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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원자력연구소에는 0.3~10 MeV의 중*저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산학연이 다양한 분야에 공동으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본 전자가속기 운전 매뉴얼은 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빔 가속기의 운전에 관한 것으로 전자빔 인출 시 요구되어지는 중

요하고 기본적인 동작계통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

되어져 있는 전자빔 가속기는 다양한 에너지의 전자빔을 조사할 수 있는 첨

단 장치로 가속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대전류 전원장치, 냉각장치, 

interlock module, control module들과 같은 부대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

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속기 운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치들을 모두 구동

하기위한 일련의 절차들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는 운전 전 주의사항 및 운

전절차 그리고 전체 가속기에 포함되는 중요한 시스템의 설명 및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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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전자빔 가속기 운전절차

1.운전 전 점검사항

1) 냉각수 

    ‐냉각수는 RF generator(176MHz, 352MHz)와 normal cavity

    (buncher cavity, 2MeV cavity) 및 조사창(2MeV irradiation port,   

     10 MeV irradiation port) 그리고 전체 beam line의 자석들의 주

     냉각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운전 전후 주의가 요구된다.

- 냉각수 누수 여부 확인

: 1층 RF generator 실과 지하 가속기 냉각수 누출여부 육안확인

: 그림 1은 상전도 가속관 및 RF generator에 설치되어있는 냉각수 압  

  력계를 보여준다.

: 각각에 설치되어 있는 압력은 서로 다르며 만일 압력이 설정치 보다   

  낮은 경우 적색LED가 소등되므로 운전전 소등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  

  아야 한다.

※ 소등이 되어있는 경우 냉각수 압력을 조절하면 됨(그림 1 원내 LED 

참조)

그림 1. 냉각수 압력계

※ 동계 시 동파에 의한 냉각수 누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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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S 습도 확인

- APS(anode power supply)는 상전도 그리고 초전도 가속을 위한 

RF generator의 양극 전원 공급 장치이며 가속기의 주 전원 다음 단

계에 연결되어있는 중요한 전원장치이다.

- 항시 항온 항습을 유지하여야 하는 장치로 습기가 놓을 경우 반드시 

제습 후 운전하여야 한다.

- 1층 anode power supply 내부의 습도확인

: 습도가 40% 이상일 시 가속기 동작 전 15분 이상 heater를 동작하여  

  건조 후 전원공급

: 그림 2는 APS에 설치되어있는 습도계와 Heater 스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 하계 장마철 습도 확인 필수 !

그림2. APS 습도계 및 heater

3) 밸브 상태 확인

- 전자빔 가속기 및 빔라인은 항시 초고진공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빔

라인 사고발생시 혹은 빔라인 작업 시 전체 beam line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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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수의 gate valve와 FCS(fast closing shutter)들이 설치되어

있다.

- 가속기 운전 전 이러한 밸브들은 반드시 운전목적에 맞게 개폐되어   

    있어야 한다.

- 지하 가속기 빔라인에 설치되어있는 밸브들 개폐여부 확인

: 2 MeV line에 1개의 gate valve와 fcs (fast closing shutter) 개폐  

  여부 확인

: 그림 3은 2MeV line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들이며 FCS의 경우 check  

  point를 통해 주름관이 보이는 경우 열린 것이며 gate 밸브는 밸브 아  

  래 부분에 확인 창이 설치되어있다. (적색 사각형 표시부분)

: 10 MeV 초전도 가속기 전후의 2개의 gate valve와 FCS 개폐여부

 확인

: 10 MeV 운전시에 확인을 하여야 하는 밸브들은 3개의 gate 밸브와 1

개의 FCS이며 밸브들은 운전실에서 개폐 및 확인이 가능하나 가능하

다.(FCS의 경우 주름관이 보이는 것이 열린 것이다. 그림 4 참조)

그림 3. 2MeV이하 에너지 beam line FCS와 gate valve(사각형 부분

이 확인 point)

Gate valve

FCS



- 4 -

그림 4. 10MeV gate valve 및 FCS(사각형 부분 확인 point)

4) 차페문 확인

    - 전자빔 가속기는 운전중 많은 양의 방사선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중 방사선의 차폐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속기실 출입문  

      들은 다양한 재질의 방사선 차폐문들이 설치되어 있다.

