의 길이다.

fringe region을 두는 이유: 

    RFQ에서 나온 빔은 fringe region에서, on-axis potential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

므로 가속 는 감속될 수 있다. 이는 final energy가 불확실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므

로, 이를 제거하기 해서는 이 역을 당히 조 하는 것이 필요하다.

On-axis potential 

           [for n≠0] 이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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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cell을 기술하는 potential은 on-axis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89)

 여기서 k=2π/βλ  이고 A는 acceleration efficiency를 나타내는 parameter다. 따라서 

z= 0에 두 potential이 일치하기 해서는 A 0=
3
4
A이다. 결국 on-axis potential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90)

 longitudinal electric filed:

 

  



       ,                     (91)

 

여기서 ωt= kz  그리고 k=2π/βλ.normal cell의 기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92)

 따라서 t=0,z=0에서 Ez=
3
4
AV 0k fsinφ

s
이고 Ez=

AV 0

2
k sinφ

s
 으로 다른 값을 갖

게 된다. 단 modulation 이 없으면 m=1  이 되고, acceleration efficiency (A)는 

m 2- 1에 비례하므로 A=0이 되고 Ez=0=Ez ( normal cell )로 같아진다.

energy gain

ΔW(φ,L)= ⌠
⌡

L

0
qE zdz=

AqV 0

2
[B(L) sinφ+C(L) cosφ],              (93)

 where

B(L)=
3
4

⌠
⌡

L

0
[k f( sin k fz+ sin3k fz) cos kz]dz,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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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3
4

⌠
⌡

L

0
[k f( sin k fz+ sin3k fz) sin kz]dz,                    (95)

여기서        로 modulation의 함수이며, m=1  (zero 

modutiona)인 경우 ΔW= 0이 된다.

fringe region의 길이 

   fringe region의 길이를 구하기 해서는 그림 3-3-1-10 에 주어진 것과 같이 

φ
s=-30∘일때
L=0.1965βλ를 선택한다. (이때 ΔW가 zero가 된다.)

그림 3-3-1-11 은 fringe region에서 vane-tip geometry를 보여 다.

그림 3-3-1-10. 가 변하는 경우에, fringe 역에서의 에 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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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1. 350 MHz, 3.0 MeV RFQ의 fringe region: z=0에서 

=0.3102,    , m=1.9286, ″  ″= 0.4113.

fringe region에서 vane-tip이  벌어지므로, vane 밖에서는 fringe filed의 효

과가 작아지는 것이 장 .

x와 y 방향의 vane-tip 길이가 다르게 끝난다. ( fringe region이 하나는 　r= a,  
나머지는 　r=ma에서 시작하므로)

RFQ의 마지막 cell과 fringe region 시작에서의 기장이 불연속 으로 변한다. 

한 fringe region은 수평과 수직방향의 시작 치가 다르므로 quadrupole 

symmetry가 깨져있고 이것이 E z를 zero가 아니게 만든다. 한 수직,수평 방향의 

vane이 끝나는 치도 다르다. 이것이 복합 으로 작용해서 energy uncertainty의 

원인이 된다.

 마. Transition Cell

   exit fringe field 역에서 발생하는 energy uncertainty와 vane-tip 길이가 다른 

것 등은 Crandall이 제안한 transition cell을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37]. transition 

cell은 full modulation에서 zero modulation으로의 자연스러운 변환을 목 으로 하며, 

그 길이는 normal cell 보다 약간 작다. ( 그림 3-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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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2. 350 MHz, 3.0 MeV RFQ의 transition cell: z=0에서 

=0.3102 cm,    , m=1.9286,     cm.

   transition cell의 장 은 다음과 같다.

on-axis potential을 transition cell이 끝나는 곳에서 zero로 보낸다. 따라서 경계에

서 생기던 불연속한 기장이 연속으로 바 며, 다음에 나오는 fringe field 역

은 quadrupole symmetry가 회복된다. 따라서 energy uncertainty가 사라진다.

transition cell이 끝난 이후에 zero modulation의 fringe field 역의 길이를 조

하여transverse phase space ellipse를 조 할 수 있기때문에 transverse matching

이 쉬워진다.

이 fringe field region은 transverse 방향으로 axisymmetric beam을 만들어내며, 

RFQ에서 가속된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혹은 따로 다음 단계의 magnetic 

transport system matching시킬 수 있다.

 

   Transition cell을 기술하는 potential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U(r,θ,z)=
V 0

2 [ ( rr 0 )
2

cos2θ+A 10I 0(Kr )cosKz+A 30I 0( 3Kr )cos3Kz],           (96)

여기서 K= π/(2L')이고L'  은 transition cell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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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텐셜은 Laplace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것을 증명할 때 다음 식을 이용한

다.

′   

            



        

  ′  에서     이란 조건으로부터 다음 계식을 얻는다.

  

  
,                                      (97)

horizontal and vertical vane-tip profile          라는 경계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vane-tip 방정식을 얻는다.


 


                         (98) 

 
 


      ,                 (99)

이 식으로터 z=L'일때,KL'= π/2이므로x= y= r 0  로 끝남을 알 수 있다. 한 

  ′ 에서 ′    ′   를 만족시킨다

lowest order에서 다음 계식을 만족시킨다.

  

   





,                                (100)

이 때 A는 가속효율로 normal cell의 vane-tip을 기술하는 다음 식에 나온다.


 


                                     (101)


 


                                      (102)

이식은   일때       라는 경계조건을 만족시킨다   은 nomal cell 길이). 따

라서 근사 으로 보면 normal cell과 transition cell은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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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transition cell은 normal cell보다 약간 작다.

 바. peak surface electric field

     가 심축에서 vane까지의 평균거리고 이웃한 vane 사이의 voltage가 ±  

(이때 vane voltage를 V 0
 라고 함) 이면 peak surface electric field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s= κ
V 0

r 0
,                                       (104)

여기서 κ  는 vane geometry와 modulation등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 vane 신 구형 rod 고, 그 반경이 a와 같은 경우

　  : modulation이 없고 단면이 parabola인 경우

 modulation이 있는 경우 　κ는 1.5 이상도 가능

Kilpatrick field: 주 수가 주어질 때 sparking limit를 주는 기장의 최  값을 

말하며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105)

frequency (MHz) E (MV/m)

50 8.90

100 11.35

200 14.72

300 17.28

350 18.39

400 19.42

500 21.30

보통 RFQ design에서는 1.5 ∼1.8 Kilpatrick field를 peak surface field값으로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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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RFQ에 용되는 Laplace 방정식과 일반해

cylindrical coordinates에서 Laplace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2
U(r,θ,z)=

∂2U

∂r 2
+

1
r

∂U
∂r

+
1

r 2
∂ 2U

∂θ 2 +
∂2U

∂z 2
=0,                  (A.1)

이 방정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U(r,θ,z)=R(r) Θ(θ) Z(z),                           (A..2)

이 형태를 이용하면 Laplace equation은 다음과 같이 바 다.

d
2
Z

dz 2
+ k 2zZ=0 ,                                     (A.3)

d 2Θ

dθ 2 + k 2θΘ=0,   (A.4)

r
2 d

2R

dr 2
+ r

dR
dr

-(k
2
zr

2
+ k

2
θ)R=0, (A.5)

여기서 k z,kθ는 결정해야 할 실수 상수다.

potential U(r,θ,z)가 만족시켜야 할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U(r,θ,-z)=U(r,θ,z), (A.6)

U(r,θ,z+βλ)=U(r,θ,z), (A.7)

U(r,-θ,z)=U(r,θ,z), (A.8)

U(r,π±θ,z)=U(r,θ,z), (A.9)

-U (r,θ±
π

2
,

βλ

2
-z)=U(r,θ,z),  (A.10)

경계조건 식 (A.6)과 식 (A.7)를 미분방정식 식 (A.3)에 입하면  는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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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m
amcos (m 2π

βλ z), (A.11)

  

     (A.12)

경계조건 식 (A.8)과 식 (A.9)를 미분방정식 식 (A.4)에 입하면 Θ(θ)는 다음과 같이 

된다.

 


 , (A.13)

       (A.14)

식 (A.10)은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을 다.

cos (mπ) cos (nπ)=-1,  (A.15)

따라서 m과n은 다음과 같은 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m+n= 2p+1,     p=0,1,2,...  (A.16)

즉, m이 even이면, n은 odd다. k z,kθ식을 식 (A.5) 에 입하면, 

r 2
d 2R

dr
2 + r

dR
dr

-(m 2k 2r 2+4n 2)R= 0, (A.17)

여기서 k=2π/βλ.

　m≠0 : 해는 modified Bessel function이 된다. ( 　R∝I 2n(mkr))

 m=0, 방정식은

r 2
d 2R

dr
2 + r

dR
dr

-4n 2R=0 , (A.18)

따라서 해는 r 2n에 비례한다. 정리하면, RFQ에 용되는 Laplace equation의 일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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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r,θ,z)=∑
n
A 0nr

2ncos (2nθ)+∑
m
∑
n
A mnI 2n(mkr) cos (2nθ) cos (mkz), (A.19)

m+n= 2p+1,     p=0,1,2,... , (A.20)

여기서 첫째항은 m=0일때,둘째항은m≠0일때 성립한다. 첫째항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p= 0
A 0pr

2( 2p+ 1)cos [ 2 ( 2p+1)θ], (A.21)

Appendix B. Mathieu 방정식의 해

   Mathieu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d 2x

dτ 2 +[A+B sin 2πτ]x=0, (B.1)

Floquet theorm을 이용하면 해는 e
iσTf(τ):f(τ)는sin2πτ와 같은 주기를 갖는 주기함수다. 

따라서 Mathieu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x(τ)= e
iσTτ

∑
m
cme

i2πmτ
,     m=0,±1,±2,...  (B.2)

여기서 σ
T≪2π를 만족시킨다. 이 해를 방정식에 입하고, sin x= (e ix- e - i x)/(2i)를 이

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0 = ∑
m
cm[ {-(σT+2πm) 2+A}e

i( σ
T+2πm)τ

+
B
2i
e
i( σ

T+ 2π(m+1)) τ
-
B
2i
e
i( σ

T+ 2π(m-1)) τ

]

= ∑
m [ {-(σT+2πm) 2+A}cm+

B
2i

(c m-1- c m+1)]e
i( σ

T+ 2πm)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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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m= 0인 경우:

0=[ (-σ2
T+A)c 0+

B
2i

(c -1- c 1)]e
iσTτ, (B.4)

　m≠0인 경우 ( 　σ
T≪2π이용):

0=∑
m [ (-4π 2

m
2
+A)cm+

B
2i

(c m- 1- c m+ 1)]e
i(σT+ 2πm )τ, (B.5)

이 두식은 σ
T≪2π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근사식으로 쓸 수 있다.

0≃∑
m [ (-σ 2

T-4π 2m 2+A)cm+
B
2i

(c m- 1- c m+1)]e
i(σT+2πm )τ, (B.6)

따라서 c m이 만족시키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m≡(-σ 2
T-4π 2m 2+A)cm+

B
2i

(c m-1- c m+ 1)= 0, (B.7)

이 식을 order n까지 고려하면 2n+1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     with c n+ 1= 0and c - n- 1=0 . 이 방정식으로부터 σ
T
와cm  을 구할 수 있다.

   order 1 의 경우를 직  구해보자. 이때 3개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σ 2
T-4π 2+A)c - 1-

B
2i
c 0 = 0          

 B
2i
c -1+(-σ 2

T+A)c 0-
B
2i
c 1 = 0                      (B.8)

B
2i
c 0+ (-σ 2

T-4π 2+A)c 1 = 0     

Nontrivial solution   을 갖기 해서는 determinant가 zero가 되어야 하며, 이를 이

용해 σ
T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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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2
T = A-2π2+ 4π4+B2/2

≈ A+
B2

8π2

, (B.9)

마지막 근사에서는 B
2
≪8π 2  을 가정하 다. 따라서 σ 2

T-A∼
B 2

8π 2 ≪lπ 2이다.  식 (B.9)를 

식 (B.8)에 입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c 1 = c 0
B
2i

1
σ 2
T+4π 4

-A
∼c 0

B

8π 2
i
,

c - 1 = - c 0
B
2i

1
σ 2
T+4π 4-A

∼- c 0
B

8π 2i

이 식을 식 (B.2) 에 입하면, Mathieu equation의 order 1 solutio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x(τ) = c 0e
iσTτ[1+ B

8π 2i
(e i2

πτ
-e - i 2πτ

)]

= e
iσTτ[ 1+ B

4π 2 sin2πτ],                              (A.10)

이 해는 σ
T≪2π라는 가정 하에 구해졌으나, 실제는 σ

T
가2π  보다 큰 경우에도 좋은 해

가 된다. 그 이유는 higher order coefficients cT이  다음과 같이 충분히 빨리 작아지

기 때문이다.

|c n | < ( B

8π 2 )
n

1

(n!) 2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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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theorem of adiabatic invariance[38]

adiabatic의 정의: 어떤 system이 하나의 parameter 　λ 에 의해 기술되는 주기운

동을 한다고 하자. 그리고 λ가 외부의 향에 의해 천천히 변하지만 한 주기( T  ) 

동안의 변화량이



≪ 


(C.1)

를 만족시키는 경우, 이러한 변화를 adiabatic하게 변한다고 한다.

  = constant: 이때는 주기운동의 주기(T )와 system의 에 지(E )가 일정하다.

가 adiabatic하게 변하는 경우: d E/dt가 매우 천천히 변할 것이고 이 변화는 

　  에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E가λ의 함수로 주어질 것을 상할 수 있다. 이는 

E와    의 특정조합이 상수(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임을 의미한다. 이런 불변량

을 adiabatic invariant ( J  )라 부르며 다음 식으로 표 된다.

J= ⌠
⌡○pdq

, (C.2)

 여기서 q는 generalized coordinates, p는  generalized momentum이다.

(증명)

system의 hamiltonian을 라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  (C.3)

이때 generalized coordinates (q,p)는 빨리 변하고, λ는 천천히 변한다.  식을 한 

주기에 해 평균을 취하고, 그 사이에는 dλ/dt가 거의 constant라면 다음 식이 성립

한다.

〈〉≡    〈〉,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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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s equation of motion, 

 

  을 고려하면  





   가 되

므로  식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  




, (C.5)

분 경로를 따라서는 p는 q와 거의 상수인 λ, E  의 함수다( p= p(q;E,λ)). 한

∂q/∂λ=0을 이용하면,        이므로   

 






다. 그러므로







,  (C.6)

이 식을  식에 입하면

< dEdt >=-
dλ

dt

⌠
⌡○(∂p/∂λ)dq

⌠
⌡○(∂p/∂E)dq

, (C.7)

or

⌠
⌡○[ ∂p

∂E < dEdt >+ ∂p
∂λ

dλ

dt ]dq=0,  (C.8)

∂p
∂q

=0을 이용하면  식의 호 안은 <
d
dt

⌠
⌡○p(q;E,

λ)dq >  가 된다. 따라서

J = ⌠
⌡○pdq

, (C.9)

< dJdt > = 0. (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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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Q 빔동력학 설계

   RFQ 가속장치는 LEBT 시스템으로부터 입사된 50keV 양성자빔을 3MeV 까지 가

속시켜 DTL 가속장치에 보내주는 장치이다[39,40]. PEFP RFQ는 radial matching 

section, shaper, gentle buncher, accelerator 의 네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디자인

을 해 RFQ Design Codes를 사용하 다[41]. 

각 부분의 역활

radial matching section: 이온원에서 나온 DC 빔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집속구조를 

갖는 RFQ가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6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다. 

(한 셀의 길이는 βλ/2  임)

shaper: 빔의 bunching이 시작시키는 부분이다. 가속효율 (A)와 동기 상 ( φ
s
)이 선

형 으로 증가한다.

gentle buncher (GB): 빔의 adiabatic bunching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GB 끝에서

는 빔의 에 지는 아직 낮고 bunching은 완 히 이루어지므로 공간 하 효과가 가

장 크게 된다.

accelerator: 빔을 원하는 에 지까지 가속시킨다.

디자인에서 고려할 사항들

표면 기장이 무 크지 않아야 한다. ( 1.8 Kilpatrick field )

다 극 효과 (특히 octupole)가 작아야 한다.

기존의 RF  진공 련 부품들을 그 로 쓰기 해서는 기존의 RFQ와 크기가 같

아야 한다.

vane간 압은 일정하게 유지한다.

다음에 오는 DTL과의 매칭을 고려하여, RFQ 끝에서 연직방향의 단  길이당 zero 

current phase advance (ZCPA)는 DTL 앞쪽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matching 조

건은 빔 류와 무 하게 된다.

가. 여러 라메터의 결정

(1) current limit와 aperture radius

  GB가 끝나는 곳에서 공간 하 효과가 가장 크므로 current limit는 GB 끝에서 구한

다. aperture radius (a)가 결정되면 longitudinal current limit와 transvers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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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가 같게 되도록  modulation을 결정한다. 그림 3-3-2-1은 aperture radius가 변할

때의 modulation과 current limit를 보여 다. 

그림 3-3-2-1. aperture radius의 함수로 본 current limit와 

modulation.

PEFP RFQ는 a를 2.4 mm로 정했다.

(2) GB 끝에서의 에 지

Gentle buncher 끝에서의 에 지는 다음과 식과 같이 입사빔의 에 지와 동기 상에 

의해 주어진다.

EGB=E i ( 99.5
∘

φ
s )

2

PEFP RFQ의 경우 E i=50keV, φ s=-30∘이므로 EGB=550keV  가 된다.

(3) Shaper 끝에서의 에 지

Shaper 끝에서의 에 지를 조 하여 체 길이를 조 한다.PEFP RFQ의 경우 

E shaper= 86.5keV  로 잡았다. 이때의 RFQ 길이는 약 318.7 cm가 된다. 그러나 이 길이

는 transition 셀을 도입하고, DTL과의 빔 매칭을 고려하면 더욱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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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ρ/r 0

이 값이 변화하면 다 극 성분과 표면 기장의 세기도 변하게 된다. 그림 3-3-2-2와 

그림 3-3-2-3은 각각 ocutupole 성분과 최  표면 기장의 세기를 ρ/r 0
 에 따라 보여

다. ocutupole 성분은 ρ/r 0
 이 작을수록 커지고, 표면 기장은 ρ/r 0

이  커지면 같이 

커지므로, octupole 성분은 작아지고 표면 기장은 1.8E Kilpatrick
을 넘지 않도록 당한 

값을 선택해야 한다. PEFP RFQ는 ρ/r 0= 0.87을 선택했다.

그림 3-3-2-2. ρ/r 0
 변화에 따를 octupole 성분의 변화.

 

그림 3-3-2-3. ρ/r 0
 변화에 따를 표면 기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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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adial matching section과 fringe field region

 RFQ의 low energy end 부분과 high energy end 부분은 보통의 RFQ와는 다른 형태

를 갖는다. 이를 각각 radial matching section과 fringe field region이라 부른다. 특히 

transition cell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fringe field 역의 길이는 연직방향의 빔의 매칭

조건을 찾는데 쓰인다.

   포텐셜  vane-tip geometry

  radial matching section과 fringe field region을 기술하는 포텐셜은 보통의 RFQ 셀

을 기술하는 2항 포텐셜과 달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U(r,θ,z)=
V 0

2 ∑
3

n=0
AnTn(r,z) cos 2θ

여기서 Tn(r,z)= I 2n(kr) cos kz+3
- ( 2 n+ 1)

I 2n( 3kr) cos 3kz, k= π/2L이다. radial matching 

section의 경우 길이가 L  , 시작 치가 -L  이며, fringe field region의 경우 길이가 

L  , 시작 치는 0 으로 잡는다.

  각 역이 시작되는 지 에서 수평, 수직방향의 pole-tip의 포텐셜이 ±V 0/2  가 된다

는 사실과 equipotential 조건을 x 는 y로 두 번 미분한 식으로부터 An을 구할 수 

있다. 이 게 구한 radial matching section의 pole-tip geometry는 그림 3-3-2-4에 주

어진다.

그림 3-3-2-4. radial matching section의 vane-tip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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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transition cell이 없는 경우의 

fringe field region에서의 vane-tip geometry.

fringe field region도 같은 방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림 3-3-2-5은 fringe field 

region의 vane-tip geometry를 보여 다. 이때 수평과 수직 방향의 vane-tip이 다른 

치에서 시작하므로, vane의 길이가 달라진다.

 

다. Transition cell

  fringe filed 역이 시작하는 지 에서 수직, 수평방향의 vane-tip 치가 다르게 시

작된다면, 이러한 비 칭성이 E z  성분을 만들고 결국 최종에 지가 불명확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해 RFQ의 마지막 셀을 transition cell로 체한다.

(1) 포텐셜  vane-tip geometry

  Transition cell이 끝나는 빔이 지나는 축 상에서 포텐셜이 사라지도록 vane-tip을 변

형한다. 이 경우 다음에 이어지는 fringe filed 역에서는 quadrupole symmetry가 유지

되어 Ez= 0  이 되므로 에 지의 불명확성이 제거된다. Transition cell을 기술하는 포

텐셜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U(r,θ,z)=
V 0

2 [ ( rr 0 )
2

cos2θ+A 10I 0(Kr) cosKz+A 30I 0(3Kr) cos 3Kz]
역기서 K= π/2L'  이고 L'은 transition 셀의 길이다. 이 포텐셜은 transition cell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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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는 치에서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을 만족시킨다.

U(ma,0,0)=V 0 /2,   U(a,π/2,0)=-V 0 /2

이를 이용하고, ( ∂U /∂z) z= L'=0  인 조건을 이용하면 A 30=
I 0(Kr 0 )

3I 0(3Kr 0 )
A 10

 를 얻고, 

vane-tip geometry를 기술하는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 xr 0 )
2

+A 10I 0(Kr) cosKz+A 30I 0(3Kr) cos 3Kz =1

-( yr 0 )
2

+A 10I 0(Kr) cosKz+A 30I 0(3Kr) cos 3Kz =-1

가장 낮은 order까지만 생각하면, K, L' 은 normal cell의 길이 L 과 k= π/L 로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K
2
=

1
3
k

2
,   L'=L

3
4

따라서 transition cell의 길이는 normal cell보다 약간 작다. transition cell의 vane-tip 

geometry는 그림 3-3-2-6에 주어져 있다.

 

그림 3-3-2-6. Transition cell의 vane-tip geometry.

(2) fringe field region의 길이와 RFQ 출력빔

  Transition cell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오는 fringe field region의 길이(FFL)의 

선택이 자유롭다. 즉 DTL과의 매칭이 잘 이루어지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3-2-7

은 FFL이 1cm 와 5cm 일때 출력빔의 변화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FL이 길어지면 수평, 수직방향의 비 칭 인 빔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출력빔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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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DTL 으로의 매칭을 쉽게 만든다.

 

그림 3-3-2-7. fringe field 역의 길이 (FFL)과 출력빔.

라. PEFP RFP 빔동력학 설계 결과

  그림 3-3-2-8은 RFQ를 기술하는 여러 물리량의 변화를 셀의 함수로 보여 다.vane

간 압은 85 kV로 일정하다. 집속 효율 (B)은 shaper의 앞쪽에서 선형 으로 증가하

여 약 30cm 지 에서 최 값에 도달하여 GB 끝 (약 140 cm 지 )까지 유지된다. 

accelerator 역에서는 다시 aperture radius가 증가시켜 집속효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연

직 방향의 단 길이당 ZCPA를 낮췄다. DTL 처음 부분의 단 길이당 ZCPA는 약 2.5 

deg/cm 이며, RFQ에는 주기당 ZCPA, σ
T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σ 2
T ≃ 

B 2

8π 2 +Δ
rf

여기서 Δ
rf
는 RF defocusing 효과를 기술하는 항이다.RFQ는 FODO 집속구조이고 

셀의 길이는 βλ/2 이므로, 단 길이당 ZCPA는 σ
T/βλ 가 되며, 이 값이 2.5 deg/cm가 

되기 해서는 B 가 3.0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게 aperture radius가 변하게 되면, 

각 셀의 단면의 공진주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서 vane skirt의 길이를 연속

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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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PEFP RFQ를 기술하는 여러 물리량.

그림 3-3-2-9. PEPF RFQ의 기하학 인 크기

그림 3-3-2-9는 이 게 설계된 RFQ의 기하학 인 크기를 보여 다. 체 길이는 

326.64 cm가 되며 FFL은 2.65 cm로 선택하 다. 이때 fringe field region의 gap 간격

(9.1 mm)은 radial matching section의 gap 간격(8.9 mm)과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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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0는 current limit를 보여 다. accelerator 구간에서 longitudinal current 

limit는 a 에 비례하고, transverse current limit는 β/a 2 에 비례한다. 그림 3-3-2-11

은 다 극 효과를 보여 다. outupole 효과가 가장 크지만 사 극 효과의 10% 이하다. 

그림 3-3-2-12은 최  표면 기장을 보여 다. 여기서 ρ/r 0
는 0.87을 사용하 다.

그림 3-3-2-10. transverse 방향과 longitudinal 방향의 current limit.

그림 3-3-2-11. 다 극 성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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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2. 최  표면 기장 ( ρ/r 0= 0.87 ).

그림 3-3-2-13에서 3-3-2-15는 PARMTEQM을 사용한 빔동력학 산 모사 결과를 

보여 다. 그림 3-3-2-13은 수평, 수직 방향의 빔의 크기, φ-φ
s
, W-Ws (W는 운동

에 지)를 셀의 함수로 보여 다. transmission rate는 98.3 % 가 된다. 그림 3-3-2-14

는 RFQ의 입력단과 출력 단에서의 빔의 모양을 trace space에서 보여 다.transverse 

direction에서 빔이 차지하는 면 이 어든 것은 이 양이 unnormalized emittance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을 보여주는 세 번째 그림으로부터 연속 인 빔이 들어

와서 bunching이 되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2-15는 특히 Δφ-ΔW 공

간에서 입자분포를 보여 다. Δφ 공간상에서 입자는 -20∘∼ 25∘ 상에 분포하며 에

지는 심 값에서 -40∼60 keV 사이에 분포한다. 마지막에 있는 transition 셀의 길

이가 normal 셀의 길이보다 작기 때문에 RFQ 출력빔의 상이 -30
∘ 가 아니고 

-56.8 ∘ 로 주어진다. 이 차이는 RFQ 출력빔이 DTL에 들어갈 때 상이  -30∘

에 맞춰지도록 조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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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3. RFQ 빔의 configuration plot.

그림 3-3-2-14. Trace 공간상에서의 입력빔과 출력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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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5. 출력빔의 입자분포.

DTL과 RFQ 사이의 간격은 13.5 cm를 유지하여 CT등의 빔 진단장비등이 들어 갈 수 

있게 하 다. matching을 해 RFQ와 DTL사이에 유효자기장의 거리가 3.5 cm이고 

최  자기장 기울기가 5kG/cm인 자석을 하나 두었다. 이 자석과 DTL 내부의 처

음 네 개의 자석의 세기를 변화시켜가면서 연직 방향의 매칭 조건을 구하 다. 

그림 3-3-2-16. TRACE-3D를 이용한 매칭[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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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한조건은 모든 자석의 자기장 기울기가 5 kG/cm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림 3-3-2-16은 매칭조건을 찾은 TRACE-3D 실행 결과를 보여 다. 그림에서 

처음 자석은 추가된 것이고 다음 자석부터는 DTL에 있는 것이다. 표 3-3-2-1은 

필요한 자석의 자기장 기울기와 추가된 자석의 치를 보여 다.

추가된 전자석의 중심 

(RFQ로부터)
Q0 (kG/cm) Q1 Q2 Q3 Q4

8.25 cm -4.200 -4.726 3.761 4.654 1.495

표 3-3-2-1. 매칭을 한 자석의 성질.

그림 3-3-2-17는 이런 매칭조건을 만족시키도록 RFQ와 DTL 사이에 자석을 추가하

고 이 자석과 DTL 안에 있는 자석의 자기장을 주어진 값으로 고친 후, 

PARMILA를 사용한 DTL 빔동력학 결과를 보여 다. 이때 RFQ 출력빔을 직  DTL 

입력빔으로 사용하 다. 연직방향의 빔에는 문제가 없지만 longitudinal 방향으로는 

Δφ 가 45∘  정도로 커지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는 이 방향으로의 매칭이 고려되지 않

은 결과이다.

그림 3-3-2-18에서 3-3-2-21까지는 DTL의 네 개 탱크 끝에서의 빔의 모양을 trace 

space상에서 보여 다. tail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 계산은 PARMILA 코드를 사용한 

결과이다[43].

그림 3-3-2-17. RFQ 출력빔을 사용한 DTL 빔동력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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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8. DTL 첫 번째 탱크 끝에서의 출력빔.

그림 3-3-2-19. DTL 두번째 탱크 끝에서의 출력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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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0. DTL 세번째 탱크 끝에서의 출력빔.

그림 3-3-2-21. DTL 네번째 탱크 끝에서의 출력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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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오차분석

   RFQ의 가공과 정렬  입력빔의 성질에는 여러 가지 오차요인이 들어가므로 설계

와 다른 결과를  수 있다. 이 효과의 요도를 확인하기 하여 여러 가지 오차가 

빔에 주는 향을 분석하 다. 빔의 달률을 오차가 주는 효과를 기술하는 양으로 사

용하 다. 분석한 오차요인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2-22: 입력빔의 심이 x-방향으로 벗어난 경우와 x-방향과 y-방향으

로 동시에 벗어난 경우.

그림 3-3-2-23: divergence-coordinate 좌표계에서 입력빔의 심이 x'-방향으로 

벗어난 경우와 x'-방향과 y'-방향에서 동시에 벗어난 경우.

그림 3-3-2-24: 입력빔의 에 지가 설계값에서 벗어난 경우.

그림 3-3-2-25: 입력빔의 빔 류가 설계값에서 벗어난 경우.

그림 3-3-2-26: 입력빔의 emittance가 설계값에서 벗어난 경우.

그림 3-3-2-27: vane 압이 기울어진 경우.

그림 3-3-2-28: vane 압이 설계값과 달라지는 경우.(출력빔의  에 지가 

     안에 있는 경우).

그림 3-3-2-29: vane 압이 설계값과 달라지는 경우.(출력빔의  에 지가 

|E-Edesign| < 100keV 안에 있는 경우).

표 3-3-2-2는 오차요인에 의해 빔 달률이 90%로 떨어지는 경우의 오차값을 정리

한 것이다. 

오차요인 한계값

Spatial deviation ±1 mm

Divergence-coordinate displacement 20 mrad

Input energy ±3 KeV

Input current <60mA

Input emittance <0.5 mm-mrad (norm. rms)

Tilt in vane voltage -20 ~ 30 %

Voltage factor ( |E-Edesign|< 100keV ) > 0.92

표 3-3-2-3. 빔 달률이 90%일때의 오차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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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2. 빔 심의 공간이동

그림 3-3-2-23. Displacement in divergence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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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4. 입력빔 에 지가 설계값에서 벗어난 경우.

그림 3-3-2-25. 빔 류가 설계값에서 벗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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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6. 입력 emittance

그림 3-3-2-27. vane 압이 기울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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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8. Voltage factor with |E-Edesign|< 3MeV

그림 3-3-2-28. Voltage factor with |E-Edesign|< 100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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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Q 가속공동 설계

 RFQ의 빔 동력학 설계에 의한 구조는 그림 3-3-3-1과 표 3-3-3-1에 주어진다.

Low 
energy 
end

High 
energy 
end

RMG FFG

RML FFLVL

TL

RFQ VANE

Transition 
Cell

Low 
energy 
end

High 
energy 
end

RMG FFG

RML FFLVL

TL

RFQ VANE

Transition 
Cell

그림 3-3-3-1. RFQ 구조.

표 3-3-3-1. RFQ 각 부분의 치수.

TL VL RML RMG FFL FFG

326.63903 324.84121 2.65271 0.89104 2.65000 0.90678

(단 : cm)

 가. 체 인 geometry 결정

  RFQ 체를 4개의 section으로 나 다. 한 section의 길이는 82.21cm(VL 기 ) 정

도다. 정확한 치는 Ez= 0인 조건을 사용해 구한다(표 3-3-3-2). 그림 3-3-3-2에서 

3-3-3-4까지는 section이 나뉘는 여에서의 horizontal vane과 vertical vane을 보여

다.

표 3-3-3-2. 각 section의 치수.

1st 2nd 3rd 4th total

H(Geometry) 81.66161 81.92157 80.15029 81.10779 324.84126

V(Geometry) 81.66168 81.92146 80.15006 81.10790 324.84110

VMAX 81.65993 81.92086 80.153 81.10742 324.84121

(단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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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첫 번째 section과 두 번째 section의 경계부근 vane 모양.

3-3-3-2. 두 번째 section과 세 번째 section의 경계부근 vane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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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세 번째 section과 네 번째 section의 경계부근 vane 모양.

그림 3-3-3-5는 SUPERFISH 코드를 사용할 때 mesh size 변화에 따른 주 수 

변화를 보여 다. 2개의 셀에서 계산해 보았다. 

그림 3-3-3-5. mesh 크기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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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vane skirt)결정

우선 mesh size가 0.01 에 349MHz가 되도록 결정하 다.튜 의 효과를 고려하면 350 

MHz가 된다. Vane 코드를 돌린 결과 일에서 를 H-,V-vane이 만나는 으로 결

정하 다. 이결과는 RFQ.OUT의 와는 약간 차이가 난다. high energy end 부분에

서 ρ가 4mm 이상이므로 Bw 값을 4.5mm로 해야 가공이 가능해진다. 그림 3-3-3-6

은 RFQ 단면의 치수를 보여 다. 그림 3-3-3-7과 3-3-3-8은 결정된 Wb 길이를 셀 

번호와 RFQ 길이의 함수로 보여 다.

그림 3-3-3-6. SUPERFISH를 돌리기 한 RFQ 단면의 data 

(, ρ는 input, Wb는 주 수를 맞추기 한 output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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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cell number와 Wb .

그림 3-3-3-8. RFQ vane의 길이와 W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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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nd geometry, coupling region 결정

   SUPERFISH 코드는 RFQ 양쪽 끝에 경계조건을 으로써 2차원 계산을 가능하

게 한다. 결국 이 모형은 길이 무한 인 RFQ에 응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의 RFQ

은 under-cut이라는 칭성을 깨는 구조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의 치수

를 결정하기 해서는 3차원 계산이 필요하다[44-48]. 여기서는 MWS(MicroWave 

Studio) 코드를 사용하여 3차원 계산을 수행하 다[49]. 이를 통해 RFQ의 에 지 

 고에 지 끝부분과 coupling 역을 설계하 다. RFQ 단면에 있는 칭성을 이용

해 1/4 에 한 계산만 수행하 다. RFQ의 길이 방향에 따른 구조의 변화와 vane 

modulation은 고려하지 않았다. 

  (1) infinite model을 통한 simulation의 정확도 검증

   SUPERFISH 계산을 통해 단면의 공진 주 수가 350MHz인 RFQ 단면을 길이가 

120mm인 입체모형으로 확장하여 공진주 수를 계산한다. 120mm는 under-cut의 길

이를 결정할 때 쓰이는 모형의 길이와 같다. 이 계산을 통해 mesh를 어느 정도로 나

는 것이 SUPERFISH와 같은 결과를 주는지 조사하 다. 그림 3-3-3-9는 MWS를 

사용한 3차원 계산을 한 RFQ 모형으로 색이 있는 역이 진공 역이 된다.

그림 3-3-3-9.120mm길이의 RFQ의 3차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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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s per wavelength(LPW)를 변화시키며 공진주 수를 계산한다. MWS 계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3-3-3, 그림 3-3-3-10).

LPW 값이 커지면 mesh수가 증가한다.

LPW가 30일때 주 수가 350.03MHz가 된다.

이때 mesh수에 의한 오차는 250kHz정도다. LPW가 10, 15는 mesh수가 비교

 작은 경우로 이때의 오차는 -400kHz 정도다.

표 3-3-3-3. LPW(Line Per Wavelength)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PW  공진주 수(MHz)

10 349.61

15 349.66

20 349.83

25 349.95

30 350.03

35 350.19

40 350.21

45 350.24

50 350.25

그림 3-3-3-10. LPW(Line Per Wavelength)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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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nder-cut 길이 결정

   이때는 3차원 계산의 정확도를 단할 기 ( , SUPERFISH 계산 는 실험결

과)이 없다. 따라서 infinite model을 사용한 결과를 이용하여, LPW를 30으로 두고 

계산한 후, 오차를 고려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계산에 사용한 geometry는 

SUPERFISH를 이용해 구하 다. 즉 공진 주 수가 350MHz가 되는 W b  값을 

under-cut이 들어가는 각 셀에서 구하 다. 이 셀은 radial matching section 이후의 

첫 번째 셀(low energy end), coupling plate가 들어가는 셀(coupling region), 

transition cell 바로 에 오는 셀(high energy region)에 해당한다. 표 3-3-3-4는 각 

셀에서의 Wb 값을 보여 다. 계산에 사용된 모델의 길이는 120 mm이고, under-cut 

angle은 35도를 사용하 다. 각을  이유는 이 역에서의 wall power loss를 이

기 해서다.

표 3-3-3-4. under-cut 계산에 사용한 RFQ 모델의 Wb.

(단 : mm)  ρ W b

low energy end 4.5763 3.9814 13.9519

coupling region 3.7444 3.2577 18.6704

high energy end 4.7128 4.1001 13.2406

low energy end 

이 역을 기술하는 MWS 계산 모델은 그림 3-3-3-11에 주어진다. 

그림 3-3-3-11.low energy 역에서의 MWS 계산을 한 RFQ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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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델에서 under-cut의 깊이인 L 값을 변화시켜 공진주 수를 조사하 다(표 

3-3-3-5, 그림 3-3-3-11).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진주 수는 L 값에 해 선

형 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L 값이 38.85mm에서 350.01MHz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3-3-5. L 값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mm)  공진주 수(MHz)

37 352.07

38 350.94

38.85 350.01

39 349.84

40 348.76

41 347.64

그림 3-3-3-11. L 값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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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cut의 깊이를 38.85 mm로 고정시킨 후, RFQ model의 길이를 12cm에서 

변화시킬 때의 주 수 변화를 살펴봤다(표 3-3-3-6, 그림 3-3-3-12). 오차는 

350kHz보다 작았다.

표 3-3-3-6. RFQ 모델 길이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end(cm)  공진주 수(MHz)

8 350.04

12 350.01

16 349.97

20 349.94

24 349.67

28 349.75

그림 3-3-3-12. RFQ 모델 길이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 88 -

   다음에는 LPW(Line Per Wavelength) 변화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를 조사하

다. 이는 mesh수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에 응한다. mesh수가 작은 쪽

(LPW가 10 는 15인 경우)을 제외하면, 오차는 약 600kHz 정도다. 그러나 길이 무

한 인 RFQ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mesh수가 큰 경우가 반드시 정확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결과는  표 3-3-3-7과 그림 3-3-3-13에 정리하 다.

표 3-3-3-7.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PW  공진주 수(MHz)

10 347.20

15 347.38

20 349.46

25 349.90

30 350.01

35 350.10

40 350.30

45 350.33

50 350.42

그림 3-3-3-13.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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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nergy end

high energy 역을 기술하는 MWS 계산 모델은 그림 3-3-3-14에 주어진다. 

그림 3-3-3-14. high energy 역에서의 MWS 계산을 한 RFQ 모델. 

   이 모델에서 under-cut의 깊이인 L 값을 변화시켜 공진주 수를 조사하 다(표 

3-3-3-8, 그림 3-3-3-15). low energy 역에서와 같이 공진주 수는 L 값에 해 

선형 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L 값이 38.49mm에서 350.00MHz를 얻을 수 있었

다.

표 3-3-3-8. L 값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cm)  공진주 수(MHz)

37 351.69

38 350.54

38.49 350.00

39 349.43

40 348.35

그림 3-3-3-15. L 값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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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cut의 깊이를 38.49 mm로 고정시킨 후, RFQ model의 길이를 12cm에서 

변화시킬 때의 주 수 변화를 살펴봤다(표 3-3-3-9, 그림 3-3-3-16). 오차는 

60kHz보다 작았다.

표 3-3-3-9. RFQ 모델 길이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end(cm)  공진주파수(MHz)

8 349.94

12 350.00

16 350.00

20 350.00

24 350.02

그림 3-3-3-16. RFQ 모델 길이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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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W(Line Per Wavelength) 변화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를 조사하 다. 이는 

mesh수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에 응한다. mesh수가 작은 쪽(LPW가 10

는 15인 경우)을 제외하면, 오차는 약 600kHz 정도다. 특히 LPW가 25 이상인 경

우에는 오차가 350 kHz 안쪽에 들어온다. 결과는  표 3-3-3-10과 그림 3-3-3-17

에 정리 하 다.

표 3-3-3-10.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PW  공진주파수(MHz)

10 347.10

15 349.21

20 349.40

25 349.93

30 350.00

35 350.10

40 350.30

45 350.32

50 350.34

그림 3-3-3-17.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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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 Region

   coupling 역을 기술하는 MWS 계산 모델은 그림 3-3-3-18에 주어진다. 이때 

gap 길이는 일단 2.5 mm로 고정시켰다. 이 모델에서는 두께가 16mm 인 coupling 

plate를 사용하 다. 이 plate 가운데에는 지름이 120 mm인 구멍이 있다. 모델의 

체 길이는 240 mm 다.

그림 3-3-3-18. coupling region에서의 MWS 계산을 한 RFQ 모델. 

   이 모델에서 under-cut의 깊이인 L 값을 변화시켜 공진주 수를 조사하 다(표 

3-3-3-11, 그림 3-3-3-19). low energy 역과 high energy 역에서와 같이 공진

주 수는 L 값에 해 선형 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L 값이 48.33 mm에서 

350.00 MHz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RFQ의 동작모드는 MWS 계산

에서 얻어진 가장 낮은 주 수 모드가 아니라 두 번째 모드라는 것이다.

표 3-3-3-11. L 값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cm)  공진주 수(MHz)

47 351.13

48 350.26

48.33 350.00

49 349.44

50 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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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9. L 값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under-cut의 깊이를 48.33 mm로 고정시킨 후, RFQ model의 길이를 12cm에서 

변화시킬 때의 주 수 변화를 살펴봤다(표 3-3-3-12, 그림 3-3-3-20). 오차는 

70kHz보다 작았다.

표 3-3-3-12. RFQ 모델 길이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coupling(cm)  공진주 수(MHz)

8 349.93

12 350.00

16 350.00

20 349.97

24 3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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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0. RFQ 모델 길이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PW(Line Per Wavelength) 변화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를 조사하 다. 이는 

mesh수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에 응한다. LPW가 10보다 큰 경우에 오

차는 약 200kHz 이하다. 결과는  표 3-3-3-13과 그림 3-3-3-21에 정리 하 다.

표 3-3-3-13.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PW  공진주 수(MHz)

10 350.16

15 349.98

20 349.81

25 350.02

30 350.00

35 350.00

40 350.00

45 350.20

50 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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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1.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3) coupling-gap 길이 결정

   다음의 목록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SUPERFISH에서 계산된 350MHz 단면을 

3266mm로 확장한 것이 체 인 형태이므로, 일단 LPW( 는 mesh수)를 당히 조정

하여 공진 주 수가 350MHz가 되게 한 후에 오차를 조사한다.

단면은 coupling 역의 단면의 geometry를 그 로 사용한다.

RFQ 체 길이는 3266mm다.

coupling 역은 coupling-region에서 under-cut을 구하기 해 사용한 geometry

를 그 로 쓴다.

양 끝에 들어가는 under-cut은 low energy 는 high energy 역에서 

under-cut을 구하기 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새로 구하는 이

유는 단면의 치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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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22는 MWS 계산에 사용된 RFQ 체 모델을 면에서 본 그림이다.

그림 3-3-3-22. MWS 계산을 한 RFQ 체 모델.

양쪽 끝 역 geometry

   양쪽 끝 역에서 under-cut을 계산하기 한 MWS 모델은 그림 3-3-3-23에 

주어진다. 두 끝은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 고, gap 길이는 9 mm를 사용하 다. 이 

값은 실제 RFQ의 low energy 역과 high energy 역에 있는 gap 길이와 비슷

한 값이다. 모델의 길이는 120 mm로 동일하다.

그림 3-3-3-23. 양쪽 끝 역에서의 under-cut 계산을 한 RFQ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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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델에서 under-cut의 깊이인 L 값을 변화시켜 공진주 수를 조사하 다(표 

3-3-3-14, 그림 3-3-3-24).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진주 수는 L 값에 해 선

형 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L 값이 41.27mm에서 350.00MHz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3-3-14. L 값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cm)  공진주 수(MHz)

40 351.28

41 350.27

41.27 350.00

42 349.28

43 348.3

그림 3-3-3-24. L 값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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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cut의 깊이를 41.27 mm로 고정시킨 후, RFQ model의 길이를 12cm에서 

변화시킬 때의 주 수 변화를 살펴봤다(표 3-3-3-15, 그림 3-3-3-25). 오차는 약 

300 kHz보다 작았다.

표 3-3-3-15. RFQ 모델 길이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ends(cm)  공진주 수(MHz)

8 349.94

12 350.00

16 350.02

20 349.99

24 349.72

28 349.81

그림 3-3-3-25. RFQ 모델 길이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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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W(Line Per Wavelength) 변화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를 조사하 다. 이는 

mesh수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에 응한다. mesh수가 은 쪽(LPW가 

10)을 제외하면, 오차는 약 500kHz 이하다. 결과는  표 3-3-3-16과 그림 3-3-3-26

에 정리 하 다.

표 3-3-3-16.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PW  공진주 수(MHz)

10 347.05

15 349.40

20 349.51

25 349.57

30 350.00

35 350.05

40 350.45

45 350.48

50 350.48

그림 3-3-3-26.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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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S 계산에 사용될 LPW( 는 mesh 수)결정

   체 모델에서 사용할 LPW(Line Per Wavelength)를 결정하기 해 coupling gap

을 2.6mm로 정한 후 MWS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3-3-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0 MHzf를 주는 LPW는 20이기 때문에 이후의 계산에서는 LPW로 20을 사용하 다.

그림 3-3-3-27. RFQ 체 모델에서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gap 길이 결정: 2.86mm

   coupling gap 길이를 2.3 mm에서 3.4 mm까지 0.1 mm간격으로 계산한다. 결과  

operating mode(350MHz, 붉은선) 아래쪽과  쪽의 π-mode( 란선)가 거의 같은 간

격으로 떨어지도록, gap 길이를 정한다. 2.8mm와 2.9mm 간값인 2.86mm에서 간격이 

같아진다. 이때 공진 주 수는 349.99MHz로 얻어진다. 검정선이 gap-mode지만 이 

역 (coupling gap이 2.3~3.4mm)에서는 360MHz이상으로 구해지므로 운 모드에 주는 

향이 거의 없다. 그림 3-3-3-28에는 운 모드와 아래/ 에 있는 π-mode  gap 모

드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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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8. gap 길이 변화에 따른 

운 모드와 pi-mode  gap mode의 변화.

   LPW(Line Per Wavelength) 변화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를 조사하 다. 이는 

mesh수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에 응한다. 오차는 약 500kHz 이하다. 결

과는  표 3-3-3-17과 그림 3-3-3-29에 정리 하 다.

표 3-3-3-17.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LPW  공진주 수(MHz)

10 349.98

15 350.00

20 349.99

25 350.11

30 350.46

35 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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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9.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그림 3-3-3-30은 LPW 변화에 따른 pi-mode의 변화를 보여 다. pi-mode의 경우

에는 LPW가 10인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오차가 약 1 MHz 로 커짐을 알 수 있다. RFQ

의 실제 운 에서는 pi-mode를 조 하기 한 막 를 설치한다. 

그림 3-3-3-30. LPW ( 는 mesh 수) 변화에 따른 

운 모드와 pi-mode의 공진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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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oupling plate의 두께와 hole지름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

coupling plate 두께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

   coupling plate의 두께를 8mm에서 16mm까지 2mm간격으로 변화시키며, 공진주

수의 변화를 조사하 다. 이때 coupling gap간격은 2.86mm로 고정한다. 운 모드

의 공진주 수는 두께가 8 mm일 때  150 kHz정도 어든다. 결과는 표 3-3-3-18과 

그림 3-3-3-31에 정리하 다. pi-mode의 변화는 그림 3-3-3-32에 보여 다.

표 3-3-3-18. coupling plate 두께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

두께(mm)  공진주 수(MHz)

8 349.85

10 349.89

14 349.95

16 349.99

그림 3-3-3-31. coupling plate 두께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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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2. coupling plate 두께에 따른 

pi-mode의 공진 주 수 변화.

coupling plate에 있는 hole의 지름에 따른 주 수 변화

   coupling plate에 있는 hole의 지름을 18mm에서 126mm까지 2mm 간격으로 변화

시키며 공진주 수 변화를 조사했다. 운 모드의 경우 hole 지름이 126mm일때, 

120mm일 때보다 60kHz 어들었다. 결과는 표 3-3-3-19과 그림 3-3-3-33에 정리하

다. pi-mode의 변화는 그림 3-3-3-34에 보여 다.

표 3-3-3-19. coupling plate hole 지름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

두께(mm)  공진주 수(MHz)

118 349.98

120 349.99

122 349.98

124 349.96

126 3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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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3. coupling plate hole 지름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

그림 3-3-3-34. coupling plate hole 지름에 따른 

pi-mode의 공진 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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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FQ 제작

가. 개요

기존에 제작하여 시험하 던 RFQ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갖고 있었다. 첫째 튜닝

시 주 수  장분포를 맞출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장 분포가 고 에 지 측으로 갈

수록 증가하는 형태인데 반하여 이러한 형태의 장 분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튜 의 개

수  범 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RFQ는 튜닝 주 수 352.1MHz에서 

약 20% 정도의 장 분포 오차 범 에서 튜닝하 다. 둘째 RFQ 양쪽 끝 베인의 모양이 

날카로우며, 베인의 곡률반경이 주 베인의 곡률 반경과는 반 로 가공이 되어있었다. 

베인의 양끝은 엔드 이트와 마주보는 곳으로서, 이곳이 날카롭다는 것은 엔드

이트와의 방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그리고 곡률 반경값이 반  혹

은 굉장히 작은 값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곳에서 quadrupole 이외에 higher 

multipole 성분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빔 동력학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셋

째, 기존의 RFQ에는 고주  씰을 사용할 수 없었다. 설계상으로는 튜  등의 포트에는 

고주  씰이 없었고, 섹션간의 고주  씰로서 helicoflex seal을 사용할 정이었으나, 

helicoflex seal의 경우 높은 선하  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온으로 열처리된 무산

소동의 고주  씰로는 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공 문제 때문에 고주  시험시 고주

 평균 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새로 설

계, 제작된 RFQ-U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장 분포 튜닝을 쉽게 하기 

하여 일정한 장 분포를 유지하 다. 둘째, DTL 과의 빔 정합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하여 transition cell을 도입하 다. 셋째, 외부 섭동에 한 장 분포의 안정화를 달성

하기 하여 기존의 방법과 같이 resonant coupling 과 dipole stabilizer rod를 사용하

다[50-54]. 넷째, 이징 의 베인 정렬을 하여 이징 면의 단차를 제거한 

새로운 모양의 이징 면을 용하 다. 다섯째, 베인 양쪽 끝의 모양을, 사 에 모

델 가공을 통하여 확정하 다. 여섯째, 기존의 형태와는 다른 고주  씰 종류  씰 방

법을 도입하 다.

설계된 RFQ-U는 약 80cm 길이의 네 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번, 2번 섹션, 

3번, 4번 섹션이 각각 1개의 세그먼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RFQ-U는 4섹션, 2세그

먼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세그먼트는 하나의 독립된 cavity 라고 볼 수 있으며 두 개

의 세그먼트는 coupling plate에 의해서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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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  제작 시험

RFQ의 베인 양쪽 끝 모양은, 베인 사이의 거리는 증가함에 반하여 그 곡률 반경이 

서서히 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 모사로 근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몇 가지 

경우에 하여 CAD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제작하여 형태를 결정하 다. 기 은 

r/ρ 값을 가  크게 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며 완만하게 베인 끝 모양

과 주 베인 모양을 이어주는 것이다.확정된 radial matching 섹션의 모습과 fringe field 

섹션의 모습이 그림 3-3-4-1에 나타나있다. 

RFQ는 베인 정렬에 한 주 수 민감도가 크다. 따라서 이징 에 베인을 정렬

하여 주 수  장 분포를 어느정도 맞추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이징 면

은 필러의 유출을 방지  베인의 정렬을 한 단차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의 이

징 면을 이용해서는 이징  베인 정렬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이징 면을 

평면 형태로 수정하 으며, 새로 설계된 이징 면을 이용하여 이징 시험을 수

행하 다. 새로 설계된 평면형의 이징 면은 그림 3-3-4-2와 같고, 이징 시험

을 한 샘 이 그림 3-3-4-3에 나타나있다. 시험 결과 leak rate는 1E-9 torr L/s 이

하로서 설계된 이징 면의 건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4-1. Radial matching 섹션 (좌), Fringe field 섹

션 (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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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평면 형태 이징 면.

그림 3-3-4-3. 이징 시험 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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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공 

제작된 RFQ-U의 재질은 무산소동이다. 진공 에 사용되기 때문에 단조 처리한 무

산소동을 사용하 다. RFQ-U 한 개 섹션은 네 조각의 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minor 베인과 두 개의 major 베인이 그것이다. 가공은 황삭, 삭, 정삭 순으로 

이루어지며, 주변 온도가 안정화 된 곳에서 가공하 다. 가공 온도는 15도를 기 으로 

하 다. 따라서 40도로 설계된 베인 데이터를 15도로 데이터로 보정한 후 가공하 다. 

가공은 CNC 머신을 이용하 으며, 12mm 볼 엔드 을 베인 가공면과 45도 각도로 설

치하여 가공하 다. 가공 후 각 베인의 모습과 조립 후 베인 끝의 모습이 각각 그림 

3-3-4-4, 그림 3-3-4-5에 나타나있다. 

그림 3-3-4-4. 가공 후 각 베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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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조립된 베인 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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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징  베인 정렬

이징 에 주 수  장 분포를 조 하기 하여 베인 정렬을 수행하 다.네 개

의 베인을 볼트를 이용하여 가 조립 한 후 minor 베인을 움직여 공진 주 수  장 분

포를 조 하 다. 가 조립 후 베인 정렬을 비 인 모습이 그림 3-3-4-6에 나타나있

다. RFQ의 경우 두 개의 섹션이 조립되는 곳에는 언더 컷이 없기 때문에 각 세션 별

로 공진 주 수  장 분포를 조 할 경우 히 자장이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어 주어야 한다. 이를 하여 더미 언더컷을 이용하 다. MWS 코드를 이용하여 더미 

언더컷의 구조를 결정하 으며, 두 개의 더미 언더컷을 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공진 주

수는 350MHz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WS 계산 결과  더미 언더컷 시험 모

습이 각각 그림 3-3-4-7, 그림 3-3-4-8에 나타나있다.

가 조립된 RFQ 섹션의 공진 주 수  장 분포를 측정하 다. 측정에는 network 

analyzer (Agilent, 8753ES)를 사용하 다. 장 분포를 측정하기 하여 Slater 

perturbation theory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 으며, 섭동체는 직경 6.35mm, 질량 0.141g

의 구형 알미늄 hollow ball (AL-0.25")을 사용하 다. 의 섭동체를 사용할 경우, 

2.2kg의 장력을 가했을 경우 섭동체의 최  변 는 약 17um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측정 요구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섭동체를 고정하는 실은 6호 (직경 0.403mm) 

나일론 모노 필라멘트를 사용하 다. 사용되는 섭동체의 텐션에는 스 링을 사용하

다. 장 분포는 섭동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cavity 내의 공진 주 수에서의 상 변화 자

료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그 모습은 그림 3-3-4-9에 나타나 있다. 기 베인 정렬

시 공진 주 수  장 분포 기 은 아래와 같다.

- 공진 주 수 : 349.34MHz ±200kHz

- Quadrupole 장 분포 : < 10% (설계값 기 )

- dipole 장 분포 : < 20% (quadrupole 장 분포 기 )

이징  기 정렬시 공진 주 수  최종 정렬시 공진 주 수  각 minor 베

인의 이동 거리는 표 3-3-4-1에 나타나있다. 베인의 이동거리는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

하여 측정하 다. SUPERFISH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로부터 minor 베인의 주

수 민감도는 한쪽 베인만을 이동한 경우에 해서 약 6~8MHz/mm임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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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기 으로하여 베인을 이동시켰다. 최  정렬시 공진 주 수는 목표 주 수 보

다 약 3~4MHz 크게 측정되었다. 공진 주 수 값이 높게 나온것에 해서는 정확히 이

유는 알 수 없지만 재로서는 이 값이 반복 으로 나온 것으로부터 가공시 수치 데이

터와 실제 가공값과의 일정한 오 셋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목표 공진 주

수를 얻기 하여 각 minor 베인을 내측으로 각각 약 300um 씩 이동시켰다. 베인 

정렬값에 해서 반복 으로 베인 정렬을 수행하 을 경우 공진 주 수 ±150kHz 이내

에서 재연성 있게 정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4-6. 베인 정렬을 한 가 조립된 RFQ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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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 더미 언더컷 MWS 계산 결과. 

그림 3-3-4-8. 더미 언더컷 공진 주 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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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베인 정렬을 한 장 분포 측정 장치.

RFQ 

섹션 번호

기 주 수 

(MHz)

정렬 후 주 수 

(MHz)

Q1, Q4 측 

베인 이동 거리 

(um)

Q2, Q3 측 

베인 이동 거리 

(um)

1 353.524 349.314 +130 +220

2 353.538 349.485 +300 +360

3 352.558 349.360 +300 +300

4 352.319 349.155 +300 +300

표 3-3-4-1. 이징  minor 베인 정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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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징

베인 정렬 후 이징 작업을 수행하 다. 이징 납재로는 BAg-8 (은 70%, 구

리30%) 은 납재를 사용하 다. 상기 납재는 고상선 온도  액상선 온도가 약 780도이

며 이징 온도는 780도 에서 900도 정도이다. RFQ-U 이징은 850도에서 수행

하 다. 이징 온도 제어는 다음과 같다.

- 850도 까지 12시간에 걸쳐 온도 증가

- 850도에서 20분간 유지

- 이후 12시간동안 냉각

냉각 채   랜지 면에 납재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은 그림 3-3-4-10과 같으며, 

진공 이징 노 내에 설치 인 RFQ-U의 섹션 모습은 그림 3-3-4-11과 같다. 

그림 3-3-4-10. 냉각 채   랜지 면에 납재를 설치 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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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1. 이징 노 내에 RFQ-U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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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진공 시험

이징 후 이징 합의 건 성을 확인하기 하여 진공 시험을 수행하 다. 

헬륨 설 측정기(ULVAC, HELIOT 2000)를 이용하여 진공 설 시험을 수행하 으

며, 그 모습은 그림 3-3-4-12와 같다. RFQ-U 한 섹션의 부피가 상 으로 크기 때

문에 시험 시간을 이기 하여 contra-flow 방법인 Gross flow 옵션을 이용하 다. 

측정된 진공 설률은 이징 면에서 1E-9 torr L/s 이하 다. 

그림 3-3-4-12. 진공 설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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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공 씰  고주  씰

RFQ-U에는 다음과 같은 곳에 진공 씰  고주  씰을 필요로 한다.

- RFQ 섹션 사이

- RFQ 세그먼트 사이 (RFQ와 커 링 이트 사이)

- RFQ와 엔드 이트 사이

- 튜 , 픽업 포트

- 고주  결합기 포트

- 진공 포트

와 언 한 부분에 사용된 진공 씰  고주  씰의 규격이 표 3-3-4-2에 나타나있

다.

고주  씰 진공 씰 (종류 : viton)

씰 종류 크기 수량 진공씰 수량

튜 , 픽업 

포트
Tin foil

W5.0 x 

I.D. 48.5 x T0.3

52(+8)

=60
Tin foil로 사용

진공 포트 없음
I.D126.59 x 

W3.53(AS250)
8

엔드

이트

0.2mm 

+

Canted 

coil

3.2mm

(BG25, Balseal)

77 x 5 = 

385 cm
I.D. 275, W5.7(G275) 2

커 링

이트

0.2mm 

+

Canted 

coil

3.2mm

(BG25, Balseal)

77 x 5 = 

385 cm
I.D. 275, W5.7(G275) 2

섹션

0.2mm 

+

C-seal

3.3mm 16 ea. I.D. 275, W5.7(G275) 2

베인
Canted 

coil

3.2mm

(BG25, Balseal)
- 없음

고주  

결합기
C-seal

3.2mm

(BG25, Balseal)
4 I.D219.5 x W4(H220) 4

Waveguide - - -
I.D481.46 

xW5.34(AS388)
4

표 3-3-4-2. RFQ-U에 사용된 진공 씰  고주  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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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사이, 세그먼트 사이 그리고 엔드 이트 사이에 들어가는 고주  씰의 경우 

RFQ-U 몸체에 0.2mm 턱을 가공한 후 그 외부에 고주  씰을 설치하여 backup용으로 

사용하 다. 섹션 사이와 엔드 이트에 설치된 고주  씰의 모습은 각각 그림 

3-3-4-13, 그림 3-3-4-14과 같다. 고주  결합기에는 두 부분에 고주  씰을 사용하

다. 한 군데는 고주  결합기와 RFQ-U 본체와 결합되는 부분이고,  한 군데는 아이

리스 과 고주  결합기와의 결합 부분이다. 두 부분 모두 canted coil을 사용하 으

며 아이리스 과 고주  결합기와의 결합은 구리 볼트를 사용하 다. 고주  씰이 설

치된 고주  결합기의 모습은 그림 3-3-4-15과 같다. 튜  포트, 픽업 포트의 고주  

씰은 0.3mm 두께의 tin sheet를 사용하 으며 이는 진공 씰의 역할도 겸한다. 튜  

랜지 면에 폭 5mm, 높이 0.8mm 턱을 가공하여 이 에 tin sheet를 설치하 으며 그 

모습은 그림 3-3-4-16에 나타나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시험 튜 를 제작하여 진공 

설 시험을 수행한 결과 씰 면에서의 진공 설율은 1E-9 torr L/s이하 다. 실제 튜

면에 설치된 고주  씰의 모습은 그림 3-3-4-17에 나타나있다.

그림 3-3-4-13. 섹션 간 결합을 해 설치된 고주  씰, 진공 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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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4. 엔드 이트에 설치된 고주  씰, 진공 씰.

그림 3-3-4-15. 고주  결합기에 설치된 고주  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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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6. 튜 에 설치된 고주  씰, 진공 씰. 

그림 3-3-4-17. 튜 에 설치된 고주  씰, 진공 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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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그먼트 튜닝

이징 후 두 개의 섹션을 결합하여 1개의 세그먼트를 구성한 후 튜닝을 하 다. 

Coupling plate로 결합된 RFQ-U의 경우 1개의 세그먼트를 독립된 cavity로 볼 수 있

다. 튜닝시 사용한 방법은 이징  베인 정렬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튜닝을 

한 장치 모습은 그림 3-3-4-18에 나타나있다. 튜닝은 그 길이를 조 할 수 있는 알

미늄 movable 튜 를 이용하 다. 튜닝  후의 주 수  quadrupole, dipole 장 분포 

오차가 표 3-3-4-3에 정리되어 있으며 장 분포의 모습이 각각 그림 3-3-4-19에서 

3-3-4-26에 나타나 있다. 

그림 3-3-4-18. 세그먼트 튜닝을 한 장치 모습

세그먼트 

번호

튜닝 튜닝후

주 수

(MHz)

Q

(설계기 ) 

D

(Q기 )

주 수

(MHz)

Q

(설계기 )

D 

(Q기 )

1 348.033 ±4% ±10% 349.944 <±2% <±5%

2 348.132 ±4% ±5% 349.944 <±2% <±5%

표 3-3-4-3. 세그먼트 튜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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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9. 세그먼트 1 - 튜닝  장 분포 (quadru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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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0. 세그먼트 1 - 튜닝  장 분포 (di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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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1. 세그먼트 1 - 튜닝후 장 분포 (quadru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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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2. 세그먼트 1 - 튜닝후 장 분포 (di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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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3. 세그먼트 2 - 튜닝  장 분포 (quadru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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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4. 세그먼트 2 - 튜닝  장 분포 (di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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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5. 세그먼트 2 - 튜닝후 장 분포 (quadru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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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6. 세그먼트 2 - 튜닝후 장 분포 (di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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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RFQ 체 튜닝[55-58]

이미 튜닝 된 세그먼트 두 개를 커 링 이트를 이용하여 결합한 후 체 

RFQ-U에 한 튜닝을 수행하 다. 튜닝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진 주 수 : 설계값±5kHz

- Quadrupole 장 분포 : < 2% (설계값 기 )

- dipole 장 분포 : < 5% (quadrupole 장 분포 기 ) 

RFQ-U 튜닝을 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비하 다. 첫 번째는 RFQ-U의 동작온

도는 37도이며 이를 하여 튜닝시 RFQ-U의 온도를 37도로 유지시켜  필요가 있다. 

열 계산으로부터 보온재 없이 RFQ-U를 37도로 유지하는데 약 1kW의 력이 필요하

며, 보온재 1겹을 설치하 을 경우 약 300W의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RFQ-U의 외

벽에 1kW 용량의 실리콘 히터를 설치하 으며, 그 에 보온재 1겹을 설치하 다. 두 

번째는 RFQ-U의 부피가 커짐으로 동일 부피의 섭동체에 한 상 변화값이 작아지

게 된다. 따라서 섭동체를 기존의 것보다 부피가 큰 것으로 교체하 으며, 따라서 섭동

체를 고정하는 실을 교체하 고, 이에 필요한 장력도 증가시켰다. 사용한 섭동체는 Al 

hollow ball (Al-0.375")이며 직경은 9.53mm, 질량은 335mg이다. 섭동체를 고정하는 실

의 경은 18호 (직경 0.68mm) 나일론 모노 필라멘트를 사용하 으며, 스 링을 이용하

여 10kg의 장력을 가하 다.

RFQ-U의 체 튜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언더컷 깊이 조 , 두 번째  

dipole rod 길이 결정, 세 번째 coupling plate 홀 크기 결정, 네 번째 각 튜  길이 결

정, 다섯 번째 고주  결합기 결합계수 조 이 그것이다. 

첫 번째 언더 컷 깊이 조 의 경우 RFQ-U는 MWS 로 계산한 언더 컷 깊이를 사

용하 다. 실제로 radial matching 섹션이나 fringe field 부분의 경우 베인의 형상을 정

확하게 코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통하여 언더 컷 깊이를 결정하여야 

하나, RFQ-U의 경우 평탄한 압 장 분포를 가지며, 사  튜닝을 통하여, 튜 만으로

도 언더 컷 부분의 오차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튜닝 시 언더 컷 깊이를 

따로 결정하지는 않았다.    

Dipoled rod의 길이는 운  모드의 주 수를 기 으로 하여 쪽과 아래쪽의 dipole 

주 수의 간격이 동일하도록 결정한다. Coupling plate hole 직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  모드의 주 수를 기 으로 하여 쪽과 아래쪽의 quadrupole 모드 주 수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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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하도록 결정한다. RFQ-U의 경우 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dipole rod의 길

이는  에 지 측이 145mm, 고 에 지 측이 105mm 다.  에 지 측과 고 에 지 

측의 길이가 다른 이유는 RFQ-U를 설치한 공간을 기 으로 하여 볼 때 더 이상 긴 

dipole rod를 설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에 지 측 dipole rod의 길

이를 이용하여 맞추었다. Coupling plate의 경우 그 두께는 16mm 이고, 홀 직경은 

118mm 으며, 기 측정시 운  모드 주 수 기 으로 일정량이상의 모드 간격이 확

보되었기 때문에 따로 조 하지는 않았다. Dipole rod 길이 조   과 조  후의 주

수 스펙트럼이 그림 3-3-4-27, 그림 3-3-4-28에 각각 나타나있다.

Movable 튜 를 이용하여 공진 주 수  장 분포에 한 튜닝을 수행하 다. 

RFQ-U의 경우 가속에 일정한 크기의 압을 사용하지만 빔 정합을 하여 RFQ 심

으로부터 베인까지의 거리가 변화하고 이에 한 공진 주 수를 동일하게 하기 하여 

베인 스커트 부분의 두께가 달라진다. 따라서 일정 크기의 압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H값을 측정하는 부분에서 측정되는 H값은 일정한 값이 아니다. 튜닝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섭동체가 이동하는 부분에서 일정 압에 의해 발생하는 H값 분포를 

기 으로 quadrupole 장 분포를 튜닝하 다. 튜닝  기 주 수는 349.817MHz 으

며, quadrupole 장 분포 오차는 설계값 기 으로 최  3%, dipole 장 분포 오차는 

quadrupole 장 분포 기 으로 10% 정도 으며, 측정 자료는 그림 3-3-4-29, 그림 

3-3-4-30에 각각 나타나있다. 슬러그 튜 를 이용하여 주 수  장 분포를 조 하

으며, 튜닝 후 공진 주 수는 RFQ-U 온도 37도, 기 온도 28도, 상 습도 57% 일때 

349.931 MHz 으며 이것은 진공 배기후 RFQ-U 온도가 45도 정도일때 350.00MHz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때 quadrupole 장 분포 오차는 설계값 기 으로 최  2% 이하, 

dipole 장 분포 오차는 quadrupole 장 분포 기 으로 5% 이하 으며, 요구 제원을 만

족함을 알 수 있었다. 튜닝 후 quadrupole 장 분포  dipole 장 분포의 모습이 그림 

3-3-4-31, 그림 3-3-4-32에 각각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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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7. Dipole rod 조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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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8. Dipole rod 조  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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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9. 튜닝  quadrupole 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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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0. 튜닝  dipole 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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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1. 튜닝후 quadrupole 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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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2. 튜닝후 dipole 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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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RFQ cavity 특성

RFQ-U cavity의 온도 민감도 특성  히터를 이용한 공진 주 수 제어 특성을 살

펴보기 하여 히터 제어기의 제어 온도를 5도 상승시킨 후 공진주 수를 측정하 으

며, 그 결과는 그림 3-3-4-33과 같다. 제어 온도 설정 후 4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주

수 변화는 어느 정도 포화에 이르 다고 단되며, 이로부터 RFQ-U cavity의 온도

에 한 주 수 민감도는 -6.7kHz/도 인 것을 알 수 있었다.주 수가 포화되었다고 생

각되는 4시간~7시간 사이의 주 수 변화를 확 한 것이 그림 3-3-4-34에 나타나있다. 

그림 3-3-4-34으로부터 체 인 경향은 주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원본 데이터는 

±4kHz 이내에 존재하며, 추세선은 ±1kHz 이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외

부 고주  결합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 결합기를 연결한다면 load 

Q 값은 감소하므로 주 수 fluctuation은 ±2kHz 이내일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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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3. Cavity 온도를 5도 증가시켰을 때 공진 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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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4. 4시간~7시간 사이의 주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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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 DTL (Drift Tube Linac) 

1. 개요

입력 양성자빔

  350MHz RFQ로부터 가속되어 DTL로 입사되는 양성자 빔의 특성을 표 3-4-1-1에 

나타내었다. 

Energy 3.0 MeV

Current 0 ～ 20 mA

Frequency 350 MHz

Emittance (Transverse) 0.23 π mm mrad (rms normal.)

Emittance (Longitudinal) 0.15 MeV-deg

표 3-4-1-1. 입력 양성자빔. 

출력 양성자 빔

  20MeV DTL 양성자 가속기로부터 인출되는 양성자빔은 표 3-4-1-2의 특성을 만족

하여야 한다. 이 양성자 빔은 스윗칭 자석에 의해 20 MeV 빔으로 사용자에게 공

되거나, 100 MeV 가속기에 공 되어 계속 가속되게 된다. 표 3-4-1-2의 특성은 100 

MeV 가속을 한 최소 요구 조건이며, 20 MeV 양성자 빔에 한 사용자의 요구 조

건이 발생하면 이를 만족하도록 설계할 정이다.

Energy 20.0 MeV

Current 0 ～ 20 mA

Emittance (transverse) 0.23 π mm mrad (rms normal.)

Emittance (Longitudinal) 0.15 MeV-deg.

표 3-4-1-2.  20MeV 양성자 빔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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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3 ～ 20 MeV 역의 양성자 가속기에 합한 구조는 DTL, 도 가속   DTL

의 변형이 있다. DTL의 변형  하나인 CCDTL은 사극 자석을 공동 외부에 둘 수 있

으며, 높은 주 수로 운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RFQ에 비해 높은 주 수를 사용

하여 정합부가 필요하고 아직 운 되고 있는 가속기가 없어 R&D를 필요로 하는 등의 

단 이 있다. 도 가속 의 경우도 낮은 에 지 역에서의 운 은 아직 많은 R&D 

과제를 가지고 있어 본 개발에는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비록 공동 내에 사극 자석을 두어야 하는 단 에도 불구하고 기술 으로 문제가 

은 DTL을 선택하여 설계하 다. 그림 3-4-1-1에 설계된 DTL의 첫 번째 탱크의 3

차원 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 수

  RFQ의 주 수는 350MHz이며, 이 주 수는 DTL에 합한 주 수이다. RFQ에서 공

되는 양성자의 에 지가 3 MeV이므로, DTL의 첫 번째 사극 자석에 많은 연구  

실험을 필요로 한다. RFQ와 같은 주 수를 사용하는 경우 RFQ와 DTL 간의 정합이 

비교  용이하므로, 같은 주 수를 사용하기로 하 다.

고주  출력

  본 연구에서 개발 인 20 MeV 가속기는 개발이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빔을 공 하

게 계획이 되어 있다. 따라서, 20 MeV 양성자 가속기는 향후의 100 MeV 가속기 는 

1 GeV 가속기와 무 하게 독자 으로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에서 가

장 바람직한 방향은 20 MeV 가속기까지의 고주 원은 향후의 가속기 고주 원과 분

리되어 운 되며, 한 최소 수량인 동시에 RFQ의 고주 원과 동일한 것이다. RFQ의 

고주 원은 1 MW 클라이스트론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DTL의 고주 원도 1 

MW 클라이스트론을 심으로 구성된다. 이 클라이스트론에서 운 의 여유도 등을 감

안할 때 실질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  설계 출력은 900 kW이므로, 본 DTL은 이 

범 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 다.

동작 모드

  사용자에게 공 되는 20 MeV 양성자빔은 연속 는 펄스형이다. 따라서, DTL은 연

속형으로 설계, 제작하여 운 할 정이다. 펄스형 운 이 필요한 경우 고주 원을 펄

스에 맞추어 운 을 하거나, 양성자 입사기에서 펄스화된 빔을 공 하는 방법 에서 

이용자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정이다. 류 펄스 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바람직할 것이며, 류가 은 경우에는 자의 방식으로 운 될 것이다.



- 136 -

스템

포스트 커플러

픽업

고주파 커플러

슬러그 튜너

진공 포트

저 에너지 측

고 에너지 측

지지대

그림 3-4-1-133. 20 MeV, 350 MHz DTL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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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주  가속공동

  DTL 공동의 형상을 결정하기 해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 연구소에서 개발된 

SUPERFISH 코드를 사용하 다[59]. 이 코드 그룹  DTLFISH를 사용하면 DTL 공동 

한 개의 셀에 해서 원하는 주 수에 맞는 탱크 직경, 드리 트 튜 의 형상 등을 얻

을 수 있다.

가.  DTL 공동 구조

  그림 3-4-2-1은 DTL 공동의 하나의 셀을 보여 다. 여기서 D는 DTL 탱크의 직경, 

d는 드리 트 튜 의 직경, L은 셀의 길이, g는 가속 갭 간격, Rb는 빔이 통과하는 개

구 반경이다.

나.  DTL 설계 변수

  DTL의 형상을 결정하는데 가장 요한 변수는 고주  이용 효율이라 할 수 있는 

션트 임피던스의 최 화라 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20MeV DTL은 하나

의 고주 원으로 고주  출력 900kW를 공 받아 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가

 높은 션트 임피던스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빔이 통과하는 개구 직경을 

14mm로 두고 가장 높은 션트 임피던스를 갖는 구조를 선택하 다. 그림 3-4-2-2는 

탱크 직경에 따른 션트 임피던스 계산 로서 탱크 직경 54cm가 가장 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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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ft tube

Beam axis

g/2

D/2

L/2

d/2
Rb

그림 3-4-2-1. DTL 공동 형상.

그림 3-4-2-2.  탱크 직경에 따른 션트 임피던스.

   DTLFISH로부터 얻어진 가속 공동 데이터는 가속 공동에서의 빔 가속 모사 코드인 

PARMILA[60]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개발)의 입력 값으로 사용된다. 제

공된 입력 값을 이용하여 PARMILA 코드는 DTL 각 셀  tank에 한 정보를 출력

한다.

다. DTL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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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MILA 코드를 이용하여 20MeV 20mA 양성자 가속에 최 화된 DTL 구조를 얻

었다. DTL 구조에서는 드리 트 튜  개수의 제곱으로 비례하여 가공의 난이도가 올

라간다. 따라서, 실 으로 가공이 가능한 DTL 탱크는 하나의 탱크에 50개 이내의 드

리 트 튜 를 갖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하여 20MeV DTL을 4개의 

탱크로 구성하도록 하 다. 따라서, 하나의 탱크에는 250kW 미만의 고주 를 공 하므

로, 루  결합기를 이용하여 고주 를 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350MHz DTL에서 3MeV의 양성자를 받아 가속하는 경우, 

첫 사극 자석을 드리 트 튜 에 넣는 것이 가장 어려운 설계 요건이다. 이를 극복

하기 해 빔 크기는 다소 증가하나, 사극 자석 강도를 약하게 할 수 있는 FFDD 형

태 집속 구조를 택하 다. 동기 상  가속 장 강도를 변화시키는 Ramping 구조

는 펄스 운 의 류 가속기에서는 일반 이나, 본 가속기의 경우 연속운 이므로 

가속 장 강도가 비교  낮고, 순간 류도 낮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동기 상  가속 장 강도는 모든 탱크에 동일한 값을 갖도록 하 다. 표 

3-4-2-1은 PARMILA 코드에서 얻어진 각 탱크에서의 셀수, 가속 장 강도, 사극 

자석 강도  동기 상이다.  

Tank 1 Tank 2 Tank 3 Tank 4

 Number of cells 51 39 33 29

 Energy range (MeV) 3.00 ∼ 7.18 7.18 ∼ 11.50 
11.50 ∼ 

15.80
15.80 ∼ 20.00

 Tank length (cm) 443.1 464.9 475.5 477.6

 Number of Quads 52 40 34 30

 Focusing lattice FOFODODO FOFODODO FOFODODO FOFODODO

 Φs (deg)  -30.0 -30.0 -30.0 -30.0

 Total Power (kW)

   Cu Power (kW)*

   Beam Power (kW)

225.0

141.6

83.4

225.0

138.8

86.2

224.0

138.3

85.7

221.0

137.1

83.9

 Effective Quad 

 length (cm)
3.5 3.5 3.5 3.5

 Quad gradient 

(kG/cm)
5.0 5.0 5.0 5.0

 E0 (MV/m) 1.30 1.30 1.30 1.30

 Transit-time factor 0.83 0.83 ∼ 0.81 0.81 ∼ 0.79 0.79 ∼ 0.77

표 3-4-2-1. 각 tank에서의 DTL 변수.

* SUPERFISH 코드 계산값의 80% 값으로 사용하 을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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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 동력학 으로 필요로 하는 사극 자석의 사극 자장 강도는 5 kG/cm, 자극의 길

이는 3.5 cm로 계산되었다. 이 사극 자석을 에 지가 높아짐에 따라 조 씩 약하게 

하는 경우 빔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석 원 규격을 조  낮출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같은 강도의 자석으로 일정하게 설계하면 에 지가 높아질수록 빔 

직경이 조 씩 작아지기 때문에 빔 손실이 보다 문제가 되는 고에 지 측에서의 빔 손

실을 일 수 있으며, 하나의 자석 원으로 여러개의 사극 자석을 운 할 수 있

기 때문에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 이 있어 같은 사극 자장 강도를 갖는 자석

으로 설계하 다.

  동기 상  가속 장 강도는 각각 -30
o  1.3 MV/m이다. 최  표면 장 강도

는 고주  방 의 기  상수인 Kilpatrick 수의 0.9배를 넘지 않도록 하여, 제작  표

면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 다.

  DTL 내부의 주 수  장 강도 분포는 슬러그 튜 를 이용하여 보정할 정이며, 

장 강도 분포의 안정화는 포스트 커 러를 이용할 정이다[61-67]. 슬러그 튜 는 1 

MHz 주 수 보정이 가능하도록 각 탱크에 8개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었다.  포스트 커

러는 고주  손실을 유발하고 포스트 커 러 사이의 커 링이 발생하여 조 을 어렵

게 하므로, 최소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SNS[10,16,17]  일본 

J-Parc[13,18,19]의 에서 3개의 드리 트 튜 당 한개 혹은 두개의 포스트 커 러가 

합할 것으로 단되어 이를 택하 다.

  DTL 공동의 경우 공동 내에 스템, 포스트 커 러, 슬러그 튜 , 진공 포트 등 삽입

물이 치하게 된다. 이 삽입물들은 공동에 주 수 섭동 효과를 주며 결국 공동의 공

진 주 수  장 강도 분포를 설계값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본 DTL 공동의 경우 상기 삽입물들의 향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여 이들에 의

한 향을 설계에 반 하 다. 설계된 스템의 직경은 26mm이며  구간에 걸쳐 동일

한 직경을 갖는다. 양성자 에 지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증가하는 DTL 셀 내에 동

일한 직경을 갖는 스템을 삽입할 경우 이에 의한 주 수 섭동은 각 셀마다 달라지며 

첫 번째 탱크의 첫 번째 셀의 경우 셀 내에서의 주 수 섭동은 ～+1.3MHz, 네 번째 

탱크 마지막 셀의 경우 셀 내에서의 주 수 섭동은 ～+0.8MHz 이 된다. 이러한 스템

에 의한 주 수 섭동을 보상하기 하여 가장 에 지가 큰 셀 (네번째 탱크의 마지막 

셀)의 공동 직경을 스템 효과를 보상하여 결정하 으며 나머지 셀은 앞의 공동 직경을 

사용하며 공진 주 수는 가속 갭 간격을 조 하여 맞추었다. 스템 효과를 고려하여 결

정된 공동 직경은 54.1650cm이다. 가속 갭 조 로 인한 transit time factor의 변화량은 

기존값으로부터 수 ppm 정도 변화한다. 포스트 커 러와 진공 포트에 의한 주 수 섭

동은 SUPERFISH 코드 그룹  MDTFISH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고주  커 러와 

픽업 포트를 제외한 각 삽입물의 개수, 크기 그리고 이로 인해 측되는 주 수 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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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표 3-4-2-2에 정리되어 있다. 표로부터 포스트 커 러  진공 포트에 의한 주

수 섭동은 약 300kHz 정도이며, 슬러그 튜 에 의한 주 수 섭동은 1,000kHz 이다. 

스템에 의한 주 수 섭동을 고려한 상태에서 평균 tank 반경 변화에 따른 주 수 섭동

은 -942.9kHz/mm 이다. 포스트 커 러와 슬러그 튜 에 의한 주 수 섭동을 보상하기 

해서는 tank의 직경을 2.758mm 증가시켜야 하며 이로부터 결정된 최종 tank 직경은 

54.4408 cm 이다. 표 3-4-2-3에 최 화된 DTL 공동의 크기가 나타나 있다. 이때 양성

자 속도에 따른 유효 션트 임피던스는 그림 3-4-2-3과 같다. 설계된 공동의 경우 스템 

효과를 공동 설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각 tank의 처음 셀과 마지막 셀의 tank end 

wall 에 스템에 의한 주 수 섭동과 동등한 효과를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

다. 가공성 등을 고려하여 end wall 에 그림 3-4-2-4와 같이 고리 형태의 돌출부 구조

를 더하여 스템에 의한 주 수 섭동 효과를 갖도록 처리하 다. 각 tank의 end wall 

에서의 고리 형태의 돌출부 치수는 표 3-4-2-4에 나타나 있다.

