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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구보고서 초록 

과제번호 A- I- 2 
해 당단계 2005. 7. 2 -

단계 구분 2단계 / 3단계 
연구기간 2008. 3. 31 

연구사업명 세부사업영 양성자기 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멍 세부과제 영 중 에너지 가속장치 전윈계통 개발 

해 딩 단계 종 27 맹 
해 당단계 

정 부 3，900，이)() 천 원 
연구책임자 권혁중 참여연구윈 내부 7 땅 

연구비 
기업 1 ，900‘뼈 천원 

1<- 외부 20 냉 계 5，800.뼈 천원 
연구기관명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양성자기반공학 참여기엄명 (주) 비츠로테크 

소속부서영 기술개발사업단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영 없음 상대국연구기관명 없음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포항가속기연구소 연구책임자 김 경 렬 

요약(연구겸과플 중신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382 
띤수 

- 딩해단게의 연구 새발 복표는 크게 다섯 기지임 고주파 원 고전압 진원 게알， 펄스 고선 

암 선원 개만， 201V1eV 가속기 운영， 가속장치 인 터페이스， 공진 주파수 지l 어 냉각시 스댐 연 

구가 그것임 

- 고주파원 고전암 전원의 지l원은 최 대 전압 - 100 kV, 최 대 전류 20 A, 최 대 부하 아크 에 

너지 20J임 SCR올 이용한 12휠스 정류기 땅법을 사용하여 실개， 지l 작하였으며， 운전전암 

95kV, 진류 19A. 펄스폭 lms , 반꽉룹 10Hz의 조건에서 종합시 험을 완료하였음 

• 20 MeV 이후 가속기 고진압 진원 의 개발을 위하여 펄스 클라이스트론 연구 및 가속기 

고주파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를 ，，)-팅으로 하여 350 1VlI-Jz, 1.6 MW, 9 % 듀 

티를 갖는 클라이스트론 두 대플 구동할 수 있는 모율레이터 형 태를 결정하였음 그 제원은 

- 1l5kV, 5.8 MW, 9% 듀티이며， 위 의 제원을 만족하는 펄스 고전압 전원 설계를 완료하였 

으며， 제작중에 있음 

- 전원계통과 냉각계통을 포함한 20 lVleV 가속기룹 운영하였음 20 MeV 가속기는 시설 겁 

사 완료 후 빔 시 범 조사와 가속기 실험올 병 행하였음 가속기 범 전류는 설계 첨두전류인 

20.2mA를 인출할 수 있었으며 ， 현 재까지 103건의 빔 조사를 수행하였음 

- 가속장치와 가속기 건설 / 차폐와의 인터패이스 업무를 수행하였음 건불 건설에 휠요한 

가속기， 빙라인， RCCS 에 대한 lR 과 기본 GA를 작성하였으며 ， 한국원자력 연구원 부지 에서 

의 가속기 성놓시험올 위한 인허가 성능 시험서 의 가속기 관련 부분올 작성하였음 

DTL 탱크의 고주파 특성 연구륜 수행하였으며 이릅 바탕으로 RCCS m esonance Control 

Cooling System)올 설 계， 제작하였음 개발된 RCCS는 DTL21에 사용될 예정이 며， 현 재 한 

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되어 기동 시험올 완료하였음 

색 인 어 
한 글 양성자 가속기 ， 멸 λ 고전압 선원， 클라이스트론， 공진주파수， 냉각계통 

(각 5개 이상) 
영 어 

Proton Accelerator, P비se mod비ator， KJysσon ， Resonant frequency,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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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 중 에너지 가숙장치 전원계통 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I그 

..!... 

100MeV 양성자 가속장치에 사용되는 전원 계통을 개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20MeV 양성자 가속기률 운영하는 것이 본 과제를 수행한 주 

요 목적이다. 

1 OO~le\' 양성자 가속장치는 고주파 가속공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의 운전에는 

대출력 고주파 증폭기인 콜라이스트론이 필요하다 클라이스트론의 구동에는 대 

출력 펼스 전원이 필요하며， 이것의 rel iabiJ ity가 결국 가속기 전체의 

rel iabi 1 i ty를 화우할 만큼 고 품질의 성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100~leV 가속장치 

의 효율적인 개발 빚 운전을 위해서는 대출력 펄스 전원 계통과 가속장치와의 유 

기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 설계 및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발이 완료되어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20MeV 가속기는 앞으로 

개발되어질 100MeV 가속기의 입사기로 사용되어지며， 또한 톡립적으로 사용자에 

게 빔 공급을 해 줄 예정이다. 따라서 이의 륙성 연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 

으며， 또한 100MeV 가숙기 부품율 시험해 볼 수 있는 test bench로도 활용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단지 “고주파 원 고전압 전원” 이 라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고품질 대전력 전원 계통 분야의 기술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라는 무형의 자산이 있으며， 또한 20MeV 가숙기 운전으로부터 얻어지는 가 

속기 륙성 시험 결과들은 앞으로 10애eV 가숙기 운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울 것이라고 기대되며， 이것이 본 과제의 궁극적인 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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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 내용 연구 범위 

고주파원 고전압 전원개발 
- 제원 - l OOkV, 20A, < 20J 

설계， 제작， 특성 시험 

펼스 고전압 전원 
고주파 시스템 설계 

- 펼스 전원 설계 ( - 11 5kV, 50A, < 20J) 
시험품 개발 

구매 처리 완료， 제작 

20MeV 가속장치 운영 (20MeV, 20mA , 1 세 E) 

20 ~leV 가속장치 운영 - 천원 계통 운영 ( - 100kV, 2004 , < 20J , 2세트) 

냉각 계통 운영 (2MW , 60001pm, 5기압， 2세 E) 

가속장치 인터페이 A 
장치 / 건설 인터페이스 

• 장치 / 차폐 인터페이스 

공진주파수 제어 
- DTL 고주따 / 냉각계통 정척 특성 해석 

DTL 고주따 / 냉각계통 동적 특성 해석 
냉각계롱 연구 

공진 주따수 제어 냉각계롱 (RCCS) 개발 

N. 연구개발결과 

口 고주파 원 고전압 천원 개발 

- 제원 - 100kV, 20A , < 20J 

- 부품 설계 및 제작 완료 

- 각 부품 별 특성 시험 완료 

- 전원 종합 시 험 완료 ( - 95kV, 19A, 펄스폭 l ms , 반북률 10Hz) 

口 펄스 고전압 전원 시험품 개발 

- 100MeV 가숙기 고주파 시스템 설계 완료 

- 100MeV 가숙기 펄스 클라이스트론 설계 및 제원 확정 

- 설계된 클라이스트론 운전에 필요한 펄스 전원 제원 확정 

(- 11 5kV, 50A, < 20J ) 

- 펼스 고전압 전원 설계 완료 

- 펄스 고전압 천원 구매 처리 완료 및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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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20 MeV 가속기 운영 

시설 검사 완료 (2007년 4월 1 4 일) 

20 MeV 가숙기 빔 특성 시 험 (20MeV, 20mA 달성 ) 

- 20 MeV 가속기 빔 조사 (1 03건 수행) 

- 20 MeV 가속기 유지， 보수 

- 20 Me\ 가속기 전원 계통 운전시간 / Avai labi 1 ity 

’ 2030시 간 / 86. 7 % 

- 20 ,-Ie\l 가숙기 냉각 계통 운전시간 / Avai labi 1 i ty 

’ 4290시간 / 운전에 지장을 줄만한 trip은 없었음 

口 공진 주파수 제어 냉각계통 연구 

- DTL 고주파 / 냉각계통 정적특성 해석 완료 

- DTL 고주파 / 냉각계통 동적특성 해석 완료 

- RCCS 설계， 제작 및 기동 시험 완료 

口 가속장치 인터페이스 

- 건설관련 LR / GA 자료 작성 완료 

- 시설 검사 관련 보고서 중 “가속장치” 부분 작성 완료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개발 결과물 중 고주파 원 고전압 전원은 앞으로 고 듀티 클라이스트 

론의 시험에 사용되어 질 예정이며， 펄스 고전압 전원은 2OMe\! 이후 가숙기의 고 

주파 원인 콜라이스트론의 운전에 사용되어 질 예정이다 또한 이의 파생기술인 

고전압， 대전력 전력계통 개발 관련 기술은 주로 21세기를 주도할 신 산업 분야 

에 그 웅용가능성이 크리라고 예상된다. 2 1세기 신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야 

중 기반기술분야 이외에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이온빔， 전자빔 조사처리장치와 

환경문제처리와 관련된 폐기물 소각용 플라즈마 발생장치， 저진통 저소음 암석따 

쇄장치， 콘크리트 재생장치동은 륙히 본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통합적인 계통설계 

- vii -



및 운전기술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개발 완료된 RCCS는 실제 UfL 운전에 적용하여 륙성자료룰 수행할 예정이며， 

이로부터 도출된 운전 륙성 자료는 앞으로 개발 예정인 13기의 RCCS에 적용될 예 

정이다， 

• 20MeV 가속기 운전 특성 자료는 계산 결과와의 비교률 롱하여 앞으로 개발될 

100MeV 가숙기의 초기 운전에 있어 튜닝 방법율 개발하는 자료로 사용되어 질 예 

정이며， 각 부품의 특성 자료도 100Me\ 가속기 개발에 있어 그 부품의 성능율 향 

상시킬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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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 Project Title Development 01 Power System lor Medium Energy Accelerator 

11. Background 01 the Study 

The main goal 01 the studies are to develop a power supply system used lor 

100MeV proton accelerator and to operate 20MeV accelerator which has been 

installed in KAERI site 

The 100MeV proton accelerator uses RF cavity to accelerate beams and need 

RF amplilier. klystron. To operate the klystron. a high power pulse power supply is 

required and Ihe power supply system should have high quality because the 

reliability 01 the power supply has critical impact on the overal l reliability 01 

accelerator system. Therelore. high power pulse power system and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are inevitable for 100MeV accelerator system development. 

20MeV accelerator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installed in KAERI site. 

which will be used as an injector lor 100MeV accelerator and supply 20MeV beam 

to users. A study on the 20MeV accelerator characteristics should be performed to 

operate the machine efficiently. In addition. this machine can be used as a test 

bench lor developing the 100MeV accelerator components 

Therefore. not onν the hardware so called "high voltage power supply". but the 

related technology of the high quality high voltage power system and man power 

can be obtained from the results 01 this studies. The test results 01 the 20MeV 

accelerator can be utilized as a basis lor efficient operation 01 100MeV accelerator 

and these are the ultimate objective and necessities 01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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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Scope 01 the Study 

Goal Scope 

High voltage power supply 
- Spec.: - 100kV, 20A, < 20J 

system development lor RF 
- Design, labrication and test 

source 

RF system design 
Prototype development lor - Pulse power supply design 
pulse high voitage power HI5kV, 50A, < 2ω) 
supply Purchase process completion 

- F abricatlon 

- 20MeV accelerator operation 
(20MeV, 20mA, 1 set) 

。peratlon 01 20MeV Power supply system operation 
accelerator (- l00kV‘ 20A, < 2OJ, 2sets) 

- Cooling system operation 
(2MW, 6OOOlpm, 5atem, 2sets) 

1 nterface work 
machine / construction interface 
machlne / shielding inte끼ace 

DTL RF cooling system stallc 
characteristics analysis 

Resonant control cooling 
DTL RF cooling system dynamic 

system study 
characteristics analysis 
- RCCS development 

IV. Results 01 the Study 

디 High voltage power supply system development lor RF source 

- Specilication: -100kV, 20A, < 20J 

- Completion 01 thedesign and labrication 01 components 

- Completion 01 the test 01 each component 

- Completion 01 overall performance test 

(-95kV, 19A, pulse width: 1 ms, repetition rate: 1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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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Prototype development lor pulse high voltage power supply 

- Completion 01 the design 01 looMeV accelerator RF system 

- Completion 01 the design and specilication 01 a pulse klystron lor 

100 MeV accleerator RF system 

- Determination 01 the specilication 01 a pulse power supply system lor 

the designed pulse klystron (- 115kV, 50A, < 20J) 

Completion 01 the design 01 the pulse high voltage power supply 

Completion 01 the purchase process lor the pulse power supply 

- The pulse power supply system is under labrication 

口 Operation 01 20MeV accelerator 

- Completion 01 lormal lacility inspection (2007. 4. 14) 

- Test 01 20MeV accelerator beam characterization 

(Achieved design beam parameters: 20MeV, 20mA) 

- 20MeV beam irradiation service (103 times) 

20MeV accelerator maintenance 

- 20MeV accelerator power supply system operation 

(operation time‘ 2030 hours, availability: 86.7%) 

- 20MeV acclerator cooling system operation 

(operation time: 4290 hours, availability: no trip to impede operation) 

口 Resonant contr이 cooling system study 

- Completion 01 DTL RF / cooling system static characteristics analysis 

- Completion 01 DTL RF / cooling system dynamic characteristics anlysis 

- Design, labrication and test 01 RCCS 

口 Interface work 

Completion 01 data collection and regulation lor IR/GA lor construction 

- Completion 01 "accelerator" part in "Iacility inspec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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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Applicability 01 the Results 

- The high voltage power supply system for RF source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for high duty klystron test and the pulse high voltage power supply 

system will be used for operation 01 pulse klystron lor 100MeV accelerator. The 

high voltage, high power technology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and related 

lechnology are considered to be utilized in cutting edge industrial applications for 

21 C. Especially, ion beam and/or electron beam technology lor new material 

developments, low vibration, low noise rock blasting technology and concrete 

regeneration technology are some examples 01 the area where the integral system 

design and operation technology of this study can be directiy applied 

- The RCCS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lest with DTL operation and the 

measured characteristics 01 the RCCS will be utilized as a basis lor luture 

development of RCCS lor 100MeV accelerator. 

- Data collected during the operation of 20MeV accelerator will be utilized for 

100MeV accelerator development. Especially the components test data can be 

utiltized for luture enhancement 01 100MeV accelerator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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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구개발과제의 ^~ C그 저| 

범위 01 
:* 목적 1 절 연구의 제 

완성된 20\1e\' 목적은 100\le\' 가속장치의 전원계통과 냉각계롱을 개발하고， 본 연구의 

가속기를 운영하는 것이다. 