- 지하 가속기실 방사선 차폐문 개폐확인

    : 그림 5는 가속기실의 차폐문 및 작동 스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 가속기 주 출입구 2개의 차폐도어 

: 10MeV 가속기실 차폐문

그림 5. 가속기실 주 차폐문 및 조작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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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0MeV 가속기실 차폐문 및 동작 스위치

: 그림 6은 주 가속기실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10 MeV 가속기실 차폐문  

  과 운전스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7은 10MeV 조사를 위한 cart 출입문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7. 10 MeV 조사실 cart 출입문인 차폐도어 



- 6 -

가속기 운전 전 점검사항 표

 

차폐문 

개폐여부

가속기실 

사람유무

조사창 

Air 

Cooling

전자총

 절연개스 

압력

(1 ‐ 1.5 

kgf/cm2)

냉각수 

누수 및 

압력

(red 

light)

FCS 및

Gate밸브

개폐여부

정상          
 

비정상            

5)가속기실 인명 확인

- 가속기 운전 전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인원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요망

: 시료 장착 후 실험자 혹은 작업자가 가속기실 내부에 남아있는지 반드

시 확인
※ 10MeV 가속기실 반드시 확인!

그림 8. 10 MeV 가속기실 내부 사진

표 1. 가속기 운전전 가속기실 점검사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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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속기 운전준비 사항들

1) 냉각수 

- 냉각수 전원은 다음 순서에 따라 켜고 끌 것

:  주의! 겨울철과 다른 계절은 냉각수 작동 과정이 다름 

- 봄, 여름, 가을, 겨울

Cooling water turn on process

1. turn off the 50LPM S/W

2. wait until folw rate 0

3. turn on the cooling tower[B] and 2차측 펌프[C]

4. set the cooling tower pressure 2.0

5. turn on the 900LPM S/W

6. checks the cooling lines water leak

7. set the cooling tower pressure[2MeV=2.5, 10MeV=2.6]

8. checks pressure and temperature of RF‐GEN, CAVITY

Cooling water turn off process

1. turn off the cooling tower[B] and the 2차측펌프[C]

2. set the cooling tower pressure 0.0

3. open the drain valve V1

4. wait  until cooling tower pressure 1.0

5. turn off the 900LPM S/W

6. close the drain valve V1

7. wait until flow rate 0

8. turn on the 50LPM S/W

9. check the flow rate[50‐140]

- 겨울

Cooling water turn on process

1. turn off the 50LPM S/W

2. wait until folw rate 0

3. set the cooling tower pressure 2.0

4. turn on the 900LPM S/W

5. checks the cooling lines water leak

6. set the cooling tower pressure[2MeV=2.5, 10MeV=2.6]

7. checks pressure and temperature of RF‐GEN,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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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water turn off process

1. set the cooling tower pressure 0.0

2. open the drain valve V1

3. wait until cooling tower pressure 1.0

4. turn off the 900LPM S/W

5. close the drain valve V1

6. wait until flow rate 0

7. turn on the 50LPM S/W

8. check the flow rate[50‐140]

그림 9. 냉각수 작동 패널

: 그림 9는 냉각수 작동 패널이며 가속기 각 부분 냉각수의 압력 및 온

도를 확인할 수 있다.

※냉각수 차단은 모든 가속기 운전이 마무리 된 이후에 할 것!

2)오존제거 장치

‐ 전자빔이 대기중으로 인출되면 산소와 반응하여 오존을 발생한다. 인체

에 매우 유해하므로 전자빔 조사 전 후 충분히 제거된 다음 가속기 실에 

출입하는 것이 좋다.

- 오존 장치는 시료 장착 후 켜고 모든 실험이 마무리 된 후 끌 것

: 그림 10은 조정실에 설치되어있는 오존제거 작동스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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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오존제거 동작 스위치

※조사시간이 수십 분 이상일 경우 5 – 10 분 정도의 오존제거 시간을 충분

히 두고 시료를 수거 할 것!