DTL 공동 삽입물 Tank 1 Tank 2 Tank 3 Tank 4

스템

직경(mm) 26 26 26 26

개수 (개) 50 38 32 28

주 수 섭동 

(kHz)
1,146.9 981.4 902.6 855.1

포스트

커 러

직경(mm) 26 26 26 26

개수 (개)

17

(2번째 DT 

시작, DT 3개당 

1개)

19

(2번째 DT 

시작, DT 2개당 

1개)

16

(2번째 DT 

시작, DT 2개당 

1개)

14

(2번째 DT 

시작, DT 2개당 

1개)

주 수 섭동 

(kHz)
 295.8 381.2 355.8 340.5

슬러그 

튜

직경 (mm) 150 150 150 150

개수 (개) 8 8 8 8

주 수 섭동 

(kHz)
1,000 1,000 1,000 1,000

진공

포트

포트 내경 

(mm)

152

(그릴 포함)

152

(그릴 포함)

152

(그릴 포함)

152

(그릴 포함)

개수 (개) 4 4 4 4

주 수 섭동

(kHz)
-7.0 -7.0 -7.0 -7.0

표 3-4-2-2. 각 tank에 삽입되는 삽입물  이에 의해 측되는 주 수 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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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ymbol Value

 RF frequency       350 MHz

 RF power       900 kW

 Reference temperature       40 
o
C

 Initial energy       3 MeV

 Final energy       20 MeV

 Tank diameter D       54.44 cm

 Drift-tube diameter d       13 cm

 Bore radius Rb       0.7 cm

 Drift-tube face angle αf       10 degrees

 Drift-tube flat length F       0.3 cm

 Corner radius Rc       0.5 cm

 Inner nose radius Ri       0.2 cm

 Outer nose radius Ro       0.2 cm

 Stem diameter dstem       2.6 cm

 Frequency tolerance δf       0.001 MHz

표 3-4-2-3. DTL 공동의 크기.

그림 3-4-2-3.  양성자 속도에 따른 유효 션트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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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mm

1mm

b a

45°

R5mm

1mm

b a

45°

그림 3-4-2-4. Tank end wall half stem geometry (윗쪽 돌출부를 250mm로 고정한 경우).

tank # endwall side a (mm) b (mm) delta (mm)

tank 1
low energy side 202.0 250.0 48

high energy side 188.0 250.0 62

tank 2
low energy side 190.0 250.0 60

high energy side 180.0 250.0 70

tank 3
low energy side 180.0 250.0 70

high energy side 170.0 250.0 80

tank 4
low energy side 170.0 250.0 80

high energy side 162.0 250.0 88

표 3-4-2-4. Tank end wall half stem geometry 구조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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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TL 가속공동 공학설계

   DTL tank는 내부 표면에서의 고주  손실이 어야 하며, 열 도도가 커야 한다. 

한 양성자 빔 손실을 최소화하기 하여 10
-7 Torr 이하의 고진공을 요구하기 때

문에 시스템 면 의 부분을 차지하는 tank는 특히 표면의 기체발생률이 낮아야 한

다. 재 20 MeV를 해 설계된 DTL tank의 내경은 약 544mm Φ이므로 기계  강

도, 열 도성, 기 도성  가공성 등을 고려하여 base 재질로는 두께 50mm인 

seamless 탄소강 pipe를 사용하며 내 표면에는 산소의 함유량이 낮으며, 기 도도가 

높은 고순도 무산소동(OFHC copper)을 도 한다. 일반 인 구리 도  과정에서 택

을 내기 한 유기 brightner는 진공  기체 발생률이 높아 합하지 않으므로, 진공 

특성과 고주  특성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하여 택제를 사용하지 않

고 치 하고 향상된 택 면을 얻을 수 있는 PR(periodic reverse) 법을 이용한다. 

   DTL tank에서 소비되는 고주  력은 SUPERFISH 계산값에 25% 여유를 두었을 

경우 PARMILA 코드를 이용해 계산한 값은 tank당 약 140kW 정도이다. SUPERFISH 

코드 그룹  MDTFISH를 이용하여 계산한 고주  손실을 각 부분별로 나 어 보면 

표 3-4-2-5와 같다. 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DTL tank에서의 고주  손실은 tank 내벽

과 드리 트 튜  이외에 end wall  스템, 포스트 커 러 등 삽입물에서의 력 손

실과 도 에 의한 Q 값 하에 따른 력 손실항을 고려하 다. MDTFISH 계산 결과

로부터 얻은 고주  력 손실값은 PARMILA 코드로 계산한 값의 역내에 들어오며 

이의 잔여분에는 슬러그 튜 , 진공 포트, 고주  커 러, 픽업 등 삽입물에 의한 손실

이 포함된다. 상기 고주  력 손실에 의해 발생한 열을 냉각하기 하여 DTL 탱크 

내벽으로부터 20mm 떨어진 곳에 30mm× 5mm 냉각 채  20개를 설치한다. 공동 내벽

의 열 부하가 0.8W/cm2 인 경우, 기 냉각수 온도 35℃, 냉각수 총 유량이 10 l/sec 

이고, 두 개의 냉각 라인이 1개의 탱크에 인입될 경우 공동 내벽의 열 부하에 의한 냉

각수 온도 상승은 약 1.7℃ 이다. 이때 공동의 온도 분포를 측하기 하여 ANSYS 

DesignSpace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계산 결과는 그림 3-4-2-5와 같고 이때 공

동의 최고 온도는 약 40℃ 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때의 공동 변  분포는 그림 

3-4-2-6과 같고 공동 내면의 최  변 는 반경으로 약 8μm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약 10kHz의 주 수 변화에 해당한다.

   DTL tank 에는 스템, 포스트 커 러, 슬러그 튜 , 고주  커 러, 픽업 포트, 진공 

포트 등 각종 포트와 end wall이 합되기 한 랜지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랜

지를 tank에 합하는 방법에는 포트를 탱크에 직  용 하는 방법 (J-PARC의 경우)

과 tank에 탭을 가공하여 랜지를 연결하는 방법(SNS의 경우)이 있다. 첫 번째 방법

의 경우 tank 자체의 가공은 비교  수월하나 이종 속간의 합이 필요하고, 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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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합의 경우 tank의 변형이 수반되며, 가공 운반시 랜지 때문에 어려움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개발에서의 DTL은 탭의 손상 가능성이 있고 tank 가공

은 좀더 어려울 수 있지만 tank의 변형  가공 운반의 에서 비교  수월한 두 번

째 방법을 택하 다. 

   진공  고주  seal은 seal 압력, 스템의 치 조 , seal 면의 가공 등을 고려하여 

진공 seal의 경우는 viton 오링을, 고주  seal의 경우는 canted coil spring을 선택하

다. Canted coil spring의 경우 비교  넓은 변 에 해서 seal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

되며, 그 필요 선하  값 한 viton 오링의 반 정도의 작은 값을 갖는 장 을 가지고 

있다. 

   Tank end wall의 경우 냉각 채  가공이 상 으로 쉬운 탄소강을 도 하여 사용

하며 진공시 변 를 고려하여 두께를 40mm 로 결정하 다.

   DTL tank 내에 설치되는 드리 트 튜   스템은 무산소동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드리 트 튜 는 네 개의 조각으로 가공되며 합은 자빔 용 을 이용한다. 스템과 

드리 트 튜  사이의 합 역시 자빔 용 을 이용한다. 스템은 2개의 동축 으로 

이루어지며 외측은 냉각수 입구 내측은 냉각수 출구  자석 연결선의 통로 역할을 

한다.

   포스트 커 러  슬러그 튜 도 무산소동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포스트 커 러의 

경우 스템 직경과 동일한 26mm의 직경을 가지며, 튜닝시 장 분포의 미세 조 을 

하여 끝에 탭을 붙인 구조이다. 슬러그 튜 는 ±1MHz의 범 를 갖도록 설계하 으며 

직경 150mm의 튜 를 8개 사용한 경우 1MHz를 가변하기 한 튜  삽입 길이는 약 

50mm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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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L tank 부분 명 Tank 1 Tank 2 Tank 3 Tank 4

Tank 내벽 + DT

(～ 65% + 35%)
90.2 92.9 94.9 95.6

End wall (kW) 4.8 4.9 5.0 5.1

스템 (kW) 20.4 16.1 14.0 12.6

포스트 커 러(kW) 6.4 7.4 6.4 5.7

Q 값 하 (kW)

(총 고주  손실×0.1)
12.2 12.1 12.0 11.9

총 고주  손실 (kW) 134.0 133.4 132.3 130.9

표 3-4-2-5. DTL tank 각 부분별 고주  력 손실 (MDTFSIH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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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DTL tank 온도 분포.

그림 3-4-2-6. DTL tank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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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빔 동력학

  양성자 빔의 시뮬 이션을 해 100,000개의 입자를 사용하 다. 이때 상공간상의 

입자분표는 6D waterbag 모델을 따른다고 가정하 다. 이 모델에서는 입자가 상공

간의 6차원 타원체에 무작 으로 분포한다.

  그림 3-4-3-7은 연직방향(x, y축)과 빔방향(z축)으로의 빔의 변화모습을 각 DTL 셀

에 해 그린 그림으로 베타트론 진동과 싱크로트론 진동을 보여 다. 각 탱크사이는 

불연속 인 역에 의해 구분된다. 탱크 사이의 연결부 는 반길이의 사극 자석 2

개와 그 사이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1 β λ   길이의 이며, 그림 상에는 불연속 구간 

앞의 세 개의 셀에 의해 표시된다. 제일 앞부분의 두 셀은  빔동력학 계산을 시작하는 

부분과 반길이의 사극 자석이 들어간 부분이다. 연직방향으로의 빔의 최 반지름은 

빔이 지나는 의 반지름의 반정도 크기인 약 3.5 cm를 유지한며, 빔방향의 크기는 

약 ±23 o  에서 약 ±15 o  정도로 작아진다.

 

그림 3-4-3-7. 연직방향과 빔방향으로의 빔의 변화.

  그림 3-4-3-8은 빔의 에미턴스 변화를 연직방향과 빔방향에서 그려  그림이다. 연

직방향으로는 수 % 정도의 에미턴스 증가가 나타나며, 약 다섯 개의 셀 단 로 진동하

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빔의 심이 진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이다. 빔방향으로는 

에미턴스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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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8. 연직방향과 빔방향으로의 에미턴스 변화.

  그림 3-4-3-9는 매끄러운 근사(smooth approximation)에서 단 길이당 무 류 수

(zero current phase advance per unit length)를 나타낸다. FFDD 집속 구조에서  연

직방향으로의 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근사 으로 표 된다.

k2t 0 = (
qGl

2γ
smcβ s )

2

-
πqE 0Tsin (-φ

s )

mc 2(β sγ s)
3λ

(3-1)

  여기서 우변항의 첫째식은 사극 자석에 의해 빔이 모이는 효과를, 둘째식은 RF에 

의해 빔이 벌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각 식에서 G  는 사극 자석의 자기장의 기울

기, l  은 자석의 유효길이, β
s= v s/c  는 동기 상에 의해 가속되는 입자의 속력, γ

s
 

는 상 론  효과를 표 하는 인자, E 0
 는 양성자 빔을 가속시키는 기장의 평균 인 

크기,  T  는 일정한 크기의 기장에 비해 RF에 의한 기장의 상 인 효율을 나타

내는 상수(transit-time factor), φ
s
 는 동기 상, λ는 RF의 장을 나타낸다.  연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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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의 빔의 운동에 요한 향을 주는 것은 사극 자석에 의한 효과임을 알 수 있

다. 

  빔방향으로의 단 길이당 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k
2
l 0 = 

2πqE 0Tsin (-φ
s )

mc 2(β sγ s)
3λ

(3-2)

  연직방향에서 빔을 벌어지게 하는 효과는 빔방향으로 빔이 모이는 효과의 반 크기

로 주어진다. 빔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포커싱 주기가 90 o  보다 작아야 된다

는 것이 경험 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경우 이 값이 75 o  보다 작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그림 3-4-3-10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3-4-3-11은 연직방향으로의 빔의 RMS크기와 최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극 자석의 구조에 따른 베타트론 진동을 보여 다. 한 체 으

로 빔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다.

그림 3-4-3-9. zero-current phase advance 

per unit length ( deg/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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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0. zero-current phase advance 

per focusing period ( degree ).

그림 3-4-3-11. 연직방향에서 빔의 RMS 크기와 최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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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12에서 3-4-3-16까지는 상공간에서의 빔의 분포를 보여주며, 각 그림

은 DTL이 시작되는 지 과 각 탱크가 끝나는 지 의 결과를 나타낸다.  의 두 그림

은 연직방향(x, y-방향)에서의 분포를 나타내며, 단 는 cm와 mrad 이다. 아래의 오른

쪽 그림은 빔방향으로의 분포를 보여주며, 단 는 degree와 MeV로 동기된 입자에 

한 상 인 값을 나타낸다. 아래의 왼쪽그림은 연직방향에서의 빔의 분포를 직  보

여 다.

  그림 3-4-3-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직방향으로의 에미턴스는  0.0023 cm-rad 

이고, 빔방향으로는 0.0037 cm-rad ( 는 0.147 deg-MeV)로 주어진다. 이때 에미턴스

의 단 는 상공간에서의 면 을 π  로 나  값으로 한다.

그림 3-4-3-13에서 3-4-3-16까지는 각 탱크의 끝에서 주어진 결과를 보여 다. 우리

는 탱크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RF가 없다는 사실에 따른 보정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

림 3-4-3-14, 3-4-3-15, 3-4-3-16의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꼬리가 크게 생기지 않았다

는 사실로부터 빔이 비정상 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류

가 20mA로 비교  작기 때문에 공간 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반 한 결과다. 

그림 3-4-3-12. DTL 시작부에서의 빔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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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3. 첫 번째 탱크 끝에서의 빔의 분포.

  

그림 3-4-3-14. 두 번째 탱크 끝에서의 빔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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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5. 세 번째 탱크 끝에서의 빔의 분포.

그림 3-4-3-16. 네 번째 탱크 끝에서의 빔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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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7. DTL 내에서의 빔의 진행. 그림 3-4-3-18. 빔의 최 크기와 rms크기.

그림 3-4-3-19. 빔의 에미턴스 변화. 그림 3-4-3-20. 20 MeV 출력빔.

RFQ 출력빔을 사용한 빔 동력학 결과

 RFQ 출력빔을 사용한 PARMILA 계산결과를 정리하 다. 그림 3-4-3-17을 DTL 안

에서의 빔의 진행 모습을 보여 다. 빔의 최 크기와 rms크기는 그림 3-4-3-18에, 빔

의 에미턴스 변화는 그림 3-4-3-19에 보여 다. 빔 진행방향의 에미턴스가 진동하는 

것은 재 RFQ와 DTL사이에 빔정합을 한 cavity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 3-4-3-20

은 출력빔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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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차분석

  오차분석을 해 PARMILA 코드를 사용하 다. 이때 입력빔을 10,000개 입자가 

6-D waterbag 모형에 따라 분포한다고 가정하 다. 이 모형은 6차원 상공간에 입자

가 무작 으로 분포하는 것이다. 각 오차요인은 오차의 최 값을 주고, 그 값보다 작

은 오차를 발생시킨다. 오차는 각 탱크마다 독립 으로 주었다. 총 10회의 계산을 수행

하고, 결과의 평균값과 표 편차를 구하 다. 결과는 빔의 에미턴스와 최 크기  

rms 크기의 변화를 통해 보여 다. 연직방향의 경우 실선은 수평(x-축)을 선은 수긱

(y-축)을 나타낸다. 표 3-4-4-1은 빔손실이 발생한 오차값을 보여주며, 표 3-4-4-2는 

각 오차요인 제한값을 보여 다. 조사된 오차 요인은 다음과 같다.

탱크 오차

RF 진폭 오차: 그림 3-3-4-1(a) and (b)

RF 상 오차: 그림 3-3-4-2(a) and (b)

RF 진폭의 기울어짐: 그림 3-3-4-3(a) and (b)

사극 자석 오차

사극 자석의 심 이동

x-축방향 이동: 그림 3-3-4-4(a) and (b)

y-축방향 이동: 그림 3-3-4-5(a) and (b) 

사극 자석의 회

x-축에 한 회 (pitch error): 그림 3-3-4-6(a) and (b)

y-축에 한 회 (yaw error): 그림 3-3-4-7(a) and (b)

z-축에 한 회 (roll error): 그림 3-3-4-8(a) and (b)

GL 값의 기울기:  그림 3-3-4-9(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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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source Error value
beam loss 

(%)

Tank

 RF amplitude 1% 0.001

 RF phase 3 degrees 0.002

 RF tilt -7% 0.002

Quadupol

e

magnet

 displacement in x-direction 100 μm 0.001

 pitch 10 degrees 0.002

 roll 2 degrees 0.04

Beam

 tilt in GL 5% 0.01

 displacement in both x' and y' 

directions
10 mrad 0.08

 phase displacement -15 degrees 0.009

 shift in energy
-70 keV

+70 keV

1.66

0.2

표 3-4-4-1.  DTL의 오차와 빔 손실.

변수 오차범

 사극 자석의 세기 1 %

 사극 자석의 심이동 50 μm

 사극 자석의 회 1 도

 RF의 진폭 1 %

 RF의 상 1 도

 RF의 기울어짐 2 %

표 3-4-4-2.  DTL의 오차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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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a). RF 진폭 변화.

그림 3-4-4-1(b). 그림 3-4-4-1(a)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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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a). RF 상 변화.

그림 3-4-4-2(b). 그림 3-4-4-2(a)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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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a). RF 기울어짐.

그림 3-4-4-3(b). 그림 3-4-4-3(a)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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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4(a). 사극 자석 심이동(x-방향).

그림 3-4-4-4(b). 그림 3-4-4-4(a)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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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5(a). 사극 자석 심이동(y-방향).

그림 3-4-4-5(b). 그림 3-4-4-5(a)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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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6(a). 사극 자석 회 (x-축).

그림 3-4-4-6(b). 그림 3-4-4-6(a)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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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7(a). 사극 자석 회 (y-축).

그림 3-4-4-7(b). 그림 3-4-4-7(a)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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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8(a). 사극 자석 회 (z-축).

그림 3-4-4-8(b). 그림 3-4-4-8(a)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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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9(a). 사극 자석: GL의 기울기.

그림 3-4-4-9(b). 그림 3-4-4-9(a)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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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rift tube 설계  제작

가. Drift tube 공학 설계

 사극 자석이 설치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가공성, 조립성과 진공  구조  

안정성을 고려하며 drift tube의 공학 설계를 하 다. 그림 3-4-5-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양쪽의 캡과 외부 실린더, 내부 실린더, 스템  내부 냉각 으로서 총 6개의 부분

으로 구성되도록 하 으며 진공의 안정성을 하여 각 부분의 두께는 최소 3mm가 되

도록 하 다. 가공의 용이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양쪽 캡은 동일한 형태가 되도록 하

다. 

그림 3-4-5-1. 설계된 drift tube의 각 부품. 

 

 

조립 시 스템의 수직 정렬을 확보하기 하여 외부 실린더와 스템은 이징하 다. 

사극 자석은 모든 이징 공정이 끝난 후 에 지 측 캡에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되

며 2개의 정렬 핀을 이용하여 정렬 오차 내의 값으로 정렬하게 된다. 

  drift tube의 설계된 구조에 하여 구조 해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  안정성

을 검증하 다. 냉각수 압력은 5atmg로 두었으며 mid-plane symmetry와 cylindrical 

symmetry를 이용하여 모델을 단순화 하 다. 해석 결과 그림 3-4-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  변형 값은 8micron으로 변형 허용 값 20micron의 40%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drift tube에 분포하게 되는 응력의 경우 국부 으로 42MPa

의 최 값을 가지며 그 외 부분의 역에서 10MPa 미만의 값을 가져 이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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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의 항복 응력값인 50MPa 보다 작은 값을 가져 구조 으로 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4-5-2 (a). 구조 해석 결과 : 변형 값. 

그림 3-4-5-2(b). 구조 해석 결과 : Stress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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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극 자석 설계  제작

  (1) 사극 자석 설계

GL 요구조건

  요구되는 GL은 17.5 kG/cm․cm 이다. 10%의 여유를 고려하여 설계 GL은 20.0 

kG/cm․cm로 하 다.

자석 형태

  DTL의 사극 자석으로 자석  구 자석을 사용할 수 있다. 본 가속기의 경우 연

속 운 으로 류가 “0”에서 20mA로 가변이다. 따라서, 빔의 조건에 따라서 사극 자

석 강도를 조 할 필요가 있다. 구 자석의 경우 매우 제한된 범 에서만 가변이 가

능하므로 본 가속기의 사극 자석으로는 자석을 택하여 설계하 다.

사극 자석 공간

  RFQ에서 입사되는 3 MeV의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350 MHz DTL의 입구에서는 셀

의 길이가 6.9 cm이다. 이 셀 길이  사극 자석을 수용하게 될 공간은 략 셀 길

이의 60 %이므로, 자석의 길이는 4 c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요건에 따

르면 일반 인 제작인 수냉형 사각 코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이용한 설계를 필요로 한다.

사극 자석 권선  냉각

  사극 자석을 한 공간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하

나는 도 법을 이용하여 수냉형 코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일본 KEK에서 고안되어 

J-Parc 가속기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성능은 매우 우수하나 제작단가

가 무 높아 본 가속기에의 용은 어렵다. 다른 한 방법으로 랑스 CEA에서 제안

된 변압기용 코일을 사용하고 코일 외부에서 냉각하는 방법이다. 아직 실증된 장치가 

없고 냉각수에 의한 침식의 우려가 있으나, 제작법이 단순하여 본 가속기에서는 이 방

법을 채용하기로 하 다.

자극 형상

  사극 자장 형성을 해서는 포물선 자극이 이상 이다. 그러나, 정 한 비곡면 가공

은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곡면으로 하는 것이 실 이다. 본 가속기에 사용될 사극 

자석의 자극 형상은 1% 오차를 갖는 개구 반경이 자극 반경의 70% 이상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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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형상을 결정하 다. 이때 다극 성분도 1% 이하가 되도록 하 다.  그림 3-4-5-3

은 POISSON 코드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를 이용하여 계산된 자극 형상이다. 

요구되는 사극 성분을 얻기에 충분한 철심을 두어 포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3-4-5-3.  DTL 사극 자석 자극 형상  자장 분포.

설계 결과

  표 3-4-5-1는 사극 자석의 설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사극 자석은 DTL의 

첫 드리 트 튜 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다.  코일은 냉각을 한 표면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는 것으로 하 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열 문제는 향후 보다 연

구가 필요하다.

GL 20 kG/cm․cm

External Diameter 110 mm

Bore Diameter 20 mm

Pole Length 30 mm

Good Field Diameter 14 mm (1%)

Multipole <1% 

NI for 20kG 2,200 AT

Conductor 3×3 mm

# of Turns 8

Joule dissipations 600 W

표 3-4-5-1. 사극 자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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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방법

  자극은 1010 탄소강을 재료로 방 가공을 이용하여 정 하게 제작된다. 냉각수에 

의한 탄소강 표면 부식을 방지하기 하여 크롬으로 도 한다. 제작된 자극에 직  변

압기 코일을 이용하여 권선을 하며 자석을 제작할 정이다. 제작된 사극 자석은 

무산소동으로 제작되는 드리 트 튜 에 삽입되어 자빔을 이용하여 진공 용 이 이

루어진다.

 (2) 로토타입 사극 자석 제작  특성 측정

  그림 3-4-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차 년도에 설계된 사극 자석의 자극을 탄소 함

유량 0.1% 미만인 일반 철을 이용하여 방  가공으로 제작 하 다. 표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하여 10micron 두께의 니 을 기 도 으로 도 하 다. 이 게 제작된 

자극에 그림 3-4-5-5와 같이 3mm 직경의 원형 변압기용 코일 3.5turm을 권선한 후 

워 테스트를 하 다. 체 류 880A-turm을 흘리며 40시간 연속으로 운 한 결과 

이와 같이 코일 외부에서 냉각하는 형태의 냉각 방식이 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권선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해서 자극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4-5-4. 제작된 로토 타입 사극 자석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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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5. 권선 후의 로토 타입 사극 자석.

  (3) 테스트 타입 사극 자석 설계, 제작  특성 측정

  그림 3-4-5-6에 나타난 모델과 같은 형태로 자극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하고 자장 

해석 로그램으로 자장 분포를 해석하여 빔 동역학으로부터 요구되는 자장 조건을 만

족하는지 검증하 다. 해석 결과 체 류 2300A-turn에서 약 5700gauss/cm 자장 변

화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사극 모드의 고차원 모드의 경우 그림 3-4-5-7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빔 반경인 4mm 이내에서는 사극 모드의 0.1% 미만이며 drift tube의 

bore 반경인 7mm 이내에서는 사극 모드의 0.5% 미만으로 설계 요구 조건인 반경 

7mm 이내에서 1% 미만인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그림 3-4-5-8에 나타낸 모델을 이용하여 의 변형된 자극에 있어서의 유효 

길이(effective length)를 계산하 다. 해석 결과 z-방향으로 그림 3-4-5-9에 나타난 바

와 같은 자장 분포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효 거리를 계산한 결과 46mm로

서 설계 요구 값인 35mm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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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6. 테스트 타입 사극 자석의 자장 해석 모델.

   

그림 3-4-5-7. 자장 해석 결과 : 사극 모드의 고조 모드의 

사극 모드 크기에 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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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8. 테스트 타입 사극 자석의 유효 거리 계산을 한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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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9. 테스트 타입 사극 자석의 유효 거리 계산을 

한 해석 모델 : z 방향 치 변화에 따른 x,y 방향 자속 

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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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11. 사극 자석의 냉각 

구조. 

그림 3-4-5-10. 테스트 타입 사극 자석의 

자극.

  설계된 사극 자석의 자극을 그림 3-4-5-10과 같이 가공하 다. 냉각수는 그림 

3-4-5-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극 외부에 가공된 23mm*3mm의 사각 채 을 통하여 

자극 주 를 회 한 뒤 자극의 아래쪽에 치한 홀을 지나 코일을 냉각한 후 자극 

쪽에 치한 홀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극에 3mm*2mm의 

평각동선을 이용하여 각각의 코일당 9.5turn을 권선하여 그림 3-4-5-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극 자석을 제작하 다.  

  제작된 사극 자석에 류를 인가하여 자기 포화(magneteic saturation)가 발생하는 

총 류 값을 gauss-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3-4-5-13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낮은 류 값에서는 자장이 류 값에 선형 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나 체 류 

2200A-turn 이상에서는 자기 포화가 발생하여 류를 증가시켜도 자장이 선형 으로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기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 역에서 GL의 설

계 요구값인 17.5 kG/cm･cm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자장 마진을 고려한 20 kG/cm･cm

의 값은 자기 포화가 발생하는 역이기는 하지만 자극의 냉각수 홀 크기 변화를 통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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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12. 사극 자석 자극에 

코일이 권선 된 후의 모습.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역인 류값인 2300 A-turn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

하 다. 

   사극 자석의 유효 길이를 한 gauss-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 결과 

그림 3-4-5-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효 길이는 34mm로서 자장 해석 코드를 이용하

여 구한 46mm의 값보다는 작으나 유효 길이 설계값인 35mm와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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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13. 테스트 타입 사극 자석의 자기 포화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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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14. 사극 자석의 유효 길이 측정 결과.

 유효 길이에 있어 계산과 측정의 차이는 계산  측정의 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림 3-4-5-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경 방향으로 측정 치가 바뀜에 

따라 유효 길이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측정에 있어 측정 감도를 높이기 

하여 심으로부터 약 20mm 정도 떨어진 치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유효 길이의 계산과 측정의 차이는 앞의 이유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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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15. Radial 방향 치 변화에 따른 유효 거리 계산 결과. 



- 178 -

 다. drift tube의 조립  특성시험

  제작된 drift tube와 사극 자석은 양호한 조립성을 가졌다. 그림 3-4-5-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개의 핀 홀을 이용하여 drift tube와 사극 자석의 심을 정렬 시켰으며 

두개의 볼트를 이용하여 사극 자석을 고정하 다. 최종 으로 drift tube의 합 시에는 

자빔을 이용한 진공 용 을 이용하 다(표 3-4-5-1). 자빔 용 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는 첫 번째의 DT를 기 으로 할 

때 자빔 용  시 상되는 최  온도 상승값은 30도 미만이며 DT 내부에 치한 사

극 자석 권선 코일 내열 등 인 180도를 고려할 때 코일에 미치는 열손상은 없을것으

로 상된다. 그림 3-4-5-17에 자빔 용 을 통하여 최종 으로 제작된 drift tube를 

나타낸다.

표. 3-4-5-2. DT 자빔 용  조건.

용  치
용  조건

자빔 에 지 [keV] 자빔 류 [mA] 용  시간 [ ]

내부 실린더

외부 실린더

60

60

60 

45

35

25

14

19

19

그림 3-4-5-16. 사극 자석이 drift tube에 조립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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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17. 자빔 용  후 최종 조립된 drift tube.

drift tube의 특성 측정  설치

  제작의 마지막 과정인 자빔 용 을 통하여 제작 완료된 DT는 DTL 탱크에 설치

하기 에 용  부 의 진공 설 테스트와 기 연 테스트, 자장 심의 측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림 3-4-5-18에 나타낸 것과 같이x,y,z의 3축 조 이 가능하도록 설

계된 마운트를 이용하여 DTL 탱크에 설치되게 된다. 테스트용으로 제작된 DT를 이용

하여 우선 용  부 의 진공 설 테스트  냉각수 냉각 용량 확인을 한 냉각수 가

압 테스트를 실시하 다.

  그림 3-4-5-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작된 DT를 테스트를 하여 특별히 제작된 

챔버에 설치하고 헬륨 리크 디텍터를 연결하 다. 진공 배기 후 챔버 외부에서 헬륨을 

뿌려가며 헬륨 리크 디텍터에 나타난 리크율의 증가를 측정하 다. 진공도 1.1*10-3 

torr, 기  헬륨 리크율 0.5*10-9 torr liter/sec 에서 어떠한 헬륨 리크율의 증가도 계측

되지 않아 DT의 자빔 용  부 의 진공 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냉각 용량 확인을 하여 냉각수 인렛, 아웃렛 치에 각각 압력계를 설치하여 압력 

강하값을 측정하 으며 아웃렛 치에 설치된 압력계 후단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냉각

수의 유량을 측정하 다. 사극 자석의 열손실 800W를 고려하여 DT 내부의 열손실을 

2kW로 가정하고 냉각수의 온도 상승값을 1도로 제한할 때 요구되는 냉각수 유량은 

28.571 LPM이며 실제 시스템에서  유량을 구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그

림 3-4-5-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냉각수 유량은 DT 양단간의 압력차에 선형 으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에 따라 외삽하여 계산한 결과 약 3atm의 압력차에서 요

구되는 28.571 LPM의 유량을 얻을 수 있음을 상할 수 있었으며 재 RFQ의 냉각수 

압력을 고려할 때 DTL에서 충분히 구 할 수 있는 유량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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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18. 스템 홀더.

그림 3-4-5-19. DT 테스트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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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20. DT 냉각수 압력 강하에 따른 냉각수 유량 측정.

 라. End plate

     End plate는 열  압력 차이에 의한 변형이 DT 변형 허용 범 인 20micron 이

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End plate의 가공에는 1) 1개의 Cu bulk material을 사용하는 

방법과 2) 탄소강으로 이루어진 외부 지 부분  무산소동으로 만들어진 1/2 Drift 

tube의 두 분분으로 제작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고려하 다. 첫 번째 방법인 체를 

하나의 구리 으로 가공할 경우 변형 방지를 하여 지 부분의 두께가 40mm이상

이 되어야 하므로 무게가 무거워져 다루기가 힘들고 재료의 손실이 커져 제작 비용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인 두 부분으로 나 어 제작하는 방법의 경우 열

도율은 좀 떨어지지만 첫 번째 방법의 단 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유

지 보수시 부분 교체를 통하여 유지 보수 비용을 감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도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제작 공정이 다소 복잡해지는 단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의 무

산소동으로 이루어진 사극 자석을 포함하는 1/2 Drift tube 부분과 T25mm의 바깥쪽 

지 부분으로 구성하는것으로 결정하고 열  구조 해석을 통하여 냉각 채 의 설

계  세부 설계를 완료 하 다. 

 열 도율이 구리보다 낮은 탄소강 소재를 사용하여도 냉각 채 을 그림 3-4-5-21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계, 제작할 경우 외곽 부분에서 최고 온도 상승을 3.5도 미만으

로 유지 할 수 있으며 체 으로는 1.5도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기계  변형에 있어서도 최  15micron 이내로서 설계 허용값 이내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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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21 (a). 온도 증가에 한 열해석 결과.

그림 3-4-5-21(b). 열  압력 차이에 의한 end plate의 변형. 

(a) r 방향 변형, (b) z 방향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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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5-22에 End plate 구성을 한 각 부품을 나타내었다. 1/2 Drift tube 부분

은 RF 류가 흐르는 부분에는 무산소동 소재를 사용하고 류가 흐르지 않는 후면부

와 내부 실린더 부분에는 SS316 스테인 스 스틸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먼  무산소동과 스테인 스 스틸이 합되는 부 에 이징을 사용하

여 합하 다. 사극 자석을 조립한 후 무산소동 합 부 인 외부 실린더와 캡 부분

에 사극 자석 코일의 피복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Drift tube의 합과 같은 조건으로 

자빔 용 을 하 으며 최종 으로 스테인 스 스틸이 합되는 부분에 TIG 용 을 

통하여 공정을 마무리 하 다. 사극 자석 조립 후 자빔 용 을 이용하여 합한다. 

이때 자빔 용  조건은 Drift tube의 자빔 용  조건과 같다. 두 부분은 볼트 조립

을 이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합부에는 RF seal  vacuum seal을 포

함하 다. 지 부분의 내부는 동도 을 하되 이때 도  조건은 DTL 고주  가속 

공동 내부의 도  조건과 같다.  

그림 3-4-5-22. End plate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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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TL 탱크 제작

   완료된 DTL 가속공동의 설계에 따라 탱크를 제작하 다. 각 치수는 모두 40℃를 

기 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제작을 할 때는 다양한 온도변화에 맞추어 치수를 보정

하여 가공하 다. 탱크의 재질은 seamless pipe로 탄소강 STKM13A이다 (표 

3-4-6-1). 

Chemical 

composition

C Si Mn P S Cr Mo

<0.25 % <0.35 % 0.3 - 0.9 % <0.04 % <0.04 % - -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strength Yield point Elongation

> 38 kgf/mm2 > 22 kgf/mm2 > 25 %

표 3-4-6-1. 탱크 재질의 화학 , 기계  성질.

탱크의 치수는 40℃에서 내경은 544.28 mm이며, 길이는 각각 4430.64 mm, 4648.76mm, 

4755.25mm 그리고 4775.8mm이다. 첫 번째 탱크의 경우 가공시 주변 온도는 10℃ 으

며, 이로 인한 길이 변화는 1개 섹션당 약 750 ㎛이었다. 한 개의 탱크는 두개의 섹션

으로 나 어져 볼트로 체결된다. 그림 3-4-6-1에 설계된 첫 번째 탱크의 고 에 지측 

섹션의 AutoCad drawing을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탱크들도 모두 이와 유사하다. 그림 

3-4-6-2는 가공과정이고, 그림 3-4-6-3는 가공이 완료되어 지지  에 조립된 탱크

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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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1. 첫 번째 탱크의 AutoCad drawings.

  

그림 3-4-6-2. DTL 탱크 가공 과정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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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3. 제작된 DTL 탱크.

Stem, post coupler, RF pick up, vacuum component  RF coupler 포트들도 마찬가

지로 볼트 체결 방식을 채택하 으며, 각각은 진공 seal을 한 Viton o-ring의 groove

와 RF seal을 한 metal c-ring의 groove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4-6-4). 

Metal C-ring에는 viton o-ring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기체에 의한 virtual leak를 방지

하기 하여 1mmφ로 hole을 가공하 다. 

Viton

C-seal

Spacer

Tank

Vacuum
Side

Stem

   

Tank wall

Vacuum
side

Vacuum
seal

RF
seal

그림 3-4-6-4. DTL Seal groove 설계. 

탱크의 내면은 고주  특성을 좋게 하고 기체발생을 이기 하여 PR(periodic 

reverse) 방법을 사용하여 고순도 구리 도 을 한다. 표 3-4-6-2에 각 도  공정  

내용을 표시하 다. 최종 도  표면의 거칠기는 Ra = 0.3㎛이다. 도 면의 RF 특성  

진공 특성을 검사하기 하여 그림 3-4-6-5와 같이 내경 150 mm, 길이 750 mm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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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이 로 도  샘 을 제작하 다. 샘 의 도  두께는 100 ㎛이며 최종

으로 기계 가공만을 수행하 다. 이 의 양 끝은 8 inch 외경을 가지는 CF 랜지를 

용 하 다. 우선 이  양단의 end wall의 체결 토크를 증가시키면서 quality factor

를 측정하 다. 본 샘 에서 측정된 공진주 수는 1531.715 MHz이었으며, Qo값은 

33,000으로 계산값 40,341의 82 %를 달성하 다 (그림 3-4-6-6).  

그림 3-4-6-5. 도  샘 .

200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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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40 60 80 100 120 14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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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

그림 3-4-6-6. 도  샘  quality factor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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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2. 탱크 도  차  내용.

Pretreatment - Honing  세정

Ni plating   - 15 A, 3.5 V, 10 분

Cu sulfate plating

- Anode : oxide free, phosphorized copper ball

  - 황산 : 135 - 145 g/L

  - 황산 구리 : 138 - 148 g/L

  - Cl 이온 : 15 ppm 정도

  - 온도 : 24 - 28 도

  - 음극  양극 비 : 5

  - 류 도 : 1 - 5.5 A/dm
2
  

  - PR 펄스 시간 : 순방향 20 sec, 역방향 4 sec, 사

이 1 sec

  - 시간 : 600 분

  - 두께 : 300 ㎛

Mechanical

polishighing

- Honing

- 연마 두께 : 100 ㎛

Electro-polishing

- 해액 : 정 인산

  - 온도 : 15～25 ℃

  - 압 : DC 1.5～1.8V

  - 류 도 : 6～8 A/dm
2

  - 시간 : 10～15 min

  - 연마두께 : ～ 40㎛ 

Chromate treatment - 택 침 용 혼합산

한 pressure-rate of rise 방법(build up test)를 이용하여 도  표면의 기체 방출률

을 조사하 으며 그림 3-4-6-7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표면의 기체방출률은 

2.74×10-10 mbar L/sec cm2이었다. 이것은 설계값인 1.3×10-10 mbar L/sec cm2보다 높

은 값이지만, 도  후 해 연마 과정  RF conditioning 과정을 거친 후에는 설계값

을 만족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3-4-6-8은 도 된 DTL 탱크의 내부 모습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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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7. 도  샘 의 압력 build up test 결과.

그림 3-4-6-8. 기계연마를 마친 PR 도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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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number resistance DT number resistance

1-01 infinite 1-26 200 k

1-02 infinite 1-27 10 M

1-03 infinite 1-28 1 M

1-04 infinite 1-29 1 M

1-05 infinite 1-30 1 M

1-06 10 M 1-31 50 k

1-07 infinite 1-32 30 k

1-08 infinite 1-33 30 k

1-09 infinite 1-34 20 k

1-10 infinite 1-35 infinite

1-11 infinite 1-36 infinite

7. DTL 설치  정렬

     DTL 탱크는 각각의 탱크에 DT  기타 부  장치의 설치를 마친 후 각 탱크간

의 상 치를 체 으로 정렬 하 다. 

 가. DT 설치  정렬

  (1) 설치  검사

     DT를 설치하기 이 에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하 다. 

     

   (가) 자석의 연 검사

        DT 내부에 설치된 사극 자석의 선과 지간의 연 항을 메가 오옴 테스

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시 인가 압은 향후 실제 운 시 사극 자석에 인가될 

압인 30V보다 높은 250V로 두었다. 측정 결과 표 3-4-7-1과 같이 연 항이 측정

되었다.

표 3-4-7-1. DT의 연 항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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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 M 1-37 infinite

1-13 1 M 1-38 infinite

1-14 infinite 1-39 100 k

1-15 100 k 1-40 infinite

1-16 1 M 1-41 infinite

1-17 infinite 1-42 infinite

1-18 infinite 1-43 20 k

1-19 infinite 1-44 infinite

1-20 infinite 1-45 infinite

1-21 100 k 1-46 5 M

1-22 20 k 1-47 20 k

1-23 20 k 1-48 20 k

1-24 20 k 1-49 infinite

1-25 100 k 1-50 infinite

DT number resistance DT number resistance

2-01 infinite 2-25 100 k

2-02 1 M 2-26 20 k

2-03 50 k 2-27 infinite

2-04 200 k 2-28 infinite

2-05 infinite 2-29 100 k

2-06 infinite 2-30 infinite

2-07 infinite 2-31 infinite

2-08 100 k 2-32 1 M

2-09 50 k 2-33 infinite

2-10 infinite 2-34 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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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0 k 2-35 100 k

2-12 20 k 2-36 infinite

2-13 200 k 2-37 infinite

2-14 50 k 2-38 infinite

2-15 50 k

2-16 infinite

2-17 50 k

2-18 infinite

2-19 infinite

2-20 infinite

2-21 100 k

2-22 infinite

2-23 100 k

2-24 2 M

DT number resistance DT number resistance

3-01 500 k 3-17 infinite

3-02 infinite 3-18 50 k

3-03 2 M 3-19 infinite

3-04 100 k 3-20 infinite

3-05 infinite 3-21 infinite

3-06 infinite 3-22 1M

3-07 infinite 3-23 50 k

3-08 infinite 3-24 infinite

3-09 50 k 3-25 1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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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1M 3-26 infinite

3-11 infinite 3-27 2M

3-12 50 k 3-28 50 k

3-13 infinite 3-29 infinite

3-14 100 k 3-30 infinite

3-15 50 k 3-31 infinite

3-16 50 k 3-32 infinite

DT number resistance DT number resistance

4-01 infinite 4-15 infinite

4-02 500 k 4-16 5 M

4-03 100 k 4-17 100 k

4-04 100 k 4-18 infinite

4-05 infinite 4-19 2.5 M

4-06 200 k 4-20 25 M

4-07 100 k 4-21 infinite

4-08 100 k 4-22 100 k

4-09 infinite 4-23 infinite

4-10 50 k 4-24 infinite

4-11 infinite 4-25 80 k

4-12 50 k 4-26 infinite

4-13 infinite 4-27 25 M

4-14 infinite 4-28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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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T의 진공 검사

        그림 3-4-7-1과 같이 DTL I과 동일한 진공 씰 구조를 가지는 진공 용기 내

에 모든 DT를 설치하고 헬륨 리크 디텍터를 이용하여 헬륨 리크율을 측정한 결과 모

든 DT에서 헬륨 리크율이 1*10E-9 미만인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4-7-1. 진공 안정성 측정. 

   (다) DT 냉각 능력 측정

        아래 그림 3-4-7-2와 같이 DTL I과 동일한 냉각수 공  구조를 가지도록 

DT를 설치한 후 주어진 냉각수 압력하에서 흐르는 냉각수의 유량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 냉각수 압력 강하 2기압하에서 20SLM의 유량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는 DT 1개 체 2kW의 소비 력하에서 1.5도의 냉각수 온도 증가에 해당 된다.

   (라) 자장 심 측정

     아래 그림 3-4-7-3과 같이 hall sensor와 xyz-stage를 이용하여 자장의 심을 

측정하는 장비를 제작하고 DT 사극 자석의 자장을 측정한 결과 DT의 geometric 

center와 사극 자석의 magnetic center는 50μm 미만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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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2. 냉각수 유량 측정. 

그림 3-4-7-3. 자장 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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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al direction: 50μm

rotational direction: 1 degree

  (2) DT 정렬  정렬오차

     DT는 탱크 내부의 아래 그림 3-4-7-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리 도 면에 손상

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드러운 물질로 제작된 이송 받침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로 이송

시킨 후 탱크 내부로부터 외부 방향으로 끼워 넣어 설치하 다. 정  정렬 이 에 스

템의 외부에 설치되는 cooling manifold와 자석의 단자 블록을 설치하여 정  정렬 

이후에 외부 요인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3-4-7-4. DT 이송용 받침.

     DT는 정렬시 요구되는 정 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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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 도 내에서 DT를 정렬하기 해 이  트 커를 이용하 다. 이  

트 커는 거리 방향으로 10μm/m의 정확성을 가지며 각도 방향으로 0.14“의 해상도를 

가진다. 이  리  타겟을 DT에 설치하기 하여 아래 그림 3-4-7-5와 같은 홀

더를 제작하 다. 홀더는 가공 공차를 20μm로 맞춤가공하여 DT에 끼워 사용할 때 흔

들림이 없도록 하 다. 리  타겟은 3개를 설치하여 x, y 방향 offset을 측정함과 

동시에 rotation 한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4-7-5. 이  트 커 리  타겟 홀더.

     각 탱크에 있어 DT는 설치 요구 정 도 내에서 설치되었으며 설치 결과는 아래 

그림 3-4-7-6에서 그림 3-4-7-9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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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6. DTL-I tank1의 DTL 설치 결과.

그림 3-4-7-7. DTL-I tank2의 DTL 설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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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8. DTL-I tank3의 DTL 설치 결과.

그림 3-4-7-9. DTL-I tank4의 DTL 설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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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TL Tank의 설치

  빔 라인 상에 DTL tank를 정  정렬 하는데에는 이  트 커를 사용하 다. 이

 트 커를 이용하여 실험동 좌표계와 탱크 좌표계가 일치하도록 정렬하 다. 실험동 

좌표계 설정을 하여 이  트 커를 이용하여 실험동에 총 8개의 고정 좌표 퍼런

스를 설치하고 빔 라인을 z축으로 하는 오른손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 다. 따라서, 빔 

센터를 x-y 평면의 센터로 하며, 빔 라인의 에 지측이 -z, 고에 지측이 +z 방향이 

되며 +z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측이 -x, 좌측이 +x방향, 그리고 상측이 +y, 하측이 -y 

방향이 된다. 이 게 설정된 실험동 좌표계는 모든 DTL 탱크의 정렬 기 이 된다. 탱

크 좌표계는 DTL 탱크의 심을 center로 하여 실험동 좌표계와 같은 방향으로 좌표

축을 설정하 으며 탱크 외부에서 탱크 축의 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총 4개의 탱크 

좌표 퍼런스를 탱크의 탱크의 우측에 앞뒤 좌우로 각각 1개씩 그림 3-4-7-10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설치하 다. 탱크의 정렬시는 탱크의 임을 직  움직여 실험동 좌

표계와 탱크 좌표계가 수 mm이하로 근 하도록 이동시킨 후 앵커를 이용하여 탱크 

임에 진동이 없도록 탱크 임을 바닥에 고정한다. 이후 탱크 임과 탱크 사

이에 연결된 지지 구조물을 움직여 x,y,z 방향으로 정  정렬하 다. 탱크의 지지 구조

물을 1바퀴 회 시킬때 탱크는 x,y,z 방향으로 각각 0.5mm씩 진 는 후진을 하게 

된다. 탱크 정렬시 요구되는 정 도는 DT의 정렬시 요구되는 정 도와 같으며 따라서 

DTL 탱크는 x,y,z방향으로 각각 ±50 micron 오차 이내로 정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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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10. DTL 탱크 외부 퍼런스의 탱크축 상의 치와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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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TL 탱크의 고주  튜닝

제작된 DTL 탱크에 해 설계된 공진주 수와 장분포를 가지도록 튜닝 작업을 수

행하 다. 장분포는 비드 섭동 방법을 이용하 다. 튜닝 작업  주  온도 변화 효

과를 제거하기 해 탱크 외벽에 열선을 설치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 다.  

각 탱크에 설치된 슬러그 튜 와 포스트 커 러를 이용하여 요구되는 튜닝 조건을 만

족하도록 DTL 탱크의 튜닝을 수행할 수 있었다.

 가. 튜닝 원리  차

  (1) 비드 섭등을 이용한 장분포 측정[68,69]

   DTL 탱크 내부의 장 분포는 탱크 내부에 비드를 통과시켰을 때 발생하는 공진

주 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알 수 있는데 이는 슬 이터의 섭동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

다. 슬 이터의 섭동이론은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우선 필요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0E : 비드가 없을 때의 장 벡터  

E : 비드의 섭동이 있을 때의 장 벡터

0H : 비드가 없을 때의 자장 벡터 

H : 비드의 섭동이 있을 때의 자장 벡터

0V : 가속 공동의 부피   

εΔ : 진공의 유 율에 한 비드의 유 율 차이

0S : 가속 공동의 면   

μΔ : 진공의 투자율에 한 비드의 투자율 차이

0ω : 비드가 없을 때의 공진주 수   

ω : 비드 섭동이 있을 때의 공진주 수

우선 비드가 없는 경우의 가속 공동 내부의 장  자장은 아래의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한다.

0 0 0E j Hω μ∇× = −

0 0 0H j Eω 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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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드 섭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맥스웰 방정식이 성립한다.

( )E j Hω μ μ∇× = − + Δ

( )H j Eω ε ε∇× = + Δ

   두 세트의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아래와 같는 식을 얻는다.

0 0 0H E j H Hω μ∗ ∗⋅∇× = ⋅

0 0( )E H j E Eω ε ε∗ ∗⋅∇× = + Δ ⋅

 두 식의 차와 벡터 항등식 ( ) ( ) ( )A B A B B A∇ ⋅ × = ∇× ⋅ − ∇× ⋅ 로부터 다음 식을 유도할 

수 있다.

0 0 0 0( ) ( )E H j H H j E Eω μ ω ε ε∗ ∗ ∗∇ ⋅ × = ⋅ − + Δ ⋅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래의 식을 구할 수 있다.

0 0 0E H j E Eω ε∗ ∗⋅∇× = − ⋅

0 0( )H E j H Hω μ μ∗ ∗⋅∇× = − + Δ ⋅

0 0 0 0( ) ( )E H j H H j E Eω μ μ ω ε∗ ∗ ∗∇ ⋅ × = − + Δ ⋅ + ⋅

에서 구한 두 식을 더하고 분을 한 후 발산 정리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표 된

다.

{ } { }

0

0

0

0 0

0 0

0 0 0 0

( )

( ) 0

( ) ( )

V

S

V

E H E H dv

E H E H ds

j E E H H dvω ε ω ε ε ω μ ω μ μ

∗ ∗

∗ ∗

∗ ∗

∇ ⋅ × + ×

= × + × ⋅ =

⎡ ⎤= − + Δ ⋅ + − + Δ ⋅⎣ ⎦

∫
∫
∫

0

0

0 0
0

0 0

( )

( )
V

V

E E H H dv

E E H H dv

ε μω ω
ω ε μ

∗ ∗

∗ ∗

− Δ ⋅ + 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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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유도된 식은 근사가 없는 정확힌 식이지만 공진주 수의 변화를 계산하기 

해서는 섭동이 있을 때의 장  자장 분포를 알아야 한다. 섭동이 작은 경우, 섭동이 

있을 때의 장  자장 분포는 섭동이 없을 때의 분포로 근사가 가능하므로 하므로 

구형 비드에 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VΔ : 비드의 부피

0
3

2r

E E
ε

=
+ : 균일한 장 분포 내에서 구형 비드 내부의 장

0
3

2r

H H
μ

=
+ : 균일한 자장 분포 내에서 구형 비드 내부의 자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0 0 0 0

2 2
0 0 0 0

( )

( )

3 3( 1) ( 1)
2 2
( )

1 13
4 2 2

V

V

r rV
r r

V

r r

r r

E E H H dv

E E H H dv

E E H H dv

E H dv

V E H
U

ε μω ω
ω ε μ

ε ε μ μ
ε μ

ε μ

ε με μ
ε μ

∗ ∗

∗ ∗

∗ ∗

Δ

− Δ ⋅ + Δ ⋅−
=

⋅ + ⋅

⎡ ⎤
− − ⋅ + − ⋅⎢ ⎥+ +⎣ ⎦

+

⎡ ⎤− −− Δ
+⎢ ⎥+ +⎣ ⎦

∫
∫

∫

∫

비드가 구형의 유 체인 경우와 구형의 속체 일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근사된 식을 얻

을 수 있다.

   유 체 비드의 경우 ( 1rμ =  )

2
0 0

0

13
4 2

r

r

V E
U

εω ε
ω ε

−Δ Δ
= −

+

  속성 비드의 경우 ( , 0r rε μ→ ∞ →  )

2
2 0 0

0 0
0

3
4 2

HV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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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ω ε
ω

⎛ ⎞Δ 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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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공동의 운  모드가 TM010 모드이고 비드를 가속 공동의 심축으로 통과시

킬 경우 자장의 향은 무시할 수 있고 따라서 공진주 수의 변화로부터 장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림 3-4-8-1에 일반 인 비드 섭동 방법을 이용한 장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DTL 탱크와 같이 길이가 긴 구조에 해 주 수 변화를 측정하

게 되면 측정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이 경우 주  온도나 습도의 변화로 인한 오차

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일반 으로 주  환경 변화에 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측정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진주 수의 변화

를 직  측정하기 보다는 두 개의 픽업을 통한 S21의 상 변화를 측정하여 이를 공진

주 수 변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용된 장 측정 방법

의 개략도를 그림 3-4-8-2에 보 고 그림 3-4-8-3에 실제로 측정된 상 변화 데이터

의 를 보 다.

그림 3-4-8-1. 비드 섭동을 이용한 장 분포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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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 본 연구에 사용된 장 분포 측정 방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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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3. 측정된 상 데이터  (tank4 case).



- 208 -

(2) 슬러그 튜 를 이용한 장 분포 튜닝[24,70]

  DTL과 같이 각각의 셀들이 결합된 형태에서  방정식에 섭동 이론을 용한 결

과에 따르면, 국부 으로 공진주 수가 증가할 경우 그 부분에서의 장  자장의 세

기는 감소한다란 사실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각 탱크에 슬러그 튜 를 설치하여 슬러

그 튜 의 삽입 깊이를 조 하여 체 탱크 내부의 장 분포를 균일하도록 튜닝을 할 

수 있다. 그림 3-4-8-4에 탱크에 설치된 슬러그 튜  포트  포스트 커 러 포트의 

개략도를 보 다. 각 탱크 별로 슬러그 튜 는 8 개가 사용되었다.

  공진주 수의 섭동이 델타함수 형태인 경우에 한 장 분포의 변화는 해석 인 해

가 알려져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길이가 인 구조의 임의의 치 에서 


  로 표 되는 공진주 수 섭동이 있을 경우 장 분포의 섭등은 아래와 

같이 표 된다.






 
 











 




 
 


 

 
 



  







 

 
 


 

 
 



  

 



의 식으로부터 국부 인 공진주 수의 변화가 있을 때의 장 분포를 개략 으로 알 

수 있다. DTL 탱크 3의 경우에 해 설치될 8 개의 슬러그 튜   가장 에 지부

에 있는 슬러그 튜  치에 델타 함수 형태로 +20 kHz 섭동을  경우, -20 kHz 섭

동을  경우, 그리고 모든 슬러그 치에서 +10 kHz 섭동을  경우 등 세 가지 경우

에 해 장 분포의 변화량을 구한 것을 그림 3-4-8-5, 3-4-8-6, 3-4-8-7에 각각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부 으로 공진주 수가 증가한 경우는 그 부분에

서의 장 강도가 감소하고 반 로 공진주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장 

강도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모든 슬러그를 동일하게 움직 을 때에는 

장 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모든 슬러그를 동일하게 움직일 경

우 장 분포의 변화 없이 공진주 수의 조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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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4. DTL 탱크에 설치된 슬러그 튜 와 포스트 커 러 포트.

그림 3-4-8-5. 에 지 슬러그 치에 +20 kHz 섭동을  경우 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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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6. 에 지 슬러그 치에 -20 kHz 섭동을  경우 장 변화.

그림 3-4-8-7. 모든 슬러그 치에 +10 kHz 섭동을  경우 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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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 커 러를 이용한 tilt sensitivity 튜닝

  DTL과 같이 많은 수의 셀로 이루어진 가속 구조는 섭동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지

닌다. 따라서 가공 오차로 인한 구조의 변형이나 운   열부하로 인한 조그만 섭동

으로도 가속 장의 분포는 크게 향을 받을 수 있다. DTL에서는 포스트 커 러를 

사용하여 외부 섭동에 둔감하도록 가속 구조를 튜닝할 수 있다. 즉, DTL 탱크의 벽쪽

에 포스트 커 러를 설치하여 운  모드 보다 낮은 쪽 주 수 역에 포스트 모드를 

형성 시키고 포스트 모드의 스펙트럼이 가속 모드의 고차 모드와 칭 형태가 되도록 

하여 가속 모드에 미치는 향이 서로 상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공진 결합 가속 

구조에서의 confluence에 해당하며 그 특성을 반 하여 구조 보상 내지는 구조 안정화

라고도 한다.

  가속 구조가 외부 섭동에 해 안정화된 정도를 정량 으로 나타내는 변수로 tilt 

sensitivity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즉, 섭동 의 장 분포와 이미 알고 있는 주 수 변화를 주는 섭동 DTL 탱크의 양 

끝에 가하여 측정된 장 분포 사이의 상  차이를 가해진 주 수 변화로 나  값이

다. 를 들어 100%/MHz 이내의 T.S.를 가지도록 가속 구조를 튜닝을 했을 경우 10 

kHz 의 공진주 수 변화를 주는 섭동이 있더라도 장 분포의 변화는 1% 이내를 유

지한다란 의미이다. 

  포스트 커 러를 사용하여 가속 구조를 튜닝 할 때는 우선 모든 포스트 커 러의 삽

입 깊이를 동일하게 둔 후 T.S.를 측정하고 조 씩 삽입 깊이를 감소 시켜가면서 요구

되는 T.S.를 가지도록 튜닝한다. 개의 경우 가속 모드보다 낮은 주 수 역에는 포

스트 모드 외에도 수많은 로컬 모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포스트의 조 에 따른 스펙

트럼의 변화를 참고하여 튜닝을 진행하여야한다. 반복 실행을 통해 요구되는 T.S.를 만

족시키게 되면 다시 장 분포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해 포스트를 회 시켜 장 분

포를 조 하게 된다. 포스트 커 러의 끝단을 비 칭형의 스텁 형태로 만들어 이를 가

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텁의 회 에 의해 부피가 어드는 셀 쪽의 장 강도

가 낮아진다.  이는 국부 인 공진주 수의 증가가 장 강도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란 일반 인 경향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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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튜닝 차  튜닝 셋업

  그림 3-4-8-8에 보인 것과 같이 튜닝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슬러그 튜 를 이용하여 장 분포를 균일하게 만드는 단계

- 포스트 커 러의 길이를 조 하여 T.S.를 맞추는 단계

- 포스트 커 러의 회 을 통해 장 분포를 균일하게 만드는 단계

- 최종 으로 모든 슬러그를 동일하게 움직여 공진주 수를 맞추는 단계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튜닝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공기  탱크 온도 37℃에서의 공진주 수: 349.915 MHz ± 5 kHz

- 가속 장의 균일도: ± 2% 이내, 표 편차 1% 이내

- tilt sensitivity: 100 %/MHz 이내

  가속기는 진공 에서 동작하게 되지만 튜닝은 기 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한 

공진주 수의 보정이 필요하다. 공기 의 습도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는 공기의 

유 율로부터 구할 수 있고 이를 그림 3-4-8-9에 보 다.

그림 3-4-8-8. 체 인 튜닝 차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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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9. 상 습도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

  주  공기의 온도나 습도 등의 향을 최소화 하기 하여 그림 3-4-8-10과 같이 

탱크 외벽에 열선을 설치하고 PID 제어기를 통해 온도 제어를 하 다. 한 장 분포 

측정에 걸리는 시간을 3분 정도가 되도록 비드의 이송속도를 설정하 다. 이 경우 

장 분포 측정의 공간  분해능은 약 0.3mm 정도이다. 튜닝에 사용된 슬러그 튜 와 

포스트 커 러의 모습을 그림 3-4-8-11와 3-4-8-12에 각각 보 고 체 인 튜닝 셋

업의 모습을 그림 3-4-8-13에 보 다.

그림 3-4-8-10. 탱크 외벽에 설치된 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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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1. 튜닝에 사용된 슬러그 튜 .

그림 3-4-8-12. 튜닝에 사용된 포스트 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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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3. 체 인 튜닝 작업의 셋업.

 나. 튜닝 결과

  (1) 슬러그 튜 를 이용한 균일 장 분포 튜닝

  요구되는 장 분포의 균일도는 ±2% 이내, 표 편차 1% 이내이다. 이를 해 슬러

그 튜 의 치를 조 하여 장 분포가 균일하도록 조 하 다. 우선 모든 슬러그의 

치를 탱크의 내벽과 비슷한 수 으로 맞추어 놓고 장 분포를 측정한 후 델타 함수 

모델을 용하여 균일한 장 분포를  수 있는 새로운 슬러그 튜 의 치를 결정하

다. 이를 해 각 슬러그의 단  치 변화당 공진주 수의 변화를 측정하 고 이 

결과를 그림 3-4-8-14에 보 다. 그림 3-4-8-14에서 알 수 있듯이 슬러그 튜 의 

치를 1mm 이동시키면 약 3에서 4.5 kHz 정도의 공진주 수 변화를 보 다. 슬러그마

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가속 장의 분포가 균일하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하 기 때

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실제 슬러그 튜 에 의한 섭동은 델타 함수 형태가 아니

므로 델타 함수 모델에 가 치를 부여한 모델을 도입하고 Microwave Studio 시뮬 이

션과 델타 함수 모텔의 비교를 통해 가 치를 구하여 사용하 다. 그림 3-4-8-15에 시

뮬 이션과 가 치를 도입한 델타 함수 모델 사이의 결과를 비교하 다. 계산에 사용

된 모델의 형태는 탱크 3의 1번 섹션과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 고 네 개의 슬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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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변화는 삽입 깊이가 증가하는 방향 기 으로 하여 +2 mm, -3 mm, +3 mm, -2 

mm 로 하 다. 한 가 치를 부여한 델타 함수 모델과 측정치 결과를 그림 

3-4-8-16에 비교한 를 보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 치를 부여한 델타 함수 

모델과 실험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약 세 번 정도의 반복 실행을 통해 요

구되는 장 분포의 균일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 표 3-4-8-1에 슬러그 튜 를 이용하

여 튜닝한 결과를 정리하 고 각 탱크 별 장 분포를 그림 3-4-8-17에 각각 보 다. 

최종 인 슬러그 튜 의 치와 기 치를 그림 3-4-8-18에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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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4. 슬러그 튜 의 단 길이 이동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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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5. MWS 계산 결과와 가 치를 부여한 델타 함수 모델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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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6. 가 치를 부여한 델타 함수 모델의 계산과 측정 결과 비교.

표 3-4-8-1. 슬러그 튜 를 이용한 튜닝 결과.

기 가속 장

최 오차 [%]

기 가속 장 

표 편차 [%]

튜닝 후 

가속 장

최 오차 [%]

튜닝 후 

가속 장

표 편차 [%]

탱크 1 +2.5/-3.0 1.23 +1.7/-1.7 0.87

탱크 2 +8.3/-16.1 8.58 +1.5/-1.6 0.94

탱크 3 +6.7/-12.1 6.19 +1.9/-1.6 0.81

탱크 4 +3.5/-6.0 2.52 +1.7/-1.9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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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7a. 탱크 1에 한 슬러그 튜  튜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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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7b. 탱크 2에 한 슬러그 튜  튜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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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7c. 탱크 3에 한 슬러그 튜  튜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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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7d. 탱크 4에 한 슬러그 튜  튜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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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8a. DTL 탱크1의 슬러그 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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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8b. DTL 탱크2의 슬러그 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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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8c. DTL 탱크3의 슬러그 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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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18d. DTL 탱크4의 슬러그 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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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트 커 러를 이용한 구조 안정화 튜닝[24,71-74]

  슬러그 튜 를 이용하여 균일한 장 분포를 확보한 후 포스트 커 러를 이용하여 

외부 섭동에 둔감하도록 구조 안정화 튜닝을 시행하 다. 기 포스트 커 러의 치

는 DTL 탱크 내부로 최 한 삽입한 상태로 하여 포스트 모드의 주 수 역이 운  

모드의 주 수 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이후 포스트 커 러의 삽입 

깊이를 조 씩 여가면서 포스트 모드의 스펙트럼이 운  모드의 고차 모드와 칭에 

가깝게 튜닝을 하게 된다. 스펙트럼을 참고하여 포스트의 깊이를 략 으로 맞춘 후 

탱크의 양 끝단에 있는 슬러그 튜 를 이용하여 섭동을 주고 tilt sensitivity를 측정하

면서 정 한 튜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미 맞추어 놓은 장 분포가 

어느 정도 틀어지게 되는데 이는 포스트 커 러의 회 을 이용하여 다시 균일한 분포

를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탱크 1번에 해 튜닝 과정  스펙트럼의 변화를 그림 3-4-8-19에 보 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튜닝 기에 포스트 커 러가 drift tube와 가까운 상태에서는 drift 

tube와 포스트 커 러 사이의 캐패시턴스가 큰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포스트 모드

의 주 수 역은 상당히 낮은 주 수 역에 있게 된다. 이후 포스트 커 러와 drift 

tube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키면 포스트 모드의 주 수 역이 차 으로 높은 주 수 

역으로 이동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포스트 모드의 스펙트럼과 고차 모드의 스펙

트럼이 운  모드의 주 수를 심으로 칭과 가까운 형태일 때 략 인 튜닝이 되

었다고 단할 수 있다. tilt sensitivity를 구하기 해 탱크의 양 끝단에 있는 두 개의 

슬러그 튜 를 이용하여 에 지 쪽 슬러그는 -10 kHz, 고에 지 쪽 슬러그는 +10 

kHz의 섭동을 각각 가하여 섭동된 장 분포를 측정하 다. 그리고 섭동  장 분포

와의 비교를 통하여 tilt sensitivity를 구하 다. 그림 3-4-8-20에 스펙트럼을 참고하여 

략 인 튜닝을 하 을 때의 스펙트럼을 보 다. 이 때 주어진 섭동에 해 가 치를 

부여한 델타 함수 모델로 계산한 장 분포와 측정된 장 분포를 그림 3-4-8-21에, 

tilt sensitivity를 그림 3-4-8-22에 각각 보 다.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약 5% 정도의 장 분포의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지만 포스트 커 러의 안

정화로 인해 약 1% 정도로 오차가 어듦을 알 수 있다. 그림 3-4-8-23은 안정화 과

정 에 발생하는 장 분포의 틀어짐은 포스트 커 러의 회 을 통해 다시 균일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림 3-4-8-24는 tilt sensitivity를 측정하면서 정 한 튜닝 

과정을 통해 요구되는 tilt sensitivity 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 다. 그림 3-4-8-25

에 각 탱크 마다 최종 으로 튜닝된 상태에서의 tilt sensitivity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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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커 러 기 상태             포스트 커 러 조정 

  포스트 커 러 조정  (계속)         략 인 튜닝 완료 상태

그림 3-4-8-19. 포스트 커 러 튜닝 의 스펙트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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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0. 탱크 3에 해 략 인 튜닝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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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1. 탱크 3에 해 략 인 튜닝 후의 장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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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2. 탱크 3에 해 략 인 튜닝 후의 tilt sensitivity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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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3. 포스트의 회 을 통한 장 분포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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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4a. 포스트 커 러를 이용한 구조 안정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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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4b. 포스트 커 러를 이용한 구조 안정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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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4c. 포스트 커 러를 이용한 구조 안정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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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5a. 탱크 1의 최종 튜닝 상태에서의 tilt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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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5b. 탱크 2의 최종 튜닝 상태에서의 tilt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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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5c. 탱크 3의 최종 튜닝 상태에서의 tilt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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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25d. 탱크 4의 최종 튜닝 상태에서의 tilt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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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TL 탱크의 고주  특성

가. 무부하 Q 측정[75]

  가속 공동의 무부하 Q는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제작된 

DTL 탱크에 고주  픽업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S11 값을 측정하여 부하 Q와 결

합 계수를 구하고 이로부터 다음 계식을 이용하여 무부하 Q를 구하 다.

  

  설치된 고주  픽업의 결합 계수를 라고 하고 부하 Q를 , 공진주 수를 라고 

하면, 픽업 포트에서의 반사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여기서 는 고주  결합 구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dB 단 로 나타낸 양으로, 일반

으로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공진상태에서는 가 0이므로  식으로부터 공진상태에

서의 반사 계수 와 그 크기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공진주 수 부근에서 dB 단 로 측정된 S11 값의 최소값 와 , 최 값 로부터 와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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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에서 는 손실이 없는 경우 반사 계수의 크기와 동일한 값을 지닌다. 구해진 

로부터 결합 계수 는, over coupled 인 경우 


, under coupled 인 경우 

 

로 구해진다. 픽업에서의 결합이 over coupled 인지 under coupled 인지의 여부는 스미

스 차트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3-4-9-1에 탱크 4에서 측정된 스미스 차트의 모

습을 보 다.

  부하 Q는 픽업이 설치된 가속 공동 역폭의 역수인 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을 만족하는 주 수에서 반사계수의 크기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dB 단 로 나타낸 것을 라고 하면 를 와 를 써서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

다.

    


  




의 를 만족하는 주 수 , 를 S11 측정으로 구하면 다음 식으로부터 부하 Q를 

알 수 있다.

 



  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한 각 탱크의 무부하 Q와 측정에 필요한 변수를 표 

3-4-9-1에 정리하 고 그림 3-4-9-2에 이론 으로 계산된 무부하 Q와 측정된 무부하 

Q를 비교하 다. 측정된 무부하 Q는 모든 탱크에서 이론값의 80% 이상의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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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1. 탱크 4에 한 무부하 Q 측정시의 스미스 차트.

표 3-4-9-1. 각 탱크의 무부하 Q 측정 결과 (변수의 정의는 본문 참고).

[dB] [dB]  [dB]  [dB]    

tank1 -3.154 -0.198 -1.429 0.696 0.099 0.712 0.169 33730 39415

tank2 -3.140 -0.120 -1.373 0.697 0.060 0.706 0.172 36000 42196

tank3 -3.180 -0.160 -1.413 0.693 0.080 0.706 0.172 36300 42548

tank4 -3.655 -0.127 -1.542 0.657 0.064 0.666 0.200 38200 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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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2. 무부하 Q에 한 이론값과 측정값 비교.

 나. DTL 탱크의 공진주 수 특성

  (1) 진공 배기가 공진주 수에 미치는 향[59]

   튜닝을 완료한 후 진공 배기를 하면 탱크의 공진주 수는 달라지게 된다. 이는 진

공 상태의 유 율과 기 상태의 유 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기의 온도와 습도에 따

른 유 율로부터 진공 배기로 인한 공진주 수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각 탱크 별

로 진공 배기 후의 공진주 수를 측정하고 이를 계산값과 비교한 결과를 표 

3-4-9-2에 보 다. 그림 3-4-9-3에는 탱크 3에 하여 진공 배기 후의 공진주 수 

측정결과를 보 다. 공진주 수의 변화를 계산 할 때 탱크 내부의 상  습도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직  측정하기가 어렵다. 본 계산에서는 주  공기의 40% 정도로 가정하

다. 표 3-4-9-2의 측정시 탱크의 온도는 네 개의 탱크 모두 37℃로 유지하 고 주  

공기의 온도는 약 28℃ 정도 다. 주  공기의 상  습도는 제어를 따로 하지 않았으

므로 측정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략 40%에서 60% 사이의 값을 보 다. 표 

3-4-9-2에 나타난 공진주 수 변화의 계산값에는 진공 배기에 의한 탱크의 구조  변

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측정된 공진주 수의 변화와 

계산된 공진주 수의 변화가 비교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진공 배기에 의한 구조

 변형은 무시할 수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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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3a. 탱크 3의 경우 진공 배기  공진주 수.

그림 3-4-9-3b. 탱크 3의 경우 진공 배기 후 공진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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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2. 진공 배기 후의 공진주 수 변화.

진공배기 
공진주 수

[MHz]

진공배기 후
공진주 수

[MHz]

공진주 수 변화
측정값
[kHz]

공진주 수 변화
계산값
[kHz]

tank1 349.922500 350.015250 92.750 97.250 

tank2 349.915688 350.014125 98.437 101.509 

tank3 349.909563 350.015688 106.125 108.870 

tank4 349.920705 350.018250 97.545 105.772 

  (2) 공진주 수의 온도 의존성

  DTL 탱크의 공진주 수는 탱크의 온도  내부에 설치된 drift tube의 온도에 따라 

변한다. 즉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으로 인해 탱크  drift tube의 형상에 변화가 생

기게 되고 이에 따라 공진주 수가 변화하게 된다. 공진주 수의 온도 의존성을 정량

으로 악하기 해 주어진 열부하에 따른 열팽창을 ANSYS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

하고 이를 SUPERFISH 코드의 입력으로 하여 공진주 수 변화를 계산하 다. 각 탱크 

별로 첫 번째 셀과 마지막 셀에 하여 계산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표 3-4-9-3에서 

표 3-4-9-10에 각각 보 다. 계산 결과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가 선형 임을 

확인하 다. 한 탱크 1이 탱크 4에 비해 온도 민감도가 약간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 셀의 부피가 탱크 4에 비해 탱크 1이 작기 때문에 동일 온도 변화에 해 주 수 

섭동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탱크와 drift tube의 온도가 동시

에 변화할 때가 drift tube만 온도가 변화 할 때 보다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 있다. 즉, 온도의 증가에 따른 셀의 열팽창은 탱크의 반경 증가, 탱크의 길이 증가, 

가속 갭의 크기 감소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  탱크의 반경 증가와 가속 갭의 크기 

감소는 공진주 수를 낮추는 방향이고 탱크의 길이 증가는 공진주 수를 높이는 방향

으로 작용한다. 탱크와 drift tube의 온도가 동시에 증가할 경우 탱크의 길이 증가로 인

한 공진주 수의 증가와 가속 갭의 크기 감소로 인한 공진주 수의 감소는 서로 상쇄

가 되고 결국 탱크 반경의 증가로 인한 공진주 수의 감소 효과만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탱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 채 drift tube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가속 갭의 

크기 감소로 인한 공진주 수의 감소 효과만이 나타나게 된다. SUPERFISH의 결과로

부터 나오는 가속 공동의 각 부분에서의 주 수 민감도와 탄소강  구리의 열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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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고려하여 간단히 계산해 보면, 탱크 1의 경우 온도 1℃ 상승시 탱크 반경 증가

로 인한 공진주 수의 감소는 약 5.6 kHz 정도이고 가속 갭의 크기 감소로 인한 공진

주 수의 감소는 약 4.3 kHz 정도이다. 즉 탱크의 반경 증가로 인한 공진주 수의 감

소가 가속 갭의 크기 감소로 인한 공진주 수의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탱크와 drift 

tube의 온도가 동시에 변할 때가 drift tube만 온도가 변할 때 보다 주 수 변화가 더 

크게 된다. 해석에 사용된 ANSYS 계산 모델을 그림 3-4-9-4에 보 다. 각 탱크 별 

에 지부와 고에 지부에서의 온도 변화에 따른 주 수 민감도를 표 3-4-9-11와 그

림 3-4-9-5에 정리하 다. 

1

MN

MX

 frequency shift estimation                                                     

.119E-06
.715E-06

.131E-05
.191E-05

.250E-05
.310E-05

.370E-05
.429E-05

.489E-05
.549E-05

MAY 12 2005
10:32:52

NODAL SOLUTION

STEP=1
SUB =1
TIME=1
USUM     (AVG)
RSYS=0
DMX =.549E-05
SMN =.119E-06
SMX =.549E-05

그림 3-4-9-4. half cell에 한 ANSYS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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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3. 탱크 1의 에 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ΔT [℃]
DT&tank
fo [MHz]

DT & tank
Δf [kHz]

DT only
fo [MHz]

DT only
Δf [kHz]

-2 350.08370 +10.95 350.08174 +8.99

-1 350.07823 +5.48 350.07725 +4.50

0 350.07275 0 350.07275 0

1 350.06728 -5.47 350.06826 -4.49

2 350.06181 -10.94 350.06377 -8.98

표 3-4-9-4. 탱크 1의 고에 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ΔT [℃]
DT&tank
fo [MHz]

DT & tank
Δf [kHz]

DT only
fo [MHz]

DT only
Δf [kHz]

-2 349.76141 +10.58 349.75873 +7.9

-1 349.75612 +5.29 349.75478 +3.95

0 349.75083 0 349.75083 0

1 349.74554 -5.29 349.74688 -3.95

2 349.74025 -10.58 349.74293 -7.9

표 3-4-9-5. 탱크 2의 에 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ΔT [℃]
DT&tank
fo [MHz]

DT & tank
Δf [kHz]

DT only
fo [MHz]

DT only
Δf [kHz]

-2 349.76065 +10.57 349.75796 +7.88

-1 349.75536 +5.28 349.75402 +3.94

0 349.75008 0 349.75008 0

1 349.74479 -5.29 349.74613 -3.95

2 349.73950 -10.58 349.74219 -7.89



- 239 -

표 3-4-9-6. 탱크 2의 고에 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ΔT [℃]
DT&tank
fo [MHz]

DT & tank
Δf [kHz]

DT only
fo [MHz]

DT only
Δf [kHz]

-2 349.65915 +10.40 349.65613 +7.38

-1 349.65395 +5.20 349.65244 +3.69

0 349.64875 0 349.64875 0

1 349.64355 -5.20 349.64506 -3.69

2 349.63835 -10.40 349.64137 -7.38

표 3-4-9-7. 탱크 3의 에 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ΔT [℃]
DT&tank
fo [MHz]

DT & tank
Δf [kHz]

DT only
fo [MHz]

DT only
Δf [kHz]

-2 349.65836 +10.40 349.65533 +7.37

-1 349.65316 +5.20 349.65164 +3.68

0 349.64796 0 349.64796 0

1 349.64276 -5.20 349.64428 -3.68

2 349.63756 -10.40 349.64060 -7.36

표 3-4-9-8. 탱크 3의 고에 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ΔT [℃]
DT&tank
fo [MHz]

DT & tank
Δf [kHz]

DT only
fo [MHz]

DT only
Δf [kHz]

-2 349.60609 +10.29 349.60284 +7.04

-1 349.60094 +5.14 349.59932 +3.52

0 349.59580 0 349.59580 0

1 349.59065 -5.15 349.59228 -3.52

2 349.58551 -10.29 349.58876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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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9. 탱크 4의 에 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ΔT [℃]
DT&tank
fo [MHz]

DT & tank
Δf [kHz]

DT only
fo [MHz]

DT only
Δf [kHz]

-2 349.60288 +10.29 349.59962 +7.03

-1 349.59774 +5.15 349.59611 +3.52

0 349.59259 0 349.59259 0

1 349.58745 -5.14 349.58908 -3.51

2 349.58231 -10.28 349.58556 -7.03

표 3-4-9-10. 탱크 4의 고에 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 변화.

ΔT [℃]
DT&tank
fo [MHz]

DT & tank
Δf [kHz]

DT only
fo [MHz]

DT only
Δf [kHz]

-2 349.56981 +10.21 349.56639 +6.79

-1 349.56470 +5.10 349.56300 +3.40

0 349.55960 0 349.55960 0

1 349.55449 -5.11 349.55620 -3.40

2 349.54939 -10.21 349.55280 -6.80

표 3-4-9-11. 각 탱크 별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 민감도.

Cell DT and Tank 동시 온도 변
화 DT만 온도 변화

T1 low E end -5.47  kHz/℃ -4.49  kHz/℃

T1 high E end -5.29  kHz/℃ -3.95  kHz/℃

T2 low E end -5.29  kHz/℃ -3.95  kHz/℃

T2 high E end -5.20  kHz/℃ -3.69  kHz/℃

T3 low E end -5.20  kHz/℃ -3.68  kHz/℃

T3 high E end -5.15  kHz/℃ -3.52  kHz/℃

T4 low E end -5.14  kHz/℃ -3.51  kHz/℃

T4 high E end -5.11  kHz/℃ -3.4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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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5. 각 탱크 별 온도에 따른 공진주 수 민감도.

(3) 공진주 수의 시간에 한 안정성[76]

  DTL 탱크의 온도에 한 공진주 수 민감도를 측정하기 해 탱크 외벽에 열선을 

설치하 다. 한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부와의 류 열 달이 최소가 되도록 하 다. 

필요한 열선의 력과 열선 사이의 간격, 열선의 력 도 등을 결정하기 하여 열

해석을 수행하 다.

  탱크 1의 경우에 해 계산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류 열 달  복사 열 달의 계산을 해 탱크의 표면 을 구하면, 지름 645 mm, 

길이: 4430 mm 이므로 엔드 이트의 면 은 0.654 m2 , 탱크 면의 면 은 8.977 

m2 이다. 면의 면 에 비해 엔드 이트의 면 은 무시 가능하므로 면에서의 단

 길이당 외부로의 열손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열손실은 외부공기로의 류열

달과 주 환경으로의 복사열 달로 구성된다고 본다.

가정  변수: 

주 공기온도, Ta=273 K, 

탱크표면온도, Ts=313 K, 

주 환경온도, Te=273 K

탱크 표면의 Emissivity, ε=0.8

공기의 열 도도, k=0.0263 W/m K

공기의 부피 열팽창 계수, β=0.003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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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thermal diffusivity, α=22.9*10-6 m2/s

공기의 kinematic viscosity, ν=16.2*10-6 m2/s

해석:

탱크의 단  길이당 열손실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 4 4( ) ( )con rad s a s eq q q h D T T D T Tπ επ σ= + = − + −

열 달 계수, h 는 Nusselt number로부터 구한다. 

이를 해 우선 Rayleigh number를 구하면,

3 3
6

6 6

( ) 9.8 0.0034 (313 273) 0.645 964 10
(16.2 10 ) (22.9 10 )

s ag T T DRa β
να − −

− × × − ×
= = = ×

× × ×

Morgan relation으로부터 Nusselt number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0.3330.125 122.63hDNu Ra
k

= = =

따라서 열 달 계수, h는 다음과 같다.

20.0263 122.63 5
0.645

kh Nu W m K
D

= = × =

결국 탱크의 단  길이당 열손실은 다음과 같다.

' 8 4 45 0.645 (313 273) 0.8 0.645 5.67 10 (313 273 )
(405.3 371.6)
776.9

q
W m

W m

π π −= × × × − + × × × × × −
= +
=

  열손실을 이기 해 탱크를 단열재로 덮을 경우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

열재로는 아티론을 가정한다. 아티론의 열 도도는 0.035 W/m K, emissivity는  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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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계산을 수행하 다. 

보온재가 있을 경우 power balance로부터 탱크에서 아티론으로 도되는 력은 아티

론 표면에서의 류 열 달과 복사 열 달의 합과 같다.

를 들어 6t 두께의 아티론을 두겹 사용했을 경우, 아티론 표면의 온도를 Tas 라고 

하면,

4 4
2 2

2 1

2 ( ) (2 )( ) (2 ) ( )
ln( )

s as
as a as e

k T T h r T T r T T
r r

π π ε π σ−
= − + −

 식에서 r2=0.3225+0.012, r1=0.3225 를 입하고 iteration을 통해Tas와 h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아티론의 표면온도: 289.2 K

열 도 계수: 3.7 W/m2 K

이때 열손실은 143.2 W/m 이다.

아티론의 층수와 아티론의 emissivity를 바꾸어 가면서 각 경우에 해 열손실과 표

면온도 계산을 반복한 결과를 표 3-4-9-12에 보 다.

표 3-4-9-12. 여러 가지 경우에 한 단 길이당 열손실  아티론 표면 온도.

아티론 층

ε=0.1 ε=0.2 ε=0.3

손실 
[W/m]

표면온도
[K]

손실 
[W/m]

표면온도
[K]

손실 
[W/m]

표면온도
[K]

1 겹 212.3 295.2 223.4 294.3 233.6 293.4

2 겹 143.2 289.2 148.8 288.3 153.8 287.5

3 겹 109.4 286.0 112.8 285.1 115.9 284.4

4 겹 89.0 283.9 91.5 283.1 93.6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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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론 단열재를 두겹 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탱크의 단  길이당 열손실을 143.2 

W/m 라고 하면 4430 mm 길이의 탱크에서 발생하는 총열손실은 약 635 W 정도로 

상된다. 이는 단  면 당 70.7 W/m2에 해당한다. 만약 보온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총열손실은 약 3.5 kW 정도이다.

  의 계산을 바탕으로 열선을 감아서 탱크의 온도를 40℃로 상승시킨 후 유지 시키

기 해 필요한 열선 사이의 간격과 이 때 발생하는 온도분포를 상하기 해 

ANSYS 열해석을 수행하 다. 

단열재로 아티론을 두겹 사용하고 열선은 폭 50 mm, 두께 2.0 mm, 길이는 탱크의 둘

와 같은 2026 mm 를 가지는 실리콘 러버 열선으로 가정한다. 총 열선의 력을 500 

W로 가정하고 열선의 개수에 따른 세 가지 경우에 한 해석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

다. 해석을 수행한 세 가지 경우를 표 3-4-9-13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 경우에 한 

해석 결과를 표 3-4-9-14에 정리하 고 각 경우에 한 온도 분포  단열재를 사용

하지 않았을 경우의 온도 분포를 그림 3-4-9-6에 보 다. 만약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

았을 경우, case 1과 동일한 열선 조건( 단, 열 달계수는 5 W/m
2 K 를 사용 )에서 탱

크의 최 온도는 294.6 K, 최 온도는 293.7 K 로 나타났다.