고주파 가속기의 경우 가 

고주따 시스 

l}.주파 앙생자 가속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원이 필요하다 

전원계통 

속상"1 의 re1 iabi I i ty 및 a、 ai l abi lit y를 결정하는 껏은 고주마 시스뱀이며 

및 a、 a ilability를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주따 원의 

고주파 원 전원 계통의 qual i ty는 가속 장치 전체의 qual i ty를 결정한다고 

가속 장치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핵심적인 역혈을 한다고 볼 수 있다 

rel iabi 1 i t y 

따라서 

볼 수 있으며， 

틴l 의 

이다 

E르 -, 

전 세계적으로 그 사 ""O L
/。 • r--;::::- -• 전원의 () I 니\\) 대출력 상대적으로 긴 펠스 () I ms )의 1;1 

부족한 아식 기술은 .6 ol~ 
! ’λ 」

z 
돋r 충족시켜 뜸

 
요
 

바며 
~ ~， 증가하고 있는 ^~ λ4 

F 디 용시가 7 

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

6 가속기의 

양성자 가속기는 

앙성자 가속기는 이후 개발될 100\1e\ 

독립적으로 사용자에게 빔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개발한 20\le\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엄단에서 

20\le \ 있다 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되어 

사기료 사용될 

그동안 

기능을 갖 

기본적으 기술측면에서 볼 때 

따라서 20\le\ 가속기의 운전 특성 

운전 

뿐만 아니라， 

주고 있다 그리고 100\ le\ 양성자 가속기는 제작 및 

가속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 
」로 20\le\ 

시운전 관점에서 볼 때 핵심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연 가속기의 구는 100\le\ 

구주제라고 볼 수 있다 

범우| 

전원 제작 및 시협이 

냉각계통 운영 및 가속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고주따 원 고전압 

시협과 전원계롱1 

즉 전원계통 개발과 관련해서는 

운영은 가숙기 자체의 

위의 가속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는 아래와 같다 

20~le\ 가속기 

100Me\ 

Eλ4 .., 。며， 

주파수 제어 냉 또한 냉각계통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진 

각계롱 (RCCS) 1 세트를 설계， 저1 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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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필요성 

l 기술척 측연 

• 대전력 전원 계통 개발을 통한 원전기술확보의 필요성 

21세기 과학기술계를 주도힐 대형 기반연구장치(가숙기， 핵융합 장치 동)들은 예외없 

이 고 품질의 대전력 전원 계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1 국내 여건상 기반 기술 및 

관련 연구인력은 부축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 펼스 () lms ), 고출력 () 1\1\\) 전원 

율 필요로하며! 이틀 전원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천원계통설계 

및 시험， 운전기술은 전원계롱개발의 핵심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기 핵심기술은 

가속장치의 신뢰도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안정적인 가숙기 운전율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 

야만 하는 기술이다 이외에 고전압， 대전력 전원율 개발함으로써 고전압 기기 설계 및 

운전기술， 전원 전압 안정화 기술， 과도 상태시 전원 및 부하보호 회로 설계 빛 시힘기 

술 퉁 원전기술을 확보힐 수 있다， 

• 20MeV 양성자 가숙기 운영 을 통한 륙성 자료 도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20\ leV 양성자 가속기는 대부분 국내 기술 

로 제작되었으며 이의 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 시간 운전에 의한 륙성 따악이 띨수 

적이다. 또한 륙성 연구를 롱하여 앞으로 개발중에 있는 100~leV 가숙기 성능율 한충 더 

높일 수 있는 백업 자료률 마련힐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 외국에서도 활발 

하게 개발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와의 기술 정보 교환도 외국과 기술적으로 대퉁한 위 

치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또한 개발중에 있는 100MeV 가속기 

의 시운전 자료를 마련하고， 시운전에 필요한 시간율 단축시키기 위해서도 이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2 ‘ 경제 산업적 축연 

• 관련 산업계의 국제경쟁에 필요한 기술력 확보의 필요성 

고품질의 고전압， 대전력 전원계통개발에 관련된 국내 산업계는 그 이용법위 및 수요 

의 한계로 인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및 기술력에 한계률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로 확보되는 원전기술 및 경험은 관련 분야의 산업계에 웅용될 

것이며 이로써 관련 산업계의 국제경쟁에 필요한 기슐력율 확보하는데 일조률 할 수 있 

으러라고 기대된다. 

‘ ‘ 



3 사회 문화적 즉연 

• 관련 분야의 연구인력양성의 필요성 

현재 국내에서 고전압， 대전력 전원계통분야의 경힘있는 연구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상기 운야에 관련된 국내연구인력을 양성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양성된 경힘있는 전문연구인력은 향후 국가 대형 기반연구시설 

의 ，'-품질 대전력 선원계통분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경험 

있는 연구인력을 확보한다는 컷은 고전압， 대전력 전원계통분야의 기반기술 자립을 의미 

하며， 가학기술 분야에 또 하나의 자립 문화를 고취시키는 데 일조힐 것으로 판단왼다 

’ J 



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내 기술개발 동향 분석 

l 현항 

국내에서는 포항 가숙기 연구소에서 사용중인 선형 가속기 및 저장링의 클라이스트론 

전원계롱이 현재 운전되고 있는 연구시설에 적용된 최초의 고품질 직류천원계롱의 대표 

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펄스 모드로 운전되고 있는 선헝 가속기 콜라이스트론 전원의 

경우 그 제원은 전압 400 kV , 최대명균전력 80 kW 이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경우 저장 

링의 전원계통은 전압 및 전력이 본 과제에서 개발하는 전원에 비교하여 각각 113 , 1120 

정도이고， 선형 가속기 전원계롱은 멸스 모드이기 때문에 직류 고전압 전원과는 또 다른 

륙정을 갖고 있으므로 통일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2- 1 ][2- 2]. 

본 연구와 유사한 제원을 강는 전원계통으로서는 국내에서 제작중인 초전도 핵융합장 

치인 KSTAR의 중성빔 입사 (NBI : Neutral Beam Injection) 장치의 가숙전원 (전압 

120 kV , 명균전력 1. 4 에) 과 저 에너지 양성자 가속장치인 RFQ (Radiofrequency 

Quadrupole) 의 고주파 원인 클라이스트론의 전원 (전압 100 kV, 명균전력 2 \IW) 이 

있다. NBl 장치의 가속천원의 경우 현재 전원 시험중에 있고[2-3] , 클라이스트론 천원의 

경우 시험율 끝마치고 콜라이스트론 고주따 증폭실험에 사용되고 있으며 상기 두 천원은 

모두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 [2-4] 

2 ‘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포항 가속기 연구소 선형 가속기 콜라이스트론 모률레이터 [2-5][2-6]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 설치되어 운전되고 있는 2.5GeV 선형 전자 가속기의 고주파 원 

인 콜라이스트론 모률레이터의 제원은 표 2- 1 과 같다 이 모률레이터의 륙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펼스 변압기의 권선비를 1: 17로 하여 1차축 전압을 50kV 미만으로 유지하였 

으며， 둘째， 1차축 고전압 천원 형태률 SCR율 이용한 입력전압 위상제어방식율 이용하였 

고， 셋째， active feedback 기능율 유지하여 PFN 충전전압 안정도 :1:0 .5% 유지한 것이다. 

션형 전자 가숙기의 콜라이스트론 / 모률레이터 시스램은 1994년부터 운전율 시작한 이 

후 현재까지 운전되고 있고， 최근에는 연 명균 약 7, 000 시간의 운전 시간율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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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현재는 정상상태로 운전되고 있으며， 클라이스트론 / 모둘레 

이터 시스템의 운전 분석에 대한 보고가 거의 정기적 j으로 국제 학회에 보고되고 있는 실 

정이다 운전중인 클라이스트론 / 모률레이터의 배치모습 빛 모률레이터의 충전부， 방전 

부의 모습은 그립 2 1 그립 2- 2 에 각각 나타나 있다 

헌재 운전중에는 모둘레이터 제어기가 실시간 운전 자료를 제크， 분석하고 있으며 이 

를 기안으로 하여 냉각계롱， thyratron heater , klystron heater , klystron 、 acuum ， \ IPS 

등을 포함하는 stat ic fault , OCH\ 전압， 전류， 빔 전압1 전류 SCR ~C 과전류 등을 포함 

하븐 dynamic fault 동에 대한 통계가 축적되어 지고 있고， 상기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를랴이스트론 / 모율레이터 시스템의 경우 2003년도에는 a、 ailabi l ity 가 98.5 % 에 이 

르렀다고 보고되었다 포항 가속기 연구소의 선형 전자가속기 클라이스트론 / 모둘레이 

터 시스템의 l년동안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2- 3, 그링 2- 4, 그립 2- 5에 각각 

나타나있다 

표 2 1. PLS 선영가속기 모률레이티 제원 

Peak p。ιel‘ 80、 11\ Peak beam ν 。 1 tage 400k\ 

4νerage powe,' 85kl\ Peak beam current 500~ 

Pulse \'‘ idth (flat) 4.3μs Pulse rise time <J .Oμs 

ESI\ -7~s Pulse fall time <2.0~s 

PF\ impedance 2.6잉 Pulse flatness ctO.5% 

Pulse trans turn 
17 Primary AC SCR phase 

rati 。

Thyratron tube ITT F• 303 Vo l tage control feedback 

C 
J 



갤러려 

C! \-l 

A/C Ir 

Gird.r 

tj리이스트릎 

Jt?，뜨==l “ ul ，"t 작둠펠g 

그립 2- [ 포항 선형 전자가속기 콜라이스트론 / 모률레이터 시스랩 

그립 2-2 모률레이터의 충전부 / 방천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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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부터 

그립 2-4‘ 



PJn T 'î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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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9!; 9E gr 9B !*J @ 01 02 ∞ 
Years 

그립 2-5. ~va il abil i ty , down time , and fault count of modul a tor during 1994 

t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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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STAR Tokamak 가옐용 \J BI 전원 [2-7] 

KSTAR 토카막 가열용 ~Bl I 기에는 3개의 이온원이 부착된다. NBI 이온원에는 이온빔 

을 인출하고 필요한 에너지로 가속하기 위하여 4개의 그러드 전극으로 구성되는 가숙구 

조가 포함되어 있다 NBI 시스템의 전원계롱도는 그립 2-6과 같다 그럽에서 보듯이 이 

온원에 필요한 전원으로는 이온빔 전원계통 이외에 1 이온 생산에 필요한 폴라즈마를 발 

생/유지하기 위하여 아크전원과 필라멘트 전원이 있다 이 두 전원은 스너버 천원과 힘 

께 대지에 대하여 가속전위로 절연 / 유지되는 고전압 수납대에 수납된다 

\B I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전원장치의 주요한 공롱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ì\B 1 시스 

템에 여러 가지 레엘의 DC 전압을 안정적으로 ( 최소 안정도 1% 이하) 공급해야 하며， 둘 

해， 출력전압의 조절과 고속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 빠른 turn on/o ff 시간과 re • trlgger 

시간의 조정) , 셋째 breakdown이 일어났을 때 부하와 전원자체를 통시에 보호해야 하며， 

넷째， 전원부로부터 이온원까지 낮은 정전용량으로 높은 전압의 전송이 가능해야 하며， 

다섯해， 고압의 전송 선로에 저장되어 있는 정전 에너지의 빠른 방선이 요구된다 \BI 

‘|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전원은 기능적으로 크게 고전압 전원과 대전류 전 

원으로 나누이 불 수 있으며， 선자로는 가속구조의 그러드에 인가되는 이온빔 계통의 전 

원이고， 후자는 이온원 플라즈마 전원이다 ~B I 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원중 

extract ion gr id pO\,er suppl y는 입의 가속을 위한 장치로서 연구 대상인 고전압 대용랑 

전원의 한 종류이다 이것은 여 러 가지 K 전압 레벨을 가지며 good beam opti cs를 얻기 

위해서 전압 ripple과 전압 drop을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BI 를 위한 

ext raction grid에 전원을 공급하는 extract i on gr i d p이 er supp l y는 직류 120k\'dc , 

70-\dc를 출력할 수 있다 Extraction grid power supply는 고압 직류 정류 회로와 

chopper 방식을 결합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100kVdc 출력할 수 있는 직류 정류 회 

로와 전압 regulation을 위한 30k\dc의 chopper 모률의 직렬 구성율 기본으로 한다. 출 

력 전압은 0- 120kVdc 의 멈위에서 연속 가변되며， 출력 전류는 연숙 정격 70Adc 정격을 

갖는다 Extract i on gr i d power supp 1 y는 부하변동에 대하여 빠른 전압 웅답을 가져야 

하며， 고속의 전류 차단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정된 전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Breakd이n 

시에 전원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grid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저장 에너지가 및 최대 

전류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 값은 각각 IOJ 과 3k~ 이다 또한 빠른 turn o ff time 

(<O.5us)을 가져야 하며， 이률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틀이 요구된다. NBl 시스템의 

전체적인 down t ime을 줄이기 위하여 05us 이내의 상승시간을 가지면서 40ms 이내의 조 

절 가능한 시간이내에 재 turn on 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기능둘율 만족시키기 위 

해서 extraction gr id pO\l"er supply 와 extract i on gri d 사이에 직렬로 스위치 및 

chopper 방식의 전력변환 장치를 설치하여 regulation 기능을 갖도록 구성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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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도는 그립 2-7, 그립 2-8과 같다 기존의 시스템은 직렬 스위치로서 사극관과 갈은 

진공관 튜브률 사용하였으나， KSfAR NBl 시스템과 같이 300초 이상의 운전 시간율 갖는 

시스랩에는 적용하기 어 려우며 수명이 제한적이어서 운전 횟수에 따라 잦은 교체가 요구 

된다. 이러한 문제률 해결하기 워하여 전원장치률 고주파화 함으로써 필터의 용량을 작 

케 하고， turn off 시간을 줄여서 직렬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나 전압의 

상승시간율 부하의 조건 빛 라인의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20ms 이내로 구현하기가 어렵 

다 따라서 전력용 반도체 소자률 이용한 직렬 스위치를 사용하였다. FET를 직렬 연결함 

으로써 빠른 turn on 1 off time율 강도록 하였다-

:-.IBI 전원 시스랩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압 전원은 입력 수전부인 \'CB , pre-chargi ng 

부인 6대의 가스 절연부하 개폐기， 5대의 고압 다이오드 정류부인 TR & rectifier tank , 

4대의 L VTR tank , 40개의 유닛이 직렬로 연결된 chopper , 출력율 320초 동안 。n/off 하 

는 HVS tank , crowbar 로 이루어저 있다 I'CB는 3상 22.9kV 주 차단기와 각 서브 시스템 

으로 공급되는 전원 on /off 제어하는 remote contac tor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절연 부하 

개폐기는 HVTR & rect i f i er tank 빛 LVTR & chopper 의 직류 capacl tor를 초기 충전시키 

기 위한 회로 정격을 갖는다. HVTR & rect i f i er tank는 IIOk\ 의 고압 직류전원을 만률기 

위하여 6상 변압기， 다이오드 정류회로 5대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 LVTR tank는 4대의 

chopper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변앙기로 22. 9k\ 1560\'*10 채널로 구성된 4대의 TR tank로 

구성되어 있다. chopper는 40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닛의 전압은 750V , 전 

체척으로는 30kV의 전압을 가지며 각 유닛율 대수 제어하여 출력 전압의 리플율 만촉시 

킨다 HVS tank는 HVTR & rect i f i er tank 및 LVTR & chopper에서 출력왼 고전압 전력율 

FET가 직렬 연결된 스위치를 사용하여 출력전압을 。n/o ff하는 기능율 수행한다. Crowbar 

는 HVS가 off 되지 않율 때 부하의 보호률 위하여 통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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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숙출력 클라이스트론의 고전압 천원 [2-7)[2 -8)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 

원의 제원은 전압 100 kV, 전류 20 A, 전압리플 1 % 이하， 부하단락시 부하로의 전달 에 

너지 20 J 이하이다 20MeV 양성자 가숙기에는 위와 같은 제원의 고전압 전원이 2세트 

필요하며 각각 3MeV RFQ 고전압 전원과 20MeV DTL 고전압 전원이다 

3MeV RFQ 클라이스트론용 고전압 전원은 전압 제어률 워하여 IVR (lnductive Vo ltage 

Regulator)를 사용하였고， 부하 아크 에너지률 제한하기 위하여 19nitron crowbar 스위 

치를 사용하였으며 그 회로도 및 사진은 그립 2- 9 , 그립 2- 10과 같다 CrO\vbar 스위치 

를 이용한 와이어 시험결과 아크시 부하로의 전달 에너지가 20J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3MeV RFQ 콜라이스트론 구동에 사용되고 있다. 3~leV RFQ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천원 

은 출력전압 제어방식으로 입력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원 

전체로 볼 때 큰 부품으로는 1 VR, 변압기 /정류기 탱크， 휠터 콘덴서， crowbar sw i tch 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 설치 후 초기 운전시 발생하였던 문제점틀이 표 2-2에 정리되어있 

다 표에 나타난 내용틀은 대부분 장치 설치 후 초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과 맥 

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 표에 제시된 해결책으로 수정한 후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콜라이스트론 운전 중 표 2 -3과 같이 수차례의 전원 trlp이 발생하였는 

데 검토 결과 이것은 고전압 전원의 문제가 아니 라， 클라이스트론 운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어겼으며， 콜라이스트론 운전 방식율 바문 결과 이와 같은 전원 trip 현상 

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RFQ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은 별 문제없이 

동작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2005년 7월까지 RFQ 콜라이스트론 용 

고전압 천원의 총 사용 전력량은 53, OOOkWh 이며 이동안 고장으로 인한 운전 불가 일수 

는없었다 

20MeV DTL 클라이스트론용 고전압 전원은 SCR율 이용하여 전압 위상각을 제어함으로 

서 전압율 제어하였고， 부하 아크 에너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penlng 스위치를 사용하였 

으며 그 회로도 및 사진은 각각 그립 2- 11 , 그림 2-12 , 그립 2-13 , 그립 2-14 , 그림 

2- 15에 나타나있다 Opening 스위치 시험결과 아크시 부하로의 전달 에너지가 6J 이하 

입율 확인하였으며 상기 스위치률 이용한 스씻칭시 파형이 그립 2-16에 나타나있다. 그 

립에서 보듯이 아크 에너지 제한기로서 20MeV DTL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천원에 사용된 

。penlng 스위치는 반도체 스위치인 FET stack율 이용한 것으로 이것은 전원을 펄스로 통 

작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 전원은 현재 20MeV DTL 클라이스트 

론 구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정격 운전시 전압 및 천류 따형은 그립 2- 17에 나타나있다. 