 3) 조사포트 cooling air

 ‐ 2MeV 에너지 이하 조사 시 시료장착 후 조사창 cooling air 공급여

부 확인(원 내부 밸브).

그림11. 2 MeV 이하 전자빔 조사창 cooling air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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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eV 에너지 조사 시

: 지하 가속기실 S‐3 panel의 10MeV 스위치 작동

그림 12. 10 MeV 조사창 cooling air 전원 패널 및 스위치

3. 운전전원인가

1) Magnet system

‐2MeV 이하 에너지 운전 시

: 0.3 – 2MeV 에너지 전자빔 조사 시 사용되는 빔라인 자석에는 3 

amp와 10 amp. 전원장치가 사용된다.

: 각각의 전원을 순차적으로 켠다(전원장치 하단 스위치).

: 그림13은 1층에 설치되어있는 3,10 amp. 전원장치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13. 2MeV 이하 운전 시 사용되는 magnet system 전원장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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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eV 에너지 운전 시

: 10MeV 에너지 전자빔 조사 시는 300 amp 전원장치와 scan magnet 

전원장치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4. 10MeV 운전 시 사용되는 scan magnet system과 300 amp. 

전원장치

2) APS 및 RF 전원

‐ 2MeV 에너지 이하 운전 시

: 1 – 2 MeV 에너지 전자빔 조사 시 1RFDP 패널의 전원만을 인가하면 

된다(0.3 MeV 전자빔 조사 시1RFDP전원인가 할 필요 없음).

: 그림 15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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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2MeV 에너지 운전 시 사용되는 전원 패널

‐10MeV 에너지 운전 시

: 10 MeV 에너지 전자빔 조사 시는 2RFDP 전원을 인가하여야 하며, 

전원 패널은 그림16에 나타나있다.

그림 16. 10 MeV 운전 시 사용되는 전원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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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rol Rack power

그림 17. control Rack 전원 패널과 스위치들

‐2MeV 에너지 이하 운전 시(그림17 참조)

: 1GCR, 1RFCR1, 1CCR, 1RFCR2, 10MeV dump& 2MeV scan 전원 

on 공급 후 CAMAC creator module들 전원 on 

: 각각의 rack에 전원을 공급한 후 깜박이는 LED를 확인하고 reset 

button을 눌러주면 ready상태가 됨. (그림18 참조)

‐10MeV 에너지 운전 시

: 1GCR, 1RFCR1, 1CCR, 1RFCR2, 10MeV dump& 2MeV scan과 

1RFGCR+2RFGCR 전원 on CAMAC creator module들 전원 on

: 각각의 rack에 전원을 공급한 후 깜박이는 LED를 확인하고 reset 

button을 눌러주면 ready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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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AMAC 과 control rack 상세 사진

4) Control PC

※ control PC를 켜기 전 CCD 카메라 monitor들을 켜 둔다!

(조사 시 시료거동 및 지하 가속기실 인명거동확인가능) 

‐ 운전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속기 운전 PC booting

: E‐gun(magnet), RF control, BPM, Radiation monitoring PC

그림 19. 가속기 운전 console에 설치된 PC와 monitor 사진

CA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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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속기 작동

1) 2MeV 이하 에너지 운전

1‐1) Magnet system 실행

‐ 그림 19의 (1) 번 PC 에서 mgnet system. Exe실행 후 restore tap

에서 각각의 에너지에 맞는 data를 입력

: 그림 20 참조

그림 20. Magnet system 실행 장면

1‐2) E‐gun 실행

‐ PC (1) 에서 injector. Exe click 다음 irradiator 선택 그리고 Gun 

control →frequency control → scan 순

그림 21. e‐gun 실행 프로그램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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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22 참조

그림 22. e‐gun 실행 프로그램수행

- 위의 순서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1MPRS와 1GCR rack

의 전원을 켠다.