표 3-4-9-13. 열선의 개수에 따른 해석 데이터.

case 열선 개수 열선당 력 력 도 열선 간격

1 10 50 W 247 kW/m
3

403 mm

2 15 33.3 W 165 kW/m
3

277 mm

3 20 25 W 124 kw/m3 211 mm

표 3-4-9-14. 각 열선의 개수에 따른 ANSYS 해석 결과 (h = 11 W/m
2
 K 사용).

case 탱크 최 온도 탱크 최 온도 단열재 외벽 최 온도

1 353.9 K 352.5 K 287.5 K

2 345.5 K 344.8 K 286.1 K

3 341.1 K 340.8 K 285.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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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6a. case 1에 한 탱크의 온도 분포.

그림 3-4-9-6b. case 2에 한 탱크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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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6c. case 3에 한 탱크의 온도 분포.

그림 3-4-9-6d. 단열재가 없는 경우에 한 탱크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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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서 40℃까지 탱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

다. 온도를 올릴 때의 체 heater 력은 1 kW라고 가정한다.

Tank의 mass: 3300 kg

Tank의 열용량: 1.43 MJ/K (steel의 specific heat: 434 J/kg K)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에 지: 57.2 MJ (0℃에서 40℃까지)

최  열손실을 고려할 경우, 

657.2 10 43.53
(1000 635) 3600

t hr×
= =

− ×

평균 열손실을 고려할 경우,

657.2 10 23.28
(1000 317.5) 3600

t hr×
= =

− ×

완 단열일 경우,

657.2 10 15.89
1000 3600

t hr×
= =

×

의 계산에서 할 수 있듯이 열선의 력이 1 kW 일 때 평균 인 열손실을 가정할 경

우, 탱크의 온도를 0℃에서 40℃까지 올리기 해서는 략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탱크마다 30 W/m의 단  길이당 출력을 가지는 열

선을 설치하 다. 열선의 길이는 34 m 로 하 고 탱크 외벽에 균일한 간격으로 감았

다. 이 때 총 력은 1 kW 이다. 열선의 원쪽에 사이리스터로 제어되는 원을 설치

하 고 PID 제어기와 열 를 설치하여 원의 출력을 조 하는 방법으로 온도를 제

어하 다.

  온도 변화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와 시간에 따른 공진주 수의 안정성을 측정하

기 PID 온도 제어기의 설정 온도를 5℃ 증가시킨 후 4  간격으로 24시간 동안 공진

주 수를 측정하 다. 5℃ 증가로 인한 공진주 수의 변화는 20 kHz 정도로 나타났는

데 이는 계산값보다 약 5 kHz 정도 작은 값이다. 공진주 수가 안정화 후 시간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는 0.8 kHz 이내로 측정되었다. 이를 온도로 환산하면 약 ±0.1℃에 

해당한다. 측정된 시간에 따른 공진주 수의 변화를 그림 3-4-9-7에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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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7. 공진주 수의 온도 의존성  시간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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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 진공 시스템

1. 이온원, LEBT  RFQ

  Front end 진공 시스템의 특징은 이온원  LEBT에서 생성되는 다량의 수소 기체

를 효율 으로 배기하여 빔 동작시 요구되는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온원에서 인

출된 30 mA  7 mA(~ 1.7×10-3 mbar․L/sec)에 해당하는 빔은 부분 이온원 챔버

와 LEBT 사이에서 소실되며, RFQ 단부에서 약 3mA의 손실이 상된다. 

DuoPlasmatron 방식의 이온원의 수소 주입은 MFC (mass flow controller)를 통해 이

루어지며, 이때 인출되는 양성자의 분율은 80% 이상이다. 이온원의 배기는 TMP(turbo 

molecular pump)  RP(rotary vane pump)로 이루어지며, 빔 인출 시 이온원 챔버의 

압력은 1×10-5 mbar 이하이다. LEBT는 내경 150 mm, 총길이 1.9 m의 stainless steel 

pipe형태로 빔 집속  진단 장치들이 삽입된다. LEBT에는 별도의 배기펌 를 설치하

지 않고 이온원에 설치된 TMP만으로 요구되는 압력에 도달할 수 있었다. 총 4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 RFQ는 수소 기체 부하가 많은 반면 펌 를 설치할 수 있

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비교  작은 크기를 가지면서 수소 배기속도가 큰 크라

이오 펌 를 채택하 다. 크라이오 펌 는 수소뿐만 아니라 N2, O2, CO, H2O 등의 배

기에도 효과 이고 기름의 사용이 없으므로 가속 의 배기에는 당하지만, 주기 으

로 재생(regeneration)을 하여야 하는 단 이 있다. RFQ 가속 은 4개의 vane이 각각 

가속  내부를 가로막고 있는 구조인 한편, 펌 를 가속  가까이 근하기 어려운 상

태이다. 그러므로 콘덕턴스를 키우기 하여 각 quadrant에 배기 포트를 병렬로 연결

하 으며, 설치된 배기 이 의 콘덕턴스는 2,822 L/sec이다. 배기 시스템의 치는 3 

mA의 양성자 빔 부분이 손실될 것으로 상되는 첫 번째 section과 DTL과 연계되

는 네 번째 section에 설치하 다. 

이온원 (그림 3-5-1-1)

     - 동작압력 : <1×10-5 mbar

     - 수소 주입 : 4 sccm(6.8×10-2 mbar․L/sec) through MFC

     - 인출 빔 류 : 30 mA

     - 양성자 분율 : >80%

     - 배기 : TMP(720 L/sec for H2)  RP(1500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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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력 측정 : Penning Gauge(5×10-3 ~ 1×10-10 mbar)

LEBT(그림 3-5-1-2)

     - 빔 인출시 동작 압력 : <1×10-5 mbar

     - 인출 빔 류 : 23 mA

     - LEBT의 기체 부하

       ․표면 기체방출 : 1.33×10-6 mbar․L/sec

       ․빔손실 : 7 mA × 2.4×10-4 mbar․L/sec/mA = 1.68×10-3 mbar․L/sec

     - LEBT의 콘덕턴스 : 1,085 L/sec

     - 진공 폐 : Viton O-ring

     - 압력 측정 : Pirani  Penning Gauge ( 기압 ～ 1×10-10 mbar)

RFQ(그림 3-5-1-3)

     - 빔 인출시 동작 압력 : <1×10-6 mbar

     - 인출 빔 류 : 20 mA

     - RFQ의 기체 부하 

       ․표면 기체방출  설 : 1.12×10
-5 mbar․L/sec

       ․빔손실 : 3 mA × 2.4×10-4 mbar․L/sec/mA = 7.2×10-4 mbar․L/sec

     - Brazing 부분에서 헬륨 설률 : <2×10-10 mbar․L/sec 

     - Cavity의 배기 : 크라이오 펌 (5000 L/sec, H2), 2 set

     - 배기 치 : 1st/4th section 

     - 배기 이 의 콘덕턴스 : 2,822 L/sec

     - 압력 측정 : Pirani  Penning Gauge ( 기압 ~ 1×10
-10 mbar)

RFQ window(그림 3-5-1-4)

     - 고주  입력시 동작 압력 : <1×10-6 mbar

     - 배기 : 340 L/sec TMP  300 L/min Scroll pump

     - 고주  입력시 고주  창 내부 기체 부하 : ~ 7.6×10
-5 torr L/sec

     - 압력 측정 : Hot cathode type ion gauge (5×10-3 ~ 1×10-10 m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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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이온원의 진공 시스템.

그림 3-5-1-2. 첫 번째 RFQ 섹션에 조립된 진공 배기 포트.



- 252 -

그림 3-5-1-3. RFQ 각 섹션별 헬륨 설 검사.

Scroll
pump

그림 3-5-1-4. RFQ의 RF window 진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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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MeV DTL 진공 시스템

가. 설계 조건

  DTL의 진공시스템 설계는 3 MeV에서 20 MeV까지 20 mA의 양성자 빔이 최소의 

손실을 가지고 가속될 수 있도록 허용압력 이하로 가속  내부에서 생성되는 기체를 

배기하는 것이 주목 이다. 표 3-5-2-1에는 DTL 각 탱크에서의 가속 에 지를 고려하

여 20 mA 빔의 stripping loss를 구한 결과이다. 계산 결과 압력이 6×10-7 mbar일 때 

약 18 m에 이르는 가속 의 최종 단계까지의 빔 손실의 합계는 18.9 ㎂로 stripping에 

의한 빔 손실 설계 값인 20 ㎂(0.1%) 내에 드는 한편, 실 인 여유를 주어 DTL의 

허용 압력은 3×10-7 mbar으로 결정되었다. 

표 3-5-2-1. DTL의 각 tank별 잔류기체에 의한 beam의 손실  허용 압력.

Tank    

(No.)

Exit beam 

energy 

(MeV)

Tank 

length

(m)

Beam loss due to 

stripping

Maximum 

allowable 

pressure 

(mbar)㎂/m
㎂

(each tank)

1 6.9 4.45 0.822 3.66 3.00E-07

2 11.4 4.61 0.488 2.25 3.00E-07

3 15.7 4.54 0.406 1.84 3.00E-07

4 20.2 4.74 0.364 1.72 3.00E-07

Total loss rate (㎂) 9.47

  PEFP 20 MeV DTL은 약 4m 길이의 탱크 4개로 구성되며, 한 개의 탱크당 약 수 

십여 개의 stem을 비롯하여 고주  coupler, tuner  진공 부품이 설치된다. 따라서 

이러한 진공 체결부분에서의 설  도 된 탱크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의해서 

가속  내부의 압력이 결정될 것으로 상된다.

나. 탱크

  탱크의 내벽은 고주   진공 성능을 만족시키기 해 고순도 구리도 을 한다. 표

면에서의 고주  손실을 이기 해 평활한 표면을 얻기 하여 PR(periodic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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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도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해연마를 한다. PR 방법은 별도의 택제를 사

용하지 않고 매끄럽고 치 한 도  면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7]. 이 보

고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으로 도 된 면의 기체발생률은 100시간 배기 후 실온에서 

1.33×10-10 mbar․L/sec/cm2이다. 

다. 진공 폐

  DTL의 모든 포트에서의 진공 폐를 하여 불소 고무(viton) o-ring을, 고주  

폐를 하여 은이 도 된 BeCu를 사용할 정이다. Viton의 특징은 200℃ 이하의 온

도에서 구압축비율이 20% 미만, 사용 온도 범 는 -15 ～ 200 ℃,  가능한 

radiation dose가 1×107 rad, 질소의 투과율은 0.233×10-8 atm․cm3등으로 DTL의 폐

에 사용하기에 합하다. 탱크에 조립되는 모든 부품의 진공․고주  폐는 그림 

3-5-2-1의 진공 포트와 같은 형식으로 진공 쪽을 기 으로 RF․진공 seal이 치하며, 

사용될 고주  seal은 스 링 형식이므로 두 groove 사이에 별도의 배기 hole을 두지 

않았다. 진공 seal의 경우 groove는 모두 사각형이며, RF seal은 치에 따라 사각 

는 taper진 groove로 되어있다. 한편 각각의 seal이 히 압축되기 해 필요한 선하

은 RF seal보다 오링이 크기 때문에 RF seal이 지나치게 압축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groove를 설계하 다. 

Tank wall

RF 
seal

Vacuum 
seal

Vacuum
Side

그림 3-5-2-1. 진공 포트의 진공․고주  seal을 한 groove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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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체 부하

  표 3-5-2-2에 한 개 탱크에 해서 각 부품들의 표면 을 고려하여 이들로부터 발

생될 기체 부하를 추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에는 첫 번째 탱크에 한 계산만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4개의 탱크  첫 번째에 제일 많은 드리 트 튜 를 포함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기체부하도 가장 클 것으로 상되므로 나머지 탱크에서는 이보다 낮

은 기체 발생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산에서 빔 집속을 한 자석은 드리

트 튜  내에 설치되어 직 으로 표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의한 표면 기체 

발생은 고려해  필요가 없으며, 드리 트 튜 의 길이는 설계 값이 제일 짧은 것은 

55.21 mm, 제일 긴 것은 111.18 mm로 두 길이를 평균한 값으로 사용하 다. 계산 결

과 표면에서 발생되는 기체 부하는 약 1.88×10-5 mbar․L/sec, 체결 부 에서 발생되는 

기체 부하는 약 3.15×10-5 mbar․L/sec로 각각 계산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체 부하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배기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Qty.
Area 

(cm2)
Material

Outgassing rate  

(mbar․L/sec․cm
2

)

Outgas load  

(mbar․L/sec)

Tank 1 75739.10 OFHC Copper 1.33E-10 1.01E-05

Drift tube 50 18809.86 OFHC Copper 1.33E-10 2.50E-06

Stem 50 8449.74 OFHC Copper 1.33E-10 1.12E-06

Post coupler 17 2872.91 OFHC Copper 1.33E-10 3.82E-07

Slug tuner 8 3818.24 OFHC Copper 1.33E-10 5.08E-07

RF window 1 595.97 Alumina 6.65E-09* 3.96E-06

Vacuum 

spool
1 1431.84 Stainless Steel 1.33E-10 1.90E-07

Total 1.88E-05

표 3-5-2-2. DTL tank no.1에 한 표면 기체 부하의 요약. 

* 10시간 배기 이후의 기체 방출률 : “眞空技術”, 428 page, 1985년, 공립출 (주), 일본

마. 배기  측정 

DTL 탱크는 한 개의 길이가 약 4 m에 이르는 만큼, 총 길이에서 국부 으로 큰 배

기 용량을 가지는 펌 를 설치하기보다는 각각의 탱크에 그에 합한 배기 시스템을 

히 배치하는 것이 합할 것이다. 본 장치에의 주 배기 펌 로는 SIP(sputter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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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를 채택하 는데, 이온 펌 는 펌  동작 시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 기계 으로 

안정하고, 장시간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으며, 펌  자체의 기체 부하가 낮

으며, 배기 속도 비 가격이 렴한 등의 장 이 있다. 한, 이온 펌 는 갑작스런 

정 이나 고장 시에 시스템 내부로 기체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속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본 장치의 주 펌 로 합할 것으로 상된다. 

한 개 탱크당 SIP는 300 L/sec  3   이온 펌 를 가동시킬 수 있는 압력까지의 배

기를 한 벌 배기 시스템으로는 TMP와 스크롤 펌 를 1 씩 사용할 정이며, 만

약의 경우 SIP 한 가 고장을 일으켜 동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속 의 압력을 유

지할 수 있다. 

Tank1, Section 1 Tank1, Section 2

Primary pump
(Scroll pump)

Turbo Molecular
Pump

Sputter Ion Pump

Pneumatic
Gate Valve

UHV Gauge
(Penning)

Gauge
(Pirani)

Residual Gas
Analyser

그림 3-5-2-2. PEFP DTL 진공 시스템의 구조도. 

탱크 내의 압력은 기압에서 10-7 mbar 에 이르므로 한가지 종류의 진공계만으로 

 역을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림 3-5-2-2와 같이 DTL에서는 기압에서 

1×10-3 mbar 에는 열 도형 진공계(Pirani guege)를, 그 이하의 압력에서는 냉음극형 

리 진공계(Penning gauge)를 사용할 것이다. 이들은 탱크에 곧바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펌 의 배기 통로에서 측정을 하여야 한다. 한 시스템 내의 분압은 사 극형 

잔류기체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정이지만, 이 분압계는 장치 설치 기의 분압 

측정에만 사용되고 빔이 안정 으로 동작되는 시 에서는 시스템에서 분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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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RF 그릴 설계

  DTL에 펌 를 조립하기 해 가공된 포트로 attenuation에 의한 power를 계산함으

로써 펌 의 성능에 지장이 있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5-2-3에 설계된 

그릴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탱크 당 225 kW가 CW로 입력되고, 배기 이 의 

길이를 20 cm, 직경을 15.2 cm로 두었을 때 최종 으로 한 개 배기구를 통하여 펌

에 도달하는 력은 10.3 W로 계산되었다. 

그림 3-5-2-3. 배기 포트의 그릴 설계. 

[a=100 (120) mm, b=16 mm, z= 15 mm]

한편, 이러한 그릴이 설치됨으로써 배기 펌 의 성능은 그릴의 콘덕턴스만큼 하되

며, 그림과 같은 그릴에 의한 콘덕턴스는 질소에 해 841 L/sec로 계산되었으며, 만약 

300 L/sec  펌 를 설치하 을 때 탱크 벽면에서 얻어지는 유효배기 속도는 182 

L/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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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 출력 고주  시스템

1. 시스템 구성 

  RFQ의 고주  시험을 해 실험용 출력고주  시스템이 제작되었으며, 실험용 

출력고주  시스템은 신호 발생기, 고주  력증폭기로 구성되고 고주  신호의 크기 

 상제어, RFQ 공진주 수 유지 기능과 고주  련 interlock 기능을 담당한다. 신

호 발생기는 350 MHz의 단일 주 수로써 OCXO(Oven Controlled Crystal Oscillator)

를 발진기로 사용하 고 고주  신호 제어와 interlock 기능을 한 고주  부품들로 

구성되었다. 제작된 출력고주  시스템 사양은 표 3-6-1-1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3-6-1-1은 신호발생기의 내부 구성을 보이고 있다. 기 RFQ conditioning을 하여 

연속(Continuous Wave : CW) 출력이외에도 펄스의 on 시간과 off 시간을 조 하여 

펄스 동작이 가능하도록 펼스 형태의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펄스의 on 시간과 off 시간을 조 하여 펄스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 다. 

  고주  력 증폭기는 크기와 상의 신호 처리가 된 고주  소 신호를 받아서 클라

이스트론을 가동하기 한 한 력 벨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증폭기의 포화

력은 54 dBm 이고, 출력 고주  력은 VVA(Voltage Variable Attenuator)를 이용

하여 증폭기의 이득을 변화시킴으로써 조 할 수 있다. 증폭 기능 이외에 증폭기의 감

시, 신호의 감시, 자동 벨 제어(ALC; Automatic Level Control), 출력신호의 VSWR 

감시, 경보에 의한 시스템 보호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주  력증폭기의 사양은 

표 3-6-1-2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3-6-1-2와 그림 3-6-1-3은 각각 고주  력증폭

기의 S 라미터와 350 MHz에서의 출력 력을 나타낸다. 40dB의 감쇠기를 사용하여 

고주  력증폭기의 출력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100∼500 MHz에서 gain이 53 dB 이

상 측정되었고, 350 MHz에서 최  출력 력이 53 dBm (200 W)이상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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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pecifications

Center frequency 350 MHz

Stability ±350 MHz / 6 Month

Harmonics / Spurious < -60 dBc

Bandwidth ±25 kHz

Final output power 52 dBm (160 W)

Automatic Level Control(ALC) User settable

Level Control Range > 20 dB

Phase Control Range > ±45°

VSWR 2.0 Max

Modulation OOK (on-off keying)

Isolation > 20 dB (Dummy:100 W)

FWD/BWD Monitor, Alarm protectio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Monitoring 

Controller

표 3-6-1-1. 출력고주  시스템 제원.

그림 3-6-1-1. 출력고주  시스템의 신호 발생기 내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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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pecification

Mode of Operation Class AB

Frequency Range 100 -500 MHz

Output Power@Saturation 200 Watt CW typical

Output Power@1dB Compression 120 Watt minimum

Small Signal Gain 53 dB minimum

Input Power 0 dBm CW nominal

Small Signal Gain Flatness ±1.75 dB maximum

Input/Output Impedance 50 ohm nominal

Input VSWR 2:1 minimum

Operating Temperature Range 0°C to 50°C

Operating Humidity Range 95%, 0°C to 40°C

Temp. Protection shut down @ 80°C

Cooling System Forced Air

표 3-6-1-2. 고주  력증폭기의 제원.

그림 3-6-1-2. 고주  력증폭기의 S 라미터.

  



- 261 -

그림 3-6-1-3. 350MHz에서 고주  력증폭기의 출력 력. 

2. Feedback 제어

  RFQ의 고주  신호 제어와 련하여 RFQ 공진주 수, 장크기, 장 상을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요구조건은 장크기와 상에 해 각각 ±1%, 

±1.4° 이내이다. RF heating, beam loading 등의 원인으로 생기는 공진주 수 제어는 

빔 가속에 요하게 요구되는 기능이다. RFQ의 공진 주 수는 정 한 냉각수 온도 제

어가 요구되지만, 1차년도에서 RFQ에 한 냉각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

므로 RFQ 1section에 해서 냉각수 온도 제어 신에 movable tuner를 이용한 방법

과 고주  신호 발생기의 FM(Frequency modulation) 기능을 이용한 방법으로 공진주

수 제어 실험을 하 다.

 가. Movable tuner를 이용한 공진주 수 제어 시험

  그림 3-6-2-1은 movable tuner를 이용한 공진 주 수 제어 실험을 한 구성도이다. 

RFQ, LLRF System, tuner controller와 각 RF 부품의 spec에 맞추어 각각 RF 력과 

상을 정하 고, 공진 주 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RFQ에서 반사된 

고주  력과 pickup 된 고주  력을 monitor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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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Oscillator    SSA

Directional
coupler

isolator
RFQ

Phase
comparator

Tuner
controller

Attenuator

MPS

P/S(2way)

monitor

Reflection
monitor

P/S(4way)Attenuator

FWD(20dB)BWD(20dB)

20dB

20dB

Coaxial line

RF pickup(41dB)

-2.93dBm 52.5dBm
Loop

 coupler 

Movable 
tuner

-1~1 V

그림 3-6-2-1. movable tuner를 이용한 공진주 수 제어 실험 구성도. 

  그림 3-6-2-1에서 RFQ 공진 주 수가 제어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진 주 수가 

RF heating, 임의의 perturbation으로 350 MHz 보다 커지게(작아지게) 되면 input 

coupler와 pickup loop간의 상차가 빨라지게(늦어지게) 되고 phase comparator의 -1

∼0V (0∼1V)의 출력이 tuner controller에 입력되어 step motor로 움직이는 movable 

tuner를 RFQ 밖으로(안으로) 움직이게 한다. phase comparator의 출력이 0V가 될 때

까지 movable tuner가 움직여서 결과 으로 공진 주 수는 350 MHz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 3-6-2-2는 공진 주 수 제어 실험의 사진이며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 RFQ 1section의 공진주 수 : 350 MHz

- input coupler의 coupling 계수 : 0.929

- RFQ pickup loop : 41.243 dB

- RFQ 입사 력 : 51.71 dBm (148.252 Watt)

- Tuner controller : -1∼1V 입력에 따른 자동모드

- step motor로 움직이는 4개의 movable tuner

- Direction coupler (FWD, BWD) : 20 dB

  그림 3-6-2-3은 실험에서 측정된 고주  입력 력과 반사 력을 나타내며, 그림 

3-6-2-4는 시간에 따른 반사 력을 나타낸다. 반사 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공진주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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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 movable tuner를 이용한 공진주 수 제어 실험 사진.

RFQ input power =  51.71 dBm( 148.252 Watt  )
  

Reflection power =  36.561 dBm( 4.53 Watt  )

그림 3-6-2-3. 측정된 고주  입력 력과 반사 력.

그림 3-6-2-4. 시간에 따른 반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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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주  신호 발생기의 FM 기능을 이용한 공진 주 수 제어 실험

  고주  신호 발생기(Agilent사 4438C)의 FM(Frequency modulation) 기능을 이용하

여 RFQ 공진주 수 제어 실험을 하 다. RFQ 공진주 수의 변화에 따라 고주  신호

원의 주 수가 바 는 형태로 공진 주 수가 제어되고, RFQ의 기 펄스 운  조건으

로 펄스 폭과 주기가 각각 100us, 100ms인 펄스로 동작하 다. 그림 3-6-2-5와 

3-6-2-6은 FM 기능을 이용한 제어 실험 사진과 펄스로 측정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사된 고주 의 크기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 RFQ 1section의 공진주 수 : 350.6 MHz

- input coupler의 coupling 계수 : 0.59

- RFQ pickup loop : 40.2 dB

- RFQ 입사 력 : 40 dBm (10 Watt)

- 고주  신호 발생기의 FM 입력 : -1∼1V 

- Direction coupler (FWD, BWD) : 20 dB

그림 3-6-2-5. 고주  신호발생기의 FM 기능을 이용한 

공진주 수제어 시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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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6. 고주  신호 발생기의 FM 기능을 이용한 

공진 주 수 제어 시험의 측정 결과.

3. Interlock 

  고주  시스템을 보호하기 하여 interlock이 필요하며 각 interlock 신호  조치사

함이 그림 3-6-3-1과 표 3-6-3-1에 보인다. 반사 고주  력은 crystal detector와 

security box(TH2040F, THALES Electron Device)를 이용하여 TTL 신호를 발생시켰

으며, circulator와 고주  창에서의 아크는 각각 arc detector 

(731.AFT.ARC1.000.00.A01, AFT)와 security box를 이용하여 TTL 신호를 발생시켰

다. interlock 발생시 TTL 신호는 출력고주  시스템 내부의 RF switch를 off하여 

고주  시스템을 보호한다.   

  

그림 3-6-3-1. 시스템 보호를 한 interlock 신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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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lock 신호 Type Action

  Klystron output window arc On RF off

  RF window arc On RF off

  Circulator arc On RF off

  Reflected power high Max. RF off

표 3-6-3-1. Interlock 신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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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 고출력 고주  시스템

1. 3MeV RFQ HPRF

  

 가. 개요

3MeV, 350MHz RFQ의 운  변수는 표 3-7-1-1과 같다.

Particle Proton

  Beam Energy 3MeV

  Max. Peak Current 20mA

  Operation Mode Pulse

  Repetition Rate 120Hz

  Pulse Width 0.1-2ms

  Max. Beam Duty 24%

  Max. Average Current 4.8mA

  Peak RF Power (Total)

     Cu / Beam

535kW (75% Q0, Calculated)

467kW / 68kW

  Peak Surface Field 1.8 Kilpatrick

표 3-7-1-1. 3MeV, 350MHz RFQ 운  변수.

표 3-7-1-1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고주  시스템의 부분은 1차년도에 이미 구성이 

되었으며, 2차년도에는 기존 고주  시스템 부품의 수정, 보완  고주  시스템 특성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3MeV RFQ에 고주 를 인가함으로써 3MeV 

RFQ의 고출력 고주  시험  빔 가속 시험을 수행하 다.   

고주  시스템은 클라이스트론, circulator, 고주  송 도  부품, 고주  정합 부

하, 고주  창, 고주  입력기 등으로 구성되며 각 부품의 구체 인 제원은 1차년도 보

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클라이스트론은 TED ( 랑스) 의 1.1MW, 350MHz TH2089F 

클라이스트론을 사용하 으며, circulator는 AFT (독일) 의 1.3MW, 350MHz circulator

를 사용하 다. 고주  송 도  부품의 경우 일부는 DIELECTRIC (미국)의 제품

을 구매하여 사용하 으며, 일부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하 다. 고주  정합 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DIELECTRIC (미국)에서 1MW, 350MHz circulator 용 정합 부하

를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100kW, 350MHz magic tee 용 정합부하는 국내에서 제작

하여 사용하 다. 고주  창은 VSWR 1.1 이하인 부하에 하여 순방향 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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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kW를 달할 수 있는 planar type 이며, TED사 ( 랑스)의 제품이다. 고주  입력

기는 ridge loaded waveguide 형태이며, iris 결합구조를 갖는 것으로 국내에서 제작하

여 사용하 다. 

Circulator로부터 3MeV RFQ 까지의 고주  송 도  시스템을 기존의 0.45MeV 

RFQ에 사용하 던 것로부터 3MeV RFQ 에 합한 형태로 수정하 다. 재 설치되

어 운 에 있는 3MeV RFQ 고주  시스템의 모습은 그림 3-7-1-1, 그림 3-7-1-2에 

나타나 있다. 

그림 3-7-1-1. 3MeV RFQ 고주  시스템. 

(클라이스트론, circulator, 고주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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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2. 3MeV RFQ 고주  시스템.

(고주  창, 고주  입력 결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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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주  송 시스템 이아웃

   3MeV RFQ 의 고주  송 도 은 RFQ 로부터 반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고주

 창이 견딜 수 있도록 두 개의 고주  창을 사용하 다. 3MeV RFQ의 고주  송 

도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3-7-1-3과 같다. 고주  분배는 그림 

3-7-1-3에 나타나 있듯이 magic tee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Magic tee의 입력측을 

H-plane tee의 입력측으로 하 으므로 분배되는 고주 의 상차는 “0”가 된다. 따라

서 RFQ의 입력 결합기를 가속 모드 (RFQ에서는 TE210 모드) 여기에 합하도록 1, 

2 사분면에 설치하 다. 실제로 실험실에 설치된 도 의 이아웃은 그림 3-7-1-4에 

나타나있으며 클라이스트론으로부터 RFQ사이에 사용된 도  부품의 세부 사항은 아

래와 같다.

클라이스트론 출력 도 × 1ea.

WR2300 full height straight (115.0mm) × 1ea.

WR2300 full height directional coupler (305.0mm) × 1ea.

WR2300 full height harmonic filter (1168.4mm) × 1ea.

WR2300 full height flexible        (609.6mm) × 1ea.

WR2300 full height gas barrier (32mm) × 1ea.

WR2300 full height 30 H-sweep × 1ea.

WR2300 full height dummy flange        (32mm) × 1ea.

circulator × 1ea.

WR2300 full height dummy flange (32mm) × 1ea.

WR2300 full height 30 H-sweep × 1ea.

WR2300 full height gas barrier (32mm) × 1ea.

WR2300 full height 45 E-sweep × 1ea.

WR2300 full height 45 E-sweep × 1ea.

WR2300 full height straight (893.89mm) × 1ea.

WR2300 full height 90 E-sweep × 1ea.

WR2300 full height dummy flange (32mm) × 1ea.

WR2300 full height straight (6052.79mm) × 1ea.

 WR2300 full height directional coupler포함

WR2300 full height 90 H-sweep × 1ea.

WR2300 full height straight (1721.5mm) × 1ea.

WR2300 full height 90 H-mitre ×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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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2300 full height magic tee × 1ea.

WR2300 full height straight (461.47) × 2ea.

WR2300 full height 90 H-mitre × 2ea. 

WR2300 full height straight (1294.0mm) × 2ea.

WR2300 full height step transition × 2ea.

WR2300 half height flexible half (230mm) × 2ea.

WR2300 half height 90 H-mitre half × 2ea.

WR2300 half height 90 E-mitre half × 2ea.

WR2300 half height straight half (522.73mm) × 2ea.

window × 2ea.

WR2300 half height 45 E-mitre × 2ea.

coupler × 2ea.  

그림 3-7-1-3. 3MeV RFQ 고주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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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4. 3MeV RFQ 도  설치 이아웃.

   다. 고주  송 부품

350MHz 고주  송에 사용되는 것은 WR2300 도  부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를 DIELECTRIC사 (미국)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 으며, 일부는 국내에서 제작하

여 사용하 다. 

국내에서 설계, 제작한 도  부품의 특성을 측정하 다. 설계는 HFSS 코드를 사용

하 다. 일반 으로 고주  부품의 특성값 측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본 연

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도  부품의 특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여 보았다.

- One port calibration with waveguide transition

- Two port calibration with adaptive removal method

- One port calibration without waveguide transition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N-waveguide transition을 포함하여 

calibration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동축선  도 의 조립 형태에 따라 그 결과값

이 민감하게 변화하는데 비하여 세 번째 방법은 N-waveguide transition의 return loss

까지 포함한 보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외부 효과에 의한 향을 최 한 배제할 수 있

었으며, 그 결과값이 동축선  도 의 조립 형태에 거의 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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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방법으로 제작된 도  부품의 특성값을 측정하 다. 그 측정 방법은 그림 

3-7-1-5와 같다. 그림 3-7-1-5에서 M1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면 Network analyzer에

는 N-waveguide transition, DUT(Device under test)  load에 의한 효과가 모두 나

타나게 된다. 이  N-waveguide transition 과 load 는 return loss 의 값이 작지만 도

 부품과 같은 return loss가 역시 작은 부품의 특성값을 측정할 경우에는 그 효과

를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M2, M3 측정을 통하여 N-wave guide 

transition  load에 의한 효과를 제거해 주면 다음의 식에 의하여 DUT 만의 효과에 

의한 return loss값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측정시 이의 smith chart 상에서의 값이 각각 M1, M2, M3 일 경우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3-7-1-6에 나타나있다. 

이와 같이 하여 측정한 도  부품의 return loss 값이 표 3-7-1-2에 정리되어 있다. 

측정에서는 8753ES Network analyzer (Agilent, 미국) 와 N - waveguide transition 

(DIELECTRIC, 미국)  WR2300 full height quarter wavelength straight @ 350MHz 

(국내제작)을 사용하 다. 표에서 보듯이 설계, 제작된 도  부품의 VSWR값은 1.02 

이하이며 이것은 상업 으로 매되는 부분의 도  부품 특성값 기  (표에서 

Required VSWR) 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Type Required VSWR Measured VSWR

WR2300 full height E-mitre bend <1.02 over 10% band 1.004 @ 350MHz

WR2300 full height H-mitre bend <1.02 over 10% band 1.018 @ 350MHz

WR2300 full height E-sweep bend <1.02 over w/g band 1.008 @ 350MHz

WR2300 full height straight <1.02 over w/g band 1.009 @ 350MHz

WR2300 half height E-mitre bend <1.02 over 10% band 1.011 @ 350MHz

WR2300 full to half transition < 1.05 1.050 @ 350MHz

WR2300 full height harmonic filter - 1.019 @ 350MHz

표 3-7-1-2. 도  부품 특성값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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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5. 도  부품 특성 측정 방법.

그림 3-7-1-6. Polar chart 상에서의 도  부품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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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주  창

TED사 ( 랑스)의 고주  창을 사용하 다. 그림 3-7-1-7에 나타나 있듯이 이것은 

planar 형태의 고주  창으로 dielectric barriers로는 알루미나를 사용하 으며 부하 

VSWR값이 1.1 이하일 경우 순방향으로 900kW 고주  력을 달할 수 있다. 3MeV 

RFQ에는 RFQ로부터 반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고주  창이 견딜 수 있도록 2개를 

사용하여 각각 약 250kW의 고주  력을 담당하도록 구성하 다. 설치  진공 시험

을 수행한 결과 두 개의 고주  창에서 설이 검출되었으며 각각 기  압력은 1E-5 

mbar, 1E-4 mbar 다. 제작사인 TED의 제안을 받아 special adhesive와 torr seal 

(huntington, 미국)로 설 부분을 처리한 결과 ～1E-7mbar의 기  압력을 얻을 수 있

었다. 

그림 3-7-1-7. Planar 형태의 고주  창. 

( 앙부에 알루미나 barrier 모습)

 

  

마. 고주  입력 결합기

3MeV RFQ의 고주  입력 결합기로는 iris 결합구조를 갖는 ridge loaded waveguide 

형태의 결합기를 설계, 제작하 다. WR2300 half height 구조로부터 RFQ의 결합구조

에 맞도록 테이퍼형태로 그 크기가 감소하는 형태이며WR2300 도 의 cutoff 주 수

와 같도록 각 단면을 설계하 다. 결합기의 RFQ 측 끝 부분은 RFQ 공동의 한 부분이 

되며 iris 형태의 slot에 의해서 고주  결합이 이루어진다. 설계 결합계수는 빔 로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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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 을 경우 각 결합기의 값이 0.57이며, 설치 후 slot 양 끝의 hole 크기를 조 하

여 결합계수를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주  입력 결합기의 고주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cold model을 설계, 제작하 다. 

이때 제작 오차에 한 cutoff 주 수의 민감도가 작도록 ridge 의 폭을 단면에서 도

 내부 치수의 반으로 결정하 으며 결합기의 길이는 LEDA  IPHI의 결합기로부터 

scaling 하여 사용하 다. 설계된 결합기의 단면  측면 모양이 그림 3-7-1-8에 나타

나 있다. 최  slot의 길이도 역시 LEDA  IPHI의 결합기로부터 다음의 식을 이용하

여 scaling 하여 사용하 다. 

∝







       


여기서 β는 결합계수, e0는 결합구조의 단축과 장축비의 함수, l1은 결합구조의 장축길

이, H1은 결합기 치에서의 RFQ 공동의 magnetic field, a, b는 도  장단면, 단단

면 길이, P0는 RFQ 공동의 소모 력이다.  

제작된 고주  입력 결합기 cold model의 모습  slot이 그림 3-7-1-9, 그림 

3-7-1-10에 각각 나타나 있다. 제작된 cold model 결합기를 1 section RFQ에 설치한 

후 slot 양쪽의 hole 직경 변화에 한 결합 계수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3-7-1-11과 같다. 그림에서 계산값은 LEDA  IPHI 모델로부터 scaling 한 값을 나타

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측정값은 scaling하여 얻은 값과 동일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제작될 고주  결합기에서도 동일한 scaling을 사용하여 slot의 규격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용할 hot model 고주  입력 결합기는 cold model로부터 두 가지를 수정하 으

며 그 이유는 multipacting에 한 민감도를 이고, 결합기 자체의 정합을 향상시키기 

해서이다. 첫 번째는 ridge 폭을 cold model에서는 제작 오차에 따른 cutoff 주 수의 

민감도를 이기 하여 테이퍼 도  단면 길이의 반으로 결정하 으나, hot model

에서는 일정한 폭은 ridge를 사용하 다. 이 경우 도  ridge 사이의 거리에 한 도

 높이의 비가 커질 때 제작 오차에 따른 cutoff 주 수의 민감도가 ridge 폭에 많

이 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제작 공차에 한 기 은 cold model의 경우와 비슷한 반

면, 동일 단면에서 동일 cutoff  주 수를 만족시키는 ridge 사이의 거리는 어들게 되

므로 multipacting 가능 역의 한계를 일 수 있다. 일정한 크기의 ridge 폭은 테이

퍼 단면의 길이가 가장 작은 곳의 반으로 결정하 으며 그 폭은 88.9mm 이다. 두 번

째는 결합기의 길이를 cold model 에서는 LEDA  IPHI의 결합기로부터 scaling 하여 

사용하 으나 hot model의 경우는 wave 진행방향을 기 으로 거리가 λg/2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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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테이퍼 도 의 small reflection에 의한 반사  효과가 최소로 되게 함으로서 결

합기 자체의 정합을 향상시켰다. 이로부터 결정된 고주  결합기의 길이는 621.5mm 

이다. Cold model 결합기와 hot model 결합기의 길이에 따른 ridge 사이 거리는 그림 

3-7-1-12와 같다. 동일 단면에서 ridge 사이의 거리는 최  약 ～ 30mm 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평  구조에서 multipacting threshold 력값을 간단한 식을 사용하

여 계산하여 보면 그림 3-7-1-13과 같으며 그림으로부터 hot model의 경우 사용한 일

정한 ridge 폭을 갖는 고주  결합기의 경우 multipacting threshold 력값이 낮은 

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Hot model 고주  입력 결합기는 RFQ 측 부분의 경우 열 부하가 100% duty인 경우 

약 11W/cm2이므로 열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탄소강에 내부를 구리 도  (50μm) 

하여 제작하 다. 순방향 달 력이 250kW 인 경우 ridge 사이에서의 최  장 강

도는 약 1.5MV/m 로서 0.1 Kilpatrick 이하의 값을 가지며, 열 부하는 약 2kW 로써 

이를 냉각하기 하여 결합기 양 면에 20mm × 5mm 규격의 냉각 채 을 설치하 다. 

고주  입력 결합기와 RFQ 사이의 진공 씰은 viton 오링을 사용하 으며, 고주  씰은 

RFQ 내의 고주  류가 가로질러 흐르게 되는 장 단면에만 설치하며, C seal을 이용

한다. 제작된 고주  결합기의 경우 slot에 의한 RFQ 공진 주 수 감소를 보상해 주기 

하여 RFQ 내부로 약 1mm 더 삽입되어있다. 제작 인 고주  입력 결합기의 모습이 

그림 3-7-1-14에 나타나 있으며, 제작 완료되어 설치된 모습은 그림 3-7-1-15에 나타

나있다. 설치된 고주  입력 결합기의 결합계수를 측정하 으며, slot 크기가 103.2mm 

× 1.54mm 인 경우 그 결합계수는 0.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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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8. 설계된 cold model 고주  결합기.

그림 3-7-1-9. 제작된 고주  결합기 col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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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0. 제작된 고주  결합기 cold model 의 

결합 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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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1. Slot hole 직경 변화에 한  결합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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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2. 결합기 길이에 따른 ridge 사이 거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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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3. 각 결합기의 multipacting level 비교.

(평  구조에서의 식 이용 - first order multip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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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4. 제작 인 고주  입력 결합기.

그림 3-7-1-15. 제작 후 설치된 고주  입력 결합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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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주  정합 부하

3MeV RFQ 고주  시스템에는 두 개의 고주  정합 부하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circular에 사용되고, 나머지 하나는 magic tee에 사용된다. Circulator에 사용되는 고주

 정합 부하의 경우 RFQ로부터 반사되는 력을 흡수할 뿐 아니라, 클라이스트론 시

험시에 정합부하로 사용해야 하므로 1MW, 350MHz 제원을 갖는 DLELECTRIC 사 

(미국) 제품을 사용하 다. Magic tee 정합 부하의 경우는 RFQ 단지 RFQ로부터 반사

되는 asymmetry 한 력만을 흡수해도 되므로 100kW, 350MHz 제원을 갖는 정합부하

를 설계, 제작하여 사용하 다. 

1MW 정합부하의 경우 냉각수로서 특수첨가제(DOWTHERM SR-1)가 섞인 MEG 

(50%) + water (50%) 의 혼합액을 사용하며 동작온도는 48℃～60℃ 이다. 그러나 실

제 부하의 고주  특성을 측정한 결과 VSWR값이 크게 측정되었으며, 이것은 최소 정

합 post 설치시 사용한 냉각수와 재 사용하고 있는 냉각수의 특성차에서 기인한 것

으로 밝 졌다. 따라서 재 사용하고 있는 냉각수에 맞도록 부하를 다시 튜닝 하 으

며 동작온도도 재 냉각 시스템에 합하도록 40℃～50℃ 로 낮추었다. 부하 튜닝은 

post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수직  수평으로 설치되었을때의 측정된 냉각수 온도에 

한 부하 VSWR 값과 튜닝 후 측정된 VSWR 값이 그림 3-7-1-16에 나타나있다. 새

로 튜닝한 고주  정합 부하의 경우 동작 온도 역인 40℃～50℃에서 VSWR값이 1.1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클라이스트론 시험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다.

100kW 고주  정합 부하를 설계, 제작하 다. 형태는 1MW 정합 부하와 같은 도  

형태이다. 사용하는 냉각수는 1MW 정합 부하와 냉각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

수첨가제(DOWTHERM SR-1)가 섞인 MEG (50%) + water (50%) 의 혼합액을 사용

하 으며, 동작온도도 마찬가지로 40℃～50℃로 결정하 다. 일반 으로 고주  부하인 

경우 단  길이 당 력소모량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각 도 의 경우 

달되는 력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P(z)=
E

2
0(z)a(z)b( z)

4Z TE
, Z TE=554.3 @WR2300,350MHz

여기서 E 0 (z)   a(z)  가 z에 하여 일정하다고 한다면 P ( z )∼ b ( z )이고, 

z에 하여 단  길이 당 소비되는 력을 일정하게 한다면

 dP(z)
dz

∼
db(z)
dz

= constant  이다. 따라서 b(z)= b 0(1-
z
L

)의 형태를 갖는다면 E 0 (z)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며 z에 한 력소비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 이때 b(z)의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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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고주 가 소비되는 냉각수의 tanδ 값에 의해 가능한 dP(z)
dz

값이 결정된다면, 

기 력에 따라서 이를 모두 소비할 수 있는 길이 L을 결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b(z)

의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MW 정합부하로부터 scaling 하여 이를 

결정하 다.

제작된 고주  정합 부하에 post를 설치하여 matching을 수행하 다. 고주  부하를 

matching 시키기 한 post를 등가 회로로 그림 3-7-1-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post는 실 으로 도 에 설치, 운  가능한 capacitive 형태의 것으로 모사하

다. 이 경우 정합 조건은 각 부품의 normalized admittance를 YL, Y1, Y2로 표시할 경

우 다음과 같다.

            

       
     

이 경우 gL이 1보다 작을 때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에는 post를 λ/4 만

큼 이동시키면 gL 값이 1보다 커지게 되므로 post를 이용하여 부하를 matching 시킬 

수 있다.

부하내의 냉각수는 진행을 하면서 고주 를 흡수하게 되므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으로 post를 이용한 부하 matching은 1mW 정도의  력 고주 를 사

용하므로 일정한 냉각수 온도 분포를 갖는 부하에 하여 matching 조건을 찾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정한 냉각수 온도 분포를 갖는 경우에 찾은 matching 

조건을 온도가 변화하는 경우에 용하 을 때 나타나는 부하특성을 계산하 다. 설계

된 부하는 단  길이 당 력 소모가 일정하므로 단  길이 당 온도 증가량도 일정하

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1MW 정합 부하의 경우 matching post가 없는 경우 

측정된 온도에 따른 항값은 그림 3-7-1-18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항값은 온도

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고주  부하의 경우 그 길이에 따

라 항값이 선형 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무한소 길이 변화에 한 무

한소 항 변화를 생각할 수 있으며, 부하 입구측에서의 체 반사계수는 각 무한소 

항 변화에 작은 반사 들의 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부하 길이 방향으로의 

선형  온도 변화에 따른 small reflection 들의 첩 효과에 의한 부하 입구측에서의 

반사 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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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기 일정한 온도에 하여 matching 시킨 부하에 하여 온도증가를 고려

한 경우 부하의 VSWR 은 그림 3-7-1-19와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한 온도에 

한 matching 시킨 부하의 경우, 실제 고주  흡수가 일어나 온도가 선형 으로 증가하

는 경우 약 2.4%의 VSWR 증가(흡수 고주  력 : 1MW, 냉각수 유량 : 600 l/min) 

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출력 시험시, 일정한 동작온도에 해서 post를 이

용하여 matching 조건을 찾은 부하를 사용하더라도 온도 증가에 의한 VSWR 증가 효

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작된 정합부하의 외부 모습  내부 모습이 그림 3-7-1-20, 그림 3-7-1-21에 각각 

나타나있다. 부하 내부에는 세 개의 냉각 을 설치하 으며 냉각  재질은 테 론을 

사용하 다. 냉각 을 지지하기 하여 내부에 테 론 을 이용한 지지구조도 설치하

다. 부하는 2개의 post를 이용하여 matching 시켰다. 온도에 따른 VSWR값을 측정

한 결과는 45℃에서 그 값은 1.05 이하이고, 동작온도 40℃～50℃에서 1.1 이하인 것을 

알수 있었다. 그림 3-7-1-22는 45℃ 냉각수 온도에서 측정된 100kW 정합부하의 

VSWR값과 Smith char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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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6. 냉각수 온도에 한 고주  부하의 VSWR 측정값.

(New post : 새로운 온도 역 (37℃～43℃) 에서 설치한 post)

그림 3-7-1-17. 고주  부하 matching post의 등가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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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8. Matching post가 없는 경우 온도에 따른 항 변화 

  (1MW, 350MHz 고주  부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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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9. 온도 증가를 고려한 경우 부하 VS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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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20. 제작된 고주  정합 부하 외부 모습.

그림 3-7-1-21. 제작된 고주  정합 부하의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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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22. 제작된 고주  정합부하의 VSWR값과 Smith chart 

(냉각수 온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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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클라이스트론 시험

보완, 수정 설치된 고주  시스템을 이용하여 클라이스트론 시험을 수행하 다. 3MeV 

RFQ에 고주  력을 인가하기 에 우선 클라이스트론만의 특성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circulator로부터 RFQ 로 연결되는 도   하나를 제거하고 그곳에 단락 을 

설치하여, 클라이스트론으로부터 증폭된 고주 가 circulator를 거쳐 단락 에서  반

사된 후 다시 circulator를 거쳐 고주  부하에 흡수되도록 고주  회로를 구성하 다. 

실제로 이 경우 클라이스트론 뿐 아니라, circulator  1MW 고주  부하도 동시에 고

출력 시험을 하게 된다. 고주  력은 60dB dual directional coupler (DIELELCTRIC, 

미국)와 crystal detecto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클라이스트론 시험시 사용된 력 

달 경로  보호 회로 구성은 그림 3-7-1-23에 나타나있다. 

클라이스트론은 350MHz에서 고주  첨두 력 600kW 까지 시험하 으며 의 값은 

3MeV RFQ 시험에 필요한 력값이다. 이때 클라이스트론 운  변수가 표 3-7-1-3에 

정리되어 있고, 고주  형은 그림 3-7-1-24에 나타나있다. 그림에서 쪽 형은 순 

방향 고주  력이고, 아래쪽 형은 역 방향 고주  력을 나타낸다. 역 방향 고주

 력 형  falling time이 긴 것은 측정에 사용된 crystal detector의 특성 때문이

다. 앞에서 기술되었듯이 2차년도에서 3MeV RFQ는 352.1MHz로 튜닝되어있었고, 이

런 이유로 RFQ 고출력 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고주  시스템을 352.1MHz로 운 하

다. 클라이스트론을 352.1MHz에서 고주  첨두 력 330kW 까지 시험하 으며 이

때 클라이스트론 운  변수가 역시 표 3-7-1-3에 정리되어 있고, 고주  형은 그림 

3-7-1-25에 나타나있다. 그림에서 역시 쪽 형은 순 방향 고주  력이고, 아래쪽 

형은 역 방향 고주  력을 나타낸다. 클라이스트론을 352.1MHz로 운 했을 경우 

동일한 빔 력에 하여 고주  출력은 350.0MHz 때의 60% 정도이며 력이득은 

350MHz 때의 50% 정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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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23. 클라이스트론 시험시 력 달 경로  보호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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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Unit

Measured 

value at 

FAT

Measured 

value at 350 

MHz

Measured 

value at 

352.1 MHz

Heater voltage V 19.6 19.6 19.6

Heater current A 22.2 22.2 22.2

Beam voltage kV 73.2 75.0 70.0

Cathode current A 14.6 14.8 13.4

Anode voltage kV 47.2 43.2 40.2

Gun perveance μperv. 1.42 1.65 1.66

Beam perveance μperv. 0.74 0.72 0.72

RF peak 

output power
kW 609 600 330

Pulse Width μs ∞ 100 50

Repetition Rate Hz - 0.1 0.1

RF drive power W 27.8 30 30

Gain dB 43.4 43.0 40.4

RF frequency MHz 350.0 350.0 352.1

Efficiency

(펄스인 경우 

첨두치 기 )

% 57 54 35

Solenoid current 1 A 9.83 9.83 9.83

Solenoid current 2 A 9.83 9,83 9.83

Ion pump current μA < 0.5 < 0.5 < 0.5

Collector coolant flow l/min 1800 1500 1500

Cavity coolant flow l/min 31 30 30

Body coolant flow l/min 18 18 18

표 3-7-1-3. 클라이스트론 증폭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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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24. 클라이스트론 고주  출력 형 (가로 : 20μs/div.)

(윗쪽 : 순방향 력 600kW @ 350MHz, 아래쪽 : 역방향 력)

그림 3-7-1-25. 클라이스트론 고주  출력 형 (가로 : 10μs/div.)

(윗쪽 : 순방향 력 330kW @ 352.1MHz, 아래쪽 : 역방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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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FQ 고주  시험

RFQ-U 고주  시험을 수행하 다. 기 진공도는 cavity : 2E-7 torr, window 1 : 

4E-7 torr, window 2 : 2E-7 정도 다. 고주  운  변수는 주 수 350.00MHz, 펄스 

폭 50us, 반복률 5Hz 다. 순방향 고주  력이 약 80kW 에 이를 때 까지 window

를 포함한 고주  결합기에서 electron loading 이 발생하 으며, 이에 의해서 반사 가 

일부 증가하 으며, window에서의 진공도가 상승하 다. 순방향 력이 80kW 이상 되

었을때 electron loading 상은 사라졌으며 형 인 고주  펄스 형을 얻을 수 있

었고, 진공도도 안정화 되었다. 순방향 고주  력이 270kW에 이르 을때 다시 고주

 결합기에서 electron loading 상이 발생하 으며, 이후 력을 증가시켜도 이는 해

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270kW부터 고주  력을 스텝 형식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발

생한 electron loading 상이 안정화되면 다시 고주  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고

주  력을 증가시켰다. 고주  결합기에서 electron loading 이 발생할 때의 형 인 

고주  형은 그림 3-7-1-26과 같다. 그림 3-7-1-26에서 보듯이 반사 가 안정화 되

지 않고 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cavity 내의 력도 조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때에는 window에서 진공도가 2E-6torr 정도까지 증가한다. 고주  력을 증

가시키는 기 을 window에서의 진공도가 1E-6torr 이하가 될 때로 하고 력을 증가

시켰으며, 순방향 고주  력 기  450kW 까지 안정 으로 고주 를 공 하는데까지 

약 8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때의 장 강도는 약 1.8 Kirlpatrick 이다.

사용한 고주  결합기는 기존 RFQ에 맞도록 조 된 iris hole을 그 로 사용하 다. 

고주  시험시 반사   cavity 고주  형으로부터 RFQ-U에 결합된 결합기의 결

합계수는 0.6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최  고주  인가 후 cavity를 기 에 노출시킬 때 질소 퍼징 후 노출시켰고 진공 

배기후 고주 를 재인가 하 을 경우 450kW 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고, 이로부터 수리 목  등으로 cavity를 기 에 노출시킬 때 최 의 질소 퍼

징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cavity를 424kW, 50us, 5Hz로 안정하게 동작시키며, 펄스폭을 증가시켰으며 이

때 고주  운  변수는 아래와 같다.

- 424kW, 50us, 5Hz

- 424kW, 60us,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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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kW, 70us, 2Hz

- 424kW, 80us, 1Hz

80us에서의 고주  형은 그림 3-7-1-27에 나타나있다. Cavity 내에서 발생하는 

spark 가 50us 에서는 한 펄스 내에서 연속 으로 2회가 가능하 는데, 80us에서는 연

속 으로 4회의 spark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찰하 다. 

그림 3-7-1-26. Electron loading 이 있을 경우 고주  형.

(Ch1:fwd, Ch2:rev, Ch3:cavity, Ch4:klystron rev)

그림 3-7-1-27. 순방향 력 450kW 일 경우 고주  형.

(Ch1:fwd, Ch2:rev, Ch3:cavity, Ch4:klystron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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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MeV DTL HPRF

  

 가. 개요

20MeV, 350MHz DTL의 운 변수는 표 3-7-2-1와 같다.

Particle Proton

  Beam Energy 20MeV

  Max. Peak Current 20mA

  Operation Mode Pulse

  Repetition Rate 120Hz

  Pulse Width 0.1-2ms

  Max. Beam Duty 24%

  Max. Average Current 4.8mA

  Peak RF Power (Total)

     Cu/Beam

  Tank 1 (Total/Cu/Beam)

  Tank 2 (Total/Cu/Beam)

  Tank 3 (Total/Cu/Beam)

  Tank 4 (Total/Cu/Beam)

895kW (80% Q0, Calculated)

     555kW / 340kW

225.0kW / 141.6kW / 83.4kW

225.0kW / 138.8kW / 86.2kW

224.0kW / 138.3kW / 85.7kW

221.0kW / 137.1kW / 83.9kW

  Peak Surface Field < 0.9 Kilpatrick

표 3-7-2-1. 20MeV, 350MHz DTL 운  변수.

표 3-7-2-1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고주  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며 800kW까지의 고출력

고주  시험이 완료되었다. 재 양성자가속기의 고주   빔 시험이 진행 에 있으

며 설치된 DTL의 고출력고주  시스템이 그림 3-7-2-1에 나타나 있다. DTL의 고주

 시스템은 RFQ의 고주 시스템과 동일한 클라이스트론, circulator, 고주  송 도

 부품, 고주  정합 부하, 고주  창, 고주  입력기 등으로 구성되며 각 부품의 

구체 인 제원은 1차년도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클라이스트론은 TED ( 랑스) 의 

1.1MW, 350MHz TH2089F 클라이스트론을 사용하 으며, circulator는 AFT (독일) 의 

1.3MW, 350MHz circulator를 사용하 다. 고주  송 도  부품의 경우 일부는 

DIELECTRIC (미국)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 으며, 일부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



- 296 -

용하 다. 고주  정합 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DIELECTRIC (미국)에서 1MW, 

350MHz circulator 용 정합 부하를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100kW, 350MHz magic 

tee 용 정합부하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하 다. 고주  창은 VSWR 1.1 이하인 부

하에 하여 순방향 최  력 900kW를 달할 수 있는 planar type 이며, TED사 

( 랑스)의 제품이다. 고주  입력기는 ridge loaded waveguide 형태이며, iris 결합구

조를 갖는 것으로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용하 다.

그림 3-7-2-1. 20MeV DTL 고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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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주  송 시스템 이아웃

20MeV DTL은 총 4개의 Tank로 구성되며 한 개의 Tank에서 요구하는 빔 력을 포

함한 총 력은 약 225kW 이다. 이는 DTL 공동으로부터 반사가 일어나더라도 한 

개의 고주  창이 견딜 수 있는 력 한계 이내이며, 따라서 DTL Tank 1기당 1개의 

고주  창을 사용한다. 20MeV DTL에서 요구하는 총 고주  력은 895kW 이며, 고

주  달시 력 손실 10 %, 클라이스트론 운  margin 90%를 고려하면 클라이스트

론 요구 력은 1.1MW 이다. RFQ에 사용하 던 TH2089F 클라이스트론은 원래 

CERN에서 1.3MW, 352MHz로 운 되었던 클라이스트론을 공동측만 다시 튜닝하여 제

작되었으며, CERN에서도 이미 일반 으로 1.3MW에서 운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도 클라이스트론 1기를 이용하여 20MeV DTL에 력을 공 하는 구조를 택하 다. 

이 경우 20MeV DTL의 고주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3-7-2-2와 같다. 고

주  분배는 그림 3-7-2-2에 나타나 있듯이 magic tee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일반 으로 DTL 공동의 장값  장 상은 설계값의 1%, 1° 이내에서 제어되어

야 한다. 그러나 20MeV DTL의 경우 각 Tank의 장 상의 오차가 10° 이내에서 유

지된다면 빔 동력학 입장에서 볼 때 안정한 빔 수송이 가능하다. 한 개의 클라이스트

론으로부터 네 개의 공동으로 동시에 고주  력을 분배할 때 의 공동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하며 이는 static한 경우와 dynamic한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Static 한 경우 각 magic tee의 력 분배비가 ± 1 % 내에 들어오면 되며, 상의 경

우 일반 으로 사용되는 ±22.5° 범  내에서 조  가능한 phase shifter를 이용하며 된

다. DTL 운 시 발생하는 dynamic한 상에 의해 발생하는 장 크기  상 오차

는 부분 공동의 온도에 따라 결정되며, DTL 공동 특성으로부터 계산된 장 크기 

 상의 공동 공진주 수에 한 민감도는 그림 3-7-2-3, 그림 3-7-2-4과 같다. 

DTL 공동 공진 주 수의 온도에 한 민감도는 약 -10kHz/1도 이므로, 이 그림으로

부터 장 크기 1% 이내에서 제어되기 해서는 공동 온도 변화 0.2℃ 이내, 장 

상 10° 이내에서 제어되기 해서는 공동 온도 변화 역시  0.2℃ 이내이여야 한다. 이

는 각 DTL Tank에 공 되는 냉각수의 온도 편차가  온도범  내에서 제어되어야 

하며 체 인 냉각 시스템의 입구 온도 역시  온도범  내에서 제어되어야 함을 나

타낸다. 재 설치된 DTL 냉각 시스템의 경우 무부하 운  시험을 수행한 결과 0.1℃ 

이내에서 그 온도가 제어됨을 알 수 있었으며, 결국 각 Tank의 dynamic한 온도 변화

에 의한 제어는 각 DTL Tank를 한 개의 공동으로 간주하고 제어해도 충분함을 알 수 

있다. 클라이스트론으로부터 DTL사이에 사용된 도  부품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

다.



- 298 -

클라이스트론 출력 도 × 1ea.

WR2300 full height straight (115.0mm) × 1ea.

WR2300 full height directional coupler (305.0mm) × 1ea.

WR2300 full height harmonic filter (1168.4mm) × 1ea.

WR2300 full height flexible        (609.6mm) × 1ea.

WR2300 full height gas barrier (32mm) × 1ea.

WR2300 full height 30 H-sweep × 1ea.

WR2300 full height dummy flange (32mm) × 1ea.

circulator × 1ea.

WR2300 full height directional coupler    (barrier포함)  × 1ea.

WR2300 full height magic tee (457.2mm) × 1ea.

WR2300 full height straight (2066mm, 5687.3mm) × 2ea.

WR2300 full height 90 H-mitre (457.2mm)    × 2ea.

WR2300 full height straight (449.8mm) × 2ea.

WR2300 full height flexible        (609.6mm) × 2ea.

WR2300 full height magic tee (457.2mm)   × 2ea.

WR2300 full height straight   (0mm, 165.2mm) × 4ea.

WR2300 full height phase shifter (915mm) × 4ea.

WR2300 full height directional coupler    (304.8mm)    × 4ea.

WR2300 full height step transition (457.5mm) × 4ea.

WR2300 half height 90 E-mitre half (183.1mm) × 4ea.

WR2300 half height straight half (316.3mm) × 4ea.

WR2300 half height flexible half (255mm) × 4ea.

window × 4ea.

WR2300 half height 45 H-mitre (190mm) × 4ea.

coupler × 4ea.

  

WR2300 full height magic tee (457.2mm)   × 3ea.

WR2300 full height dummy load(100kW) (1750mm)    × 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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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 20MeV DTL 고주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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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3. 공진 주 수 변화에 따른 장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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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4. 공진 주 수 변화에 따른 장 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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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클라이스트론

DTL 고주  시스템의 고주  증폭기로는 RFQ에 사용되었던 클라이스트론과 동일한 

TH2089F 클라이스트론 (TED, 랑스)을 구매하여 사용하 다. 클라이스트론의 제원

은 표 3-7-2-2에 나타나있다. 상기 클라이스트론은 변조 양극(modulating anode)을 사

용한 삼극  형태의 자총을 사용하 기 때문에 변조 양극 압을 조 하여 빔 류

를 제어할 수 있으며 콜 터의 열 부하는 최  빔 출력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클라이스트론 콜 터 부분에 설치된 납 이외에 2mm 두께의 납 을 클라이

스트론 둘 에 설치하여 이로부터 50cm 떨어진 곳에서의 X선 선량이 0.5mrad 이하가 

되도록 하 다.

Parameter Values

   Frequency 350 MHz

   Min. average output rf power 1.1 MW 

   Min. gain 40 dB

   Min. efficiency 60 %

   Max. load VSWR 1.35 : 1

   Max. coolant input temp. 40 ℃

   Max. beam voltage 95 kV

   Max. beam current 20 A

   Electron gun type Triode

   Collector power dissipation Full beam power

표 3-7-2-2. DTL 클라이스트론 제원. 

 라. Circulator

Circulator는 클라이스트론과 DTL사이에 치하며 클라이스트론에서 증폭된 고주  

력을 DTL로 달하고 DTL로부터 반사된 력을 고주  정합부하로 by pass 시킴으

로서 클라이스트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DTL 고주  시스템에서 필요한 

circulator는 주 수 350 MHz에서 1.1 MW의 고주  출력을 순방향으로 달할 수 있

어야 한다. Circulator는 출력 고주  력 달에 합한 Y-junction 형태이며 AFT 

GmbH (독일) 제품이고, 그 제원은 표 3-7-2-3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circulator는 부

하 단락시 발생하는 반사 고주  력에 해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원을 갖추고 

있다. 력 circulator의 경우 그 성능은 페라이트의 온도에 향을 받게 되며 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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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사용한 circulator는 TCS(Temperature Compensating System)를 이용하여 페

라이트 온도 변화를 보상하 다.

Parameters Units Values

Center frequency MHz 350

Bandwidth % ± 2.5

Configuration Y-junction

Forward CW power kW 1300

Reverse power at any phase kW 1300

Insertion loss at center frequency dB <0.07

Isolation at center frequency dB >26

Return loss at center frequency dB >26

Microwave flange WR 2300

Cooling system Demineralized water

Cooling input temp. for optimum operation ℃ 32

Cooling input pressure bar 6

Cooling flow l/h 4500

표 3-7-2-3. Circulator 제원.

 마. 고주  정합 부하

DTL circulator에 사용되는 고주  부하 역시 DTL로부터 반사되는 고주  력을 흡

수할 뿐만 아니라, 클라이스트론 테스트시에도 사용되어야 하며 그런 이유로 1MW, 

350MHz 정합부하를 DIELECTRIC (미국) 으로부터 구입하 다. 그 제원은 표 

3-7-2-4과 같다.

20MeV DTL로 고주 를 송하기 해 사용되는 3개의 Magic T 도 의 정합부하

로 3개의 100kW 고주  정합 부하를 설계, 제작하 다. RFQ의 Magic T에 제작하여 

사용된 100kW 고주  정합 부하와 동일한 형태로써, 부하 내부에는 세 개의 냉각 을 

설치하 으며 냉각  재질은 테 론을 사용하 다. 냉각 을 지지하기 하여 내부에 

테 론 을 이용한 지지구조도 설치하 으며 부하는 2개의 post를 이용하여 matching 

시켰다. 사용하는 냉각수는 1MW 정합 부하와 냉각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수

첨가제(DOWTHERM SR-1)가 섞인 MEG (50%) + water (50%) 의 혼합액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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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동작온도도 마찬가지로 40℃～50℃로 결정하 다. 온도에 따른 VSWR값을 측

정한 결과는 45℃에서 그 값은 1.05 이하이고, 동작온도 40℃～50℃에서 1.1 이하인 것

을 알 수 있었다. 수직으로 설치된 정합부하가 그림 3-7-2-5에 나타나 있으며 표 

3-7-2-5에서 동작온도 40℃～50℃에서 측정된 각각의 VSWR 값을 보여 다. 

Parameter Values

   Frequency 350 MHz

   Min. average output rf power 1.0 MW 

   Coolant type Dowtherm (50%) + Water (50%)

   Input coolant temperature range 48℃ ～ 60℃

   VSWR @ temperature range < 1.05

   Waveguide type WR2300 full 

   Length ～ 4m

표 3-7-2-4. DTL circulator 고주  정합 부하 제원. 

그림 3-7-2-5. 수직으로 설치된 고주  정합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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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WR 냉각수 온도

정합부하 #1
1.0613
1.0109
1.0822

40℃
45℃
50℃

정합부하 #2
1.0669
1.0115
1.0854

40℃
45℃
50℃

정합부하 #3
1.0833
1.0148
1.0698

40℃
45℃
50℃

표 3-7-2-5. 동작온도에서 측정된 100kW 정합 부하의 VSWR.  

 바. 고주  송 부품

DTL 고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고주  송 부품도 일부는 DIELECTRIC (미국)에

서 구매하 으며, 일부는 국내에서 제작하 다. DIELECTRIC으로부터 구매완료한 도

 부품과 특성 시험값이 표 3-7-2-6에 정리되어 있다. 

고주  송 부품 종류 수량 특성값

   WR2300 flexible (full) 3ea. VSWR < 1.05

   WR2300 flexible (half) 6ea. VSWR < 1.07

   WR2300 dual directional 

   coupler (full)
9ea.

Coupling : 60dB

VSWR < 1.03

   WR2300 magic tee 4ea.

Power balance <１％

Colinear isolation > 36 dB

VSWR < 1.03

   WR2300 gas barrier 6ea. VSWR < 1.03

표 3-7-2-6. DIELECTRIC으로부터 구매한 고주  송 부품.

클라이스트론과 circulator 사이에 치하며 클라이스트론에서 증폭된 고조

(harmonics) 력을 흡수하며 350MHz 동작 주 수는 통과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DTL 고주  시스템용 harmonic filter를 제작하 다. 고조  력을 흡수하는 안테나

를 도  측면에 설치하 다. 안테나 규격은 지름 2mm, 길이 9.85mm 이며, 그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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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개이다. 안테나 종단에는 250W 정합부하 (BIRD, 미국)를 설치하여 고조 를 흡수

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작 후 그 특성값을 측정한 결과 insertion loss는 0.005 이하, 

return loss는 VSWR로 1.02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사. 클라이스트론 시험

20MeV DTL에 고주  력을 인가하기 에 우선 클라이스트론만의 특성시험을 수행

하기 하여 circulator로부터 DTL로 연결되는 도   고주  력이 나 어지는 

Magic T 이 의 도 에 단락 을 설치하고 클라이스트론으로부터 증폭된 고주 가 

circulator를 거쳐 단락 에서  반사된 후 다시 circulator를 거쳐 고주  부하에 흡수

되도록 고주  회로를 구성하여 circulator  1MW 고주  부하도 동시에 고출력 시

험을 하 다. 고주  력은 60dB dual directional coupler (DIELELCTRIC, 미국)와 

crystal detecto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클라이스트론 고주  력 시험에서 그림 

3-7-2-6과 같이 고 압 압과 류에 리 이 발생하여 고 압 원의 제어루  이득

을 조정하여 보완하 다. 클라이스트론은 350MHz에서 고주  첨두 력 800kW 까지 

시험하 으며, 고주  형은 그림 3-7-2-7에 나타나있다.

Mod.anode V 

Beam current 

그림 3-7-2-6. DTL 클라이스트론 고주  시험시에 측정된 고 압 압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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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7. DTL 클라이스트론 고주  출력 형.

(순방향 력 800kW @ 350MHz, 펄스 50us, 1Hz)

 

 아. DTL 고주  입력 결합기

   DTL의 각 탱크에 요구되는 고주  력을 공 하기 하여 고주  입력 결합기를 

설계, 제작하고 탱크와의 정합  빔 로딩을 고려하여 결합 계수를 조정하고 각 탱크

에 설치를 하 다.

  (1) 고주  입력 결합기 고려 사항  설계[78-80]

고주  입력 결합기의 설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결합기 형태

- 빔 로딩을 고려한 결합 계수

- 열부하 제거  구조  안정성

   (가) 결합기 형태

  일반 으로 DTL의 고주  입력 결합기의 형태로는 동축형 루  결합기와 도 형 

아이리스 결합기가 주로 쓰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DTL 가속구조에 주는 섭동이 고 

멀티팩  측면에서 유리한 아이리스 결합기를 채택하여 설계, 제작하 다. 도 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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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아이리스 사이의 연결은 리지(ridge)가 삽입된 테이퍼진 도 으로 이루어진다. 그

림 3-7-2-8에 테이퍼진 도 과 아이리스 결합기로 이루어진 고주  입력 결합기의 

모습을 보 다. 

  그림 3-7-2-9에서 알 수 있듯이 리지의 폭은 테이퍼진 도 의 장단면 길이의 

반일 때가 가공 오차에 해 가장 둔감하다. 따라서 그림 3-7-2-10에 나타낸 half 

ridge 형태의 결합기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도 의 특성 임피던스를 일

정하게 하기 해 필요한 리지 사이의 gap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멀티 팩 에 취약하

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리스 근처에서만 테이퍼진 도 의 장단면의 

반이 되도록 리지의 폭을 일정하게 하 다. 리지의 폭이 결정된 상태에서 리지 사이의 

갭은 350 MHz에서 테이퍼진 도 의 특성 임피던스가 WR2300 도 과 동일하도록 

설계하 다. 테이퍼진 도 의 길이는 반사 력이 최소가 되도록 guided wave 

length의 2분의 1로 결정하 다. 그림 3-7-2-11에 half ridge 결합기와 constant ridge 

결합기에서의 갭 거리를 비교하 고 두 경우에 있어서 multipacting threshold level을 

그림 3-7-2-12에 보 다. 최종 으로 설계된 고주  결합기의 도면을 그림 3-7-2-13

에 보 다.

그림 3-7-2-8. 테이퍼진 도 과 아이리스 결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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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9. 리지 폭에 따른 테이퍼진 도 의 차단주 수 특성.

그림 3-7-2-10. half ridge 결합기와 constant ridge 결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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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1. 고주  입력 결합기의 리지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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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2. multipacting threshold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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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3. 설계된 고주  입력 결합기.

   (나) 고주  입력 결합기의 결합 계수[24,81]

  고주 원에서 생성된 고주  력은 도 을 통해 송되어 아이리스를 통해 DTL 

탱크 내부로 결합된다. 이 때 탱크와 도  사이의 결합 계수는 아이리스의 양 끝에 

치하는 결합 홀의 크기를 변화시켜 조 할 수 있다.

  빔 로딩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고주  력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결합 계수는 다음

과 같이 표 된다.

  



 식에서   는 빔 력,   는 가속구조에서의 고주  손실을 나타낸다.

  20 MeV 까지의 네 개의 탱크에 한 최 의 결합 계수를 표 3-7-2-7에 나타내었

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개의 탱크 모두 최 의 결합 계수는 약 1.6 정도이다.  

표 3-7-2-7. 탱크별 최 의 결합 계수

tank1 tank2 tank3 tank4

energy gain [MeV] 4.18 4.32 4.30 4.20

빔 력 [kW] 83.6 86.4 86.0 84.0

고주  손실 [kW] 141.6 138.8 138.3 137.1

최  결합 계수 1.59 1.62 1.62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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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계수를 변화시켰을 때 요구되는 고주  력의 변화와 반사  력을 그림 

3-7-2-14에 나타내었다. 그림 3-7-2-1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구되는 고주  력이 

최 의 결합 계수인 1.6 근처에서 최소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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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4. 결합 계수와 요구 고주  력  반사  력.

   (다) 고주  입력 결합기에 한 열해석  구조 해석

  폭이 약 1.6 mm 정도인 슬릿과 결합 홀로 이루어진 결합 아이리스를 통해 력의 

고주  력이 결합되므로 결합기에서의 열부하 제거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열 해석  구조 해석을 수행하 다. 열 해석에 필요한 열부하 분포는 Superfish 

코드와 Microwave Studio 를 이용하여 계산하 고 그 결과를 그림 3-7-2-15에 나타

내었다. 그림 3-7-2-15에서 고주  손실은 송 고주  력 1 kW 인 경우로 정규화

된 양이다. 계산된 열부하 분포를 바탕으로 ANSYS 코드를 이용하여 열해석  구조 

해석을 수행하 다. 이때 결합기의 재질을 선정하기 하여 구리 재질  탄소강 재

질 두 가지에 해 각각 해석을 수행하 다. 구리 재질에 한 열 해석 결과를 그림 

3-7-2-16에, 구조 해석 결과를 그림 3-7-2-17에, 탄소강 재질에 한 열 해석 결과

를 그림 3-7-2-18에, 구조 해석 결과를 그림 3-7-2-19에 각각 나타내었다. 탄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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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에 한 열 해석  구조 해석시 탄소강 재질로 결합기를 제작하고 표면에 구리 

도 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열부하 분포는 구리 재질인 경우와 동일하게 두고 해석하

다. 표 3-7-2-8에 해석의 결과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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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6. 결합기에서의 고주  손실 분포.

표 3-7-2-8. 결합기에 한 열해석  구조 해석 결과.

구리 재질 탄소강 재질

첨두 고주  력 [kW] 225 225

duty factor [%] 24 24

Von Mises Stress [MPa] 44 94

maximum temperature [℃] 4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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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6. 구리 재질의 경우 고주  결합기의 온도분포.

그림 3-7-2-17. 구리 재질의 경우 고주  결합기의 스트 스 분포.



- 314 -

그림 3-7-2-18. 탄소강의 경우 고주  결합기의 온도 분포.

 

그림 3-7-2-19. 탄소강의 경우 고주  결합기의 스트 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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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력 모델 제작  실험

  설계된 고주  입력 결합기의 제작 방법  고주  특성을 악하기 하여 알루미

늄 재질의 출력 모델을 제작하 다. 재질은 AL6061-T6를 사용하 다. 결합 아이리

스가 있는 부분은 측정을 한 도 과의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두 개의 결합기를 연

결하여 고주  특성을 측정하 다. 그림 3-7-2-20에 제작된 출력 모델을 보 다.

  설계와 측정값을 비교하기 하여 두 개의 결합기를 연결한 상태를 Microwave 

Studio 코드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이를 측정 결과와 비교하 다. Microwave Studio 

의 모델을 그림 3-7-2-21에, 출력 모델의 측정 모습을 그림 3-7-2-22에 각각 보

다. 그림 3-7-2-23에 계산과 측정의 비교 결과를 보 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계

산과 측정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7-2-20. 제작된 출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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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1. 출력 고주  결합기에 한 MWS 모델.

그림 3-7-2-22. 출력 고주  결합기 테스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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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3. 출력 고주  결합기의 계산  측정 결과 비교.

  (3) 고출력 결합기 제작  결합 계수 조정

   (가) 고출력 결합기 제작

  출력 모델의 검증 후 실제 DTL 탱크로 고주  력을 인가하는데 사용될 고출력 

결합기를 제작하 다. 열 해석  구조 해석으로부터 결합기의 재질로는 구리보다는 

탄소강이 보다 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출력 결합기의 재질로는 탄소강

을 사용하고 내부를 구리 도 하는 방법으로 제작하 다. 

  제작이 완료된 결합기에 해서는 진공 기 을 확인하기 하여 헬륨 리크 검출기를 

사용하여 리크 테스트를 수행하 다. 한 최 의 결합 계수를 가지도록 결합 아이리

스의 결합 홀 크기를 조정한 후 탱크에 설치하 다.

  그림 3-7-2-24에서 보인 바와 같이 결합기의 내부 도 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두 

조각으로 나 어 가공하고 도  작업을 실시한 후 용 을 통해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

작하 다. 350 MHz에서 구리의 skin depth가 약 3.5 μm 이므로 도 의 두께는 50 μm 

이상 되도록 하 다. 그림 3-7-2-25과 그림 3-7-2-26에 제작된 고출력 고주  결합기

의 모습을 보 다. 그림 3-7-2-27은 결합 아이리스까지 결합한 모습이고 그림 

3-7-2-28에 진공 테스트 구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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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5. 두 조각으로 나 어 가공 인 고출력 고주  결합기.

그림 3-7-2-25. 완성된 고출력 고주  결합기 (도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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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6. 완성된 고출력 고주  결합기 (탱크 쪽).

그림 3-7-2-27. 고출력 고주  결합기의 결합 아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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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8. 진공 리크 테스트.

   (나) 결합 계수 조정  설치[68]

  완성된 고출력 고주  결합기를 탱크에 설치하여 결합 계수를 측정하 다. 결합 홀

이 없이 슬릿만 있는 경우 측정된 결합 계수는 0.06 이하 다. 기 결합 홀의 지름을 

4 mm 로 하 을 때 측정된 결합 계수는 0.08 정도로 매우 작은 값을 보 다. 결합 홀

의 반경을 1 mm 씩 증가시켜 가면서 최 의 결합 계수를 가지도록 결합 홀의 크기를 

조정하 다. 조정 결과 결합 홀의 지름이 15 mm 일때 결합 계수 1.56을 얻을 수 있었

다. 결합 계수는 결합 홀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탱크 4번에 해 

결합 홀의 지름과 결합 계수와의 계를 그림 3-7-2-29에 보 고 각 지름에서의 스미

스 차트를 그림 3-7-2-30에 보 다. 표 3-7-2-9에 각 탱크 별 결합 계수 조정 결과를 

정리하 다. 

  최종 으로 조정된 결합 아이리스를 고출력 고주  결합기의 앞 부분에 볼트를 이용

하여 결합하고 이를 각 탱크에 설치하 다. 이 때 고주  씰링을 해 고주  류가 

흐르는 방향과 수직인 부에는 캔티드 코일을 이용한 고주  씰을 설치하 다. 고

주  운   열부하로 인한 열팽창을 흡수하여 결합기에 가해지는 스트 스를 최소화

하기 하여 고출력 결합기는 탱크에 스 링을 이용하여 설치하 다. 최종 으로 조정

된 결합 아이리스에 고주  씰이 설치된 모습을 그림 3-7-2-31에 보 고 탱크에 설치

된 고주  결합기의 모습을 그림 3-7-2-32에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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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9. 결합 홀의 크기에 따른 결합 계수의 변화.

표 3-7-2-9. 각 탱크 별 결합 계수 조정 결과.

최  결합 계수 측정된 결합 계수

탱크 1 1.59 1.4138

탱크 2 1.62 1.5499

탱크 3 1.62 1.3295

탱크 4 1.61 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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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4mm, 결합 계수 0.08              지름 6mm, 결합 계수 0.14

    

     지름 8mm, 결합 계수 0.28           지름 10mm, 결합 계수 0.54

     

     지름 12mm, 결합 계수 0.90           지름 13mm, 결합 계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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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14mm, 결합 계수 1.35           지름 15mm, 결합 계수 1.56

그림 3-7-2-30. 결합 홀 지름에 따른 스미스 차트의 변화.

그림 3-7-2-31. 고주  씰이 설치된 결합 아이리스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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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32. DTL 탱크에 설치된 고출력 고주  결합기 모습.

 자. 고주  입력 시험 

DTL 기 고주  시험을 수행하 다. 기에는 DTL 탱크의 공진 주 수가 

350MHz로부터 좀 벗어나있었기 때문에 클라이스트론은 낮은 주 수로 구동하 다. 고

주  시험시 각 탱크의 공진 주 수는 아래와 같다.

- 탱크 1 : 349.991MHz

- 탱크 2 : 349.988MHz

- 탱크 3 : 349.991MHz

- 탱크 4 : 349.995MHz

시험시 기 진공도는 아래와 같다.

- 탱크 1 : cavity (8E-7 torr), window (6E-8 torr)

- 탱크 2 : cavity (8E-7 torr), window (6E-8 torr)

- 탱크 3 : cavity (2E-7 torr), window (3E-8 torr)

- 탱크 4 : cavity (3E-7 torr), window (3E-8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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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주  운  변수는 주 수 349.991MHz, 펄스폭 50us, 반복률 2Hz 으며 

RFQ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사   진공도를 찰하며 고주  력을 서서히 증가시

켜 갔다. 고주  력이 낮을 때에는 고주  결합기 쪽에서의 반사가 심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탱크마다 다르지만 각 탱크로의 순방향 고주  력값이 50kW 이

상되는 순간부터 반사가 히 어들고 cavity 내의 고주  력 형이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고주  결합기에서의 반사가 하게 감소하는 고주  력이상에서는 

DTL cavity의 경우 cavity 내에서의 spark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무 무리없이 

설계값인 150kW 까지 고주  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후 펄스폭을 증가시켜 펄

스폭 100us, 1Hz로 고주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때의 순방향 고주  력, 역방향 

고주  력  cavity 내의 고주  력 형이 그림 3-7-2-33, 그림 3-7-2-34, 그림 

3-7-2-35에 각각 나타나있다.

그림 3-7-2-33. 순방향 력 150kW/탱크인 경우 순방향 고주  형.

(Ch1:탱크1, Ch2:탱크2, Ch3:탱크3, Ch4:탱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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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34. 순방향 력 150kW/탱크인 경우 역방향 고주  형.

(Ch1:탱크1, Ch2:탱크2, Ch3:탱크3, Ch4:klysron rev.)

그림 3-7-2-35. 순방향 력 150kW/탱크인 경우 cavity 고주  형.

(Ch1:탱크1, Ch2:탱크2, Ch3:탱크3, Ch4:탱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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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1. Low Energy Beam Transport와 진단장치. 

제 8 . 양성자 빔 진단 시스템

1. LEBT와 RFQ 빔진단

 가. 서론

   50 keV 양성자빔을 RFQ로 송하기 한 Low Energy Beam Transport(LEBT)는 

두개의 솔 노이드와 스티어링마그넷, 그리고 진단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LEBT의 

체 길이는 260cm이며 양쪽 솔 노이드 사이는 120cm 거리로 떨어져 있다. LEBT에 

설치된 진단장치는 빔 류측정장치, 빔 로 일모니터이며 각각 스티어링마그넷 사이, 

솔 노이드#2와 RFQ 사이에 치하고 있다(그림 3-8-1-1). 본 연구에서는 LEBT에 설

치된 각 구성장치들의 성능시험을 하 으며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진단장치들의 특성시

험을 수행하 다. 한 RFQ의 빔테스트를 하여 Faraday cup을 사용하여 양성자빔 

류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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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EBT 빔 류 측정장치(DCCT)

   LEBT에서의 양성자빔 류를 측정하기 하여 두 개의 솔 노이드 사이에 DC 

current transformer(Bergoz, MPCT)가 설치되어 있다. DCCT를 LEBT에 설치하기 

에 특성평가를 하기 해 그림 3-8-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DCCT 내부에 구리 을 설

치하고 류를 흘려가며 앰 의 출력 압신호를 측정하 다. 10mA 류까지 출력 압

신호는 우수한 선형성을 나타내었으나 0.1mA 이하에서는 ·10% 미만의 선형성오차가 

발생하 다(그림 3-8-1-3). 본 실험을 통해 DCCT의 검출 가능한 최소 빔 류를 50㎂

로 평가하 다.

Electrometer
Keithley6517A

DC Power Supply
Agilent E3631A

DCCT

Electronics card

Amp out

DC 
current

rod
DMM

(Current)

220 Ω

Electrometer
Keithley6517A

DC Power Supply
Agilent E3631A

DCCT

Electronics card

Amp out

DC 
current

rod
DMM

(Current)

220 Ω

그림 3-8-1-2. DCCT 빔 류 측정장치의 특성조사를 한 구성도.