20MeV DTL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천원은 출력전압 제어방식으로 입력전압의 위상율 조절 

하는 방식율 사용하고 있으며， 전원 천체로 볼 때 큰 부품으로는 SCR tank, 변압기/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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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탱크， 필터 콘댄서， 그리고 아크 에너지 제한기인 opening 스위치가 있다. 본고전압 

전원 개발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고전압 천원율 개발하는 것 

이었으며， 기존의 장치률 최대한 활용함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전원 제작 후 초 

기 시험시 전원율 20kV부터 시작하여 lOkV 상승폭으로 운전전압까지 통작시킨 결과 각 

전압에서의 동작이 문제가 없음율 확인할 수 있었으며 ， 80kV, ), 200kW의 법 전력에서 수 

시간 동안 통작시킨 결과 SCR 제어 만넬 저항의 온도 상숭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 

다 저항의 온도 상승은 팬율 이용하여 강제 공냉시킴으로서 해결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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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9. 3MeV RFQ 클라이스트론 고천압 전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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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10. 3\ le\ RFO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표 2- 2. 3~leV RFQ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초기 시험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책 

문제발생부분 문제점 해결책 

변압기/정류기 부품 운송 중 단선 단선 부위 연결 

- 타 회사 제품으로 교체， 

고전압 전선 절연 파괴 - 시험 성척서 확보 및 실협실에서 

고전압 시협 재 수행 

lVR 고정 볼트 파손 볼E 교체 

Ignitron 
firing 재연성 - 저 전압에서만 문제 

확보 - 튜브 일정 온도 유지로 재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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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에 의한 전원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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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내용 전원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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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4 RfQ 시험 - 54kV19.IA에서 운전 중 Crowbar trip 1회 

콜라이스E론 
- 65. 2k\' 11 1. 8A에서 운전 중 유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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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14 ‘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그립 2- 15. Opening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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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이스트론 Mod. 양극 천원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연숙출력 콜라이스트론의 Mod 양극 천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콜라이스트론의 

전자총은 삼극관 형태이며， 음극과 ~lod. 앙극사이의 전압을 조절하여 읍극으로부터의 전 

류률 조절할 수 있는 륙성이 있다. 따라서 콜라이스트론 구통율 위해서는 Mod. 양극 천 

원이 필요하다. 양성자 사업단에서는 고천압 천원과 영렬로 연결되는 분배저항과 사극관 

율 이용하여 Mod. 양극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율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는 운전시 사극관 그러드 전압율 cutoff 상태에 두고 고전압을 인가하면 접지 기준 ~lod. 

양극 전압은 음극 전압과 같게 되며 따라서 전류는 인출되지 않게되며， 사극관 그러드 

전압율 조절하여 분배 전항에 전류률 흐르게 하연 분배 전항에 의한 전압 강하로 읍극과 

Mod. 양극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전자빔 전류가 인출되는 륙성을 갖고 있다. 양성자 

사업단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의 ~lod. 양극 전원 2세트를 제작하여 특성시험을 완료한 

후， 현재 양성자 가속기 클라이스트론의 \ lod 묵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작된 \ lod 

양극 전원의 모습이 그립 2 - 18에 나타나있으며， 륙성 시험 자료는 그립 2-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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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18. 설치된 ~Iod. 양극 천원 

1 • 60kV • 70kV • 80kV ‘ 90kV • 93kV I 

30 

;;;:‘ 
"'" • • • ‘ 
F‘nUr「 2O 

x 

• • • ‘ x 

맨 • • • i 

SRnj 1O 
x 

• • • ‘ n§「o x 

~ 
• l • ‘ 

O 
o 100 200 300 400 

Áf극광 그è/드 ξt f!J (-V) 

그립 2- 19. 그러드 전압에 대한 Mod 양극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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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1. 현황 

외국에서도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고전압， 대전력 전원계롱의 경우 주로 대형 기반 

연구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의 방향은 저 제작비용， 소형화， 고 효 

율， 운전시 높은 신뢰성울 갖훈 전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런 이유로 반도체 스위치를 사용하는 천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천원 연구내용 및 결과 

가. LEDA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2-10) 

미국 LANL(Los -\Iarnos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90년대초 대출력 양성자 가속기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저 에너지 연속동작 양성자 가숙기인 LED.~ ( Low Energy 

Dernonstration Accelerator)를 개발하였다 LEDA 콜라이스트론의 요구 제원 및 고전압 

전원의 요구 제원이 표 2-4, 표 2-5에 각각 나타나있다. 표 2-5에서 보듯이 LEDA 에 사 

용되는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의 경우 그 제원은 양성자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제원과 

통일하며， SCR로 도통 위상각을 제어하는 방법과 solid state modulator에 사용된 방법 

율 이용한 두 가지 형태의 천원율 개발， 시험하였다 전원 시험 결과 두 가지 형태의 천 

원 모두 요구 제원을 만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SCR 로 입력천압 위상을 제어하는 고전 

압 전원은 미국의 Maxwel\ Laboratory에서 개발하였으며 그 회로도는 그립 2-20과 같다. 

이 방법은 그동안 여러 연구소에서 대전력 고전압 천원 개발에 사용되어 왔댄 이미 개발 

된 기술로서， 부하 단락시 부하에 전달되는 에너지률 20 J 이하로 하기 위하여 crowbar 

스위치가 필요하다 50\ id state rnodu\ator 방법율 이용한 고전압 천원은 역시 미국의 

Conti nental Electroni cs에서 개발하였다. 이것은 고주파 수 스위칭 방식의 일종으로， 

일반 방송용으로는 사용되어 왔지만 요구 제원율 갖는 고전압 전원으로는 최초로 개발되 

었번 사헤이다. 이 천원의 회로도는 그립 2-21에 나타나 있으며， 그럽 2-22의 단위 모률 

율 직렬 연결하여 고전압 출력율 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 전원의 륙징은 고 주파수 

스위칭 방법율 이용하였기 때문에 러플 주따수가 크고 따라서 필터 캐패시터의 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따라서 부하 단락시 crowbar 스위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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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LEDA 클라이스트론 제원 

Requirement 350MHz 700MHz 

Voltage (Max.) 95kV 95kV 

Current (Max. ) 21A 21A 

Output Power (Min. ) 1.2MW 1.0MW 

Effi c iency (에 n . ) 65% 65% 

Gain (~lin. ) 40dB 40dB 

Opera t i ng VSWR (Max. ) 1. 2 : 1 1. 2 

1 dB Bandwidth O. 7MHz 1. 4MHz 

Co 11 ec tor Power 1. 85MW 1. 54~IW 

표 2-5. LEDA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요구 조건 

요구조건 SCR IGBT 

Output vo1tage 0-95kV 0-95kV 

Output current 0- 21A 0-21A 

Vo1tage regu1ation 土770V 土400V

Voltage ripple <1540 Vpp <1100 Vpp 

Load arc energy < 20J < 40J 

Power factor at full power > 0.93 > 0.98 

Effi c iencyat full power > 95% > 97% 

Input voltage 1500Vi5% 4160Vi5% 

lnput phase 6 3 

lnput current harmonics lEEE std. 519-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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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20 입력전압 위상제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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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1 , Solid state modulator 방법을 이용한 

고전압 천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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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 22. So lid state modulato r 방법율 이용한 

고전압 전원 한 모률의 회로도 

나 E-beam 전원 [2- 11] 

0 1 0- 1. 1"、

’‘,'tllru 

이 전원은 미국 LLNL(Lawrence Live rmore ~ationa l Laboratory}에서 Uranium Atomic 

Vapor Laser lsotope Separat ion ( U-AVLIS ) 프로그랩의 일부로서 1993년에 개발되었다 

이 전원은 클라이스트론의 고전압 전원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급 클라이스트 

론을 구동하기에 충분한 전력율 갖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주따수 스위칭 방식을 

이용한 대출력 고전압 천원의 초창기 개발품으로서 이후 고주파수 스위칭 방식의 고전압 

전원 개발의 기준모델이 되었던 전원 형태이다 천원의 제원은 표 2-6에 나타나 있으며， 

기본적인 topology는 그립 2-23에 나타나 있듯이 ful l bridge PWM (Pulse Width 

Modu lation) 방식을 이용한 12.5kV , IOOkW 기본 모률율 직렬 연결하여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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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E- beam 전원 요구제원 

Voltage ripple(p- p) 

Arc energy 

Arc response 

Rise time during turn on 

Effi c iency 

Po\\'er fac tor 

Coo l ing 

VαIflge 

rliigulll‘cr 

<2% 

< 25J 

- 5~s 이내 전원차단 

- 50ms - 250ms 천원 차단 유지 

d:;.dc ccnverter 4 

111‘ ’ rler ,---...,,, 

dc.dc conYl rl.r 3 

dc.dc convllrlef 2 

cfc.dc convorler 1 

< 5ms 

90% 

0.95 

water 

Trara~or !t'l er; r,cllrið(, 
8nd rlit l!r ,.nk 

0'。

’ 경o kV 

12ð “H ←-얘 

2 .4κ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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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23. E-bearn 고전압 전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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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PT (Acce lerator Production of Tritium)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2- 12] 

미국 LA~~(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 에서 1990년대 삼중수소 생산을 위해 제 

안되었먼 APT는 1. 7GeV , 100mA 제원의 대형 연숙출력 양성자 가숙기이며， 이에는 LEDA 

와 마찬가지로 350MHz , 1 ~IW 클라이스트론과 700~IHz ， 1 MW 클라이스트론이 사용되었다. 이 

가속기 계획은 현재는 폐기되었으나 LEDA의 형태로 저 에너지 가숙장치는 존재하고 있 

다， APT 클라이스트론의 고전압 전원￡로 고주파수 스위칭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 한때 

활발히 연구되었다- 이것의 륙정은 LL'\L에서 개발되었먼 E-beam 전원과 topology7} 비슷 

하며， E-beam 전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고주파수 스위칭 방식의 

직류 천원 topo I ogy 중 간단한 buck converter 방식율 기본 모률로 하여 이 모률들이 직 

렬 연결하여 고전압 구현하였고 따라서 ABCPS (Advanced Buck Conver t er Power Supply) 

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설계된 천원의 제원은 표 2-7과 같으며， 전체 회로도 및 각 모률 

의 회로도는 각각 그립 2-24, 그립 2-25에 나타나있다. 

표 2-7 , ，~PT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설계 제원 

Output DC vo ltage 
Continuously vari abl e 

-4 - -95kV 

Output DC po lari ty Negat ive 

Output vo ltage set -point accuracy +1- 400V 

Output vo ltage rate of increase lOkV/second max , 

Output current rate of increase 200A / second max 

Regulation range 10-95kV 

Regulation requirement ( Iine & load) +1- 400V max 

Ripple @ any 60Hz harmoni c 800V p-p max 

Total ripple (a ll cases ) 1l00V p-p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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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EP- ll 콜라이스트론의 고전압 천원 [2-13] 

미국 SLAC (Stanford Linear Acce lerator Center)에서 운전되고 있는 PEP- ll 클라이 

고전압 천원이며 ， 요구 제원은 83kV , 23A이다. 전원 

과거 핵융합 장치의 가열장치전원에 적용되어 신뢰 

“ star point controll er ’ 구조이며 ， 1 차축에 fi 1 ter inductor률 사용하여 

스트론은 저장령의 고주파 원으로 

입력전압 위상제어 형태는 방식으로 

성을 입증받은 

용량을 줄인 것이 륙정이라고 힐 ...... 
T 있다 전원 운전시 요구되는 전원 품질로는 

regulation 0.1 %이하， 첩두 전압 리플 ) % 이하이다， 아크 

전달 에너지는 5J 아크시 

형태로 Mod. 

c rowbar를 사용하였으며 , 

전자총은 이극관 

이하인 

론의 앙극 전원이 필요 없는 

에너지 제한기로는 thyristor 

것으로 나타났다 콜라이스트 

구조이다. 상기 전원은 오랜 
기간 신뢰성있게 운전되어온 경협율 갖고 있으며 그 회로도는 그립 2-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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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6. SLAC PEP Il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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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J-PARC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천원 [2-14] 

일본 JAERI와 KEK에서 공통으로 개발중인 고강도 양성자 가숙기인 J -PARC은 펄스 혀 。

태의 클라이스트론을 사용하며 선형가속기의 경우 3MeV RFQ, 50MeV UfL, 180MeV S-UfL 
에 사용되는 클라이스트론의 운전 주파수는 324MHz 이고， 400MeV ACS에 사용되는 클라이 

스트론의 운전 주파수는 972MHz 이다- 콜라이스트론용 고전압 전원의 요구 제원은 

II0kV, 40A 이며， 펄스 폭 700니5 ， 반북률 50Hz 이다. 

이용한 입력전압 우l상제어 방식이며 Mod 양극천원의 

고전압 전원의 기본 형태는 SCR율 

사극관율 스위치로 통작시켜 휠스 

에너 전력율 콜라이스트론에 전달시키는 hard tube type pulser 형태의 일종이다 아크 

지 제한기로서 ignitron crowbar률 사용하고 콜라이스트론 전자총은 삼극관 형태로 Mod 

양극 천원이 필요한 형태이다， 특히 한 개의 전원으로 다수개의 

키는 구조가 륙정으로 그 회로도는 그립 2-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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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7. J- PARC 콜라이스트론의 고전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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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NS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천원 [2-15] 

SNS는 현재 미국 5개 국립 연구소가 합통으로 ORNL(Oak Ridge Nationa\ Laboratory) 

에 건설하고 있는 1. OGeV , 26mA 의 제원율 갖는 대강도 양성자 가속기이다. SNS 도 역시 

펼스 형 클라이스트론율 사용하며， 선형 가숙기의 운전 주파수는 2.5MeV RFQ , 87MeV DTL 

은 402.5써Hz ， 178\leV CCL, IGeV SCL은 805MHz 이다. SNS의 클라이스트론은 표 2-8에 나 

타나 있듯이 3개의 회사가 공급하고 있다 고전압 천원은 펄스 형 전원의 기본적인 

converter-modu\ator 형태이며 그 회로도는 그럽 2-28과 같다. 스위칭 주따수는 20kHz 

이며， zero vo I tage sw i tch i ng 방식이고， 전원 topo\ogy 는 polyphase bridge , boost 

inverter 방식이다 직류 고전압 부분은 SCR율 이용한 입력전압 위상제어방식이며， 고주 

따수 스위치는 IGBT를 사용하고 있다. 고주파수 변압기에는 코아 재료로 amorphous 

nanocrystal1ine 재료를 사용하여 20kHz 에서의 코아 손실을 낮춘 것이 이 전원의 특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개발중인 SNS 선형가속기 클라이스트론의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2-8. S;.JS 클라이스트론 요구 제원 

Spec. / Vendor E2V Tha\es CP!lTha\es 

Peak Power 2.5M\V 5~IW 550kW 

Test Power 2. 75MW 5.5MW 605kW 

Frequency 402.5MHz 805MHz 805,I1Hz 

Duty Factor 8% 8% 9% 

Repetition Rate 60Hz 60Hz 60Hz 

Efficiency 58% 55% 65% 

Beam Voltage 125kV 140kV 75kV 

Band Width 1. OMHz 2.6MHz 2. 6MHz 

Height 13ft 13ft 9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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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장치툴의 건설이 활발해집에 따라 이들 

개발되어 상품으로 안매되어지고 

'" τr 

사 상용화된 고전압 천원 [2-16] 

세계척으로 입자 가속기， 핵융합 장치 

에 사용되는 고주파 원의 고전압 전원이 이와 있으며， 

and 

표 2-9와 같다， 대형 장 

방송， 통신분야의 전원을 

방송 분야 고주파 원의 고전 

Broadcast (THALES TB~1 

전원은 

대부분 

스위스의 

최근 수년간 공급한 대전력 고전압 

고전압 전원율 판매하고 있는 회사률은 

이들은 대부분 

하나인 중
 

회사 끄
 
야
 

전원 

\ lul timedia)의 경우 

고주파원 

고전압 같은 

비의 

포함한 고주따 시스템율 공급하는 회사이며 ， 

공급하고 제작하여 사용한 전원율 tHλ1~ 
。 .，'"모률레이터 。l c..