: 전원스위치는 그림 23 원내 표시되어있음(gun 전원은 원, scan 

magnet은 사각형)

그림 23. Gun Control 전원 Rack

1‐3) scan magnet 실행

Reset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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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can magnet 실행화면

‐ scan magnet 실행 후 조사 에너지에 맞는 조건을 입력 후 그림 23에 

나타나있는 reset button을 눌러 설정 값을 초기화 할 것

‐ 이후 grid (230) → cath(60) → heat(7.5) 순서로 값을 입력한다.

: 주의 heat의 경우 서서히 값을 증가 시킬 것

1‐4) RF 실행

‐ 가속기 운전 console PC (2)에서 RF system. Exe 실행

: 176 MHz+ 352 MHz RF test system on → 176 MHz click → 

fan → filament→ grid1 → APS fan → Anode → grid2순으로 실행

: anode 전압은 서서히 증가 시킬 것

그림25. RF control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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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 inj1→inj2→inj3순서로 실행 후 각각의 에너지에 맞는 값 입력

: inj전압 인가 또한 서서히 진행할 것

‐ 그림 25 참조

1‐5) BPM 실행

‐ 빔라인 내부에서 전자빔의 상대적인 위치를 monitoring하기 위해 PC 

(4)에서 PM 실행

그림 26. BPM 프로그램실행화면

: 그림 26 참조

1‐6) Radiation Monitoring 실행

‐ 전자 가속기 운전 시 발생하는 방사선의 량을 정량적으로 monitoring 

할 수 있다.

: 방사선 측정기는 지하 가속기실 내부에 2 개 외부에 1개 운전실을 포

함한 1층에 2개가 설치되어있다.

- (5) 번 PC에서 FHT6020(2) 실행 후 전원 button on

      : 그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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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radiation monitoring 시작화면

2) 10MeV 운전시

2‐1) magnet system 실행

‐그림 20에서 scanning 실행 → steering coils실행 → temperature 실행

: 2MeV에서 사용한 scan 2MeV는 사용하지 않음

2‐2) RF system 실행

‐ 가속기 운전 console PC (2)에서 RF system. Exe 실행

: 176 MHz+ 352 MHz RF test system on → 176 MHz click →

352MHz click→ fan → filament→ grid1 → APS fan → Anode → 

grid2순으로 실행 후 352MHz 탭에서 fan →filament→grid1→grid2순으로 

실행

그림 28. 10MeV RF 인가 control PC 실행화면

- 위의 것들이 모두 실행된 후 PC(3)에서 temperature&vacuum. Exe 

실행 후 RF voltage tap에서 channel 1과 channel를 on 시킴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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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voltage를 4.05 MV까지 서서히 증가시킴

‐이후 PC(2)에서 inj1에서 3까지 가속전압을 입력한다.

5. 전자빔 인출

‐ 어떠한 에너지에서도 RF 전압이 인가된 이 후에 전자빔을 인출 할 수 있

으므로 2 – 10 MeV RF 전압이 전자빔 인출 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 Gun의 High voltage는 tap on 이후 interlock reset을 수행 한 후 서서

히 증가시킨다.

‐ 전자빔 인출을 위한 Freq. 인가 이전 pulse delay를 255정도로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 전자빔 인출은 각각의 에너지에 맞는 RF 전압이 인가된 이후 injector. 

Exe 프로그램의 U (high voltage)를 이용하여 전압을 인가 한 후 

frequency control tap의 frequency를 인가함으로 이루어진다.

.

그림 29. 전자빔 인출을 위한 실행 Tap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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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 종료

‐ 운전 종료는 위의 모든 과정의 역순으로 실시하면 된다.

: 모든 고전압과 e‐gun heating 전류를 낮출 때 역시 서서히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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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전 점검사항 참고

1) 가속기실 인명여부
운전 매뉴얼

1. 운전 전 점검

사항

2) 냉각수

3) 밸브들

4) 오존

2. 운전준비 참고

1) 냉각수 가동 운전매뉴얼

2. 운전 준비사항

들

2) 밸브 개폐

3) 오존제거 장치 가동

3. 운전전원 인가 참고

1) Magnet system 전원

운전 매뉴얼

3. 운전전원 인가

2) APS 및 RF 전원

3) Control Rack 전원

4) control PC 전원

4. 운전 참고

1) Magnet data 입력

운전 매뉴얼

4. 가속기 작동

2) E‐gun data 입력

3) RF data 입력

4) BPM 실행

5) Radiation Monitoring 실행

5. 전자빔 인출

참고

운전매뉴얼

5. 전자빔 인출

7. 운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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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Systems of the whole accelerator 

1.Interlock system
1. 300 keV SCAN ( only gun)
2. 2 MeV SCAN ( gun + RF)
3. 10 MeV SCAN
4. 10 MeV Dump (compton back scattering)

5.