Y = 0.50143 * X - 0.000528Y = 0.50143 * X - 0.000528

Linearity(%) :
(measured/fitted)×100
Linearity(%) :
(measured/fitted)×100

그림 3-8-1-3. DCCT 성능시험  선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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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CD 빔 로 일모니터  Faraday cup을 이용한 빔 측정

   PEFP RFQ 단에서 양성자빔의 로 일과 치를 측정하기 하여 비

식 빔 로 일모니터와 Faraday cup을 제작하고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 다. 빔

로 일모니터는 잔존기체와 양성자빔의 상호작용으로 방출되는 을 수집하는 

원리를 이용하며 그 구성은 CCD camera, 흡수 랜지, 이미지기록장치 등으로 

이루어진다(그림 3-8-1-4). 표 3-8-1-1은 CCD camera의 제원을 보여 다. 흡수

랜지는  흡수체와 뷰포트, 후드, 지지 로 이루어지며 이들  흡수체와 후드는 

블랙 무 택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여 발생 의 반사를 최소화하 다. 잔존기체의 주

성분은 수소, 질소, 수분 등이며 진행하는 양성자빔에 의해 여기된 후 기 상태로 

이되며 방출되는 량은 기체압력에 비례한다. 

그림 3-8-1-4. CCD 빔 로 일모니터.

표 3-8-1-1. CCD camera 제원.

제     원 값

Model MegaPlus 1.4i

CCD Image Sensor Kodak KAF1400

Pixels 1317(H) x 1035(V)

Active Area 6.8 ㎛2

grey levels 8 Bit(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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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이온원의 안정 인 동작조건을 고려하여 4x10-5 Torr에서 빔 로

일을 측정하 다. Faraday Cup은 그라 이트와 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AlN)  커

넥터로 구성된다(그림 3-8-1-5). 그라 이트는 양성자빔을 수집하는 부분으로서 이차

자의 방출을 억제하는 재료이며, 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AlN)는 그라 이트에서 발생

된 열을 외부로 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라 이트를 연시킨다.

  빔포커싱과 치변화를 조사하기 해 솔 노이드와 스티어링마그넷의 자장세

기를 변화시켜가며 빔 로 일을 측정하 으며, 이와 동시에 RFQ 단에 설치된 

Faraday cup으로 빔 류를 측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빔 로 일모니터와 

Faraday cup의 성능시험을 한 선행실험으로서 양성자빔의 에 지를 20keV로 

설정하 다.

그림 3-8-1-5. 조립된 Faraday cup.

   CCD camera로 수집된 빔 로 일 측정에 의하면 최 의 빔포커싱 조건은 솔

노이드#1의 자장 값이 1300가우스, 그리고 솔 노이드#2가 2100가우스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조건에서 빔의 크기를 측정하기 하여 이미지기록장치로부

터 출력된 빔 로 일의 세기를 분석한 결과 빔의 직경은 2.2 mm FWHM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8-1-6). 빔의 치변화는 스티어링마그넷의 자장세기로 조정하

으며 Faraday cup에서의 류변화와 빔 로 일의 치변화를 찰함으로써 

빔의 심을 조정할 수 있었다. 그림 3-8-1-7의 왼쪽은 스티어링마그넷을 운 하

지 않았을 때 빔 상으로서 빔의 심이 오른쪽으로 1.6mm 이동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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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수 있으며이 때 Faraday cup에서 측정된 빔 류의 값은 20㎂이었다. 빔 심 

오 셋을 교정하기 하여 상하 좌우 스티어링마그넷을 운 하 을 때 그림 

3-8-1-7의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빔이 심 치로 이동하 다. 이 때 스티

어링#1의 자장값은 8가우스, 그리고 스티어링#2는 5가우스이었으며, Faraday cup

의 류는 최 값(106㎂)을 나타내었다. 그림 3-8-1-8과 3-8-1-9는 CCD 빔 로

일 모니터와 흡수 랜지의 설계도면을 보여 다.

   한편 양성자빔의 진행경로 주 에서 수집된 에는 양성자빔에 의해 발생한 

 외에 비탄성충돌에 의한 자, 백스캐터링 양성자, 지연  등이 실제 측정된 

빔 로 일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기 연구에서는 잔존기체의 압력

변화, 형 기체주입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빔 로 일 측정이 요구된다.

그림 3-8-1-6. 양성자빔의 세기 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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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7. (left) 20 keV 양성자 빔 로 일 상, 

(right) 스티어링마그넷 운  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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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8. CCD 빔 로 일모니터 설계도면.

그림 3-8-1-9. 흡수 랜지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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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FQ 빔 류 측정

   RFQ의 양성자빔 류를 측정하기 하여 RFQ 후방 75cm거리에 copper plate를 두

고 입사된 양성자 류를 집  측정하 다. RFQ는 펄스운 을 하 으며 펄스 폭과 펄

스 반복율은 각각 50㎲, 0.1Hz 이었다. copper plate에 유기된 펄스 류는 류증폭기

(SRS, Inc., SR570)를 통하여 펄스 압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그림 3-8-1-10은 오실로

스코 로 측정된 양성자 펄스 류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류증폭기의 감도는 2㎂

/V로 고정하 고 측된 RFQ의 피크 류는 2uA로 나타났다. 

그림 3-8-1-10. 양성자 펄스 류 신호. 



- 335 -

그림 3-8-2-1. 20MeV DTL 빔진단장치. 

2. DTL 빔진단

 가. 서론

   PEFP DTL의 빔 계측 시스템은 기본 으로 BCM (Beam Current Monitor, 빔 류 

측정장치)과 BPPM (Beam Position & Phase Monitor, 빔 치  상 측정장치) 시스

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LM(Beam Loss Monitor, 빔손실 측정장치)가 DTL탱크 사

이에 치해 있다(그림 3-8-2-1). 특히 BPPM과 BCM은 가속기의 정상운   빔커미

셔닝(beam commissioning)에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속기설계 기단

계에서부터 PAL(Pohang Accelerator Laboratory)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PEFP가속장

치에 합하도록 설계  제작하 다. DTL 탱크의 최종단에는 CT와 Faraday cup을 

이용한 빔 류 측정장치를 설치하 으며, 빔에 지를 측정하기 하여 Time of 

Flight(TOF)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GSEM)를 제작하 다. 

 나. 양성자빔 에 지측정시스템 

   DTL가속장치의 commissiong 시에 이용될 양성자빔의 에 지 측정방법은 Time of 

Flight와 기체산란형 (Gas scattering) energy montor이다. 자의 TOF방식은 고 류 

양성자 가속장치에 용하기 용이하며 빔 치/ 상 측정장치에 이용된 BPPM pick-up

을 사용한다. TOF는 구성이 비교  단순하지만 측정 정확도가 1% 정도로 정도가 떨

어지는 편이고 계측장치와 pick-up 간 cable 길이에 따른 상교정 시에 오차가 발생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기체산란형 에 지측정장치는 정

확도가 우수하고 에 지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에 측이 가능한 

빔의 류와 에 지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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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me of Flight 에 지 측정장치  

   DTL의 양성자빔 에 지를 측정하기 하여 BPPM pick-up을 이용한 Time of 

Flight (TOF) 에 지측정시스템을 제작하 다(그림 3-8-2-2). 두 BPPM pick-up 사이

의 거리(L)은 250 mm로 하 으며 양쪽 pick-up신호는 오실로스코 와 BPPM-EL 자

회로에 입력되어 상차에 해당하는 압신호를 읽어오면 빔에 지를 환산할 수 있다

(그림 3-8-2-3). 

 양성자빔 번치의 비행시간(△t)는 아래 식과 같이 상차로 주어지며, T는 주기이며 f

는 빔의 주 수를 나타낸다. 

△  △


  △


상차를 측정하여 비행시간을 구한 후에 아래 식에 의해 빔에 지를 구할 수 있다.  


 

 식에서 moc
2 는 양성자 정지질량에 지(938.2 MeV)이고

  


 이다.

TOF 에 지측정장치의 정확도(accuracy)는 아래 식으로 주어지며 dt는  비행시간측정 

정확도를 나타낸다(표 3-8-2-1).

  
⋅⋅ ⋅



 그림 3-8-2-4는 DTL#4 후단에 설치된 TOF의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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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2. Time of Flight 에 지 측정장치 구성도.

그림 3-8-2-3. TOF 에 지 측정장치의 구조도.

Requirements Value

Frequency 350 MHz

Accuracy < 1% 

Resolution < 0.1 % 

Beam energy 3 ～ 100 MeV

표 3-8-2-1. Time of Flight 에 지측정장치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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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4. TOF 에 지 측정장치의 설치.

  (2) 기체산란형 에 지 측정장치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 

   양성자 가속기의 빔에 지는 일반 으로 Time of Flight로 측정하고 있으나  RF

워 등의 가속조건에 따른 에 지 분산, 평균에 지 변동 분석에는 표면장벽형 검출기

와 같은 반도체 하 입자 검출기가 이용되고 있다[82,83]. 표면장벽형 검출기는 하 입

자 포격으로 인한 손상과 신호처리 한계로 인해 허용 빔 럭스를 105/sec이하로 제한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 기체산란을 이용한 양성자 에 지 측정장치를 제작하

으며 산란모의시험  진공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이 장치는 Xe 기체산란실, 버퍼진

공실,콜리메이터, 표면장벽형검출기(surface barrier detector), Faraday cup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 제원은 표 3-8-2-2과 같다(그림 3-8-2-5). 다 산란 에 지 측정장

치는 고선속의 입사 양성자빔을 Xe기체와 탄성충돌을 통해 퍼지게 하고 이들 양성자

빔의 일부만을 콜리메이터에서 통과시켜 표면장벽검출기로 에 지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DTL의 빔 류가 1㎂ ～ 5㎂일 때 입사하는 양성자의 시간 당 입자수는 약 

6x1012/s ～ 3x1013/s이며 표면장벽검출기의 정 계수율은 104/s 내외이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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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설계된 에 지 측정장치는 표류확산을 포함하여 산란과 콜리메이션을 통해 

빔 류를 10-9 만큼 여야 한다. DTL에서 방출된 양성자빔은 자석에 의한 집속력을 

받지 않으므로 즉시 분산되어 퍼지기 때문에 Xe 기체가 없어도 방 콜리메이터를 통

과하며 럭스가 감쇄된다. 방 콜리메이터를 통과한 양성자빔은 Xe기체산란실 역

에서도 표류거리 동안 분산이 지속되며 후방 콜리메이터에 의해 다시 럭스가 감쇄하

게 되는데 그 감쇄정도는 ～10
-5 정도로 측된다. 따라서 기체산란형 에 지모니터는 

～10-3 이상의 추가 인 럭스감쇄 효과를 나타내어야 한다(표 3-8-2-2).

Requirements Value

Gas, Pressure Xe, 1～100 Torr

Beam energy range 100 keV ～ 25 MeV, higher if stacked

Energy loss (20MeV H
+
) < 72 keV (for 10 Torr Xe, 0.7 m path)

Energy deviation (1 sigma) < 37.5 keV 

Beam current range 1pA ～ 100 μA

Collimator dia. and thikness 0.2 mm (0.1 mm for test) dia., 2 mm thick

Collimator conductance 2.01 x 10
-7
 m

3
/s

Pumping speed 0.4 m
3
/s

Dosing valve range 5 x 10
-6
 ～ 10

3
 mb ․ l/s

표 3-8-2-2.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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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mator

proton

tantalum

Xe in

Vacuum pump

그림 3-8-2-5. 양성자빔 에 지/ 류 측정장치의 개략도. 

   그림 3-8-2-6은 SRIM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20 MeV 양성자빔의 산란모의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 모의시험에서 사용한 산란기체는 Xe이며 압력은 10 Torr

와 100 Torr, 그리고 비행거리는 0.7 m이다. 다 산란에 의한 빔의 발산을 증가시키기 

해 고 원자번호 기체인 Xe을 이용하 다. SRIM의 출력데이터를 ORIGIN에서 분석

한 결과 10 Torr Xe의 경우에 양성자빔이 0.2 mm 직경의 콜리메이터를 통과할 확률

은 0.002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과한 양성자빔의 에 지 손실은 72 keV이며 표 편

차는 37.5 keV로서 표면장벽검출기의 에 지 분해능과 비슷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3-8-2-6. 다 기체산란 SRIM 모의시험 

(좌: 10 Torr Xe, 우: 100 Torr 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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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2-7은 제작된 기체산란형 양성자빔 에 지/ 류 측정장치를 보여 다. 양

성자의 에 지를 측정하기 한 표면장벽형 검출기로는 Ortec CL-035-025-5를 사용하

으며 이 검출기의 depletion 역의 깊이는 5 mm이다(그림 3-8-2-8). Xe기체의 유입

량은 Dosing valve (LEYBOLD, EV 016 DOS AB)로 조 하도록 하 으며 Xe 기체산

란실의 길이와 압력은 각각 70 cm, 1 Torr ～ 100 Torr이다. DTL의 진공도는 10-6 

Torr이며 Xe 기체산란실의 압력은 1 Torr로서 압력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Xe

의 DTL내부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하여 버퍼진공실을 두고 그 아래 진공펌 를 설

치하 다. 버퍼진공실의 압력을 10-6 Torr이하로 유지하기 해 콜리메이터의 콘덕턴스

를 계산하 으며 콜리메이터의 직경과 두께는 0.2 mm, 2 mm로 결정하 다. 에 지 측

정장치의 진공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기 배기 후 Dosing valve를 개방하여Xe산란실

이 1 Torr로 안정되는데 2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콜리메이터의 두께는 

빔과의 어라인먼트(alignment)를 고려하 으며 한 0.1 mm 직경의 콜리메이터를 함

께 설계하 다.

   양성자빔의 류를 측정하기 한 Faraday cup은 에 지 측정장치의 면에 설치

되어 있으며 탄탈 극과 바이어스 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탄탈 극은 입사양성

자에 해 빔덤  역할을 하게 되며 양성자빔에 의해 생성된 X-선을 자체 으로 흡수

할 수 있도록 4 mm 두께로 설계하 다. Faraday cup의 탄탈 극에는 양성자빔이 통

과할 수 있도록 0.6 mm 직경의 구멍을 두었으며 이로 인한 빔 류 측정값의 오차는 

10%미만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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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7. Faraday cup이 장착된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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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8.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에 설치된 

표면장벽검출기.

그림 3-8-2-9.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의 신호처리  

에 지보정을 한 개략도.

 

   그림 3-8-2-9는 기체산란형 에 지측정장치의 표면장벽검출기로부터 출력된 하

신호로부터 에 지스펙트럼을 구 하기 한 신호처리 개략도를 나타낸다. 표면장벽검

출기의 하신호는 Ortec 142AH 치증폭기(Preamplifier)와 Ortec 572 스펙트로스코

피앰 (Spectroscopy amplifier)를 통해 증폭되고 Ortec Trump-PCI MCA을 통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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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된다. 그림 3-8-2-10은 펄스입력신호와 스펙트로스코 앰 의 

출력을 나타낸다. 표면장벽검출기에 한 에 지보정을 하기 하여 2  선형보정법을 

이용하 다. 신호처리회로에 한 MCA상의 채 보정을 하기 하여 치증폭기에 10 

pF의 커패시터를 연결하고 일정 크기의 신호를 입력하여 입력 하량 비 채 값을 

구하 으며 에 지 원  채 을 확인하 다. 다음 보정과정으로서 5.486 MeV에 지를 

지닌 Am-241 알 선원을 표면장벽검출기와 콜리메이터를 방에 두고 에 지스펙트

럼을 측정한 후 첨단에 지 채 에 한 MCA보정을 수행하 다. 이 때 표면장벽검출

기의 인가 압은 1000 V로 고정하 다. 에 지보정 시에 Am선원과 검출기는 진공챔

버 내부에 두었으며 진공도는 4x10
-3 Torr이하로 유지하 다. 그림 3-8-2-11은 

Am-241 알 선원의 에 지스펙트럼을 나타내며 에 지해상도는 0.5% 이었다.

그림 3-8-2-10. 펄스생성기 입력신호와 스펙트로스코피앰 의 출력신호.

그림 3-8-2-11. 표면장벽검출기로 측정한 Am-241 알 선원의 에 지스펙트럼. 

피크지 의 에 지는 5.486 MeV를 나타내며 선속은 2.23 mm-2s-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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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gas scattering energy analyser 제작시 고려사항 

- Xe gas cell의 압력안정성 : proton energy loss 변화를 일 수 있도록 Xe cell의 

압력이 1 ± 0.1 Torr 범 내에서 조 되어야 함. Xe gas cell의 양쪽에서 진공을 뽑아 

cell 내부 체의 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함.

- 콜리메이터의 직경(0.2 mm)과 두께(2～4 mm) : Xe gas cell의 압력을 dosing valve

로 조정이 용이하도록 콜리메이터의 콘덕턴스를 맞추어야함(dosing valve control 

range : 5x10-7 ～ 102 Pa․m3/s). 

- tantalum X-ray shield : surface barrier detector의 주변노이즈(RFQ의 X-ray포함)

를 이기 함. 양성자와 충돌 시에 발생하는 K-Xray를 감소시킬 목 으로 원자번호

가 높은 tantalum(4 mm thick, 0.5 mm dia.)을 콜리메이터의 면과 surface barrier 

detector 면에 설치함.

- collimator alignment with proton beam : 입사되는 양성자빔이 콜리메이터홀의 내부

벽에 의해 차단되지 않도록 정확히 수직으로 정렬함.  

<2> 콜리메이터콘덕턴스 계산(분자류):

도 콘덕턴스 Cp [m3/s] = 38.095 


 



오리피스콘덕턴스 Co [m3/s] = 28.57 
1) Xe 1 Torr, d(직경) = 2 x 10-4 (m), L(두께) = 2 x 10-3 (m)

M = 131 (g/mol), T = 293 K

Cp [m
3/s] = 2.28 x 10-7

Co [m
3/s] = 1.71 x 10-6

C = CoCp/(Co +Cp) = 2.01 x 10
-7 [m3/s]

결론 1: 

Xe 1Torr는 천이류이므로 실제 C는 분자류 conductance의 1.3～2배 값으로 상됨.

∴ C ≃ 4 x 10-7.

Throughput(Q) = C(P1-P2) = 4 x 10-7 x 133(1 Torr Xe) =

5.32 x 10-5 [Pa ․ m3/s] = 5.32 x 10-4 [mbar ․ l/s]

Dosing valve range : 5x10-6 ～ 103 [mbar ․ l/s]

결론 2: Dosing valve(Leybold EV016 DOS AB)의 gas flow curve(gas flow: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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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indicator)에서 증가율이 완만한 역에 해당됨(Xe기체압력의 변동률 감소효과

가 상됨).

펌 배기속도 Sp = 0.4 m3/s

P = Q/Sp = 5.32 x 10-5/0.4 =1.33 x 10-4 Pa =1.33 x 10-4 x 7.5 x 10-3 Torr 

= 9.98 x 10-7 Torr 

결론 3: buffer cell의 압력은 10
-6 Torr이하로 낮출 수 있음.

<3> 양성자빔 에 지/ 류 측정장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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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aday cup :

콜리메이터(6,7)/표면장벽검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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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빔덤  설계  제작

   20MeV DTL 후단의 빔 류를 덤핑하고 이와 동시에 그 류를 측정할 수 있는 빔

덤 를 설계/제작하 다(그림 3-8-2-12). 빔딤 의 재료는 20 MeV 양성자 에 지로 

인한 성자 생성을 최소화하여 주변의 방사선량을 감소시키고 한 열부하에 견딜 수 

있도록 그라 이트(흑연)를 이용하 다. 그라 이트는 외부에 극이 연결되어 있어 양

성자 빔 류를 측정하기 한 라데이컵의 수집 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리고 그라 이트로부터 방출되는 이차 자를 재수집하여 빔 류 측정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라 이트 상부에 바이어스 극을 두었다. 입사한 양성자가 그라 이트에 

충돌할 때 일부는 스퍼터링 되어 바이어스 극과 그라 이트 사이에 쌓이게 되면 설

류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한 구조를 설계하고 제작하 다. 빔덤 로 

입사하는 양성자빔의 크기를 략 으로 측하기 하여 그라 이트를 내, 외부의 두 

부분으로 분리시켜 각각 다른 극을 연결하 으며 그 직경은 각각 35mm, 60mm 이

다. 한편 빔덤 의 후단에 설치된 기체산란형 에 지 측정장치로 양성자빔을 송하기 

하여 그라 이트 앙에 직경 0.5mm의 구멍을 형성하 다.

   그라 이트에 유기된 류신호는 류증폭기(SRS, Inc., SR570)를 통하여 입력 류

값에 비례하는 압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SR570 류증폭기는 내부에 조합이 가능한 

2개의 R-C 필터가 있어서 DC에서 1Mhz 주 수 범 에서 신호를 선택 으로 조정할 

수 있다(그림 3-8-2-13). 한 입력오 셑 류를 1pA에서 1mA까지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본 류증폭기의 감도는 1pA/V에서 1mA/V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주

수응답은 고 역과 노이즈 역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속펄스 

류 신호를 검출하기 해서 고 역 주 수응답을 선택하 다(그림 3-8-2-14). 그림 

3-8-2-15는 SR570 류증폭기의 과도입력신호에 한 출력특성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

서 증폭기의 감도는 2uA/V이며 입력 오 셑은 200nA, 필터주 수는 100kHz로 두었

다. 입력신호는 류가 1uA이고, 펄스폭이 100us일 때 그 출력신호는 7.6 us의 상승시

간(rise time)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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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덤   Faraday cup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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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12. 빔덤 (beam dump)와 라데이컵(faraday cup).

그림 3-8-2-13. 라데이컵의 빔 류 계측을 한 류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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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14. SR570 류증폭기의 감도  bandwidth.

그림 3-8-2-15. SR570 류증폭기의 과도입력신호에 한 

출력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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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 빔 인출 시험

1. RFQ

 가. RFQ 고주  시험

RFQ 고주  시험을 수행하 다. 기 진공도는 cavity : 2E-7 torr, window 1 : 

4E-7 torr, window 2 : 2E-7 정도 다. 고주  운  변수는 주 수 350.00MHz, 펄스 

폭 50us, 반복률 5Hz 다. 순방향 고주  력이 약 80kW 에 이를 때 까지 window

를 포함한 고주  결합기에서 electron loading 이 발생하 으며, 이에 의해서 반사 가 

일부 증가하 으며, window에서의 진공도가 상승하 다. 순방향 력이 80kW 이상 되

었을때 electron loading 상은 사라졌으며 형 인 고주  펄스 형을 얻을 수 있

었고, 진공도도 안정화 되었다. 순방향 고주  력이 270kW에 이르 을때 다시 고주

 결합기에서 electron loading 상이 발생하 으며, 이후 력을 증가시켜도 이는 해

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270kW부터 고주  력을 스텝 형식으로 증가시키고 이후 발

생한 electron loading 상이 안정화되면 다시 고주  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고

주  력을 증가시켰다. 고주  결합기에서 electron loading 이 발생할 때의 형 인 

고주  형은 그림 3-9-1-1과 같다. 그림 3-9-1-1에서 보듯이 반사 가 안정화 되지 

않고 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cavity 내의 력도 조  감소함을 볼 수 있

다. 이때에는 window에서 진공도가 2E-6torr 정도까지 증가한다. 고주  력을 증가

시키는 기 을 window에서의 진공도가 1E-6torr 이하가 될 때로 하고 력을 증가시

켰으며, 순방향 고주  력 기  450kW 까지 안정 으로 고주 를 공 하는데까지 

약 8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때의 장 강도는 약 1.8 Kirlpatrick 이다.

고주  결합기의 iris hole은 직경 6mm로 가공하여 사용하 다. 고주  시험시 반사

  cavity 고주  형으로부터 RFQ에 결합된 결합기의 결합계수는 0.6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최  고주  인가 후 cavity를 기 에 노출시킬 때 질소 퍼징 후 노출시켰고 진공 

배기후 고주 를 재인가 하 을 경우 450kW 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고, 이로부터 수리 목  등으로 cavity를 기 에 노출시킬 때 최 의 질소 퍼

징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cavity를 424kW, 50us, 5Hz로 안정하게 동작시키며, 펄스폭을 증가시켰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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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주  운  변수는 아래와 같다.

- 424kW, 50us, 5Hz

- 424kW, 60us, 5Hz

- 424kW, 70us, 2Hz

- 424kW, 80us, 1Hz

80us에서의 고주  형은 그림 3-9-1-2에 나타나있다. Cavity 내에서 발생하는 

spark 가 50us 에서는 한 펄스 내에서 연속 으로 2회가 가능하 는데, 80us에서는 연

속 으로 4회의 spark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찰하 다.

 나. RFQ 빔 시험

고주  시험 후 RFQ 빔 시험을 수행하 다. 가속된 빔의 류 형을 측정하기 하

여 RFQ와 DTL 사이의 bellow tube를 제거하고 이곳 RFQ 종단에 Faraday cup을 설

치하 다. Faraday cup으로부터의 신호는 류 증폭기(SRS Inc., SR570)를 거쳐 오실

로스코 로 측정하 다. RFQ의 고주 와 이온원으로부터 인출되는 빔 류를 delay 

generator를 이용하여 동기화시켰다. 이온원으로부터 빔 류를 인출하는 고 압 원

에 연결된 반도체 스 치를 이용하여 이온원을 펄스로 운 하 으며, 펄스포 200us, 반

복률 0.1Hz로 이온원으로부터 양성자 빔을 인출하 다. RFQ로의 고주 는 이온원 빔 

인출 신호로부터 100us 지연후 펄스폭 50us, 반복률 0.1Hz로 운 하 다. 이때 이온원

으로부터의 양성자 빔 인출 신호와 RFQ로의 고주  인가 신호의 시간구조는 그림 

3-9-1-3과 같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빔 가속 실험을 수행하 다. 빔 가속시 LEBT

의 빔 집속용 솔 노이드  이온원측에 치한 솔 노이드만 동작시켰으며, RFQ측 

솔 노이드는 동작시키지 않았다. 빔 가속 시험시 고주  형은 그림 3-9-1-4와 같으

며 순방향 달 고주  첨두 력은 약 450kW 다. 이때 Faraday cup에서 측정된 빔 

신호는 그림 3-9-1-5와 같다. 빔 신호 후에 나타난 신호는 이온원 반도체 스 치 

ON/OFF 로부터 발생된 신호이다. 측정된 빔 류 신호로부터 양성자빔은 고주  

력 인입시에만 가속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류값은 약 12uA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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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1. Electron loading 이 있을 경우 고주  형

(Ch1:fwd, Ch2:rev, Ch3:cavity, Ch4:klystron rev)

그림 3-9-1-2. 순방향 력 450kW 일 경우 고주  형

(Ch1:fwd, Ch2:rev, Ch3:cavity, Ch4:klystron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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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3. 빔 시험시 이온원, RFQ 고주  시간 구조

(Ch3:이온원, Ch4:RFQ)

그림 3-9-1-4. 빔 시험시 고주  형

(Ch1:fwd, Ch2:rev, Ch3:cavity, Ch4:klystron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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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5. Faraday cup으로부터의 빔 신호

(가로축 : 10us/div. 세로축 : 5u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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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TL

 가. DTL 고주  시험 

DTL 기 고주  시험을 수행하 다. 기에는 DTL 탱크의 공진 주 수가 

350MHz로부터 좀 벗어나있었기 때문에 클라이스트론은 낮은 주 수로 구동하 다. 고

주  시험시 각 탱크의 공진 주 수는 아래와 같다.

- 탱크 1 : 349.991MHz

- 탱크 2 : 349.988MHz

- 탱크 3 : 349.991MHz

- 탱크 4 : 349.995MHz

시험시 기 진공도는 아래와 같다.

- 탱크 1 : cavity (8E-7 torr), window (6E-8 torr)

- 탱크 2 : cavity (8E-7 torr), window (6E-8 torr)

- 탱크 3 : cavity (2E-7 torr), window (3E-8 torr)

- 탱크 4 : cavity (3E-7 torr), window (3E-8 torr)

기 고주  운  변수는 주 수 349.991MHz, 펄스폭 50us, 반복률 2Hz 으며 

RFQ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사   진공도를 찰하며 고주  력을 서서히 증가시

켜 갔다. 고주  력이 낮을 때에는 고주  결합기 쪽에서의 반사가 심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탱크마다 다르지만 각 탱크로의 순방향 고주  력값이 50kW 이

상되는 순간부터 반사가 히 어들고 cavity 내의 고주  력 형이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고주  결합기에서의 반사가 하게 감소하는 고주  력이상에서는 

DTL cavity의 경우 cavity 내에서의 spark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무 무리없이 

설계값인 150kW 까지 고주  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후 펄스폭을 증가시켜 펄

스폭 100us, 1Hz로 고주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때의 순방향 고주  력, 역방향 

고주  력  cavity 내의 고주  력 형이 그림 3-9-2-1, 그림 3-9-2-2, 그림 

3-9-2-3에 각각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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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1. 순방향 력 150kW/탱크 인 경우 순방향 고주  형

(Ch1:탱크1, Ch2:탱크2, Ch3:탱크3, Ch4:탱크4)

그림 3-9-2-2. 순방향 력 150kW/탱크 인 경우 역방향 고주  형

(Ch1:탱크1, Ch2:탱크2, Ch3:탱크3, Ch4:klysron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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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3. 순방향 력 150kW/탱크 인 경우 cavity 고주  형

(Ch1:탱크1, Ch2:탱크2, Ch3:탱크3, Ch4:탱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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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TL 빔 시험

DTL 공동의 고주  시험 후 빔 시험을 수행하 다. 20MeV DTL 탱크 종단으로부

터 약 80cm 떨어진 곳에 Faraday cup을 설치하 으며, 이때 발생되는 신호를 류 증

폭기를 이용하여 증폭한 후 오실로스코 로 형을 측정하 다. 

실험시 사극 자석 원 결선도는 그림 3-9-2-4와 같다. 사극 자석 원으로는 

총 26개의 원을 사용하 으며, 처음 4개의 자석에는 자석 2개당 1개의 원을 

사용하 고, 뒤쪽 32개의 자석에는 자석 8개당 1개의 원을 사용하 으며, 나머지

는 모두 자석 6개당 1개의 원을 사용하 다.

우선 DTL의 사극 자석만을 동작시키고 고주 는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RFQ로

부터 가속된 빔의 달을 측정하 다. 사극 자석의 최 값은 PARMILA 코드를 이용

하여 구하 으며, 그 값은 표 3-9-2-1과 같다. 이때 Faraday cup으로부터 측정된 빔 

신호는 그림 3-9-2-5와 같으며 류값은 약 0.4uA 정도 다.

DTL에 고주 를 인가하여 빔 가속 실험을 수행한 경우 이온원과 RFQ, DTL 고주

의 시간 구조는 그림 3-9-2-6과 같다. 기에는 RFQ 빔 시험시와 같이 이온원을 먼

 동작시킨 후 고주 를 동작시켰으나, 이 경우 빔 류가 증가하면 DTL 탱크 1번에

서 고주  반사가 일어나는 상이 발생하 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펄스폭 70us 고주  트리거 신호를 먼  발생시킨후, 20us 지난후에 펄스폭 100us의 

이온원 트리거 신호를 발생시키는 시간 구조를 사용하 다. RFQ와 DTL의 고주  

상은 빔 실험을 수행하면서 고주  phase shifter를 이용하여 이들 사이의 상을 scan 

하여 최  빔 류를 갖는 상으로 결정하 다. 실험시 결정된 상차이는 트럼본 형

태 phase shifter의 트럼본이 최소인 을 기 으로 350도 다. 이들 RFQ와 DTL 사이

의 상이 결정된 후 사극 자석값을 설계값으로부터 조 하여 빔 류가 최 인 

을 결정하 으며 이때 사극 자석 값은 표 3-9-2-2와 같다. 표에서 10번 원은 

LEBT 솔 노이드에 사용된 원의 리 이 크기 때문에 이로부터 일 성 있는 빔 신

호를 얻기 어려웠으므로 안정된 류 형을 얻기 하여 LEBT 솔 노이드 자석 

원으로 사용하 다. 한 실험시 126, 127번 자석은 단락되어 가동하지 않았으며, 

142번 DT는 진공리크로 자석을 가동하지 않았다. DTL 빔 가속 시험시 순방향 고주

 형, 반사되는 고주  형, 그리고 DTL 탱크내의 고주  형은 각각 그림 

3-9-2-7, 그림 3-9-2-8, 그림 3-9-2-9와 같다. DTL 탱크내의 고주  력은 탱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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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kW 정도이다. 이때 Faraday cup으로부터 측정된 빔 신호는 그림 3-9-2-10에 나타

나 있다. LEBT는 RFQ와의 빔 정합을 하지 않았으며, 이온원측 솔 노이드만을 운

하여 빔을 퍼트린 경우이다. 측정된 빔 류값은 0.5uA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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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4. 사극 자석 원 결선도

표 3-9-2-1. 사극 자석 원 운 값 (DTL 탱크에 고주 를 인가하지 않은 경우)

원 번호 G (kG/cm) GL (kG) 류값 (A)

0 3.3 10.547 166

1 3.8 12.145 191

2-9 3.0 9.588 151

10-25 3.0 9.58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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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5. Faraday cup으로부터 측정된 빔 신호

(DTL 탱크에 고주 를 인가하지 않은 경우, 

가로축 : 50us/div., 세로축 : 0.1uA/div.) 

그림 3-9-2-6. DTL 빔 시험시 시간구조

(Ch 3 : RFQ, DTL 고주 , Ch 4 : 이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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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2-2. 사극 자석 원 운 값 

(DTL 빔 시험시)

원 번호 / 

자석 번호
설계 GL (kG) 설계 류값 (A) 실제 류값 (A)

0 (1-2) 12.1 191 191

1 (3-4) 14.4 226 170

2 (5-10) 14.4 226 226

3 (11-16) 14.4 226 150

4 (17-22) 14.4 226 200

5 (23-28) 14.4 226 135

6 (29-34) 14.4 226 230

7 (35-40) 14.4 226 230

8 (41-46) 14.4 226 230

9 (47-52) 14.4 226 230

10 - - -

11 (53-60) 14.4 206 195

12 (61-68) 14.4 206 195

13 (69-76) 14.4 206 195

14 (77-82) 14.4 206 185

15 (83-88) 14.4 206 185

16 (89-94) 13.6 195 185

17 (95-100) 12.8 184 175

18 (101-106) 12.8 184 175

19 (107-112) 12.8 184 175

20 (113-118) 12.8 184 175

21 (119-124) 12.8 184 175

22 (125-132) 12.8 184 170

23 (133-140) 12.8 184 155

24 (141-149) 12.8 184 170

25 (150-156) 12.8 184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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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7. 순방향 고주  력

(Ch 1 : 탱크1, Ch 2 : 탱크2, Ch3 : 탱크3, Ch4 : 탱크4)

그림 3-9-2-8. 반사 고주  력

(Ch 1 : 탱크1, Ch 2 : 탱크2, Ch3 : 탱크3, Ch4 : 탱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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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9. DTL 탱크 고주  력

(Ch 1 : 탱크1, Ch 2 : 탱크2, Ch3 : 탱크3, Ch4 : 탱크4)

그림 3-9-2-10. 20MeV DTL 가속 빔 신호 

(가로축 : 50us/div. 세로축 : 0.25u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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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비 달성도

구분 연구목표 추진실
달성도
(%)

1차

년도

DTL 가속공동 설계완료  시험 모듈

(4m) 구매

DTL 가속공동(20MeV 용) 설계 완료

시험 모듈 구매 완료
100%

고주 원 설계  부품구매:

350MHz, 1MW Klystron등
고주 원 설계  구매 완료 100%

가속장치 빔 인출 : 3MeV 빔 인출 시험 수행 100%

빔 로 일 측정시스템 설계 

(포항공  탁)
빔 로 일 측정시스템 설계 완료 100%

류 양성자빔의 불안정성 요인 분석  

정량화 (KAIST 탁)

양성자 빔의 불안정성 요인 분석  정

량  분석을 해 방법 확보
100%

50kV, 100mA 음이온원 설계 (서울  

탁)
음이온원 설계 완료 100%

2차

년도

DTL 가속공동 제작: 12m 제작 완료 100%

고주 원 구성  시험: 100kW 고주 원 구성  시험 완료 100%

가속장치 빔 인출: 3MeV 빔인출 시험 수행 100%

빔 로 일 측정시스템 제작  시험

(포항공  탁)
빔 로 일 측정시스템 제작 완료 100%

wakefield에 의한 양성자 빔 불안정성 분

석  안정화 방법 연구 (KAIST 탁)

wakefield와 양성자 빔 사이에는 깊은 

연 성이 없음을 정량 으로 확인
100%

50kV, 100mA 음이온원 제작  빔인출 

시험 (서울  탁)

음이온원 가동을 한 최 변수 도출 

 빔 인출을 한 장치 제작 완료
100%

3차

년도

DTL 가속공동 제작: 4m 20 MeV DTL 제작완료 100%

가속장치 빔인출 시험: 20MeV
DTL 설치, 튜닝 완료

20 MeV 빔 인출시험 완료
100%

고주 원 시험: 1MW 고주 원 시험 완료 100%

Chopper 설계  제작
chopper (MOSFET switch 사용) 제작 

 시험 완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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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분야의 기술발 에의 기여도

이온원, LEBT, RFQ(3 MeV), DTL-1(20 MeV)의 설계, 제작, 시험 기술을 성공

으로 확보함. 따라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가속기 개발목표인 100 MeV 

양성자 선형가속기 개발의 석을 마련하 다는 의미가 있음.

에 지가 20 MeV 이상인 에 지 가속장치 개발의 에서는 DTL 가속공동 설

계 제작  시험의 성공으로 DTL 가속장치를 이용한 100 MeV 양성자 빔을 얻기 

한 기  기술의 검증이라는 의미가 있음. 

MW  RF 시스템의 설계, 구성  시험 기술은 향 후 국내 고출력 고주  시스템 

개발과 고출력 고주  RF 련 분야에 활용 할 수 있음.

빔 로화일  빔에 지 측정장치의 설계 기술은 에 지 가속장치 진단장치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산업용 가속장치의 빔 특성을 측정하는 기술 개발에 기

여할 수 있음.

빔 이용 기술의 확 에 필요한 고 도 고주  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이온원의 핵심 기

술은 기술 , 경험 으로 연구되었던 이온 원 기술 개발을 라즈마 특성 제어를 통하여 

체계 으로 수행함으로서 이 분야 기술의 발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됨.

3 MeV 양성자 빔을 발생시킬 수 있는 RFQ까지의 가속기 기술은 산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에 지 이온 가속기 개발에 직 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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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20MeV 에 지 가속장치 련 기술은 이미 에 지 가속장치 개발과제에서 수

행하는 DTL-2 가속기 개발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음.

20MeV 양성자 빔 인출시험에서 얻은 경험과 련 정보는 향후 사업단 부지에 설

치될 가속장치의 commissioning 과정의 기 정보가 될 것임. 

MW  RF 시스템 구성  운  기술의 부분 인 확보에 따라 향 후 에 지 가

속장치 RF 시스템 구성  운 과 고출력 RF 련 분야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음. 

체 으로 종합하면, 20 MeV 가속장치 개발의 성공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

업의 성공을 한 석을 마련하 을 뿐 아니라, 향후 산업용, 의료용 등 각종 분야

에 활용이 가능한 가속장치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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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탁과제

A. 양성자 가속기용 음이온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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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류 이온원은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장치일 뿐만 아니라  공정용 이온

주입기, 핵융합 장치의 보조가열 등에 활용도가 높아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

발히 연구되어 왔다. 특히 양성자 가속기용 이온원으로는 비교  빔인출이 용이한 양

성자 이온원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양성자 이온원의 경우 성입자나 음의 하 으로 

하 교환이 어려워 제한된 범 내에서 이용된다. 반면 양성자와 거의 같은 질량을 가

지는 수소 음이온(H-)원의 경우 류 빔인출이 어려운 단 은 있지만 양성자나 성

입자로 하 교환  자 스트리핑(stripping)이 쉬운 장 으로 인해 수소 음이온원은 

양성자 가속기에서 이온빔 제어나 이온빔 보충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양성자 이온원보

다 활용도가 높다. 

제1  수소 음이온원이 이용되는 가속기 종류

수소 음이온원은 양성자 가속기 가속단으로의 입사  빔이용을 한 인출 등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림1) 

주로 고에 지 양성자빔 연구에 이용되는 원형가속기나 장링의 경우 가속된 양

성자빔이 가속단에서 손실되므로 빔 류가 어든다. 가속기 빔 류을 일정하게 유지

하기 해서는 가속기 운 에 항상 가속단에 양성자가 보충되어야만 한다. 자장이 

존재할 때 양성자와 반 방향으로 운동하는 수소음이온을 이용하면 가속기 운 에도 

가속단에 이온 입사가 가능하다. 수소음이온빔이 가속단내에 입사될때 자를 잃어 양

성자로 천이(H-→ p + 2e)되면 자장에 의해 방향이 바 어 가속단내의 양성자빔 괘도

를 따라가게 되므로 빔 류 보충이 가능하게 된다. [1] 

치료용이나 동 원소 제조용으로 이용되는 의료용 싸이클로트론에도 수소 음이온

빔이 이용되고 있다. 수소 음이온빔을 싸이클로트론에서 고에 지로 가속시킨 후 

Carbon foil 등을 통하여 양성자로 바꾸면 싸이클로트론 내부에 존재하는 자장으로 인

해 빔궤도가 바 고 이를 이용하면 가속된 양성자 빔 인출  제어가 용이하게된다. 

이런 장 은 선형가속기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선형가속기에서 특정에 지의 빔만 인출

하여 이용할 때 주로 채용되는 방법이다.[2]

수소 음이온원은 탄뎀형 가속기에도 이용되고 있다. 탄뎀형 가속기는 물성실험을 

한 연구용 가속기로 개발되어 왔으며 보통 소형 에 지(~수 MeV) 정 가속기로 

단일 장으로 2배의 에 지로 이온빔을 가속하는 시스템이다. 탄뎀가속기의 경우 가

속 장이 칭이므로 음이온을 양의 장을 통해 가속한 후 양성자로 바꾸면 그 양성

자는 음의 장부터 다시 가속되어 동일 가속 원 압을 이용, 2배 에 지 이온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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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할 수 있게 된다.[3]  

가속기의 경우 주로 양성자로 바꾸어 이용하는 반면 핵융합장치에서는 자기장 아

래에서 높은 에 지의 수소 빔을 주입하여야 하므로 수소 이온을 성화 하여야 하는

데 150keV 이상의 높은 에 지에서는 양이온 보다 음이온의 성화율이 훨씬 높아 핵

융합 장치의 라즈마 가열장치인 성입자입사기에 이용된다.[4] 

이와 같이 수소 음이온원은 빔제어가 쉽고, 가속  성화 효율이 높은 것과 같

은 여러 가지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 이온원에 비해 응용분야가 훨씬 넓

다. 

제2  양성자 가속기에 요구되는 수소 음이온원 요건

수소 음이온원도 양성자 이온원과 마찬가지로 양성자 가속기에 활용되기 해서는 

가속단에서 요구하는 에 지, 빔 류, 빔에미턴스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속기의 빔

에 지는 가속단에 의해 결정되지만 빔 류  빔에미턴스는 이온원에 한 의존도가 

크다. 따라서 수소 음이온원은 가속기에서 요구되는 빔 류 이상의 빔 류의 인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에 지 입사기가 요구하는 빔에미턴스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일

반 으로 원형가속기에서는 다르지만 선형가속기의 경우는 가속단에서는 빔에미턴스가 

좋아지므로 가속기의 빔에미턴스는 이온원에 의해 결정된다. 

가속기용 수소 음이온원이 만족해야할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1. 가속기가 필요로 하는 수 mA 이상의 류를 공 하기 한 류 도(고 도 

라즈마 요구됨)

2. 낮은 자빔 류 /수소 음이온 빔 류비 유지 (운  제어 방법 필요)

3. 빔의 발산각  에미턴스가 작을 것(수소 음이온 온도 낮을것)

4. 수십 keV 이상으로 가속된 높은 에 지(공간 하 발산 억제) 

5. 장수명 운  (펄스 동작 포함) 

6. 그밖에 고효율 (기체효율, 력효율), 안정된 동작, 가  간단한 구조 스 일링

이 용이, 보수의 편이성

 수소 음이온 생성 방법

기존에 연구 개발된 수소 음이온 생성법은 크게 표면 생성법 ( 하교환법), 체 생성

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두 방법 에 먼  개발된 표면생성법[6]은 양이온이나 성입

자를 알카리 속을 입힌 일함수(work function)가 낮은 속면에 입사시켜 음이온을 

생성시키고  수소 음이온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류의 수소음이온 빔 류를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스퍼터링에 의해 생성된 음이온이 속면에서 튀어나올 때 횡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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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원

가속관

Stripper

표적실

고전압

전원

에 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빔의 발산각이 커진다. 한 라즈마가 발생하는 체

에서도 수소 음이온이 함께 생성되므로, 인출된 음이온 빔은 낮은 이온 온도를 갖는 

체 에서 생성된 이온과 속면에서 방출되어 상 으로 높은 이온 온도를 갖는 이온

이 함께 존재하여 빔에미턴스를 악화시키는 단 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체 생성

법이 도입되었으며 체 생성법은 라즈마 내에서 일어나는 충돌  해리 등의 원자분

자반응을 통하여 음이온을 생성시키는 방법이다[7]. 이 방법은 생성되는 음이온의 온도

가 낮고  발산각이 작은 빔을 얻을 수 있고, 구조가 간단하고 스 일링이 용이하며 동

작이 안정되어 있는 등의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재 수소 음이온원 연구개발은 

체 생성 이온원에 집 되고 있다. 

 

Spallation source                                   싸이클로트론

      

탄뎀 가속기                               성입자 입사기

그림 1 수소 음이온원 응용 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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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연구 개발 황

  체 생성 이온원은 1977년 Bacal[8]이 필라멘트 방 에 의해 처음 수소음이온(H-)이 

생성될수 있음을 발견한 이래 다양한 종류의 체 생성 음이온원들이 개발되어 왔다. 

특히 최근 10여년 동안 고주  라즈마를 이용한 체 생성 음이온원은 빔 류나 에미

턴스 특성이 일정 수 에 도달하여 국외 형 양성자 가속기 이온원으로 기존의 표면

생성 음이온원을 체하고 있다. 

   최 의 체  생성 이온원은 세슘을 첨가하지 않고 히 고안된 자기장 구조 아래

에서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이용되었다.[9,10] 빔 류는 

소형 이온원에서도 20mA, 형인 경우 45mA의 빔 류를 인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운 해야만 하는 가속기용 이온원으로는 필라멘트 수명문제로 인해 합하지 

않지만 아직도 류 빔인출이 용이한 장 으로 인해 frankfurt 학 등의 일부 연구

소에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 이다.

체 생성 이온원의 수명 연장을 하여 고주  안테나 코일이 필라멘트를 신하

여 라즈마 발생부에 1991년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11], 음이온 인출 성능을 높이기 

해 2열의 구자석을 이용한 자장 필터가 사용되었다. 고주  안테나는 라즈마 내

부에 치하 기 때문에 고주  차와 스퍼터링에 의한 라즈마 불순물 문제가 제

기 되었다. 이를 완화하기 해 안테나를 연물질로 코 하 으며 세슘 첨가가 없는 

경우에도 고주  체  이온원의 경우 35mA의 빔 류에 도달하 다.[12] 그러나 안테나

를 라즈마 내부에 치하게 하는 라즈마 내부 안테나 방식은 여 히 수명문제가 

있어 고주  체 생성 이온원의 경우 빔 류 향상과 더불어 안테나 수명문제 해결에 

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라즈마 특성에 따른 수소 음이온 빔 특성에 한 연구는 기 필라멘트형 이온

원이 개발될 당시에는 Bacal, Leung 등에 의해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졌으나 고주  음

이온원의 경우 빔 류 향상  안테나 수명에 심이 집 되어 부분 출력 펄스로 

운 함으로서 라즈마 발생부의 고주  라즈마 특성에 따른 인출 음이온 빔특성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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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내용  결과

제1  수소 음이온 생성 이론

 

체  생성 수소 음이온원은 라즈마 발생부의 성수소  라즈마 제어를 통해 

음이온을 생성하고 음이온빔을 인출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수소 음이온원에서 

류 이온빔 인출을 해서는 수소 음이온을 다량 생성시키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과 

발생된 음이온을 인출하는 과정이 효과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소 음이온 생성 효

율을 높이기 해서는 음이온 생성  소멸 원리의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수소 

음이온 생성에 효과 인 반응  그때 요구되는 수소 라즈마 조건을 유추할 수 있

다.

1. 수소 음이온 생성  소멸 반응

수소 음이온 체  생성 원리를 이해하기 해서는 수소 원자  분자의 이온화, 여

기, 해리 반응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수소 음이온 생성 측을 해 정확한 반응 단

면   반응율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에서는 무차원 충돌 반응식으로 수소 

음이온과 련된 반응율과 이온  자, 성분자  원자간의 충돌을 설명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수소 음이온 인출에 필요한 수소 음이온 도를 유추할 수 있다.

가. Dissociative attachment(DA) 생성 반응

수소 음이온을 생성시키는 반응식은 표1에서 보듯이 주로 자를 흡수하는 표 인 

반응으로 여섯 가지가 알려져 있으나 여섯 번째의 Dissociative attachment(DA)반응을 

제외하고는 기여가 매우 낮다. 처음의 세가지 반응은 반응단면 이 매우 작으며, 네 번

째 radioactive capture의 단면  한 극히 작은 값이다(～5×10-22 ㎠). 다섯번째 three 

body capture 반응의 경우도 반응에 참여하는 제3의 원자 혹은 분자의 도가 

10
18cm-3정도가 되어야 radiative capture와 같은 반응율에 도달하므로 음이온 생성 반

응으로서의 기여도는 매우 낮은 반응이다. 

수소 음이온 생성에 반응율이 커서 체  생성 이온원에 주로 이용되는 Dissociative 

attachment(DA)반응은

DA  :  H2(v ")  +  e -> H  +  H-                         (1)

으로 기술되며,  이 반응은 계산  실험 으로 찰되는 수소 음이온 도를 설명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단면 을 가지고 있다. DA반응 단면   반응율은 자의 온

도와 H2(v")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서 v" 는 진동 여기된 분자의 상태이다. v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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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생성반응

 Dissociative attachment e + H2 → H- + H

 Collisional dissociation e + H2 → H- + H + e

 Dssociative recombination e + H2+ → H- + H+

 Radiative capture e + H → H- + h�
 Three body capture e + H + t → H- + t

 Dissociative attachment e + H2(v") → H- + H 

                                             (~ 1 eV)

v E(eV) DA(cm2)

0 3.75 2.8 x 10-21

1 3.23 8.3 x 10-20

2 2.75 1.0 x 10-18

3 2.29 7.5 x 10-18

4 1.86 3.8 x 10-17

는 DA반응 직 의 상태를 나타낸다. DA 반응율( σν< > )은 v"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

는 반응 문턱 에 지와 반응 단면 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Wadehra[13]에 의해 계산된 

반응 문턱 에 지와 반응 단면 은 표2와같다. 진동 여기분자 상태가 높아질수록 반응 

단면 이 증가하여 v"=0에서 v"=6으로 바 게 되면 반응 단면 은 105 배 증가하고, 

체 으로 이 반응에 의한 수소음이온 생성의 85%가 v"=5 이상의 진동 여기 상태에

서 이루어진다. 한 반응 문턱 에 지도 분자의 여기 상태가 증가할수록 어들어 

v"=6이상으로 진동 여기된 수소분자의 DA반응은 1 eV근처의 낮은 자에 지에서 큰 

단면 을 가지고 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v"=0의 경우 DA 반응 문턱에 지가 

3.75eV, 그때 반응 단면 이 ~10-21 ㎠ 이지만 v"=5이상 인 경우 반응문턱에 지 

1.46eV이하 ~10-16 ㎠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 온도 분포상에서 낮은 온도 자

수가 훨씬 많으므로 반응율은 휠씬 커지게 된다. 자의 에 지 분포를 고려하여 계산

된 DA 반응율( σν< > )은 v"=7이상에서 략 ~10-8 cm3/s수 이며 v"에 따른 반응율

은 그림2와 같다. 

따라서 효과 인 DA반응을 해서는 다량의 v"=5이상의 진동여기 분자와 1eV 이하

의 고 도 온 자가 요구 된다. [14]

표 1 수소 음이온 생성 반응

표 2 진동 여기된 에 따른 DA반응 임계에 지  반응단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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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6 1.2 x 10-16

6 1.08 2.9 x 10-16

7 0.74 4.3 x 10-16

8 0.42 3.2 x 10-16

9 0.14 4.3 x 10-16

그림 2 진동 여기 에 따른 DA 반응율[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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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v") 생성

H2(v*) + e → H2(v"> v*) + e

H2+(v*) + H2(v=0)  → H2(v") + H2+(v*)     

H3+(v*) + e → H2(v")

H3+(v*) + e → H2(v") + H

H- + H  → H2(v") + e

나. 진동 여기된 수소 분자 생성  소멸 반응 

수소 음이온 체  생성은 언 된 바와 같이 높은 상태의 v"값의 진동 여기 성입자 

H2(v")수가 많을수록 DA 반응을 통해 수소 음이온이 많이 생성 되므로 라즈마 발생

부내의 H2(v")수를 알기 해서는 H2(v")의 생성  손실 반응에 한 이해가 필요하

다. 

자세한 H2(v")의 생성  손실 반응식은 표3에  나타나 있다.[15,16] H2(v") 생성은 

주로 고온 자 충돌에 의해 2단계에  이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림3은 자 온도

에 따른 진동 여기 분자 생성 반응단면 이이며 자온도가 20eV 이상일 때 v"가 5이

상의 H2(v")가  효과 으로 생성됨을 알수 있다. [16,17,18] 

1 1 1
2 2

1 "
2

( ( 0)) ( , )

( ( ))

g u u

g

e H X H B C e

H X h e

ν

ν ν

+ +

+

+ = → +

→ + +

∑ ∑ ∏
∑             (2)

여기서 Σ와 Π는 0과 ±1 에 응하는 총 각 운동량(Λ), 1은 singlet, g와 u는 동 합

수의 symmetry와 antisymmety를 나타낸다. 진동 여기된 분자 H2(v")는 주로 발생부 

외벽으로 손실되고  H2(v")의 수는

0
( ") "( ") ( , )fe

d nn n n E V
dt bL

ν υν σν= < > −
                   (3)

로 부터

0( ") ( , )
" fe

bLn n n E Vν σν
υ

⎛ ⎞= < >⎜ ⎟
⎝ ⎠                             (4)

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nfe와 no는 고온 자와 기 성수소입자수,  L은 발생외

벽 크기, b는 진동여기된 성입자가 발생 외벽과 충돌하여 살아남을 확률, v"는 진동

여기 성입자 속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 이온원에서는 고온 자 충돌뿐만 아니라 

양이온  성입자와충돌에 의한 생성  손실, 그리고 외벽으로부터 다시 재생되는 

반응과 진공 자외선(VUV)에 의한 H2(v") 생성되는 반응 등이 존재하여 보다 복잡하

다. ( , )E Vσν< >는 10x10-8 cm3/s 수 이다.

표3 DA 반응에 기여하는 진동여기 분자 생성  소멸 반응식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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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2+ → H + H2(v")

H- + H3+ → 2H + H2(v")

H3+(v*) + e → H2(v") + H

H3+(v*) + H2(v=0) → H2(v")  + H3+

H2(v*)  + hv  → H2(v")

e + H2 (X1Σg+(v=0)) →  H2(v") +e

→ H2(v") +e + hv

H2(v*) 소멸

H2(v*) + e → H2-(v*) → H- + H

                      → H2(v< v*) + e

H2(v*) + wall → H2(v< v*) 

H2(v*) + H → H2(v< v*) + H

H2(v*) + H2+ → H3+ + H

 

다. 수소 음이온 손실 반응

  수소 음이온 손실 반응은 electron detachment(ED), wall loss(WL), associative 

detachment(AD), mutual neutralization(MN)이 존재하며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15]

 

ED :  H- + e (>1eV)   H + 2e     σν< >  = 3x10-8cm3/s     (5)  

WL :  H- + wall    H + e  (6) 

MN :  H- + Hn+(n=1,2) H + [H]   σν< >  = 5x10-8cm3/s   (7)

AD :  H- + H    H2 + e           σν< >  = 1.8x10-9cm3/s   (8)

H- + H2     H2 + H + e 

 ED반응의 경우 자의 온도가 1eV 이상에서는 수소 음이온 소멸 반응단면 이 

~10-16cm3, 반응율이 ~10-8cm3/s로 매우 높으나 1eV이하에서는 반응율이 낮다. 따라

서 자의 온도가 낮을수록 수소 음이온의 손실을 이는데 유리하다. 

 WL반응은 라즈마 자체에서 유도되는 라즈마 포텐셜이 수소 음이온을 구속하

므로 wall loss에 의한 손실은 자연 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양이온과 성 원자  

분자와 반응 (MN)과 AD에 의해 수소 음이온 손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반응

의 경우 양이온 도와 성원자 수가 감소하면 손실율은 낮출 수 있으나 양이온과 

성 분자의 감소는 수소 음이온 생성에 지배 인 H2(v")도 감소시키므로mA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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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류 인출을 한 음이온원으로 용하기 해서는 일정 이상의 압력이 요구된다. 

통상 인 체  생성 수소 음이온원의 경우 이온빔 수송에 필요한 차등진공을 고려하면 

10mTorr(3.2x1014/cm3)내외에서 운 이 일반 이다.

라. 인출 가능한 수소 음이온 도

수소 음이온 생성반응식(1)  손실 반응식(5),(6),(7),(8)로부터 수소 음이온 도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수소 음이온에 하여 반응평형을 이룰 때 수소 음이온 

도는 

"e DA
H

e MN H AD e ED

N NN
N N N

υ συ
συ συ συ−

< >
=

< > + < > + < >       (9)                        

 

로 근사할 수 있다. [15,19] 여기서 분모의 첫째항의 자 도는 라즈마의 

성 조건에 따라 H+, H2+,H3+ 도의 합이다. 

식(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소 음이온 도는 인출구에서 자 도  진동여기 

분자 H2(v") 의 도가 클수록 증가하며, 생성과 소멸 반응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

데 이러한 반응율과 진동여기 분자의 도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라즈마 내의 

자 온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가속기에서 요구되는 빔 류를 이온원으로부터 인

출하기 해 필요한 수소 음이온원 도를 얻기 해서는 주어진 성 수소 도에서 

라즈마의 자 도와 온도의 제어가 필수 이다. 

2. 자 온도 제어

수소 음이온 생성율을 증가시키고 손실율을 이기 해서는 앞에서 언 된 바와 같

이 라즈마 자온도가 낮으면 유리하지만  DA 반응에 필요한 5이상의 진동여기 상

태를 가지는 H2(v">5)의 생성율을 높이기 해서는 고온의 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소음이온 생성율을 높이기 해서는 고온 자와 온 자를 분리하여 자온도를 제

어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라즈마 내에서 자온도를 제어하기 해서는 라즈마에 장  자

장을 인가한다. 이는 국부 으로 라즈마의 수송 상을 제어하여 자온도를 조 하

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표 인 방법은 표4와 같다. 비교  간

단하고 직 인 방법으로는 라즈마 발생부내에 그리드 극을 두고 바이어싱을 통

해 기장을 인가하는 방법이다. 장을 인가하는 방법은 그리드 자체가 고온 역에서 

생성된 H2(v")가 온 역으로 움직이는데 방해물로 작용하고 불순물 생성 원인이 되

므로 수소 음이온원의 자 온도 제어에는 필터자장과 같은 자기장을 이용하는 간

인 방법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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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어 방법

Alexeff

[21]

보조가열 전극을 이용 에너지가 낮은 열전자들의 방출을 통해 고에너

지 전자와 충돌후 에너지 감소

Mackenzie

[22]

미세한 텅스텐 그리드에  양전압을 인가, 저온 전자 흡수,

상대적 전자 온도 상승 도모

Sato[23] Hollow cathode에 축방향 핀을 넣어 전자 온도 감소

필터자장은 라즈마 발생부의 자온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국부 으로 자온도 

제어가 가능하고 한 이를 통해 라즈마를 수소 음이온원에서 요구되는 H2(v")를 생

성시키는 고온 자 역과 수소 음이온이 생성되는 온 자 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필터자장 인가방향은 이온원 빔인출이 되는 축방향에 해 보통 수직방향(transverse)

으로 인가된다. 필터자장에 의해 자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고온 자가 더 빠른 속

도로 자기장 방향을 따라 외벽쪽으로 손실이 되고, 온 자와 이온의 고온 자에 비

해 상 으로 속도가 느려 많은 양이 필터자장을 극복하고 통과하기 때문이다. 고온

자가 필터자장을 게 통과하는 이유는 Coulomb collision 에 의한 고  확산이론

[20]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자장방향에 수직방향으로 확산되는 확산계수는

2 2

8
3 ( )

e

ce

k TD
m

ν
π ω ν⊥ =

+                 (10)

로  표 된다. 여기서 는 충돌 주 수이다. 온 압 라즈마 ( 자 도 :1011/cm3

이상, 압력 5mTorr이하) 에서는 의 탄성충돌은 Coulomb collision으로 표 될 수 있

다.

3/ 2
e eK n Tν −=                           (11)

여기서 K는 상수이다. 

따라서 충분한 자장이 인가되는 경우( ceω ν )

2

8 1
3

e

ce e

kTD
m T

ν
π ω⊥ = ∝

                (12)

수직방향 확산계수는 식과 같이 근사될 수 있으며 상 으로 많은 양의 온 

자가 자장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확산되며 고온 자는 자기장을 따라 주로 벽으로 

손실되므로 필터 자장을 거친 후 라즈마의 자온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4 자 온도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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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ita[24]
인가된 고주파에 time modulation  상대적 반응속도 느린 이온에 의

해 밀도는 유지, 전자온도는 감소 효과

Kato[25]
Q-machine 플라즈마에 그리드 설치, 음전압 인가, 통과한 양이온에 

의한 ambipolar diffusion

Holmes[26] 필터자장 설치, 이온은 통과,  전자온도 감소

제2  고주  수소 음이온원 설계  제작

1. 수소 음이온원 개요

기술된 바와 같이 수소 음이온 생성  손실이 복잡한 반응에서 수소 음이온을 인

출하기 해서는 극히 제한된 공간내에서 자를 효과  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이를 

해 필터자장을 이용하여 이온원 내의 라즈마 발생부를 자온도에 따라 고온 역

과 온 역으로 분리하 다. 수소 음이온 생성에 요구되는 H2(v")을 생성하는 고온 

자 역의 고온 고 도 라즈마는 고주  유도결합 라즈마를 통해 구 하고 고주

 출력이 라즈마에 효과 으로 달될 수 있도록 라즈마 발생부를 설계하여야 한

다. 고온 자 구속효율을 높이고자 multicusp 자기장 구조를 자장해석을 통해 구 하도

록 한다. 온 자 역은 실제 수소 음이온이 생성되고 인출되는 역이므로 낮은 

자온도를 유지하는데 한 필터자장이 설계되어야 하며 인출부까지 음이온을 수송

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라즈마 극을  (+)바이어싱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이다. 

2. 유도결합 수소 음이온원 설계 

가. 라즈마 발생부 제원 결정 (평 형 유도 결합 라즈마)

(1) 수소 음이온(H-) 도와 라즈마 도

가속기용 수소 음이온원으로 활용되기 해서는 수소 음이온 빔 류는 수십 

mA/cm2수 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충분한 빔 류 도의 인출을 해서는 인

출부 근처의 라즈마 내의 수소 음이온 도는 1010/cm2이상 되어야만 가능하다. 

식 (9)로부터 이온원 라즈마 발생부에서 요구되는 라즈마 도를 기존 필라멘트 

이온원 자료를 기 로 유추할 수 있다.  즉,

 

*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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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N H AD e ED

N NN
N N N

υ σ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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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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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멘트 이온원을 이용한 Bacal의 연구[15]에 따르면 인출부 앞단에서 자 도

(Ne) 3x1011, 수소원자 도(NH) 1.5x1013 , 진동여기 성분자 도(NH2) 1.6x1011 

/cm3 가 유지될때 수소 음이온 (NH-) 1.2x1010 /cm3이 인출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수소 음이온 (NH-) 1010 /cm3이상의 음이온 도가 가능하려면 인출 앞단에

서 자 도는 1011/cm3 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온 자가 생성되는 역(발생부)에서

는 1012/cm3 이상인 고 도 라즈마가 요구된다. 

(2) 라즈마 종류 결정

언 된 바와 같이 류의 가속기용 수소 음이온원의 라즈마 발생부는 고온 고

도 라즈마의 효율  발생이 핵심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1. 고온 고 도 라즈마 (1012/cm3 이상)

2. 장시간 운  가능 (1년이상 내구성)

3. 라즈마 내의 자 온도 제어가 용이

4. 출력 달 효율이 클 것

5. 기타 시스템과 간섭이 없을 것( 를 들어 고주  노이즈)

6. 라즈마 원부와 이온원의 고 압부의 기  연이 용이할 것

   수소 음이온원에서 요구되는 수 의 고 도 라즈마를 발생하기 해서는 직류

(DC), 고주 (RF), 고주 (Microwave) 라즈마가 이용될 수 있다. 서론에서 언 된 

바와 같이 DC 라즈마를 이용한 음이온원은 수명이나 에미턴스 문제로 인해 고 도 

라즈마가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제외하 다. 라즈마 발생 효율이 가장 우수한 라

즈마로는 자기 의 공명을 이용한 고 도 라즈마가 있는데 표 인 것으로 자 

가열 공명(electron cyclotron resonance, ECR), Helicon 라즈마가 있다. 그러나 두 

라즈마는  모두 라즈마 가열부에 자기장이 필요하므로 자온도 제어를 한 필터 

자장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27,28,29] 한편 고주 를 이용한 고 도 라즈마인 유도 

결합 라즈마는 낮은 압력에서 비교  높은 효율로 고 도 라즈마를 만들 수 있으

며, 자온도 제어를 한 자기장의 인가가 용이하다. 

유도 결합 라즈마는 고주  안테나가 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와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Leung에 의해 안테나가 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방식의 고

주  음이온은 이미 개발되어 수십mA 음이온빔 인출이 가능한 수 에 이르러 미국의

NSNS(National Spalation Neutron Source)에 용되고 있다.[30] 최근에는 이온원의 

수명 연장을 하여 안테나와 라즈마 사이에 원통형의 유 체 장벽을 두는 고주  

음이온원이 개발되고 있다.[31] 

한편 그림4은 반도체 공정용 고 도 라즈마 원으로 개발되어 리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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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 형 유도결합 라즈마의 발생 개념도인데, 이를 체  생성이온원에 용하는 

경우 안테나 근처 skin depth 내에서 국부 으로 가열이 이루어지므로 가열 방식만으

로도 고온 자 역과 온 자 역을 분리하기가 쉬워 음이온원용 라즈마 발생

기로서 장 을 가진다. 한 외부안테나를 사용하므로 안테나 수명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의 고려사항을 종합해볼 때 언 된 고 도 라즈마 발생방법  평 형 유도결

합 방식이 장수명 운 이나 자온도 제어가 용이하여 체  생성 수소 음이온원에 가

장 유리하다고 단되어 수소 음이온원의 라즈마 발생부로 결정하 다.

그림 4 평 형 유도 결합 라즈마 가열 원리

나. 라즈마 발생부 설계

(1) Skin depth 계산

유도결합 라즈마는 skin depth내에서 가열이 주로 이루어짐으로 라즈마 발생

부는 skin depth 이상이 되어야 고주  출력 손실을 일수 있다. Skin depth는 압력에 

따라 충돌  무충돌 역으로 나뉘며 주로 이온원의 경우 라즈마 발생부가 

20mTorr이하로 운 되어야 하므로 무충돌 역 가열로 해석[29,32,33]되어야 한다. 

무충돌 역의 Skin depth는 아래과 같이 해석 으로 구할 수 있다. 즉, Skin 

depth는 

1/ 2 1Im pc
ωα κ

δ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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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 되고 여기서 라즈마 dielectric constant는 

2 2

21
( ) (1 / )

pe pe
p

m mj j
ω ω

κ
ω ω ν ω ν ω

= − −
− −           (14)

로 근사된다. 무충돌 역의 가열은 stochastic 가열이 주를 이루어 이때 유효 충

돌 주 수는 
e e

stoc
C υν

δ
=

로 표 된다. 여기서 Ce는 보정상수로 참고문헌[29]을 통해 구

할 수 있었다. 무충돌 역의 Skin depth는 mν 신 stocν 입하여 구하는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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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로 표 되며 anomalous skin depth라 불린다.

라즈마 도에 따른 stochastic 충돌주 수와 고주  입력주 수 13.56MHz롤 이

용하여 skin depth를 계산하면 그림5,6과 같으며,  20mTorr이하의 압력에서 라즈마 

도가 1011/cm3이상일 때 skin depth는 2cm이하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

함 크기는 최소 2cm 이상은 확보되어야 하므로 실험을 한 방 함 크기는 길이 

6cm에 내경 8cm로 결정하 다.  

유도 결합 라즈마의 경우 출력 달[34]은 

21 1 2
2 2

y
abs

eff

J
P J E dv Rlπ δ

σ
= • =∫

          (16)

로  쓸 수 있다. 여기서 흡수된 고주  출력은 표면 임피던스에 비례하며, 표면 임피

던스는

02 1( )
3 3

a
sZ iωμ δ

= +
(17)

로 나타내어 진다.

여기서 skin depth 식으로부터 표면 임피던스가 2/3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즉 

고주  출력 달을 주 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인가 고주  주 수가 클수록 

출력 달이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한 언 한 바와 같이 주 수가 높을수록 skin 

depth도 작아져 소형 이온원에서는 주 수가 클수록 유리하다.

 일반 으로 고주  이온원의 경우 2MHz 역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는 고 압 이온

원에 고주  출력을 달하기 해 코어형 연변압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변압기의 코어가 주 수 10MHz이상에서는 효율이 격히 떨어져 라즈마로의 

고주  달 효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MHz근처의 주 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주 수 제한은 안테나가 라즈마 발생부 외부에 치하면 해결될 수 있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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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연유지를 해 이온원과 안테나를 일정거리를 두고 운 할 경우 출력 연 변

압기는 필요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안테나를 사용하는 유도결합방식을 채택하 으므로 10MHz 이

상으로 운 이 가능하다. 실험을 한 고주  주 수는 상용으로 비교  쉽게 구입이 

용이한 13.56MHz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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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라즈마 도에 따른 stochastic 충돌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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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라즈마 도에 따른 skin depth

(2)차등진공계산

가속기에서 이온원은 라즈마 발생을 해 성기체가 공 되므로 체 가속기 

시스템으로보면 진공부로 성기체가 새어 들어가는 진공 설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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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단과 이온원 사이에 용량 고진공 펌 가 치하게 된다. 특히 체 생성형 이온원

의 경우 충분한 류 도를 얻기 해서는 표면생성방식에 비해 라즈마 발생부에 비

교  높은 기체압력  출력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 경우 수소 음이온과 함께 많은 

자가 인출되어 극간 아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빔인출부  빔 진단부에 높

은 진공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라즈마 발생부와 가속단 사이의 차등진공의 

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크 발생의 방지와 함께 차등진공이 요한 다른 이유는 빔수송부에서의 빔손실

이 있는데, 이온원 운 압력이 높으면 인출부와 가속부의 압력도 높아지게 되며, 따라

서 가속되는 음이온이 성입자와 충돌하여 하를 잃게되어 빔 류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한 스트리핑에 의해 생성된 자유 자는 가속되면서 극에 충돌하여 극의 

열부하로 작용한다.  음이온과 동시에 인출되는 자는 인출부의 한 설계에 의

하여 부분 제거되지만 가속 역으로 새어나오는 일부 자는 가속효율을 하시킨

다. 

인출된 수소음이온빔의 성입자에 의한 빔손실[35]은 

H- +  X    H  +  X  +  e      ( -10 )              (18)

            H+  +  X  +  2e     ( -11 )

            (-10 +  2-11   ~10 -15 cm2)

두 반응에 의해 주로 이루지고, 결과 으로 빔라인으로 수송된 빔 류는 

     10 11[ ( 2 ) ]oI I e xp n Lσ σ− −− +                       (19)

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50cm의 거리를 수소 음이옴빔이 진행할 때 10-5Torr에서 3%이내, 106 

Torr에서 1%이내의 빔 류 손실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104 Torr에서 15%수

으로 빔 류 손실이 크게 증가하므로 빔진단을 한 이온빔 수송 역은 10-5Torr이

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온 고 도 라즈마 발생을 해서는 라즈마 발생

부의 압력은 수 mTorr에서 수십 mTorr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극단 인 차등진공이 

요구된다. 

라즈마 발생부 압력을 결정하기 해 차등진공 기 계산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우선 컨덕턴스 계산[36]을 통해서 통상 인 운  조건에서 기체의 유동이 성류

(continuum flow)인지 분자류인지(molecular flow)인지 결정해야한다. 의 두가지 유

동을 구분하는 것이 Knudsen's number Kn이다. Kn은 (평균자유행정)/De(유효지름)으

로 정의된다. 성단계에서는 Kn<0.01이고 분자화 단계에서는 Kn>1에 도달한다. 수소 

분자의 경우 10-6 torr에서 평균자유행정이 88m이고 10-3torr에서는 8.8cm이므로 홀의 

지름 1mm에 비해서 매우 큰 값을 가지므로 분자류로 단할 수 있다. 

라즈마 발생부의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빔인출부의 압력을 P2, 컨덕턴스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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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인출부에서의 펌핑 속도를 S2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

2
2

1 P
C
SP ≈

                (20)

따라서 빔이 인출되는 홀의 컨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으면 라즈마 발생부에서의 

압력을 추정할 수 있다. 

빔의 인출구는 길이가 1mm, 지름이 1.5mm인 도 으로 볼 수 있다. 빔 인출 홀 하

나의 컨덕턴스를 C이라고 하면 C는 이 도 의 오리피스(orifice) 에서의 컨덕턴스 C0와 

도  자체의 컨덕턴스 CP가 직렬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0

0

CC
CC

C
p

p

+
=′

이

고 C= C 이다.

분자류에서 오리피스의 컨덕턴스는 다음식으로 표 된다. 

M
Td

M
Ta

M
TAC 22

0 57.283.114378.36 ===
   (21)

여기서 A는 오리피스의 면 , a와 d는 오리피스의 반지름  지름, T는  온도

이고 M은 분자량이다. 의 홀 사이즈  상온을 고려하면 오리피스의 컨덕턴스 C0는 

0.000346m3/sec 이다. 도 의 컨덕턴스는 단면이 원형인 도 의 경우 통과확률(입구에 

입사된 분자들  도 의 존재로 인해 얼마나 방해를 받아서 어느 비율만큼 도 을 통

과할까에 한 확률 transmission probability)에 한 여러 근사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L/a의 함수로 나타나는 이 식들 에 유명한 것으로 버먼(Berman)의 것과 

클라우징(Clausing)의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본 인출 홀의 경우 =0.66인데 통과 확률

은 버먼의 식으로 계산한 것과 클라우징의 식으로 계산한 것이 거의 비슷하고 0.76근

처이다. 통과확률 W는 오리피스와 도  자체를 고려한 컨덕턴스 C과 오리피스의 컨덕

턴스 C0와 W= C/ C0의 계가 있고, C0의 값은 에서 계산하여 알고 있으므로 이로

부터 C이 0.00026m3/sec된다. 

고주  유도 라즈마 발생부에서의 형 인 압력 P1은 10mTorr 이고 빔 인출부

에서의 진공배기 속도 S2가 2000 l/sec이라면 인출부에서의 압력 P2가 5x10-6 Torr가 

됨을 알수 있다. 이때 빔손실은 약 2 %이내가 되므로 빔인출 실험에 한 조건이다. 

따라서 인출구가 길이가 1mm, 지름이 3mm일 때 라즈마 발생부  빔 측정부

의 수소 음이온원 빔인출실험에 진공배기는 2000 l/sec이상이 요구된다. 

(3) Multicusp 자장 계산

고주  유도 결합 라즈마에서 고온 고 도 라즈마를 얻기 해서는 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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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 주 의 Multicusp 자장 형성이 매우 요하다. 라즈마 챔버 주 에 원주방향으

로 Multicusp 자장을 형성하면 라즈마 챔버 경계면 에서 연체와 인출 역 이외

의 부분에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고 심부에는 자기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소자장 구조를 갖추게 되어 고 도의 라즈마를 안정 으로 가두어 둘 수가 있다. 

Multicusp 자장의 형성을 해서는 반  극성의 막  자석들을 인 하게 배치하여 full 

line cusp 형태의 자장 구조를 형성하 다.[29] 

Multicusp를 구성하는 구자석으로 잔류자기 Br과 coercivity Hci가 큰 물질이 바

람직하다. 보통 자석의 특성은 자석에 장된 최 에 지를 표시하는 BHmax 값에 의

해 표시된다. NdFeB가 일반 으로 보다 큰 Bhmax 값을 가지고 있어서 리 쓰이며, 

SmCo는 보다 높은 Curie온도를 지니고 있어서 고온에서 동작이 요구될 때 유리하다. 

본 수소 음이온원은 냉각채 이 따로 있으므로 SmCo에 비해 가격이 렴하고 비교  

쉽게 구할 수 있는NdFeB자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라즈마 발생부 Multicusp자장은 POISSON code[37]를 사용하여 계산하 으며 자

장의 분포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7와 같이 이온원의 단면에 한 등자력포텐셜 분포로

서 제시되었다. 내경 8cm인 원통형 라즈마 발생부 주 에 수냉을 고려하여 외경

10cm에 표면 자장 2.1kG인 30mmx10mmx5mm 크기의 구 자석 16개를 배치하여 

line cusp를 형성하 을 때 자장 분포를  계산하 다. 그림8에서 보듯이 반경 2cm이내

에서 field free 역이 존재하고 밖으로 갈수록 자장이 커지는 최소자기장 구조를 이루

고 있어 고 도 라즈마의 안정 인 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그림 7 Multicusp 자장 분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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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adial 방향 자장 세기( :R1,아래:R2)

(4)필터 자장 계산

자기 필터에는 구자석을 집어넣은 을 라즈마 극 앞에 설치하는 형 필터

(rod filter)와 구자석  자석을 발생부 외벽에 설치한 외부자기 필터(external 

filter)[38], 그리고 라즈마 극에 직류 류를 흘려서 얻는 PG(plasma grid)필터 방식

이 있다. 

형 필터(rod filter)는 내의 자석 배치와  사이 간격을 조 하여 자장을 좁은 

역에 국부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라즈마 방  역에 자장이 향을 미

치는 것을 일 수 있다. 단 으로는  자체가 라즈마 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을 



- 399 -

통한 라즈마 손실이 증가된다.  이 라즈마 극 바로 에 있어서 고에 지 

자 흐름에 한 장해물로 작용하여 투과 효율이 낮다. 

외부 자기 필터(external filter)는 Frankfurt 학[39]의 필라멘트 음이온원에 사용되

는 방법으로 라즈마 극면 에 장해물이 없어 여기분자 등의 투과 효율이 증가하

며, 방 챔버의 자장배치와 외부필터의 자장을 조합시킨 효과 인 cusp 구성이 가능하

여 라즈마 손실 역이 어든다. 단 으로는 인출 역까지 필터 자장이 향을 미치

기 때문에 이온빔의 편향이 일어나며, 고온 라즈마 발생부에도 향을 미쳐 방  안

정화에 해가 될수 있다.

PG 필터는 NBI등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장 균일한 세기의 자장을 얻을 수 있

고 라즈마의 투과 효율도 우수한 장 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류를 흘려야 되고 

이에 필요한 원이나 feedthrough 들에 의해 장치가 복잡해지는 단 을 지니기때문에 

가속기용 음이온원의 경우에는 부 합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빔편향 등의 단 이 있지만 필터 자장세기에 따른 라즈마 변수  

수소음이온 빔 류에 향을 보고자 비교  필터자장 세기조 이 용이한 외부자기 필

터 방식을 채택하 다. 특히 인출 역에 존재하는 자장이 인출 자빔 류을 일 수 

있으므로 인출부에서 자빔에 한 자장 효과에 한 실험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정확한 필터자장 계산을 해서는 multicusp자장까지 고려된 3차원 계산이 요구되나 

챔버의 앙부 반경 2cm 이내에서는 multicusp자장 향이 없으므로 2차원으로 가정

하고 계산하 다. 그림9은 계산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자석 류 1A에서도 

필터자장은 최  150G 부근까지 조 이 가능하므로 상되는 고온 자를 충분히 제어

할 수 있는 수 으로 단된다. 

고온 라즈마 발생 역에 향을 이기 해 자석 두께를 5mm로 국소화하고자 

하 으며 필터 자석 사이거리는 6cm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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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필터 자장 치  계산된 자장 세기 

다. 빔 인출 시스템 설계 

 다른 형태의 이온원과 마찬가지로 라즈마로부터 이온을 끌어내는 인출부 설계는 

수소 음이온 빔의 성능을 좌우한다. 이온빔의 인출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라즈마 

특성, 인출 압의 세기, 인출 극면의 형태, 인출 극거리, 등이 있다. 일반 인 양이온

원 형태는 용되는 경계조건을 결정하는 장의 분포, 라즈마 이온의 국부  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음이온원의 경우에는 자도 음이온과 함께 인출  가속

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7]

그림9에서 보듯이 양성자 이온원의 경우는 비교  간단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주로 3 극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극P1과 P2 사이의 인출 차에 의해 양성

자를 인출하고 역류하는 자를 억제하기 해 P2에 음 를 인가한다. 반면 수소 음

이온원은 역류하는 자가 없으므로 2 극 시스템으로도 수소 음이온을 인출할 수 있

다. 다만 가속단에 수소 음이온빔을 입사시키기 해서는 수소 음이온과 함께 인출되

는 고속 자를 덤 시켜야 하므로 별도의 고속 자 덤  시스템이 요구된다. 한 고

속 자 덤 는 자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자장은 수소 음이온빔에 편향을 가져와서 

빔수송시에 편향으로 보정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요구된다.  

 인출되는 수소 음이온 류 도는 자원  양이온원에서 용되는 (22)과 같이 

인출 , 즉 공간 하 제한조건에서 Child-Langmuir식에 의해 제한 받는다. 

 

3/2
0

c 2
i

4ε 2q Uj
9 m d

=
            (22)

여기서 q는 이온 하, mi는 이온질량, U는 인가 압, d는 인출 극간 거리를 나타

낸다. 인가 압이 높거나 극간 거리가 짧을수록 인출 류는 증가하나 인가 압은 

시스템 연문제를 야기하고 극간 거리도 어들면 인출 극에서 아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인출 압이 정해질 때 아크없이 운 될 수 있는 극간 

최소 거리는 다음 경험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2 3/2
mind [mm] 1.41 10 [kV]U−≥ ×               (23)

그러나 극간 아크는 실제 인출 극 구조나 압력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음이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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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출되는 자가 아크를 유발하므로 극간 거리는  식에서 구한 값보다는 충

분히 여유를 두어야 한다. 10kV로 이온빔을 인출할 때 최소 극간 거리가 약 0.5mm

이지만 수십에서 수백mA의 빔 류로 인출되는 자로 인한 아크를 방지하고자 본 실

험에서는 N1과 N2사이에 극간 거리를 5mm로 충분한 여유를 두었다.

빔인출 류는 인출 압, 도, 온도에 한 정보만으로 해석 으로 계산이 가능하

나 빔 로 일 계산은 공간 하  공간 하 보상 문제로 인해 산 모사를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하다. 이온빔 인출 계산을 한 상용 산 모사 코드로 2차원 IGUN, 

PBGUN과 3차원 KOBRA 등이 있으며 자빔 인출 로그램이긴 하나 Sputter형 이

온원처럼 고정된 인출면인 경우 자 인출 모사 코드인 EGUN으로도 계산이 가능하

다. 의 이온  자빔 인출 산 코드에서 공간 하에 의한 빔 로 일 즉 빔 궤

도 추  계산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인출하고자하는 이온의 하 이나 자에 의해 인출

면의 모델링에 따라 산 모사 코드가 구별된다. 수소 음이온원의 경우 음하 이므로 

양이온, 음이온, 자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인출면 모델링은 더욱 복잡해진다. 음이

온 인출면 근사를 해 PBGUN  KOBRA는 poisson식에 음이온까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BGUN코드[40]를 이용하 으며 수소 음이온빔 인출 모사 결과는 

그림3-8과 같다. 라즈마 극  지 극의 인출구 크기는 내경 3mm, 4mm로 놓고 

계산하 으며 자 빔 덤  자장에 의한 수소음이온 빔 편향 효과를 보기 해 자장을 

300G로 놓고 계산하 다. 그림10에서  보듯이 수소 음이온빔 편향이 거의 없이 빔인출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즈마 극은 바이어싱 효과를 보기 해 라즈마 발생부와 연하 다. 음의 

고 압은 라즈마 발생부에 인가되고 라즈마 극은 음의 고 압에 해 상 인 

를 띄게 되어 라즈마내의 하 입자에 향을 주게 된다. 라즈마 극의 인출

구 크기가 3mm로 작은 이유는 인출 자빔 류가 높을 것으로 단되어 라즈마 

극 크기를 임으로서 인출 실험시에 원장치의 제한 내에서 운 하고자 하 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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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양성자 이온원과 수소 음이온원 비교

그림 10 수소 음이온 인출을 한 PBGUN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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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출력 Tmax[K] Tmin[K]

1kW 374 355

2kW 448 411

3kW 522 467

라. 라즈마 발생부 열 해석

이온원의 수명을 늘리는데 있어서 안테나 문제를 제외하고 요한 부분은 라즈

마 발생부에서의 열문제인데, 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냉각이 어려운 고주  달 

시창구이다. 특히 본 실험 장치에서는 고온에 약한 O-ring으로 시창구의 진공을 유지

하게 되어 있어 열문제는 더욱 요하다. 재 쉽게 구할 수 있는 Viton O-ring의 경

우 보증 온도가 200oC 정도 이므로 O-ring 근처의 온도 측을 한 계산이 요구된다.