.:M "c' 사용되고 많이 전원으로 。L
a 

닝 ι ...... 1 1'"'1 1 
。.， -, (Pu l se Step ~ Iodu l at i on ) TBM에서는 PSM 이률 특별히 있고， 알려져 것으로 。1!=

/λ 」

소자로사 2-31에는 llGBT를 스잇칭 

그러고 변압기를 포함하는 

그립 2-30 그립 2-29 , 그립 라고도 지칭하고 있다 

용하는 하나의 전체 어셈블리， 모률 스씻칭 모률과， 

모습이 각각 나타나있다‘ 

스씻칭 

전원의 

고전압 전원 

CUSTOMER COUNTRY APPltCATIO애S 
ll'<Il S 

RATING CODNATTRAECT l ; 
oεLlVEREO 

IHEP Beijing Chlna HVPS for Klystrons 2 55kV/12A 2003 

Diamond, DLS Ltd. U.K HVPS for 10T'5 3 38kV I 16A 2003 

Daresbury U.K HVPS for Klystrons 1 52 kV 19 ι 2001 

Canadlan Light Sourc훌 Canada HVPS for Ktystrons 1 55kV/12A 2001 

Mπ Boslon U$A HVPS 10r κ Iystrons ’ 50 kV 1208 A 2000 

SSRF Shanghal Chlna HVPS for Klystrons ’ 46kV/7.5A 2000 

’PP W7X. Grejfswald Germany HVPS for Gyrotrons and NBI 3 130kVI130A 1999 

IPP W7X. Greifswald Germany HVPS for Gyrotrons and ICRH 1 65kV I 160 A 1999 

S삐55 light Source (P51) $Y애tzerland HVPS for Klystrons s 46kV11.5A 1999 

CRPP Lausann훌 $Y념tzørland HVPS for Gyrotrons 3 85 kV 1100 A 1993 

KFA J? ich Germany HVPS for Neulral Beam Injectlon 2 55 kV 1100 A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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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 I에서 공급한 연구용 대전력， 표 2-9 



그립 2-29 스씻칭 모률 (J 700V , 200A) 

그립 2-30. 스씻칭 모률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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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31 고전압 전원 (80kV, 100A) CRPP Laus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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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라이스트론 Mod 양국 천원 연구내용 및 결과 

가 LEP 콜라이스트론의 Mod. 양극 천원 [2- 17] 

양성자 가숙기에 사용되는 콜라이스트론 중 오랜 운전된 경험율 갖고 있는 것은 

CERN ( 유럽 핵물리 연구소)의 가숙기인 LEP에 사용된 콜라이스트론은 사업단에서 사용하 

는 콜라이스트론과 거의 유사한 제원율 갖고 있다- 실제로 사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 

라이스트론은 위의 LEP 클라이스트론의 주파수 ( 352서Hz)만을 조정한 형태라고 볼 수 있 

다. 상기 콜라이스트론의 전자총도 삼극관 형태이며 ， 이를 위한 Mod. 양국천원은 분배저 

항과 사극관율 적절히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LEP 클라이스트론의 운전 방식은 ~Iod. 

양극 전원의 전압율 제어하여 고주파 출력을 제어하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Mod. 양극 

전원은 단순히 on/off의 기능보다는 주어진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형태이다. 현재 

LEP은 가동을 마친 상태이며. LEP에 사용되었던 클라이스트론율 장차 SPL동의 운전에 적 

용하고자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PL은 기존의 LEP과는 다른 펄스 고주파 

전력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LEP에 사용되었언 직류 전원 및 클라이스트론을 그대로 사 

용하기 워하여 Mod. 양극 천원율 스위치의 개념으로 ON/OFF률 함으로서 힐스 운전에 적 

합하도록 재 설계하여 운전중이라고 최근에 발표되었으며， 수정전의 회로도가 그립 2-32 

에， 펄스 운전에 척합하도록 수정한 회로도가 그립 2-33에 각각 나타나있다， 

.90kVl lOA ’Ni 
r • 1 

M씨Jla! )r ι1;;εtr l-! \Í <.:.ι L 
l I ~"ating 01 r.att.od‘’ pC 1n qljall 

f to V 
CONVERTER 

(SlOw) 

VOLTAGE 
MULTIPLlER 

(vcry slow ) 

1 .. . ... .. .. .. ... .. ........................... .. , ...... . .... " . .. ........ _‘ •• 

V to j 

CONVERTER 
(slow) 

CQ()η。 I mput 

20Mf! 

--: CmHODE 
-‘ - -> 

: MODULATION 
ANODE .----‘ ---. 

휠 : 5Ml1 
-

그립 2- 32. LEP 클라이스트론의 Mod. 양극 천원 (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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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33. LEP 클라이스트론의 )Iod 양극 전원 (수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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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EOA 클라이스트론의 Mod. 양극 전원 [2-10] 

전술하였듯이 LEOA 선형 가숙기에 사용되었던 콜라이스트론은 350MHz , 700이Hz 두 종 

류 이며 각각 명균 고주파출력 lMW 이다. 각 클라이스트론의 전원 요구 조건은 100kV , 

20A 급으로 동일하며， 클라이스트론 전자총은 삼극관 형태로 ~Iod. 양극 전원율 펠요로 

한다. 、lod. 양극 천원 형태는 분배저항과 사극관율 이용한 방법으로 별도의 고전압 전원 

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주어진 법 전압에 대하여 전자빔 전류를 제어힐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고전압 천원 전압의 리플에 의해 클라이스트론 고주파 출력이 흔툴리는 

효과룰 줄이기 위해 Mod. 양극 전압율 고전압 전원 전압율 기준으로 하에 제어하고 있 

다 그 회로도는 그림 2-34와 같다 

、

ι새
 

-
씨
 

( 

( ’‘)111 1'01 、'olL.l gc

~I“‘I tI bl l1H! Ano‘lι 

)"11- 155 

("oll"clul 

그립 2-34. LEOA 클라이스트론의 씨。d. 양극천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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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고주파 원 고전압 전원 개발 

1. 개요 

양성자 가속기에 사용되는 고주파원은 TH2089F 클라이스트론 (프랑스， THALES)으로 운 

전시에는 모두 5종류 7개의 전원이 필요하며 그 구성도는 그립 1 - 1 - 1 과 같다 [ 3- 1 - 1 l. 이 

중 전자석 전원과 이온 펌프 전원은 저 전압 측에 위치하며 일반 상용 스위칭 전원을 사 

용한다. 음극 고전압 천원， 변조 양극 전원， 히터 전원은 고전압 축에 위치한다. 이중 

음극 고전압 전원은 클라이스트론 전원 장치 중 핵심 부품이다 음극 고전압 전원의 품 

질 (전압 리플 및 안정도)이 고주파의 품질을 좌우 하며 결국 양성자 빔의 품질을 좌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극 고전압 전원에는 고주파원인 클라이스트론을 보호하기 

위한 아크 에너지 제한기가 필요한데， 이는 고가이면서 오랜 제작 기간이 소요되는 클라 

이스트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장비이다 일반적으로 콜라이스트론에서 아크가 발생하였 

율 때， 이로 전탈되는 에너지가 20J 이하여야만 콜라이스트론에 영구적인 damage를 방지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음극 고전압 전원에 설치되는 아크 에너지 제한기는 이 조건을 만 

족시켜야 한다[3-1-2 l.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의 설계 변수는 표 1 - 1 - 1 과 같으며 j 운 

전시 부하 특성은 그립 1 - 1 - 2에 나타나 있다 

11.\' 
S，dι 

젠핑~띤젠얄 PIS 

• Voltage : - 20 ~ -100 kVdc 

• CUll"ent : 20 Adc 
• Ripple : <. 1% 
• A.rc cnergy : < 20 J 

Heater PIS 

• Voltag.e : 30 V 

• ClUTent : 30 A 

믿얀E앤딘띤얀PIS 
• Volrnge : 300 Vdc 
• Clment : 15 Adc 
. Ripple :< I % 

. 2 se‘s 

K1)'sh'on A mplifie , ' 

r 
뇨뜨쁘젠P PIS 
• Voltage ‘ kVdc 
· 이nenl : 10 mAdc 
.:! sels 

그립 1- 1- 1. I클라이스트론 전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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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1. 고전압 전원 설계 연수 

입력 상수 3상 

업력 주따수 60Hz :t IÜ% 

정격 업력 천압 3, 300 V 

전압 변동율 ‘ 土 I Ü%

입력 역률 > 90% 

전압 - 10 ~ - IOOKV 

전류 o ~ 20A 

아크시 방전 에너지 ‘ 20J 이하 (와이어 실험 100kV) 

전압 리플 1% 이하 

전압 안정도 1% 이하 

전압상승 속도 ’ 1 OOKV 11 OOsec 

아크신호 과전류 20:\ 이상 

과전앙 100KV 이상 

과전류상승 

콜라이스트론 전자석 전원 전류 (over , under) I set ，~ 2sets 

신호방식 ‘ Optical 및 Anal og 전기신호 

아크시 통작(Inter l ock) 아크 제한기 동작 & \ lain VCB off 

제어기 EPICS 제어 

、

‘r ~ 

24 

20 

16 

뚫 12 

l;iJ 
8 

4 

o 
o 

진원 동작 곡선 (50kV - 100kV) 
전류 (A) ; 0.266-진압 (kV)- 5.7979 

\\ 

운전영역 

20 40 60 
응I 전 IY (kV) 

80 

그립 1- 1- 2. 클라이스트론 운전 륙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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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전압 천원 시스템 구성 [3- 1 - 3- 9] 

설계된 고전압 전원의 회로도는 그립 1 -2- 1 과 같다. 고전압 전원의 부품은 입력단으로부 

터 VCB, 역률 보상기 ， LVTR , Thyristor panel , 변압기/정류기， 필터 opening 스위치 빛 

control panel 로 구성된다- 이들 부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HVTR /t R(CTlFI(R ’~κ 

1 기「기 1--- 기「 

I I I I ê.l) C? '1 

'II~ k"이 

‘ ~.Jf( V 뼈 11 IT L↓/버 1 요 cco 

←H←용3-lH6 

11 
'"‘'1/15κv 

11 

JI f 

L띈묘펀 ‘… -- -- -- -- -- --기 11 

|11 wmma 댄 
11 ~.---.J 홉맴효F「 (얘'"앉 T'"'P E) 

|LLτJ -←←-←니 
그림 1-2- 1 설계된 고전암 전원 회로도 

가 VCB Panel 

VCB panel은 3상 3300V 주 차단기와 각 서브 시스멈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n I off 제어 

하는 remote contactor로 구성되어 있다. VCB의 가장 큰 목적은 시스템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VCB는 close coi J 과 。pen co i 1 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전원이 

루입휠 때 。n 또는 。ff 된다 VCB 제원은 아래와 같다 

Phase : three phase 

Frequency 60 Hz 

Vol tage rating AC 7.2kV 

Current rating 1200A 

Short current 20kA 

Opening time 3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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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ad closing time 50ms 

E1ectrica1 switching life time 10 , 000 

Contro1 voltage lJC 100V 

나， LVTR Tank 

LVTR tank는 3상 3300V를 입력받아 1500V로 감압하여 2차측 위상 차이활 30도로 하여 

HVTR & rectifier tank로 전송한다 LVTR 변압기는 높은 절연내압율 갖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절연 내압을 위한 큰 이격은 변압기의 결합계수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률 주 

의하여 큰 이격을 가지며 동시에 결합계수률 눔일 수 있는 구조률 갖도룩 설계하였다. 

만일 LVTR의 결합계수가 낮으연 출력에 대한 전압 강하가 커져 정격 출력 전압율 만축시 

킬 수 없으며， 제어성능도 저하된다 LVTR 변압기는 권선과 코아 또는 프레입간의 절연 

내션압율 고려한 설계 이외에 통일 권선에서도 핀선 절연 빛 충간 내절연이 충분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절연 구조물 위에는 Conductive Shield Column율 충분히 설치하여 구 

조물내의 륙정부위에서 코로나 방전이나 아크 방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LIiTR Tank의 설계 제원은 아래와 같다. 

1차 전압 AC 3300V (delta) 

TR 전력 3200kVA 

상수 3상 

TR 2차 전압 15001' (del ta) , 1500V (why) 

TR 2차 전류 617.'1 

다 Fï 1 ter Oeck 

Fi 1 ter deck은 2개의 capacitor와 전류 제한 기능율 갖는 전류 제한 저항과 더미 저항으 

로 구성된다. 또한 출력 전압율 검출하는 프로브가 설치되어 있다. 출력전압은 제어판에 

광통신으로 정보를 전달힐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설계된 Filter deck의 제원은 아래와 

같다. 

capacltor 

Capacitance 3uF 

Vo1tage ’ 100kV 

Stored energy 15kJ 

Voltage reverse 20% 

Peak current 260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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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life time 10.000 hour 

Approxi mate inductance 40nH 

수랑 2 세트 

전류 제한 저항 

용량 200W 

저항값 10Q 

정격전압 100kV 

수량 2세트 

더미 저항 

용랑 30kW 

저항값 120kQ 

정격전압 100kV 

수랑 2세트 

고전압 프로브 

~lax. DC ! pu l sed vo l t age : 150 ! 280kV 

~Iax. f requency 20~'IHz 

Cable length 30ft 

DC Accuracy <0.1% 

Resistance ‘ 2000 ~IQ 

Height 74cm 

Diameter ‘ 29cm 

Capacitance 27pF 

Standard divide ratio 15.000 :1 

at . HVS Tank 

HVS tank는 아크시 부하에 전달되는 에너지률 제한하기 위한 장치이다. HVS는 gate 

drive에서 발생된 펄스를 이용하여 on!off 힐 수 있으며， 아크 발생시 차단시간은 수 us 

이하이다 HVS Tank의 설계제원은 아래와 같다 

정격 전압 - 100kV 

정격 전류 20A 

펼스폭 lJC 

전류 차단 시간 10us 이하 앵 정격부하 

소자 내전압 200kVDC @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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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hyristor Panel 

Thyri stor panel은 위상 제어률 위한 출력 전압 제어용이며， 이는 마fR tank 에서 HVfR 

사이에 위치하며. 6상 제어방식이다. 출력부하의 아크시 freewheeling thyristor률 동작 

시켜 직류측 리엑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방전하는 역할을 한다 Thyristor Panel 의 

설계 제원은 아래와 같다-

직류 전압 DC2000V 

직류 전류 500A 

정격 용량 HIW 

정격 내전압 lOkVdc @ lmin 

냉각 방식 : 수냉 

수량 2세트 

바 제어시스템 

(1) 제어기의 구성 

Control panel은 DSP control ler 로 구성되며， 외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전체 운전을 주 

관하는 main control board~ DSP2000 board. 각종 센서에 필요한 전원율 공급하는 제어 

전원부. loca l 운전을 위한 각종 스위치와 램프로 이루어진 조작 안넬부 동으로 구성된 

다 

(2) DSP2000 보드 

Main contro l board인 DSP2000 board는 상위의 지령， 조작 한넬의 각종 digi tal 신호， 

interlock 및 fa띠 t 신호률 압력받아 운전조건율 판단하고 개폐기， 스위청 소자， 표시햄 

프 풍에 digi tal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전체 운전 시련스를 답당한다. 0]때 상위와의 

data 교환은 RS232 통신으로 이루어지며 개폐기 및 표시햄프의 데이터률 접점 또는 전압 

신호로 교환한다. DSP2000 board는 high vo I tage on 명령율 받으면 입력되는 각종 아나 

로그 신호를 연산하여 thyristor의 위상제어에 의하여 출력전압을 설정된 값으로 조정하 

며 과전압 빛 과전류에 대해서는 보호통작을 하고 부하의 아크 및 외부 faul t시 HVS률 

。ff 시킴으로서 부하로 전달되는 아크 에너지를 제한한다. 보수 유지의 연의률 위해 

DSP2000 보드는 주요 연수률 저장하였다가 trace data 요구가 있으면 data를 상위로 념 

겨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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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 천원부 

제어 전원부는 단상 220V룰 입력받아 제어장치에 필요한 +5V, :t15V와 각종 센서에 맞는 

S써PS와 thyristor의 gate driver 전원으로 사용된다-전압율 출력한다， 

(4 ) 조작만넬부 

조작 판넬부는 도어 전변에 위치하며 loca l 모드 운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누름 버 

른 스위치， 선택 스위치 

프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부저 ， 디지털 불륨， 

모드 운전시 

BNC 단자， RS232 포트， 표시장치， 표시 ëR 
다 

Local 모든 운전은 이 패널부를 롱하여 제어할 수 

있다. 