Input

Conne

c‐tor

R e g i m e 

‐>S igna l 

from

300 keV 

SCAN

2M eV

SCAN

1 0 

MeV

 SCAC

C B S 

10 MeV

 Dump

Comments

X1 Doors * * * *

X2 Vacuum

X5 R F C 

1,2,3

* * * RFC 1,2,3

X7 SCRF * *

X10 Shatter fo SC

 RFcavity 

X13 2 MeV 

SCAN

* * From 2 MeV SCAN 

module controller

X14 10 MeV 

SCAN

* From 10 MeV

SCAN module SCU

X12 10 MeV 

Dump

* From 10 MeVdump 

controller, X2

X9 Temperat

ure

* * * * From subsystem 1

X8 BDCM *

CH1‐2
*

CH1‐2
*

CH1‐2‐
3‐4

*

CH1‐2‐3‐
4

X6 3MBM1,2 * From 3MBM1,2 PS

X11 2MBM 5 * From 2MBM5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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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able regime may be set by means of two switches on the interlock panel 
and is indicated by LEDs. If cell in table is marked with “* “, then interlock 
signal from subsystem is valid. If cell is empty, interlock signal is ignored.

2.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 New 40‐channel subsystem is added for CBS beam line.
New type of temperature sensor is used: HEL …

Sensor description is attached.
22 sensor are added. Channel numbers are from 201 to 222, where first digit – 

subsystem number, 2 last digits – channel numbers. Cables are marked also from 
TC 201 to TC 222. (TC – temperature cable).
- The injector computer monitor.
In the temperature window of the injector computer monitor new one can see 80 
channels. Used channels are named according to the names of the nearest 
elements of beamline.
Interlock from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is enabled if any sensor riches the 
temperature 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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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MeV dump system

 The system consists of dump itself, deflecting magnet (see fig.1.), ceramic gap, 
and power supply.
In purpose to avoid local overheating, the electron beam is deflected by means 
of rotated magnetic field (see fig. 2). Field amplitude is slowly modulated, and a 
hot spot moves along unclosed spiral on the inner surface of the dump body.
Dump is isolated from the beam line vacuum chamber by means of ceramic 
gap, which is inserted in purpose to measure average beam current. Spiral 
cooling water channel is made in the dump wall. Normal water flow is 
monitored by water flow meter
with relay contacts.  

9 temperature sensors are installed in the outer surface of the dump. 

e-

Dump

Deflecting  magnet

Ceramic  gap

Fig 1. 10 MeV dump with deflecting magnet and ceramic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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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il

Yoke

B -
magnetic

 field

Vacuum
chamber

Fig 2. Deflecting magnet

Deflecting magnet consists of magnetic core and 2 pairs of coils. Coils in 
each pair are connected in parallel. Sine wareform currents (50 Hz) are applied 
to coils with phase shift 90º. Maximum amplitude current value in each coil is 
close to 2.3A for the beam energy equal to 10MeV. 

10 MeV dump average current monitoring

x16R=50
C=1 nF

2 nF100

Dump

Ceramic
gap

Fig 3. Dump average curre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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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 measured by means of 100.0 Ohm resistor and instrumental amplifier 
(INA). 

Transfer coefficient is equal to 100 mV/mA, and is the same as for all 
existing channels of BDCM. Instrumental amplifier is built in the channel №4 of 
BDCM.  The switch and input connector on the top side of the channel 4 PCB 
are added and dump current monitor may be selected by means of mentioned 
switch. When DCM is selected, LED located close to input connector is 
highlighted. Frequency band for new channel is the same as for existing 
channels of BDCM.