시창구 근처 온도를 계산을 해 ANSYS코드를 이용하 으며 입력 열원 은 라즈

마와 되어 있는 원 형 방사선원(radiation source)으로 가정하 다. 체 에서 생성

되는 출력이 내경 8cm 시창구면으로 달되고 이에 따른 시창구 온도 분포를 계산하

다.  표6에서 보듯이 출력이 2kW까지는 최 온도도 200oC이하로 유지됨을 볼 수 있

다. 3kW의 경우도 그림3-8에서 보듯이 O-ring근처에서는 200oC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3kW이내에서는 이온원 운 이 가능하리라 상된다.(그림11) 고주  달 시창구 재료

는 진공 특성, 기  특성 뿐만 아니라 열  특성도 최소 300oC이상 견디는 재료이여

야 한다. 한 시창구는 고온 라즈마와 직  하고 있으므로 라즈마에 의한 안정

성도 확보된 재료를 사용해야만 한다. 라즈마 발생부에 쓸수 있는 재료는 세라믹 계

열로 극히 제한되고 알루미나(Al2O3), 쿼츠(SiO2, Fused silica), Boron nitride(BN), 

Silicon nitride(Si3N4), 지르코니아( ZrO2), 등이 이용될 수 있다.  각 재료에 한 열  

기  특성[41]를 표7에 나타내었다. 최  내열온도는 쿼츠만 제외하고 1500oK 이상

의 고열에 용될 수 있는 우수한 재료들이다. 본 실험에서는 고온재료  상 으로 

가격이 렴한 알루미나, 는 시창구 온도가 600oK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내열 온도는 

상 으로 낮으나 열팽창 계수가 작으며 열충격에 잘 견디는 쿼츠를 시창구로 사용하

다. 

표 6 고주  출력에 따른 시창구의 최   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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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최대온도

(K)

열팽창 계수

(10-6)

열전도도

(W/mK)

열충격

(K)

전기 전도도

(/mΩ)

금속

쿼츠

알루미나

BN 

Si3N4

ZrO2

SiC

1200

1350

2200

1800

1700

2600

1650

2

0.6

8

5

3

10

5

1000

3

5

1

17

2

50

300

1000

10

50

200

50

100

1

10-6

10-6

10-13

10-9

10-5

10-3

표 7 진공 연체 열  기  특성

그림 11 ANSYS를 이용한 시창구 온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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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장치 제작

가. 라즈마 발생부  인출시스템 

실험을 해 설계  제작된 음이온원 개략도와 사진은 그림12,13과 같다. 본 수소 

음이온원 연구에 도입된 평 형 유도결합 라즈마는 안테나가 외부에 치하므로 안

테나 수명문제는 없앨 수 있으나 역류하는 양이온의 bombardment는 여 하므로 고주

 달 시창구용 연체는 가격이 렴하고 진공특성이나 연  열  특성도 비교

 좋은 두꺼운 알루미나  쿼츠를 선택하 다. 연체는 고 압인 이온원과 지부

인 안테나 사이의 아크 방지를 해 두께 8mm이상, 외경 160mm를 사용하 다. 

Multicusp 자장용 구자석의 과열보호를 해 진공 챔버는 2 벽으로 하고 양쪽벽 

사이에 냉각수를 흘리는 방식을 채택하 다. 사용된 NdFeB 구자석은 

30mmx10mmx5mm 규격으로 2차벽(외경100mm) 둘 로 16개를 극성을 교 로 배치하

다. Multicusp 자장을 형성하는 구자석을 한 층씩 3층까지 쌓아서 Multicusp 자장

의 세기를 바꾸어 가며 라즈마  음이온빔 특성을 볼 수 있도록 하 다. 구자석

을 조립한 후 gauss meter로 자장을 측정하 을 때 측정값과 계산값의 자장세기 차이

는 있었으나 측정치에서도 내경4cm 이내에서 field free 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석 

층수에 따른 표면자장세기는 한 층일때 2.1kG, 두 층으로 쌓았을 때 3.2kG, 세 층일 때

는 3.8kG로 측정되었다.  라즈마 발생부에는 기체 공  포트와 진단용 포트를 설치

하 다. 기체 주입의 치 의존성, 특히 첨가하는 불활성 기체 치 의존성을 보고자 

하 으며 이를 해 고주 가 달되는 고온 자 역  온 자 역인 필터자장 뒷

단에 각각 기체 공  포트를 확보하 다. 아울러 두 역에서의 라즈마 특성진단을 

해 여러 개의 진단포트를 설치하여  방출  단일 탐침 진단용으로 사용하 다. 

그림 12 평 형 유도 결합 수소 음이온원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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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소 음이온원 라즈마 발생부와 필터 자석 사진

나. 고주  원  임피던스 정합 시스템

유도 결합 라즈마는 고주 에 의해 발생되므로 한 고주  원  임피던스 

정합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기에는 방송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라즈마 장비

에 리 이용되고 있는 주 수인 13.56Mhz (5kW, dressler) 를 음이온원 라즈마 발

생 원으로 사용하 다. 고주  원 출력은 teflon 연 50?동축 이블을 통해 임피던

스 정합시스템을 거쳐 안테나에 공 된다. 이미 라즈마 방  기  실험을 통해서 확

인한 바와 같이 multi-turn안테나 사용시 보다 효율 인 라즈마를 획득할 수 있었으

므로 음이온원에서도 multi-turn안테나 (4mm 지름의 동  2.5 turn)를 사용하 다.[42] 

안테나를 포함하는 load 임피던스가 고주  원의 출력단의 임피던스 50?과 같을 

때 고주  출력이 가장 효율 으로 달될 수 있으므로 낮은 항과 높은 인덕턴스를 

가지는 안테나와 같은 유도성 부하에는 축 형 임피던스 정합 시스템을 연결시켜 출력

단의 임피던스에 맞추어 주어야 하므로 L-Type Network[43,44]를 사용한다. (그림14) 

L-Type Network은 고주  원의 주 수에 따라 표 형(Standard Type)과 변환형

(Alternative Type)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으나 일반 으로 상 으로 낮은 주 수인 

13.56MHz에서는 상용 가변 축 기(10～1500pF)를 변환형에 사용하는 것이 합하므로 

변환형 임피던스 정합을 선택하여 제작하 다.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 시스템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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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출력에서도 운 할 수 있도록 수냉 시스템을 설치하 고 연결 라인은 기 도도

를 좋게 하기 하여 모두 은도  처리를 하 다. 임피던스 정합함은 지 로 고

주  원과 같은 에서 가동하도록 안테나와 라즈마 챔버 사이를 연하여 고주

 원부에 연 변압기(Isolation Transformer)를 설치하지 않고 운 하여 안정된 고

주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 다. 

먼  임피던스 정합 시스템의 정합 범 를 결정하기 해 사용된 안테나의 인덕턴스

를 계산[45]하 다. Spiral형태의 안테나의 경우 아래식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Ls = 0.001N2aP

여기서 a 는 평균 반경, N는 안테나 턴수, P는 안테나 간격와 안테나 두께

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이다. a = 3cm, c=0.4cm, N=2.5, c/2a로부터 참고문헌[26]로부터 

구한 P= 22.6으로부터 인덕턴스를 구하 다.

계산된 인덕턴스 423nH 으나 안테나를 제작 후 임피던스 분석기(HP4194)로 측정

한 인덕턴스는  800nH로 거의 두배 값을 보 다. 이는 계산시에는 Spiral 안테나만 고

려하 으나 실제 제작된 안테나는 임피던스 정합함과 거리로 인한 안테나 양단 인덕턴

스가 포함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15은 측정된 인덕턴스 값을 기 로 Pspice 계산했을 때 결과를 보여 다. 

항값은 라즈마에 의해 결정되나 략 수 ohm 이내에서 결정되므로 직렬 축 기(CL)

과 병렬 축 기(CT) 모두 200pF이내로 들어옴을 알 수있다. 그림16은 제작된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함 사진이다.

13.56MHz
5kW

CL

CT

Antenna

그림 14 변환형 임피던스 정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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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spice 계산결과

그림 16 제작된 안테나  임피던스 정합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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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압  연 시스템

이온빔 인출을 해 라즈마 발생부  라즈마 극에 (-)의 고 압이 인가되

므로 이온원과 임피던스 정합함과의 연이 요구된다. 임피던스 정합함과는 MC Nylon

을, 지 극과는 Teflon을 사용하여 연하 고 각각 150, 58㎜의 두께로 설계하여 

충분히 연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 

빔인출시 사용한 고 압 원은 +/- 20kV 125mA(DEL사) 을 이용하여 인출 

자빔 류가 100mA에서도 안정된 운 이 가능도록 하 다. 고 압  연 시스템 개

략도는 그림17과 같다. 한 라즈마 극 바이어싱  유량조 을 해서는 바이어

싱 원  유량조  원이 이온원 에서 운 되어야 하므로 연 변압기를 통해 

바이어싱 원  유량조  원에 입력 원을 공 하 다.

본 실험 장치에서 고주  차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고 압 련 부분이다.  이

는 고 압  라즈마 극 바이어싱 원이 고주 로 발생된 라즈마와 하고 

있기 때문이며 별도의 고주  필터회로 없이 운 했을 때 원 고장의 요인이 된다. 

원으로 들어오는 고주  차폐를 해  높은 임피던스의 고주  choke를 고 압  

바이어싱 원 출력단에 설치하여 원으로 고주  유입을 최 한 억제하고 낮은 임피

던스의 고주  우회 축 기를 지쪽으로 연결하여 고주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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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고 압  고주  필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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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유량

(sccm)랼

발생부 압력

(10-3 torr)

빔진단부 압력

(10-6 torr)

2.0

2.1

2.2

2.3

2.4

2.5

4.1

4.7

5.3

6.0

6.9

7.4

5.8

6.4

7.6

8.2

8.7

9.2

라. 진공  유량 조 계

이온빔 측정을 한 진공함은 표 규격인 8?CF(내경 150mm)로 결정하 으며 

라즈마 진단과 투시창을 하여 2.75?CF 포트를 함 측면에 부착하 다. 유도결합 라

즈마 고주  출력 달 시창구는 O-ring으로 Sealing을 하 다. 진공 펌핑을 해 

600l/min의 펌핑 속도를 가지는 Rotary Pump(우성진공)를 사용하 고 고진공 펌핑을 

해 2000l/s의 펌핑 속도를 가지는 CTI-Cryogenics사의 Cryo-Torr 8F 크라이오 펌

를 사용하 다. 인출부 후반부의 진공도를 유지하기 해 기  압력은 1×10-6 torr 이

하로 유지하 으며 라즈마 발생부와 빔인출부가 차등 진공이 되도록 하 다. 크라이

오 펌 의 경우 헬륨 진공 배기가 어려워 헬륨첨가 실험시에는 300l/s 터보 펌

(Seikoseiki, 300s)를 추가로 부착하여 진공을 유지하 다.

진공도를 측정하기 한 진공계는 진공 계측을 해 Varian사의 Type 0531 TC 

Gauge  MKS사의 627 Capacitance manometer를, 고진공 계측을 해 Varian사의 

Type 572 Ionization Gauge를 사용하 다. 

수소 라즈마 발생  비활성 기체 첨가 효과를 보기 한 성 기체 공 은 유

량 조 기(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조 하여 원하는 압력에서 방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수소 유량 조 기는 수소30sccm, 비활성 기체 조 기는 

알곤 5sccm용을 사용하 으며 알곤  헬륨 첨가 실험시에는 알곤 유량조 기를 비활

성기체/수소의 압력비의 실험조건확보를 해 압력 보정을 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표8은 수소 유량에 따른 라즈마 발생부  빔 진단부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이

다. 압력 측정 결과는 차등진공 계산과 차이는 있으나 유량 3sccm에서 라즈마 발생

부에서는 고 도 라즈마 발생에 한 10mTorr, 빔 측정부에서는1x10-5 torr를 보

이고 있으므로 빔 손실은 3%이내가 되리라 상된다. 따라서 유량3sccm 근처에서 수

소 음이온빔 빔인출 실험을 수행하 다.

표 8 차등 진공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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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라즈마  이온빔 측정계

빔 류 측정계

수소 음이온빔 류 측정을 해 덤  자석과 faraday cup을 이용하 다.  인출 

뒷단에 고속 자 덤핑 자석을 두어 인가된 자장에 의해 고속 자를 덤 시키고 

faraday cup에 의해 수소 음이온이 측정된다. 수소 음이온 빔 진단 시스템 개략도와 

제작된 사진은 그림18,19과 같다.  

인가자장의 세기가 80G이내일 때 10kV 자의 gryoradius가 2-3cm로 효율 으로 

제거되고 인출 음이온에는 향이 으리라 기 되어 고속 자 덤 자장은 80G로 결

정하 다. 

인출된 음이온이 류측정기에 모니터링될 때 수소 음이온빔의 경우 이차 자를 

발생시키므로 측정치에 오차를 가져온다. 보다 정 한 측정을 해서는 이차 자제어

가 필요하고 이를 해 faraday cup에 별도의 자장(60G이내)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이

차 자를 faraday cup내부에 구속하고 background 자의 유입을 억제하여 빔 류 측

정의 정확도를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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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자 빔덤프

고속 전자
빔덤프 전자석

Faraday cup

e

H-

그림 18빔진단계 개략도 

그림 19 빔진단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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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음이온 인출을 한 고주  라즈마 변수 제어 기법 연구 

1. 고주  인가 역에서의 라즈마 변수제어와 빔 인출 특성

수소 음이온 생성의 첫 번째 단계는 라즈마 발생부에 충분한 진동여기 수소분자

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고온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주  인가 

역에서 수소 음이온을 충분히 생성하려면 진동 여기 분자 생성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는 수소분자와 함께 고온 자 도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 따라서 인출 역과 달리 

라즈마를 형성하고 고주  에 지 달을 통하여 가열하는 고주  인가 역에서는 

높은 라즈마 도  온도의 유지가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가.  고주  출력

고주  출력에 따른 라즈마 온도  도의 증가는 그림20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음이온 빔 류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때 실험 조건은 필터 자장 100Gauss, 유량 

2.3sccm, 인출 압 5kV이다. 고주  출력을 1kW에서 2.3kW로 변화시켜가며 음이온빔

을 측정한 결과 수소 음이온 빔 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고주  출력을 높이면 고온 자 역(발생부)에서 자 온도  도가 올라가 빔

류가 증가하는 것은 측되는 결과이나, 라즈마 변수에 따른 정량 인 빔 류 

향을 찰하고자 고주  출력에 따른 라즈마 도  온도의 변화를 고주  보상 탐

침으로 측정하 다. 그림21은 라즈마 발생부의 고주  출력에 따른 라즈마 도 

 온도를 측정한 그래 이다. 실험은 유량 2.3sccm(발생부 압력 6mTorr)에서 수행되

었으며, 탐침을 이용하여 발생부가 아닌 인출 역에서 측정하 으나 필터자장을 인가

하지 않았으므로 라즈마 가열부인 고온 역의 라즈마 도  온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값이다. 그림2에서 보듯이 고주  출력의 증가에 따라 라즈마의 온도보다는 

도의 증가가 하게 나타난다. 

 고주  출력 2.3kW일때 음이온 빔 류가 0.19mA이고 이때 발생된 수소 라즈마

는 1.2x1011/cm3수 으로 라즈마 도에 비하여 음이온 빔 류가 낮다.

실험결과로부터 증가율로만 비교해 보면 빔 류에 라즈마 도 기여가 휠씬 지

배 이다. 수소 음이온 생성 측면에서 라즈마 도는 고온  온 자 역에서 

수소 음이온 생성에 기여하므로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고온 자 역의 

자 온도는 수소 음이온 인출시 수소 음이온 생성에는 기여하지만 라즈마 도의 경

우와 달리 높은 자온도는 충돌에 의한 음이온 손실에 기여하므로 자 온도가 증가

함으로서 진동여기분자가 생성되어 음이온 빔 류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고주  출력에 따라 상 으로 빔 류가 선형 으로 증가하므로 고주  출력은 

라즈마 챔버의 냉각 능력과 연 시창구의 온도 제한 이내의 범 에서 개스 유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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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조 하여 라즈마의 온도 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수소음이온원의 운 변

수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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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고주파 출력에 따른 

수소음이온 빔전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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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고주파 출력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 및 전자온도 변화

   

나. 개스 유량( 라즈마 발생부 성기체 압력)

체  생성 음이온원에서는 진동여기된 성기체로부터 음이온을 생성시키므로 

라즈마 발생부의 성기체 압력을 조 하는 유량은 이온원에서 요한 운 변수 에 

하나이다. 고주  출력은 1.3kW, 필터자장 100G를 사용하 을 때 유량에 따른 빔 류 

특성은  그림22과 같다. 이온원에 공 하는 수소 유량을 2.0sccm에서 3.0sccm으로 증

가시켰을 때 인출 자 빔 류는 유량에 따라 지속 으로 감소하나 음이온 빔 류는 

최 유량이 존재함을 알수 있다.

2.3sccm 이상에서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림23에서 보듯이 인출부의 라즈마 

도는 증가하지만 고온 역까지 자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진동여기된 분자는 감소하고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출부에서 성기체가 많아져 수소 음이온과 성기체 충돌에 

의한 손실율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출부에 수소 음이온 도가 감소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2.3sccm(6mtorr)이하에서는 유량이 감소할수록인출부 근처에서 4eV 이상으로 자 

온도는 매우 높아지며 라즈마 도는 낮아진다. 비록 라즈마 가열 역에서 자 

온도 증가로 인해 진동여기분자는 증가하나 수소 음이온 생성에 필요한 DA반응도 

을 뿐만 아니라 자에 의한 스트리핑이 격히 커지므로 수소 음이온 빔 류가 낮아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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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량에 따른 전자 및 수소 

음이온 빔전류 변화

2.0 2.2 2.4 2.6 2.8 3.0
0

2

4

6

8
 Te_0G
 Te_95G

Mass flow(sccm)

E
le

ct
ro

n 
te

m
pe

ra
tu

re
(e

V)

0

1

2

3

 Ni_0G
 Ni_95G

Pl
as

m
a 

de
ns

ity
(1

011
/c

m
3 )

그림 23 유량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 

및 온도 변화

다. 불활성 기체 첨가

수소 음이온 인출 빔 류를 높이기 해 음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종의 성

기체를 첨가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수소 음이온원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첨가 

기체는 세슘(Cs)으로 양이온과 하 교환을 통해 수소 음이온 도를 격히 올리는 효

과가 있다. 체 생성 이온원에 표면생성 원리를 일부 채용한 것이로 기존 표면생성 이

온원의 불순물 문제는 여 히 존재한다. 

 다른 방법으로 불활성 기체를 첨가하는 방법이 80년  반에 Leung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이나 연구결과는 필라멘트형 이온원에 한

정되었다.  Leung과 Bacal은 수소 음이온원에 불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자 도가 

격히 올라가 수소 음이온 생성율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Curran은 알곤 이외에 

다른 불활성 개스 첨가의 경우와 비교하여 알곤이 특별히 수소 음이온 빔 증가에 기여

함에 주목하여 알곤을 첨가할 경우 여기된 알곤과 수소분자의 공명에 의한 효과 인 

진동여기 분자 생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온원에서 첨가 기체는 빔순도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 내에서 첨가되어야 한다. 수소 음이온원에 알곤이나 헬륨을 첨가할 경우에는 

빔 순도에 향은 없어 빔성능 개선 효과만 검증된다면 이온원에 용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알곤 음이온(Ar-)의 존재 확률은 거의 없으며 헬륨음이온(He-) 이온은 미량 존

재할 수 있으나 헬률의 경우 electron affinity가 매우 낮아(0.08eV) 라즈마 내에서는 

음이온 형태로 거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 결합 라즈마를 이용한 수소 음이온원에 알곤  헬륨 첨가

할 경우 빔 류  라즈마 변수의 변화를 찰하고 반응원리를 이해하고자 하 다. 

특히 불활성 개스 주입구의 치를 변화시켜서 앞서 논의된 알곤 첨가로 인한 수소 음

이온 빔 증가의 기작을 규명하고자 한다.

빔인출 실험은 수소  헬륨  알곤 비에 따른 음이온 빔 류를 측정하여 라즈

마 변수의 변화와의 상 계를 살펴보면서 아울러 첨가되는 치를 달리하여 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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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변수의 변화보다는 불활성 기체와 수소 분자와의 반응 정도를 변화시키면서 그 

향을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앞서 언 한 것 처럼 불활성 기체 주입 치를 라즈

마 가열 역인 고온 자 역과 인출 역인 온 자 역에 두어 각각이 빔 류 특

성을 비교하 다. 

알곤  헬륨 첨가 기체 종류 의존성

알곤을 첨가했을 때는 인출된 수소 음이온 빔 류가 증가하나 헬륨의 경우는 그림

5,6에서 보듯이 계속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알곤에 의해 빔 류는 약 30%정도 향상됨

을 볼수 있다.

빔특성 상 이해를 해 라즈마 도와 온도를 측정하 다. 그림24,25에서 보듯

이 두 기체 모두 비율이 증가할수록 도는 증가하고 온도는 감소한다. 

Leung은 불활성 기체를 첨가하 을 때 수소 음이온 빔 류 증가하는 이유가 라

즈마 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결론짓고 있는데 알곤의 경우에는 도의 증가에 따라 

빔 류가 증가하다 최 값을 가지다가 어들고 헬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데 본 실험에 따르면 라즈마 도이외에 충분한 자 온도의 유지에 의한 진동여기 

분자 형성의 요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한 Curran의 경우알곤 기  여기에 지

가 11eV 수 으로 진동여기된 수소분자 여기 상태에 요구되는 에 지와 유사하여 알

곤으로부터 수소분자로에 지가 달되는 반응 (Ar* + H2  →  H2*)으로도 설명이 가

능하다. 즉, 알곤 첨가량이 10%를 과하는 경우 역으로 진동여기된 수소분자로부터 

V-T (vibrational translation) 반응( H2(v+1) + Ar → H2(v) + Ar* )을 통해 알곤 분

자가 진동여기 분자로부터 에 지를 뺏어 진동여기 분자수를 이고 이 때문에 수소 

음이온 빔 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Bacal은 진공 자외선 분 법(Vacuum UV 

spectroscopy)으로  음이온원에서 측정했을 때 알곤 여기 상태 자는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 알곤첨가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의 반응 기작에 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불활성 기체 첨가 치 의존성

불활성 기체를 고온 역에 첨가하 을 때 온 역(인출부)에 첨가했을 보다 두 기

체 모두 수소 음이온 빔인출 류가 크고 자 빔 류는 작았다. 라즈마 도  온

도 결과(그림 26,27)에서 보듯이 알곤  헬륨 두 경우 모두 첨가하는 치에 따른 

라즈마 도  온도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불활성 기체를 온 자 역

(인출부)으로 첨가했을 때 자온도를 낮추어서 수소 음이온 발생효율을 높이는 효과

는 기 할 수 없었다. 반면에 빔인출 결과로 볼 때 고온 역에서 주입된 알곤의 경우

에는 라즈마 변수가 같은 상태에서 음이온 빔 류가 더 증가하고 헬륨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 온 자 역으로 첨가된 불활성 기체는 수소 음이온과 충돌 하여 음이

온 손실반응에 기여가 크고 알곤의 경우에는 앞서 Curran에 의해 제기된 것과 같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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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 알곤의 수소분자와의 공명에 의한 여기 증가 효과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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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알곤 대 수소 비에 따른 전자 및 

수소 음이온 빔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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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헬륨 대 수소 비에 따른 전자 및 

수소음이온 빔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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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알곤 및 헬륨 대 수소 비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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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알곤 및 헬륨 대 수소 비에 따른 

플라즈마 온도 변화

2. 온 자 역(인출부)의 라즈마 변수제어와 빔인출 특성

앞에서 언 된 바와 같이 고주  출력과 multicusp 자기장이 고온 자 도를 증

가시켜 진동여기 수소 분자 형성을 통하여 수소 음이온 생성에 효과 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온 자 역 즉 인출부는  실제 수소 음이온이 생성되고 고온 

자에 의해 음이온이 손실되는 역이므로 효과 인 수소 음이온 인출을 해서는 고

온 자 역과는 다른 라즈마 변수가 요구되는 매우 요한 부분이다. 

수소 음이온 생성  손실반응을 조합해볼 때 인출부에서 수소 음이온이 많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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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가장 이상 인 경우는 고온 역인 발생부에서 생성되어 수송된 진동여기 

분자 H2(v">5)가 많이 존재하고 수소 음이온의 손실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고온 자

가 최소가 되도록 라즈마 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자 온도를 낮게 제어하는 

것이다. 

가. 필터 자장에 의한 자 온도 변화

자 온도제어를 한 필터자장 세기에 한 연구는 Leung 의 경우 형 필터를 

써서 거리를 조정하여 최  자장세기를 찾았다고 보고하 으며 Holmes는 외부 자석 

형태로 자장세기 변화를 통해 필터자장 향을 좀더 상세히 연구하 다. 

먼  유도결합 수소 라즈마 내에서 필터자장에 의해 자온도가 효과 으로 제

어되는지 확인하고 같은 조건에서 수소 음이온 빔 류의 측정을 통해 그 효과를 비교

하 다. 

그림28은 필터 자장 세기에 따른 자온도  라즈마 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

래 이다. 측정지 은 인출 역 근처로 필터 자장세기가 최 가 되는 지 이다.  필터 

자장 세기가 증가할수록 라즈마 도는 다소 증가하나 자온도는 확연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필터 자석에 의해 고속 자가 주로 걸러지고 속 자와 이온

들은 자기장과 수직방향으로 수송이 되므로 생기는 상이다. 

    고온 자가 효과 으로 걸러지는 이유는 고속 자가 속 자나 이온에 비

하여 자장 방향으로 더 빨리 움직이고 상 으로 속 자와 이온은 자장과 수직 방

향으로의확산이 온도의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데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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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필터 자장 세기에 따른 플라즈마 밀도 

및 전자 온도 

나. 필터자장 세기에 따른 수소음이온 빔 류 특성

앞서 필터 자장 세기가 증가할수록 자 온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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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자 온도 감소가 실질 으로 수소 음이온빔 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인하

기 해 이온빔 인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조건은 고주  출력1.3kW, 유량 2.3sccm, 

인출 압 5kV이다.

그림29에서 보듯이 자온도 5.5eV인 필터자장 30G 내외에서는 수소 음이온 빔

류가 10μA 수 이나  필터 자장을 60G까지 올리면 자온도가 4eV로 격히 떨어지

면서 수소 음이온 빔 류도 격히 증가함을 볼수 있다. 60G이상에서는 증가속도는 둔

화되고 100G이상에서는 오히려 음이온 빔 류가 감소함을 알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

조건에서의 수소 음이온 빔인출에 요구되는 최  자장은 100G 근처임을 알 수 있다.

필터자장에 의해 수소 음이온이 증가하는 이유는 언 된 바와 같이 자 온도가 

낮아져 수소음이온 생성효율을 증가시킴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00G이상에서도 

자 온도는 계속 감소하므로 100G 이상에서는 자 온도 감소로는 음이온 빔 류가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많은 연구자들이 필터자장세기가 무 커지면 온 

자와 이온까지 걸러내어 수소 생성 효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실

험의 이온 포화 류 측정을 통해 구해진 양이온의 라즈마 도는 오히려 증가하므

로 자 도의 격한 감소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필터 자장의 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 도의 감소를 확인하기 하여 라즈

마 극의 바이어스 류를 측정하 다. 그림11은 바이어싱 압을 30V로 유지하고 필

터 자장세기에 따라 바이어스 류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래 는 탐침결과에서 보 던 

라즈마 도 증가와는 반 상이 일어나며 필터 자장 세기가 증가할수록 바이어스 

류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어스 류가 어드는 원인은 필터자장에 의

해 자온도가 감소하여 생길 수도 있지만 자 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바이어스 

류가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자 도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해 탐침에서 구한 자

온도를 이용하여 Boltzman factor를 구해 정규화시켜서 비교하 다.

그림30에서 보듯이 자 온도 감소 상만으로는  필터 자장 세기에 따른 바이어스 

류 감소를 설명할 수 없다. 자 온도에 의한 류 감소분보다는 자 도 감소에 

의한 바이어스 류 감소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이어스 류가 감소함을 

통해 필터 자장은 자 온도는 물론 자 도도 크게 감소시킴을 알수 있었다.   

필터 자장은 바이어스 류의 감소로 알 수 있듯이 인출부의 자 도를 크게 감

소시켜 그림9에서 보듯이 인출 자빔 류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필터 자장 30G내외

에서 인출 자 빔 류가 90mA에서 100G근처에서는 1/3수 인 30mA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자 빔 류가 작을수록 인출 원 출력을 일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도 필

터자장은 수소 음이온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부품이 된다. 

하지만 자 빔 류를 유발하는 자 도의 감소로 높은 자기장으로 인한 수소 음

이온 빔 류의 감소를 설명하기는 라즈마 도의 증가 때문에 여 히 어려워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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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9에서 필터자장이 100G 를 넘어 서면서 자 빔 류의 감소는 오히려 어

들고 있어 이 역에서의 자 도 감소와 수소 음이온 빔 류와의 연 성은 약해 보

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한 해석은 인출부의 자 온도와 도이외의 다른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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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필터 자장 세기에 따른 전자 및 

수소음이온 빔전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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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필터 자장 세기에 따른 바이어스 

전류 변화

다. 필터 자장에 따른 라즈마 포텐셜 분포 변화

수소 음이온원의 경우 양성자 이온원에 비해 라즈마 발생부의 포텐셜 분포가 매

우 요하다. 라즈마 발생부 내의 포텐셜 분포에 따라 하 입자의 확산여부  구속

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소 음이온원에서는 포텐셜 분포에 따라 수소 음이온이 

인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 인 라즈마는 양의 공간(space) 포텐셜

을 가지고 있어 수소 음이온 빔인출에 있어서 방해물로 작용한다. 인출 역에서 공간

(space) 포텐셜에 의해 인출부에서 자  수소 음이온이 인출되지 못하고 공간

(space) 포텐셜에 의해 라즈마 발생부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반면 양이온의 

경우 공간(space) 포텐셜에 의해 가속을 받아서 인출구 근처까지 도달하게 되나  (-)의 

고 압에 인출에 의한 장이 존재하면 양이온도 빔수송부로 진행하지 못하고 라즈

마 내부로 려들어와 쌓여 포텐셜 피크가 존재할 수 있다. 수소 음이온 인출 모사 코

드가 모델링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제 양이온이 려 들어와서 포텐셜이 양의 값

이 크게 되어 singular point가 생기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을 실험 으로 확인하기 하여 라즈마 내부의 포텐셜 정보가 필요

하고 이를 해 그림31과 같이 네 역으로 나 어 부유(floating) 포텐셜을 측정하 다. 

역(A)는 고주  달 시창구 바로 아래이며 skin depth 안을 측정한 지 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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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sp 자장 앞쪽이나 라즈마 가열부의 측정을 의미한다. 역(B)는 Multicusp 뒤

쪽을 측정한 지 으로 일정세기의 자장이 향을 미치는 역이다. 역(C)는 인출부

를 측정한 역으로 최  필터 자장 근처이다. 역(D)는 인출 역으로서 라즈마 

극의 포텐셜을 직  측정하 다. 역 (A), (B), (C)는 각각 단일 탐침으로 포텐셜을 

측정하 으며 라즈마 내의 고주  특성을 보고자 고주  보상회로는 제거하 다. 

각 역에서 측정된 부유포텐셜은 그림32와 같다. 자장이 없을 때는 역 (B)만 제

외하고 모두 음의 값을 갖는다. 일반 으로 필터자장이 없을 때는 부유 포텐셜은 탐침 

주변에 있는 상 으로 속도가 빠른 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음의 값이 하다. 그

런데 역(B)가 양의 값을 가지는 원인은 multicusp 자장에 기인하며  역(B)는 (A)

와 함께 multicusp 자장이 radial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자장이 존재하는 역이다. 따라

서 상 으로 운동성이 좋은 자가 multicusp의 radial 방향의 자장에 향을 받아 

자가 외벽으로 운동하여 손실되어 상 으로 속도가 느린 이온이 주변에 많아 역

(B)의 탐침에 잘 들어옴을 유추할 수 있다.

필터자장세기가 증가할수록 역(B), (C), (D)의 부유 포텐셜은  증가하게 된

다. 반면 역(A)는 부유 포텐셜이 오히려 감소한다. 역 (B), (C), (D)가 필터자장에 

따라 부유포텐셜이 증가하는 이유는 언 된 바와 같이 필터 자장 향권내에서는 고속 

자의 손실이 상 으로 늘어 자온도  도가 어 자 류가 크게 감소하여 

이온 류가 상 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역(A)의 부유 포텐셜이 감소하는 이유는 자 도  자온도가 증가 하기때문

으로 볼수 있으며 그림33에서 보듯이 필터 자장이 커질 때 역(A)의 OES 상  

량이 큰 것으로 유추해볼 때 자 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는 역 (A)도 

라즈마 가열부인 skin depth 내를 측정하지만 발생부 sheath에 가깝고 필터 자장 

향이 작지만 필터 자장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필터 자장 역에서의 자 유입으로 낮

아진 라즈마 챔버의 부유 포텐셜 감소가 역 (A)에서 벽 쪽으로의 자 손실을 

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필터 자장이 양 쪽 역의 포텐셜을 분리하여 이러한 포텐셜

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인출부에서 필터 자장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OES 량이 감소함을 그림4-2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출부의 고속 자 도 

감소를 의미하며 자 온도 감소와 일치하는 상이다.

결론 으로 그림32에서 보았듯이 필터 자장이 커질 때 필터자장의 향권 내에서 

라즈마 부유 포텐셜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라즈마 극 바로 

앞에서 가장 높은 부유 포텐셜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포텐셜의 최고 으로

부터 높은 음극 포텐셜을 가지는 라즈마 극까지 수소 음이온이 space 포텐셜을 극

복하고 빔인출이 되기 해서는 공간(space) 포텐셜을 제거 해주어야 가능하다. 포텐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슘을 첨가하여 강제로 공간(space) 포텐셜을 내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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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속성 불순물 문제로 인한 세슘은 배제하고 라즈마 극

을 양의 포텐셜로 바이어스하여 수소 음이온을 쉽게 인출하고자 하 다. 

그림 31 축방향 포텐셜 분포 측정을 위한 단일 탐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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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필터 자장 세기에 따른 부유 

포텐셜 변화 (축방향 위치 의존성)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0

10

20

30

40

 

 

H
α

(A
.U

.)

Filtering B-field(G)

 A
 C

그림 33 필터 자장 세기에 따른 고온영

역 및 저온 영역에서의 OES광량 변화

라. 라즈마 극 바이어스에 의한 포텐셜 변화

필터 자장과 함께 라즈마 극 바이어싱이 부유 포텐셜에 향을  수 있다. 일

반 으로 자장이 없는 라즈마에서는 양의 바이어싱을 가하면 자가 라즈마 극

으로 끌려나가 라즈마 발생부내에 포텐셜이 체 으로 양으로 바 다. 그러나 필터

자장이 존재할 경우에는 필터 자장의 격리 효과에 의해 바이어싱에 의한 포텐셜 변화

가 필터 자장  후에서 다른 변화를 보인다.

이와같이 필터자장은 자 도  온도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라즈마를 격리시

키기도 한다. 그림34,35는 필터자장이 없을 때와 95G일때를 바이어싱 압에 따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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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텐셜을 비교한 그래 이다. 필터 자장이 없는 그림345의 그래 에서는 라즈마 

내의 모든 역(A),(B),(C) 에서 부유 포텐셜이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라

즈마 극 바이어싱이 고온 역인 라즈마 가열 역까지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필터 자장이 존재하면  그림35의 그래 에서 보듯이 라즈마 가

열 역인 역 (A)는 필터자장 인가 역인 역(B),(C)과는 달리 오히려 부유 포텐셜

이 낮아져 음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필터자장이 라즈마를 격리시켜 

고온 역으로의 바이어싱 향을 이는 역할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여기서 Multicusp에 의한 향의 세기도 유추해볼 수 있으며 그림34 그래

에서 필터자장이 없는 경우 역(B)의 경우가 역(C)에 비해 오히려 포텐셜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Multicusp 자석의 radial 방향의 자장이 자를 끌어내어 포텐셜을 증

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필터자장이 있을 경우는 그림35그래 에서 보듯이 역(C), 

즉 인출부의 부유 포텐셜이 역(B)에서의 부유 포텐셜보다 크고 이는 필터 자장의 

향이 Multicusp 자석의 radial 방향보다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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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부유   

포텐셜 변화 (필터 자장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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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부유 포텐셜 

변화 (필터 자장 95G)

포텐셜 분포를 정리해 보면 그림 36과 같이 도시할 수 있으며 필라멘트 Multicusp

형에 비해 필터 자장의 향을 받는 인출 역에서 포텐셜이 반 으로 높고 특히 

라즈마 극보다 필터자장 역에서 포텐셜이 높아 라즈마 극을 양으로 바이어싱

하여야 더 많은 수소 음이온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어싱으로 인해 포텐셜이 

다소 증가하므로 라즈마 극에는 바이어싱으로 인한 라즈마 포텐셜의 증가를 고

려하여 이 보다 약간 높은 압이 인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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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여러 가지 경우의 체적 생성이온원 내부의 포텐셜 

분포 비교

마. 라즈마 극 바이어싱에 따른 빔 류 특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필터 자장이 자온도를 이고 이를 통해 수소 음이온 생성

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출부의 포텐셜도 증가시킨다. 이러한 포텐셜 구조의 변

화를 고려하여 라즈마 극에 양의 압을 바이어싱하여 인출부 포텐셜을 제어하고 

이에 따른 인출 수소 음이온 빔 류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그림37은 바이어스 압에 따른 수소 음이온  자 빔 류를 나타낸 그래 이다. 

실험은 고주  출력 1.3kW, 유량 2.3sccm, 자장 95G, 인출 압 5kV에서 수행하 다. 

수소 음이온은 바이어스 압에 따라 증가하며 바이어스 압 20V 부근까지 증가한 

후 20V 이상의 압에서는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인출부 내의 포텐셜로 인해 방

해를 받던 수소 음이온이 강제 으로 라즈마 극의 포텐셜을 끌어 올림에 따라 빔

인출이 가능해짐을 보여 다.

의 실험조건에서 최  바이어스는 Leung이나 Bacal 의 압 결과보다 휠씬 높

게 나타나고 인출부에서 라즈마 포텐셜과 비교해본 결과 그림37에서 보듯이 공간

(space) 포텐셜(18eV) (일명 라즈마 포텐셜) 보다 약간 높은 압이었다. 

최  바이어스 압과 라즈마내 포텐셜과 연 성을 확인해 보고자 유량에 따른 

최  바이어스 압을 측정하 다. 그림38에서 보듯이 유량에 따라 최  바이어스 

압도 감소함을 볼 수 있었으며, 라즈마내 부유 포텐셜  공간(space)포텐셜이 감소

하는 경향과도 일치한다. 다만 측정된 부유  공간 포텐셜이 바이어싱이 없는 경우이

므로 공간포텐셜과는 인 비교는 어려우나 경향성은 유사하다. 이때 수소 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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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류 즉 포텐셜 효과를 배제하고 자온도 효과만 고려하 을 때 수소 음이온 빔

류는 그림39과 같고 이때 라즈마 도는 다소 증가하므로 유량에 따른 빔 류 변화

는 자 온도에 의한 향이 지배 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본 장치에서 라즈마 도가 수소 음이온 빔 류 인출에 지배 이긴 하나 발생부 

자온도도 높아야만 수소 음이온 인출이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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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부유 전자 및 수소음이온 

빔전류 변화 (필터 자장 9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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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유량에 따른 부유 및 space 

포텐셜과 최적 바이어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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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최적 바이어싱 전압에서 유량에 

따른 수소음이온 빔전류 변화

바. 필터 자장 세기와 최  극 바이어싱 조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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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자장의 세기에 따른 수소 음이온 빔인출 특성에 하여 앞에서 자 온도  

도의 변화를 심으로 논의를 하 으나 100G 이상의 센 필터 자장에서의 빔 류 

감소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라즈마 포텐셜과 바이어싱에 의한 효과가 이를 설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40은 인출부에서 필터 자장 세기에 따라 공간(space) 포텐셜  부유(floating)

포텐셜을 나타낸 그래 이다. 필터자장이 강해지면서 부유포텐셜이 양의 값을 가지는 

이유는 필터자장에 의해 자 도  온도가 낮아져서 자에 비해 많은 양의 양이온

이 탐침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40에서 보듯이 부유 포텐셜의 증가와 함께 

라즈마 포텐셜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차이가 어드는 것으로 보아 자장

세기가 증가할수록 자 온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9에서 보여주는 최 의 필터 자장 세기의 존재는 고정된 라즈마 

극 바이어싱 압 20V를 고려하면 빔 인출에 필요한 최 의 라즈마 포텐셜과 연

됨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라즈마 내의 부유 포텐셜은 자온도에 비례하나 자장이 존재할 경

우에는 ion sound gyroradius, 즉 라즈마 pre-sheath 역내의 포텐셜은 자온도가 

감소하더라도 자장에 의해 상 으로 약하게 구속된 이온에 의해 포텐셜이 향을 받

게 되는 것이다.

Pre-sheath 크기는 

sin sins
m cs

ci

Crλ ϕ ϕ
ω

⎛ ⎞
=⎜ ⎟

⎝ ⎠   로부터 구할수 있으며 

이온음속(ion sound velocity) 
e

cs
i

Tr
m 이며 

인가자장방향과 인출면이 거의 수직이므로 sinφ은 1이다. 

따라서 100 eT
m csr

B
λ 로 근사할수있다. 여기서 자온도는 eV이고 자장은 gauss

이다. 필터자장세기가 95G이고 자온도가 4eV일때 pre-sheath두께는 략 2cm로 인

출구는 pre-sheath 역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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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필터 자장 세기에 따른 라즈마내의 포텐셜 변화

제4  3 극 이온원 설계  제작

 재 개발된 고주  라즈마로는 헬리콘 라즈마가 가장 발생 효율이 높은 라즈

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로 련 연구는 알곤, 등의 공정용 라즈마에 심이 집

되어 수소 헬리콘 라즈마에 한 보고는 거의 무하며 Chen에 의해 제안된 수

으로 라즈마 도는 알곤 라즈마에 비해 1/50 수 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수소 헬리

콘 라즈마도 자장이 200G일때 고주팔 출력1.5kW이상에서4x1012/cm3 의 고 도 

라즈마 발생이 가능하여 라즈마 도는 앞에서 언 된 유도 결합 라즈마 경우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 최  10배 수 이다.(그림41)  자온도도 유도결합 라즈마에 비

해 상 으로 높아 진동여기 분자 도를 증가 시킬수 있다. 아직까지 헬리콘 라즈

마를 이온원으로 구 한 장비는 없으며 그 이유는 시스템이 강한 축방향 자장을 가지

는 구조를 하고 있어 인출부의 낮은 자 온도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시도한 연구자

가 없으리라 추측된다.  한 라즈마 발생에 요구되는 자장 구조를 구자석의 역자

장을 이용하면 자온도 제어 문제도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되므로 헬리콘 라즈마도 

충분히 수소 음이온원으로도 구 이 가능하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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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고주  출력에 따른 수소 헬리콘 라즈마 도

1. 라즈마 발생부 설계  제원

  본 연구실의 실험 경험으로 볼때 수소 헬리콘 라즈마를 효율 으로 발생시키기 

해서는 라즈마 발생부 외경은 20mm, 안테나 길이 12cm, 비균일 자장의 경우 안테나 

심에서 자장세기가 200G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pandira를 이용하여 자장을 계산하

다. 그림42에서 보듯이 요구되는 내경 80mm 외경 100mm 링형 구자석 10mm두께 

두개  한개를 직렬로 배치하면 비균일 자장  12cm 안테나에서 요구되는 자장이 

구해짐을 알수 있있다. 한 그림43에서 보듯이 구자석을제작하여 측정할 결과 계산

치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음이온원으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라즈마 도

를 유추하고자 이온 포화 도를 축방향 치에 따라 측정해 본 결과 자장이 가장 큰 

안테나 근처에서 라즈마 도가 가장 높음(그림44)을 알수 있으며 고주  출력 2kW

이상에서는 라즈마 도가 높아 측정이 불가능하 다. 언 한바와 같이 라즈마 내

부의 포텐셜 분포가 음이온원에서는 매우 요하므로 축방향에 따른 포텐셜 oscillation

을 확인해본 결과 인출부 근처에서는 그림45에서 보듯이 포텐셜 흔들림이 크게 완화됨

을 볼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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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축방향에 따른 포텐셜 oscillation

2. 3 극 시스템 설계  제작

재 연구가 진행 인 자빔 덤   수소 음이온 인출시스템은 그림46에서 략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크게는 고 압 인출후에 자빔을 덤 (A, B 형)하거나 인

출 극 앞에서 덤 (C, D형)하는 두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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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여러 가지 형태의 음이온 인출 시스템

인출 후에 덤 하는 방식은 비교  시스템이 간단하지만  자빔 류가 큰 경우 

인출 원 부하문제 뿐만 아니라 빔덤  열문제도 야기한다. 인출 원 류를 이기 

해서는 3 극 시스템을 구성하고 세번째 인출 극 앞에서 두번째 극에 자빔을 

덤 하는 시스템 이 유리하다. 한 자 덤핑 자장의 구조에 따라 (C)에서처럼 음이

온 빔을 굴 시키지 않는 경우와 (D)의 경우처럼 자빔 덤 에 강자장을 이용하여 인

출 음이온 빔을 굴 시키는 경우가 있다. (C)의 경우가 인출 원의 류의 이득은 없

지만 가속 원의 류는 일 수 있고 자장에 의한 빔 굴 도 작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인출시스템으로 단된다. 

 (C)와 같은 3 극시스템의 두번째 극은 고 압에 비해 (+) 압이 인가되어 자

빔을 덤 시키고 세번째 극에서는 음이온빔만 가속하게 된다.  자빔을 덤 시키는 

방법으로 Transverse자장이 이용되며  개의 경우 자장 세기는 수백G 이상이 인가된

다. 자장은  두 방향을 마주보게 설치하여 첫번째 자장에 의해 휘었던 이온빔이 반

방향 자장에 의해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의 빔제어가 필요 없는 장 도 

있다. 자장의 형태는 국부 으로 자장 집속능이 우수한 구자석이 많이 이용되지만 

냉각이 필요하여 구조가 복잡한 단 이 있다. 

가속기에 용될 수 있는 입력변수를 정하고 PBGUN을 통해 3 극 시스템이 구

가능하도록 계산 하 다. 계산된 수소 음이온빔의 profile은 그림47과 같다.  빔인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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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PBGUN 계산

력변수는 발산각을 0.8이하로 유지하기 해 인출 극간 압비  거리 비가 4이상이

어야 하므로 인출구 내경6mm, 첫번째 극간 거리 5mm, 두번째 극 두께 20mm, 두

번째 극간 거리 8mm,  압은 5kV, 30kV로 가정하 다.    PBGUN 계산을 통해 

수소 음이온은 첫번째 극에서 다소 over focusing되었으나 두번째 압이 상 으

로 커서 인출구를 평행하게 통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3 극시스템은 빔 로

일이 두번째 가속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출시 perveance에 의한 빔 로 일이 바

더라도 가속단의 장에 의해 완화되므로 빔 로 일 제어 측면에서도 유리함으로 알 

수 있다. 3 극시스템을 제작 도면은 그림48과 같고 그림 49는 제작  조립된 사진이

다. 그림50은 빔 인출 실험을 한 진공  고 압 시스템, 빔측정 시스템이다.

그림48 3전극 음이온원 설계 개략도

       

그림49 제작된 헬리콘 음이온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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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 제작된 실험 장치 사진 

3.  빔 수송 모사 결과  집속 시스템

가. 빔 수송 모사 결과

Einzel lens는 정 장(electrostatic field)을 이용하여 빔을 집속하는 장치로서 구조

가 간단하고  에 지 이온빔을 효과 으로 집속하므로 이온빔 가속기의 에 지 빔 

수송 라인(Low Energy Beam Transport, LEBT)의 집속 즈로 리 이용되고 있다. 

세부 인 설계를 하여 빔 수송 라인에 Eiznel lens를 삽입하여 공간 하 효과를 고

려하여 빔 수송 계산이 가능한 IGUN 코드를 이용하여 빔의 수송 모사를 수행하 다.

IGUN 코드는 공간 하 효과를 고려하여  반경  축방향의 2차원 이온빔 인출  

수송 코드이다. 수송 모사는 그림51 에 보는 바와 같이 빔 크기는 10mm 미만으로 

일 수 있을 것이다.

극간 거리 : 7mm

인가 압 : 40kV

지 극 구멍 크기 : 12.5mm

고 압 극 구멍 크기 : 1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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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이온빔 집속 계산

나. 집속 즈 사양 결정

빔 수송 모사 결과 표 7와 같은 사양을 가진 Einzel lens가 빔의 효율 인 수송에 

합하 다. 체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 압 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간단하게 하기 

하여 두 즈에 인가되는 압을 40kV로 고정하 다. POISSON 코드를 이용하여 

장 해석을 하 고 그 결과를 그림 52에 보인다. 고 압 하에서 연 괴는 유 율이 

다른 세 가지 물질이 겹쳐지는 삼 (triple point)에서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 곳에

서의 장 강도를 최 한 낮게 잡는 것이 요하다. 해석 결과 이 곳에서의 장 강도

는 7kV/mm 이하가 됨을 확인하 다. 실제 장치에 부착할 수 있도록 공학 설계를 수

행하 고 그 결과  제작된 장치 사진은 그림 53에 나타내었다.

사양 Einzel lens 

전극간 거리(mm) 7

인가 전압(kV) 40

접지 전극 구멍 크기(mm) 12.5

고전압 전극 크기(mm) 14.5

접지 전극 두께(mm) 10

고전압 전극 두께(mm) 20

표 7 Einzel lens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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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전위 전극

40kV 전위 전극

삼중점

접지 전위 전극

40kV 전위 전극

삼중점

그림 52 Einzel lens의 전장 해석

       

    그림 53 Einzel lens의 2차원 설계도  제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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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미턴스 측정기

  이온빔의 횡방향 운동성분, 즉 에미턴스를 측정하기 한 방법은 크게 1) two-slit법, 2) 

Pepper-pot법, 3) Electrostatic Scanning법 등으로 나  수 있다. 그림54,55에서 이들 세가지 에

미턴스 측정방법에 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 에서 제작이 용이하고, 높은 분해능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Electrostatic Scanning 방식 (일명, Allyson type scanner)이 가장 리 사용되고 있

다.[그림56] 이 방식은 두 평  사이에 압을 인가하여 입사된 이온빔을 편향시켜 특정 각도(횡

방향성분)를 갖고 입사된 하 입자만을 포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해 면과 후

면에 약 0.1mm 이하의 폭을 갖는 Slit을 장착하고, 두 slit 사이에 편향 극을 치시킨다. 그리

고 후면 slit 뒷단에는 이온 류를 포집할 수 있는 소형 패러데이컵을 설치한다. 

이온빔의 각 구성입자들이 균일한 에 지로 인출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두 평 에 인가되는 

압과 입사각도 사이의 운동 계식은 다음과 같다.

 


   


 

단, V는 인가 압, φ는 인출 압이다. 한, 최  분석가능 각도는

 
± 
  

  

 이며, 여기에 응하는 최  인가 요구 압은 

 
±
  

그리고, 측정기의 분해능은

 
± 


 

과 같이 결정된다. 면 slit 앞단에는 입사되는 이온빔을 dump할 수 있는 수냉식 보호 가 장

착되어야 한다. 평 의 길이는 공간 하에 의한 빔발산에 의해 제한되고, slit 사이즈는 정  가

공오차 범 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결정된 에미턴스 측정기의 요한 설계 변

수와 설계치를 표8에 나타내었다. 한, 본 연구에서 제작된 에미턴스 측정기를 그림57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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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Two-Slits 방법 그림 55 Pepper-pot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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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에미턴스 측정기 개념도

표 8  에미턴스 측정기 설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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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10cm10cm10cm

그림 57 실제 제작된 에미턴스 측정기

- 빔에미턴스 특성 실험

  제작된 에미턴스 측정기를 이용하여 빔에미턴스를 측정하 다. 측정된 에미턴스를 그림58,59

서 2차원과 3차원으로 나타내었다. 실험조건은 13.56MHz RF 입력 900W, 인출 압 10kV, 기

압력은 1x10-6Torr, 방 역 동작압력은 3mTorr, 가속 역 동작압력은 7x10-5Torr 다. 

Scanning Length는 ±2cm 다. 측정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온빔의 퍼짐각이 시뮬 이

션 결과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인출 압과 라즈마 도 간

의 최 화가 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빔의 횡방향 

성분의 분포가 원 을 기 으로 칭 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에미턴스 측정기 

는 인출 극 홀 간의 Align문제로 보여진다. 에미턴스의 Double-humped(two-peaked) 형상은 

여러 논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재로는 RF signal이 인출 극에 향을 줘서 인출

압이 변조되어서 이온 학을 왜곡하는 상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림 58 에미턴스 Contour Plot 

(2-dimension)

       
그림 59 에미턴스 Surface Plot 

(3-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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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기여도 

양성자 가속기빔 이용 기술의 확 에 꼭 필요한 이온 원의 핵심 기술을 고 도 고

주  라즈마 기술과 연 하여 개발하는 본 과제는 이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이온

원을 재 제작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의 에 지 가속장치 부분의 이온원으로 사용

할 수 있음은 물론 기술 , 경험 으로 진행되어 오던 이온원 기술 개발을 라즈마 

특성 제어를 통하여 체계 으로 수행함으로서 이 분야 기술의 발 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개발되었던 아크 타입의 형태에서 벗어나 TCP이온원이란 

신개념 도입도 신 이었지만 고주  H-이온원 국내 최  시도  자체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빔 류 목표치 획득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한 연구개발을 통해 

습득한 고 도 라즈마 발생  류 H-이온빔 인출을 한 핵심기술 자체만으로

도 요하며 목표 빔 류도 3 극 이온원 실증실험을 마치는 시기에는 목표치에 도달

하리라 기 되므로 개 으로 보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기타산업에 효과가 있으리라 기 된다. 

- 이온주입기 등 공정용 장치에 장착할 경우 공정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증   생산단가의 감효과 

- 기타 다양한 응용폭의 확   제반 련 기술 발달의 진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속기나 이온주입기 등의 각종 이온원을 체함으로써 

막 한 수입 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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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표

     류의 빔의 송도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이온원에서 인출되는 빔의 

에미턴스 (emittance)가 작아야 하며 특별히 RFQ, DTL 등 가속장치로 입사되기 

 빔의 에미턴스는 가속장치의 acceptance 범  내에 있어야 한다. 가속된 빔의 

에미턴스 측정은 빔 특성 악에 요한 라메타이다. 단계별 가속장치의 

(LEBT, MEBT) 송선 끝에서 빔의 에미턴스 측정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빔 

로 일 (profile)을 측정하여 각 단계별 가속장치에서 설계에 따른 최소의 빔손실 

 최 의 빔가속 효과를 얻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이온소스에서 인출된 양성자빔

의 LEBT 단에서의 에미턴스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빔 프로파일 및 에미턴스 측정 시스템 개발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

구  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 구 개 발 내 용    범 

1차년도

(2002)

빔 로 일  에미턴스 측정 시스템 

측정시스템 설계

(시험용)

- X, Y 방향의 Tungsten wire (혹은 Faraday 

cup with slit) drive 시스템

- Molybdenum slit 구조  구동 시스템

- Wire position 확인용 mirror mount

빔 로 일 

측정시스템 제작  

측정 시험 (시험용)

- Vacuum chamber with adaping flanges

- Tungsten wire (or Faraday cup with slit) 

and Slit Drive System

- 오실로스코 를 이용한 Wire (or FC) scan 

data 획득

- ECR Ion source modification (PSL lab 

보유장치); beam chamber 개조, beam 

가속 원장치 설치(pulse & DC HV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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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 구 개 발 내 용    범 

2차년도

(2003)

본체용 빔 로 일  에미턴스 측정 시스템 

측정시스템 설계

(본체용)

- X, Y 방향의 Tungsten wire (혹은 Faraday 

cup with slit) drive 시스템

- Slit 구조  구동 시스템

- Wire position 확인용 mirror mount

빔 로 일 

측정시스템 제작  

측정 시험 (본체용)

- Vacuum chamber with adapting flanges

- Tungsten wire (or Faraday cup with slit) 

and Slit Drive System

- Lab-view를 이용한 Wire (or FC) scan data 

획득  IDL을 이용한 data processing

- ECR Ion source modification (PSL lab 

보유장치); beam chamber 개조, beam 

가속 원장치 설치(pulse & DC HVPS)



- 449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양성자 가속기는 그 고유한 특성으로 빔 에 지는 각 가속단  별로 설계에 

따른 정확한 에 지 값을 갖도록 운 되어야 하며 빔 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

라 혹은 장치의 상태에 따라 마이크로암페어 의 미소 류로부터 설계사양 

(KOMAC 장치; DC20mA, Pulse peak current: TBD) 까지 가변 운 이 가능하

다. 

     정 한 빔 진단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운용은 입자가속 장치의 정 하

고도 안정 인 운 을 해서 필수 인 요소이다.  양성자 가속기의 빔 진단 장치

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빔 치 측정 장치 (BPM: Beam Position 

Monitor), 빔 로 일 측정 장치 (BPRM: Beam Profile Monitor), 에미턴스 측정 

장치 (EMS: Emittance Measuring System), 빔 류 측정 장치 (BCM: Beam 

Current Monitor), 빔번치 측정 장치 (BBM: Beam Bunch Monitor), 빔손실 측정 

장치 (BLM: Beam Loss Monitor), 등.  이 들 각종 측정 장치는 동작원리에 따라 

Intrusive  Non-intrusive로 나  수 있으며 가속기 빔 운 에 방해 없이 진단

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Non-intrusive 방법의 진단기술 개발이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측정할 라메타의 특성상 반드시 Intrusive 방법으로 측정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빔의 손실이 최소로 되어  정상 인 운 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의 진단 방법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과제에서는 빔 로 일  에미턴스 측정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미턴스는 빔 라메타  빔의 횡방향  종방향 에 지와 빔 류의 

단면 로 일을 측정을 필요로 한다. 개발될 장치는 측정과정에서 빔손실을 최소

로 하도록 하며, 특히 0.1 mA에서 100 mA 역 (10
3 scale)의 빔 류 역에서 

측정이 가능토록 개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에미턴스는 일련의 측정과정을 

거쳐 연산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자동 측정  신속한 연산이 동반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의 구 을 필요로 하는 진단 장치이다.

     국내에서는 포항방사  가속기 개발 이 의 경우 부분 소형의 산업용 

자빔 가속장치가 해외에서 셋트장치로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며 양성자 가속기의 

경우는 원자력병원에서 치료용으로 30-MeV  사이클로트론이 1980년 에 도입 

설치된바 있다. 본격 인 빔진단 장치의 개발은 2.5-GeV 포항가속기 건설과정에

서 (1989 ～ 1994) 자빔의 특성 진단을 해 이루어 졌으며 양성자빔의 진단을 

한 장치는KOMAC 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시도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

우는 일 부터 (1930년 ) 연구가 시작되어 TeV 의 형 가속기 ( ; 미국

Fermi 연구소의 Tevatron가속기) 까지 운 되고 있어 본 과제와 련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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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 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OMAC에서 요구하는 평균

류 20 mA 의 양성자 빔의 진단 장치는 유사장치로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라

메타로서 각종 해결을 요하는 기술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에서도 개발 사례

가 아주 은 실정이다. 

     아래의 표에 기술개발 황에 한 평가를 요약하 다.

- 기술개발 황에 한 평가 -

국 외 국 내 (KOMAC) 비 고

 

빔프로파일

 측정장치

 Meshed wire scanner

  -저에너지빔<75 keV

  -고에너지빔<6.7 MeV

  -전류 < 100 mA DC

 Residual Gas Fluorescence 

(RGF)

 Laser Photodissociation (LP)

Wire scan

저에너지빔(50 keV)

고에너지빔(3 MeV)

전류 (20 mA DC)

고에너지 

전송선에

사용시 fast scan

으로 열발열 

큰문제

없음.

 에미턴스

 측정장치

 Intrusive method (저에너지빔용)

 - pepper-pot

 - slit-collector

 Non-intrusive methode

 (고에너지빔용)

 - Contraband detection system 

   (CDS)

 - Residual Gas Fluorescence 

(RGF)

 - Laser Photodissociation (LP)

slit-wire scanner

빔 power < 1 kW

3 MeV, 20 mA 

빔에는 slit-wire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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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ECR ion source system

3.1.1. 구조

     ECR 이온 소스의 가열장치로 2.45-GHz 마그네트론 튜 를 사용하며, 최  

1.5-kW DC RF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라즈마 챔버와 마그네트론 사이의 

도  시스템은 마그네트론 보호용인 3-port circulator, 반사된 마이크로웨이

를 흡수하는 Dummy-load, Dummy-load 단에 부착된 Directional Coupler, 

3-Stud Tuner, Waveguide switch, DC-break, Quartz window로 구성된다. 도

 사이에 놓여진 DC-break는 테 론 블록을 사용하여 50 kV 이상 연이 가능

토록 제작되었다. 자즈마 챔버로는 내경 147 mm의 SUS 챔버를 사용하고, 길이

는 210 mm 이다. 공명자장을 발생시키는 두 개의 솔 노이드는 내경 300 mm, 

외경 540 mm, 두께 130 mm이며, 서로 60 mm만큼 축방향으로 떨어져 있다. 솔

노이드 간격은 조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솔 노이드 코일 류 원장치

는 최  180 A까지 공 할 수 있다. 빔 인출시 라즈마 챔버에 고 압을 인가하

고 빔 측정을 한 장치와 마이크로 웨이  주입장치는 Ground 상태에서 운 을 

한다. 그림 1은 ECR ion source system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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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8. ECR ion source system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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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lectrode system

     Electrode 구조는 IGUN-코드 산 모사를 통해  50 kV, 20 mA에서 최 화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 Electrode system은 +50 kV, -3 kV, Ground를 인가

하는 세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세 극은 각각 19 mm, 10 mm의 간격을 갖도

록 하 다.  각각의 내경은 8 mm, 6 mm, 6 mm이다. +50 kV를 인가하는 

Anode의 경우 빔의 Focusing을 해 63o의 노즈콘 각을 주었다. 기계가공이 가능

한 세라믹 (Macor)을 이용하여 세 극이 50 kV의 압차에서 설이나 방 없

이 연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은 Electrode의 상세설계도이다.

그림 579. IGUN 코드 전산 모사 

그림 580. Electrode assembly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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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Pulse generator system

     그림 4는 빔가속을 한 Anode 바이어tm용 Pulse generator system의 회로

도이다. 라즈마 시스템이 가지는 기 용량에 비해 충분히 큰 기 용량을 가지

고 펄스의 압 Droop이 1 % 이하가 되도록 하기 해 400 nF 용량의 에 지 

장 축 기를 사용하 다. 스 치는 MOSFET반도체를 다수직렬로 연결한  

Behlke사의 HTS650 (스윗칭 첨두정격; 60 kV, 20 A)을 사용하 다. 스 칭 시간

이 0.1 ㎲으로 매우 짧아 짧은 오름시간을 갖는 펄스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그림 

5는 펄스 형 발생기를 통해 발생시킨 실제 펄스 형이다. 

그림 581. Pulse generator system의 회로도

 

그림 582. Pulse generator system를 이용해 발생시킨 펄스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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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의 형에서 펄스내림시간은 약 12 msec이며 이 값은 부하의 

페시턴스  펄스제네 타내의 Tail Biting 항 (10 kW) 에 결정된다. 항치를 

이면 내림시간을 짧게 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첨두 류치가 증가하여 반도체 

스윗치의 소손이 상되어 본실험에서는 10 kW 으로 제한 하 다. 본 

실험에서는 실제 이온빔 인출과정에서 펄스내림 시간을 고속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3.1.4. DC power supply system

     DC Power 공 을 해 각각 +50 kV (정격 류; 40mA) 와 -3 kV 정격의

Glassman Power Supply를 사용하 으며 부하 아크에 의한 Surge 류로 부터 

Power Supply를 보호하기 해 보호용 회로를 제작하여 DC Power supply 

system을 구성하 다. 그림 6은 DＣ power supply system의 회로도이다.

R=40 MΩ(for +50kV)

20 MΩ(for -3kV)

Glassman 
DC 

Power 
Supply

L= 7 μH (for +50 kV)

5 μH (for -3  kV)

R=40 MΩ(for +50kV)

20 MΩ(for -3kV)

Glassman 
DC 

Power 
Supply

L= 7 μH (for +50 kV)

5 μH (for -3  kV)

그림 583. DC Power supply system

3.1.5. ECR 라즈마 특성 조사 (수소 가스)

     빔 로 일  에미턴스 측정에 빔 소스로는 기존 개발된 ECR ion source

가 사용되며, 측정에 합한 운 조건을 찾기 해 기본 인 ECR plasma 특성 

조사를 수행하 다. 라즈마의 기본 특성인 자온도  도의 공간 인 분포를 

두 솔 노이드 류에 의한 비 칭  공명 자기장에 해서 Langmuir probe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이에 한 실험결과는 아래 그림에서 도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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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그림 7. (a) 라즈마 온도의 radial 분포 (b) 라즈마 도의 radial 분포

           (c) 라즈마 온도의 axial 분포  (d) 라즈마 도의 axial 분포

           (e) 라즈마 마라미터와 마이크로웨이  워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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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실험결과를 통해서 솔 노이드 류 100 A, 40 A (875 G의 공명 자기

장의 치가 빔 인출 electrode 쪽에 치하는 경우), 마이크로웨이  워 400 W

에서 높은 빔 류가 얻어지리라 상 된다.

3.1.6. 빔 인출 실험

    ECR 라즈마 특성조사 수행 후 빔 인출 실험을 수행하 으며, 빔 인출 

극은 40 keV, 20 mA 빔이 30 cm 떨어진 곳에서 빔 직경이 30 mm 가 되도록 설

계된 극을 사용하 다. 빔 인출 구조는 triode type의 accel/decel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DC beam 인출시 back-streaming electrons 을 repelling 하도록 

한다. 빔 인출 실험에 사용된 원은 최  50 kV와 -50 kV 출력을 낼 수 있는 

두 의 DC power supply를 사용하 다. 빔 류의 크기는 ECR 라즈마 운  

조건  두 솔 노이드 류에 의한 비 칭 공명 자기장의 세기에 가장 큰 향

을 받았다.

                   (a)                                         (b)

그림 8. 솔 노이드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빔 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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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빔 로 일 측정시스템의 Test-Stand System 설계

     그림 9는 빔 로 일 측정시스템의 test-stand의 schematic layout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10은 재 설치된 사진이다. 그림 9에서 보여주듯이 양성자 빔 

소스는 ECR 이온 소스이며, accel/deccel electrode 구조의 triode 구조로 되어있

다. Beam profile probe는 double vane 방식으로 x-축과 y-축의 빔 로 일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Slit과 함께 사용하여 Beam emittance를 측정할 수 있도

록 설계 되어있다. 재 beam profile probe와 slit은 DC 1-kW  (50 keV, DC 

20 mA)의 빔 power에 견딜 수 있는 장치이다.  Emittance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는 DC beam 운 을 채용하며, 류 측정  beam dump를 해 beam 

dump/faraday cup이 사용된다.

그림 9. 빔 로 일 측정 장치 test-stand system의 schematic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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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재 설치  조립되어 있는 빔 로 일 

측정장치 test-stand system

제 3  빔 로 일  에미턴스 측정장치 성능  시험

3.1.1. 빔 로 일 probe

그림 11은 로 를 통해 빔 로 일을 얻게 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x-축과 y-축의 빔 로 일 측정을 해서 두 개의 Vane이 있는 로 를 빔 단

면 방향으로 진동시킨다. Vane이 빔을 지나갈 때 Vane이 빔을 차단하게 되고 이

를 통해 빔 류를 측정하게 된다. 이때 측정한 빔 류는  I(x)=⌠
⌡ I(x,y)dy

 

(혹은 I(x)=⌠
⌡ I(x,y)dy

)으로 x-축과 y-축 빔 류 측정 결과를 통해 2차원 빔 

로 일을 얻을 수 있다. 빔을 측정하고 있는 Vane의 치에 한 정보는 

Position marker 신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Position marker의 신호는 Vane이 빔

의 앙을 지날 때 최고값을 갖게 된다. Positon marker의 신호와 빔 류 신호

의 상 인 차이를 통해 빔의 치를 알 수 있다. X-deflection 신호는 로 의 

진동폭을 알려 다. 빔 로 를 통해 얻는 신호는 시간에 따른 신호로 공간상의 

빔 로 일로의 환이 필요하다. 로 의 진동 주 수가 14 Hz 이므로 

X-deflection  신호를 통해 얻은 로  진동폭 정보를 종합하여 공간상의 빔 

로 일로 변환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Position marker의 간격이 34.7 mm이

므로 Position marker 신호 사이의 시간과 간격을 통해 공간상의 빔 로 일로 

환할 수 있다. 그림 12는 빔 로 일 측정 시스템의 체 구성도이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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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얻어진 신호를 통해 x-축과 y-축 방향의 빔 로 일을 얻을 수 있으며 

position marker의 신호와 비교하여 빔의 치를 알 수 있다. x-축과 y-축 방향의 

빔 로 일을 얻기 해서는 빔 라인에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연결되어야 한다. 

빔의 크기가 작은 역에 한해서 선형이 용되며 빔의 크기가 커질 경우 

Calibration sheet를 이용한 보정이 필요하다(부록 참조).

빔 로 일 로 의 schematic과 각각의 부품에 한 설명을 그림 13에 표시하

다. 

 

그림 11. 빔 로 일 측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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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빔 로 일 측정 시스템의 체 구성도.

 

그림 13. 빔 로 일 Probe의 schematic 

drawing

  

1 Probe unit housing

2 Flange

3 probe unit 516V

4 Screw M5*12

5 Socket, BNC. Type. 31-238

6 Screw, M4*8

7 Mounting angle 

8 Insulator

9 Screw M3*12

10 Protection rod

11 Screw M3*6

12 O-ring. R4400, 

13 Foot

14 Pin

15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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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빔 로 일 측정

포항공 에 설치된 ECR 이온원을 이용하여 빔 로 일 측정 장치의 성

능 테스트를 수행하 다. Data acquisition은 Lab-view를 이용하 으며 2차원 빔 

로 일, 크기  치를 얻기 한 Data processing program을 IDL로 구 하

다. Probe electronics를 이용하여 vane 과 position marker를 구동하면서 빔 신호

를 얻을 수 있다. 빔 로 일 로 를 통해 빔 신호, position marker signal  

deflection signal을 얻을 수 있다. postion marker signal은 빔의 치에 한 정

보를 주며 deflection signal은 vane의 swing 폭을 알려 다. 빔의 강도가 가장 큰 

곳과 Beam position marker signal을 비교하여 빔의 치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4는 20 kV/-3 kV의 인출 압을 인가하여 얻은 빔 로 일 데이터이다. 지름

이 13 mm이고 약 2 mm 정도 오 셋 되어 있는 빔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5는 

인출 압에 따른 빔 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빔 크기는 RMS 와 90%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 다. 2차원 빔 로 일은 빔 류 최고값에 하여 상

인 크기에 따라 20단계로 나 어 2차원 Contour plot를 통하여 나타내었다(그림 

16).  

 그림 14. 빔 로 일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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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5. 인출 압에 따른 빔 크기 변화 

(a) rms beam size,  (b) 90% beam size

그림 16. 2차원 빔 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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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에미턴스 측정 원리

     에미턴스 측정을 해서는 슬릿과 빔 로 일 로 를 통해 측정한다. 슬

릿을 통해 빔의 x-축 (혹은 y-축)의 한 부분만을 통과시킨 후 슬릿 뒤에 놓여진 

빔 로 일 로 를 통해 x-방향 (혹은 y-축)의 빔 로 일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그 지 을 통과하는 빔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빔이 퍼져

나가는 각도는 x'max=(xmax-x)/L, x‘min=(xmin-x)/L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모

든 x (혹은 y) 지 에 해 반복하면 x와 x'의 계를 얻을 수 있다. x와 x' 

계 그래 에서 에미턴스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7. 빔 에미턴스 측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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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Movable water-cooled slit

빔 에미턴스 측정을 해 slit과 빔 로 일 로 를 사용하 다. Slit은 

DC 1-kW 의 beam power를 견딜 수 있도록 수냉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빔 진

행방향의 수직인 단면에서 슬릿 간격과 슬릿 앙의 치가 조정될 수 있는 

movable slit이다. Slit의 간격은 수동으로 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0.5 mm

에 맞춰져 있다. Digital holography 방법을 이용하여 슬릿 간격의 균일 여부를 

확인하 다. 슬릿 단면의 양쪽 끝에서의 슬릿 간격은 각각 0.50 mm와 0.46 mm로 

약 10%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gital holography 방법에 의한 측

정 오차는 0.012 mm이다(그림 18). 슬릿은 에미턴스 측정시 빔 앙에 치하고 

측정을 수행치 않을 때는 빔을 차단하지 않도록 빔 앙에서 벗어난 parking 

position에 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슬릿의 최  이동 범 는 빔 라인 안쪽 방

향으로 20.0 mm, 빔 라인 바깥쪽 방향으로 70.5 mm이다. 슬릿의 움직임을 제어

하는 LM guide 양 끝에는 슬릿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해 Limiting switch가 부

착되어 있다. 슬릿은 Step motor를 통해 구동된다. 5,000 pulse/mm로 이동하며 

back-lash는 100 Pulse (0.01 mm)이다. 

그림 18. 슬릿 간격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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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빔 에미턴스 측정

     DC proton beam 인출 실험을 통하여 정상 인 빔 인출을 확인하 다. 슬릿

과 vane probe를 이용하여 빔 에미턴스를 측정하 다. 빔 로 일 데이터는 NI 

Low pass filter (SCXI-1141, 333 kS/s, 8 ch)와 NI PCMCIA-6012E DAQ (200 

kS, 16 bit)를 통해 컴퓨터로 송되고, 데이터 분석  xy-plane의 빔 로 일

과 에미턴스는 IDL tool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슬릿과 vane probe 간의 간격은 

200 mm 이상이 필요하며 이번 실험에서는 240 mm로 맞춰져 있다. 그림 19는 5 

x 10-5 torr에서 20 kV/-3 kV를 인가하여 인출한 DC proton beam의 emittance이

다. 슬릿 간격은 0.6 mm이고 0.3 m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에미턴스를 측정하

다.  규격화 에미턴스는 0.206 mm∙mrad이고 이는 KOMAC LEBT 라인의 빔

의 에미턴스와 비슷한 값이다.

그림 19. 빔 에미턴스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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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성도(%) 내 용

빔 프로파일 측정 시스템 

(LEBT Beam Line용) 

설계

100
LEBT 빔라인상에 설치될 빔 프로파일 

및 에미턴스 측정 system 설계. 

빔 프로파일 측정시스템 

제작, 설치 및 시험
100

프로파일 모니터의 중요 부품의 조립 

및 설치 완료.

빔 프로파일 및 에미턴스 기본 테스트 

측정 완료 .

제 2  련분야 기술발  기여도

     High power 양성자 빔의 빔 로화일  에미턴스 측정장치의 설계 기술을 

확보하 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측정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 하 다. 

향후 건설될 고에 지- 류 양성자 가속기의 빔제어 운 에 필수 인 진단장치

의 일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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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당해연도에 진행된 에 지 빔 로 일  에미턴스 장치 개발과 측정 실

험을 통하여 고에 지 역에서의 시스템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한 구축된 데

이터 획득과 처리 시스템의 기타 장치로 확장 용이 가능토록 한다.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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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빔 로 일 측정 장치 회로도  도면

1. Block Diagram

2. BPRM System 5100

3. Probe Electronics 522 - CT Board

4. Probe Calibration

5. Linear Pre Amplifier Wiring

6. Linear Pre Amplifier I-V Converter

7. Slit Assembly

8. BPRM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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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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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BPRM System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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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Probe Electronics 522 - C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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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Probe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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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Linear Pre Amplifier W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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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Linear Pre Amplifier I-V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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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Sli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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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BPRM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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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cronyms (약어 풀이 목록)

BBM Beam Bunch Monitor

BCM Beam Current Monitor

BLM Beam Loss Monitor

BPM Beam Position Monitor

BPRM Beam Profile Monitor

DTL Drift Tank Linac

EMS Emittence Measuring System

ECR Ekectron Cyclotron Resonance

LEBT Low Energy Beam Transport

KOMAC Korea Multi-purpose Acceleterator Center

MEBT Medium Energy Beam Transport

POSTECH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RFQ Radio Frequency Quadrupole

TBC To Be Confirmed

TBD To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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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류 양성자 가속기에서 wakefield에 의한 빔 불안정성 연구

류 양성자 가속기에서 

wakefield에 의한 빔 불안정성 연구

수행연구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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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류 양성자가속기에서 빔 류가 증가하면 빔의 진행방향에 해 불연속

인 면을 갖는 부분과 빔이 상호작용하여 wakefield가 발생한다. Wakefield가 

성장하면 빔 류의 일부가 손실되어 빔 송라인을 때리거나 빔의 quality가 나

빠짐으로 인해 유용 가능한 빔 류가 감소하게 된다. 특히  류 가속기의 

경우 빔 불안정성은 빔의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 고에 지 빔의 일부가 손실

되면 유용한 빔 류가 손실될 뿐 아니라 심각할 경우 진공 괴를 발생시켜 가

속기 동작을 단시켜야 한다. 수십 mA 이상 의 류 양성자가속기로 재 

건설된 가속기가 거의 없어, 빔의 불안 성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으나 그 향의 심각성으로 인해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요한 부분이다. 

특히 양성자빔의 경우 자빔과는 달리 에 지가 높아도 입자의 속도가 속보

다 상당히 작다 (β<1).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wakefield의 발생량  양성자빔

에 한 향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류 가속기에서만 갖는 

이러한 불안정성 요인을 가속기 건설 이 에 정량 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속기 

동작 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사 에 악하게 해 다. 더불어 불안정

성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류 동작을 가능하게 해 

 수 있다. 분석결과 wakefield가 가속기 동작의 불안정성을 래하지 않을지

라도, wakefield에 의한 빔의 향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가속기 동작 특히 

기 동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한 원인을 분석할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수행 도 에 얻는 물리 인 해석  기술

인 근방식은  세계 으로 건설되어지고 있는 류 양성자가속기에도 

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류 가속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

안 성에 해 외국의 타 연구소들과 심도 깊은 기술  정보를 교환할 수 있

으며, 이는 기치 못했던 가속기 동작에서의  다른 문제 들을 방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본 연구는 류 빔의 불안정성에 한 분석을 이론  산 모의실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모의실험의 입력변수로 가속 의 특성에 해 실제 측정된 

값을 이용함으로써 계산결과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양성

자빔의 경우 빔의 속도가 속보다 작으므로 (β < 1), 류 자가속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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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 으로 쓰이는 β = 1인 경우의 wakefield 발생이론에 한 한 보정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β < 1인 경우에 해 wakefield의 발생량을 정량

화할 수 있는 수식이나 모델 는 산코드의 정립이 필요하다. 가속  내부에 

발생하는 HOM (higher-order mode)  빔의 불안정성에 향을  수 있는 

모드들을 분석하기 하여 2차원 는 3차원 산코드를 이용해 가속  내부의 

자기장 분포를 계산한다. 산코드는 일부 확보된 코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 연구기 에서 개발된 산코드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계산결

과로부터 빔불안정성에 큰 향을  수 있는 모드들의 정보를 wakefield 발생

량 계산 시에 이용한다. 가속  내부의 wakefield 발생량은 HOM 분석으로부

터 특정 모드들의 향을 계산하되, single-bunch effect와 multi-bunch effect

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단거리  장거리에 한 wakefield 발생량과 방향

성을 고려한다. 한 bunch의 구조에 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가속기 

동작 시에 빔의 동작변수가 가속기 동작에 미칠 수 있는 향을 고려할 수 있

도록 한다. 제작되어진 가속 의 HOM 특성들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계산에 

재 반 함으로써,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계산결과의 유용성을 높인다. 

Wakefield가 빔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기 해, 빔 동력학을 계산할 수 있는 

산코드를 이용한다. Wakefield를 고려한 빔 동력학 계산 로그램은 일부 확

보하고 있으나, 외국의 연구기 으로부터 향상된 산코드들을 입수할 필요성

이 있다. Wakefield가 류 가속기의 동작에 심각한 향을 미치거나 빔의 

질을 떨어뜨려 빔 송에 악 향을  경우, 여러 가지 가속기의 동작변수를 

바꾸어가면서, wakefield 발생량  빔 동력학을 계산함으로써 빔의 불안정성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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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류 양성자 가속기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은 선형가속기 형태의 경우  

세계 으로 건설되었거나 건설 인 시설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류 양성

자 빔의 불안정성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않다. 반면 류 자빔 

가속기의 경우에는 장링이나 선형가속기의 평균 류가 수백 mA에 이르는 장

치가 많이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 이어서, 류 자빔의 불안정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빔 류의 고출력화로 류 선형가속

기가 많이 건설되면서, 미국 SLAC, Jefferson Lab., 일본 JAERI 등에서 류 

선형가속기에서의 빔 불안정성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미국 Los Alamos의 

류 양성자 가속기 로그램인 APT 선형가속기의 경우, 빔에 지 1.7 GeV, 

평균 류 100 mA의 빔이 5 cell 도 가속기를 통과할 경우에 wakefield가 

가속기 동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미국 Oak Ridge 연구소도, 류 양

성자빔 장치인 SNS의 accumulator ring에서 류 빔의 불안정성에 한 연구

를 수행 이다. 한편 유럽의 CERN 가속기 연구소에서는 LHC 건설과 련하

여 SPS에서의 양성자 빔의 횡방향 불안정성  빔의 종방향에 한 향에 

해 연구 이다. 랑스 Orsay에서는 양성자 장링에서의 가속 에서 발생된 

wakefield가 빔의 종방향에 한 향을 분석하 다.  

   국내의 경우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는 장링의 주요 부품들에서 발생한 

wakefield가 자빔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도 자빔 선형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도 가속 에서 발생하는 

wakefield가 자빔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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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류 빔의 불안정성은 빔의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 고에 지 빔의 일부가 손

실되면 유용한 빔 류가 손실될 뿐 아니라 심각할 경우 진공 괴를 발생시켜 가

속기 동작을 단시켜야 한다. 수십 mA 이상 의 류 양성자가속기로 재 

건설된 가속기가 거의 없어, 빔의 불안 성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

으나 그 향의 심각성으로 인해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요한 부분이다. 특히 

양성자빔의 경우 자빔과는 달리 에 지가 높아도 입자의 속도가 속보다 상당

히 작다 (β<1).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wakefield의 발생량  양성자빔에 한 

향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류 양성자 가속기에서의 

wakefield  impedance를 계산하고 류 양성자빔의 불안정성 요인을 분석, 정

량화하여 류 양성자 가속기에서 wakefield에 의한 빔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류 빔의 불안정성에 한 분석을 이론  산 모의실험에 바

탕을 둔 것으로, 모의실험의 입력변수로 가속 의 특성에 해 실제 측정된 값을 

이용함으로써 계산결과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양성자 빔의 

경우 빔의 속도가 속보다 작으므로 (β < 1), 류 자가속기 등에서 일반

으로 쓰이는 β = 1인 경우의 wakefield 발생이론에 한 한 보정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β < 1인 경우에 해 wakefield의 발생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수식이나 모델 는 산코드의 정립이 필요하다. 가속  내부에 발생하는 HOM 

(higher-order mode)  빔의 불안정성에 향을  수 있는 모드들을 분석하기

하여 2차원 는 3차원 산코드를 이용해 가속  내부의 자기장 분포를 계

산한다. 산코드는 일부 확보된 코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 연구기 에서 개

발된 산코드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계산결과로부터 빔불안정성에 

큰 향을  수 있는 모드들의 정보를 wakefield 발생량 계산시에 이용한다.