사 역률 보상기 

설계한 직류 고전압 전원은 출력 전압의 리플율 줄이기 위하여 12 펄스 형태를 가지며 ， 

Thyristo r를 이용한 위상 제어 정류 방식으로 출력 전앙을 제어한다 일반적인 1 2펄스 

convert e r의 경우 3상 전원으로부터 영렬 연결된 Y, b. 변앙기를 이용하여 서로간의 위상 

차가 30도 발생하게 하여 운전하게 되며 그 회로도는 그립 l →2 -2와 같다 이때 변압기 1 

차측의 전류는 각각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lal = 으펴4 (cos8 」L cos59+ 」L cos76 - - L cos119 + -Lcos136 2N7r -a ,---- 5 ----- , 7 --- . - 11 --- --- , 13 

2 /3 T ( ~~~ ll ， 1 ~~~"ll 1 ~~~'7 ll 1 
Zn2 - --4 (cos9 + -cos56 - - cos76 - - cos118 + -cos139 - -- --- ) 

2Nπ 5 ----- 7 --- . - 11 --- --- , 13 

그러고 연압기 l차측의 총 천류 ia = i a1 + ia2 이며， 이는 아래의 식과 같다. 

L= 으펴L (cos9 - -Lcosll9 + -Lcosl39 - ----- ) “ 11 -- - --- , 13 

이로부터 12 펄스 전원의 l 차측 선 전류의 고 차항의 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힐수 있 

다‘ 
h = 12k 土 1 (여기서 k=정수) 

따라서 개발중인 천원의 경우 최소 고차항은 11차， 13차이며 이들 고차항의 주파수는 각 

각 660Hz , 780Hz 이다 

설계된 직류 고천압 전원은 Thyristor률 이용한 위상제어 정류 방식으로 출력 전압율 제 

어한다. 위상제어 정류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률 이용한 단순한 정류기에 비하여 

역률이 떨어지며 역률 보상기률 설치함으로써 이률 개선하도록 하였다‘ 일반척인 

Thyristor 위상 제어 회로의 경우 출력 전압 빛 역률은 Thyristor 위상각 Q에 대한 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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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설계된 전원의 경우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하 및 전송선 전압 강하 

를 고려하여 80%의 운전 천압을 고려한다연， 위상각에 따른 출력 전압 및 역률은 그립 

] -2 -3과 같다 그립 ]-5로부터 운전 영역에서의 위상각은 40도에서 60도 사이에 역률은 

O. 75에서 0.5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콜라이스트론은 그럽 ] - ] - 2에 나타나 있듯이 

운전 곡선을 따라 운전되며， 이는 콜라이스트론의 beam perveance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운전 전압에 따른 실효 전력은 (PL) 그립 ] -2 - 4에 나타나있으며 최대 약 1800 kW 에 이 

른다 각 운전 전압에 따른 역률을 알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총 전력 값 ( SL)을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인덕턴스에 의한 무효 전력값 (QL)을 구할 수 있다 설계 역률이 0.9 

이상이므로 이를 만촉힐 수 있는 보상 무효전력 (QC) 및 그때 캐왜시턴스 값도 그립 

] -2 - 4에 나타나있다 그립으로부터 보상해야 하는 최대 무효전력값은 약 900kVAR 이며， 

이때 캐패시턴스 값은 약 350uF 정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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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변압기 / 정류기 

변압기 / 정류기는 2대의 고전압 연압기， 2조의 륙고압 정류기로 구성된다 변압기는 

LVTR tank에서 전력을 입력받아 이를 숭압한다 연압기는 절연내압이 200kVDC 이상 되도 

록 충분한 이격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절연 내압을 위한 큰 이격은 변압기의 결합계수 

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설계시 이를 반영하였다 변압기는 권선과 core 또는 플레임간 

에 절연 내전압을 고려한 설계， 제작 외에 통일 권선에서도 핀선 절연 및 충간 내절연이 

고전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유도 내전을 시힘을 롱하여 이를 검증힐 계획이 

다 특고압 정류 모률은 2개가 서로 직렬 연결되어 200kVDC 의 절연내압을 갖도록 설계 

하였다. 륙고압 정류 모률의 입력 교류 전압은 변압기에 의해서 공급되며 6상 정류를 한 

다. 특고압 정류 모률은 각 다이오드 간의 분압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설계， 제작하 

였으며 역전압에 의해 다이오드가 파손되지 않도록 스너버 회로를 사용하였다 절연 구 

조물 위에는 conductive shield column을 충분히 설치하여 구조물 내의 전기 회로 특정 

부위에 corona discharge 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절연구조불은 절연애자， 절연 붓 

싱 1 절연 기퉁동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며， 절연구조물의 하단은 도전성 만으로 제작하 

여 접지시켰다‘ 변압기 / 정류기의 설계 제원은 아래와 같다‘ 

변압기 

l차 전앙 AC 1500V {delta} 

TR 용량 1300kVA 

상수 3상 

TR %lZ 10% 이내 

TR 2차 전압 AC 57kV {de l ta} 

TR 2차 전류 13.2A 

절연 내전압 200kVDC, l mA @ I분 

수랑 2세트 

정류기 

정격 출력 용량 1M\! 

정격 직류 전류 20A 

명균 다이오드 전류 ‘ 6. 7A 

위의 운전 조건을 만혹시키는 다이오드는 전류 여유율 25Û"-<>, 전압 여유율 150%를 고려하 

여 선정하였으며， 16.7A , 2500V의 제원율 갖는 다이오드 80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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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전압 천원 제작 및 시험 

7L VCB Panel 

VCB panel 의 모습은 그립 1 -3- 1과 같다‘ VCB는 일반 상용 제품 (한영전기공업주식회사) 

을 사용하였다. 

그림 1-3- 1. VCB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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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lTR 

LVTR의 모습은 그림 1-3 - 2와 같다 제작된 LVTR율 이용하여 일반적￡로 변압기 시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의 기준율 모두 만족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상용주파수 내전압 시험 

1차 AC 60Hz, 16kV/ I분， 2차 AC 60Hz 10kVIl분 

유도 내천압 시협 180Hz 2배 전압， 40초 

충격 내천압 시협 정극성 50us , 전파 45kV , 절단파 50kV 

절연유 시협 KSC 23이 

절연 저항 조작 회로 DC 500V , 10Mohrn 이상 

절연 내압 시협 조작 회로 AC 500V, lrnin 이상 

그럽 1- 3-2. LVT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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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 I ter IJeck 

제작된 fi1ter deck의 모습은 그럽 1-3-3과 갈다 제작된 f i I ter deck율 이용하여 아래 

와 같은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 결과 모두 요구 제원을 만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연 저항 축정 

주 회로 DC IOOOV , IOOtllohrn 이상， 측정치 ( 500Mohrn) 

제어회로 DC 500V , 1 mlohrn 이상， 축정치 (20Mohrn) 

절연 내압 시험 (교류 전압 I분 인가) 

주 회 로 씨C 2000V!l 분 

제어 회로 AC 500V!l분 

그림 1-3-3. Filter IJ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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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hyristor Panel 

제작된 Thyristor panel 의 모습은 그립 1 -3- 4와 같다. 제작된 Thyristor panel율 이용하 

여 open loop으로 SCR의 firing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도롱 전류 800A 까지 전류 및 전압 

파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3- 5, 그림 1-3-6, 그립 1-3-7 , 그립 1 -3 -8에 나타 

나 있다. 또한 800A로 운전하면서 각 부품의 온도상승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1 -3 - 1 에 나타나있다， 

그립 1-3- 4. Thyristor Panel 

표 1- 3- 1. 온도 상승 시험 

축정부품 측정치 (도) 온도 상승분 (도) 최대값 (도) 결과 

SCR Stack 27.8 3.2 40 양호 

스너버 저항 26 1. 2 70 양호 

Reactor 67.8 43.1 130 양호 

Busbar 29.5 4.8 70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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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HVS Tank 

제작된 HVS Tank의 모습이 그립 1 -3- 9에 나타나있다. 제작된 스위치률 이용하여 펄스 

。n/off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전압에 대한 펄스 파형은 각각 그립 1-3-10 , 그립 

1 -3- 11과 같다. 또한 펄스 통작시 임의로 아크 신호를 만들어 차단하는 아크 시험율 수 

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 3- 12, 그립 1 -3 - 13과 같다. 시험 결과로부터 제작된 HVS 

Tank는 설계 제원을 만혹힘을 알 수 있다-

그립 1- 3- 9. HVS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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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변앙기 / 정류기， 역률 보상기 

직류 고전압 전원 중 변압기 / 정류기 및 역률 보상기의 저1착을 완료하였으며， 그 부품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류기의 다이오드 스택 및 스너버 회로 스택의 모습은 그립 

1 -3 - 14에 나타나 있으며， 제작 완료된 정류기 탱크의 모습은 그립 1 -3- 15와 같다 제작 

된 정류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전압 절연 시험을 수행하였다 주 회로와 대지간 절연 저 

항을 메가 옴 테스터로 륙정하였으며 1000V에서 무한대 저항을 얻었다， 내압 테스터로 

DC 200 kV에서 l분간 수행하였으며 절연 내압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작된 변압 

기의 모습은 그립 1 -3 - 16에 나타나 있다 변압기 특성 실협을 수행하였으며， 2세트의 변 

압기 모두 다 설계 조건율 만족시키는 것으로 만영되었다 각 변압기에 대한 시험 성적 

서는 각각 그립 1 -3 - 17과 그립 1 -3- 18에 나타나 있다. 제작된 연압기도 정류기와 마잔가 

지로 고전압 절연 시험을 수행하였다. 1차 권선 2차 권선 사이， 1차 핀선 접지， 2차 권 

선 접지사이의 절연 저항을 메가 옴 테스터로 측정하였으며， 모두 DC 1, OOOV에서 50 MQ 

이상의 기준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1차 권선 철심， 2차 원선-철심간의 절연내압도 

측정하였으며 ， 1 차 권선-첼심사이에는 AC 3 , 0001'에서 l분간 ， 2차 권선→칠심사이에서는 

DC 100 kV에서 I 분간의 시협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작된 역 

률 보상기의 내부 모습은 그립 1 -3- 19와 같다. 제작 완료된 역률 보상기에 대해서 JocaJ 

on I off 빛 remote on I off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OCR , Fuse , I\'VS (Neutra l Vo l tage 

Sensor ) 둥에 대한 fauJt 시협을 수행한 결과 모두 합 판정 기준을 만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특성 실험을 완료한 변압기 / 정류기 세트의 고전압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중 장비 배치 모습은 그립 1 -3-20에 나타나 있다 연압기 전단에 I VR을 설치하 

여 전압율 조절하였으며， 고전압 프로브 (North Star VD150 , 15 ， 000:1)를 이용하여 인가 

고전압을 측정하였다. 전압 - 100 kV에서 약 l시간 20 분통안 fault 없이 고전압을 인가 

하였으며， 전압 따형 관찰 결과 첨두 리플은 약 10 % 정도였다. 시험시 변압기 및 정류 

기 내부에서 가몸씩 튀는 소리가 감지되었으며， 전압 파형에 아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되 

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는 아직 절연유내의 기포가 아직 빠지지 않고 터지는 소리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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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3- 14 . 정류기 내부 모습 (다이오드， 스너벼) 

그림 1- 3- 15. 제작된 정류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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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3- 19 . 제작된 역률 보상기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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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3-20. 저1작된 정류기 / 변압기 고전압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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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종합 성능 시험 

제작된 고전압 전원의 종합 성능 시협율 수행하였다. 장치의 최대 제원으로 시협율 힐 

정도의 수전 설비 및 부하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출력에서 펼스 형태로 종합 성 

능 시험율 수행하였다- 시협 조건은 아래와 같다-

- 펄스 천압 95 kV 

- 펼스 전류 19 A 

- 펄스 폭 1ms 

- 반북률 10Hz 

- 운전시간 1시간 

위와 같은 조건으로 l시간통안 운전한 결과 fault가 없었읍율 확인하였다 시협시 펄스 

파형은 아래와 갈다. 

짧딸g 
r 
F 

’
L ++•++++++• 

-•• 

ð.: 460mV 
@: -6.36 V 

Ch1 Low 
- 6.46 V 

→十서+카-

[2 

tmI1:õõγ 
’ “-‘ 

A Ch 2 f 3.60 A 
12 Feb 2008 

lJ t 'P 13.96000ms 22:29:55 

그립 1- 3-21. 종합 성능 시험시 펄스 파형 

( Ch1 천압， Ch2 전류 10A/ div. 가로축 1ms/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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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고주파 원 펄스 고전압 전원 개발 

1. 100 MeV 가숙기 고주파 시스템 

가 개요 

국제 자문 회의 (lAC)의 권고에 따라 PEFP 100 MeV 가숙기의 빔 듀티가 8 % (1. 33ms , 

60Hz)로 변경되었다 (Report from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Feb. 21 , 

2006)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고주파 시스템율 8 % 듀터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아 

니연 새로운 시스멈율 개발해야하는지에 관한 타당성 연구룰 수행하였다. 표 2- 1 - 1 에 

100 MeV 가숙기에서 요구되는 고주파 시스법의 요구 사양을 정리하였다. 표 2- 1 - 1 에서 

알 수 있듯이， 20 ~leV~ 1 00 MeV 사이의 가숙기에서 요구하는 첨두 고주파 전력은 20 MeV 

가숙기에 비해 높다. 이는 듀티가 줄어굶에 따라 가숙전장의 크기가 1. 3 MV/m에서 2.6 

싸1m 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00 ~leV 가숙기의 고주파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립 2- ]- ] 

에 보였다‘ 현재 개발된 20 ~ leV 까지의 가숙기의 고주따 시스랩에 대해서는 기존의 

TH2089F 연속 출력 클라이스트론 및 고전압 전원을 수정없이 사용할 예정이다. 20 MeV에 

서 ]00 ~leV 까지 가숙하는 DTL의 고주파 시스랩은 20 MeV DTL과는 탈리 하나의 클라이스 

트론으로 하나의 탱크를 구몽하고 또한 두 대의 콜라이스트론을 하나의 모률레이터로 운 

전힐 계획이다 이러한 고주파 시스템의 구성에 따르면 요구되는 고주파 시스템의 첩두 

전력은 9 % 듀티어1 1. 6 MIV 정도이고 모률레이터의 첨두 전력은 8 MW 정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양율 바탕으로 고주따 시스랩의 각 구성풍틀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3-2-1 , 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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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100 MeV 가속기의 고주따 요구 사앙 

Tank number 
Energy (MeV) 

EO (MVlm) 
Peak RF power (kW) 

(In I Out) (Total I Cu I Beam) 

Tankl 3.0 I 7.2 1. 3 225.0 I 141.6 I 83.4 

Tank2 7.2 I 11. 5 1. 3 225.0 I 138.8 1 86.2 

Tank3 11. 5 I 15.8 1. 3 224.0 I 138.3 I 85.7 

Tank4 15.8 I 20.0 1. 3 221.0 I 137.1 1 83.9 

Tank5 20.0 I 33. 1 2.58 1093.1 1 832.4 I 260.6 

Tank6 33. I I 45.3 2.58 1070.7 I 825.1 1245.6 

Tank7 45.3 I 57. 1 2.58 1072.7 I 837.5 I 235.2 

Tank8 57.1 / 69.1 2.58 1058.6 I 818.9 / 239.8 

Tank9 69.1 I 80.4 2.58 1039.4 I 813.8 ! 225.7 

Tank10 80. 4 / 92.0 2.58 1017.5 I 786.0 I 231.5 

Tank11 92.0 I 103.2 2.58 1018.9 / 795.1 1 223. 7 

3 MeV 

100 MeV 

o Mod비ator "y Klystron 

그립 2-1-1. PEFP 100 MeV 가숙기 고주파 시스램 

(20 MeV 까지는 현재의 시스템율 그대로 사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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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라이스트론[3-2-3] 

가속기의 운전 주파수 빛 가속 전장의 크기률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콜라 

이스트론이다. 운전 주파수 350 MHz , 첨두 전력 1. 6 MW에 9 % 듀터률 가지는 새로운 클 

라이스트론율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재 20 MeV 가숙기에서 사용 중인 

클라이스트론 (TH2089F)율 100 MeV 가숙기에서 요구하는 고주파 사양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THALES에 의해 수행되 었다. 