10 MeV dump power supply.

Two identical PS are used to feed the deflecting magnet (see fig.4.)

PS1

PS2

Controller

Ref 1,2

Ref 2,3

Ref 1 Ref 3

Ref 2

U1 ~ Ref 1
I1 ~ Ref 2
U2 ~ Ref 2
I2 ~ Ref 3

I1, U1

I2, U2

Fig 4. Power supply.

Currents I1 and I2 are:

)2sin()(
)2cos()(

2

1

FttMI
FttMI

π
π

∝
∝

F=5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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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a. PS1 and PS2 currents.

Fig.5a. PS1 and PS2 currents. Oscilloscope: envelope mode of acquire is set. 

AC voltage applied to each pair of coils is almost equal to 300V.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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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ve power for one channel is of order 1kW. In purpose to decrease power 
supplied from the PS1 and PS2, the resonant circuit is used. Inductivity of one 
pair of coils is about 143mH, resonant capacitor value in each channel is about 
70uF. Resonant capacitors partially are installed in Ps1 and PS2, but mostly in 
additional “resonant C” module. Each capacitor is made from 70 capacitors 1uF 
400V. 

Now the maximum available value of current amplitude for PS1 and PS2 is 
equal to 5A. In future for operation with 15MeV beam, maximum value of 
current will be increased.

10 MeV dump controller

Dump controller contains controlled oscillator, 2‐channel DAC and interlock 
circuit.
Oscillator generates 3 voltage reference signals 50Hz, with 90 degree lag 
between them.
All 3 signals may be observed on the front panel of the controller
Amplitude is changed inside the region determined by DAC1 (max value) and 
DAC2 (min value). Amplitude detector calculates instant value of the amplitude 
as: 

2
2

2
1 IIU AD +∝

Trigger changes its state every time when instant value riches max or min level 
from DAC1,2. The trigger state is indicated by 2 LEDs on the front panel 
(INCR, DECR).
Sample and hold circuit provides 2 DC voltages, which are equal to max and 
min values of currents amplitudes. Corresponding connectors are located on the 
fron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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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1
max

DAC2
min

X5

X6

S

R

Amplitude
detector

Oscillator

DAC interlock

Interlock
circuit

From water
flowmeter
from PS1

from PS 2

Sample and
Hold

A
max

A
min

increment / decrement

Comparators, trigger

ref 1
ref 2
ref 3

I
1

I
2

UAD

UAD

Fig. 6.10 MeV dump controller

Local interlock circuit has 4 inputs. 
Input from PS1 or PS2 is enabled in case of significant mismatch between 
reference signal (ref2 or ref3) and measured current. 
DAC interlock circuit signal is enabled in case of zero or very small value of 
output voltage of DAC1 and also in case when DAC2 output voltage is equal or 
exceeds DAC1 output voltage.
DAC input connectors X5 and X6 are located on the rear panel.
Also there are 2 inputs (connectors X3 and X4 for external interlock signals)
Interlock output signal (X2 on the rear panel) must be connected to the interlock 
system to input X12.
In case of any interlock event electron gun will be turned OFF, but the system 
(if alive!)
will continue to operate.
After interlock event operator must click reset in the computer window and press 
reset button on the front panel of th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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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number spare

Auxiliary power supply ±15V, ±15V, ±15V,+5V   1 1

10 MeV DUMP PS 2 1

10 MeV DUMP CONTROLLER 1 1

Resonant C module 1

List of units

4. SC cavity operation and monitoring manual

User manual on soft hardware system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cavity parameters

Contents

1. Components of the system 
2. Installing the system
3. CAN network setup
4. Additional options

Components of the system

Monitoring and controlling system consists of:
1. ADC units “CANADC 40*24M” 2 items
2. DAC unit “CANDAC 16*16M” 1 item
3. ADC and DAC units “Normalizer” 2 items
4. CAN‐bus controller «CAN‐bus‐PCI» by Marathon Ltd.
5. Computer
6. “Cavity Temperatures – Vacuum and LHe – RF Voltag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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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ing the system

Computer selection

For robust system work a Pentium II computer or better is required with 
Windows 2000 or Windows XP operational system. Usage of Windows 98 is 
also possible but is not recommended.