   가속  내부의 wakefield 발생량은 HOM 분석으로부터 특정 모드들의 향을 

계산하되, single-bunch effect와 multi-bunch effect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단

거리  장거리에 한 wakefield 발생량과 방향성을 고려한다. 한 bunch의 구

조에 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가속기 동작시에 빔의 동작변수가 가속기 

동작에 미칠 수 있는 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제작되어진 가속 의 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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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계산에 재 반 함으로써,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계산결과의 유용성을 높인다. 한편 wakefield가 빔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기 

해, 빔 동력학을 계산할 수 있는 산코드를 이용한다. Wakefield를 고려한 빔 동

력학 계산 로그램은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외국의 연구기 으로부터 향상된 

산코드들을 입수할 필요성이 있다. Wakefield가 류 가속기의 동작에 심각한 

향을 미치거나 빔의 질을 떨어뜨려 빔 송에 악 향을  경우, 여러 가지 가

속기의 동작변수를 바꾸어가면서, wakefield 발생량  빔 동력학을 계산함으로써 

빔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개발 인 에 지 가속 에 한 wakefield 효과를 연구하는 

것인데, 에 지 가속부로 사용되는 DTL 가속 의 경우 약 150개의 cell로 이루

어져 있고 cell의 모양이 차 변화하므로 DTL cell 하나하나에 해 wakefield 

발생량  빔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TL cell 하나하나보다는 개발 인 에 지  에 지 가속 이 상 도 가속

이므로 가속  공명 주차수가 350 MHz인 pillbox형 상 도 가속 에 해 

wakefield 발생량  빔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 다. Pillbox형 가속 과 DTL 

가속 의 경우 공명주 수와 shunt impedance 값 등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으나 개발하는 가속기의 경우 bunch의 반복율이 350 MHz인 것을 감안하면, 

wakefield 효과에 한 오차는 크지 않다. 한 도 가속 과 달리 상 도 가

속 의 경우 wakefield 발생량이 수십 - 수백 배 정도 으므로, pillbox형 상 도 

가속 에서 발생하는 wakefield가 류 양성자빔에 주는 효과를 정량 으로 계

산하는 것으로 에 지 가속단에서 wakefield 효과의 심각성을 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는 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속 의 공명주 수가 350 

MHz인 pillbox형 가속 에 한 wakefield 발생량과 이 가속 을 통과하는 양성

자빔이 wakefield 에 해 어떤 향을 받는지를 계산하 다.

제 1   Wakefield 발생량 모델수립

   하  입자빔이 RF cavity, 벨로우즈, 빔 치 측정기 등의 속 도체 불연속 

경계면을 통과하면, 앞서 통과하는 하 입자에서 발생한 장  자장이 뒤 따라

오는 하 입자에 향을 다. 특히 이러한 불연속 경계면에서 자기 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 때 발생된 자기 의 종방향  횡방향 성분이 각각 빔에 악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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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이때 발생되는 자기장을 wakefield라 하며 종방향  횡방향에 

해 각각의 성분으로 나 어진다.

   만약 하 입자가 일정한 간격 s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면, 하 q를 가지고 

앞서가는 입자에 의해 발생된 종방향  횡방향 wake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Wz ( r, r',s ) =  -
1
q

⌠
⌡

z 2

z 1
dz [Ez ( r, z, t)]

t =
(z+ s)
c

 ,               (3.1) 

      W┴ ( r, r',s ) =  
1
q

⌠
⌡

z 2

z 1
dz [E┴ + ( v × B) ]

t =
(z+ s)
c

 .           (3.2)

여기서 r과 r'은 각각 앞서가는 입자와 뒤 따라가는 입자의 치이다. 만약 이

러한 입자에 한 wake function이 계산되면 임의의 하 분포를 가진 빔에 

해서도 wake potential을 계산할 수 있는데, 선 공간분포 λ(s)의 하분포를 가진 

빔에 한 종방향  횡방향 wake potential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z ( s ) = ⌠⌡

∞

0
ds' [λ ( s - s') Wz(s ')] = ⌠⌡

s

-∞
ds' [λ ( s ') Wz(s - s')],    (3.3)

V┴ ( s ) = ⌠⌡

∞

0
ds' [λ ( s - s') W┴ ( s ')] = ⌠⌡

s

-∞
ds' [λ ( s ') W┴ ( s - s')].  (3.4)

  

   이 때, 불연속 경계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impedance를 wake function의 푸리

에 변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Zz ( ω ) = ⌠⌡

∞

0
dτ Wz (τ) exp(- iωτ)

       = 
1
c

⌠
⌡

∞

0
ds Vz ( s) exp(- iω s)

⌠
⌡

∞

0
ds λ ( s) exp(- iω s)

 = 
Vz (ω)

I (ω)
,             (3.5)

      Z┴ ( ω ) = ⌠⌡

∞

0
dτ W┴ (τ) exp(- iω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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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i c

⌠
⌡

∞

0
ds Vz ( s) exp(- iω s)

⌠
⌡

∞

0
ds λ ( s) exp(- iω s)

 = 
V┴ (ω)

I (ω)
.          (3.6)

  이때, 그림 2.1과 시간에 따라 주기 인 구조를 가진 bunch가 impedance Z를 

가진 불연속 경계면을 통과할 때 wakefield 발생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우

선, bunch current를 

I ( t) =  q 0 [1+A( t )] ∑
∞

k=-∞
f [ t - kT 0- J ( t ) ],      (3.7)

와 같이 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 t )는 normalized amplitude fluctuation, J ( t )

는 bunch timing jitter, q 0
는 bunch의 평균 하량, T 0

는 bunch 주기이다. 일반

으로 가속기에서 발생된 양성자 빔의 시간  분포는 Gausssian 분포를 가지므로,

     f ( t) =  
1
2πσ

t

e
-

t 2

2 σ
t
2

,      (3.8)

와 같이 표 되는데, 여기서 σ
t
 는 bunch 길이이다.

  일반 으로 wakefield의 발생량은 RF cavity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이하 

cavity에 한 wakefield 발생량을 계산한다. 시간에 따라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진 

bunch가 cavity에 입사되면 beam-cavity 작용에 의해 cavity 내에는 wakefield가 

발생하게 되고, 발생하는 wave power는 

                   P (ω) = I 2 (ω)․Z (ω).                     (3.9)

와 같다. 여기서, cavity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존재하므로 impedance Z (ω)를  

     Z (ω) =  ∑
n
 

Rn

1 + i Qn (
ω

ω
r,n

-
ω
r,n

ω )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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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Rn은 shunt impedance, ω
r,n

은 cavity의 공명주

수, Qn은 cavity Q 값이다. 

   이때 만약 류의 진폭변화와 timing jitter가 없다면, (3.7)식은 

  I ( t ) =  ∑
∞

k=-∞
I G ( t - kT 0 ),  I G ( t)  =  

q 0
2πσ

t

e
-

t
2

2 σ
t
2

.              (3.11)

과 같이 주어지고 bunch spectrum은 이를 푸리에 변환함으로써 

I (ω) =  ⌠⌡

∞

-∞
∑
∞

k=-∞
I G ( t - kT 0 ) e

- jωt dt  

       =  I G (ω) ∑
∞

k=-∞
e

- j ωkT 0

 =  ω
0 IG (ω) ∑

∞

p=-∞
δ (ω - pω 0),    (3.12)

와 같이 계산된다. 이 식에서  ω 0 =  2π/T 0
이고 IG (ω)는 단일 bunch를 푸리에 변

환한 다음 값이다.

       I G (ω) =  ⌠⌡

∞

-∞
I G ( t) e

- jωt
dt  =  q 0 e

-
ω 2

2 σω
2

.                     (3.13)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시간에 따라 bunch의 진폭변화와 timing jitter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wakefield의 power spectrum은 bunch 반복율의 정수배에 해

당하는 주 수 ω
p = p ω

0
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속기에서 발생되는 실제의 bunch는 진폭변화와 timing jitter를 가지

게 된다. 따라서 ω
p
 주 에 여러 가지 side band 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

하면 bunch spectrum은 I ( t )의 autocorrelation function으로부터

I
2
(ω) =  ⌠⌡

∞

-∞
G (τ ) e

- jω τ
dτ,            (3.14)

       G (τ ) = < I ( t ) I ( t+τ ) >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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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계산된다. 이 식에서 <>는 ensemble average를 의미하며 I ( t )는 (3.7)에

서 주어진 것 과 같다. (3.14)식을 계산하면 

 I 2 (ω) ≈ ω2
0 I

2
G (ω ) ∑

∞

p=-∞
[ (1-p 2ω2

0
σ2
J ) δ (ω-pω 0)

+
1-p 2ω2

0
σ2
J

2π
SA (ω-pω 0) +

p 2ω2
0

2π
SJ (ω-pω 0) ],                     (3.16)

가 같고, 여기서 SA (ω)와 SJ (ω)는 bunch의 진폭과 jitter의 power density이다. 그

러면, power spectrum은 

    P (ω) ≈ ω2
0 I

2
G (ω) Z(ω) ∑

∞

p=-∞
[ (1-p

2ω2
0
σ2
J ) δ (ω-pω 0)

      +
1-p

2ω2
0
σ2
J

2π
SA (ω-pω 0)+

p
2ω2

0

2π
SJ (ω-pω 0) ]

        ≈ ∑
∞

p=-∞
(Pc + P sb ) p ,     (3.17)

와 같이 계산되는데, 이 식에서 harmonics power density Pc와 sideband power 

density Psb는 다음과 같다.

Pc =  ω2
0 I

2
G (p ω

0 ) Z (p ω
0 ) (1-p

2ω2
0
σ2
J ),   

Psb = 
ω2

0 I
2
G (ω ) Z (ω)

2π
[ (1-p 2ω2

0
σ2
J ) SA (ω-pω 0) + p

2ω2
0SJ (ω-pω 0)].  (3.18)

이 식에서 보여 지듯이, bunch가 jitter나 진폭변화를 가지면 이에 해당하는 

sideband를 유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avity 내부에는 bunch train에 의해 여러 가지 주 수를 가진 

wakefield가 발생한다. 만약 이 때 발생한 wakefield 의 어느 주 수 성분이 

bunch 반복율의 정수배가 된다면, 이 wakefield 성분은 시간에 따라 계속 성장하

게 된다. 그런데, 이 wakefield는 cavity에 입사되는 bunch를 휘게 하거나 에 지



- 492 -

를 변화시키게 되므로, 결과 으로 빔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며 최악의 경우 빔

을 벽에 때리게 만들어 류를 손실시키게 된다.

제 2  Wakefield 발생량 계산

   Cavity 내부에 발생하는 wakefield 발생량을 계산하려면, cavity의 여러 가지 

모드에 한 공명주 수, Q값 등의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1단계에서는 재 

개발 인 양성자 가속기의 여러 가지 cavity 들에 한 wakefield 발생량을 계산

할 수 있는 기본 인 tool을 개발하는 것을 주 목 으로 하고 있으며, 2차년도에

서 실제 제작된 cavity의 공명주 수, Q값을 측정하여 개발 인 가속기에 한 

불안정성 평가를 수행할 정이다.

   1차년도 본 연구에서는 상 도 pillbox cavity에 한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이 때 계산에 사용한 pillbox cavity는 SUPERFISH code를 이용하여 fundamental 

mode의 공명주 수가 재 개발 인 입사기 cavity의 공명주 수인 350 MHz가 

되게 하 다. 이는 비록 1차년도 본 연구의 주목 이 wakefield 발생량에 한 

tool 개발이지만, 계산결과가 실제 실험과 무 동떨어지지 않게 하기 함이다. 

계산결과에 사용된 pillbox cavity의 공명주 수, Q값을 SUPERFISH code를 이용

하여 계산한 결과는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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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계산에 사용한 pillbox cavity에 한 공명주 수  Q값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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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illbox cavity에 해, short-range wakefield를 MAFIA code를 이용해 계

산한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계산에 사용한 bunch 길이는 20 mm, bunch 

charge는 1 nC이었다. 계산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single bunch가 cavity를 통과하

면 약 1 keV 정도의 에 지를 손실함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에 지 손실은 그 

자체로서는 미약하나, 연속 인 bunch 들에 의해 된 경우 심각해질 수 있다. 

연속 인 bunch에 한 wakefield 발생량을 계산하기 해 long-range wakefield 

발생량을 종방향  횡방향에 해 계산한 결과는 그림 3.3,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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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Short-rang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Wake Potential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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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Long-range Longitudinal Wake Potential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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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Long-range Transverse Wake Potential 계산 결과

 

   류 양성자가속기에서 빔 류가 증가하면 빔의 진행방향에 해 불연속

인 면을 갖는 부분과 빔이 상호작용하여 wakefield가 발생한다. Wakefield가 성장

하면 빔 류의 일부가 손실되어 빔 송라인을 때리거나 빔의 quality가 나빠짐으

로 인해 유용 가능한 빔 류가 감소하게 된다. 고에 지 류빔의 일부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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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되면 진공 괴 등으로 인해 가속기 동작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류 가속기에서만 갖는 이러한 불안정성 요인을 가속기 건설 이 에 정량 으

로 분석함으로써, 가속기 동작 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사 에 악하게 해 

다. 더불어 불안정성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류 동작

을 가능하게 해  수 있다. Pillbox에 한 분석결과, wakefield가 가속기 동작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단된다. Wakefield가 빔에 미치는 

향에 한 자세한 분석은 2차년도에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설사 wakefield가 

빔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wakefield에 의

한 빔의 향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가속기 동작 특히 기 동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한 원인을 분석할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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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Loss Factor 계산

 

   공명주 수가 350 MHz인 pillbox형 가속 을 β < 1인 양성자빔이 통과할 때

의 wakefield 발생량은 1차년도에 개발한 이론  모델로부터 정량화할 수 있었다. 

이 wakefield가 양성자빔에 주는 향을 고려하기 해서는 loss factor를 계산하

여야 한다. Loss factor는 다음 수식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우선, β = 1인 빔이 선 

공간분포 λ(s)의 하분포를 가지고 가속 에 입사된 경우, 이 빔이 발생하는 종

방향  횡방향 wake potential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z ( s ) = ⌠⌡

∞

0
ds' [λ ( s - s') Wz(s ')] = ⌠⌡

s

-∞
ds' [λ ( s ') Wz(s - s')],       (3.19)

V┴ ( s ) = ⌠⌡

∞

0
ds' [λ ( s - s') W┴ ( s ')] = ⌠⌡

s

-∞
ds' [λ ( s ') W┴ ( s - s')].     (3.20)

  이 때, 불연속 경계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impedance를 wake function의 푸리에 

변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Zz ( ω ) = ⌠⌡

∞

0
dτ Wz (τ) exp(- iωτ)

      = 
1
c

⌠
⌡

∞

0
ds Vz ( s) exp(- iω s)

⌠
⌡

∞

0
ds λ ( s) exp(- iω s)

 = 
Vz (ω)

I (ω)
,           (3.21)

     Z┴ ( 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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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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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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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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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ω)
.       (3.22)

이로부터  종방향  횡방향의 loss factor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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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 ( ω ) = 
1

q 2
⌠
⌡

∞

0
ds λ (ω)) Vz (ω) k┴ ( ω ) = 

1

q 2
⌠
⌡

∞

0
ds λ (ω)) V┴ (ω).   (3.23)

한편 ABCI code를 이용하여 종방향  횡방향에 한 loss factor를 10 GHz까지 

계산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계산에 사용한 bunch의 길이는 4.8 mm, bunch 

하량은 1 nC, 횡방향 loss factor 계산을 한 offset은 5 mm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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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종방향의 loss factor 계산결과

(- : loss factor spectrum, -. : 주 수에 해 분한 loss factor)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종방향 loss factor의 경우 10 GHz까지 분된 

loss factor 값은 1.49 V/pC이다. 그러나, 가속 의 유한한 aperture, 곧 drift 

tube의 직경이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빔에 의해 발생된 wakefield의 

일부는 가속  내부에 포획되지 못하고 drift tube로 빠져 나가게 된다. 가속

에 붙어있는 drift tube의 직경이 13 cm 이므로, 종방향에 한 wave의 

cut-off frequency는 1.67 GHz이다. Cut-off frequency까지 분된 loss factor 

값은 0.56 V/pC이다.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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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횡방향의 loss factor 계산결과

(- : loss factor spectrum, -. : 주 수에 해 분한 loss factor)

frequency 보다 높은 주 수를 갖는 wakefield는 빔에 의해 가속  내부에서 

발생하더라도 가속 을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 한 종방향 성분  가속 의 

fundamental mode의 주 수인 350 MHz에 해당하는 wakefield의 경우 빔의 불

안정성을 유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속  내부에 장되는 RF의 출력을 감소

시키는 역할만 하게 된다. Fundamental mode에 해당하는 wakefield의 loss 

factor 값은 0.26 V/pC이다. 결과 으로 종방향 wakefield의 loss factor  빔

의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loss factor는 350 MHz 이상의 고차항 wakefield  

cut-off frequency보다 낮은 1.67 GHz의 주 수까지만이 빔의 불안정서에 향

을 미칠 수 있다. 곧, 빔의 불안정성에 향을 주는 loss factor 값은 0.3 (= 

0.56 - 0.26) V/pC 이다.

   한편, 횡방향 loss factor의 경우 10 GHz까지 분된 loss factor 값은 1.87 

V/pC이다. 횡방향에 한 cut-off frequency는 0.64 V/pC이고 횡방향은 가속

의 fundamental mode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빔의 불안정성에 향을  수 있

는 loss factor 값은 0.64 V/pC이 된다.

그러나 β < 1인 경우 effective loss factor 값의 크기가 어들게 된다. β < 1

인 빔의 loss factor와 β = 1인 빔의 loss factor간에는 다음과 같은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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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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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m은 mqjsWo 고차항 모드의 loss factor, s는 bunch 길이, Rm과 Qm은 

각각 m번째 모드의 shunt impedance와 Q 값이다. 식 3.24에 따르면, β < 1인 

빔의 loss factor와 β = 1인 빔의 loss factor 값의 비는 거의 β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 개발하는 DTL은 빔의 입사에 지가 3 MeV, DTL을 빠져 나가는 빔의 

에 지가 20 MeV로 설계되었으므로 wakefield가 빔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향

이 가장 큰 경우는 20 MeV 역 근처에서이다. 양성자 빔 에 지가 20 MeV

인 경우 β 값은 약 0.2, 100 MeV인 경우 약 0.43이다. 따라서 20 MeV 양성자 

빔에 해 종방향 loss factor 값은 fundamental mode 0.05 V/pC, cut-off 

frequency 이하까지 분된 값의 경우 0.11 V/pC, 10 GHz까지 분된 값은 

0.3 V/pC이며, 횡방향 loss factor 값은 cut-off frequency 이하까지가 0.13 

V/pC, 10 GHz까지 분된 값은 0.37 V/pC이다.

제 4  Wakefield가 빔에 미치는 향

   가속 에서 발생한 wakefield는 종방향으로는 빔의 에 지에 횡방향으로는 빔

의 치를 변화시킨다. 우선, 종방향 wakefield는 빔의 에 지를 감소시켜 빔의 

에 지 분산값을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종방향 wakefield  long-range 

wakefield의 경우 cut-off frequency 이상은 가속 을 빠져 나가고 한 

fundamental mode의 경우 RF power가 feedback에 의해 보상되므로 빔에 향을 

주는 값은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0.06 (= 0.11 - 0.05) V/pC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bunch에 의해 발생한 short-range wakefield의 경우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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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보다 높은 주 수를 가진 wakefield가 가속 을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

고 한 이 짧은 시간동안 feedback에 의해 가속  내부의 RF power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종방향 wakefield가 빔의 에 지 분산값에 미치는 향

은 short-range wakefield의 경우가 더 심하게 되고, 에 지 분산에 향을 주는 

loss factor 값은 모든 주 수 역에 해 분한 loss factor 값 0.3 V/pC이 된

다. 그런데, 그림 3.5에서 알 수 있듯이 10 GHz 근처에서 loss factor의 분값은 

거의 포화가 되므로, 더 이상의 값을 계산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종방

향 loss factor가 빔의 에 지 분산값에 미치는 향은 다음 수식과 같이 주어진

다.

,
2 ||

effacceffacc

q

b

b

LE
kq

LE
V

E
E

⋅
=

⋅
=

Δ
           (3.25)

여기서 ||k 는 total longitudinal loss factor (= 0.3 V/pC  m), q는 bunch charge (= 

57 pC), accE 는 acceleration gradient (1 MV/m), effL
는 effective cell length 

(17 cm)이다. 이 값을 계산하면 cell 하나를 통과할 때 상 인 에 지 분산값이 

약 2 x 10-4 증가하게 된다. 한 DTL 내부에 약 150 개의 cell 이 존재하고, 만

약 이 cell을 통과하는 양성자빔의 에 지가 모두 20 MeV라고 가정하면 빔의 에

지 분산값은 약 3 %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DTL에 입사되는 빔의 에 지는 3 

MeV에서 20 MeV 까지 서서히 증가하므로 실제 에 지 분산값은 이보다 훨씬 

더 게 된다.

  한편 횡방향 wakefield가 빔을 편향시키는 정도는 다음 수식과 같이 주어진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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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Δ

⋅
=

Δ ⊥

bi

bf

effacc E
E

r
LE

kq
x
x ln

2           (3.26)

여기서 ⊥k 는 total transverse loss factor (= 1.87 V/pC m), q는 bunch charge 

(= 57 pC), rΔ 은 offset of the bunches entering the cells (5 mm), accE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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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gradient (1 MV/m), effL
는 effective cell length (17 cm), bfE

는 가

속 을 빠져 나가는 빔의 에 지로 가속 에 입사되는 빔 에 지의 약 1.01배 이

다. 이로부터 계산된 빔 치의 변화값은 cell 당 1.56 x 10-8으로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빔 치변화와 련된 emittance 의 변화 역시 비슷한 정도로 측된다. 

DTL에 존재하는 cell 개수가 약 150개 인 것을 고려하면, DTL 입사 후에 일어

나는 빔 치변화는 약 2.3 x 10-6이나, 이 값 역시 심각하지 않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류 양성자가속기에서 빔과 가속 의 상호작용

에 의해 발생되는 wakefield가 다시 빔에 negative effect를 주는 정도를 정량화하

다. Pillbox형 가속 을 통과할 경우의 종방향  횡방향에 한 wakefield의 양 

 loss factor 스펙트럼을 계산하 고, 이로부터 wakefield가 빔의 에 지 분산과 

치변화에 주는 정도를 계산하 다. 계산결과 가속 에서 발생한 wakefield가 빔

의 불안정성에는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Wakefield가 빔의 불안정

성을 심각하게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wakefield가 빔에 한 향을 분

석하는 것은 향후 가속기 동작 특히 기 동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한 원인을 분석할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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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1차년도의 연구목표는 “ 류 양성자가속기에서의 빔불안정 요인분석  정

량화”이었는데, 이 목표 달성을 해 이론 인 수식을 유도하여 wakefield 발생량 

모델을 수립하 고, SUPERFISH code  MAFIA code 등을 이용하여 pillbox 

cavity 내부의 higher-order mode 자기장 분포를 계산하 다. 한편 MAFIA 

code를 이용하여 양성자빔 bunch 구조에 따른 wakefield 발생량을 모의실험으로 

계산하 고 종방향  횡방향에 한 wakefield 발생량  impedance spectrum을 

계산하 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계산된 결과들로부터, wakefield가 실제 가속 에 미치

는 향을 이론 인 수식과 산코드 계산에 바탕을 두어 정량화 하 다. 곧, 에

지 분산값의 변화와 빔의 횡방향 치변화 등을 계산하 으며 계산결과 가속기 

동작에 치명 인 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단되었다. 이와같이 1, 2차년도 연

구수행 내용은 당  계획하 던 목표들을 무난히 달성하 다.

   한편 류 양성자가속기의 경우 wakefield의 향에 한 연구가 세계

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본 연구는 wakefield의 효과를 에 지 상 도 

가속 에 해 정량화를 시도하 다. 일반 으로 상 도 가속 의 경우 도 가

속 에 비해 shunt impedance 값이 작아 wakefield의 효과가 심각하지는 않으며 

계산결과에서도  wakefield가 가속기 동작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래하지는 않

을 것으로 단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류 가속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wakefield에 의한 빔 불안정성 요인을 가속기 건설 이 에 정량 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속기 동작 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사 에 악하게 해  

뿐 아니라, 가속기 기 동작시에 설계된 빔 류가 인출되지 않을 때 가속기 동작

과 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향후 건

설 정인 도가속 의 경우 wakefield 효과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근방법  연구결과는 향후에 검증되어야 할 도가속 에서 발생하

는 wakefield가 빔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 수행 도

에 얻는 물리 인 해석  기술 인 근방식은 세계 으로 건설되어지고 있는 

류 양성자가속기에도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타 연구소들과의 공동연

구를 통해 가속기 설계, 제작시에 상하지 못했던 가속기 동작에서의 다른 문

제 들을 방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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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verview

The major roles of PEFP proton accelerato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ccelerator should provide the proton beams (20MeV, 100MeV) to users.

2) The accelerator should be an injector for future GeV accelerator.

For the first role, the accelerator should have a flexibility in operation mode.  

The machine parameters should defined with the point of the beam users.  The main 

parameters are summarized as follows.

Ion : Proton

Energy : 100MeV

Max. Peak Current : 20mA

Repetition Rate : 120Hz

Pulse Width : 0.1 ~ 2 ms

Max. Beam Duty : 24 %

Max. Average Current : 4.8mA

In the 1st phase (FY2003 ~ FY 2005), the front part of the PEFP accelerator 

will be constructed and tested in KAERI site (Daejon).  The test of the machine will 

be limited by the radiation shielding in KAERI site.  It has the scheme and the test 

parameters as follow.

Energy : 20MeV

Scheme : 

50keV 30mA Proton Source

3MeV 350MHz RFQ

20MeV 350MHz DTL

Peak Current  : 20mA

Duty (test in KAERI site) : less than 0.001% (0.1Hz, 100us)

Total length : ~25m

In this report, the design and R&D status of the Phase I will b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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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n source

1-1. Requirements of ion source for PEFP proton linac

PEFP proton linac requires both proton and negative hydrogen ions to meet a 

multi-use option.  For 20 mA proton beam at the final stage, PEFP proton accelerator 

requires the ion source with the proton beam current of 30 mA at the extraction 

voltage of 50 kV.  Normalized rms emittance of less than 0.3  mmmrad is also 

required for good matching of ion beam into RFQ.

1-2. Experimental setup

The duoplasmatron ion source [2] has three electrodes such as cathode, 

intermediate electrode, and anode.  Plasmas are generated by arc discharges between 

the cathode and the anode. High-density plasmas are formed by being compressed 

geometrically in the 0.7 mm diameter hole of the anode (Molybdenum) and then 

magnetically in the strong non-uniform magnetic field between intermediate electrode 

and anode.  Ceramic expansion cup has been put in front of the anode to reduce 

plasma loss.  Beam extraction geometry is simulated and confirmed by IGUN code.  

The simulated beam profiles with this extraction geometry shown in Fig. 1-2-1 

provide beam currents of 50 mA at extraction voltage of 50 kV.

The drawing of the assembled Duoplasmatron ion source are shown in Fig. 

1-2-2.  1 mm diameter Tungsten filaments are used to generate arc plasma.  Higher 

arc power can increase the proton fraction as well as the extracted beam current by 

increasing electron density and temperature.  Arc currents of up to 15 A can be 

provided in this source.  The intermediate electrode is made of soft iron to guide 

magnetic field lines and shield out the extrac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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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1. Proton Beam Profiles in IGUN Simulation

Figure 1-2-2. Duoplasmatron 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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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on Source and Beam Diagnostic Setup

The experimental setup and the hydrogen beam during the operation are shown 

in Fig. 1-3-1.  The system is composed of an accelerating high voltage power 

supply, ion source power supplies in a high voltage deck, gas feeding system, and 

vacuum system.

A deflecting magnet with 1 mm wide single-slit aperture is installed in the 

vacuum chamber to measure ion beam components.  To measure beam emittance, 

multi-slit apertures (0.5 mm width, copper, water-cooling) and scanning probes (1 

mm diameter tungsten wire) are located at 20 cm and 50 cm respectively from the 

anode.  Faraday cup (copper, water-cooling) is also attached at the end of the 

chamber to measure total beam current.

H.V. Power
Supply

( 100 kV )

Ion Source
( 50keV )

H.V. DeckBeam Measurement

H.V. Power
Supply

( 100 kV )

Ion Source
( 50keV )

H.V. DeckBeam Measurement

Figure 1-3-1. Eperimental Setup.

1-4. Performance OF THE Ion source

The axial magnetic field from solenoid coils in the source is measured up to 4 

kG.  The extraction system has been tested up to 60 kV without problems.  The 

base pressure of aluminum vacuum chamber is less than 3x10-7 torr, but the 

operation pressure is less than 2x10-6torr.  The ion source has reached beam 

currents of up to 50 mA at 50 kV extraction voltage with 150 V, 10 A arc power.  

The extracted beam has a normalized emittance of 0.2  mmmrad from 90 % beam 

current and proton fraction of over 80 % as shown in Fig. 1-4-1.  The pro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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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ion is measured with deflection magnet and scanning wire.  Due to the damage 

of the entrance single slit by continuous beam power (partial melt-down of the slit), 

the resolution of the measurement is no good.  The beam can be extracted without 

any fluctuation in beam current, with a high voltage arcing in 4 hours.  The cathode 

lifetime is tested with 8-hour continuous operations per day.  After 5 day, the 

filament current decreased to 90 % of the initial value due to filament evaporation.  

To increase the filament lifetime,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arc currents or to 

change the tungsten filament to other cathode such as oxide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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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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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1. Proton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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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2. Emittanc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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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nclusion

High current proton injector with a duoplasmatron source for the PEFP linear 

accelerator has been constructed and tested.  High voltage tests up to 60 kV have 

been completed successfully.  Hydrogen beam currents of up to 50 mA have been 

extracted at 50 kV extraction voltage.  This source has shown a normalized rms 

emittance of 0.2  mmmrad and the proton fraction over 80%. Requirements of PEFP 

proton accelerator have been achieved, and the optimization of the ion source will be 

continued to increase filament lifetime for long continuous operation.  High-density, 

RF plasma sources are under development as another possible solution for a long 

lifetime H+/H- ion source.  For a negative ion source, a TCP plasma sources may be 

another good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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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ulse operation of proton injector

The PEFP plans to incorporate a high voltage switch in the LEBT (20 mA, 50 keV) 

that will act as a beam chopper  at a rate of around ~ 10 Hz with less than 50 ns 

rising and falling time. A performance test with high voltage MOSFET switch 

(BEHLKE, HTS 151B) has been conducted on the ion source power supply (1 kV). 

The switch was connected between the ion source power supply and the floating DC 

power supply rack for the filament and arc power of ion source. This connection 

actually allow to pulse the accelerating voltage of the extraction electrode against 

anode without affecting the arc and filament. The falling time are, however, very long 

as shown in Figure 1-7-1. due to a resistance of an accompanied working resistor 

and load capacitance. 

1.1. Figure 1-7-1. Layout of LEBT chopper using the high 

voltage switch. 

  In order to reduce the falling time, we are going to replace the switch with a fast 

high voltage switch, HTS 651-03-GSM. The switch consists of two identical 

MOSFET switching paths, that form a so-called half bridge circuit respectively 

push-pull circuit. Both switching paths are controlled by a common driver, which also 

provide a logic negation for one of the switches (see Figure 1-7-2 and Table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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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igure 1-7-2. Switch output pulse with a high 

voltage of DC 1 kV on the ion source power 

supply.

1.3.

Specification Value

Max. operating voltage 65 kV

Max. peak current 30 A(tp < 10 μs), 17 A (tp < 1 ms)

Max. continuous load current 330 mA

Rise and Fall time 50 ns (CLoad :100pF )

Max. switching frequency 2 kHz

Propagation delay 190 ns

Min. output pulse width 200 ns

Max. output pulse width No limitation

1.5. Table 1-7-1. High voltage switch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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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ig. 1-7-3. Basic operation of push-pull 

fast high voltage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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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F driven negative ion source

I. Introduction

  Developing negative ion sources is getting important as the applications of proton 

accelerator increase. Although multicusp volume ion sources with filaments or radio 

frequency antenna are well-accepted negative ion sources, possible contamination from 

the filament and rf antenna, which is immersed in the plasma, is one major 

concern.[1,2] 

  A multicusp magnetic bucket provides high density plasmas to generate enough 

negative ions to be extracted, sometimes with the help of cesium. However, the 

lifetime of the source is limited by the filament and rf antenna since it is immersed 

in the plasma. Reactive gases such as oxygen are restricted to be used in the source 

as well. To avoid these problems, new approaches to take the rf antenna away from 

plasmas have been considered. By putting an extra chamber between plasma 

generation zones and the antenna, the source lifetime may be extended much longer 

than the immersed rf ion sources. Also, an ion source using the downstream plasmas 

of the inductive coupled plasma sources is under development. Similarly but uniquely, 

the transformer coupled plasma developed as high-density plasma sources with low 

gas pressures for processing microelectronics can be a good candidate for negative 

ion sources, avoiding the contamination problem even with favorable characteristics.

   High density plasma generation takes place close to the planar antenna sitting on 

top of the plasma chamber separated by a dielectric window. This heating region 

located parallel to the extraction electrode can be well separated from the extraction 

region where low electron temperatures are required. Moreover, TCP does not require 

magnetic field for plasma generation, an electron filtering technique with transverse 

magnetic field is compatible. 

II. Features of TCP plasmas

  High-density plasmas generated by TCP have many advantageous features to be 

developed as negative ion sources. First of all, the rf antenna is located outside of the 

plasma chamber. This can reduce possible contamination from the immersed antenna 

and make its lifetime longer. Also, any kinds of gases including reactive gases such 

as oxygen can be used. Second, high density plasmas can be generated at very low 

gas pressures, which make large throughputs of negative ions possible by providing 

sufficient negative ions and by reducing neutralization of negative ions via coll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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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densities and neutral gas pressures will be discussed. Third, the source 

geometry is well suited for negative ion sources since heating zones near the antenna 

are well separated from the extraction zone. When inductive heating modes are 

initiated, heating power will be mostly localized near the antenna region. Finally, 

radial profiles of plasma densities can be adjusted easily by changing the arrangement 

of rf antenna; for example, by changing the number of antenna turns. One possible 

problem with the negative ion source based on TCP is both damage of and 

contamination from a dielectric window due to backstreaming positive ions. To 

circumvent this problem, a Faraday shield for reducing capacitive rf field can be 

located in front of the dielectric window. However, the shield may cause difficulty in 

plasma breakdown, which can be resolved by introducing a preionization technique. 

Another disadvantage may be relatively limited plasma density on the order of 1012 

cm3, which may be marginally acceptable for high current density applications.

III. TCP negative ion source[3,4]

  Combining the above mentioned elements, a new negative ion source based on TCP 

has been conceptually designed as shown in Figure 1-8-1. The antenna is located 

outside of the plasma as noted. 

Figure 1-8-1. conceptual design of TCP H- ion source

   The TCP source with a magnetic filter can separate the heating region of 

high-density, high-temperature plasmas from the extraction region where low electron 

temperatures are required. Also, rf power supply can be operated at the ground level 

instead of the high-voltage platform since the rf antenna is isolated from the plasma 

with insulator. Moreover, this configuration is expected to have a longer lifetime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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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enna is intrinsically away from touching plasmas.

  The plasma generation chamber is made of stainless steel in a double-wall 

configuration to accommodate water cooling capability. A three-and-half-turn antenna 

is installed outside the chamber, isolated with either quartz or alumina disks. The 

thickness of the insulators is chosen to be 10 mm, and high-voltage isolation of up to 

40 kV has been successfully tested. In the presence of sufficient insulation between 

the rf antenna and plasmas, the rf power supply and matching unit are maintained at 

the ground level instead of the high-voltage level, which makes ion source operation 

much easier. Multi-cusp magnetic confinement around the chamber as well as the 

multi-turn antenna is adopted to increase the plasma density sufficiently. The 13.56 

MHz, 5 kW rf power has been used to generate high-density plasmas with L-type 

matching network. A single-hole extraction system was constructed to extract the ion 

beam. Extraction geometry was arranged in a simple two-electrode setup. The 

diameter of the extraction hole and the extraction gap distance are 3 mm and 5 mm, 

respectively. A high voltage of up to 30 kV was applied to extract beam at the 

extractor. Near the extraction hole a set of permanent magnets are located to filter 

out fast electrons in front of the plasma electrode. A separate water-cooling path is 

provided to make sure the filter magnets are sufficiently cooled even in high-density 

plasma operations. To get sufficient H-/e ratio, the role of the filter magnet is the 

most important one.

  Between the main plasma and the extraction system, as shown in Figure 1-8-2, a 

set of permanent magnets generating transverse magnetic field up to 200G with 

C-electromagnets are located to filter out fast electrons in front of the plasma 

electrode. Although this magnetic filter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modify electron 

energy distributions for efficient H- production, it can be used to get lower beam 

emittance by providing lower ion temperature with fast electrons eliminated. The 

source chamber was surrounded by 16 columns of Nd-Fe-B permanent magnets 10 

mm width by 30 mm length each in order to generate the multicusp field 

configuration for a good plasma confinement. It is noticeable that fringe field radial 

component of the multicusp magnet due to the space between multicusp magnets and 

filter magnet could also have a role to filter out the high-energy electrons. As a 

result, filtering effects could be observed by changing the strength of the multicusp 

field. A separate water-cooling path is provided to make sure the magnets are 

sufficiently cooled even in high-density plasma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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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2.  Schematic view of H- ion source

A. TCP plasma characteristics

  High-density plasmas are generated with the TCP source for hydrogen gases. 

Inductive discharges like TCP are known to have transition to high-density mode, 

"H-mode" with certain threshold rf power. For hydrogen, the rf power of 1.7 kW is 

required to move into H-mode at the gas feeding rate of 45 sccm. With the help of 

magnetic multicusp field, the threshold power can be reduced down to 1.3 kW at a 

lower gas feeding rate of 2 sccm. After increasing the number of antenna turns from 

2 to 3.5, even the threshold power for the hydrogen discharge reduces to below 1 

kW.

  Plasma parameters for H-mode discharges are obtained with rf compensated 

electrical probe. Both electron densities and temperatures as shown in Figure 1-8-3 

are estimated from the measured IV curve of probe. Power dependency of the plasma 

density in hydrogen H-mode plasmas. Plasma densities reach up to 1011 cm3 at the 

rf power of 1.8 kW with the gas feeding rate of 2.3 sccm, where the pressure of the 

main chamber is maintained at tens of mTorr. As the rf power increases, both 

plasma densities and electron temperature increase significantly.  Vibrationally excited 

neutrals to form H- ions are provided by the high density and temperature plasma. 

With the three-and-half turn antenna, high-density plasmas with hydrogen gases can 

be obtained at the power level above 1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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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8-3. Plasma density and electron 

temperature with rf power 

B. Ion beam characteristics

  Negative hydrogen beams are extracted with the simple two-electrode system. 

  With a single-hole, two-electrode extraction system, negative hydrogen beam 

currents of up to 0.2 mA are measured at the distance of 10 cm from the ion source. 

The maximum beam current has been obtained at the extraction voltage of 10 kV 

with the limited rf power of 2.3 kW. The negative hydrogen beam current increase as 

the  rf power is increased at the fixed gas feeding rate and the fixed extraction 

voltage as shown in Figure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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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4. H- beam currents with r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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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ncrease beam currents with higher rf power the plasma density needs to be 

increased accordingly. 

 Figure 1-8-5 shows an operating pressure for maximized h- currents. the pressures 

determined by gas feeding rates are limited to the range of avoiding arcs in the 

extraction system. Compromised optimum operating pressure should be maintained to 

keep higher beam currents by adjusting gas feeding rates at the given pumping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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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5. Beam current dependency on mass 

flow

  Another important aspect to increase negative hydrogen beam currents is increasing 

the ratio of H-/e. The ratio can be increased by eliminating fast electrons near the 

plasma electrode, which can be achieved by optimizing magnetic filter. Also, the 

design of optimum extraction and beam transport system is the other important point 

to be investigated for further improvement of high current negative ion sources.

IV. Conclusion

  The TCP-based ion source has been designed and constructed for mA class- H- 

beam currents. High-density hydrogen plasmas in the range of 1011 cm3 are 

generated by 13.56 MHz radio frequency power with the threshold power of 1 kW. 

Plasma densities are enhanced with the multi-cusp magnetic field configuration.

  The plasma density in H-mode discharges can be maximized by increasing the 

input rf power and by optimizing neutral gas pressur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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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ative hydrogen beam currents of up to 0.2 mA at the extraction voltage of 10 

kV are extracted with the low rf power of 1.8 kW. Beam currents of both electron 

and negative hydrogen depend strongly on plasma densities, suggesting that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for higher negative hydrogen beam currents can be achieved by 

providing higher plasma density. Further improvements in the design of magnetic 

filter and extraction system as well as plasma generation efficiency would lead to 

mA-class H- beam at the beam energy of 30 kV without cesium injection in a 

continuous ope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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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Q

2-1.Introduction

The PEFP RFQ has been designed and constructed to accelerate proton beam from 50 

keV to 3 MeV at the operating frequency of 350 MHz. This section is related with 

the present status of the RFQ including design and tuning.

 input/output energy  50 keV / 3 MeV

 input/output emittance (transverse)  0.02 / 0.023 π cm-mrad (norm. rms)

 output emittance (longitudinal)  0.147 deg-MeV

 transmission rate  95.4 %

 peak surface electric field  1.8 Kilpatrick

Table 2-1-1. parameters for PEFP RFQ.

The basic parameters for PEFP RFQ is given in table 2-1-1. The RFQ is a 4-vane 

type composed of 4 sections with 10 slug tuners for each quadrant. The basic 

drawing with dimensions is given in figure 2-1-1. We have selected the varying vane 

voltage from 70 kV to 100 kV mostly in the second section.  A coupling plate is 

used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sections for the mode stability. There are four 

stabilization rods for the dipole mode control in the end plates and coupling plate.

Figure 2-1-1. Basic drawing of PEFP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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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eam dynamics

We have used the RFQ design codes[1] of LANL in order to simulate the beam in 

the RFQ. Table 2-2-2 presents the programs included in the code and brief summary 

of their roles.

Curli It calculates the current limit.

RFQuick It gives the design parameters up to the gentle buncher.

Pari
It calculate the vane modulation by the 2-term potential with 

a circular pole tip geometry.

ParmteqM

It gives the detail information of the RFQ design and the beam 

dynamics result in the structure. It also includes the 

multi-pole field effects coming from the circular pole tip.

Vanes It gives the final geometrical information of the vane.

Table 2-2-2. Program in the RFQ design codes.

The following contents include the result of each program given in order of table 

2-2-2.

Curli

The input information for Curli is the type of accelerating particle, beam current, 

input energy, vane voltage, etc. They are proton, 23mA, 50 keV, and 70 kV for PEFP 

RFQ design. The variation in the vane voltage will be included in the program of 

RFQuick. Figure 2-2-2 shows the result calculated by the program Curli with the 

input values. In the figure, parameters m, A, chi( χ), B represent the values of the 

vane modulation, focusing efficiency, acceleration efficiency, and focusing parameter, 

respectively. The focusing parameter (B) can be calculated from the focusing 

efficiency ( χ  ) by using the following relation,

B=
qV 0

mp c
2 (

λ

a )
2 

χ,

where V 0, mp, λ, a  are the vane voltage, proton mass, RF wave-length, and 

aperture radiu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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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 Result file of Curli.

To get the result in the figure 2-2-2, we have run the Curli under varying the 

modulation (1.3 ~ 1.49) with fixed aperture radius of 2.4 mm. The Ct and Cl in the 

figure represents the transverse and longitudinal current limits. The selected values 

for the following process is underlined in the figure. 

Figure 2-2-3 shows the calculated current limit as a function of RFQ length. The 

transverse current limit for the PEFP RFQ is designed larger than 8 times of the 

beam current.  From a rule of thumb, we know that the longitudinal current limit of 

RFQ ranges about from 1.5 to 1.8 at the point where the beam energy is 1 MeV. 

The value is designed larger than 5 for the PEFP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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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3. Current limit as a function of RFQ length.

RFQuick

RFQuick needs the information of the acceleration efficiency and focusing parameter 

calculated by the program Curli as well as input values for Curli. It also requires the 

information of normalized RMS emittance and the energy at the end of shaper 

section. They are  0.020 π cm⋅mrad  and 60 keV for the PEFP RFQ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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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4. Result file of RFQuick.

Figure 2-2-4 shows the result of the program RFQuick. The energy values at the 

initial point, and the end of shaper and gentle buncher are given as 50 keV, 60 keV, 

and 244 keV, respectively.

The radial matching section consists of 4 cells and the cell length of RFQ is βλ/2. 

Z P /Z S  is the value of the length to the point where the phase begins to change 

divided by the shaper length. If it becomes larger, the beam loss becomes smaller, 

but the RFQ length becomes longer. The value is 0.15 for the PEFP RFQ. 

The increase of the vane voltage is reflected in the RFQ.IN file. Figures 2-2-5 and 

2-2-6 show the files before and after modifying the contents which are in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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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5. RFQ.IN after 

modification.

Figure 2-2-6. RFQ.IN after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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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zdata part in RFQ.IN includes length, B, φ
S
, m, and V 0

. We note that B increase 

slowly and V 0
 also increase from the point of 103.472 cm in the RFQ length. The 

zdata is not used directly in the ParmteqM. It refers a RFQ.TC file produced by Pari 

including the information of zdata.

Pari

Pari generates a RFQ.OUT file which include the position, minimum aperture, 

modulation, peak surface electric field, eight coefficients of electric multipole field, V 0
, 

the energy and phase of the synchronous particle, focusing parameter, cell length, 

current limits in the transverse and longitudinal directions.  They are basic 

information for RFQ design.

Pari also produces a RFQ.TC file including information of the tank and cell, RFQ.IMG 

including the image charge information, and RFQ.VIN which is a input file for Vanes. 

RFQ.TC and RFQ.IMG are other input files for ParmteqM.

ParmteqM

ParmteqM generates RFQ.PMO file and some figures which show the beam dynamics 

result. The file includes the information of cell number, V 0
, particle energy, 

transverse and longitudinal phase advance, acceleration efficiency, φ
S
, minimum radius 

of the aperture, modulation, focusing parameter, cell length, strength of quadrupole, 

octupole, and duodecapole fields, strength of RF defocusing term as well as the twiss 

parameters, emittances, particle distribution in a phase space, and beam loss at each 

cell.

Figure 2-2-7 shows the beam size variation in transverse direction and 

φ-φ
S, W-WS  space as a function of cell number. The particle distribution in a 

trace space is given in figure 2-2-8. Figure 2-2-9 represents the particle distribution 

in the transverse plane and (W-WS )-(φ-φ
S)  space. Figure 2-2-10 shows the 

strength of multipole component fields. Figure 2-2-11 and 2-2-12 are related with a 

peak surface electric field and RFQ parameters in a varying posi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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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7. beam profile plot.

Figure 2-2-8. Particle distribution in Trac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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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9. Particle distribution x-y 와 W-φ space.

Figure 2-2-10. Strength of multipole fiel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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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1. peak surface electric field.

Figure 2-2-12. Parameter describing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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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avity design

We have designed the each cross section of RFQ by the POISSON/SUPERFISH 

codes[2]. The PEFP RFQ linac consists of 4 sections and includes the coupling plate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sections. It also includes four dipole stabilization rods in 

the end plates and coupling plates.

Dipole Stabilization rod

The dipole stabilization rod for the PEFP RFQ is long cylinder type which placed 

perpendicularly to the end palates and coupling plate. The LC resonant circuit in the 

plane between the rod and the first tuners for each quadrant is affected not by the 

quadrupole mode but by dipole modes because of symmetry[3]. It's possible to 

minimize the dipole effect if the quadrupole frequency is located at the center between 

two nearest dipole frequencies by controlling the rods.

End plate

An RFQ cavity can approximate to a wave-guide with end region satisfied with 

proper boundary condition. We know that the under-cut in the end region is essential 

to satisfy the resonant frequency in a compact RFQ structure [4]. The length 

between vane and end-plate plays minor role than the under-cut because the 

magnetic field strength reduces rapidly as it's going away from the vane end.

Coupling plate

The frequencies of the excited modes for a RFQ are related with the frequency of 

the operating quadrupole mode by the following simple formula:

ω 2
n= ω 2

0+ (n c 
π

l )
2

,   n=0,1,2,...

where ω
n
 is the frequency of the n-th mode, ω

0
 is the operating quadrupole mode 

frequency, and the l  is the effective vane length. The formula show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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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difference between the operating mode and the first excited mode becomes 

smaller when the cavity length becomes larger. That is a source of mode instability 

through the frequency perturbation.

If we include the coupling plate, it's possible for the frequency of the nearest mode 

to move away from the operating mode [3]. For example, the difference becomes 6.6 

MHz after introducing the coupling plate from 1.9 MHz for the RFQ cavity with the 

length of 399.2 cm. 

Moreover, we can put two nearest modes equally separated from the operating mode 

and it enhances the mode stability. 

SUPERFISH result for RFQ cross section

Figure 2-3-1 shows the parameters and their values describing the cross sections of 

PEFP RFQ. The detail parameters near the vain-tip are shown in figure 2-3-2. 

Figure 2-3-3 shows the detail dimensions of one vane. The SUPERFISH results are 

given in figure 2-3-4 to 2-3-8 at the various longitudinal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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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1. Parameters describing the RFQ cross-section.

Figure 2-3-2. Cross-section near vane-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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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3. Dimensions of one vane.

Figure 2-3-4. SUPERFISH result at z=1.56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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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5. SUPERFISH result at z=23.288 cm.

Figure 2-3-6. SUPERFISH result at z=157.48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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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7. SUPERFISH result at z=227.859 cm.

Figure 2-3-8. SUPERFISH result at z=287.08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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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ermal/Structure analysis and error analysis

Thermal and structure analysis

In the design of the coolant passages, we have considered the thermal behaviour of 

the vane during CW operation and manufacturing costs. The thermal and structure 

analysis is studied with SUPERFISH [2] and ANSYS codes. The average structure 

power by RF thermal loads is 0.35 MW and the peak surface heat flux on the cavity 

wall is  13 MW/m 2  at the high energy end. In order to remove this heat, we have 

established 48 longitudinal coolant passages in each section, as shown in figure 2-4-1 

which also shows a thermal distribution of the cavity at the high energy end. The 

material is oxygen-free high-conductivity copper (OFHC). The thermal loads were 

given by SUPERFISH analysis.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s are between 11 kW /m
2

-C to 15 kW /m 2-C.

Because of the flow erosion of the coolant passages, we have used the maximum 

allowable bulk velocity of the coolant as 4.5m/sec. From the thermal/structural 

analysis of ANSYS, the peak temperature on the cavity wall is 51.4 
o
C, the maximum 

displacement is 42μm, and the intensity stress is 13MPa. We use the cooling tower 

on the cavity walls and the refrigeration system on the vane area. For RF tuning, the 

coolant passages on the vane area are operated with 10 
o
C coolant. However the 

temperature of the coolant of the passages on the cavity wall is varied to maintain 

the resonance frequency of the cavity. The coolant passages in the cavity wall and 

vane area are the deep-hole drilled. The entrances of deep holes at the vane end are 

bra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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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1. thermal and structure analysis.

Error Analysis

To get the tolerance limit against some possible errors, we have calculated the 

transition rate under the various situation such as the shift of the beam center from 

the geometric center of RFQ (figure 2-4-2), tilting of the beam bunch (figure 2-4-3), 

the change of input energy(figure 2-4-4), and the input current change (figure 2-4-5). 

We note that the most serious effect on the beam transition comes from the beam 

tilting.

Figure 2-4-2. The shift of beam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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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3. Beam tilting.

Figure 2-4-4. Energy mis-match of input 

beam.

Figure 2-4-5. Current mis-match of 

input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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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RFQ tuning

Currently, first two sections of the PEFP RFQ are being tuned to check our tuning 

process. Full RFQ tuning will be set up shortly. Our tuning steps are as follows.

1) End region tuning

End region tuning is composed of three parameter tuning: undercuts on the vane, 

vane-tip to end plate gap, and shape of the end plates.

The undercut in the end region is essential to make the RFQ work properly on the 

designed frequency. Currently, the undercut of PEFP RFQ has the shape of rectangle 

with dimension of 48.3mm x 30mm with blending of R6 in the inner corner edges. 

Since the cavities are already brazed, additional adjustments on the undercuts are 

quite difficult, so we have to resort to the other elements tuning: gap between the 

vane-tips and end plates and/or undercuts or extrusion in the end plate.

The designed cross-sectional frequency is 350MHz with tuners flush. However, since 

we did not took the pre-brazing tuning step, there is ambiguity in the current RFQ 

frequency. 

2) Stabilizer rod

When the dipole mode frequencies near the operating mode are too close to the 

operation mode, the cavity will be very sensitive to the perturbations. Using the 

dipole stabilizer rods, which are mounted on the end plates and coupling plate, we 

can adjust the dipole mode frequencies. There are four stabilizer rods in the middle of 

each quadrants and they will lower the dipole mode frequencies. By adjusting the rod 

lengths, we can approximately equali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peration mode 

frequency and nearest dipole modes frequencies.

There is possibility that our cavity is so designed, accidentally, as to equalize the two 

dipole modes near the operation mode has equal spacing without the rods.

3) Measure and tune the field profile

We use metallic bead to measure the H-field profile of the RFQ. Using SUPERFISH, 

H-field profile has been obtained on every third cells of the RFQ. Our goal is to 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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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vity within 1% of the designed value, using 40 movable tuners.

We use aluminium beads of cylindrical shape with diameter 10mm and height 10mm. 

These beads are attached on four nylon wires running through the bisectors of each 

quadrants and 75mm from the center of the cavity (approximately 21mm from the 

walls, Figure 2-5-1). These nylon wires has diameter of approximately 0.85mm and 

strained by a 20kg weight. Stepping motors are used to pull the beads in constant 

speed of approximately 0.9mm/sec.

Agilent 8753ET/ES Network Analyzer is used to measure S11 amplitude values on 

every second. Due to the noises in amplitude signal we made additional processing in 

the raw data.

Figure 2-5-1. RFQ cross sectional view 

and bead position.

Each trace value of a amplitude data are downloaded to a PC and fitted using square 

function in the vicinity of resonance point. Since we only need to find the symmetry 

point, square fitting (instead of more exact Lorentz distribution) is good enough for 

our purpose. We obtained less than 30Hz of statistical fluctuate in measured 

frequency with fitting error less than 10Hz. This errors will be fine since the bead 

perturbation frequency shift is of order of a few kHz.

After measuring the field profile, the new tuner positions will be calculated using the 

algorithm described Ref.[5]. This process will be repeated until we obtain the desired 

accuracy.

In this method, the magnetic fields, Vi(z)  for the i-th quadrant, satisfy the following 

differential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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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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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ω

Q

ω
Q

V i(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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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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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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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ω

d

ω
Q

[ (Vi (z)+Vi+1(z))+(Vi (z)+Vi-1(z))]= 0,  ( i±1= i±1 mod 4)

where the second term is related with the quadrupole component and the third term 

represents the dipole perturbation.  ω
Q
 and ω

d
, are the quadrupole and dipole 

frequencies. ω
i(z)  represents the resonant frequency of the cross section of the RFQ 

and it is varying function of z  because of the manufacturing error. It's impossible to 

directly determine ω
i(z)  by an experimental method.

After measuring the quadrant fields and applying the tuning equation to them, we can 

get the tuner position in order to compensate the calculated frequency shift at each 

tu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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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ng result for the first two section

This is the first result of our RFQ tuning with the first two sections. Our purpose is 

to make the quadrupole filed to be flat and dipole field to be less than the one 

percent of the quadrupole field.

We have used the 4 tuners for each quadrant. In the beginning, the two end plates 

placed at 10 mm apart from the end of RFQ vanes and the stabilization rods go into 

the RFQ about 60 mm.

Figure 2-5-2 shows the equipment setting for tuning.

Figure 2-5-2. Bead test stan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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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3 shows the frequency shift when each tuner shifts from the wall to the 

position of 5 mm from the wall.

 quadrant 1 quadrant 2 quadrant 3 quadrant 4

tuner 1 35.74 40.32 50.33 46.85

tuner 2 43.92 45.59 58.36 48.89

tuner 3 72.36 71.38 43.63 46.74

tuner 4 87.98 80.22 41.76 43.46

Table 2-5-3. frequecy shift in kHz under varying tuner position 

( 5 mm from the wall ). 

The tuners are initially placed at the position of 5 mm apart from the RFQ walls. 

The measured quadrants fields are given in figure 2-5-3. Figure 2-5-4 shows the 

quadrupole and dipole components. 

  
Figure 2-5-3. This initial magnetic field for 

each quad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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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4. The initial quadrupole and 

magnetic fields.

We have repeated the tuning process five times in order to get the desired field 

pattern. We have obtained the desired tuner position by using the linear 

approximation between the position and the frequency shift of the table 2-5-3. In the 

last tuning step, we have measured again the relation between the tuner movement 

and the frequency shift in order to enhance the tuning accuracy. Table 2-5-4 includes 

the information about the frequency change for 2 mm shift of each tuner. We have 

also changed the experimental setup for the bead to be placed at more correct 

position. 

Table 2-5-5 shows the frequency shift and tuner positions for each step. 

 quadrant 1 quadrant 2 quadrant 3 quadrant 4

tuner 1 2.4 8.6 25.3 21.7

tuner 2 12.7 18.0 28.8 26.2

tuner 3 30.4 28.9 28.8 27.6

tuner 4 28.8 27.6 24.7 25.4

Table 2-5-4. Frequency shift in kHz under varying tuner position 

( 2 mm inward from the tuner position after 2nd 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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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ant tuner

1st tuning 2nd tuning 3rd tuning 4th tuning

δ f 

(kHz)

position

(mm)

δ f 

(kHz)

position

(mm)

δ f 

(kHz)

position

(mm)

δ f 

(kHz)

position

(mm)

1

1 -68.9   -4.6 -36.9 -9.8 -20 -12.6 -4.2 -16.1

2 -42.0 0.2 -25.0 -2.6 -13.9 -4.2 -3.1 -4.7

3 5.7 5.4 -0.93 5.3 -0.78 5.3 -0.5 5.6

4 39.0 7.2 18.3 8.3 10.5 8.9 1.8 9.0

2

1 -55.7 -1.9 -24.8 -5.0 -15.1 -6.9 5.4 -5.7

2 -34.5 1.2 -15.7 -0.5 -9.7 -1.6 3.5 -1.2

3 5.0 5.4 3.2 5.6 1.7 5.7 -0.9 5.4

4 34.0 7.1 18.8 8.3 11.6 9.0 -5.2 8.6

3

1 23.3 7.3 11.0 8.4 3.1 8.7 -7.3 8.1

2 17.6 6.5 7.5 7.2 3.2 7.4 -5.1 7.0

3 3.3 5.4 -0.9 5.3 3.5 5.7 -0.3 5.7

4 -12.1 3.6 -9.2 2.4 3.7 2.9 4.2 3.2

4

1 13.8 6.5 13.9 8.0 1.2 8.1 -13.0 6.9

2 10.0 6.0 11.8 7.2 1.6 7.4 -7.0 6.9

3 0.1 5.0 6.9 5.7 2.5 6.0 5.7 6.4

4 -8.4 4.0 2.2 4.3 3.4 4.7 16.6 6.0

Table 2-5-5. Frequency shift and tuner position for each step of tuning process. 

The each quadrant and component (quadrupole and dipole) fields are shown in figures 

2-5-5 and 2-5-6 after the first tuning, figures 2-5-7 and 2-5-8 after second tuning, 

figures 2-5-9 and 2-5-10 after the third tuning, and figure 2-5-11 and 2-5-12 after 

the fourth tuning. We have found that the third tuning process does not give 

important modification. That is why we have changed the experimental set up. We 

also note that the quadrupole component is not changed significantly in each step and 

remains to be similar figure. However the dipole component becomes very small to be 

less than ±2%. We note that there is some offset in the dipole component. The scale 

of diplole in figure 2-5-12 is 10 times larger than the measured value. We have also 

modified the quadrupole component to include the correction of longitudinal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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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onstant vane voltage. Figure 2-5-13 show the correction factor.

In order to make flat ( ±1%  level) quadrupole field and reduce the dipole  component 

less than 1%  as well as remove the dipole offset, we have used the empirical 

method that a quadrupole and two dipole components can be  independently controled 

by moving the tuners by pairs. If the tuners of the first and third quadrants are 

moved in and out by the same magnitude of frequency shift, only one dipole 

components are shift and the other components are not changed. For the quadrupole 

change without moving the dipole components, we have moved the first and the last 

tuners of each quadrants in and out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resonant frequency 

is not changed. After few steps under these principles, we can get the final field 

pattern given in figure 2-5-14 and 2-5-15. The flatness of the quadrupole is within 

±1%  level and the relative amount of dipole components is less than 1%  of that of 

the quadrupole. The final tuner position is given in tabel 2-5-6.

 quadrant 1 quadrant 2 quadrant 3 quadrant 4

tuner 1 -9.0 -2.7 +7.3 +6.6

tuner 2 -10.2 -1.3 +9.2 +8.3

tuner 3 +6.1 +5.3 +4.7 +6.3

tuner 4 +7.8 +7.8 +4.5 +6.8

Table 2-5-6. Tuner position after final tuning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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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5. The magnetic fields for each quadrant 

after the first tuning process. 

Figure 2-5-6. The quadrupole and dipole fields after 

the first tu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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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7. The magnetic fields for each quadrant 

after the second tuning process. 

Figure 2-5-8. The quadrupole and dipole fields after 

the second tu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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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9. The magnetic fields for each quadrant 

after the third tuning process. 

Figure 2-5-10. The magnetic fields for each quadrant 

after the third tu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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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11. The magnetic fields for each quadrant 

after the fourth tuning process. 

Figure 2-5-12. The quadrupole and dipole fields after 

the fourth tu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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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13. Correction factor for the quadrupole 

component.



- 557 -

Figure 2-5-14. The magnetic fields for each quadrant 

after the fifth tuning process. 

Figure 2-5-15. The quadrupole and dipole fields after 

the fifth tuning process.



- 558 -

Tuning result for the entire RFQ

The tuning of the entire RFQ composed of two segments, four sections has been 

carried out. PEFP 3MeV RFQ has a ramped voltage profile along the downstream 

and as pointed out earlier, the resonant frequency was somewhat higher than the 

designed one to accomplish field profile tuning. After the field profile was measured 

to check the overall tendency, several modifications were performed, which were to 

modify the coupling plate to keep the distance between segments to be same one to 

the beam dynamics calculation, to remove the sharp edge of the vane end sections 

those are radial matching section and fringing field section. After the modification, 

several method were tried to tune the RFQ except the machining of the undercut 

depth and removal of the cavity wall material. The final field profile is shown in 

Figure 2-5-16. The resonant frequency was 352.1MHz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he 

tuner perturbation against the cavity field profile. And it was determined to design 

and fabricate a new RFQ because of some other problems such as sharp edge and 

reverse curvature radius at radial matching section in addition to the tuning problem. 

Also it was determined to drive the RFQ with 352.1MHz to check the overall system 

performances until new RFQ replaces the present one.

Figure 2-5-16. Field profile after 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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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Vacuum system

Injector and LEBT

The duo-plasmatron type proton source to produce the H+ beam is installed. The 

neutral hydrogen gas is injected into the source through the MFC (mass flow 

controller) about 4 sccm. The large amount of the proton and H2+, H3+ beam about 

7 mA vanishes at the end of the source and the LEBT. The demanded pressure on 

these parts is about 1× 10-5 mbar, we installed pumps at the injector and LEBT 

respectively. The stainless steel chamber was fabricated to evacuate the hydrogen gas 

evolved from these beam loss and installed at the end of the source. The LEBT is 

the long stainless steel pipe having two solenoid magnets. Inner diameter of the 

LEBT is 160 mm and the total length is 2.2 m. The conductance of the entire pipe is 

887.3 L/sec. We installed the TMPs on injector of 720 L/sec pumping speed of H2 

and on LEBT of 370 L/sec of H2. We selected the TMP for these parts in spite of 

the high H2 loads since the required pressure is a little high about 10
-5
 order and the 

regeneration process of the cryo pump will give rise to the problems during the beam 

operation in this operational pressure range.

 

Figure 2-6-1. Picture of the installed proton injector. The vacuum system consists of 

gate valve, TMP with rotary pump and penning gauge.

RFQ Vacuu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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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quired vacuum pressure in the RFQ is below 1× 10-6 mbar. The pumping 

efficiency of the RFQ is not good because of the low conductance in the accelerating 

space, large surface area and high rate of beam loss. The PEFP RFQ divided into 4 

sections, and all sections are bolted with fluorocarbon sealants (Viton O-rings). The 

OFHC copper was machined and brazed to shape the 4 vane cavities, and the helium 

leak rates of each brazed joints except the o-ring parts are measured as below 1× 

10-10 mbar L/sec. The 8 OFHC vacuum grills and the pumping ducts made of 

stainless steel pipe are installed at the respective quadrants. 

The expected gas loads on the RFQ are estimated as follows. 

- Outgassing (41,500 cm2) : > 8× 10
-6
 mbar L/sec 

- Joint leaks : >2.8× 10
-6
 mbar L/sec 

- Beam loss (H+, ~ 3 mA) : 7.2× 10-4 mbar L/sec 

The dominant gas in the cavity,  especially in the 1
st 

section - while beam operation 

will be hydrogen, so we choose the cryo-pump as the main pump of the RFQ. The 

cryo pump has high hydrogen pumping speed vs. inlet flange and pumping 

performances of other gases are also excellent. 

For PEFP RFQ, 2 sets of 5000 L/sec (H2 speed) cyro pumps are installed. And two 

sets of TMP system installed at RF window region evacuate the cavity to 1× 10
-5
 

mbar before starting the cryo-pump. The hydrogen pumping capacity of the pump is 

28 bar L, so the regeneration period will be 65 days when operate the pump at 1× 

10
-6
 mbar. 

Two RF windows and iris type couplers will be installed in 3rd section of RFQ. A 

set of TMP with scroll pump at respective window will be installed, and be isolated 

by a pneumatic gate valve. We're now baking the window to 175 ℃ for surface 

treatment. A set of cold cathode gauge and Pirani gauge is installed at each pumping 

station and each window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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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2. The 1st RFQ section and installed pumping station. 

Figure 2-6-3. The vacuum test of the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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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reliminary Test of the RFQ

2-7-1. Test setup and results

To check the overall system performance of the 3MeV RFQ, a preliminary test has 

been carried out. As stated earlier, it was determined to drive the RFQ with 

352.1MHz because of the tuning problem. The RF parameters used during preliminary 

test were presented in Table 2-7-1.

Parameters Values Notes

Frequency 352.1MHz Frequency modulation

Pules width 50μs -

Repetition rate 0.1Hz -

Table 2-7-1. RF parameters for preliminary test

During the high power test, the resonant frequency of the RFQ change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cavity. In PEFP RFQ, the change rate is about -10kHz/℃. 

Because the temperature control system of the cooling water depends only on the 

external cooling fan in existing cooling system, it is difficult to regulate the coolant 

temperature precisely.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o control the driving frequency 

against the resonant frequency change, that was to operate the RF system in 

frequency modulation mode presented in Table 1. The temperature control system 

using three-way valve will be installed in FY3.

The high power RF system for the test consists of klystron, circulator, waveguide 

components, RF window and power coupler. The high power RF system is designed 

to have the capacity of operating at high duty level up to 100%. The RF power from 

the klystron was divided into two legs by magic tee and delivered to RFQ. The 

TH2089F klystron can be operated up to 100% duty, and during the test only the low 

level input RF signal to the klystron was pulse modulated without electron beam 

pulsation, that is to keep the constant electron beam power. The circulator can deliver 

average RF power up to 1.3MW in forward direction and permit up to 1.3MW 

reverse power at any phase. The RF window is planar type and can deliver 900kW 

into the load with VSWR less than 1.1:1. The power coupler is a ridge loaded 

waveguide type with iris coupling. A security box was used to protect the high 

power RF components and RFQ from RF related problem. All RF related fault signals 

such as klystron output window arc, circulator arc, RF window arc and high reflected 

power from the RFQ were the input signals into the security box and the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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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from the box was used to interrupt the low level RF signal. The test setup for 

RFQ is shown in Figure 2-7-1.

The driving frequency was determined from the value at maximum cavity power with 

given forward RF power. The resonant frequency changed from 351.3MHz to 

352.2MHz with input coolant temperature ranges of 30℃～36℃. At first, there were 

high reflection from the RFQ and unstable power profiles at low power level typically 

less than a few tens kW. The RFQ was disassembled after 30kW test, and the 

discharge spots at the both end plates were discovered as shown in Figure 2-7-2.  

After several test, the cavity could be driven with stable manner up to 250kW～

300kW power level. The examples of the RF power increase depending on time are 

presented in Figure 2-7-3 and Figure 2-7-4. As shown in the Figures, the cavity 

could not be driven above 300kW with stable manner until now.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for this unstable operation and high reflections, which come from 1) 

RF window, 2) RF coupler, 3) RFQ itself. To solve the problem, at first, we will try 

to bake the window and again test the RFQ to check the RF window related 

problem. At the cavity power level about 250kW, continuous proton beam was 

accelerated into the RFQ from ion source whose energy was 50kV. In this case, to 

avoid the damage of the RFQ vane from the focused proton beam, the beam 

matching or focusing using LEBT solenoid was not used, but the beam was rather 

spread into large area. The RF power inside the cavity and pulsed beam current from 

the Faraday cup at the location of 70cm downstream from the RFQ exit were shown 

in Figure 2-7-5, Figure 2-7-6 respectively. The beam current was about a few micro 

A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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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Preparation for next test

Several parts are planned to be revised for next test as listed below.

- Pulsed operation of the ion source

- Baking of the RF window

- Supplement to beam diagnostics

- Installation of the coolant temperature control system

For pulsed operation of the ion source, it is planned to install a fast high voltage 

switch and to operate the extraction high voltage power supply of the ion source in 

pulse mode with continuous plasma oper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operation of 

the pulsed ion source, the beam matching test between LEBT and RFQ can be done 

and consequently the beam current after the RFQ can be increased.

Until now, the RF power in the RFQ cavity could hardly be increased above 300kW 

with stable manner. Several parts such as RF window, RF coupler and RFQ itself 

seem to be source of that problem. Among those, we will try to perform the window 

baking at first. The window is planned to be baked out at 150℃ until the vacuum 

pressure drops below 5E-7 torr.

Only one beam diagnostics device was installed in the past RFQ test setup, that was 

Faraday cup. Two beam diagnostics devices, beam current monitor and energy 

detector will be installed for next test. The first one is to be used to measure the 

beam transmission ratio, and the second one just to check the beam energy.

Finally, coolant temperature control system is going to be installed for resonant 

frequency control. We want to slight modify our cooling system and two methods are 

proposed, both of which use a three way valve for temperature control. After 

completion of the installation of the three way valve, the RFQ can be driven with 

constant frequenc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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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1. RFQ test setup.

 

  

Figure 2-7-2. Discharge Spots at the en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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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3. RF power vs. time up to 1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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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4. RF power vs. time up to 3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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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4. RF power profile (abscissa:10μs/div.)

(upper : klystron forward power,

lower : RF power inside RFQ )

Figure 2-7-5. Faraday cup signal

(abscissa:10μs/div., ordinate : 1μ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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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RFQ - Upgrage design

This chapter is related to the upgraded design of PEFP RFQ. It contains the basic 

idea of the design, the result of the beam dynamics study, and the cavity design 

determining the overhang length and the coupling gap distance.

2-8-1.Introduction

The orignal RFQ has been tested and found that the resonant frequency is 351.2MHz 

under the designed profile of the vane voltage. Since it's impossible to cure the 

situation we have decided to upgrade it. The design principles of the new RFQ are 

as follows:

The RFQ keeps overall dimension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values in order to 

use the peripheral devices.

The constant vane voltage is adopted for easy construction and tuning.

The magnitude of the peak surface electric field should be less than 1.8 Kilpatrick 

limit.

The multipole components (especially, octupole component) should be as small as 

possible.

In the accelerating region, the aperture radius increase gradually and to be 3.1 cm 

at the end of the region. The larger value of the radius helps match the beam into 

the following 20MeV DTL in the transverse direction.

In order to control the beam shape in the transverse phase space as well as to 

remove the energy uncertainty at the end of the RFQ, we put the transition cell 

before the fringe field region.

We have adopted the resonant coupling method and dipole stabilizer rods in order 

to stabilize the operating mode from the nearest quadrupole and dipol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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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PEFP RFQ has been designed to accelerate proton beam from 50keV to 

3MeV at the operating frequency of 350MHz. The basic parameters are given in 

Table 2-1-1.

 RF frequency  350MHz

 input/output energy  50keV /3MeV

 input/output emittance (transverse)  0.2 / 0.23 π mm-mrad (normalized rms)

 output emittance (longitudinal)  0.11 deg-MeV

 transmission rate  98.3 %

 peak surface electric field  1.8 Kilpatrick

Table 2-1-1. Parameters for PEFP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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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beam dynamics

The updated PEFP RFQ consists of a radial matching section of 6 cells, a shaper, a 

gentle buncher, and an accelerator. At the high energy end of the RFQ, it has a 

transition cell followed by a fringe field region.

2-8-2-1. RFQ Design Parameters

current limit and aperture radius

The current limit of the RFQ should be determined at the end of gentle buncher 

where the space charge effect becomes most serious. If the aperture radius(a) is 

fixed, the modulation value can be determined by the condition that longitudinal 

current limit is equal to the transverse one. Figure 2-8-1 shows the current limit and 

the modulation as a function of the aperture radius. The value of the aperture radius 

is 2.4mm for PEFP RFQ.

Figure 2-8-1. current limit and modulation as a function of 

the aperture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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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at the end of gentle buncher

The energy at the end of the gentle buncher is given by the following formula,

EGB=E i ( 99.5
∘

φ
s )

2

where Ei  and φ
s
 are the input energy of the proton beam and the synchronous 

phase at the end of gentle buncher. For the PEFP RFQ, EGB=550keV   with

E i=50keV, φ s=-30∘ .

Energy at the end of shaper

We can control the length of an RFQ by adjusting the energy at the end of the 

shaper. Figure 2-8-2 shows the relation between the length and the energy. We have 

selected the energy as 86.5keV which gives the RFQ length of about 318.7 cm. The 

length will be changed by introducing a transition cell and modifying the aperture 

radius for matching.

Figure 2-8-2. The relation between RFQ length and the 

energy at the end of sh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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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where B becomes its full value

The increasing pattern of the focusing efficiency, B, gives important influence on the 

transmission rate. Figure 2-8-3 shows the relation the transmission rate and the 

position where B becomes its full value. The rate increases until the position becomes 

15mm and then the rate is almost constant. The value of the focusing parameter of 

PEFP RFQ becomes its design value at the longitudinal position of about 30cm.

Figure 2-8-3. Transmission rate and the position where focusing 

strength B becomes its full value.

ρ/r 0

The ratio of transverse curvature radius( ρ ) to the average aperture radius ( r 0
) 

determines the level of the multipole components and the strength of the peak surface 

electric field. The octuple components in the arbitrary unit is given in Figure 2-8-4 

for the various ρ/r 0
 values. Figure 2-8-5 shows the peak surface electric field for 

each value of ρ/r 0
. If the ratio increase, the relative ratio of octupole component 

decreases but the value of the peak surface field increases. We have to compromise 

on the ρ/r 0
 value in order to satisfy the two following conditions: minimiz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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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upole component and limiting the peak surface electric field under the 1.8 times 

Kilpatrick field.  PEPF RFQ has the value of 0.87.

Figure 2-8-4. Octupole components for varying ρ/r 0
. 

Figure 2-8-5. Peak surface electric field for varying ρ/r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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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rture radius: transverse matching between RFQ and DTL

 In order to get the value of the zero current phase advance(ZCPA) per unit length 

at the end of RFQ equal to that of the initial part of DTL, we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aperture radius of the RFQ in the accelerator region. Figure 2-8-6(a) 

and Figure 2-8-6(b) shows the ZCPA per unit length as a function of the aperture 

radius at the end of the RFQ. The values for PEFP RFQ and DTL are given in 

Table 2-8-1.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the value of the RFQ become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DTL because the accelerating filed in the DTL has relatively small value of 

1.3MV/m. The similar value of ZCPA per unit length in the transverse direction can 

be obtained by increasing the aperture radius from 2.4mm to 3.1mm. In this case, the 

ZCPA per unit length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decreases about 0.6% when the 

aperture radius is increased from 2.4mm to 3.1mm (see Table 2-8-1 and Figure 

2-8-6(b)).

Transverse (degree/cm) Longitudinal (degree/cm)

 RFQ
4.50 for a = 2.4mm 1.67

2.55 for a = 3.1mm 1.66

 DTL 2.56 1.62

Table 2-8-1. Zero current phase advance per unit length for PEFP RFQ and DTL 

(Transvers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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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8-6. Transverse(a) and longitudinal(b) Zero 

current phase advance per unit length as a function 

of the aperture radius at the end of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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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ge field region and the output beam of RFQ

  Since we have introduced the transition cell in order to remove the energy 

uncertainty, the length of the following fringe field region becomes a free parameter 

which can be used to rotate the output beam in the transverse phase space. It gives 

us some flexibility of the matching process in the transverse direction. In Figure 

2-8-7 the output beams in the transverse phase space are given for the length of the 

fringe field region(FFL) of 1cm and 5cm, respectively. 

The detail of the matching process is given in the DTL section.

 

Figure 2-8-7. Length of fringe field region(FFL) 

and the output beams in transverse phas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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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Beam Dynamics Result of PEFP RFQ

  Figure 2-8-8 shows the behaviour of the physical quantities of the RFQ as a 

function of cell number. The vane voltage is fixed to be 85kV. As described in the 

previous section, the apeture radius increases in the accelerator region. The focusing 

efficiency(B) increases linearly in the 30cm region of the intial part of the RFQ. The 

value begins to decrease in the accelerator region since it is related with the ZCPA 

per period as follows,

σ 2
T ≃ 

B 2

8π 2 +Δ
rf

where Δ
rf

describes the RF-defocusing effect. The lower value of ZCPA per unit 

length implies the lower value of focusing efficiency. 

Figure 2-8-8. Physical quantities of PEFP RFQ: 

a(aperture radius), r 0
(average aperture radius), m(modulation), 

A(accelerating efficiency), B(focusing efficiency),

 φ
s
(synchronous phase), W(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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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9. Typical dimension of PEFP RFQ.

The resulting dimensions of PEFP RFQ is given in Figure 2-8-9. The total length is 

326.64cm with the length of the fringe field region of 2.64cm. In this case the value 

of the fringe field gap(9.1mm) becomes similar to that of the radial matching 

gap(8.9mm).

Figure 2-8-10 shows the current limit in the transverse and longitudinal directions. In 

the accelerator region, transverse current limit is proportional to β/a 2 and longitudinal 

current limit is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aperture radius.

Figure 2-8-10. Current limit in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s.

Figure 2-8-11 and 2-8-12 represent the multipole effects including the octupo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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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face electric filed, respectively where the value of ρ/r 0
is 0.87. The strength 

of octupole component is less than 10% of the quadrupole. The maximum value of 

the peak surface electric field is less than 1.8 times Kilpatrick limit.

Figure 2-8-11. Multipole components in arbitrary unit 

( ρ/r 0= 0.87 ).

Figure 2-8-12. Peak surface electric filed 

( ρ/r 0=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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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mulation results using PARMTEQM code are given in the follwing 3 figures. 

Figure 2-8-13 shows the behaviour of the beam size in the transverse and 

longitudinal directions, φ-φ
s
space, and W-Ws  space as a function of cell number. 

The transmission rate is 98.3%. Figure 2-8-14 represents the input and output beams 

in the phase space. In the third column of the figure, we can note that the DC input 

beam which spans the whole phase angle is bunched at the end of the RFQ. In 

Figure 2-8-15, there is detail information of the particle distribution in  Δφ-ΔW  

space: -20∘∼ 25∘ in Δφ space and -40∼60 keV in ΔW  space.

In the output file of the simulation, the final synchronous phase is not -30
∘ but

-56.8 ∘ because the transition cell is somewhat smaller than the normal RFQ cell. 

Figure 2-8-13 Configuration plot of bema in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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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14. Input and output beam of the RFQ.

Figure 2-8-15. Detail configuration of output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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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rror analysis

We have studied the change of the transmission rate by several error sources in the 

input beam and the vanes of the RFQ:

Figure 2-8-16: spatial displacement of the input beam in x-direction only, and in 

both x- and y-directions.

Figure 2-8-17: divergence-coordinate displacement of the input beam in 

x'-direction only, and in both x'- and y'-directions.

Figure 2-8-18: deviation of the input energy.

Figure 2-8-19: change of the input current.

Figure 2-8-20: change of the input emittance.

Figure 2-8-21: tilt in the vane voltage.

Figure 2-8-22: voltage factor without concerning the final energy.

Figure 2-8-23: voltage factor with the particles satisfying |E-Edesign| < 100keV .

Table 2-8-2 shows the limit of each error source which gives the transmission rate 

larger than 90%.

Error source Limit

Spatial deviation ±1 mm

Divergence-coordinate displacement 20 mrad

Input energy ±3 KeV

Input current <60mA

Input emittance <0.5 mm-mrad (norm. rms)

Tilt in vane voltage -20 ~ 30 %

Voltage factor ( |E-Edesign|< 100keV ) > 0.92

Table 2-8-2. Error limit for the transmission rate of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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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16. Displacement of beam center

Figure 2-8-17. Displacement in divergence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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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18. Deviation of input energy from design value.

Figure 2-8-19. Inpu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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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20. Input emittance.

Figure 2-8-21. Tilt in vane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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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22. Voltage factor: |E-Edesign|< 3MeV

Figure 2-8-23. Voltage factor: |E-Edesign|< 100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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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cm)

1st 2nd 3rd 4th total

H(Geometry) 81.66161 81.92157 80.15029 81.10779 324.84126

V(Geometry) 81.66168 81.92146 80.15006 81.10790 324.84110

VMAX 81.65993 81.92086 80.153 81.10742 324.84121

Table 2-8-3. Lengths of four sections in PEFP RFQ.

2-8-4. Cavity design

This section includes 

How to fix the three boundary positions of the 4 sections in the RFQ.

Determination of the vane skirt( W b).

Determination of the overhang lengths and distance of the coupling gap.

2-8-4-1. 4-sections

PEFP RFQ consists of 4 sections. The length of the vane is about 325cm. The 

conditions of Ez= 0  and similar lengths among the sections determine the boundary 

positions between sections. Table 2-8-3 shows the length of each section and Figure 

2-8-24, 2-8-25, 2-8-26 show the three boundary positions. In this work, we have 

used the peak values of the vane tip which is  VMAX in the table and figures.

Figure 2-8-24. Boundary position between 1st and 

2nd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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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25. Boundary position between 2nd and 3rd 

sections.

Figure 2-8-26. Boundary position between 3rd and 4th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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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Wb(vane skirt)

In order to determine the geometry of the transverse sections of the RFQ, we have 

used SUPERFISH code. The geometry and their numerical values are given in Figure 

2-8-27. From this input data, average aperture radius( r 0
), and transverse curvature 

radius of the vane tip( ρ), we can get the information of the vane skirt ( Wb) in order 

to give the target frequency of 349MHz which becomes 350MHz after including the 

tuners. Figure 2-8-28 shows the mesh-size dependance of the resonant frequency. We 

have used the mesh size of 0.01 in the following simulation. Figure 2-8-29 represents 

the resulting length of Wb  as a function longitudinal positions.

 

Figure 2-8-27. Information of transverse cross section for 

running SUPER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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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28. Mesh size and frequency.

Figure 2-8-29. W b vs longitudin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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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End geometry and coupling region 

We have used the MWS code for the three dimensional simulat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end geometry such as over-hang length as well as the distance of the 

coupling gap.

Accuracy Test of the simulation 

We have compared the MWS simulation result with the SUPERFISH calculation by a 

typical RFQ model of the length of 120mm under perfect boundary condition at both 

ends (Figure 2-8-30). In the figure, the blue(or gray) region is vacuum. In the 

SUPERFISH calculation the target frequency is 350MHz. However the MWS result 

depends on the mesh numbers(Figure 2-8-31) which can be controlled by a 

parameter, lines per wavelength(LPW) in our case. At the LPW of 30, the resonant 

frequency becomes 350.03MHz. In the following simulations, we have used the LPW 

of 30.

Figure 2-8-30. RFQ model for MW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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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31. MWS result vs lines per wavelength.