타당성 연구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각각 수정이 전혀 없는 

경우， 약간의 수정， 전면적 수정의 경우이다 우선， 수정율 전혀 하지 않율 경우 

TH2089F 클라이스트론은 첨두 전력 1. 35 ~IW에서 1.5 ms의 펄스폭율 가지고 60 Hz로 운전 

가능하다 또한 이론적 계산 및 모의 실힘을 통해 출력공동을 조금만 수정하면， (결합계 

수률 다소 조정하여 Q를 39에서 26으로 낮추면) 첩두전력 1. 6 MW에서 9 % 듀티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만명되었다 이 경우 클라이스트론 105 kV, 25 A로 운전하여야 한다 첩 

두 전력이 1. 6 ) IW를 초과할 경우 고주파 공동을 비롯하여 전자총， 집속 전자석 동에 대 

한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TH2089F 클라이스트론에서 

출력 공동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 첩두 전력 1. 6MW, 9 % 듀티 운전이 가능함을 타당성 

연구로부터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TH2089F 클라이스트론을 1. 6MIV 펼스 클라 

이스트론 (TH2089K) 으로 수정， 개발하는 연구가 프랑스 THALES에서 진행되었다. 

TH2089F 클라이스트론의 전자총 구조률 이용하여 1. 6MW 고주파 증폭에 적합한 천자빔 인 

출 계산 결과가 그립 2-1-2에 나타나있다 이 경우 전자총 구조는 TH2089F 콜라이스트론 

과 통일하며， 1. H1W 출력에 적합한 전자빔 인출 계산 결과도 역시 그립 2- 1 -3에 나타나 

있다.1. 6MW 출력의 경우 전자빔 반경이 1. 1MW 출력의 경우에 비해서 약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집숙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입력 고주파 전력에 따른 출 

력 고주파 전력 계산결과가 1. 6MW , 1. 1MW 출력에 대해서 각각 그립 2- 1-4와 2- 1 - 5에 나 

타나 있다. 이 계산 결과로부터 1. 6MW 출력의 경우가 1. l MW 출력의 경우에 비해서 오히 

려 출력 륙성이 더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력 고주파의 bandwidth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립 2- 1- 6, 그립 2- 1 - 7에 비교되어 있다. TH2089K 클라이스트론도 역시 

- ldB bandwidth가 0.6 MHz 정도가 되므로 요구조건율 만촉시킴율 알 수 있다. 설계된 

l ‘ 6써W 콜라이스트론 (TH2089K)의 제원이 표 2- 1 -2에 나타나 있다. 현재 TH2089K 콜라이 

스트론은 프랑스 THALES사에서 개발 중에 있다. 

TH2089K 클라이스트론의 효율은 약 60% 정도이다. 지금까지 THALES 에서는 첨두 고주파 

전력 1. 6~， 펄스폭 1.5ms, 고주파 듀티 9% 의 클라이스트론율 시험할 수 있는 test 

bench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높은 고주파 듀티를 갖는 콜라이스트론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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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둘의 요구 (특히 1LC 관련 연구자) 가 늘어남에 따라 첨두 고주파 전력 3.2MW , 최대 

펼스폭 2ms의 진공관을 시험할 수 있는 test bench률 개발힐 것을 결갱하였으며 ， 200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TH2089K 콜라이스트론도 

THALES 공장에서 전 출력 시험율 힐 수 있게 되었다 현재 THALES에서 개발중인 test 

bench의 모습이 그립 2- 1 -8에 나타나 있다 

표 2-1-2. 펼스 모드 콜라이스트론 제원 

조건 값 

최대 히터 천압 30 V 

최대 히터 전류 30 A 

최대 법 전압 107 kV 

최대 빔 전류 26 ~ 

최대 앙극 전앙 71 k\ 

최 소 gun perveance 1. 4 llperv 

최 대 gun perveance 1.6 llperv 

최대 양극 전류 8~ 

최소 캠두 고주마 전력 1. 6 MW 

최소 명균 고주파 전력 144 kW 

최대 입력 고주파 전력 140 11' 

최소 bandwidth (- ldB) 0.6 MHz 

최소이둑 41 dB 

최소 효율 (부하 VSWR < 1. 2) 58 % 

최 대 Body power 8 kW 

최 대 。utput cavity power 8 kW 

최대 이온 혐프 전류 10 llA 

최대 슐레노이드 전자석 전류 12 A 

최대 슐레노이드 전자석 전압 300 V 

End of life criterion 

loss of nominal perveance gun 10 % 

loss of nominal gain 3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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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1-2. TH2089K klystron electron gun simulation (J 05kV , 25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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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1- 3. TH2089F klystron electron gun simulation (93kV , 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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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1-8. Test station at THALES 

(3.2 MW peak power. 2 ms puls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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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률레이터 [3-2- 4 -7] 

20 MeV 가숙기에서 사용 중인 서률레이터 (AFï GmbH )는 순방향으로 1. 3 MW률 연숙적으로 

전송가능하며 또한 역방향으로 350 MHz에서 우l상에 관계없이 1. 3 MW 까지 사용이 가능한 

사양을 지나고 있다. 서롤레이터에서는 명균 전력뿐만 아니라 첩두 전력도 중요한 변수 

인데， 이는 첩두 전력에서 비롯되는 서률레이터 내부의 아크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반사파 전력이 전혀 없율 때의 최대 순방항 전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륙성 전력율 고려 

하여야 한다 20 MeV 가숙기에 사용되고 있는 서률레이터의 경우 특성 전력은 350 MHz에 

서 5.2 MIV 이다 이 경우에 대하여， 순방항 전력에 따른 최대 허용 반사파 전력율 계산 

하면 그림 2- 1 -9와 같다 그립 2- 1 -9에 따르연， 최악의 경우 1. 6 MIV 첩두 순방향 전력에 

대해 최대 허용 역방향 전력은 대략 1 MW 정도이다‘ 최악의 경우란 서률레이터의 위치가 

서률레이터와 클라이스트론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재파의 최대진폭 위치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 아크의 발생 시 고주파 시스템은 5 마이크로초 이내에 정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현재 사용 중인 서률레이터가 가속기로부터 전반사되는 전력을 감당하지는 못하지 

만， 5 마이크로초 내에 정지 가능한 고주따 시스템율 구비한다면 1 00 ~leV 가속기에 사용 

가능힐 것으로 안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서률레이터는 수정 없이 그대로 

1. 6 ~1W， 9 % 듀티의 고주파 시스램에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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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9. 첨두 순방향 전력에 따른 최대 허용 반사파 전력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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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주파 창 

현재 20 MeV 가숙기에서 사용 중인 고주따 창은 THA댄S 사의 제품으로 planar 타입이며 

륙생 전력은 350 MHz에서 약 960 kW 이다 고주파 창에서는 첨두 전력 보다는 평균 전력 

이 보다 더 중요한 변수인데 ， 이는 고주파 창의 주요 파손 원인이 세라믹의 가열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고주파 창은 100 MeV 가숙기에도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만단된다 왜냐하면 9 % 듀티률 가정힐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고주 

따 창으로도 2. 7 \IIV까지의 전반사를 견틸 수 있기 때문이다. 1. 6 MW , 9 % 듀터의 경우， 

전반사일 때의 유효 명균 전력은 그림 2- 1 - 10에 보인 것과 같이 륙성 전회의 삼분의 이 

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고주파 창은 아무런 수정없이 l ‘ 6 ~IW ， 9 % 듀 

터를 가지는 고주파 시스템에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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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1- 10. 전반사인 경우 고주따 창에 걸리는 유효 명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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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주파 결합기 빛 도파관 부품[3-2- 4 -7] 

현재 20 MeV 가숙기에 사용 중인 고주파 결합기는 ridge loaded 도파관 타입의 아이리스 

결합기이다.9 % 듀티 일 때 고주파 결합기가 감당해야 하는 첩두 전력은 1 MW 이고 명 

균 전력은 90 kW 이다. 현재 사용 중인 고주파 결합기의 경우 첩두 전력 225 kW , 명균 

전력 54 kW로 운전 중이다. 현재 운전 중인 조건과 비교하면 9 % 듀티 일 경우 요구되는 

전력이 다소 높긴 하지만 SNS에서 사용 중인 조건과 비교하연 삽분의 이 이하로 낮다 

따라서 냉각 설계를 좀 더 주의 갚게 하면 현재 사용 중인 고주파 결합기를 9 % 듀티 일 

경우에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주파 도파관은 20 Me\l에 사용된 IVR2300 도파관이 9 % 듀티 일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힐 

예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WR2300의 이론적 허용 전력은 약 700 MW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도파관율 9 % 듀티 일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 

결론척으로 현재 사용 중인 고주파 결합기와 도따관 부품을 1. 6MW , 9 % 듀티 고주따 시 

스템에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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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모둘레이터 [3-2-8-13] 

9 % 듀티률 가지는 가숙기의 경우， 한 대의 모률레이터가 두 대의 콜라이스트론율 동시 

에 구통하게 된다. 사실 9 % 듀티률 가지는 가속기에서 모률레이터는 가장 중요한 부풍 

중에 하나이다 설계된 콜라이스트론 운전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두개의 콜라이스트론율 

운전할 수 있는 모률레이터의 요구 제원은 아래와 같다‘ 

- 최대 첨두 전력 5. 8 ~IW 

- 출력 전압 범위 52 ‘ 5 ~ 115.5 kV (-50% ~ +10%) 

- 펄스폭 1. 5 "'s 

- 반북율 60 Hz 

요구되는 펄스폭인 1.5 ms는 상대적으로 긴 펄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또한 요구되 

는 듀터도 9 %로 높은 수준이다 9 % 듀티를 가지는 가숙기에서 사용 가능한 모률레이터 

로는 네 가지 타입이 있다. 

첫 번해 타입은 hard tube 타입의 pulser이다 이러한 모률레이터는 직류 고전압 천원을 

사용하고 모률레이팅 애노드 전압을 스위칭하여 펼스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이며 그 회로 

도는 그립 2-1-11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형태의 모률레이터는 개념이 간단하고 L.~NL의 

L씨SCE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프 듀터 통안에도 콜라이스트론의 고전압부에는 고전 

압 상태로 유지된다는 단점을 지니며 대용량의 정류 캐패시터가 필요하고 또한 크로바와 

같은 아크 전력을 제한힐 수 있는 장치가 부가척으로 필요하다 또한 펄스 시간 내에서 

는 전압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작은 단순히 캐패시터에 저장왼 에너지를 방전하는 

형태이며， 시정수는 RC 이다. 이련 이유 때문에 전압 펄스에는 droop이 필연척으로 발생 

하게 되며， droop율 줄이기 위해서는 캐패시터의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캐 

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캐왜시터에 저장된 에녀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캐패시턴스률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출력 전압의 droop 이 커지는 단점 

이 있어， 전압 droop과 저장 에너지 사이에 타협율 이루어야 한다. 이틀 전압 droop 과 

저장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그립 2- 1-1 2에 나타나 있으며， 대개 droop 5~1 0%， 저장 에녀 

지 ~ 50 kJ 정도가 흔히 사용되는 영역이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개발 중인 J - PARC 가숙 

기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모률레이터를 적용하였다 

두 번째 타입은 보상 연압기 타입의 pulser이며 그 회로도는 그립 2-1-13에 나타나 있 

다- 이 러한 타입의 모률레이터는 단순한 캐패시터 방천 회로이고 주방전 호|로에 bouncer 

회로률 추가하여 명탄한 펄스률 공급하는 모률레이터이다 FNAL에서 ITF ( TESLA Tes t 

Faci lity)에 쓰일 장펼스 (~lms) 공급용으로 개발되어 10년 정도 사용되었다. 이는 또한 

lLC (lnternation Linear Collider)에 쏘일 모률례이터로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운전 

사양은 115 kV , 130 A, 1.7 ms , 5 Hz 이고 톡일의 PPT 사에 의해 상엽적으로 구매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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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러한 타업의 모률레이터 역시 아크 에너지 제한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아 

직까지 높은 반북율 (>10 Hz) 내지는 높은 명균 전력 (> 150 kW)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 

란 단점이 있다-

세 번째 타입은 직류 모률레이터 타입이며 그 회로도는 그립 2- 1 - 14에 나타나있다. 이는 

약 100 여개의 하위 모률율 직렬연결하여 고전압율 얻는 구조이다- 하위 모률의 롱상적 

인 사양은 1 kV 전압에서 명균 전력 20 kW이며 출력전압은 하위 모률의 lGBT의 스위칭을 

제어하여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타입의 모률레이터는 LEDA 프로젝트의 클라이스트론 직 

류 전원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아크 에너지 제한 장치가 필요 없지만 장시간 펼스 운전 

경험이 없다란 단점이 있다 최근 이러한 타입의 모률레이터는 방송용 시스템에 널리 쓰 

이고 있으며 TBM과 같은 방송 장비 공급업체룰 통해 상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풀 브리지 형식과 펄스폭 연조 방식을 사용하는 고주따 스위칭 전원이며 그 

회로도는 그럼 2- 1 - 15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방식의 모률레이터 개념은 십여년 전에 나 

왔으며 저출력 모률레이터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SNS에서 처음으로 고출력 모률레이 

터용으로 적용되었으며 사앙은 140 kV , 11 ~I\I' peak , 1‘ 3 ms , 60 Hz 이다. 이러한 타임의 

모률레이터는 아크 에너지 제한 장치가 필요 없다 하지만 고출력용으로 사용된 사례는 

SNS 경우가 처음이므로， 장시간 펼스 운전에 따른 신뢰성을 명가하여야 한다. 이 러한 타 

업의 모률레이터는 미국의 Dynapo \I'er company<>l]서 상업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타입의 모률레이터를 표 2-1-3에 정리하였다， 그동안 실제적으로 

가용한 기술， 개발 가능성， 가격， 개발 기간， 신뢰성 동의 축면에서 이률 전원을 비교하 

였으며， 그 결과 네 번째 타입인 full bridge PWM 방식을 사용한 고주파 스위칭 전원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용가능하며， 개발 가능한 전원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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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3. 9 iI6 dllty 가숙기에 적용가능한 모률레이터 형태 정러 

Hard tube type 
Compensated 

Series connected Full bridge 
transformer 

- Modulating anode - Capacitor discharge - Series connected - Full bridge resonant 

power supply 0띠off with bouncer so lid state module converter with PWM 

- simple concept - 115 kV, 130 A, - 100 kV, 20 A CW - 140 kV, II MW 

- high voltage on 1.7 ms, 5 Hz (96 modules) pea k, J.3 ms, 60 H z 

the tube always - operated during - need many modules - new technology 

- big capacitor storage 10 years - (long) pulse reliability ? 

energy - need crowbar operation ? - need no crowbar 

- need crowba r - high repet…011 rate ? - need 110 crowba r - supplier 

- high average power ? - supplier (LANL), Dynapower 

- supplier TBM . Continental 

(FNAL), PPT 

LANSCE, J-PARC ITF, ILC baseline LEDA, broadcasting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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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 100 MeV 고주파 시스랩 사. 