Installing CAN‐bus‐PCI card

Insertion of the card is performed into free PCI slot. The card has two CAN 
channels. Sockets for first one are placed on the board itself; the other channel 
is lead out to additional lath which also has to be installed. The system uses 
only one channel. The other may serve for monitoring network messages during 
debugging.
To avoid possible errors in the network over uninitialized CAN channel, please 
connect CAN‐bus cable only to the channel to be used. 
After insertion the card the driver should be installed. CHAI v1.2 driver is 
located in folder Drivers\CHAI or in Internet [2].
If you have any troubles with installing drivers you can use documentation on 
CAN‐bus‐PCI card [1] or [3] (Russian versions only). In addition take into 
account following items:

A driver may fault to install if long path is used.

The PCI controller implemented in the device works correctly only with 
memory addresses xxxxxxx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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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_Name]

Point0=Temperature0, Resistance0

Point1=Temperature1, Resistance1

…

PointN=TemperatureN, ResistanceN

CAN network setup

To setup CAN‐bus network the necessary steps are:
1. Setting equal CAN‐bus baud rate for all nodes.
2. Assigning different ID for all units.
Both this parameters for units are set by jumpers (see [4], [5]) and for CAN‐bus
‐PCI controller in two program dialogs Options ‐> CAN Controller, Options ‐> 
Unit Setup.

Additional options

1. Setting reference voltage for Normalizer units

Reference voltages V ref  are set separately for each unit in dialog Unit Setup 
(Options ‐> Unit Setup. The values shown are DAC input code in range 0… 

4095 (0V corresponds to 2048, the required voltage of 1V conforms to about 
2250.

2. Calibration of Allen Bradley sensors

For calibration temperature sensors HOM1.1, HOM1.2, HOM2.1 и HOM2.2 file 
“AllenBradley.ini” is used. Format of the file:

where: Sensor_Name is next strings: “Cavity 1, AB1.1”, “Cavity 1, AB1.2”, 
“Cavity 1, AB2.1”, “Cavity 1, AB2.2”, “Cavity 2, AB1.1”, “Cavity 2, A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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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y 1]

0=Relative_Gain0 TANK‐LOW

1= Relative_Gain0 TUBE‐CONE

…

15= Relative_Gain15

[Cavity 2]

0=Relative_Gain0

1= Relative_Gain0

…

15= Relative_Gain15

[Cavity 1]

SyncDetector=3.106   ;Synchronous detector Sin & Cos coefficient

AmplDetector=1.939 ;Amplitude detector coefficient, MV/V

ModulatorSinCoef =0.545 ;Modulator and also Sync Detector Sin coefficient, 

“Cavity 2, AB2.1”, “Cavity 2, AB2.2”;
Temperature0… TemperatureN, Resistance0… ResistanceN are respectively 
temperatures (K) and resistances (Ohm) for points of the graph T(R). 
Temperatures must be ascending sorted, relation T(R) must be monotonous. 
Maximum number of points is 500.

3. Calibration of PT100 sensors

PT100 sensors are supposed to have identical dependence T(R). Calibration is 
available for relative sensor resistances (channel gains). Calibration coefficients 
are read from file “PT100.ini”. Format of the file: 

where: 0…15 – number of ADC channel, Relative_Gain0… Relative_Gain15 – 

channel gain coefficients that should be close to 1. Comments can follow a gain 
value.

4. RF Voltage calibration

Calibration for amplitude and synchronous detectors and balanced modulators 
performed in “RF Voltage.ini”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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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V

ModulatorCosCoef=0.535 ;Modulator and also Sync Detector Cos coefficient, 

MV/V

CavityPhaseDet=0.05 ;Cavity phase detector (relative to feeder) coef., 

V/deg

[Cavity 2]

…

When reference voltage for balanced modulator is calculated, on‐screen “Ref 
Voltage” is expanded into sine and cosine components according to “Ref Phase”. 
These components are then divided by ModulatorSinCoef and ModulatorCosCoef 
and sent into DAC. So decreasing these coefficients will cause increasing RF 
voltage.
When synchronous detector voltage is measured, sine and cosine components 
from ADC are firstly multiplied by  ModulatorSinCoef or ModulatorCosCoef 
respectively and then multiplied by SyncDetector.