Overhang length in the low- and high-energy end and coupling region

 

First of all we have determined the cell geometries for the MWS simulation at the 

fist cell after the radial matching section(low energy end), the last cell before the 

transition cell(high energy end), and the last cell before the coupling plate(coupling 

region). The SUPERFISH results are given in Table 2-8-4 where r 0
 and ρ  are 

input parameters and Wb  is the output result. The geometrical plots for the MWS 

simulations are given in Figure 2-4-32, 2-8-33, and 2-8-34. In the high- and 

low-energy region, the model length is 120mm. It is 240mm in the coupling region 

where the length of the coupling gap is fixed to be 2.5mm. The thickness of the 

coupling plate is 16mm. The optimized gap distance has been obtained in the 

following section. 

(unit: mm)

 ρ W b

low energy end 4.5763 3.9814 13.9519

coupling region 3.7444 3.2577 18.6704

high energy end 4.7128 4.1001 13.2406

Table 2-8-4. Cell geometry for MWS simulation to determine overhang 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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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32. RFQ model for MWS 

simulation in the low-energy region. 

Figure 2-8-33. RFQ model for MWS 

simulation in the high-energy region. 

Figure 2-8-34. RFQ model for MWS simulation in the 

coupl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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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WS simulatio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able 2-8-5 summarizes the overhang length(L) in the low-energy,   

high-energy, and coupling region. It also includes the resulting resonant 

frequencies for each case. The relation between the resonant frequency and the 

overhang length are given in from Figure 2-8-35 to 2-8-37. 

The effects of some simulation errors have been studied:

The length of the RFQ model: If we change the model length, the resonant 

frequency can be shifted in the range of about ±350kHz.

Figure 2-8-38 for low-energy region

Figure 2-8-39 for high-energy region

Figure 2-8-40 for coupling region

Mesh number (or lines per wavelength, LPW): Since the lower value of 

LPW than 30 should enhance the simulation uncertainty, we have considered 

the larger number of LPW. The frequency shift is within 400kHz. 

Figure 2-8-41 for low-energy region

Figure 2-8-42 for high-energy region

Figure 2-8-43 for coupling region

L(mm)  resonant frequency(MHz)

low-energy end 38.85 350.01

high-energy end 38.49 350.00

coupling region 48.33 350.00

Table 2-8-5. Overhang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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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35. Overhang length in 

low-energy region.

Figure 2-8-36. Overhang length in 

high-energy region.

Figure 2-8-37. Overhang length in 

coupl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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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38. RFQ model length(cm) in 

low-energy region.

Figure 2-8-39. RFQ model length(cm) in 

high-energy region.

Figure 2-8-40. RFQ model length(cm) in 

coupl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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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41. Lines per wavelength in 

low-energy region. 

Figure 2-8-42. Lines per wavelength in 

high-energy region. 

Figure 2-8-43. Lines per wavelength in 

coupl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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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of the coupling gap

Since the dimensions of the cross-sectional geometry is varying in the longitudinal 

position and it gives some trouble in simulation, we have adapted the following 

approximations in order to simplify the RFQ model.

Coupling geometry is same as the result in the previous section.

The cross-sectional geometry of the coupling cell is extended to all position of 

the RFQ. The total length is 3266mm (Figure 2-8-44).

Both end regions has the same geometry as the high energy end of the real 

RFQ except the gap distance which is 9mm in this case(Figure 2-8-45). The 

over-hang length in both end regions is obtained to be 42.27mm by the same 

method in the previous section.

Because of the larger length of the RFQ model, we have reduced the mesh 

number for the simulation. The lines per wave length selected to be 20.

 

Figure 2-8-44. Full model in order to get the length of the coupling gap.

Figure 2-8-45. Model for both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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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Length of the coupling gap: 2.86mm

It is obtained by the condition that the nearest π-modes are equally separated 

from the operating mode (Figure 2-8-46). The gap modes appear to be 

somewhat larger frequency region in the gap range.

We have studied the effects on the frequencies by changing the geometry.

Thickness of the coupling plate : Figure 2-8-47 and 2-8-48

Diameter of the coupling hole: Figure 2-8-49 and 2-8-50

Figure 2-8-46. Resonant frequencies of the 

operating mode and the two nearest π-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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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47. Frequency change of the operating 

mode by varying the thickness of the coupling plate. 

Figure 2-8-48. Frequency changes of the operating 

mode and two π-modes by varying the thickness of 

the coupling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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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49. Frequency change of the operating 

mode by varying the diameter of the coupling hole. 

Figure 2-8-50. Frequency changes of the operating 

mode and two π-modes by varying the diameter of 

the coupling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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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TL

3-1. Introduction

we have designed a conventional drift-tube linac (DTL) to accelerate proton beam of 

20 mA from 3 MeV to 20 MeV. The  input beam for the DTL comes from the radio 

frequency quadrupole (RFQ) which is designed to produce the 3 MeV proton beam of 

20 mA from the 50 keV beam of 23 mA. 

Input beam

Table 3-1-1 shows the properties of the input beam for the PEFP DTL.

Energy 3.0 MeV

Current 0 ～ 20 mA

Frequency 350 MHz

Transverse emittance 0.23 π mm mrad (rms normal.)

Longitudinal emittance 0.15 MeV-deg

Table 3-1-1. Input beam for PEFP DTL.

 

Output beam

The proton beam of 20 MeV will be separated into the users and the following 

accelerator for 100 MeV beam. The beam lines for user will be designed by an 

independent process. Table 3-2-2 show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the output 

beam of 20 MeV in order to accelerate it up to 100 MeV.  

Energy 20.0 MeV

Current 0 ～ 20 mA

Emittance (transverse) 0.23 π mm mrad (rms normal.)

Emittance (Longitudinal) 0.15 MeV-deg.

Table 3-2-2. 20 MeV prot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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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The available structures for the 20 MeV proton accelerator are a coupled cavity DTL 

(CCDTL), a super-conducting cavity linac, and a conventional DTL. The CCDTL has 

a merit that the quadrupole magnet (QM) can be  located at the outside of cavity. 

However, a matching section is essential to compensate the structure/frequency 

change  and the cavity becomes longer since the high shunt impedance structure 

should be operated at the higher frequency than that of  RFQ,  For the  

super-conducting cavity, more R&D is necessary in a lower beta region. Therefore  

the most suitable choice is the conventional DTL in spite of its disadvantage  that 

the QM has to be installed even inside the short first drift tube in the first tank. 

Figure 3-1-1 shows the conceptual plot of PEFP RFQ.

Frequency

The operating frequency of  RFQ is 350 MHz and the conventional DTL is also 

working at the same frequency in order to make the matching easy between RFQ 

and DTL.

RF Power

The 20 MeV accelerator should be constructed within next 2 years, and should 

deliver the proton beam to users. With this schedule, the RF system for 20 MeV 

DTL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other parts of the 100 MeV proton linac. From the 

construction cost estimate, one RF system for the DTL part is preferred. The RF 

power is limited to 900 kW.

Figure 3-1-1. Conceptual plot for PEFP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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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TL cavity

  DTL cavity was designed using SUPERFISH code [1]. Among code groups, 

DTLFISH is a tuning program which calculates the DTL parameters including shape 

of the drift tube at given resonant frequency. The geometries of each cell of the DTL 

was determined by DTLFISH.

DTL cavity geometry

  The schematics of DTL cell is shown in Figure 3-2-1, where D is a diameter of 

DTL tank, d is a diameter of drift tube, L is cell length, g is gap length, Rb is a 

inner radius of drift tube.

DTL design parameter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for DTL design is the shunt impedance, and 

it is preferable that the cavity has a high shunt impedance value. For the fixed inner 

diameter of drift tube - 14mm, the cavity geometry with highest shunt impedance 

was designed. Figure 3-2-2 which represents shunt impedance versus tank diameter 

shows that the tank diameter of 540mm is most suitable. The cell geometries from 

DTLFISH were used as input data to PARMILA code whose outputs showed the 

data of each cell and tank.

Drift tube

Beam axis

g/2

D/2

L/2

d/2
Rb

Figure 3-2-1. DTL cell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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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2.  Shunt impedance depending on tank 

diameter.

 DTL cavity

  DTL cavity geometry optimized for 20MeV, 20mA proton accelerator was obtained 

by using PARMILA code. In multicell structure such as DTL, the fabrication 

difficulty is approximately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number of drift tube. In 

PEFP 20MeV DTL, the reasonable number of drift tubes per tank DTL taken into 

account the fabrication is considered around fifty. Therefore, four DTL tanks were 

necessary for 20MeV DTL.

As is well known, one of the most difficulties in designing DTL is quadrupole in the 

drift tube of the lowest energy side. For those reasons, FFDD focusing structure was 

used which need lower quadrupole strength in spite of the larger beam size. Ramping 

structure to increase the synchronous phase and accelerating field is general case for 

high current, pulse machine. But in PEFP DTL, both of the synchronous phase and 

accelerating field are constant throughout the tanks, because both of those values are 

relatively low. The DTL parameters are shown in Table 3-2-1 which are the results 

of the PARMILA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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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1 Tank 2 Tank 3 Tank 4

 Number of cells 51 39 33 29

 Energy range (MeV) 3.00 ∼ 7.18
7.18 ∼ 

11.50 

11.50 ∼ 

15.80

15.80 ∼ 

20.00

 Tank length (cm) 443.1 464.9 475.5 477.6

 Number of Quads 52 40 34 30

 Focusing lattice FOFODODO FOFODODO FOFODODO FOFODODO

 Φs (deg)  -30.0 -30.0 -30.0 -30.0

 Total Power (kW)

   Cu Power (kW)*

   Beam Power (kW)

225.0

141.6

83.4

225.0

138.8

86.2

224.0

138.3

85.7

221.0

137.1

83.9

 Effective Quad 

 length (cm)
3.5 3.5 3.5 3.5

 Quad gradient (kG/cm) 5.0 5.0 5.0 5.0

 E0 (MV/m) 1.30 1.30 1.30 1.30

 Transit-time factor 0.83 0.83 ∼ 0.81 0.81 ∼ 0.79 0.79 ∼ 0.77

Table 3-2-1. DTL parameters.

* 
 80% of the value from SUPERFISH code

  The quadrupole gradient and effective quadrupole length are 5 kG/cm, 3.5cm 

respectively. If the quadrupole gradient is reduced according to the increasing energy, 

the merits are that the beam size is constant and magnet power supply with smaller 

capacity can be used. But constant quadrupole gradient through the tank was 

selected, because the beam size can be reduced at higher energy part where beam 

loss may be problem and the power supply cost can be reduced if the power supplies 

with same specification are used. 

  The synchronous phase and accelerating field strength are -30
o
 and 1.3 MV/m 

respectively. The maximum electric field strength at the surface is less than 0.9 

Kilpatrick in this case.

  The resonance frequency and field profile of the DTL cavity are tuned using slug 

tuners, and the field stabilization against perturbation is accomplished by post 

couplers. Eight slug tuners per tank are used to tune the cavity which have total 

frequency range of ± 1 MHz. The number of post couplers are determined from 

considering the field perturbation, power loss, coupling between couplers. In PEFP 

DTL, one post coupler per every three drift tubes for tank 1, per every two drift 

tubes for another tanks that are similar to SNS DTL and J-Parc DTL [2][3].

  Stems, post couplers, slug tuners, vacuum ports are inserted into the DTL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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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sequently introduce perturbations to the resonance frequency and field profile. 

Table 3-2-2 shows those elements. To reduce the perturbations from those above, 

some of the perturbation effects were calculated and considered in the cavity design. 

The diameter of the stem is 26mm. The frequency shifts are different in every cells, 

if the stem with constant diameter is inserted into the cells with different volume. 

For example, in our case, the frequency shift due to stem is ~ +1.3MHz for the 

lowest energy cell, ~ +0.8MHz for the highest energy cell. To compensate stem effect, 

the diameter of the tank was increased with respect to the highest energy cell and 

the gaps were adjusted for other remaining cells. In addition to perturbations of the 

stems, the effects from post couplers, slug tuners were also considered. The diameter 

of the DTL tank which considered the perturbation effects was determined 54.4408 

cm.  The optimized DTL cavity parameters are shown in Table 3-2-3 and the 

effective shunt impedance along the DTL is shown in Figure 3-2-3. At the end wall, 

structure for compensating the half stem effect was also included as shown in Figure 

3-2-4 and Table 3-2-4.

Parameter Tank 1 Tank 2 Tank 3 Tank 4

Stem
Diameter(mm) 26 26 26 26

Number (ea.) 50 38 32 28

Post 

coupler

Diameter(mm) 26 26 26 26

Number (ea.)
17

(1/3DT)

19

(1/2DT)

16

(1/2DT)

14

(1/2DT)

Slug 

tuner

Diameter (mm) 150 150 150 150

Number (ea.) 8 8 8 8

Vacuum 

port

Port diameter 

(mm)
152 152 152 152

Number (ea.) 4 4 4 4

Table 3-2-2. Stems, post couplers, slug tuners, vacuum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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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ymbol Value

 RF frequency       350 MHz

 RF power       900 kW

 Reference temperature       40 oC

 Initial energy       3 MeV

 Final energy       20 MeV

 Tank diameter D       54.44 cm

 Drift-tube diameter d       13 cm

 Bore radius Rb       0.7 cm

 Drift-tube face angle αf       10 degrees

 Drift-tube flat length F       0.3 cm

 Corner radius Rc       0.5 cm

 Inner nose radius Ri       0.2 cm

 Outer nose radius Ro       0.2 cm

 Stem diameter dstem       2.6 cm

 Frequency tolerance δf       0.001 MHz

Table 3-2-3. Parameters of the DTL cavity.

Figure 3-2-3.  Effective shunt impedance 

depending on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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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mm

1mm

b a

45°

R5mm

1mm

b a

45°

Figure 3-2-4. Tank end wall half stem geometry. 

tank # endwall side a (mm) b (mm) delta (mm)

tank 1
low energy side 202.0 250.0 48

high energy side 188.0 250.0 62

tank 2
low energy side 190.0 250.0 60

high energy side 180.0 250.0 70

tank 3
low energy side 180.0 250.0 70

high energy side 170.0 250.0 80

tank 4
low energy side 170.0 250.0 80

high energy side 162.0 250.0 88

Table 3-2-4. Dimension of tank end wall half stem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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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atching between RFQ and DTL 

3-3-1. Transverse matching

As explained in the RFQ chapter, the aperture radius at the end of RFQ is increased 

to give the very similar zero current phase advance per unit length as that of the 

DTL. In this section, we have found the transverse matching solution between RFQ 

and DTL by changing the strength of the  four quadrupole magnets(Q1~Q4) in the 

first DTL tank.

The distance between RFQ and DTL is 13.5cm which is used to install a magnetic 

quadrupole and the beam diagnostics equipment such as CT. We have studied the 

matching solution under a fixed value of the field gradient of the additional 

quadrupole magnet(Q0) whose effecive length is 3.5cm. Figure 3-3-1 shows the 

TRACE3D result for the matching process. The resulting values of the magnets are 

given in Table 3-3-1. The values of the field gradient are located within the range of 

the design value, 5kG/cm.

Figure 3-3-1. TRACE3D result for the 

transverse matching between RFQ and DTL.

length between RFQ 

and magnet center
Q0 (kG/cm) Q1 (kG/cm) Q2 (kG/cm) Q3 (kG/cm) Q4 (kG/cm)

8.25 cm -4.200 -4.672 4.050 4.113 1.993

Table 3-3-1. The field gradient of the quadrupole magnets for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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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Longitudinal matching

In the previous section, we have not considered the longitudinal matching which can 

give potential problems to the beam dynamics in the DTL. Hence we have studied 

the matching process including the longitudinal matching as well as the transverse 

one. An RF gap is included between RFQ and the additional magnet whose maximum 

field gradient is 5kG/cm and the effective length is not 35mm but 58mm. The 

strength of the effective gap voltage and the length between the magnet and the 

DTL have been used as matching parameters for the longitudinal matching. The 

synchronous phase of the gap is -30∘ . Figure 3-3-2 shows the matching process 

using TRACE3D code and the resulting values of the matching components are given 

in Table 3-3-2.

Figure 3-3-2. TRACE3D result for full matching between 

RFQ and DTL.

matching parameters Values

effective gap voltage ( E 0TL , MV) 0.13

distance between additional magnet and DTL (cm) 3.06

Q1(kG/cm) 4.03

Q2(kG/cm) 4.80

Q3(kG/cm) -2.03

Q4(kG/cm) 4.32

Table 3-3-2. Matching parameters for full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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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eam Dynamics using RFQ output beam

Until now, we don't have plan to install the MEBT section between the RFQ and the 

DTL. It means the longitudinal beam property should be worse. However, we will 

have to install an MEBT after 20MeV DTL in order to compensate the diverged 

beam in the drift space  where the beam extraction system is installed. Hence, if the 

emittance growth is not so large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and the beam loss is 

less than the designed limit, 1W/m, the longitudinal matching equipments should not 

be essential components for the PEFP accelerator. In this work, the MEBT between 

RFQ and DTL has not been included. However the transverse matching has been 

considered as given in the section 3-3-1.

We have used the PARMILA code in order to get the beam dynamics result in the 

DTL tanks. The RFQ output beam is used to test the matching scheme including an 

additional magnet and adjusting the strengths of the four magnet in the first DTL 

tank.

Figure 3-4-1 shows the configuration plot of the beam in the transverse directions 

and φ-φ
s
 space. Figure 3-4-2 represents the maximum and rms beam sizes as a 

function of cell number. Even though the transverse beam size is somewhat larger in 

the matching region, there is no beam loss and the beam size becomes smaller than 

4.5cm.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beam size in Δφ  space grows to be 45
∘ in some 

region. It comes from the fact that there is no matching equipment in the direction. 

The signal of the longitudinal mismatch also appears in the emittance growth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Figure 3-4-3 shows the emittance in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s. The input beam and the output beam at the end of each tank 

in the phase space are given in from Figure 3-4-4 to Figure 3-4-8. We can observe 

the relatively large tail at the end of fourth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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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1. Configuration plots of the beam in the 

DTL.

Figure 3-4-2. Maximum and rms beam size in D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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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3. Emittance in the transverse and longitudinal directions.

Figure 3-4-4. Input beam in the phas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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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5. Output beam at the end of the first tank. 

Figure 3-4-6. Output beam at the end of the second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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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7. Output beam at the end of the third tank. 

Figure 3-4-8. Output beam at the end of the fourth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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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rror Analysis

We have used the PARMILA code in order to analyze the error effects on the beam 

dynamics and get the tolerance limit acceptable for each error source. The code 

supplies three error categories for the DTL accelerator as follows,

Tank errors which specify phase and amplitude errors for DTL tanks.

Quadrupole magnet errors related to their alignment errors.

Beam errors coming from the displacement of the particle distribution.

In the study of the first two error effects, we have directly used the RFQ output 

beam where the number of particle is 9832. However Beam error study needs the 

distribution type automatically generated in the computer. We have used the 6-d 

waterbag model for the particle distribution with particle number of 10000. Since the 

tank and quadrupole errors can be specified by their maximum value and real values 

for the errors are randomly generated under the limit, we have studied the effects by 

averaging the 10 simulation results. Even though the beam errors are given not by 

the limit but by the error values, the particles are randomly generated in the specified 

regions in phase spaces. So we have also used the same statistical method in the 

beam error study.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way,

Table 3-5-1 shows the values of error sources which result beam loss. 

Tank errors

RF amplitude error: Figure 3-5-1(a) and (b)

RF phase error: Figure 3-5-2(a) and (b)

RF field-tilt error: Figure 3-5-3(a) and (b)

Quadrupole errors

Quadrupole displacement error

in x-direction: Figure 3-5-4(a) and (b)

in y-direction: Figure 3-5-5(a) and (b) 

Quadrupole rotation error

about x-direction (pitch error): Figure 3-5-6(a) and (b)

about y-direction (yaw error): Figure 3-5-7(a) and (b)

about z-direction (roll error): Figure 3-5-8(a) and (b)

Quadrupole tilt error in GL:  Figure 3-5-9(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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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errors

spatial displacement errors

in x-direction: Figure 3-5-10(a) and (b) 

in y-direction: Figure 3-5-11(a) and (b) 

in both x- and y-directions: Figure 3-5-12(a) and (b) 

divergence-coordinates displacement errors

in x'-direction: Figure 3-5-13(a) and (b) 

in y'-direction: Figure 3-5-14(a) and (b) 

in both x'- and y'-directions: Figure 3-5-15(a) and (b) 

phase displacement error: Figure 3-5-16(a) and (b) 

shift in the energy coordinates: Figure 3-5-17(a) and (b) 

The figures(a) include the emittance changes in the transverse and longitudinal 

directions, and the maximum and rms beam sizes in the transverse directions. The 

standard deviations are given in figures(b). The real and dashed lines are for the 

x- and y-quantities, respectively. 

Error source Error value
beam loss 

(%)

Tank

 RF amplitude 1% 0.001

 RF phase 3 degrees 0.002

 RF tilt -7% 0.002

Quadupole

magnet

 displacement in x-direction 100 μm 0.001

 pitch 10 degrees 0.002

 roll 2 degrees 0.04

Beam

 tilt in GL 5% 0.01

 displacement in both x' and y' directions 10 mrad 0.08

 phase displacement -15 degrees 0.009

 shift in energy
-70 keV

+70 keV

1.66

0.2

Table 3-5-1. Error values generating beam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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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a). RF amplitude error. 

Figure 3-5-1(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1(a).



- 621 -

Figure 3-5-2(a). RF phase error.

Figure 3-5-2(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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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3(a). RF field-tilt error. 

Figure 3-5-3(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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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4(a). Quad. displacement error 

in x-direction.

Figure 3-5-4(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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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5(a). Quad. displacement error 

in x-direction.

Figure 3-5-5(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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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6(a). Quadrupole magnet: pitch error.

Figure 3-5-6(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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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7(a). Quadrupole magnet: pitch error.

Figure 3-5-7(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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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8(a). Quadrupole magnet: pitch error.

Figure 3-5-8(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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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9(a). Quadrupole magnet: tilt error in GL.

Figure 3-5-9(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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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0(a). Beam: shift in x-direction.

Figure 3-5-10(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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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1(a). Beam: shift in y-direction.

Figure 3-5-11(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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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2(a). Beam: shift in 

both x- and y-directions.

Figure 3-5-12(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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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3(a). Beam: displacement in x'-direction.

Figure 3-5-13(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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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4(a). Beam: displacement in y'-direction.

Figure 3-5-14(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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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5(a). Beam: displacement in 

both x'- and y'-directions.

Figure 3-5-15(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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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6(a). Beam: phase displacement error.

Figure 3-5-16(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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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7(a). Beam: shift in energy coordinates.

Figure 3-5-17(b). Standard deviation 

for Figure 3-5-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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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Vacuum system

The DTL vacuum system consists of pumping components to evacuate the DTL, 

instrumentations to measure the total and partial pressures, vacuum control systems 

to operate, monitor, save the data of the pressures, and the auxiliary vacuum 

components such as valves, pipes, pump spool pieces, etc. 

The gas loads in the tank volume include the outgassing from the copper surfaces 

-tank walls, drift tubes, etc., leaks through seals and gas load due to the 20 mA 

proton beam loss at the normal beam operation. The second vacuum region is the 

volume between the RF window and coupler having a large gas load compared to the 

tank, as the alumina window is porous and the trapped gases get released when 

excited by applied RF energy. The third vacuum region is the volume between the 

tanks, and has the gas load from the outgassing of beam diagnostic equipment with 

in the inter-tank beam box spaces. So that the primary requirement for the DTL 

vacuum systems is to provide suitable pumping speed to overcome the gas load and 

maintain the required pressure. The following is to satisfying the vacuum requirement 

when the sudden failure of one pump has occurred during the accelerator operation. 

Instrumentations have to measure the total pressures from atmospheric to below 1× 

10
-7
 mbar for each tank respectively, and also measure the partial pressures of the 

respective gas species. Figure 3-6-1 shows the simplified schematic diagram of the 

DTL vacuum system for a single tank. 

Tanks

A DTL tank is made up of two seamless copper-plated carbon steel cylinders that 

are bolted together with fluorocarbon seals. The RF structure composed by an array 

of drift tubes, post couplers, slug tuners, and pick-ups, is coupled to the tank. All 

vacuum facing surfaces, except for the electro-polished stainless steel pump spool 

pieces and gate valves, is composed of OFE copper. 

The outgassing rate of the OFE copper is reported to reach 1× 10
-10
 torr․L/sec․cm

2
 

after 100 hrs of vacuum and RF conditioning. And the rate for the stainless steel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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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bout 1× 10
-10
 Torr․L/sec․cm

2
. The predicted final gas load due to the surface 

outgassing per unit tank applying these values for copper and stainless steel is about 

1.2× 10
-5
 torr․L/sec. We tested vacuum characteristic for the plating sample of I.D 

150 mm and L 750 mm cylinder. The measured outgassing rate without RF 

conditioning of the copper plating is 2.8 × 10
-10
 mbar L/sec cm

2
. 

Tank1, Section 1 Tank1, Section 2

N2 
gasIon Pump

TurboMolecular
Pump

RGA

Ion 
Gauge

Scroll Pump

NEG 
Pump

Pirani 
Gauge

Figure 3-6-1.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modigied DTL vacuum system. 

Seals

We decided to use the fluorocarbon (Viton) o-rings for vacuum seals as well as the 

Ag coated BeCu canted coils for RF seals at every tank body junctions and 

component penetrations. But in high power operation, the C-shape metal seal will be 

used as RF seal instead of canted coil. The small holes are drilled on C-seal to 

prevent the virtual leaks. And conflat type copper seals will be used for pump 

interfaces.

Pumps

The pressure must maintained in the case of the sudden failure of a main pump is 

occurred. Due to this point, we choose the ion pump for main pump to maintain the 

base pressure during the accelerator operation. The ion pump has several advantages, 

such as lack of moving parts, low cost, and high reliability for long-ter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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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 needs no backing pump. So the ion pump isolation valves are not incorporated 

in the design, because of the low outgassing rate of the pump component and low 

risk of pump failure. In the unusual even to power failure of an ion pump, the 

outgassing from the pump is ignorable for pressure above 10
-10
 mbar.

We finally decided the pumping configuration of the 4 DTL tanks as shown in the 

figure 3-6-1. We will use 2 TMPs and 2 SIPs in parallel to evacuate the tank during 

initial beam operation. SIPs have several merits but they have cathode limitation. We 

prospect the pressure of the cavity will be over the estimated gas load during the 

initial operation. And also TMP can support the NEG pump of RF window region 

because NEG pump can't evacuate the inert gases. All vacuum ports are RF shielded 

by the slot type grill jointed with the tank with RF seal and viton o-ring. The grill 

will be made with OFHC copper jointed with stainless steel flange using friction weld 

method. The grill is designed having high gas conductance and low RF attenuation. 

The RF attenuation from a long slot reaching to the pump is about 43.4 db. If we 

operate the accelerator as 24% duty, the attenuating power to a pump is about  2.8 

W. The grill has no water-cooling channel(Figure 3-6-2). The total gas conductance 

of a grill is the sum of the conductances of the 4 slots. 

  
  
      

 
here, K is correction factor(1.4), L is slot depth, a is slot length and b is slot width. 

Calculated conductance of a grill is 857 L/sec for N2 gas. 

 

  

  

 

  

  

The required pressure of the tank is 2.3×10
-7
 torr, and the estimated gas load per 

tank is 5.42×10
-5
 torr L/sec. So the required pumping speed of the pump per tank is 

about 240 L/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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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2. The design of vacuum grill

Valves

The gate-valves will not used in the DTL tank and waveguide pumping ports. The 

gate-valves of compact size will be installed at the between RFQ and DTL, 2nd and 

3rd DTL tanks.

Instrumentations

A low vacuum thermal conductivity gauge (Pirani) of 1× 10
3
 to 5× 10

-4
 mbar 

pressure range and a hot cathode ion gauges of 5× 10
-3
 to 1× 10

-10
 mbar range will 

be provided on each tank for pressure monitoring, and safety inter-locks. A ion 

gauge will provide inter-locks for turning on the ion pumps and RF power. And 

another ion gauges will be mounted on the RF window region to monitor pressure 

and serve as a safety inter-lock. One Pirani gauge will be used to monitor the 

foreline pressure for each turbo pump. We didn't choose Granville-phillips gauge 

because we wished to purchase the vacuum components all together

A set of quadrupole type RGA of an atomic mass unit range of 0 to 100 amu with 

the electron multiplier will be mounted to measure the partial pressure of gas species. 

This RGA is an effective tool to monitor for system leaks, and check the hydrogen 

evolutions due to the beam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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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vacuum system

The gas load of the window region containing the ridge-loaded waveguide is 

estimated about 3.2×10
-5
 Torr L/sec at 300 kW RF power. The outgassing rate of the 

copper surface at 300 kW power is 2.23×10
-9
 Torr L/sec cm

2 
adopted from the K. 

Cummings's report (1998, LANL). The operating pressure of the window is 1×10
-7
 

Torr so that the required effective pumping speed is about 320 L/sec. In result the 

needed pumping speed of the pump is 1170 in which the calculated conductance of 

the window pumping port for N2 (or CO) is about 440.4 L/sec. The suitable NEG 

pump model is CapaciTorr 1300-2 in which the pumping speed for the CO gas is 

1000 L/sec. But the effective pumping speed of the NEG pump is reduced when the 

NEG cartridge is used with the pump body because of the reduced conductance in 

the pump. We can increase the conductance as increase the body size. But on the 

other hand, the sorption capacity of the NEG material is limited. On this point of 

view, it's advantageous that the pumping speed is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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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DTL fabrication and development

   

Introduction

   It is preferable that material for DTL tank have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to 

reduce the power loss and thermal conductivity to cool the cavity efficiently. In 

addition, the inner surface of the DTL tank has low outgassing rate, because the 

pressure inside of the cavity should be less than 10
-7
 Torr to minimize the beam loss. 

Considering the above factors and tank size, seamless carbon steel pipe is used as a 

base metal on which OFHC copper is plated. In order not to use organic brightener 

which exhibits high outgassing rate, PR (Periodic Reverse) method for plating the 

DTL tank which can satisfy both electrical and vacuum requirement is used [4].  

   The size and number of cooling channel are 30mm× 5mm and 20 ea. The 

temperature rise of the inner surface of the tank is about 1.7℃, when heat load on 

the tank wall is 0.8 W/cm
2
, total flow rate is 10 l/sec, initial cooling water 

temperature is 35℃. The results of the ANSYS DesignSpace code showed that the 

inner surface temperature is 40℃ and the displacement is 8 μm as shown in Figure 

3-7-1, Figure 3-7-2. That displacement corresponds to the frequency shift of about 

10 kHz. The cooling strategy of the DTL tank is shown in Figure 3-7-3. The cooling 

line for tank wall and drift tubes are connected in series. The main line is divided 

into two legs and fed into each of tank ends. The output coolant from the tank wall 

is fed again for the drift tube and quadrupole magnet cooling.  

   Many flanges for ports such as stems, post couplers, slug tuners, RF coupler and 

endwall are necessary in DTL tank. In general, there are two methods to join the 

flanges to tank, one is welding, the other is bolting. In PEFP DTL, the flanges are 

joined to tank by bolts to reduce the distortions possibly induced by welding, 

therefore tap hole for bolt joining should be machined in the tank. 

   The viton o-ring and canted coil spring are considered as a vacuum seal and RF 

seal respectively. The canted coil spring has characteristics of nearly constant contact 

force over wide range of displacement. 

   A Tank end wall is a carbon steel plated with copper. Considering the 

displacement, the thickness is 40 mm. The cooling channel, quadrupole magnet 

housing and structure for compensating half stem effect are included in the endwall.

   A Quadrupole magnet is a pool type electromagnet which is originally developed at 

CEA [5]. It uses non-hollow transformer coil winding to reduce the size. The coolant 

is external to the conductor and floods the whole inner part of the drift tube. The 

advantages of this type of quadrupole magnet are compactness, single coolant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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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oth drift tube and magnet, while the corrosion and erosion resistance of the 

magnet should be checked carefully.

   Drift tube and stem are fabricated with OFHC copper. Drift tube consists of four 

pieces, which are joined together by e-beam welding. Drift tube and stem are also 

joined by e-beam welding. Stem is a coaxial type and both cooling water output and 

magnet lead wires are located inside of the inner tube.

  The post couplers for the low power tuning will be made with the aluminum alloy 

post and  brass mount having rotating and pulling functions. The diameter of the 

post is same as the stem diameter, so the cooling water assembly is identical. The 

size of the tab is determined by the MWS calculation. The stored energy in the 

MWS calculation is normalized to 1 J so we re-normalized to the Superfish result 

0.0529 J. The size of the tap major axis is limited by the port size of the tank as 27 

mm. And the center of the tap doesn't align with the post center to maximize the 

asymmetry. The maximum E-field is 22.46 MV/m (brave factor 1.18 at 350 MHz) at 

the position where the distance to the drift tube is minimum(7.35 mm). And the 

maximum surface current of the post is about 20186 A/m similar to the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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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7-1. The MWS calculation results for the DTL post coupler

The diameter of the slug tuner is 151.5 mm, and it has a tuning range of ± 125kHz 

- total ± 1MHz using eight tuners. To shift a resonance frequency of 1MHz, all 

tuners are inserted to about 50 mm. The low power slug tuner will be made by 

aluminum alloy. The practicable insertion length is 60 mm and the diameter of the 

slug is 151.5 mm same as high power tuner. The high power slug tuner will be 

made by OFHC copper slug jointed with stainless steel flange using friction weld 

method. And then the cooling channel is adopted at the slug as shown in the figure. 

We fabricated the small slug tuner sample using the friction welding technique. And 

the sample of the original tuner size is fabricating now. Friction welding is simple, 

cheap and effective method to join a different kind of material. The strength of the 

welded surface is larger than the basic metal. We confirmed the vacuum leak as 

lower than 1×10-11 Torr L/sec and rechecked after the thermal variation test. The 

thermal cycling test was done using the liquid nitrogen for 5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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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7-2. The drawing of the high power slug tuner

46 mmφ

Friction welding

Figure3-7-3. The friction welding sample

    

K type TC

Welded 
surface

OFHC copper

Stainless 
steel

LN2

Figure3-7-4. (a) the bending test sample of the friction welding(5×5 mm, 180° 

bending), (b) the schematics of the thermal cycling test(285 ~ 77 K, 5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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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5. Temperature distribution of DTL tank.

Figure 3-7-6. Displacement of the DT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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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7. Cooling strategy for DTL.

Tank 

   We're fabricating the 1st DTL tank at Vitzrotech. Co. The inner diameter is 

544.28 mm and the length is 4429.57 mm (2153.38 mm and 2276.19 mm, respective 

section) at 20 ℃. The designed DTL operating temperature is 40 ℃, so the sizes of 

the tank is modified consider the ambient temperature during tank machining. The 

linear expansion coefficient of steel is 1.2 × 10
-5 

/K. The material of the tank is low 

carbon steel STKM13A that is drawn seamless pipe.  The chem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are shown in table 3-7-1. 

Table 3-7-1. Chem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TKM13A. 

Chemical 

composition

C Si Mn P S Cr Mo

<0.25 % <0.35 % 0.3 - 0.9 % <0.04 % <0.04 % - -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strength Yield point Elongation

> 38 kgf/mm2 > 22 kgf/mm2 > 25 %

   A DTL tank is divided two sections, and will be bolted together with R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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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seals. A 1st tank body includes 50 stem holes, 17 holes for post couplers, 8 

holes for slug tuners, 4 grilled holes for vacuum components, 5 holes for pick ups, 

and a hole for RF coupler. And also contained 18 cooling channels and 20 bolt holes. 

In figure 3-7-8 and table 3-7-2, the AutoCad drawings of 1st tank and the 

specification of each hole are presented. The end walls are designed as mentioned in 

the above section, and fabrication is also progressing. 

Table 3-7-2. The specification of each hole at ambient temperature of 20 ℃ (The 

distance is defined as between the tank body's starting point and hole center)

① Stems

Hole   - I.D : 27 ± 1/10 mm

Distance
1st section

(± 1/100 mm)
Distance

2nd section

(± 1/100 mm)

1 68.65 28 44.33
2 138.03 29 133.39
3 208.14 30 223.18
4 278.98 31 313.69
5 350.54 32 404.94
6 422.83 33 496.91
7 495.85 34 589.60
8 569.59 35 683.03
9 644.07 36 777.18
10 719.27 37 872.05
11 795.21 38 967.65
12 871.87 39 1063.97
13 949.26 40 1161.02
14 1027.39 41 1258.79
15 1106.24 42 1357.28
16 1185.82 43 1456.50
17 1266.13 44 1556.44
18 1347.17 45 1657.10
19 1428.94 46 1758.48
20 1511.45 47 1860.58
21 1594.68 48 1963.41
22 1678.64 49 2065.95
23 1763.33 50 2171.21
24 1848.75
25 1934.89
26 2021.77
27 2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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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ost couplers

Hole   - I.D : 27 ± 1/10 mm

Distance
1st section

(± 1/100 mm)
Position Distance

2nd section

(± 1/100 mm)
Position

1 138.03 Left 1 133.39 Right
2 350.54 Right 2 404.94 Left
3 569.59 Left 3 683.03 Right
4 765.21 Right 4 967.65 Left
5 1027.39 Left 5 1258.79 Right
6 1266.13 Right 6 1556.44 Left
7 1511.45 Left 7 1860.58 Right
8 1763.33 Right 8 2171.21 Left
9 2021.77 Left

 

③ Slug tuners

Hole   - I.D : 152 ± 1/10 mm

Distance
1st section

(± 1/100 mm)
Distance

2nd section

(± 1/100 mm)

1 276.85 1 338.25
2 830.54 2 891.95
3 1384.24 3 1445.65
4 1937.94 4 1999.34

④ Vacuum components

Hole   Grilled

Distance
1st section

(± 1/100 mm)
Distance

2nd section

(± 1/100 mm)

1 553.70 1 615.10
2 1661.09 2 1722.49

⑤ Pick ups

Hole   - I.D : 16 ± 1/10 mm

Distance
1st section

(± 1/100 mm)
Distance

2nd section

(± 1/100 mm)

1 34.17 1 967.65
2 1027.39 2 2223.54
3 2021.77



- 650 -

⑥ RF coupler

Hole   - I.D : 125 ± 1/10 mm

Distance
1st section

(± 1/100 mm)
Distance

2nd section

(± 1/100 mm)

1 1 178.08

Figure 3-7-8. AutoCad drawings for the fabrication of the 1st DTL tank.

(Vitzrotech C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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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ivide the vacuum and RF seal as fluorocarbon and canted coil spring. The 

force for compression for viton is higher than the coil spring, so we considered to 

this point when designing the groove. The material of the coil is silver coated BeCu 

produced by Bal Seal engineering. Seal geometries of each port are similar to figure 

3-7-9, and designed groove specifications are presented in table 3-7-3.

        

Figure 3-7-9. The conceptual design of RF and vacuum seal 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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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3. The specifications of RF and vacuum seals for a 1st tank. 

Seal

location

RF Vacuum

Sealant
Groove Sealant

WidthType Dimension (mm)

End wall
BG 30 H 5

(S type)

Tapered 

bottom
I.D 542× D5.54× W4.98 φ5.34 mm

Inter tank
BG 30 H 5

(S type
Dove tail O.D 555× W3.57, 73° φ5.34 mm

Stem/Post 

coupler
BG 20 H 5 rectangular I.D 27 × D2.13× W3.61 φ5.34 mm

Slug tuner BG 30 H 5 rectangular I.D 145× D3.58× W5.99 φ5.34 mm

Vacuum

components
BG 30 H 5 rectangular I.D 158× D3.58× W5.99 φ5.34 mm

RF coupler BG 30 H 5 rectangular I.D 131× D3.58× W5.99 φ5.34 mm

Pick up BG 20 H 5 rectangular I.D 22× D2.13× W3.61 φ3.53 mm

    Ports for vacuum components are grilled to prevent the RF attenuations. Grill 

geometry is designed to reduce the attenuation as well as increase the gas 

conductance. The slot number of each grill is 4, two of L120 mm × W16 mm and 

two of L100 mm × W16 mm. The depth of slots is about 13.5 mm and 17 mm. Due 

to these slots the frequency perturbation of each tank is calculated as - 7 kHz, and 

the reduction of the pumping speed is about 20 %. We choose the UTM 300 TMP 

model (ULVAC company) to evacuate the cavity. The pumping speed of this model is 

300(260) L/sec for N2 (H2), and maximum compression ratio for H2 gas is 1× 10
4
. 

    The size of the cooling channel is W30.0mm× D5.0mm, and the lengths are 2130.0 

and 2257.0 mm for individual sections. Each section has respective 18 cooling 

channels, and channels are at a distance of 20 mm from the inner tank surface. 

There are ports for slugs and vacuum components at the bottom of the tank, so 

cooling channel reduction is unavoidable. In figure 3-7-8, modified cooling channel 

location and size are showed. The inner surface of cooling channel will be also plated 

by Cr about 30 ~ 40 ㎛ to prohibit the scale. And finally the stainless steel bars will 

be TIG welded as channel covers (refer to the figure 3-7-8). In inter tank where 

each section is joined together, the pins will be machined to prevent the tank 

misalignment. And these pins will also be considered between the end walls and tank 

ends. The fabricated each tank section will be set on the support assemblies which is 

moving 6 directions, up, down, right, left, back and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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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other hand, the copper plated inner surface of tank has to satisfy the RF 

and vacuum performances. Therefore we choose the PR(periodic reverse) plating 

methode for raising the quality factor and reducing the surface outgassing [4]. Before 

the plating, the inner surfaces will be machined by honing method to satisfy the 

plating surface conditions. 

    We fabricated the test tank for PR plating whose inner diameter of 150 mm and 

the length of 750 mm to evaluate the RF and vacuum performances. The plated 

thickness is 100 ㎛, and polished mechanically as the final surface treatment. The 

conflat type of vacuum flanges of O.D 8" were welded at pipe ends, and a extra port 

having I.D 35 mm was welded at pipe for installing the pick up and vacuum gauge. 

The plating processes for sample preparation were as followed in table 3-7-4, and the 

plating section before final machining is showed in figure 3-7-10. 

Figure 3-7-10. The sectional view of plating sample (before final surface treatment). 

Figure 3-7-11. Fabricated PR plating sample. 

Table 3-7-4. Plating processes for sample preparation



- 656 -

Pre treatment - Honing and cleaning
Ni strike plating - 100 A, 10 V, 2 min.
Ni plating   - 15 A, 3.5 V, 10 min.

Cyanide Cu plating
- Anode : electrolytic copper ball

- 10 A, 2.5 V, 30 min.

Cu sulfate plating

- Anode : oxide free, phosphorized copper ball

  - Sulfuric acid : 135 - 145 g/L 

  - Copper Sulfate : 138 - 148 g/L 

  - Cl ion : about 15 ppm

  - Current density : 1 ~ 5.5 A/dm2

  - PR pulse duration : 

     20 sec forward, 4 sec reverse, 1 sec interval

  - Time : 600 min.

Surface treatment
- Papering (sand paper : #2000)

- Cleaning

    We measured the quality factor of this plating sample using network analyser 

(Agilient 8753ES) as increasing the tightening torque of end walls. The measured 

result is shown in figure 3-7-12. The calculated resonant frequency is 1529,8849 MHz 

and the measured frequency is 1531,7150 MHz.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during 

the measurement was 23 ℃ and 55 %, respectively. The Q0 increases with respect to 

the increasing the torque, and nearly saturated to 28,662. The calculated value for this 

sample is 40,341 but the measured value is about 71 % of calculation. The main DTL 

tanks need over 90 % of calculated value at 350 MHz. 

   The measured value is not come up to the recommendation. Therefore we're going 

to remake the RF input coupler and insert the RF seals between the flanges and end 

walls. We're trying to measure again after then, we will confirm the plating quality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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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12. Results of quality factor measurement of the plating sample. 

   Also we measured the outgassing rate of this sample using a pressure-rate of rise 

method (build-up test). In figure 3-7-13, the diagram of test system for measurement 

of the outgassing rate is presented. The pressure variation after the valve close is 

given as dP/dt = (QL + QS ) / V, here QL  is load from leaks, QS is load from 

outgassing, and V is the total volume of the sample. The total surface area of plated 

copper is 3532.5 ㎠ and the surface of stainless steel used for flange adapting is 1359 

㎠. And also we measured the He leaks at the welded and copper sealed joints as ~ 

5× 10
-10
 mbar L/sec.

Figure 3-7-13. The system diagram of surface outgassing rate measurement. (1. 

Plating sample, 2. Ionization gauge + Pirani gauge, 3. Gate valve : Stainless steel, Metal gaskets, 4. 

TMP with Scroll pump : 340 L/sec for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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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irst evacuated the sample chamber 56 hrs as shown in figure 3-7-14 and record 

the pressure vs. time after close the gate valve. The outgassing rate is measured as 

2.74× 10
-10
 mbar L/sec cm

2
. This value is a little higher than the designing, but 

we're expecting to get the better surface condition as performing the RF conditioning. 

Figure 3-7-14 The evacuation curve of the sample. 

Figure 3-7-15. The pressure build up after the valve close. 

Drift tube

   The number of drift tubes installed in the 1st tank is 50. The outer and the bore 

diameter are 130 mm and 14 mm respectively, and the nose cone angle is 10°. All 

drift tubes have same nose cone geometry, and the length increase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the acceleration energy. The quadrupole electro magnets will be inserted 

into the drift tube and fixed. We're not completed yet the precise inner drift tube 

designation including the quadrupole magnet. 

    We fabricated the first and the last drift tube having no quadrupole magnet to 

test the machining and e-beam welding. In figure 3-7-16 and 3-7-17, the drawing of 

the drift tube and the fabricated sample are presented. A DT is parted to 4 piec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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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in the figure. The machined OFHC copper body and the two end-cap covers 

are e-beam welded together. And then the stem was brazed with this drift tube for 

convenient sample fabrication. And last a DT was electro polished to satisfy the 

surface quality. We confirmed the surface roughness about Ra <0.3 ㎛ and the 

vacuum tightness of welded parts by measuring the He leak rates as under 1×10-10 

mbar L/sec. 

         

Figure 3-7-16. Auto Cad drawings of the first and last drift tube sample

    

Figure 3-7-17. The shortest drift tube sample (without 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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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engineering design

After physical design, the inside of the drift tube was designed as shown in 

the figure 3-7-18. Structural stiffness under the condition of coolant pressure 5 

atm was verified using ANSYS code. Maximum deformation of 8.5 micron was 

under the deformation tolerance of 20 micron, and the stress intensity of the bulk 

material was under 10 MPa which is the smaller value than the yield strength of 

Cu, 50 MPa.

Figure 3-7-18-(1) : DT deformation under 5 

atm coolant pressure

Figure 3-7-18-(2) : Stress intensity of the DT under 5 atm coolan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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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assemble

Drift tube was fabricated along the following process. 

a. After machining, we brazed the stem to the outer tube and inner tube to 

the end cap respectively as shown in figure 3-7-19. 

b. EQM was mounted in the drift tube using bolts as shown in Figure 

3-7-20. And then, coolant pipe was inserted. 

c. 2 places shown in Figure 3-7-21  were welded using e-beam welding 

method. Welding depth was 3 mm for outer welding point and 2 mm for inner 

welding point respectively. And calculated maximum temperature increasement 

during e-beam welding was under 50 degree.    

d. Post-machining was done. 

Figure 3-7-19 : the parts of drift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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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20 : EQM mounted in the drift tube

Figure 3-7-21 : Fabricated drift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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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ides, we also fabricated the cooling assembly and stem holder. The drift tube 

must arrayed with ± 50 ㎛ error range, so that we fabricated the holders that have 

the adjusting function of the drift tube. It has to adjust the stem's position and 

direction, and also sustain the whole drift tube weight. Fabricated holder is shown in 

figure 3-7-22. It divided into 3 parts and each part plays a role in fine adjusting the 

drift tube. The stem is designed having dual cooling channel system as shown in 

figure 3-7-23. Water flows into the inner drift tube through between the stem and 

inner pipe, and flows out through the inner pipe. And also the enameled copper coils 

come out together and cooled by these water. 

 

Figure 3-7-22. Test of the stem holder. 

       

Figure 3-7-23. The cooling water adaptor of the stem design and samp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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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upole magnet

   The focusing quadrupole magnet is designed as pool-type as mentioned above 

section. The magnet is fully inserted in the cooling water, so the steel iron core must 

be plated to prohibit the scale. We fabricated the iron core and performed the Cr 

plating. The pole shape was formed by electric discharge machining of 1010 low 

carbon steel. The machined core was plated about 10 ㎛ of Cr. First sample was 

failed due to the non-uniformity of plating. The second sample is almost covered 

with Cr, but there are still imperfections at sharp edges. So we're planning to round 

off the edges about R1 mm. With second core sample, we winded the enameled solid 

copper coils as shown in figure 3-7-25. The gap between each pole is 7.59 mm, so 

the stiff copper coil was not easily bended. We winded 3.5 turns of 3 mmφ coil on 

behalf of square coil and ran through the current up to 250 A. The voltage was 3.3 

V and a magnetic field strength near the pole tip was 2.2 kG then. The QM was 

totally drowned in water during the test - about 40 hrs -, the problem of the 

corrosion of the enameled copper coil due to the cooling water was not occurred. But 

there were some corrosion spots at scratches caused by the carelessness during the 

winding. We're now modifying the pole shape considered to the easy coil winding 

and going to complete the drift tube design. 

  EQM modification and fabrication 

EQM core which was going to be mounted inside of the drift tube was 

modified as shown in Figure 3-7-26. It was composed of commercial iron. Ni was 

plated on its surface to prohibit oxidation. EQM is adjusted using 2 alignment 

pins and mounted using 2 bolts to the drift tube. Some parameters of the EQM 

were shown in table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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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

External diameter 110 mm

Bore diameter 20 mm

Pole length 25 mm

NI for 20 kG 2200 AT

Conductor 3*2 mm

# of turns 9

Joule dissipations 800 W

Table 3-7-5: EQM parameters

Figure 3-7-26 : Modified EQM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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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 Test

For the fabricated drift tube, we did vacuum leak test using test chamber and 

He leak detector as shown in Figure 3-7-27 and could not detect any leak. 

We measured the relation between pressure drop and coolant flow rate using 

specially designed and fabricated cooling channel structure shown in Figure 

3-7-28. Coolant flow rate was 20 SLM under pressure difference of 2 atm, so it 

was expected that coolant temperature increased 1.5 degree under 2 kW power 

dissipation.  

By measuring the resistance  between EQM wire and drift tube filled with 

D.I. water using mega-ohm tester, we verified that there is not any change in 

insulation grade induced by e-beam welding and post-machining. 

Under the conditions of 1 kW EQM power dissipation and 15 SLM coolant 

flow rate, we could not find any problem in the drift tube temperature  and 

voltage applied to the EQM. The temperature of the current lead which could not 

be cooled with water was under 40℃ with air cooling. As an option, current lead 

joint with water cooling shown in Figure 3-7-29  was designed, fabricated, and 

tested.      

We measured the EQM effective length for the drift tube #001 and #002 using 

hall sensor as shown in Figure 3-7-30. Effective length was 31.34 mm at the 

position of (x,y)=(3,0) with the total current of 2250 A-turns as shown in Figure 

3-7-31. Magnetic field variation according to current increasement was measured 

also with hall sensor and we found that magnetic saturation stared at the current 

level slightly below the designed operating current of 2250 A-turns as shown in 

Figure 3-7-32. Total GLs were 1.6 T at the total current of 2250 A-turn, and 1.7 

T at the 2500 A-turns respectively. 

We measured the offset between geometric center and magnetic center with 

hall sensor for the drift tube #001 and #002. We positioned the hall sensor at the 

geometric center of the drift tube with xyz stage and Vernier Calipers and then 

verified that magnetic flux density was zero at that point. So, it was verified that 

geometric center and magnetic center were aligned in the limitation of the Vernier 

calipers resolution of 50 micron. 



- 667 -

Figure 3-7-27 : Setup for vacuum leak test

Figure 3-7-28 : Cooling channe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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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29 : Current lead joint

Figure 3-7-30: Setup for magnetic fiel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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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31 : Result of the effective length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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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32 : Result of magnetic satura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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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 alignment

Alignment tolerance of EQM for PEFP DTL is as follows

- 50 micron for transverse direction : the value at which beam radius starts 

to increase

- 100 micron for longitudinal direction : error analysis is in progress

We will use laser tracker for alignment of the drift tube for longitudinal 

direction. 

For transverse direction, we will align the geometric center of drift tube to 

the geometric center of the DTL tank because magnetic center of the EQM is 

aligned well to the geometric center of the drift tube. We are now considering 

two kinds of methods for drift tube alignment. The first is optical method using 

alignment telescope. The second is mechanical method using dummy end plate and 

alignment pin as shown in the following figure. 

Figure 3-7-33: Concept of mechanical method for DT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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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DTL field tuning 

After installation and alignment of the drift tubes, the DTL tank should be tuned 

using slug tuners and post couplers. The field tuning of the DTL tank means not 

only frequency tuning but also field profile tuning against perturbation. The 8ea. slug 

tuners are used for frequency and field profile tuning and 17ea. post couplers for 

stability against perturbations in DTL tank1. 

Tuning parameters and procedures

The target frequency is 349.915MHz which includes the air effect and high power RF 

effect. The target of the field profile tuning is within 1% of the design average 

accelerating gradient of each cell. The target of the stability tuning is to minimize the 

stability parameter well below 1%.  The tuning procedures which should meet the 

above target parameters were proposed. At first, the field tuning using only slug 

tuners will be carried out. In this stage, the best tuner length can be determined 

without post couplers. After determination of the best tuner length, the post coupler 

length will be determined with the criterion of the stability parameter. In this stage, 

perturbation of about 10kHz will be introduced at the both end side of the DTL tank1 

using slug tuners or any other perturbators. Moreover, the frequency effect of the 

post couplers can be measured in this stage and some modifications of the tuners and 

post couplers should be made if necessary to meet the target frequency. Two or 

three iterations may be necessary to determine the best tuner length and post coupler 

length. After iterations, the tap rotation of the post coupler will be done to meet the 

target field profile.

Field Measurement

A bead perturbation method is used to measure the field distribution of the DTL 

tank. To determine the measurement schemes, the number of data per distance and 

measurement time should be determined. For DTL tank1, it is desirable to measure 

the field profile within 180s and in this case if the sampling rate of the field data is 

100Hz, the spatial resolution is about 0.25mm that is enough value even at the first 

cell. The phase shift measurement by bead perturbation using network analyzer is 

used to meet the above conditions. If 6mm diameter metal bead is used, the 

frequency and phase shift is about 1.5kHz, 8 degree and if the phase shift formula is 

linearized within this frequency shift range the linearized value is 99.7 % of the real 

calculated value that is enough for measurement accuracy. The measurement system 

was already setup and being test. The network analyzer is operated using tu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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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mode and Labview program is used to control the network analyzer. The 

schematics of the measurement setup is shown in Figure 3-8-1.

Determination of Best Tuner Length

An algorithm for determining the best tuner length has been setup. It uses a least 

square method using the data of field profiles at present tuner position and at 

perturbed position per each tuner. The simulation using SUPERFISH code showed 

that the set of 8ea. tuner length of the DTL tank1 could be determined using two 

iterations within 1% field profile from the 25% tilt field profile. 

Measurement Condition

During alignment and tuning, the DTL tank should be maintained at its operating 

temperature that is 40℃ or at least constant temperature, because the DTL tank 

parameters are very sensitive to the temperature. Three methods were proposed. The 

first one is to set the DTL tank inside the air conditioned hot house. The second one 

is to install a band heater around the DTL tank. The last one is to flow the coolant. 

The most feasible method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some check points which 

including capability of temperature regulation, working temperature, reproducibility of 

the measurement data and so on.

Test of the measurement method and data processing

With the help of the J-PARC DTL group, we could measure the field profile using 

proposed scheme and setup the data processing scheme. The measurement conditions 

were such that the distance between successive measurements was 0.5mm and the 

measurement time for 7.5m long DTL was eight minutes. The measurement 

conditions are shown in Table 3-8-1. The measured raw data are shown in Figure 

3-8-2. As shown in the Figure, the base line is inclined and has relatively large 

fluc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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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1. Block diagram of measurement scheme

Figure 3-8-2. Meas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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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1. The measuring conditions 

Measurement
Total number   

of data

Time interval 

(msec)

Total measuring 

time

1 14817 30 445945 

2 14850 30 446970 

3 14786 30 445106 

4 7381 30 222540 

5 7513 30 226230 

6 4851 30 146340 

7 4873 30 146580 

8 4862 30 146277 

9 6787 20 145967 

10 6831 20 146240 

11 6787 20 145920 

The data calculation procedure is as follows

ⅰ. Calibrate the abscissa from time to length 

ⅱ. Compensate phase for the background

ⅲ. Calculate the phase shift

ⅳ. Calculate the average electric field to respective cells 

ⅴ. Normalize to the averaged E0 of 27 cells

ⅰ. We applied the idea of the J-Parc method to the length calibration. 

- Omit the 200 raw data points at each side

- Set the cutting level 

   


  

- Find the center points of 1st 

          and last gap

- Fing the calibration factor


  
  

- Set the tank start point to 0

ⅱ. The calibrated phase = measured phase - gradient between two average value of 

ith cell × length (refer to the figure). The two issues of this step are how to define 

the increasing (or decreasing) points and how much we must select the length for 

aver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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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3.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tuning data process

We set the increasing points and averaging length through all cells as 

    ×        
   ×   

ⅲ. The calculated phase shift for the 1s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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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4. The calculated phase shift

ⅳ. The average electric field of a c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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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5. The calculation result of 1st measurement with respect to the 

averaging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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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6. The calculation result with respect to the increasing points, here the 

SD is    
    



   
, n : sample size,   : the mean 

Figure 3-8-7. Calculation result with respect to the measure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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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ult, the calculation errors are high for the short measuring time cases due to 

the inaccurate measurement. But in the cases of the sufficient long measurement 

time(1, 2, 3 case) the calculation results are resonable ant the averaged calculation 

result is as shown in the figure 3-8-8. And also the length of the PEFP DTL tank is 

about 4 m, so the 30 msec time intervals between recording points and 250 sec of 

total measurement time is adoptable. We will make the automatic processing program 

to reduce the measurement time using appropriate coding software. 

Figure 3-8-8. Average accelerat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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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0MeV DTL: DTL2

3-9-1. Introduction

PEFP accelerator team has concluded that the DTL is the best one for the 

accelerating structure from 20MeV to 60MeV. For the 100MeV accelerator, We are 

considering two options: one is extending the DTL and the other is using the 

superconducting structure. We are now studying which is the best one for our 

project.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new DTL design are as follows,

The RF frequency remains to be 350MHz.

One 1MW klystron per four tanks is used. Then the suitable value of the 

average accelerating field is around 1.3MV/m which is the same value as for 

DTL1. The total number of klystron is two for PEFP DTL2.

The tank geometry for DTL2 is same as for DTL1. The length of each tank is 

less than about 5m.

The drift tube geometry is optimized to give as large effective shunt impedance 

per unit length(ZTT) as possible. As described in the following section, the face 

angle is 40 degrees which give the value of the shunt impedance larger than 40

MΩ/m . The bore radius is changed to be 12mm from 7mm for DTL1. We hope 

the larger bore radius reduces the beam loss in the new accelerating structure.

A medium energy beam transport(MEBT) system will be used for matching 

between two DTLs. The detail of the MEBT is given in the chapter 5. 

3-9-2. DTL geometry

In order to optimize the drift tubes to give as larger value of ZTT  as possible, we 

have studied the relation between the face angle and ZTT. The result is given in 

Figure 3-9-1. The larger face angle is preferable to improving the shunt impedance, 

but the angle is limited by the space for the quadrupole magnet. We have selected 

the angle of 40 degrees. The resulting ZTT is given in Figure 3-9-2. It also includes 

ZTT up to 100MeV under same geometry as well as the values for DT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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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1. Effective shunt impedance per unit length for various 

face angles as a function of energy.

Figure 3-9-2. ZTT

Table 3-9-1 summarizes the tanks for PEFP DTL2. It consists of 8 tanks whose 

total length is about 40m including the drift spaces between tanks. The follow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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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ther design values for PEFP　DTL2.  

The lattice structure is FFDD. The field gradient and effective length of the 

quadrupole magnet is 5kG/cm and 3.5cm, respectively. They are the design 

values for the magnet in DTL1 tanks.

The synchronous phase is -30 degrees and the average accelerating field is 

1.3MV/m. They gives the peak surface electric field less than      0.5 Kilpatrick 

field.

There is no ramp in the amplitude and phase of the RF field.

Tank Cell #
Final energy

(MeV)

Length

(cm)

Power (kW)

Beam Wall total

1 26 24.6 476.6 92.4 127.8 220.2

2 24 29.2 481.6 91.7 129.3 221.0

3 22 33.6 475.6 88.8 127.9 216.7

4 21 38.1 483.3 88.5 130.3 218.8

5 20 42.4 486.1 87.3 131.4 218.7

6 19 46.7 484.4 85.4 131.4 216.8

7 18 50.8 478.6 82.8 130.2 213.0

8 18 55.1 497.1 84.5 135.7 220.2

total 3863.3 701.4 1044.0 1745.4

Table 3-9-1. Summary of tanks for PEFP DT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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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Beam dynamics: using the ideal input beam

We have used PARMILA code for beam dynamics study with 10,000 particles. Until 

now, the MEBT design is not fixed which is strongly dependant on the design of the 

beam extraction system. Hence this work is based not on the resulting beam through 

the MEBT but on the ideal beam matched into the DTL2 as an attempt.

Figure 3-9-3 shows the configuration plot of the beam in the accelerator. The figure 

implies the bore radius of 1.2cm seems large for the matched beam. The large value 

is not for the ideal beam but for the real beam which is not perfectly matched into 

the DTL2.

Figure 3-9-4 and 3-9-5 represent the input and output beams in the phase space. 

Figure 3-9-6 shows the maximum and rms beam sizes. Transverse and longitudinal 

emittances are given as a function of cell number in Figure 3-9-7 and 3-9-8, 

respectively. 

Figure 3-9-3. Configuration plot of ideal beam in DT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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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4. Matched input beam.

Figure 3-9-5. Output beam at the end of DT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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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6. Maximum and rms beam sizes.

Figure 3-9-7. Transverse emittance 

( π-mm mrad, normalized rms).

Figure 3-9-8 Longitudinal emittance 

(deg-MeV, normalized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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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MEBT

The beam extraction system is an essential element after the DTL1 in order to 

supply 20MeV proton beam to the user group. The preliminary design of the system 

is given in Figure 3-10-1. There are two quadrupole magnets and one bending 

magnet in the beam path connecting the DTL1 and the following DTL2. In the beam 

dynamic point of view, the MEBT has to be installed in the region in order to match 

the diverged beam into the next DTL. Figure 3-10-2 shows the schematic figure of 

PEFP MEBT.

We have assumed some fixed values for the geometrical dimensions of the beam 

extraction system as given in Table 3-10-1. After fixing the design of the beam 

extraction system, we have to modify the MEBT design and study again about beam 

dynamics using the MEBT output beam.

Figure 3-10-3 represents the matching process using TRACE3D code. The matching 

results are given in Table 3-10-2. The matching variables are the field gradients of 

four quadrupole magnets and the effective voltage of two RF gaps.

 

Figure 3-10-1. Schematic plot of the 

beam extr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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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2. Schematic plot of PEFP MEBT.

parameters values

Q-magnets for beam

extraction system

field gradient 2 and -1 kG/cm

effective length 15 cm

Effective length of four Q-magnets for matching 15 cm

Drift space for bending magnet 90 cm

Space for 1st RF cavity 10+20 cm

Space for 2nd RF cavity 10+10 cm

Other drift space 10 cm

Table 3-10-1. The values of the components in the beam extraction system 

and M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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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3. Matching process using TRACE3D.

parameters values

Effective voltage
 first RF gap 0.49 MV

 second RF gap 0.57 MV

Field gradient

 Q1  0.20 kG/cm

 Q2  1.78 kG/cm

 Q3 -2.60 kG/cm

 Q4  2.62 kG/cm

Table 3-10-2. Match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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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gh Power RF

4-1. Introduction

The PEFP 20MeV proton accelerator consists of 3MeV RFQ and 20MeV DTL. The 

high power RF for 20MeV accelerator is summarized in Table 4-1-1. The operating 

frequency is 350MHz and the required RF power for RFQ and DTL are 418kW, 

895kW respectively [1][2]. The structure power of the RFQ is the calculation result of 

the SUPERFISH code. The structure power of the DTL takes into account 20% 

margin of the SUPERFISH code result, which includes the power loss at the DTL 

tank wall (including end wall), drift tubes, stems. The 20% margin may cover the 

additional loss originated from Q-degradation and other structure loss such as post 

couplers, slug tuners and so on. A 350MHz, 1MW klystron is used as a RF source 

for RFQ and DTL respectively. A 3MeV RFQ has two RF input ports and the RF 

power from a 1MW klystron is divided into two legs to drive a cavity because of the 

power limitation of the RF window. A DTL up to 20 MeV consists of 4 independent 

tanks. The RF power from a 1 MW klystron is split into 4 legs to drive 4 tanks of 

the 20 MeV DTL - that is one RF port per one tank - by magic tees. Each leg has 

a phase shifter to adjust the phase of the RF field in each tank.  The schematics of 

the RF power delivery system for RFQ and DTL are shown in Figure 4-1-1, Figure 

4-1-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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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Q DTL

Energy (MeV) 0.05-3 3-20

tank1 : 3-7.18

tank 2 : 7.18-11.5

tank 3 : 11.5-15.8

tank 4 : 15.8-20

Frequency (MHz) 350 350

Beam power (kW) 68 339.2

tank1 : 83.4

tank1 : 86.2

tank1 : 85.7

tank1 : 83.9

Structure power (kW) 350 555.8

tank1 : 141.6

tank1 : 138.8

tank1 : 138.3

tank1 : 137.1

Total RF power (kW) 418 895.0

tank1 : 225.0

tank1 : 225.0

tank1 : 224.0

tank1 : 221.0

No. of klystron (ea.) 1 1

No. RF port (ea.) 2 4 (1ea./tank)

Table 4-1-1. PEFP 20MeV accelerator high power RF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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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Schematics of RF power delivery system 

for 20MeV D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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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High power RF components

Klystron

The klystron was manufactured by TED(THALES Electron Devices, Model no. 

TH2089F). The specification of the klystron is shown in Table 4-2-1. It is a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the 352 MHz, 1.1 MW CW klystron for CERN. The klystron has 

a triode type electron gun to control the electron beam current from the cathode of 

the klystron and is capable of dissipating the full beam power up to 1800 kW. The 

result of the acceptance test showed that the klystron could deliver RF power up to 

1.1MW into the load of VSWR 1.2:1 at 350MHz. One klystron for RFQ was installed 

at PEFP as shown in Figure 4-2-1 and the other klystron for DTL will be delivered 

to PEFP site at the end of 2003. In order to protect personnel from X-ray, additional 

2mm thick lead shield - besides the lead shield in the collector - around the klystron 

was installed. The klystron for RFQ was tested up to 100kW at PEFP. The RF 

power was measured by using both calorimetric method with RF dummy load and 

power meter with directional coupler. The measured data showed good agreement. 

During the test, the gun perveance was maintained same value to that used during 

acceptance test [3]. The klystron for RFQ is scheduled to be tested up to 600kW 

until at the end of 2003. 

 

Parameter Value

Frequency 350 MHz

RF average output power > 1.1 MW 

RF drive power < 110W

Gain > 40 dB

Efficiency > 60 %

Bandwidth (-1dB) > 0.6MHz

VSWR load > 1.2 : 1

Table 4-2-1. Specification of the klys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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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1. TH2089F Klystron

Circulator

A 350MHz Y-junction type circulator, which can deliver 1.3MW RF power for 

forward direction and permit 1.3MW reverse power at any phase, was used. The 

circulator was manufactured by AFT (Advanced Ferrite Technology). It uses 

temperature compensating system to compensate the temperature dependent ferrite 

saturation magnetization. The specification of the circulator is summarized in Table 

4-2-2. One circulator for RFQ was installed at PEFP as shown in Figure 4-2-2 and 

the other circulator for DTL will be delivered at the end of 2003. The circulator for 

RFQ was tested up to 100kW and will be tested up to 600kW during the test period 

of klystron for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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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Units Values

Center frequency MHz 350

Bandwidth % ± 2.5

Configuration Y-junction

Forward CW power kW 1300

Reverse power at any phase kW 1300

Insertion loss at center frequency dB <0.07

Isolation at center frequency dB >26

Return loss at center frequency dB >26

Microwave flange WR 2300

Cooling system Demineralized water

Cooling input temp. for optimum operation ℃ 32

Cooling input pressure bar 6

Cooling flow l/h 4500

Table 4-2-2. Specification of the circulator

Figure 4-2-2. 1.3MW, 350MHz Y-junction type cir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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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guide components

   The WR2300 waveguide components are used. The waveguide components include 

straight, E-plane, H-plane sweep bend, mitre bend, flexible section, full height to half 

height transition, RF dummy load, magic tee, phase shifter, harmonic filter and so on. 

The major components were purchased from DIELECTRIC Communications and some 

components such as straight, sweep and mitre bend were also manufactured by 

domestics company as shown in Figure 4-2-3. To check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nents manufactured by domestic company, the VSWR were measured using the 

Network analyzer(Agilent 8753ES), N-w/g transition, quarter wavelength straight 

section, and waveguide termination as shown in Figure 4-2-4. The Network analyzer 

was 1-port calibrated and the straight section of quarter wavelength eliminated the 

effects of the N-w/g transition and waveguide termination.  The VSWRs of the 

straight, sweep bend, mitre bend which were manufactured by domestic company 

were all below 1.02 at 350MHz.

A RF dummy load located at one of the arms of the circulator was manufactured by 

DIELECTRIC Communication. It is a 350MHz, 1MW load which is used as a dummy 

load not only for absorbing the reflected RF power from the accelerator but also for 

full power test of the klystron. It is about 4m long and uses mixture of water and 

MEG (volume ratio 50:50) as a coolant. The load was tested up to 100kW. During 

the test, it showed VSWR value of 1.2 that is higher value than original specification 

- below 1.05. The possibility for high VSWR and method to reduce the VSWR value 

were reviewed and recently the improvement of the VSWR is being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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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3. Waveguide components manufactured by domestic company

Figure 4-2-4. Measurement of the VS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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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coupler & window for RFQ

The requirements of the input coupler for RFQ is summarized in Table 4-2-3. 

The input coupler of the RFQ is a ridge loaded waveguide type with iris coupling 

structure [4][5]. A taper will transform the half height WR2300 into smaller dimension 

that is suited to the RFQ input port. The dimension of the ridge was determined to 

maintain a constant cutoff frequency at each cross section of the taper. The end of 

the taper becomes part of the cavity wall, and the RF power is coupled into the 

cavity through the slot. The coupling factor can be adjusted by varying the hole size 

at the end of the slot. To check the RF properties of the coupler, cold model coupler 

was manufactured using aluminum. The cold model coupler and coupling slot are 

shown in Figure 4-2-5, Figure 4-2-6 respectively. The coupling betas depending on 

hole size were measured to check the property of the coupler. The comparison 

between measured coupling beta and calculated value using analytical formula is 

shown in Figure 4-2-7. 

After 2003 TRM, the design of the coupler was changed as belows.

- maintain constant width ridge

- modify cross section according to the wave propagation direction for 

SUPERFISH code calculation

- set coupler length to the half guided wavelength toward wave propagation 

direction 

The ridge load waveguide type couplers for RFQ which took into account the above 

comment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The coupler was fabricated with two pieces 

of steel, welded together and then copper plated. The total heat load of the coupler is 

about 2kW and 20mm*5mm cooling channel was installed at both side of the coupler. 

The viton O ring vacuum seal was used between coupler and RFQ body. The one 

piece of the coupler before welding and plating is shown in Figure 4-2-8. Two 

couplers are now installed and operated in the PEFP RFQ as shown in Figure 4-2-9.

The RF window for RFQ was manufactured by TED (Model no.: TH20548B). The 

specification of the window is summarized in Table 4-2-4. It is a planar type 

window with half height WR2300 flange at both sides. It can transmit RF power of 

750kW at 350MHz on a load with a VSWR < 1.3:1. The RF window and its alumina 

ceramic are shown in Figure 4-2-10, Figure 4-2-1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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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Q

Parameter Value

Frequency 350MHz

No. of coupler 2ea.

RF power 210kW/coupler

Coupling beta 0.6/coupler

Table 4-2-3. Requirements for RF input coupler 

    

Parameter Units Value

Type - Planar

Center frequency MHz 350

Forward CW power @ VSWR < 1.10:1 kW 900

Vacuum Torr 10-7

Ambient temperature ℃ 50

Cooling water temperature ℃ 70

Table 4-2-4. Specification of the RF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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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5. Cold model RF input coupler for 

RFQ

Figure 4-2-6. Coupling 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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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7. Coupling beta depending on hol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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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8. Coupler during fabrication

Figure 4-2-9. Ridge loaded waveguide coupler installed in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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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10. RF window for RFQ

Figure 4-2-11. Alumina ceramic of the RF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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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coupler for DTL 

The ridge-loaded waveguide is also adopted as the RF input coupler for the DTL. 

The requirements of the input coupler for DTL are summarized in Table 4-2-5.

A tapered waveguide transforms the half height WR2300 into smaller dimension that 

is suited to the DTL input port. The dimensions of the ridge were determined 

basically to maintain a constant cutoff frequency at each cross section of the taper. 

The width of the ridge was made constant such value as half of the small end side 

of taper width, and the height of the ridge was adjusted to give a required constant 

cutoff frequency, which made the characteristic impedance of the tapered waveguide 

constant along the propagation direction.  The cutoff frequency dependency on the 

ridge width and the VSWR increase from the cutoff frequency variation due to 

machining error were estimated and shown in Figure 4-2-12 and 4-2-13 respectively.  

The length of the coupler was adjusted to half of the guided wavelength along the 

wave propagation to minimize the reflection from the couper. The end of the taper 

becomes part of the cavity wall, and the RF power is coupled into the cavity through 

the slot. The coupling factor can be adjusted by varying the hole size at the end of 

the slot. The designed coupler is shown in Figure 4-2-14. To check the RF 

properties of the coupler, aluminum cold model coupler was designed based on the 

above considerations and under fabrication. The electrical properties including the 

dependency of the coupling on the hole size will be checked.

Parameter Value

Frequency 350MHz

No. of coupler 4ea. (1ea./tank)

RF power 225kW/coupler

Coupling beta 1.6

Table 4-2-5. Requirements of the RF input coupler for D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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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4. RF input coupler designed for D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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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Klystron power supply

Introduction

The power supply requirements for the TH2089F klystron are summarized in Table 

4-3-1. Among those, the high voltage power supply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for reliable operation of the klystron. In PEFP site for 20MeV accelerator, electrical 

utility with 4MW capacity for klystron power supply is available. The schematics and 

photo are shown in Figure 4-3-1, Figure 4-3-2 respectively. Two types of klystron 

power supply were developed, those are IVR controlled type for RFQ klystron and 

thyristor controlled type for DTL klystron.   

Parts Specifications Notes

Cathode P/S
-95 kVdc, 20 Adc, <20J

Vripple < 1%
1 ea.

Mod. anode P/S -85 kVdc, 20 mAdc 1 ea.

Heater P/S
 25 V, 35 A

Stabilization < 2%
1 ea.

Magnet P/S
300 Vdc, 12 Adc

Vripple < 1%
2 ea.

Ion pump P/S 5±0.5 kVdc, 10 mAdc 2 ea.

Table 4-3-1. Requirements of power supply for klys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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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1. Schematics of the electric power 

utility 

Figure 4-3-2. Electric power utility for klystron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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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ystron power supply for RFQ

As shown in Table 4-3-1, the requirements of the high voltage power supply for 

TH2089F klystron  are 100kV, 20A with the conditions that the voltage ripple are 

less than 1%, and energy deposition in the klystron at the tube arc is less than 20J. 

The power supply that satisfies the above conditions has been developed and tested 

at PEFP. The schematic circuit diagram that includes high voltage power supply, 

modulating anode power supply and heater power supply is shown in Figure 4-3-3. 

The output voltage is adjusted by IVR (Induction Voltage Regulator). The 12 pulses 

after the rectifying diode are regulated through L-C filters. Ignitrons (NL-1489, 

National) are used as a crowbar switch which limits the arc deposition energy to the 

klystron. High voltage relays of NC (Normal Close) and NO (Normal Open) type 

which are operated by pneumatic were developed by PEFP and tested up to 130kV. 

The modulating anode power supply consists of voltage dividing resistors and tetrode. 

The modulating anode voltage can be controlled by adjusting the grid voltage of the 

tetrode. The detail circuit diagram of the modulating anode power supply is shown in 

Figure 4-3-4. The heater power supply is simple AC heating using high voltage 

insulation transformer. Two types of high voltage relays are shown in Figure 4-3-5. 

The IVR, transformer/rectifier tank, capacitor filter are shown in Figure 4-3-6 and 

the modulating anode, crowbar switch are shown in Figure 4-3-7. The high voltage 

power supply were tested. The high voltage test up to 95kV showed no problems. 

The modulating anode power supply was also tested. The modulating anode voltage 

can be adjusted from -95kV to -20kV according to the grid voltage of the tetrode 

from -500V to -100V. The result showed that the electron beam current of the 

klystron can be adjusted by tetrode in a very stable manner. A ignitron crowbar test 

was carried out. At first, the performance test of the switch was done. Figure 4-3-8 

shows typical discharge waveform. The test results were reproducible at high voltage 

above 30kV. To confirm whether the energy deposition in the klystron at the tube 

arc is within the limit, wire test was carried out. A test using 0.3mm diameter and 

200mm long copper wire showed that the dissipation energy at the wire was less 

than 2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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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3.Circuit diagram of klystron power supply

Figure 4-3-4.Modulating anode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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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5. High voltage relay

Figure 4-3-6. IVR, 

transformer/rectifier tank, filter



- 711 -

Figure 4-3-7. Modulating anode 

power supply, crowbar switch

  

Capacitor discharge current

Short circuit current

Capacitor discharge current

Short circuit current

Figure 4-3-8. Typical discharge waveform of the 

crowbar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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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ystron power supply for DTL

A high voltage DC power supply which was developed by SIEMENS and has been 

used as a part of the plasma heating system for fusion device is modified for 

klystron power supply for DTL. The circuit diagram of the power supply is shown in 

Figure 4-3-9. As shown in the Figure, the power supply is three phase AC voltage 

controller type using thyristor. The thyristor controller at the low voltage side adjust 

the output voltage by controlling the conduction angle of the 12 pulse AC voltage. 

The device which limits the load arc energy is the opening switch type using IGBT 

instead of crowbar and developed by PEFP with the cooperation of POSCON. The 

components developed for RFQ klystron power supply were also used for DTL such 

as HV relay, modulating anode power supply, heater power supply and so on. The 

transformer/rectifier tank and filter capacitor are shown in Figure 4-3-10, the opening 

switch and its circuit diagram are shown in Figure 4-3-11, Figure 4-3-12 

respectively. Each component was tested up to 120kV and the overall system tested 

up to 95kV which is the overvoltage limit of the interlock system. The IGBT opening 

switch was tested as shown in Figure 4-3-13. The typical waveform is shown in 

Figure 4-3-14, which shows good performance as a opening switch. The wire test 

shows that the load arc energy is below 6J at 9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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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9. Circuit diagram of the klystron power supply for DTL

Figure 4-3-10. Transformer/rectifier tank, capacito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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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11. IGBT opening switch

 

Figure 4-3-12. Circuit diagram of the opening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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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13. Test setup for opening 

switch

Figure 4-3-14. Typical waveform of the opening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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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ooling system

The cooling requirement for 20MeV accelerator is summarized in Table 4-4-1. The 

design concept is that the heat load is constant throughout the operation. The cooling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units, one for RFQ and its RF system and the other 

for DTL and its RF system. The cooling capacity, flow rate and pressure of each 

unit are 2MW, 6000l/min, 5bar respectively. Figure 4-4-1 is a schematic diagram of 

the DTL cooling system. The cooling loop for DTL and klystron are connected in 

parallel, therefore the heat load of the cooling system is always constant throughout 

the operation. To maintain he resistivity of DI water above 1MΩcm, approximately 

1% of the main water flow is diverted to the water purification loop which consists 

of de-ionizer and filters. The resonance condition of the DTL cavity can be 

maintained by water temperature regulation, and the water temperature in the cooling 

system can be controlled by using three way valve. The cooling system for RFQ, 

DTL and cooling tower are shown in Figure 4-4-2, Figure 4-4-3, Figure 4-4-4 

respectively. The test of the cooling system was carried out. The pressure was 7bar 

and the flow rate was above 6,000 l/min. Without external heat load, the test result 

showed that the temperature regulation system could maintain the water temperature 

within 35±0.1℃ at the flow rate above 6,000 l/min. The cooling loop for RF system is 

shown in Figure 4-4-5. Because the 1MW RF load requires water and glycol mixture 

as a coolant, another cooling loop for RF load was installed and the loop for klystron 

collector cooling was used as a secondary side of the heat exchanger. It also used a 

three way valve to control the coolant temperature within the operation range of the 

RF load. The cooling loop for RF load is shown in Figure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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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1. Requirements of the cooling system

Cooling requirement

RFQ

 -Coolant type : DI water

 -Coolant input pressure : 5 bar

 -Coolant input temp.: 10 ℃(vane), 20 ℃(wall) 

 -Flow rate : 1,600 l/min

DTL

 -Coolant type : DI water

 -Coolant input pressure : 5 bar

 -Coolant input temp.: 35 ℃

 -Flow rate : 2,400 l/min (600 l/min for a tank)

RF 

system

Klystron

 -Coolant type : DI water

 -Coolant input temp. : <40 ℃

 -Coolant input pressure : <10 bar

 -No. of cooling loop : 3 ea (collector, cavity, body)

 -Flow rate at collector : 1,500 l/min

 -Flow rate at cavity : 30 l/min

 -Flow rate at body : 20 l/min

 -Air cooling for window is necessary

Circulator

 -Coolant type : DI water

 -Coolant input pressure : 6 bar

 -Coolant input temp.: 23 ～ 40 ℃

 -Flow rate : 75 l/min

Dummy load

 -Coolant type : Water(50 %) + MEG(50 %)

 -Coolant input temp.: 48 ～ 60 ℃

 -Flow rate : 560 l/min

Window

 -Coolant type : DI water

 -Coolant input temp.: < 70 ℃

 -Flow rate : > 10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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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1. Schematic diagram of the cooling system for DTL and its RF 

system

Figure 4-4-2. Cooling system for DTL and its R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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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3. Cooling system for DTL 

and its RF system

Figure 4-4-4. Cooling tower (left for RFQ, right for D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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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5. Schematic diagram of the cooling system for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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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6. Cooling system for RF dummy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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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he test for HPRF system 

The HPRF system for 3MeV RFQ was installed as shown in Figure 4-5-1. The 

required RF power for RFQ considering Q-degradation was 535kW, therefore the 

Klystron was tested up to 600kW itself in pulse operation. The pulse width and 

repetition rate are 50us, 10Hz respectively. The forward RF power and reflected RF 

power in HPRF test are shown in Figure 4-5-2. 

The klystron and circulator for 20MeV DTL were installed, and cooling system and 

power supply system for the klystron were also prepare as shown in Figure 4-5-3. 

The klystron power supply for DTL was tested. The measured beam current and 

Mod. anode voltage in 40kV beam voltage are shown in Figure 4-5-4. The 

fluctuation in beam voltage was measured during test. Recently the feedback control 

loop is checked to remedy the voltage fluctuation. After the problem is cured, the RF 

system for the DTL will be tested up to its design value, that is 1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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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1. The installed HPRF System for 3MeV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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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2. The measured forward and reflected RF power in 

HPR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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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3. The installed HPRF System for 20MeV DTL 

Mod.anode V 

Beam current 

Figure 4-5-4. HPRF System for 20MeV D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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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ow-level RF System

5-1. Introduction

 

  In the 100MeV proton linear accelerator (LINAC) for PEFP, the RF source will 

power two-accelerator cavities (an RFQ, a DTL1) operated at a frequency of 

350MHz, and seven cavities (DTL2) operated at frequency of 700MHz. 

The low level RF(LLRF) system for 100MeV proton linear accelerator provides field 

control including an RFQ and a DTL at 350MHz as well as 7 DTL cavities at 

700MHz. In our system, an accelerator electric field stability of  1% in amplitude and  

1 deg. in phase is required for the RF system. The digital RF feedback control 

systemusing the FPGAs and DSP Embedded Processor is adapted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requirements and flexibility of the feedback and feed- forward 

algorithm implementation. In addition to field control, it provides cavity resonance 

control, and incorporates the personnel and machine protection functions.