콜라이스트 표에서 불 수 있듯이， 요약하였다. 20-100 MeV 고주파 시스템율 표 2- 1 -4어l 

。
를
 擺콜라이스트론의 경우 출력 공동의 결합 계수를 조금 조 

큰 수정이라고 볼 수 

상태이다 

없으며 다른 연수들은 콜라이스트 

모률레이터의 경우도 

고주파 현재 사용 중인 고주따 부품률은 대부분의 

그러 

결정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제조사인 THALES사에서 

제외한 모률레이터를 빛 론 

SNS에서 사용되 

그것보다 낮기 

현재 

SNS의 

론 

전력이 

판단된다 

고 있는 HVα1율 사용힐 계획이며 ， PEFP 시스템의 경우 첨두 

모률레이터 개발 및 운전은 큰 어려옵이 없다고 때문에 ， 

정리 

Components Requirements 
Required 

Status 
number 

- 350 MH z Existing TH2089F can be used with slight 

Klystron - 1.6 MW peak 7 Illoditìcation at the coupling beta of the 

- 1.5 IllS, 60 Hz Olltput coupler 

- 350 MH z Existing AFT Y-jllnction circulator can be 

Circulator - 1.6 MW peak forward 7 used (for 1.6 MW peak fOlward, reverse 

- 1.5 IllS, 60 Hz power should be limit잉 to - IMW) 

- 350 MW Existing THALES planar type window can be 

RF window - 1.6 MW peak forward 7 lIsed (it can withstand full reflected power at 

- 1.5 IllS, 60 Hz 1.6 MW peak forward) 

- 350 MW 

- 1.6 MW peak forward 
Ex.isting ridge loaded waveguide type with iris 

RF coupler 7 coupling RF coupler can be used with careful 
- 1.5 ms, 60 Hz 

∞oling design 

Waveguide - 350 MHz Ex.isting wav앵lIide components can be used 

components - WR2300 without modification 

- 5.8 MW peak power 
Existing HVOC can not be used directl y 

- 1.5 ms, 60 Hz 
1t should be selected among several candidate 

Modulator - max . 115 kV 4 

- < 1% ripple 
(the most feasible one is the full bridge 

resonant converter with PWM used for SNS) 
- < 20 J ar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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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펼스 고전압 천원 개발[3-2-1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주파 원 펄스 고전압 전원으로서 미국 SNS에서 사용된 high 

voltage converter modulator (HVCM) 형태의 천원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최첨단 기술율 사용한 점， 둘째 cro"bar률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 그러고 SNS에 사용되었으며， 그동안 SNS 운전 경험이 많이 쌓여 있다는 접이다. 개 

발 예정인 HV에은 한개의 HVαl으로 두개의 클라이스트론율 구동하는 것으로 하여 최대 

첨두 전력 5.8 MW , 출력 전압 범위는 운전 전압의 - 50% .... +10% 를 고려하여 52. 5 ~ 

115.5 kV 사이로 결정하였으며， 이때 펄스폭은 1. 5 ms , 반북울은 60 Hz , 출력 전압 

regulation은 '" 1% 이내 1 출력 전앙 droop은 1% 이내이다- 이 전원은 60 Hz substation , 

SCR substation , high vo ltage converter modulator 그러고 contro l panel 부분으로 나 

누어 볼 수 있으며， 그 회로도는 그립 2- 1 - 15와 같다. 

가 회로 해석 [3-2 - 15] 

HVC~I 회로는 고주파 변압기를 기준으로 하여 l차축과 2차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차 

측은 3상 H- bridge (Fu ll bridge) converter 형태이며， 2차측은 기본적으로는 3상 정류 

시스템이나 변압기 2차측 누설 인덕턴스와 공진할 수 있는 캐돼시터를 설치하였으며， 밀 

터 캐돼시터단의 중간점을 Y 결선 변압기의 중성점과 연결한 star po in t connect ion 방 

법을 사용한 polyphase resonant 회로이다 회로 해석에 필요한 polyphase resonant 회 

로는 그립 2-2 - 1 과 같다. 회로 해석은 단상 전원 (여기서는 Ea) 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다음의 세 가지 모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률 위하여 PSPJCE 코드를 이용하여 시율 

레이션율 수행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모델은 그립 2-2 - 2와 같다. 회로 동작시 부하 전류 

및 부하 전압 파형은 그립 2-2-3과 같으며， 각 동작 모드에서의 해당 천류 빛 전압 파형 

은 그립 2-2-4에 나타나있다. 

모드 1 모드 l번은 Ea 의 전압이 -E에서 +E로 바뀌는 순간에 시작한다 이때는 다이오 

드 02 는 전류 도몽율 멍추게 되며 회로 조건은 다음과 같다. 

Ea = +E . Eb = - E. Ec = + E 

- 05 , 여는 。n ， 나머지 다이오드률은 。ff

la = 0 {왜냐하면 02가 。ff 되었기 때문) 

이 상태에서는 그립 2-2 - 1의 회로에서 변압기 누설 인덕턴스 La 와 공진 캐때시터 Ca 가 

서로 공진하게 된다 이때 La로 흐르는 전류는 Ca를 충전하게 되며 따라서 a 점의 전압 

은 증가하게 된다. a 점의 전압이 중가하여 그 값이 전원 전압 +E 와 같아지게 되연 다 

이오드 Dl은 도통율 시작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동작 모드 1 이 된다 

모드 2 : 모드 2는 a 점의 전압이 전원 전압 +E와 같아져， 다이오드 Dl 이 도롱하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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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시작된다. 이때에는 다이오드 Dl과 05가 도롱하며， 04는 여전히 도롱 상태 이다. 

이때에는 전류값이 크므로 Dl, 05 의 전류는 부하로의 전류공급이외에 Cup율 충전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Clow는 방전하게 되며， 이들 전류의 합은 star point로 도통된다. 이때 

star point로의 천류 파형은 그립 2-2-5에 나타나 있다 그립 2-2-6에는 필터 캐왜시터 

의 전압 파형이 나타나 있다. 이들 Cup 과 Clow은 서로 충 / 방전을 교대로 하게 되며 

이때 전류는 star point 로 도롱됩을 알 수 있다. 모드 2는 Ec의 극성이 +E에서 - E로 전 

환되는 순간에 같나게 된다 

모드 3 모드 3은 Ec 의 

는데 까지이다. 

二p.Jol-, 0-1 바핍 에 따른 05의 전류가 급속히 감소하여 도롱율같내 

해서 세 가지의 

6번 반북되어 총 

기준으로 

주기 내에 

이와 같이 HV에 회로는 l상 전원율 

이와 같은 통작 모드가 1개 고， 

동작 모드로 해석힐 수 있 

18개의 도통 모드가 존재한 

다‘ 
출력 전압은 lGBT의 도통 시간율 제어하여 조절하는 PW~I (PU 1 se Iï i d th \lodulat ion) 방식 

을 사용하고 있으며， IGBT 스위칭 듀티에 대한 출력 전압의 변화는 그립 2-2 - 7과 같다 

계산에서는 부하는 일정하다고 

이용하였다 이때 shift 방법율 

가정하고 계산하였으며， PW\I은 full bridge에서 phase 

전류 전압 파형은 그럼 2-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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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드웨어 륙성 [3-2-16- 18] 

60 Hz substation 에는 VCB 및 수전 전압으로부터 SCR substation 에 적합한 전압으로 

전압을 감압시격주는 변압기가 있으며， harmonic filter 가 위치한다 SCR subs ta ti on 

에는 3상 controll ed rectifier로 사용되는 SCR uni t 가 위치한다. 개발하려고 하는 펄 

스 고전압 전원의 륙징은 high voltage converter modulator unit이며 ， 이곳은 에너지 

저장 필터 capac i tor , I GBT 스위칭 어셈불리 ， 고주파 연압기 ， 정류기 그러고 필터 섹션 

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저장 될터 capacito r는 lGBT 섹션에서의 스위청 주파수인 20 kHz의 용도에 맞도 

록 고출력 펼스 운전이 가능하며 및 낮은 인덕턴스률 가져야 한다 보통 고 주파수， 고 

출력 펄스 용도에는 필름 캐왜시터가 좋은 륙성을 갖는다. 필름 캐왜시터는 보통 휠름/ 

포일 캐왜시터， metalized 필름 캐왜시터 그러고 mixed technology 캐왜시터 동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필름/포일 캐패시터는 두 개의 금속 포일 (보롱은 알미늄) 사이 

에 플라스틱 필름을 키워놓은 것으로， 보통 플라스틱 필름으로는 po lyester , 

po Iypropy I ene , po l yca rbonate 둥이 사용된다. 보통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의 두께는 

2~20pm 정도이며 ， 알미늄 포일의 두께는 5~9 11m 정도이다 이와 같이 포일 사이에 플라 

스틱 필름을 끼워놓은 레이어의 양쪽에 다시 플라스틱 띨름을 설치하여 이것을 실런더 

형태로 감아서 캐왜시터를 제작한다 이와 같이 제작된 필름/포일 캐왜시터의 륙정은 절 

연 저항이 크고， 캐돼시턴스 안정도가 뛰어나며， 고주파에서도 비교적 손실이 적고1 펄 

스 전력 용랑이 크다는 것이다 ~letal i zed 필름 캐패시터는 금숙 포일을 사용하는 대신 

에 플라스틱 필름 자체에 금숙 박막을 입혀 사용하는 것으로 알미늄 혹은 아연으로 만들 

어지는 금속 박막의 두께는 0. 02 ~ 0. 05 μm 정도이다 Metalized 필름 캐패시터의 가장 

큰 특정은 부피률 줄일 수 있다는 것 이외에， sel f heal ing 륙성율 가지고 있다는 것이 

며 이것이 필름/포일 캐왜시터에 비하여 뛰어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캐때 

시터의 경우 두개의 인접한 전극이 접혹하였을 경우， 단락 현상 때문에 캐왜시터에 저장 

된 에너지가 이곳에서 소모되어 캐돼시터률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metal ized 필름 캐돼시터의 경우 박막 두께가 앓기 때문에 두개의 인접한 도체가 접촉한 

다고 하더라도 접촉한 부분의 금속 박막만 vaporize 되고， 일단 금속 박막이 없어지면 

그곳은 다시 절연이 되기 때문에 캐돼시터률 계숙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사용되는 금숙 박막이 앓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것을 se l f heal ing 현상이라고 

부른다 Self healing 시에는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만이 소모되며 그 지숙시간은 약 10 

115 이내이다. 실제로 SNS 의 HV에에 사용된 캐왜시터는 오일 합침성이 좋은 hazy 

polypropylene울 사용한 sel f heal ing 성질율 강고 있는 metalized 필름 캐패시터이며， 

Thomson Passive Components (현재는 AVX) 사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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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 스위칭 플레이트 어셈블리는 PCB 기판처럼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스우l청 플레이트 어셈블리는 총 3개가 설치되며， 

각각의 어셈블리에는 네 개의 IGBT가 H-bridge topology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SNS 의 

경우 사용된 IGBT는 3300 V, 1200 A 용량 (Eupec FZ1200R33KL2) 이다 각각 어셈불리에 

서 IGBT 배열은 인벅턴스률 최소화하는 구조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된 인벅턴스 값은 약 4 

nH 정도이다. IGBT 스위치와는 영렬로 저 인덕턴스 ( ~9nH ), 고 주파수 bypass 캐돼시터 

가 설치되며 SNS의 경우 General Atomic Energy Products (이전 、laxwell )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IGBT 스위칭 플레이트 어셈블리의 인덕턴스는 약 ~7 nH 정도 

이다 

고주파수 고출력 펄스 변압기의 코아로서 amorphous nanocrystall i ne 재료를 사용하였 

다. SNS의 HVCM에 사용된 재료의 륙성은 표 2-2 - 5와 같다. Amorphous nanocrystall ine 

재료는 주파수 빛 자기 flux 관접에서 좋은 륙성율 갖고 있으며 “zer。

magnetostriction ’ 륙성도 있다 코아 원선은 두개의 single layer 솔레노이드로 되어 

있다. 권선후 연압기 높이는 대개 610 mm 정도이고 총 무게는 68 kg 정도이다. 연압기의 

2차 권선에서는 누설 인덕턴스률 이용하여 2차측에 설치된 류닝 캐왜시터와 공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율 한다 첫째 lGBT의 스위칭시 

"zero voltage switching" 조건을 제공， 둘째 전압 숭압 효과이다. 흔히 반도체 스위치 

에서의 손실은 스위칭시 발생하는 스위청 손실과 전류가 흐률 때 발생하는 전도 손실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 zero voltage switching’ 현상율 이용하여 스위청 손 

실율 줄일 수가 있으며， 사용되는 스너버 소자의 부답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NS 

HV때의 경우 변압기 권선비는 1 19 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진 현상을 이용하여 실 

제적인 변압비는 1 60 정도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변압기가 l차12차축이 같은 

“ vo1tage-per-turn" 비를 가지는 것에 비하여， 공진 현상율 이용한 경우에는 2차측에서 

"voltage-per-turn" 비의 수 배되는 전압을 얻율 수 있는 것이 륙정이 있다. SNS HVCM 

의 경우 튜녕 캐왜시터로 Atomic Energy Products (전 Maxwell) 사에서 제작한 캐왜시터 

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20 kHz 주파수에서 용량이 수 MVAR 정도이며 160 kV 첨두 

전압에 대해서 100 % 극성 변화가 가능한 륙성율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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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5. 변압기 코아 재료인 amorphous nanocrystalline 

Permeability 50 , 000 

Lamination thi ckness 00008 ’ ( ~20μm) 

Laminati on insulation 111m Naml i te 

Stacking fac tor ~ 90 % 

Bsat 12. 3 kG 

Core 10ss (SNS case) ~ 300 W 

Core weight (SNS case) ~ 43 kg 

Power (each core) 330 kW 

연압기 2차측 정류는 20 kHz , 6펄스 정류방식이다 정류 다이오드는 저 손실， fast 

recovery 다이오드이며 ， SNS HVα1의 경우 1XYS 사 제품인 1, 600 \' , 70 A 용랑의 lon 

imp lan ted 된 다이오드를 사용하였다 다이오드 및 스너버로 구성된 다이오드 어셈블리 

와는 영렬로 캐패시터를 설치하였다. 이 캐왜시터는 변압기의 shunt peaking 캐왜시터 

처럽 동작하게 되며 ， 연압기 튜닝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캐패시터를 설치한 목 

적은 다이오드 스위칭시 transi ent에 의한 효과률 제거하고， 또한 다이오드로부터 

대Ii Il er ’ 캐때시턴스를 제거하는 것이다 ’ Mi Il er ’ 캐왜시턴스는 다이오드 스택에 심각 

한 과전압을 유기할 수 있으며， 캐돼시터를 설치합으로서 이러한 현상율 제거할 수 있 

다. 다이오드 스택과 영렬로 연결되는 캐왜시터는 SNS HV에의 경우 Atomic Energy 

Products ( 전 Maxwell) 사의 제품율 사용하였다. 