TnVM Program operation

The application has three main windows: “Vacuum and LHe”, “Cavity 
Temperatures” and “RF Voltage”. Each the window can be minimized by Esc 
key or closed. Closed window can be restored by respective item in menu 
Window. The application exits when all its windows are closed.

1. Vacuum and LHe

This window displays various parameters of cryogenic system and vacuum in 
several parts of cavities. Caption “Vacuum Limit” in the window means a 
threshold of hardware interlock for particular parameter. Parameters, indicated by 
the icon , has their graphs. All graphs have 3‐hour history and resolution of 1 
second. History of the parameters resets on program exit. However, almost all 
these values are also written into files. 
Cavity Vacuum and Coupler Vacuum are stored in files “Vacuum Ch1.tx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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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Ch2.txt”. The files are size‐limited and contain data for last 12 hours 
with resolution of 2 seconds. 
Helium Level and Heater Power are stored in files “LHe Ch1.txt” and 
“LHe Ch2.txt”. The files hold data for last 20 days with resolution of 1 minute. 
By this moment (03.12.19), sensors for Cavity Vacuum, Cryostat Vacuum and 
Helium Pressure (Ch. 2) were not provided therefore the values displayed are 
invalid.

2. Cavity Temperatures

The window “Cavity Temperatures” displays temperatures of 20 sensors in each 
cavity. The values displayed can be calibrated via calibration files “PT100.ini” 
and “AllenBradley.ini”. On the left of some sensor names there are leds 
indicating interlock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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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Interlock Temperature

TANK‐LOW
320 K

MST‐OUT
330 K

MC‐OUT
350 K

THT‐1 300 K

THT‐2 300 K

THT‐3 300 K

Hardware interlock temperatures are following:

 If a temperature has not exceeded its threshold value since reset, the 
corresponding led is green, otherwise the led is red. Led of the first sensor that 
reached interlock threshold will blink. You can reset interlocks by “Reset 
Interlocks” button if temperatures become lower. If temperature of sensor that set 
an interlock is 10 K lower then Interlock Temperature, hardware will 
automatically reset the interlock but the program will continue to show interlock 
status for monitoring purpose. 
Lower part of the window controls thermo tuners.  If the RF voltage applied to 
the cavity the temperature of the thermo tuner is controlled by the phasemeter. 
When the RF voltage is switched off there are two modes of operation. In 
manual mode user can set the required temperature of thermo tuners that will be 
automatically maintained. In auto mode the temperature before switching off is 
stored into Flash memory of Normaliser (if the cavity was tuned). Button Store 
saves the value set by slider into Flash memory. Button Restore returns slider 
into the same position as stored temperature. Pressing Store button when setting 
temperature in manual mode is high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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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 Voltage

In the “RF Voltage” window there are controls for switching on/off modulator 
and setting RF amplitude and phase. Calibration of detectors and modulators is 
read from file “RF Voltage.ini”. “AD” means Amplitude Detector whereas “SD” 
is Synchronous Detector. Amplitude detector is more precise.
When user sets amplitude or phase, these values are converted into sine and 
cosine components and sent into DAC. In split of second new voltag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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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by amplitude detector and reference voltage is adjusted so that the 
voltage from amplitude detector is exactly the same as the voltage set by user. 
If the change of voltage is too fast, the automatic correction may have poor 
accuracy. Therefore, it is not recommended to change amplitude faster than 0.5 
MV/sec and to change phase with speed higher then 45 deg/sec.
You can switch on RF Voltage when MODULATOR for an SC cavity is ready. 
In this case “Ready” LED is on and “ON” button is enabled. If they are not, 
see INTERLOCK unit of 2RFCR1 rack fo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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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ed by normal conducting RF accelerator, the other is medium-energy irradiator 

operated by superconducting RF accelerator. We explain the check points of prior to 

operation, operation procedure of this facility and the essential parts of electron beam 

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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