5-2. Overview of the LLRF System 

  All of the LLRF system components are installed in a 19" shielded rack, 40U high, 

800mm deep with the beam position monitor electronics and the event trigger system 

for pulse operation of the PEFP proton LINAC. The accelerator RF source (klystron 

driving signal) of 350MHz is generated by a VCO PLL synchronizing with the 

distributed 10MHz reference. The low level RF system consists of six 19" 

rack-mount chassis ; a main RF line, a sampled RF signal distributor, digital 

feedback controller, dc power supplies, ac power line conditioner with noise cut 

transformer. Figure 5-2-1 shows a simplified block diagram of the low level RF 

system for the PEFP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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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A simplified block diagram of the low level RF system for the PEFP RFQ

MASTER OSCILLATOR & RF GENERATOR

Figure 5-2-2 shows the block diagram of the master oscillator and RF generator 

included clock. The 10MHz RF reference is distributed to 9 low level RF systems. As 

shown in the figure 5-2-2, the electrical RF reference signal (10MHz, sine) generated 

by a master oscillator (external reference oscillator) is divided into 18 way by divider 

and amplified individually. 

10MHz OCXO,
Sine

340 or 690MHz

350 or 700MHz

RF S/W(Relay)

13dBm

0dBm

FAT

7dBm

40MHz Sine

4WAY SPLITTER

ADC CLOCK
(40MHz)

Local
(340 or 690MHz)

RF
(350 or 700MHz)

RF MON.

External Ref.

Internal Ref.

Rubidium Frequency Standard
(FS725, Stanford Research)

10MHz Sine

Figure 5-2-2. A block diagram of the master oscillator and RF generator included 

40MH ECL clock for 100MeV linear accelerator.

In order to maintain the correct accelerating field of RF source within an amplitude 

error of ±1%, and a phase error of ±1°, a digital feedback and feed-forward control 

system with high intelligence is required. Therefore, the RF reference signal, which is 

distributed to all of the RF stations included klystrons, should be more highly stable. 

Our goal for the RF reference is at within 0.1° for the phase stabilit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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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LLRF) External(Master Oscillator)

Model No./Mfg's name SC10/SRS FS725/SRS

Output Frequency 10MHz Sine 10MHz Sine

Phase Noise (SSB)

< -120dBc(10Hz)

< -150dBc(100Hz)

< -155dBc/Hz (1kHz)

< -120dBc(10Hz)

< -140dBc(100Hz)

< -150dBc/Hz (1kHz)

Stability < ±0.002ppm < ±0.00005ppm

Operating Temp. Temp.0 to +50°C +10 to +40°C

Freq. Tuning ±3Hz ±0.02Hz(0 to 5VDC)

Spurious < -100dBc(100KHz BW)

Harmonics < -60dBc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RF reference and external RF reference are shown in 

table 5-2-1.  One stabilized coaxial line provides the RF reference for each RF 

stations (RFQ, DTL1, DTL2). The LLRF system was designed to make use of a 

350MHz(or 700MHz) RF, 340MHz(or 690MHz) LO, 40MHz ECL clock, 10MHz 

synchronization. The accelerator source RF (klystron driving signal) of 350MHz or 

700MHz is generated by a VCO with PLL synchronizing with the distributed 10MHz 

reference at each local station.

Table 5-2-1.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RF reference and external RF 

reference. 

 DIGITAL FEEDBACK CONTROL

For the 100MeV proton LINAC of the PEFP, the error of the accelerating field 

must be within ±1° in phase and ±1% in amplitude. To stabilize the amplitude and 

phase of the field in the accelerator cavity, a digital feedbackand feed-forward 

technique is used in the LLRF system. Figure 5-2-2 Shows a block diagram of the 

digital feedback hardware in the LLRF. This system controls I/Q components of the 

RF signal as shown in Fig. 5-2-3.  The feedback and feed-forward control is 

performed by a combination of FPGAs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or fa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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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then feed to the appropriate carrier RF signal prior to amplification by the 

klystron. As shown in Fig. 5-2-3, the RF signals from the cavity field probe, forward 

power, and reflected power are down-converted to 10MHz IF and sampled at 40MS/s 

by individual 14bit ADCs with 40MHz ECL clock in order to produce quadrature I, Q, 

-I, -Q samples. These are then properly updated at 20MS/s by two multipliers, and 

filtered. Once filtered, they are compared to set-point tables and control algorithms 

are performed to control an RF vector (I/Q) modulator

Q

I/Q
Modulator

CAVITY
MONITOR

RF CAVITY
D/C

+30dBm-60dB +30dBm

DRIVE AMPLIFIER
(150Watts)

KLYSTRON
(1MW) CIR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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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

RF

fTRIG

Beam RF

fTRIG

RF Reflect

RF Forward

Field(Cavity)

BPF

DS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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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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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F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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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 1(Virtex-II or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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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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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Dual
Port
RAM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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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FIFOI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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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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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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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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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x./
Multiplier

I

Q

Digital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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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Control
Process

RAM
FIFOI Q

Mux./
Multiplier

I

Q

Digital
Filter

2*2
Rotation

Dual
Port
RAM

Control
Process

RAM
FIFOI Q

AD6644(14bit)

AD6644(14bit)

AD6644(14bit)

AD6644(14bit)

fTRIG

fTRIG

AD9744(14bit)

AD9744(14bit)

Figure 5-2-3.  A block diagram of the digital feedback for Low level RF system.

The digital feedback hardware relies on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and digital signal processors optimised for real-time signal processing.  Table 5-2-2. 

Shows the Xilinx FPGA's comparison. The digital feedback hardware performs 

feedback and feed-forward algorithms on the field signal, resulting in control in phase 

and quadrature I/Q) outputs, which are processing and DSPs (Digital Signal Process) 

for slow and complicate processing. A windows OS system will be used as an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n order to make it easy for us to develop the 

software of FPGAs, DSPs and a CPU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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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2.  Xilinx FPGA's comparison.

XCV1000E

(Virtex-E)

XC2V1000

(Virtex-II)

XC2VP30

(Virtex-IIPro)

System Gate 1.57M 1M

Logic Gate 331,776 30,816 Logic Cells

CLB Array 6496 4032

CLB Slice 5120 13,696

CLB Max. 

Distributed 

RAM Kits

393 160 428

Multiplier 

Blocks
40 136(18×18Bit)

SelectRAM 

Blocks Max. 

RAM (Kbit s)

393 720 2,448

Features

*Fast high

 density

*High flexible

 select I/O

*0.18um 6layer

  metal process

*selectRAM memory

 hierarchy

*Select I/O-ultra

*PCI/XPCI compliant

*0.15um 8layer metal 

process 0.1um high 

speed transistor

*High performance

 platform

*SelectRAM memory

 hierarchy

*power PC RISC block

*Select I/O-ultra

*PCI/XPCI compliant

*0.13um 9layer copper

 process 90nmm high

 speed transistor

 CONTROL & INTERFACE

The control parameters are set through the EPICS (Experimental Physics Interface 

Control System) interface allows the operator to set up the LLRF system, in a variety 

ways. Registers on the module provide access to all manners of control  set points, 

thresholds, mode selection, controller type, etc, and the DSPs provide the direct 

interface to the control register and hardware. A network host computer connects the 

fast signal-processing chip to outside world via Ethernet. Timing and interlocks are 

routed through an FPGA. Fig. 5-2-4 shows the interface of the RF sta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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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Q, DTL1, and DT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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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4. The signal interface of the Prototype RF station  for the RFQ.

 

5-3. Digital RF Feedback Hardware

  The digital RF feedback controller is a perfect all-in-one type. A single 4U high 

19"shielded enclosure contains analog and digital board with dedicated linear power 

supplies. Most of the analog and digital boards including DSP embedded processor are 

attached the mother board as shown figure 5-3-1. The four 14-bit ADCs(AD6644) 

operated at 40MS/s, and two 14-bit DAC(AD9744) operated at 80MS/s. Xilinx 

XC2V1000 FPGA provides signal processing path, and connects to an 400MIPS DSP 

embedded processor(AD) after buffered using a Xilinx  XC2S200 FPGA. ThisFPGA 

also provides access to housekeeping functions: a phase lock loop, dual 6 channe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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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 various fault signals to be determined from external devices. The digital RF 

feedback system relies on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and digital signal 

processors optimised for real-time signal processing

The digital RF feedback system performs feedback and feed-forward algorithms on 

the field signal, resulting in control inphase and quadrature (I/Q) outputs, which are 

processing DSPs (Digital Signal Process) for slow and complicate processing. The total 

feedback loop delay is considered to be less than 1uS, including all of the RF 

components, cables, ADCs, DACs and FPGAs. The mother board of the digital RF 

feedback controller is relatively complex as shown figure 3. Its primary purpose is to 

provide a platform for two AD/DA core board, DSP embedded processor, 6CHs ADC 

board combination, and to provide for communication such as TCP/IP and serial 

interface. 

The control parameters are set through the MODBUS controller such as a single 

computer or the controls using the keypad and the touch pad on the screen to set up 

the LLRF system, in the variety ways. Registers on the module provide to access for 

all manners of control  set points, thresholds, mode selection, controller type, etc, and 

the DSPs provide the direct interface to the control register and hardware. Timing and 

interlocks are routed through an FPGA. Hard-wired interlocks provide positive cut off 

of the RF drive in case of external fault conditions. This feature is purposefully 

independent of the FPGA and DSP embedded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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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1.  Photograph of the digital RF feedback controller for PEFP 

100MeV Proton LINAC

Figure 5-3-2.  Photograph of the LLRF main line RF cha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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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3.  Photograph of the LLRF sampled RF signal distributor 

chassis

Figure 5-3-4.  The interface configuration between the LLRF system 

and EPICS control system for PEFP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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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4 shows the configuration of the interface between the LLRF system and 

the EPICS IOC. MODBUS TCP protocol is selected for communication at the LLRF 

digital RF feedback control. The local test of the LLRF system is going to use lookout 

software at personal computer basis on windows OS as shown figure 5-4-1. And 

EPICS control system will be connecting to be confirmed the performance of the LLRF 

system on local condition.

5-4. Feedback Simulation

The non-linear dynamics of a single RF cavity can be represented by the 

state-spac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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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Q
rf

22/1
ωω =  is the half width of the resonance, rf0  - ωωω =Δ  the cavity 

detuning, and 0ω  the resonance frequency of the cavity.

The digital feedback algorithm for the RFQ cavity has been simulated using the 

above equation, which is programmed in MATLAB. Figure 5-4-1 shows the feedback 

simulation of the RFQ with different feedback gains. For the RFQ with the loaded-Q 

of 4000, the higher the integral gain, the better the feedback performance even with 

the small proportional gain. 

In order to test the low-level RF system in a lab, a simulation RF cavity with the 

similar RF properties to the RFQ was made. The cavity is a quarter-wave resonator 

structure of which the resonance frequency is 350 MHz and the unloaded Q-value is 

8,000. The cavity can withstand about 100-W CW RF power so that the test 

condition almost same with a hot RFQ cavity can be realized except a high power 

klystr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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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4-1 Feedback simulation of the RFQ: (a) PG (Proportional gain) = 

2, IG (Integral Gain) = 2; (b) PG=2, IG=11

5-5. SUMMARY& NEAR FUTURE PLAN

The LLRF system hardware works and the FPGA, DSP embedded processor control 

programming for the RFQ is more than 80% complete. At this point in time we are 

in the process of the analog and digital boards individually. We intend to integrate 

the boards in the lab with a simulation to be made and the MODBUS controls, and 

will be given a chance to try it out on a real RFQ at PEFP test facility this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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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LLRF System for RFQ (for test)

LLRF System Requirements for RFQ  

 - Frequency : 350 MHz

 - RF power level : 150 Watt

 - field control : amplitude ±1%,  phase ±1°

 - resonance control : water temperature control

                       movable tuner control

 - High power Protection

 - operation mode : CW, pulse 

System design

 

  Figure 5-6-1 shows a LLRF System Block Diagram. The description of LLRF 

System is listed below. The design is based on the CW operation, but it can be 

operated in pulsed mode for the initial RFQ conditioning. RF switch(On-Off Keying) 

is used for pulse modulation. Pulse on time is 10mS, 100mS,1S, 10S,CW and pulse off 

time is 100mS,1S, 10S, CW off.    

  The RF source of 350 MHz is generated from the Master Oscillator with 

OCXO(Oven controlled cystal oscillator), PLL(Phase locked loop). The power level of 

Master Oscillator is 10 dBm and is monitored. 

  This System has a interlock function for high power RF System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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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1.  LLRF System Block Diagram for RFQ. 

Table 5-6-1. LLRF System description. 

Description Specifications

Center frequency 350 MHz

Stability ±350 MHz / 6 Month

Harmonics / Spurious < -60 dBc

Bandwidth ±25 kHz

Final output power 52 dBm (160 W)

Automatic Level Control(ALC) User settable

Level Control Range > 20 dB

Phase Control Range > ±45°

VSWR 2.0 Max

Modulation OOK (on-off keying)

Isolation > 20 dB (Dummy:100 W)

BPF 350MHz±25KHz, IL 2dB Max

FWD/BWD Monitor, Alarm protectio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Monitoring 
Controller

mechanical Dimension 19" Standard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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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control

 Field stability of ±1% in amplitude and ±1° in phase are required for the RF System 

in the RFQ linear accelerator. But, the present LLRF System with analog feedback 

control system has field control function of 1dB/step in amplitude and 1.4°/step in 

phase. The potential unwanted phase drift of RF reference transmission line and 

feedback coaxial line will be considered for the test of RFQ feedback control function. 

The test of Resonance control

   

  In order to control the shift of the resonance frequency due to RF heating, beam 

loading, cryogen pressure change, variation in klystron high voltage, RFQ resonance 

control function is required. 

  For the test of resonance frequency control function, one section of the RFQ with 4 

movable tuners driven by step motors and the low-level RF system have been used. 

Figure 5-6-2 shows block diagram for test, and Figure 5-6-3 shows picture of RFQ 

resonance control test. In this test, RFQ resonance frequency is controlled due to the 

variation of phase difference between RF input coupler and  RF pickup loop. 

  The parameters for the test of RFQ resonance control function is listed below.

- RFQ resonance frequency : 349.998MHz

- The coupling coefficient of input coupler  : 0.929

- RFQ input power level : 51.71 dBm (148.252 Watt)

- RFQ pickup loop : - 41.243 dB

- Tuner controller : auto mode (-1~1 input voltage) 

- 4 movable tuners driven by step motors

- Direction coupler (FWD, BWD) : 2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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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2.  Block Diagram for the test of RFQ resonance control. 

Figure 5-6-3.  The test of RFQ resonanc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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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4.  RF reflection power measurement. 

  Figure 5-6-4 shows RF reflection power level due to time variation. 

36dBm(4.5watt) reflection power level is maintained, so it shows that the RFQ 

resonance frequency is maintained continuously.

 summary 

- in order to control the shift of the resonance frequency, RFQ reflection power and 

the variation of phase difference will have to be controlled

- To minimize the error contribution, reference signal will be distributed in insulated, 

temperature-controlled coaxial lines

- will be temperature-controlled to eliminate potential unwanted phase 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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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am diagnostics 

6-1. Introduction

Particle accelerators have been utilized for various fields ranging from particle 

physics researches to modern industrial applications. One of the basic functions that 

particle accelerators should fulfill is to reliably provide particle beams to users with 

the required specifications. In this regards,the importance of the beam diagnostic 

systems is justified, because they are essential tools for the successful commissioning 

and the operation of accelerators. Furthermore, accelerators are as good as their beam 

diagnostics, and many advanced accelerator-based R&D results have been achieved 

with the aids of high-quality beam diagnostics.

We present work scope covered in this report as,

1. Development of beam diagnostic technologies for the PEFP (100-MeV, 

20 mA proton linac).

2. Developmentand commissioning of beam diagnostic devices and 

systems for the beginning part (up to DTL-I, 20-MeV) of the PEFP 

accelerator. 

In the PEFP linacs, there will be beam position and phase monitor(BPPM), 

beam current monitor (BCM), beam profile monitor (BPM), wire scanner(WS), and 

beam loss monitor (BLM). The wire scanner and ED/FC including emittance slit and 

collector being designed will be used for beam commissioning. The PEFP DTL 

comprises four 350-MHz DTL tanks with spaces of 1 βλbetween tanks that gradually 

increases with beam energy. The space between the RFQ and DTL tank 1 ranges 

roughly from 7 cm to 17 cm and is too short to place both BPM and CT in the 

space. Three CTs will be installed between the RFQ and the DTL tank1 and after 

tank 1 and 4. There will be three BPMs each after tank 2, 3 and 4 (Fig.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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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DTL beam diagnostics.

6-2.  BPPM system

6-2-1  Layout

BPPM is an acronym of Beam Position and Phase Monitor. As the name 

self-describes, it is for measuring the transverse position and the longitudinal phase 

(w.r.t. the rf) of proton beams in the PEFP accelerator. The relevant technologies 

have been well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and we will fully utilize existing skills 

and commercial products. Being a kind of low-level rf circuitries, the BPPM system 

is much like the LLRF (Low-Level RF) system required for controllingthe 

high-power systems. In this regard, we are going to integrate the BPPM system 

with the LLRF one. Direct benefit of this scheme is the simplicity of the system and 

reduced construction costs. Fig. 6-2-1 is the proposed layout of the BPPM system as 

integrated to the LLRF system.

Figure 6-2-1. Layout of BPPM (Beam Position and Phase Monitor) system. 

The hardware will be integrated with the LLRFsystem, which would make the system 

simple. Phase information from the BPPM could be utilized in LLRF if required.

We will adopt commercially available BPM electronics (from the Bergoz 

Instrumentation in France) modifying it to integrate phase detection module within 

one board. This integrated electronics will provide voltage signals that are lin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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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al to the beam position and phase, and additional ADCs (Analog-to-Digital 

Converters) are required for the interface to control system. Beam signals required for 

the BPPM electronics are picked up by PUs installed along the accelerator beamline. 

Since beam signals are usually wide-band extending up to 10 GHz, high-quality 

coaxial cables will be used for transmitting them to the BPPM electronics racks. 

Electrical delays of coaxial cables should be carefully adjusted or measured in order 

to enable accurate beam phase measurements. This effort would be also useful when 

one intend to measure the beam energy by the use of the TOF (Time-of-Fligh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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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Beam Parameters

The beam parameters of the PEFP accelerator are summarized in the Table 

6-2-1.The PEFP aims to accelerate pulsed proton beams to 100 MeV with maximum 

duty of 2 ms x 120 Hz = 245 %. Average beam power will reach 500 kW.

Table 6-2-1. Beam Parameters of KOMAC Accelerator.

Parameters Values Remarks

Beam Energy [MeV] 3 20 100

1.003 1.021 1.107

0.08 0.20 0.43

(Peak) Current 20 mA, max.

(Macro) Pulse Length 0.1  2 ms

Pulse Repetition Rate 120 Hz, max.

(Micro) Bunch Length 200 ps, FWAB
PARMILA 

calculation result

Bunching Frequency 350 MHz
Equal to RFQ 

frequency

Three different beam energies, 3, 20, and 100 MeV are those achieved with 

three accelerating structures, RFQ, DTL-I, and DTL-II. Major beam diagnostic 

devices including BPPMs and BCMs interact with the rf currents in the bunched 

beam that are generated by the RFQ, and thus energies lower than 3 MeV are not 

considered here. Particle velocity at even the highest beam energy (100 MeV) is only 

43 % of the velocity of light. Slow particle velocity imposes technical difficulties on 

the design and the construction of proton accel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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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PU Design

6-2-3-1  Bessel Factor

Due to the low particle velocity, electromagnetic fields from beam bunches in 

the PEFP will extend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which will induce wall current on 

the beam pipe with its distribution different from the actual charge distribution in the 

bunch. PUs (Pick-Ups) for taking beam signals out of particle beams are generally 

installed by breaking the beam pipe and intercepting the wall current. Therefore beam 

signals from the PUs would not contain direct information on the beam.

The high-frequency components of PU signals from low-veocity (low-) 

beams are generally attenuated due to the reduced signal bandwidth. The quantitative 

description of this effect is possible by the Bessel factor quoted below,

1 ,
( )

            
o

rBF
I c

ωθ
θ βγ

= =

          

where, oI  = Modified Bessel function of the 0th order,

ω  = Angular frequency,

β  = Normalized particle velocity ( /v c ),
γ  = Energy factor,

c  = Velocity of light.

Signal attenuations for the three beam energies relative to the 1β = case are 

shown in the Table 6-2-2. The frequency being considered is 350 MHz. Beam pipe 

radius is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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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1. Signal Attenuations for 350 MHz.

Beam Energy 

[MeV]
3 20 100

θ 2.74 1.08 0.46

BF 0.25 0.76 0.95

Attenuation [dB] -12.0 -2.4 -0.4

6-2-3-2  PU Impedance

Of the two commonly used PUs, buttons and striplines, buttons are compact 

and easy to fabricate. They are usually used in electron accelerators where sufficient 

signal amplitudes are available. For proton machines striplines have been normally 

used because they have larger surface area, and can provide enough signal amplitude 

in spite of relatively low beam intensities. Nevertheless, for the PEFP, we are going 

to adopt the button-type PU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here should be tight installation spaces available for beam diagnostic 

devices. This would be especially the case in the front-end part of the 

machine.

2. The PEFP is a kind of modern HPPAs (High-Power Proton 

Accelerators) with very high beam intensities. Even buttons could couple 

enough signals from such high-intensity beams. Furthermore today's 

signal processing electronics have advanced to provide very high dynamic 

ranges.

The transfer impedance as the function of the signal frequency, ( )tZ ω of the 

button-type PU is given by the following equations.

2

( )
2

PU
t

b

V aZ Z
I r c

ω ω
β

= =
          

1( )
1/

RZ
j C R j C

ω
ω ω

=
+           

where, PUV  = Voltage of specific frequency developed between the PU electro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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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eam pipe,

bI  = Beam current of specific frequency,

a  = Button radius,

ω  = Angular frequency,

β  = /v c ,
c  = Velocity of light,

R  = Load impedance (50 ohms),

C  = Button capacitance.

By the factor, β in the denominator of (2.2) the dependence of the impedance on the 

particle velocity is eliminated. In other word, the signal amplitude (= tZ I× ) from 

the button-type PU is proportional to the charge density ( ρ ) of the beams, not 

to the current ( I cρβ= ). Plotting (2.2) for the following condition yields Fig. 

6-2-2:

6 ,
10 ,
0.08 ( 3 ),
50 ,
5 .

a mm
r mm

Beam Energy MeV
R ohms
C pF

β

=
=
= =
=
=

Figure 6-2-1. PU Impedance vs. frequency for beam energy = 3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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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Signal Power

In order to meet the resolution and accuracy specifications of BPPM system, 

high enough signal to noise ratio should be obtained. In this context, accurate 

estimation of available signal power at the input of processing electronics should be 

established. Many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available signal 

power, such as beam current, beam energy, bunch length, processing frequency, beam 

pipe radius, button radius, and attenuation of signal coaxial cables. All these factors 

are discussed in detail in the followings.

6-2-3-3-1  Bunch Length

If the bunch length is infinitesimally small, the waveform of the bunch 

current is given by the Dirac delta function, (t) whose bandwidth is infinite and 

amplitudes of every spectral component are given by 2 avI×  where avI  is the average 

beam current. In the case of finite bunch length, amplitudes are attenuated with the 

magnitudes and pattern depending on the shape of the bunch waveform. Assuming 

the Gaussian bunch current, the amplitude of the m-th spectral component, mA  is 

given by,

2 2 2

exp( )
2

o
m

mA ω σ−
=

           

where, 2 ,o of f Bunching frequencyω π= = ,

rms bunch lengthσ = .

For a parabolic bunch waveform, the mA  is given by,

3 2

sin cos3( )mA α α
α α

= −
            

where, om Wfα π= ,

W = FWAB (Full Width At Base) = 4.472σ ,

σ  = rms bunch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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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ignal attenuation due to the finite bunch length in dB, 

dB(Fourier) can be expressed as,

10( ) 20log mdB Fourier A=           

6-2-3-3-2  Beam Energy

The dependence of the signal amplitude on the beam energy come from the 

low-effect and can be quantitatively described by the Bessel factor. Signal attenuation 

due to the low- effect in dB, dB(BF) is thus,

10
1( ) 20log
( )o

dB BF
I θ

=
           

where, the θ  is given by (2.1).

6-2-3-3-3  Cable Attenuation

Signal attenuation in coaxial cables is proportional to the square root of the 

signal frequency. With the reference to the 1/4 HELIAX (Andrew Corporation) cable 

that has 3.8-dB attenuation at 500 MHz, the dB attenuation due to the cable 

attenuation, dB(Cable) can be expressed as,

10( ) 20 log (3.8 )
500

fdB Cable = −
         

where, f  is the signal frequency in MHz.

6-2-3-3-4  Basic Signal Power

The basic signal power is the one available at the PU when the effects of the 

bunch length, the low-, and cable attenuation. That is, it is the signal power coupled 

to the PU by ultra-relativistic beams with zero bunch length. For this beam, the 

voltage developed at the PU is 2 av tI Z . This PU voltage is loaded by the cable 

impedance, e.g., 50 ohms, hence the basic signal power expressed in dB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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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0
210log ( 1000)

50
av tI ZdBm = ×

         

6-2-3-3-5  Example of Signal Power Calculation

Signal power available at the input of processing electronics is obtained by 

calculating the basic signal power by (2.9) and adding (2.6), (2.7), and (2.8) to it. In 

Table 6-2-3, we summarize the calculation process for the beam current (average, 

within the macro pulse) of 20 mA, the beam energy of 3 MeV (= 0.08), and the 

frequency of 350 MHz. Button and beam pipe radii are 6 and 10 mm respectively.

Table 6-2-3. Calculation process of signal power available at the input of BPPM 

electronics.

Items Values Remarks

dBm -0.75 dBm
E = 3 MeV, I = 20 mA,

f = 350 MHz

dB(Fourier) -0.042 dB
Parabolic Bunch with 

FWAB length = 200 ps

dB(BF) -1.74 dB 0.917θ =

dB(Cable) -3.18 dB HELIAX 1/4

Available Signal Power -5.71 dBm Sum of all d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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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Resolution

BPM resolution is determined by the Signal-to-Noise ratio, SNR. For a beam 

pipe with radius r, the resolution σ  is given by,

1
2 2

r
SNR

σ =

The noise power at room temperature is about -114 dBm/MHz. Signal power 

at worst case (E = 100 MeV, Iav = 0.2 mA) is -38.6 dBm, thus the worst case SNR 

= 75.4 dB. For beam pipe radius r = 10 mm, σ  = 0.6 m. If the required resolution is 

50 m, the loss and noise margin is estimated as, 50/0.6 = 38.4 dB.

6-2-3-5 Signal Processing Algorithm

Of the three most popular algorithms shown below,

1. Difference over Sum ( /Δ Σ )

2. Log Ratio (LR)

3. Amplitude to Phase Conversion (AM/PM)

/Δ Σ  and LR schemes are well developed. Of these, the LR algorithm is of special 

interest, because it has wide dynamic range realized by modern fast LR amplifiers, 

thus can provide fast data processing as fast as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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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Sensitivity Calculation

The button-type PU is a three dimensional feature and its sensitivity can not 

be determined by an analytic method. Shafer's calculation[1] on stripline PU is useful 

in understanding the physics but not in engineering the button-type PU. For this 

reason, we have decided to adopt the MAGIC code in the sensitivitycalculation for the 

PEFP BPPM PUs. The MAGIC is a kind of the PIC (Particle-In-Cell) codes, now 

commercially available. Detailed method and procedures of the calculation appear in 

Refs. [2] and [3], and we only quote the results here. Fig. 6-2-3 shows sensitivity 

maps for frequencies of 350 and 700 MHz calculated by the MAGIC code.

Figure 6-2-2. PU Sensitivities for frequencies of 350 (left) and 700 (right) 

MHz. Calculation results by MAGIC code.

In Fig. 6-2-4, the dependence of PU sensitivity on the beam energy and the 

frequency is shown. Here the sensitivity is calculated by the LR (Log Ratio) scheme 

to compare the result with the Shafer's theoretical prediction. It was found that the 

sensitivity approaches to ~3.25 dB/mm for energies above 10 MeV. Signal Powers 

were also calculated by the MAGIC code. In Fig. 6-2-5, we compare the result with 

that from the analytic estimation shown in Sec. 2.3.3. Both results agreed to within 2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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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3. Dependence of PU Sensitivity on Beam Energy and 

Frequency.

Figure 6-2-4. Comparison of signal power calculations by analytic and 

numerical methods. Both results are available signal powers at the input processing 

electronics and agree each other to within 2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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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Mechanical and Electrical Designs

Fabrication concept of the BPPM PU is shown in Fig. 6-2-6. Button and 

beam pipe diameters are 6 and 10 mm respectively. Buttons are attached to N-type 

coaxial connectors which are mechanically reliable.

Figure 6-2-5. Fabrication concept of BPPM PU.

In order to test the transmission capability of the coaxial connectors 

supporting buttons, we have fabricated a test assembly that consists of a button, an 

N-type coaxial connector, and a vacuum chamber. The fabrication drawing is shown 

in Fig. 6-2-6. The assembly was fabricated in the Mitsubishi Electronics in Japan 

and test in the PAL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see Fig. 6-2-7).

Figure 6-2-6. Fabrication drawing of PU test assembly.

The performance of the PU test assembly was checked using the TDR 

(Time-Domain Reflectometry) method which is built in the Tektronix 11801B 

sampling oscilloscope. Fig. 6-2-8 is the TDR result for the PU test assembly.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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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was measured in the insulating ceramic, which is believed to be no 

significant problem for our applications.

Fig. 6-2-7 The BPPM (Beam Position and Phase Monitor) installed in the 

beam line.

Figure 6-2-8. TDR result of PU tes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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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Processing Electronics

Basic Requirement for the beam position and the phase measurement is that it 

should provide the resolution and stability for the position and phase measurement of  

< 50 m and < +/- 1 degree respectively, after processing beam signals picked up by 

button-type PUs (12-mm diameter) mounted in the beam pipe of 20-mm?diameter.

6-2-3-8-1  Signal Powers

Signal powers available at the input of the BPPM electronics (6-2-9) are 

summarized in Table 6-2-4, with different beam energies and processing frequencies. 

Calculation conditions are summarized in Table 6-2-5.

Table 6-2-4. Signal Power vs. Beam Energies and Processing Frequencies, available 

at the Input of BPPM Electronics.

350MHz 700MHz

3 MeV -5.71 dBm -3.43 dBm

20 MeV -12.4 dBm -10.1 dBm

100 MeV -18.6 dBm -16.3 dBm

Table 6-2-5. Calculation conditions used for Table 6-2-4.

Parameters Values Remarks

Beam Current 20mA
Maximum value

Minimum is 0.2mA

Bunch Length FWAB = 200 ps
Full Width At Base for 

Parabolic Bunch Shape

Beam pipe Radius 10 mm

Button Radius 6 mm

Cable Attenuation 3.8 dB @ 500 MHz

Andrew HELIAX 1/4

Scales with 

[frequenc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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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2  Specifications of BPPM Electronics

Required specifications for the BPPM electronics are shown in Table 6-2-6. 

Note that the minimum signal powers are different for each BPPMs to be installed at 

different beam-energy sections. The dynamic range should be more than 40 dB that 

correspond to the range of the beam currents from 0.2 to 20 mA.

Fig. 6-2-9 BPPM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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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6. Specifications of BPPM electronics.

position phase

Operating frequency 350 MHz

Dynamic Range
-58.6 dBm @ 100 MeV

-45.7 dBm @ 3 MeV

Operation Modes > 40 dB

Quantity of Installation
< 50 m @ 20-mm? beam 

pipe
< +/- 1 degree

Operation Modes

CW or Pulsed

(For pulsed operation, 

nominal pulse width = 2 

ms)
Bandwidth of 

Output Signal 
> 5 MHz

Quantity of Installation 20 sets

One of important requirements of BPPM electronics is that it should provide 

beam position and phase measurements for both of the CW and pulsed operations of 

the accelerator. The CW operation of the accelerator will generate a continuous train 

of beam bunches at the bunching frequency (350 MHz). The pulsed operation will 

generate the pulse-modulated bunches with the pulse (the envelope of bunch trains) 

duration of 0.1 - 1 ms. The maximum pulse repetition rate is aimed to 250 Hz. The 

resolution and stability specification (i.e., < 50 m @ 20-mm? beam pipe) could be 

easily met for signal powers shown in Table 6-2-4 and enhancement of the 

resolution could be achieved by fast data sampling and averaging.

Phase difference detection range 

The BPPM electronics (BPPM-EL) which devloped by Bergoz Instr. and PAL 

is based on the existing BPM electronics combined by phase monitor. The BPPM-EL 

has an analogue signal proportinal to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the RF button 

input and the phase reference signal. Sensitivity is 100 mV per degree; it covers 180 

degrees of phase difference. Fig. 6-2-10shows the output voltage (VPHOUT)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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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90 degrees to +90 degrees when two independent 350 MHz RF signals are 

entered in the RF button input (0 dBm each) and phase reference input (0 dBm). 

Fig. 6-5-10 Output with regard to phase difference.

 

Input bandwidth 

The input bandwidth can deduced from the rise time of VPHOUT. The fig. 

6-2-11 shows VPHOUT signal as it reacts to a sudden 45 degrees phase shift of the 

RF button inputs. VPHOUT 10% - 90% risetime from its initial value to its final 

value is less than 5 μs. It can be deduced that input bandwidth is at lease 7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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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1 Input band width measurement.

Linearity specifications 

The PEFP phase feedback overall objective imposes that the phase 

measurement does not exceed 1 degree linearity error. Fig. 6-2-12shows the area 

where the electronics linearity error is less than 0.5 degree. The BPPM electronics 

shows an interesting feature around 90 degrees phase shift: its linearity error is 

contained within < ± 0.5 degrees over 45 dB.

Fig. 6-2-12 Band width and linearity of BPPM electronics.

Phase output temperature dependence 

It is well known that tempeature changes cause very large phase shifts 

whenever tuned circuits are used. The BPPM electronics has been designed carefully 

avoding band-pass filter. Instead out-of-ban low-pass and high-pass filters have 

been designed in. Fig. 6-2-13 shows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BPPM 

electronics over 20 °C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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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3 Temperature dependence of phase measurement.

 

Phase output noise and position linearity error 

Noise in the phase detection system would limit the measurement resolu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accelerator RF phase feedback loop. Phase noise 

measurement is done at 90 degrees phase shift between RF button inputs and phase 

references (Fig. 6-2-14). Phase rms noise is below 0.7 degree over the entire 40 dB 

dynamic range. 

Fig. 6-2-15 show the position linearity error of less than 50 ㎛ when the 

beam is in the center of the beam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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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4 Output signal noise with regard to RF input level.

Fig. 6-2-15 Linearity error of beam posi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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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BCM System

The BCM (Beam Current Monitor) system is one of the basic beam diagnostics 

of accelerators. Special requirement imposed on the BCM for the HPPAs is that it 

should have extremely high resolution and stability (< 5E-4). This is because for 

HPPAs, the control and minimization of beam losses are of great importance and the 

BCM is theonly device that can measure the beam losses quantitatively. Additionally 

BCMs for HPPAs should be reliable and resistant to high radiation doses. Considering 

these we present requirements of PEFP BCM system as follows:

1. Dynamic Range : 40 dB (0.2  20 mA)

2. Should be capable of measuring pulsed (0.1  1 ms) and CW beams

3. Beam Energy Range :  3  100 MeV

4. Resolution and stability : better than 5E-4

5. Accuracy : better than 1 %

BCMs presently available can be divide into two categories; non-destructive and 

destructive,

1. Non-destructive Type

DCCT (Direct-Current Current Transformer) 

CT (Current Transformer) 

ICT (Integrating Current Transformer) 

WCM (Wall-Current Monitor) 

2. Destructive Type

Faraday Cup 

Discussion of destructive-type device would be meaningless because beam 

power of HPPAs reach MW range. Among non-destructive devices only DCCTs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HPPA BCMs but they are too bulky to be installed along 

the complex HPPA beamlines. High-performance CTs are commercially available with 

bandwidth approaching5 GHz. They would be a good choice for exploring time 

structure of beams but do not have enough resolution and stability. ICTs can 

measure bunch charges very accurately (resolution reach 10 nA) but their applications 

are limited to beams with low bunching frequencies (< 5 MHz). WCMs are also 

wide-band device and good for fast measurements but do not have required 

resolution and stability. In conclusion, there are no BCMs currently available that can 



- 764 -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HPPA BCMs.

We have considered a possibility of the modification of ICTs to be capable of 

measuring rf-bunched beams. This could be feasible if we could make them tuned to 

a specific harmonic frequency contained in the beam. This, we call, "tuned CT"is a 

basically narrow-band device and could provide very high resolution and stability. 

Weare going to develop the tuned CT by the collaboration with the Bergoz 

Instrumentation in France. We are quoting the objectives of the collaboration stated in 

the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s) established for the tuned-CT 

development between the PEFP, the PAL, and the Bergoz Instrumentation.

(1)Develop compact current sensor that can be installed in the close space 

along the accelerator beamline of the PEFP. The proton linac requires many 

quadrupoles for the confinement of space-charge-dominant proton beams. Minimum 

distance between the quadrupoles is supposed to be 5 cm. The tuned CT should have 

compact enough magnetic core, windings, cable connectors, and rf by-pass for their 

successful installation into such tight space.

(2) The tuned CT should have the resolution and the stability better than 

5E-4, in order to resolve at least 1 % of the (assumed) beam loss of 5 % per a 

certain accelerator beamline distance. The integration time required to get the 

resolution should be more or less 1 second.

(3) The response of the tuned CT should be independent of the beam 

spectrum. This is since the longitudinal bunch length of the proton linac (with 

maximum energy of 100 MeV) would vary along their acceleration path. Wide-band 

current sensors that respond to the full bandwidth of these beam bunch spectrum 

would generate false readbacks.

(4) The tuned CT should be immune to the temperature or external magnetic 

field changes.

(5) The tuned CT should endure high radiation doses generated by lost proton 

beams. The core of the tuned CT should have reasonably low residual radioactivity 

after its lifetime service in the accelerator.

6-4. Beam Loss Monitor (BLM)

6-4-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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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eam loss monitor system is being fabricated for measuring and localizing beam 

losses over an entire accelerator. It is based on air-filled ion chambers and an 

electrometer. We will discuss the saturation current and stability of the ion chamber 

with respect to different radiuses of anode electrode.

6-4-2. Expected beam losses 

  The PEFP BLM must cover a wide range of beam loss. The low end of beam loss 

design is set at 0.01 % beam loss with around 100 mRem/hr activation dose rate on 

the beam pipe, following SNS criteria and dose rate estimates. The high end for the 

BLM has been taken to be local loss of 1 % of the beam. This represents a range of 

approximately 2.5 x 104.  The 100 mRem/hr implies 100 Rem/hr beam-on dose rate 

according to a "rule of thumb" of a factor of 1000 between the beam off activation 

and beam on dose rate. Thus the loss of 1 % roughly corresponds to 2.5 x 10
6
 

Rem/hr by scaling this dose by 2.5 x 104. The sensitivity of the PEFP BLM is 20 

pA/R/hr and the estimated signal current under the condition of 1 % beam loss is 

expected to be around 50 uA. 

6-4-3. Collection efficiency of ion chamber

  The collection efficiency  f of an ion chamber at a given bias voltage V can be 

defined as the ratio of the measured current to the ideal saturation current. 

Approximated result, which gives a good fit for f ≥ 0.7, is

f=
1

1+
ω 2

6

(1)

where

ω 2 =
αd 4Q ∞

ek 1k 2V
2
vol

(2)

Here, e is the electron charge, k1 the electron mobility, k2  the ion mobility, 

Q∞ the saturation charge, vol the collecting volume of the ion chamber, and α is the 

first Townsend recombination coefficient. The d in (2) for the cylindrical ion chamber 

can be expressed as 

d=
(a 2-b 2) ln (a/b)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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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 and b  are the radii of outer and inner electrode, respectively. From above 

equations, we can find that the higher collection efficiency could be obtained as the 

distance between the outer electrode and the inner electrode gets closer and the 

higher bias voltage is applied.

6-4-4. Ion chamber assembly

  Figure 6-4-1 shows the prototype of the PEFP ion chamber. The chamber consists 

of two concentric cylinder electrodes filled with air at 1 atm. The outer electrode is 

made of 2-mm thick aluminum, 210 mm long and 38 mm in diameter. The inner 

electrode with three different diameters(6, 16, 25 mm) was used to test collection 

efficiency. Guard ring electrode was inserted between the inner electrode and the 

outer electrode in order to reduce the leakage current of the collection electrode, and 

is kept at true circuit ground. Two MHV connectors for signal and high voltage 

biasing were installed, which allows easy daisy-chaining. One electrode was 

connected to a high voltage power supply (ORTEC 660) and the other electrode was 

coupled to an electrometer (Keithley 6517A) for signal recording. The high voltage 

biasing and the signal collection were performed on both the outer and inner 

electrodes, and the polarity of the bias was also reversed. All measurements were 

realized by exposing the ion chamber to a 60 keV 
241
Am γ-ray source, which make 

the dose rate of 2 mSv/hr in the center of the chamber.

Figure 6-4-1. Prototype ion chamber. 

6-4-5. Current measurements

  Figure 6-4-2 (top) shows the saturation curve of the ion chamber (16 mm dia. 

inner electrode) with negative voltage on the outer electrode and signal on the inner 

electrode. The plateau region in which recombination is negligible and all the ionized 

charges are efficiently collected, ranges from several hundred volts to 2000V. As the 

voltage is raised above 2000V, the ionization current begins to rise. This rise marks 

the start of the proportional region for the chamber in which the ionized elect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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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 enough energy between collisions to cause gas multiplication. The saturation 

current with respect to the chamber volume is shown in Fig. 6-4-2 (bottom). The 

current increases almost linearly with the chamber volume.

Figure 6-4-2. (top) Signal current of ion chamber with respect to bias 

voltage and (bottom) saturation current vs. ion chamber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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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 Wire scanner 

6-5-1. Requirements

 

   Beam profile measurements are required to verify proper transverse focusing and 

matching of the magnetic focusing lattice of the linacs as well as the indirect 

determination of beam emittance of a matched beam. The PEFP wire scanner is 

being designed to provide accurate beam size and emittance measurements for pulse 

beam. For the expected minimum rms beam width of 1 mm, we developed the 

accuracy requirement for the wire scanner of 10%, corresponding to 0.1 mm.  Since 

the intensity of pull-power beam could destroy the wire, the duty factor must be cut 

back enough to prevent damage  to the wires. Thermal calculations will be presented 

to discuss the signal validity and Table 1. shows the expected performance of the 

wire scanner. The maximum velocity of scanning wire for the beam profile 

measurement is limited by the requirement for a sufficient number of points in the 

beam profile. To limit temperature rise, a single point of the profile results from each 

pulse, for example, 100 μs, 20 Hz pulse, and 40 points over 4 rms of a 1 mm rms 

beam (100 μm scanning), then maximum velocity of the wire is on the order of 2 

mm/s (Table 6-5-1). 

      

Requirements Value

Wire
Carbon 32 μm,

100 μm ( for emittance measurement) 

Number of wire channels 3

Peak beam current range 2 μA - 20 mA

Beam energy 7 - 100 MeV

Pulse repetition rate 0.1 - 20 Hz

Pulse width 50 μs - 200 μs

Scanning mode Continuous mode, Step mode

Scanning resolution,

stroke

50 μm (< 5% rms width), 

5 cm

Velocity of wire 2 mm/s

Beam width accuracy 10 %

Table 6-5-1. Wire scanner performance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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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Wire scanner design

   A schematic diagram of the wire scanner is shown in figure 6-5-1. Three 32 μm 

diameter carbon wires mounted in the horizontal, vertical, and 45° planes  will 

measure the x, y, and diagnol beam profields and the beam position. These carbon 

wires on the wire scanner fork offset from one another so that only one wire at a 

time will be within ± 2 rms of the beam center. The third wire will be used to 

measure x-y correlations. A stepper motor and encoder set and control the position 

and movement of the wire by moving the actuator in and out of the beam. To avoid 

excessive heating load by the proton beam, the stepper motor could move the wire 

continuously without each stop for the signal acquisition. 

Fig. 6-5-1. Wire scanner in the beam pipe.

6-5-3. Wire signal 

   The signal from the wire scanner is the charge required to be delivered to the 

wire to replace the charge imbalance caused by the interaction of the wir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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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n beam. Therefore, the beam profile i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secondary 

electron emission (SEE) signal from the interaction of the beam  with the wire. At 

full PEFP current and rates, the beam can heat the wire substantially reaching a 

temperature of above 2000°C, resulting in emission of thermionic electron. For the 

accurate profile measurements, wire must stay cool enough to keep the thermionic 

electron emission currents less than 1% or so of the SEE current.

Wire signal from secondary electron emission

   The source of secondary-electron emission is the Coulomb interaction of the fast 

protons within about 1-10 nm of the surface of the target (3 nm thick in the case of 

carbon). The secondary electron yield is described as the well-known Sternglass 

theory of  

  




, (1)

  where ϓ is the secondary electron emission (SEE) yield, P is the probability of an 

electron escaping(≈0.5), d is the average depth from which secondary electron 

emission arise, K is the average kinetic energy lost by the incoming proton per 

ionization in carbon(≈ 25 eV),  and dE/dx is the stopping power of the carbon. Fig. 

6-5-2 shows the calculated wire scanner signal current contributed by secondary 

electrons as a function of proton energy for the beam current of 20 mA. For the 

beam diameter of 9.6 mm and 32 μm dia. carbon wire, the ratio of wire size to beam 

size is 4.3 x 10-3 and SEE wire signal current to beam current is less than 10-3 in 

the range of above 20 MeV. 

   Some fraction of the very low energy electrons knocked out of the wire may 

return to the wire due to local electric fields. A stainless steel tube around the wire 

with a positive bias or  negative bias on the wire will be applied to enhance th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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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2 Secondary electron signal vs. beam energy for 32 μm 

carbon wire and beam current of 20 mA.

Wire heating and thermionic current 

  When a proton enters a carbon wire, it interacts mainly with electrons in the wire 

and loses its energy (dE/dx), contributing to heating of the wire. The probability of 

interaction of proton with the nuclei in the carbon is very small. The beam power 

loss density (P) through the carbon wire can be estimated using the following 

equations :

  

 

   [power/area : W/m2] (2)

  where 


 

  is collision energy loss of proton beam through the carbon (105e

V․ m2/kg), I is beam current density (A/m2), and τ is average wire thickness (m). 

  It is assumed here that the proton dE/dx does not change as it passes through the 

wire. This assumption is satisfactory for proton energy above 10 MeV, and wires  

less than 100 μm thick. To simplify the signal calculation, we assume that the wire 

has a uniform thickness given by the average wire thickness(πr2/2r ≃ 25 μm) such 

as in Fig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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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n beam

Average wire thickness

Proton beam

Average wire thickness

Fig. 6-5-3 Definition of the average wire thickness.

  The maximum wire temperature for 20 mA, 3 MeV up to 100 MeV, are calculated. 

We assume that the beam has a gaussian distribution with the minimum σx and σy 

of 1.2 mm and 0.8 mm at the exit of DTL tank. The maximum current density of 

the  beam is

     = 3.3 x 103 A/m2 (3)

  Fig. 6-5-4 show the maximum deposition power density per unit maximum beam 

current density on the carbon wire with regard to proton beam energy from the 

equation (2). 

Fig. 6-5-4 Max. deposition power density/max/ beam 

current density on the wire with regard to prot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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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heat conduction along the wire is small compared with the heat transfer 

through radiation, the temperature variation on the carbon wire can be simplified to :



 


       

 (4)

  where T  : wire temperature (K)

T0 : beam pipe temperature (300 K)

d  : diameter of the wire (m)

t : time (sec)

σ : 5.67 x 10-8 (W/m2K4)

  : carbon density (2 kg/m3)

ε : radiation emissivity (0.8)

c : heat capacity (12.7-2.9T-1.4 x 10-3 T2+3.1x10-7T3-2.4x10-11T4)

   For the 20 MeV, 20 mA, 100 μm pulse beam at 20 Hz, the calculated  plot (from 

Eq. 4) of wire temperature with regard to time is shown in Fig. 6-5-5. The peak 

temperature reaches about 1718 K, well below the melting point of carbon at 3900 K.

Fig. 6-5-5 Wire temperature with regard to time for 32 μm 

tungsten wire.

  The thermally agitated emission known as thermionic emission described by the 

Richard-Dushma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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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where J is the emitted current density(A/cm2), Φ is the temperature-dependent work 

function, kB is Boltzmann's constant, and T is the temperature of carbon. The 

corresponding values of the constants A and Φ for carbon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of other group is chosen to be 30 A/cm2-deg2 and 4.34 eV, respectively. The 

thermionic emission current density with regard to the temperature of carbon is 

calculated from the equation (5) (shown in Fig. 6-5-6).

Fig. 6-5-6 Thermionic electron emission of carbon.

  An assumption for the thermionic emission current calculation is that electrons are 

emitted over a length of wire(L) equal to 4 times the rms beam size (0.12 cm). For a 

wire radius(r) of 16 μm, the surface area(2 π r L : r=0.0016 cm, L=4 x 0.12 cm) is 

4.8 x 10-3 cm2, and the electron emission at 2000 K is 1.205 x 10-3 A/cm2. The 

thermionic electron emission is therefore estimated to be 5.78 μA. 

  The maximum useful temperature of a carbon wire used in the secondary electron 

emission mode depends on the thermionic emission. The secondary electron current 

should be many times the thermionic electron emission current for an effective beam 

profile measurement. Fig. 6-5-7 shows the maximum wire temperature with regard to 

proton beam energy for different pulse width at 20 mA and 20 Hz. The secondary 

electron current for 4 times rms beam size of up to 100 MeV ranges from ~μA to 

~10 μA from the Fig. 6-5-2.  Therefore we conclude the maximum useful wire 

temperature is less than 20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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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5-8 shows the wire currents from thermionic electron emission and 

secondary electron emission with regard to beam energy. With 100 μs pulse beam, 

the thermionic emission signal below 10 MeV is higher than 10 μA and this is 

comparable to the secondary electron signal. Thermal model calculations predict that 

the wire signal is valid for pulse lengths less than 100 μs and, even then only for 20 

Hz repetition rates or less. Short pulse length and low repetition rates are necessary 

for wire scans from a wire heating view.  

Fig. 6-5-7 Maximum wire temperature with regard to beam 

energy.



- 776 -

Fig. 6-5-8 Wire currents from thermionic electron emission and 

secondary electron emission vs. beam energy.  

The transimpedance is selectable 

over a wide range of 9 decades.

The adjustable bias- 
voltage is very useful 
for biasing 

photodiodes.

The opto-isolated 
digital inputs allow 

remote TTL-control.

The switchable 10 Hz lowpass filter enables accurate 

DC-current-measurements down to femtoAmperes.

Fig. 6-5-9 Photo of DLPCA-200 current amplifier.

  The secondary emission current from the wire is a small percentage of the beam 

current. Microampere down to nanoampere currents could result from mA or down to 

~ μA beam current for safe linac operations. The DLPCA-200 variable-gain amplifier 

is designed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 that require the conversion of small 

curents into usable voltages(Fig. 6-5-9). Even in nA input current range, it provide 

1V output which could cover ~10 pA input current with bandwidth of 45 kHz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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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LPCA-200

Performance Range High Speed

Transimpedance 
[V/A]

105 106 107 108 109 1010 1011

Bandwidth [- 3 dB] 
[kHz]

500 500 400 200 45 7 1.2

Rise Time(10%-90%) 700 ns 700 ns 900 ns 1.8 µs 8 µs 50 µs 300 µs

Equ. Input Noise 
[/Hz1/2]

13 pA 1.8 pA 450 fA 130 fA 43 fA 13 fA 4.3 fA

Accuracy 
Performance

Gain ±1 %, Flatness 0.1 dB

Lowpass Filter Switchable to 10 Hz

Output Performance ±10 V, ±30 mA 

BIAS Voltage ±10 V, max. 22 mA, Connected to BNC-Shield, switchable to GND

Power Supply ±15 V, +150 mA/-100 mA

Control Interface
5 opto-isolated digital Inputs, TTL/CMOS compatible, Offset Control 
Voltage Input

Case 150 x 55 x 40 mm (L x W x H), Weight 320 g (0.74 lbs)

Table 6-5-2. Specifications of DLPCA-200.

6-5-2).

6-6. CCD Beam Profile Monitor

  We are developing a non-interactive beam profile monitor based on the background 

gas fluorescence technique using a standard CCD camera for RFQ beam matching at 

PEFP Low Energy Beam Transport (LEBT). This report will review the 

measurement performance and discuss some of the resulting data under background 

gas pressure. Various beam focus by two solenoids and steering conditions will be 

also studied with the CCD camera.

1.1.1.

6-6-1. Introduction

  In the PEFP, the ion source capable of 20 mA, 50 keV proton beam is matched to 

the 3.0 MeV RFQ by using the LEBT. Non-destructive diagnostic method that gives 

the profile of a protonbeam is of considerable interest for the RFQ beam match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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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BT [1]. A beam profile monitor (BPM) using a charge coupled device, or CCD, 

was constructed and evaluated. The residual gas at the LEBT has a pressure around 

4 x 10-5 Torr containing mainly H2 and N2 [2]. Gas molecules in the beam pipe 

interact with the passing proton beam and then the neutral or ionizedresidual gas is 

promoted to excited state. The CCD camera can collect the photons emitted by the 

electron transitions of the excited molecules, leading to measurement of the beam 

profile. 

6-6-2. Experimental procedure

  Two steering magnets were placed in the LEBT between two solenoid lenses to 

provide the desired beam position and angle at the RFQ match point. The steering 

magnets have a capability of independent control of X and Y motion. The 

MegaPlus1.4i digital camera used for beam profile measurements has a CCD sensor 

providing a 1317 x 1035 pixel array with 6.8 x 6.8 μm2 square pixels and 256 gray 

levels for each pixel. The camera also features accumulation mode, which significantly 

reduces dark current. The CCD camera was installed perpendicular to the axis of the 

proton beam path, in order to measure vertical and horizontal profiles (Fig. 6-6-1). 

The image grabber and XCAP V2.2 software were used to collect the beam profile 

information from the CCD camera and calculate the vertical and horizontal beam 

intensity projection. A crucial point for the operation of the CCD BPM monitor is a 

precise focal distance setting. An LED was installed on the center of the beam path 

to determine the focal distance and to achieve a pixel-to-mm calibration.

  The Faraday cup is installed at the center of the RFQ entrance to measure the 

beam position and the CCD BPM is located at 6.5 cm from the Faraday cup. A photo 

of the Faraday cup is shown in Fig. 6-6-2, consisting of cylindrical graphite with a 

diameter of 8 mm and a conical entrance for flux dispersion. The signal current is 

fed out through aluminium nitride for heat transmission into the adjacent copper plate 

and electrical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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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ig. 6-6-1 Theinstallation of the 

CCD beam profile monitor at the PEFP

L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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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Performance

  TRACE calculation for 20 keV, 2 mA proton beam with  α= -0.5,  β= 0.2 

mm/mrad, and εN = 0.2 mm mrad, gives the predicted magnetic field value of two 

solenoids for the matching beam using the input parameters of  α= 0.69 and  β= 

0.035 for the PARMTEQM RFQ simulations. According to the TRACE, the matched 

beam is obtained for Bsol#1 = 1300 G and Bsol#2 = 2100 G.

Various beam focusing and steering features were easily studied using the

 

1.2. Fig. 6-6-2 The assembled Faraday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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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ig. 6-6-3 Two beam images, measured with the CCD

beam profile monitor: (left) before operating the 

steering magnet and (right) after steering 

correction.

CCD BPM in single shot mode over 3 sec, at a background gas pressure of 4 x 10-5 

Torr. Low energy and current proton beam (20 keV, 2 mA) was used for the 

preliminary tests.  Figure 6-6-3 shows images of the proton beam before operating 

the steering magnet and after steering correction. A very low background image is 

obtained due to the installation of black anodizing hoods inside the beam pipe and 

between CCD camera lens and theview port. The initial offset without steering 

operation is 1.6 mm and the signal current from the Faraday cup is 20 μA. With 

Bst#1 = 8 G and Bst#2 = 5 G, the maximum signal current, 106 μA, was attained, 

and the offset of the proton beam for injection into the RFQ was corrected. The 

steering magnet can correct the offset above 3 cm in the alignment of the ion source 

to the RFQ match point.

Figure 6-6-4 shows the intensity profile measured along the vertical line around 

proton beam. The measured smallest beam size, meaning the most efficient beam 

focusing, was obtained with Bsol#1 = 1300 G and Bsol#2 = 1800 G, being in good 

agreement with the TRACE results. In addition to the incident protons, the other light 

sources such as delayed decay, back scattered protons, and electrons by inelastic 

collisions, could broaden the recorded beam profile [3]. Therefore we estimate the 

beam sizeto be less than 2.2 mm FWHM from the beam profil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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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4 Intensity profile obtained along the vertical 

line around the prot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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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Beam Energy Measurement

6-7-1. Introduction

  In order to measure the proton beam energy of the PEFP RFQ and DTL, a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 has been constructed. The main method for energy 

measurement is to be a time of flight (TOF) using the BPPM (Beam Position and 

Phase Monitor), but a complementary methode is being designed in case that the 

beam current is so low that the BPPM could not work or an energy distribution is 

required. 

6-7-2. Concept of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

  The energy monitor is comprised of gas scattering chamber, collimator, and surface 

barrier detector(Fig. 6-7-1).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apparatus is to use gas 

scattering and collimator. Beam going through the first collimator is spread out by 

multiple Coulomb scattering with scatter gas and is attenuated through the second 

collimator. The reduced beam flux allows the silicon surface barrier detector to be 

utilized. A gas of high atomic number such as Xe is to be used to increase the 

scattering angle. 

  The Si surface barrier detector for beam energy measurement only works well with 

very small particle fluxes such that the probability of two particles arriving within 

the resolution time of the detector is low. The actual time resolution doesn't depend 

on detector (charge collection time of less than 1us for up to ~ mm depletion depth), 

but on the associated electronics such as amplifier, multichannel analyzer (MCA). The 

reasonable time resolution is expected to be ~10 μs and so, the proton rate is needed 

to reduce to ~104 per second. In the case of 1 μA beam, the beam current must be 

attenuated to less than 10-8 of its original flux. Because the accelerated beam from 

DTL or RFQ blows up, the flux of particle in the beam will be reduced through the 

gas scattering system even with no gas. The attenuation factor should be estimated 

by simulating the drift effect and is assumed to be 10-3 in our calculation. The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 is therefore required to give an additional attenuation of 

10-5.  

  Since the rms multiple scattering varies approximately as  , a gas of high 

atomic number such as Xe should be chosen. A SRIM code was used to evaluate the 

multiple scattering distribution of 3 MeV proton beams in 1 m thick, 1 Torr Xe gas 

(see Fig. 6-7-2). The calculated flux attenuation through the 0.2 mm dia. collimato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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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 10-4 and the energy loss is 28 keV, which is comparable to the energy 

resolution of the surface barrier detector (~20 keV).

Requirements Value

Gas, Pressure Xe, 1~100 Torr

Beam energy range 100 keV ~ 25 MeV, higher if stacked

Energy loss < 30 keV (for 1 Torr Xe, 1 m path)

Energy deviation (1 sigma) < 10 keV 

Beam current range 1pA ~ 1 μA

Collimator dia. and thikness 0.2 mm (0.1 mm for test) dia., 2 mm thick

Collimator conductance 2.01 x 10-7 m3/s

Pumping speed 0.4 m3/s

Dosing valve range 5 x 10-6 ~ 103 mb ․ l/s

Table 6-7-1. Energy monitor requirements.

1.4. Fig. 6-7-1 Schematic of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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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ig. 6-7-2 Gas scattering calculation by SRIM code.

6-7-3. Fabrication and electronics

  Fig. 6-7-3 shows a constructed gas scattering energy monitor. The gas scatter is a 

Xe  gas chamber in the form of a 1 m long beam pipe closed off at both ends by 

diaphragm (or collimator) with a 0.2 mm dia. aperture at its center. In order to 

measure the beam current simultaneously, a faraday cup is installed in front of the 

Xe gas chamber. The faraday cup has a 0.6 mm dia. aperture at its center for beam 

transmission into the Xe gas cell. 

  A vacuum buffer cell is placed upstream of the gas cell to minimise leakage of Xe 

into the accelerator beam line. The calculated conductance of the collimator with a 0.2 

mm dia. and 2 mm thickness is 2.01 x 10-7 m3/s and the throughput of the gas cell 

is 5.32 x 10-5 Pa ․ m3/s, being within a range of the dosing valve (Leybold EV016 

DOS AB). With the pumping speed of 0.4 m3/s in the buffer cell,  we assure that 

the buffer cell can maintain the pressure of below 10-6 Torr.

  The charged particle detector is an Ortec CA-014-100 (for up to 9 MeV)  and 

CL-035-025-5 (for up to 25 MeV) silicon surface barrier detector with a depletion 

depth of 1 mm and 5 mm thick. Signal from the detector pass through an EG&G 

Ortec 142AH preamplifier and then into a Ortec 672 spectroscopy amplifier with 1 μs 

shaping time as shown in Fig. 6-7-4). The bipolar signal from the amplifier is passed 

into Ortec Trump-PCI MCA card to analyse the energy spectra.  

  For the higher proton energy measurement,  two or more detectors can be 

combined so that the energy of the proton is totally absorbed in the detectors. The 

sum of the output pulses from the detectors will be proportional to the energ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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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n. 

1.6. Fig. 6-7-3 Photo of beam energy monitor using gas 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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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ig. 6-7-4 Signal processing for energ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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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rol System

7-1. Objectives and Importance

In designing a control system for a large facility like Proton Accelerator, what is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to be achieved is to make all the component systems 

work consistently by sharing their own data. In addition to operating the machine, the 

control system should supply extra functions such as storing the operation data. For 

a large facility, it is usual that the components are a collection of various - 

sometimes even inconsistent - kinds of hardware or software. In this situation, we 

should find a way to design a consistent control system which apply to all 

components and which is also secure, accurate and easily expandable.

We concluded that EPICS (Experimental Physics and Industrial Control System) is a 

suitable tool which can be used to develop a control system that satisfies the above 

requirements and decided to use it for the PEFP linac control system development. 

Figure 7-1-1 shows a main control picture using MEDM tool. 

Figure 7-1-1. Picture of a main control of PEFP  

7-2. R&D Targets and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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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s are our job scope of the project and annual R&D targets.

- Final Target:

    Development of Control System for 20-MeV Proton Accelerator

- Annual R&D Targets:

1) 1st Year (9.5 months): Gaining full knowledge of existing EPICS technology 

and developing vacuum control system.

2) 2nd Year (12 months): Developing control systems for all  parts of 

20-MeV proton accelerator and finishing the 

development for the RF system. 

 3) 3rd Year (12 months): Finishing the development of the control system for 

20-MeV proton accelerator

7-3.  Specification of PEFP control system 

 Installation of the Development Environment

The IOC (Input Output Controlloer) makes the core part in EPICS. These 

controllers directly reads the device status or control the devices. Usually, when 

the real time is concerned VME system is used for the IOC. We installed the test 

IOC servers for both the VME system and the PC system. Also, we installed 

various development tools which will be used to develope EPICS control system in 

various situations. 

First we installed various basic development tools.

- Tornado2.2 (vxWorks 5.5) for Windows 

- Keil-251 Compiler for 251 Micro Controller

-  uClinux Kernel & Coldfire gcc Compiler

- RTEMS for Embedded EPICS

- emWare embedded Protocol Development Tools

- CodeWarrior for Linux/Solaris/PowerPC

- CodeWarrior for Coldfire RISK Processor

- Ucos-II 2.6.1 Real Time OS Source Code

The followings are the installed test IOC servers.

 -  PC Server base IOC

   . RS-422  :  Isolated 24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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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  : 2 Port

   . SCSI HARD

   . 19-Inch Rack 

   . 17-Inch Color Monitor

-  VME IOC 

   . RS-422  16 Port

   . 9U rack   

   . SCSI  256M Flash Disk 

   . Digital I/O VMIC-2543

   . Analog Output VMIC-4100 Board 

   . PMC GPIB DDK 

-  EPICS Base 3.13.8/3.14.1 Setup 

   .Tornado 2.2 IOC 

   . Linux(PC) IOC 

   .Windows(PC) IOC

   .UNIX(Solaris)   Tonado 2.1 host 

   .RTEMS  IOC

 Hardware and Software Development

We developed hardwares and softwares which will be needed. The developed 

softwares include device drivers for Serial, GPIB, Digital I/O, ADC Boards. These 

drivers are critical in EPICS system.

Hardwares

- VME Analog Output 8-Channel Board

- Multi Serial Converter for Serial Communication

- Embedded 100Mbps Ethernet/Serial Control Board

- uCdimm Coldfire 32bit/RISK Hardware                                       

        

- Analog/Digital Filter appliced ADC Module (prototype)

Softwares

- EPICS IOC(base-3.13.8/3.14.1) for Tornado2.2

- RTEMS for Embedded EPICS

- Channel Archive for MySQL Database

- uClinux based Hardware Control Application Programming

- EPICS for PPC860 embedded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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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Filter Library For DSP

- PXI  based  EPICS Program

- MEDM based HMI (Human Machine Interface)

- IOC Driver (Serial, GPIB, Digital I/O, ADC)

7-4 EPICS based RF Control system 

  

  A PowerPC single board computer host module that is running the vxWorks 

real-time operating system. Control interfaces  of the system consist of analog 

input/output, digital input/output, and TCP Modbus LAN connections. 

  All essentially monitored, controlled signals of PEFP RF and cryogenic subsystems 

are well incorporated and engineered into the new VMEbus system to fulfill 

requirements of the commission stage.  For future modification or expansion of the 

existed system, we have already reserved enough rooms for control interfaces 

revamping.  The whole control environment is shown in Figure 7-4-1.

Figure 7-4-1 Structure of PEFP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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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nction VME Board (MFL32) Specification 

     We developed Multifunction network-based  VMEbus board  for  TCP  Modbus.  

As  shown  in  Figure 7-4-2,   We developed EPICS drivers (EPICS device 

supports).  16bits A/D converter, with range of 0 -  ±10 V : 8 Ch, * Analog 

Differential Linearity Error :  1 LSB max @  16 bits ADC, *16bits D/A converter, 

with range of 0 -  ±10V @ 5 mA: 2 Ch., * Analog Differential Linearity Error : 1 

LSB max @ 16 bits DAC, * Digital In/Output : 32Ch., *  Dual  operation  Local  

processor:    used      32  bits,  Micro  processor,  1  Ch.  10/100Base  T  

Ethernet  port,   * VMEbus Interface: A16/D16  Slave  Read/Write Data Transfer,   

*  Serial  Communication  (UART)  :  max. 9.6kbps ,  Full Duplex RS232 port 

(Console Port),   * Electrical Isolation :analog input photo coupler isolation, DC/DC 

Converter  Galvanic isolation 

Figure 7-4-2. Picture of VME system.

RF EPICS IOC

   Our main focus was to integrate TCP Modbus  with EPICS  and  we  have  

therefore  implemented  several functions in the DLL to support EPIC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maintain time correlation of data through the use  of  time  

stamps  and  time  stamped  events.    The  IOC uses the Channel Access protocol 

for communication with other nodes and provides the infrastructure to manage the 

creation  and  processing  of  data  structures  known  as records. Records are the 

data types of EPICS and support both scalar data and arrays bundled with attributes 

such as the process  variable.s name, processing  rate, units, and alarm limits. The  

DLL  supports these attributes.  Two device support routines, one for init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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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ne for processing  are  required  for  each record type that is supported by the  

IOC.  These  routines are modified to make calls to the DLL. 

- Initialisation   

  An  EPICS  IOC  starts  by  loading  the  binary  software image and then a 

.dbd. file containing a description of all the  data  records  and  enumerated types 

used in the in-memory database. The instances of variables are defined in .db. files. 

During processing of a .db. file, record and device specific routines are called to 

initialize the record. The DLL is called during each record instantiation to create the 

shared memory variable and link the record data field to the shared memory variable.  

In the diagnostics applications at PEFP RF the IOC is responsible for completely 

initializing the DLL using data in the .db. file. The Modbus client program or any 

other program could initialize the shared memory if desired. 

           

- Process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MFL32 (Multifunction VME Board)  and  the  

embedded  LLRF  Controller  is established  using the MODBUS TCP/IP socket 

mechanism. The MFL32 is a client and the LLRF Controllers  are  servers.  The 

LLRF Controller  has only  a simple  connection  mechanism  i.e.  the  "socket 

mechanism" rather than Remote Procedure Call (RPC) that supports rich client-server 

mechanism. Thus, communication  between  the  LLRF  Controller  (servers) and  

the  MFL32  (client)  is  established  using  the  socket. 

 The MFL32  can automatically control LLRF Controller by sending a set of 

commands through the TCP/IP network. Sending modbus address  commands  does  

the  cavity  field value; for example, the execution command specifies the duration of 

the current form. The MFL32 listens to the TCP/IP port to receive a message or 

command from the MFL32 through the network. Upon receiving a command from the 

MFL32 running under dual port memory through the network. 

 

- User Interface 

  We  use  SUN  W/S  host  computer  in  the  PEPF  RF control  system.  The 

host computer also serves a development environment for VxWorks,  which  is the 

operating system of IOCs.  X-terminals are used as an operator interface in the RF 

control system. We currently use the version R3.14 of EPICS on this host machine. A 

test of the latest release of EPICS software, R.3.14 .4, is under  way.  The user 

interface of the PEFP RF control system two friendly graphic  pages on the display 

screen of the control console. One is for the PEFP RF low-level system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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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that includes system status and control parameters of the low-level system 

as shown in figure 7-4-3. The operator and machine engineer can fine tune and 

control the low level electronics of the PEFP RFQ & DTL system  through  this  

page.  The  other pages,  display all the important parameters of Modbus network 

statutes, VMEbus  analog  &  digital  In/output  values  etc.  The purpose of this 

pages display is focusing on global system status and debugging value RF IOC 

system. 

Figure 7-4-3. EPICS extension of LLR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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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Conclusion

  Final design review of the RF Control Systems for PEFP. Owing to the upgrade 

project of LLRF embedded controller,  we have the chance to carefully examine and 

rebuild our intelligent Modbus client for LLRF subsystem.  We have developed EPICS 

device support for multifunction network-based TCP  Modbus Client board (MFL32).  

The data-acquisition times 100ms for all scanning data time. The RF control system 

was initially installed EPICS IOC  based and system control tested in March 2004.   

Through 3rd years of the project, we should develop control systems for all parts 

consisting of 20MeV proton accelerator, which includes BPM, cooling system, and 

MPS. Also, we will integrate those of the control system.  

Reference

[1] J. C. Yoon, et al,, Proceeding of ICALEPS2003, 2003 

[2] J. C. Yoon, et al., Proceedings of EPAC 2004,



- 795 -

 MPC860 CPU

 4MBytes 16-bit Flash Memory

 Memory 16Mbytes 32-bit SDRAM

 8Kbytes Serial EEPROM

 RS-232 Serial 2 Port 

 10 Base-T Ethernet Port 

 BDM Debug Port

 3.3V Operation

 H/W Reset Button

 Power, Run, Ethernet Status Monitoring

7-6. Preliminary study on an embedded system for control system

7-6-1. Design of Embedded System

  Embedded system(mpc860 processor board) environment was constructed for the 

construction to control device of proton accelerator. For the core of system 

construction, it is the purpose that let EPICS IOC server work safely in mpc860 

processor of vxWorks operation system environment. 

Construction of EPICS IOC(Input Output Controller) on MPC860 Processor board must 

be preceded during experiment and a method of communication stands on the basis of 

SERIAL communication. Embedded control system is designed from vacuum control 

system of PC based built now.

  This is the explanation of establishing process to suit embedded processor to 

edition of Architecture of EPICS IOC after edition and cross-compile and process of 

receiving signal from acceleration device.

In the inside of IOC, Device Driver was embodied to receive signal of acceleration 

device and to accomplish process porting Real-Time OS(vxWorks) in Embedded 

System.  Driver can conform by real time data value by input PV value to User 

Interface(medm) finally connecting record. 

Figure 7-6-1. Processor Board(mpc860) Architecture

  PC based IOC system switched to RS422 in vacuum equipment and RS232 serial 

port switched through converter, embedded equipment was designed to communicate 

with serial port outputting from outside equipment to IOC direct under connecting 

embedded system RS232(SMC2) Port.  It is possible to use Multi-drop by extending 

SCC2 to RS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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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using MEDM(Motif Editor and Display Manager) of EPICS's Extension, user 

interface is embodied.  Execution of MEDM conforming IOC data in HOST computer, 

it is possible to conform signal value of vacuum equipment easily.  Embedded system 

transmits signal by using ethernet to be possible to conform in wherever in LAN.  

Also, let vxWorks Kernel image and IOC execution file transmit on board from 

HOST by the basis of ethernet. 

Figure 7-6-2. Embedded System Boot Order

  BDM(Background Debug Mode) connects to 10pin BDM connector and Target 

loaded MPC860, and connects to Parallel port with Host. Target and Host connect to 

RS-232 Cable and do character in/output.  And BDM support source level debugging 

and Flash Memory fusing function and format MPC860 register of Target through 

BDM Tool established in Host.  As BDM is initial of Background Debug Mode, it 

provides an environment to possible to debug MPC860 by only BDM User' Program 

outside through BDM Debug logic in PC860.

① vxWorks kernel Porting on embedded target board

  After porting BSP(board support package) on Target Board and boot load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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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putting in operation as process of load vxWorks kernel image made by 

tornado2.0. When Kernel's created it needs to take care of creating Kernel according 

to operating environment of IOC. 

Simply explaining BSP, it formats the board and creates serial (RS232) and Ethernet, 

and downloads the OS through Ethernet and develops booting process. 

The process of downloading OS is this: after executing ftp server in host and input 

user, password and default directory. And that recording host's IP and directory's 

path of file to download and file name on boot parameter of target board. When 

software reset or hardware reset, OS's kernel image download and execute at the 

same time.  When created kernel image, lot's of time must be spent to study how to 

create most suitable Kernel image to adept the executing environment of IOC. 

② Execution of EPICS IOC 

  After compiling Release to base3.13.1~base3.13.8 and creating IOC example and 

establish as  PPC860 Architecture in environment establishment and made st.cmd 

execution file download execute in board's reset processing as the same way as 

kernel image download processing above.

③ IOC(more base3.14.*) is compiled for tornado

  As a result of experiment, it could be supposed that compile is impossible because 

IOC(more base3.14.*) tornado2.2 compiler's version is low.  But we couldn't find 

exact reason.  In IOC's case, it's possible to use another compiler.  But it certainly 

should be careful using lower than Kernel.  Because Kernel is a core and it is 

working in the Kernel if it's compiled higher version than Kernel error could 

happened.  It is known that not only tornado but also vxWorks has another compiler. 

Tornado2.0 has not only compiler but also vxWorks Kernel image and this Tool is 

made for users can use easier.

Figure 7-6-3. Experiment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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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Performance of Control System

  Embedded system was constructed based on acceleration devices and Serial 

Communication.  IOC server constructs in embedded system and out signal is 

delivered by data record in driver of IOC and finally it constructs the environment to 

make process data in interface of Extension(MEDM).  

It is established EPICS IOC in Embedded System(MPC860) designed operation system 

as VxWorks and IOC works normal.  Driver is being established in IOC to 

communicate to the outside. 

Figure 7-6-4. Embedded based Input Signal 1 (strip tool)

Figure 7-6-5. Embedded based Input Signal 2 (strip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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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6-4 shows record value from database inside and it's also possible to 

process with out signal the same way.  Figure 7-6-5 shows the process to indicate 

two record values by Strip Tool.

  X axis indicate periodic time.  It's possible to assign the time of input and output 

according to specific of device when creating record file.  Time fixing file is situated 

in C:\epics\iocApps\ioc***\db folder. Y axis can display device's data value by real 

time.  For example, when using vacuum pressure, it can switch the value as Torr, 

mBar unit according to user's establishment and display device's data value by real 

time.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flow of data of embedded control system, when 

comparing existing PC based system with this we can know that there's no 

difference with existing controlling system and maintain the performance of PC based 

system.  The processing speed could be faster or less than PC according to a 

developer's ability when add more signal.  But when using universal PC it occurs 

often that damage of hard disk and an error and also it has the problem about 

security. In that point, the ability of embedded control system is superior and the 

system developed through experiment will be used as the experiment equipment 

which unifies and constructs with Radiation monitoring system and cooling-control 

system which is reducing Reflection Power of cool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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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6. User Interface(MEDM) of 

Host Computer

 7-6-3. Conclusion

  Though this experiment, construction of IOC server would be possible after 

compiling each Kernel and after porting PowerPC, CompactPCI, VME and etc. and it 

would be possible to construct Cross Compiler using gcc source but also in the 

operation system Linux or RTMES or etc. in the future.  The most complicated part 

would be the development in a process of environment from Hardware Level to Device 

Driver and Host Interface.  According to environment of device it was requested 

more sincerely that analysis of IOC's Device Driver Support part as the problem 

should achieve repetitively.  

  When acquainting with how to use Tool and security of signal list from the device, 

Embodiment of Extension(medm) will be possible to insert and delete whenever and 

also to see the result right after practicing.  IOC sever program is important however 

it must be accomplished more detail that studying about Tool and design in extension 

applying data.  A part of power device, cooling device and beam measurement is 

being studied on the base of VME system in the control system of each acceleration 

device. When preparing this paper, the experiment about construction of IOC based on 

embedded system was possible and it could be a big help about more expanded 

development of acceleration device. The work constructing database is requested 

additionally to collect data finally and improve application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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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MeV DTL test plan

In high current proton linear accelerator, accurate tuning of the RF set point of the 

cavities and focusing strength of the matching quadrupole magnets are important to 

operate the accelerator without unexpected beam loss and beam quality deterioration. 

Before beam commissioning of the linac, several RF components tuning procedures 

including RF set-point determination and matching quadrupole setting should be 

prepared. In PEFP linac, the important linac components which require the tuning 

procedures are listed below.

- LEBT solenoid

- RFQ RF set-point

- RFQ - 20MeV DTL transverse matching

- 20MeV DTL RF set-point

- MEBT buncher RF set-point

- MEBT - 60MeV DTL RF set-point

- 60MeV DTL RF set-point

8-1. RFQ RF set-point

The setting of only one variable, that is RF amplitude, is required in RFQ. The usual 

method is to measure the transmission ratio through the RFQ and compare the 

measurement result with the simulation presented in Figure 8-1-1. In this case, the 

LEBT solenoid tuning can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In PEFP, the DCCT is 

planned to be installed in LEBT and FCT between LEBT and DTL tank 1, therefore 

beam transmission ratio can be measured.

Figure 8-1-1. Beam transmission curve from PARMT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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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Transverse matching between RFQ and 20MeV DTL, MEBT and 60MeV 

DTL

In general, two methods can be used for transverse matching. The one is to use a 

emittance measurement and the other is to use successive downstream beam 

envelopment measurement. The emittance minimization is known as direct and robust 

method for transverse matching. In PEFP linac, which has not enough spaces for 

beam diagnostics, this method seems to be promising. During tuning, the emittance 

monitor is installed just after the 20MeV DTL tank 1 and used for transverse 

matching between RFQ and 20MeV DTL tank 1 after completion of RF set-point 

tuning. In this case, the tuning knobs are the one quadrupole between RFQ and DTL 

tank 1, and four quadrupoles inside the tank.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ransverse 

matching, the emittance monitor is removed and the successive downstream tanks 

will be installed. The matching between MEBT and 60MeV DTL will be carried out 

with similar method.

8-3. DTL RF set-point

There are several methods used for tuning of the DTL RF set-point. All of them 

measure the beam or RF power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cavity RF phase and 

amplitude. Those are usually called phase scan method and widely adopted for RF 

set-point tuning. In PEFP linac, the one klystron drives several cavities. For example, 

one klystron drives four DTL tanks up to 20MeV. Therefore, each tank can not be 

amplitude and phase scanned independently without any other independent variable. 

For this purpose and RF phase control, variable waveguide phase shifters will be 

installed. But for amplitude scan, the amplitude of the upstream tanks including the 

tank under tuning are scanned simultaneously with one attenuator at LLRF. The 

schematics of the phase and amplitude scan for RF set-point is shown in Figure 

8-3-1.

8-3-1. Phase scan with one beam phase measurement

The beam phase just after the tank under tuning is measured as tank phase and 

amplitude are scanned and t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PARMILA 

simulation. This method requires only one beam measurement device, which may be a 

BPM or FCT. The schematic for tank 1 tuning scheme is shown in Figure 8-3-2. 

8-3-2. Phase scan with beam phase difference measurement

The beam phase difference after the tank under tuning is measured as tank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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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mplitude are scanned and t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PARMILA 

simulation. This method requires at least two beam measurement devices. In PEFP 

case, there are no empty drift tubes for beam diagnostics inside the DTL tanks. 

Therefore the first beam phase measurement device should be installed just after the 

tank under tuning and the second one installed just after the next tank downstream. 

For measurement, the next tank just after the one under tuning should be detuned to 

avoid interference to the measurement. The schematic for tank 1 tuning scheme is 

shown in Figure 8-3-3. 

8-3-3. Acceptance scan with energy degrader / Faraday cup

The beam current after the tank under tuning is measured as tank phase and 

amplitude are scanned and t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PARMILA 

simulation. In this case, to eliminate the effect of low energy particle, the so called 

energy degrader which only transmit beams with adequate energy should be installed 

just in front of the Faraday cup. This method is widely accepted because of its 

relatively high accuracy and robustness. It requires one energy degrader / Faraday 

cup set. But this energy degrader / Faraday cup set should be insertable and 

removable from the beam path for measurement on condition that it remains until 

entire linac commissioning. The schematic for tank 1 tuning scheme is shown in 

Figure 8-3-4.  

8-3-4. Beam loading scan with RF pickup

The klystron forward power is measured as tank phase and amplitude are scanned  

and t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PARMILA simulation. This method is 

usually adequate for initial coarse tuning. This method requires no additional device 

for tuning, it uses only klystron forward power signal with constant RF field in the 

cavity. The schematic for tank 1 tuning scheme is shown in Figure 8-3-5.

8-3-5. Phase scan signature matching method with beam phase difference 

measurement

The beam phase difference after the tank under tuning is measured as tank phase 

and amplitude are scanned and t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single particle 

trajectory simulation. In this case, the tuning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above 

method. The measured data are compared with the fixed calculation results in most 

of the above method. But the input parameters such as input energy, cavity phase 

and amplitude are changed in the calculation in order to fit the calculation results to 

the measured data. Therefore this method can re-tune the adjacent upstream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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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une the linac component in iterative manner, instead the other methods can do 

only one through tuning. The schematic for tank 1 tuning scheme is similar to Figure 

8-3-3.

8-4. MEBT buncher RF set-point

The buncher RF phase can be determined from the measurement of the beam phase 

at downstream. Because the correct phase of the buncher is -90 degree, the beam 

phase is not changed as the RF phase and amplitude of the MEBT are scanned. But 

there is not adequate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e amplitude. One proposed 

method is to measure the maximum energy with the amplitude scan and to compare 

the energy with the calculation result.

Figure 8-3-1. Schematics of phase and amplitude scan for 20MeV D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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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3-2. Schematics of tank 1 tuning using one phase measurement device 

Figure 8-3-3. Schematics of tank 1 tuning using two phase measuremen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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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3-4. Schematics of tank 1 tuning using ED / FC (Acceptance scan)

Figure 8-3-5. Schematics of tank 1 tuning using beam loading sca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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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onant coupling scheme and dipole stabilizer rods. An 1 MW klystron supplies the RF power into the 

RFQ. After tuning, the field deviation of the quadrupole mode is less than 2% of the design value and the 

dipole fraction is less than 5% of the operating mode. The following accelerating structure is DTL which 

accelerate 20 mA proton beams up to 20 MeV. It consists of 4 tanks and the length of each tank is less 

than 5 m. The latttice is FFDD type and the integrated fields of the quadrupole magnets are 1.75 T.  The 

inner walls of the tanks are copper-plated by PR plating method. The thickness is 100m with the 

roughness of 0.3m. Each drift tube consists of 6 parts and assembled by e-beam welding. The tanks and 

drift tubes are aligned under the installation limit of 50m by using the laser-tracker. The tuning by the 

slug tuners and post couplers results in the field uniformity of 2% and field sensitivity of 100%/MHz.

   In order to detect the beam signal, we installed the Faraday cup after the RFQ or the DTL. For the 

RFQ, we observed the beam of 12 A under the forward RF power of 450 kW. The beam current after 

DTL is about 0.5 A when RF power of 150 kW was fed into each tank.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Proton, Linac, PEFP, Ion Source, LEBT, RFQ, DTL, Klystron, Iris, 

Ridge-Loaded Wa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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