출력단 필터는 “Pi - R’ 네트워크률 사용하였다 필터 캐돼시턴스는 적당한 밀터렁이 가능 

하며， 또한 저장에너지를 최소화힐 수 있는 값율 션택하였다 이때 필터 리플 주파수는 

120 kHz 이t:t 

HVCM 제어률 위한 LocaJ Control Panel (LCP)은 SCR control1 er , 캐왜시터 뱅크， lGBT 

스위청 네트워크， 오얼 탱크 어셈블리， 출력 륙성값 퉁 converter modulator 전반에 걸 

쳐 제어 빛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 제어보드에서는 캐돼시터 방전에 따른 출 

력 전력 저하률 보상해주는 DigitaJ Signal Processor (DSP)률 갖추고 있다. 일반척으로 

펼스 운전의 경우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함에 따라 RC 시정수를 갖는 전압강 

하가 나타나는데 ， HVCM 에서는 adapti ve f eed- f orward 제어와 feedback 제어 알고리즘율 

이용하여 20 kHz의 스위청 주파수로 통작하는 IGBT의 On/ OFF 제어 축 PWM (Pu1se Width 

ModuJ ati on) 방식율 이용하여 전압 강하 빛 펼스 초기에 나타나는 오버슈트를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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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 개발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은 미국 Dynapower 사와 공통으로 진행하였다. 개발하려고하는 HV이 

의 회로도는 그림 2-1-15와 같으며，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립 2-2-9에 나타나 있다. 그립 

2-2 -9의 블록 다이어그랩에 나타난 주요 구성 부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짙다. 

HVCM의 입력 전압은 주 전력 전압으로 3,300 VAC , 60 Hz , 3상 천원이 사용되며 ， 모터나 

냉각팬 구통율 위하여 440VAC , 3상， 60Hz 전압， 그러고 제어 시스뱀을 위하여 220VAC , 1 

상， 60Hz 전압이 필요하다 개발중인 HVα|의 출력 제원은 다음과 같다 

HVCM Output Ratings 

Output α: Vol tage 

Output Voltage range 

105kVIJC +10% (1 ine tolerance J. -50% (condi tioning) 

52.5kV to 115.5kV IJC 

Output Current: 50ADC i 10% when applied to dual Thales klystrons 

25-\DC ! 10% 써1en applied to a single Thales klystron 

Peak Power 

Average Power 

Efficiency 

HVCM Waveform 

Pulse Width 

5. 775 、 IW

~ 520 kW at 9% Duty Cycle 

>92% (94% expected) 

Square wave 

1. 5 msec 

Repetition Rate : 60 Hz 

Flat Top regulation: i 1% 

Flat Top Voltage Droop: < 1% 

Pulse Rise Ti me: 

Pulse fall Time 

Flat Top minimum: 

Arc Energy 

Surge Li mits: 

< 100 μsec 

< 100 μsec 

> 100 μsec 

< 20 Joule 

Within the Thales TH2089F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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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tys;.taline 80。‘Ilran‘forms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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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C~ I 블륙 다이어그램 2- 2- 9. 「립 

( 1) HVCM 입력단 

정 thyristor 12 펄스 변압기， 31 N,Sl 컨텍터， 입력단은 3, 300 VAC fuse 보호기， HVC\l 

fi J ter 내장하고 있는 방전저항을 리엑터로 구성된다 직류 그러고 duaJ 류기 어셉블리 

3, 300 VAC 입력단은 시스멈을 보호하기 우l하여 어 capac itor는 따로 독럽되어 설치된다. 

레벨에 과전류 모니터링 장치와 PEFP fault 또한 과전압， 레스터와 퓨즈 퉁이 설치된다. 

강추고 

정도이며， 

사용한다 

변압기의 권션방식은 I차축은 델타， 2차측은 옐타， 

발생힐 수 있는 구조이다. 변압기 코아재료는 

코일은 구리로 권선되며 l차， 2차측 코일은 

온도 상승은 80 't 이며 강제 공냉율 하는 경우 

최대 전압에서 포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kVA 제원으로 운전될 수 있다. 

입 

펄스 변압기가 설치외어 있으며 5th & 7th 고차항율 제거할 

있다. 이 러한 1 2펄스 구조를 갖는 경우 3, 300VAC 라인에서의 역률은 보통 

저 전압단에서는 ~0.95 정도이다 입력 콘텍터는 3, 300 V, 3상， 

。lS
M. L 

또한 HVCM 

수 

시스뱀에 의하여 제어된다 포함한다. VCB는 HVCM 제어 서 통작하는 VCB를 

력단은 SNSI 31 

필터률 

12 

VCB률 ~ 0.85 

와이로 권선하여 출력축에서는 1 2펼 

방향성을 갖는 실리콘 스틸율 사용한 

에폭시로 진공 몰딩 처리된다. 설계된 

최대 온도지접은 105 't 이하이다 자장값 

설계된 연압기는 100".< 부하조건에서 10()% 

A를 

다 

은 

통작 전압에서 (土 1l00VDC 土2.5%)2, 200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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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OC 병균전류이다. 12 펄스 thyristor 모률은 두개의 thyristor “ 11 bridge 형태의 

6 펼스 정류단으로 구성된다. 각 정류단은 수냉형태이며 resistor / capacitor 

suppression circuits 과 thyristor trigger에 필요한 펄스 발생 회로 그러고 온도 센서 

빛 heat sink로 구성된다. 각 6펄스 브릿지 섹션은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Freewheeling Diode 와 Reverse Blocking Diodes률 갖추고 있다 Thyristor 제어는 HV때 

제어기로부터 이루어지며 capac itor 충전시 。vershoot를 50VO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 slo ll" start ’ 기능을 갖추고 있다 모든 고전압 관련 부품은 예상되는 최고 전압값의 

1. 5배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SCR 냉각 시스법은 순수률 사용한다 냉각 시스랩에는 유량계와 온도 인터락 기능이 포 

함되어있다 냉각수 요구조건은 유량 10gpm , 입구 온도는 15 "C~ 40 "C 사이며， 최소 압력 

강하는 30 psi 이다‘ 냉각수의 비저항은 lM Q-cm 이상이다. 

OC filter reactor는 두 개의 코일과 4개의 터미낼을 강는 구조이다. 두 개의 코일은 각 

각 직렬로 연결되며 하나는 ( + ) 단자에 다른 하나는 (-) 단자에 연결된다. Reactor에도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알랍과 인터락 기능을 갖는다 

(2) OC filter capac itor assembly & discharge c ircuit 

OC filter reactor로부터 나온 출력은 capac i tor bank에 연결된다. Capac i tor bank에는 

저항이 영렬로 연결되어 있어 capacitor에 저장된 에너지를 유사시 법프힐 수 있는 기능 

을 갖추고 있다. 두 개의 capac itor bank는 HVOI 출력 전력 보상에 밀요한 에너지률 제 

공해 주는 기능율 갖고 있다. 각각의 capaci tor bank에 사용되 는 capac itor는 

self-clearing , hazy-polypropylene capacitor이다 Capac i tor bank의 입력은 SCR 

controller의 출력이 OC reactor률 거쳐 제공되며， 출력은 HV이 lGBT 스위치 어셈블리에 

연결된다 

(3) HVCM components 

오링탱크 어셈블리에는 lGBT 스위치 어셈블리， step up 연압기， 오일 펌프 및 냉각 부 

품， 다이오드 정류기， 필터 네트워크퉁 고전압 부품률이 포함된다. 오일탱크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부품률을 수용힐 수 있으며， 각 부품률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천압 부품 냉각에는 오일이 사용된다. 고전압 부품에서 발생한 열은 오일에 의 

해 냉각되며， 오일은 열교환기 I차축으로 순환되어 열율 방출하게 된다. 열교환기 2차측 

에는 순수가 연결되어 오일과 얼교환율 한다. 오일 멈프는 오일 밀터률 내장하고 있어 

항상 깨끗한 오일율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오일 분배 어셈불리는 부스트 변 

압기의 표면으로 오일이 질 전달되어 효과척으로 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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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또한 각각 lGBT 어셈블리에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기를 보호할 수 있다 

연결되어 

있어서， 

있다. 2차측 순수 냉각라인에는 유랑과 

제공합으로서 기 유사시 인터락 신호를 

스우l칭 보드는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s (lGBT) transistors , 

냉각 하드웨어， bypass capaci t or 그러고 탱크 마운팅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입력단은 low inductance를 갖도록 하였으며， capacitor bank와 연결되어 있다 

[GBT 

보드 

세 개의 

제어 

있다. 

J;!.까、 E ._- 연압기는 저 전압인 IGBT 출력율 원하는 고전압 출력으로 숭압시켜주는 step up 

연압기 형태이다 변압기 어셈블리는 3상으로 동작하며 세 개의 연압기 코아를 갖고 。l
M 

다 코아 재료로는 적은 손실과 l::::I .... 1 2 
"ιl 돋， 최소화하기 위하여 Amorphous Nanocrystall ine 

재료로 제작한다. 세 개의 부스트 변압기는 각각 션트 capacitor를 갖추고 있다- 변압기 

의 l차혹은 IGBT 스위칭 모률에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연결된 

스트레이 성분을 

어셈블리 

정류기 어셈블리는 

부피를 최소화하며 

고전압 다이오드 

직혈 연결은 

고전압 다이오드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합 배치구조는 각각의 다이오드 

최소화힐 수 。l .!=.
/λ 」

사이의 아크 가능성을 

구조로 

최소화 

되어 있다 

하는동시에 

각 어셉블리 사이의 냉각 오일이 잘 통과될 

어셈블리는 각 부스트 변압기 코아당 l개씩， 

필터 네트워크는 필터 capaci tor와 저항 

수 있도록 하였다 

총 3개가 설치된다， 

이러한 다이오드 정류기 

그러고 효크로 구성되며， 출력 펄스를 

리율율 줄어주는 역힐을 한다 출력단자는 Corona free 고전압 출력 단자률 

flat하고 

사용한다. 

고전압 전선은 2042TVJ 를 사용한다 HVαl 고전압 시스랩은 구러 접지만위에 설치될 예 

정이다. 

(4 ) 제어기 

제어기는 HVCM율 PEFP 양성자 가숙기에 적합한 RF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륙 주어진 제원 

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율 한다. 제어기는 AI Jen Bradley ControJLogix 

pr‘。grammabJe Jogic controller (PLC) , user interface , 천력 분배기 그리고 인터혹 하 

드웨어로 구성된다. 

힐 예정이며， 

운전 소프트웨어는 EPlCS 이다. 제어기는 모률화 휠 수 있도록 개발 

computer-monitored interlocks , hard-wired relay safety inter locks 

lGBT timing, high-vo ltage contro l , and oi 1 pump and water cont ro I 의 기능을 포함한 

다. 제어랙은 19인치 규격랙을 사용하며， 필요한 전원은 220V, 3상， 60Hz 이다. 

제어랙의 차단기는 전체 전원율 차단할 수 있는 메인 차단기와 。 i 1 pump , 。 i 1 heaters , 

lGBT driver boards , rack cool ing, SCR control chassis and SCR contro l cabinet , and 

any internal subsystems 각각을 차단힐 수 있는 서브 차단기로 구성된다. 각각의 차단 

기 상태는 전면 판넬의 지시동 으로 표시하여 그 상태를 알 수 있다. 제어기 랙은 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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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샤시의 AC 전력도 제공해 주게 된다. SCR 캐비넷은 220V , 20A , 단상 전원율 필요로 

한다 

제어기는 SCR 제어기에 전압 setpoint률 제공한다. SCR 제어기로 공급되는 전압 

setpoint 신호는 0-10 V 신호이다. 또한 제어기에서는 SCR 제어기의 전류 제한 setpoint 

률 제공한다 AIJen/Bradley user interface에서 제공되는 전류 제한 setpoint의 scale 

factor는 1 V 당 50 A이다， 제어기는 PEFP 양성자 가숙기 제어 시스랩과 통신하기 위하 

여 compatible Ethernet connector를 포함한다 이러한 Ethernet connect ion은 

Allen/Bradley ControlNet communication protoc이율 지원한다. 

제어랙에는 male 。ptical fiber connector 가 설치된다 이러한 fiber connection은 

HVα| 출력 펼스 신호 

호를 제공 받는데 

동기화와 

사용된다 

길이률 펼스 

이러한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reference 펼스 광 신 

광신호는 길이 250 ft 이하의 표준 f i ber-opt i c 

fiber (62.5x125)로 연결되는 。pticaJ transmltter에 의해 PEFP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제 

공된다 제어기는 펼스폭 프 100 μsec 의사각파률 제공받으며 이 신호의 rising edge를 

타이빙의 동기신호롤 사용한다. 이러한 트리거 신호의 최소 광 전력값은 5 mi crowat ts 

이상이다 

제어기는 외부의 external “ Emergency Off" 버 E 。 
"c'을정r 통작시켰율 경우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율 갖추고 있다 

타이밍과 폴트 로직 모률은 LEM 전류 측정기 (Rogowski coil)로부터 신호률 받는다 LEM 

전류 축정기는 연압기의 일차측 권션과 각 lGBT의 전류값율 측정한다. 모든 LEM 신호는 

풀트 로직울 과전류 상태에 대해서 래치 시키게 된다. 폴트조건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 

시간은 2 I.Is 이하이다. 제어기는 또한 “ Ready for High VoJtage" 인터록 신호를 PEFP 제 

어 시스템으로부터 공급받아 동작하게 된다-

제어기는 모률레이터 출력 천압에 비례하는 o to - 20 V 신호를 female BNC connector률 

이용하여 제공받게 된다. 출력 신호의 스케일은 10 kV/V 이다 제어기는 입력 저항 

입력 캐돼시헌스 20 Pico farads의 축정 회로률 이용하여 전압을 측정한다. 1. 000M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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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시스템 구성도는 아래 그립과 같다. 

그립 2-2• 10. 메이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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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 20 MeV 가속장치 

20 'leV 가속기 시 험 

가. 개요 

。 rcl

τr딩 

1단계에 개발된 20 MeV 양성자 가숙기가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서 설치되어 초기 시험 

중에 있으며 그 모습은 그림 3- 1 - 1 과 같다[3-3 - 1 ， 21. 20 ~ leV 가숙기는 2007년 4월 14 

일 시설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된 운전변수는 아래와 같다. 

- 법 에너지 20 ~leV 

첩두 법 전류 20 m~ 

- 빔 펼스 길이 50 IlS 

- 빔 반북률 0.1 Hz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20 \le\ 양성자 가숙기 초기 실험을 위한 실험 ~꺼 -~， 운전 변수， 

시스템 타이빙， 계측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 ~ leV 가숙기는 beam duty 24 % 로 

설계되어 있다 이률 위하여 가속관의 냉각 용랑은 24 % 로 설계되어 있고， 고주파 원 

및 이를 구몽하기 위한 고전압 전원 및 냉각 시스랩은 100 % 운전 용량율 갖추고 있 

다 이를 이용하여 허가된 운전변수로 가속기 법 실험 조건율 만축시키기 위하여 다읍 

과 갈이 실협 조건을 결정하였다， 이온원은 펄스 운전율 하며 이때 법 인출 고전압 전 

원을 스위청 하여 펄스 빔율 인출한다‘ RFQ의 가속관 냉각은 따로 하지 않으며， RFQ 

가숙관 외역에 히터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 공진 주파수를 제어한다 DTL 의 경우 가속 

drift 

가숙관 

경우 직 

따로 하지 않으나， 사극 전자석은 항상 동작하여야 하므로， 

이용하여 냉각한다 DTL 가숙관에는 RFQ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온재률 설치하여 공진 주파수를 제어한다 고주파 시스템의 

관 외벽의 냉각은 

tube는 냉각수를 

외부에 히터 및 

류 고전압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을 이용하여 클라이스트론율 전자빔 전력 100 % 듀타로 

운전하며， 고주파 변조는 입력 고주파만율 펼스로 운전한다. 20 MeV DTL 의 경우 4개 

의 탱크가 한 개의 고주파 원으로 구동된다는 륙정율 갖고 있다. 따라서 각 탱크의 공 

진 주파수는 가숙관 외벽에 설치된 히터 온도률 이용하여 맞추고， 각 탱크간의 공진 

주파수 차이에 의한 고주파 위상 차이는 각 탱크로의 도파관에 설치된 고주파 우l상 조 

절기률 이용하여 미리 조절한 후， 전체적인 탱크의 공진 주파수는 각 탱크에 공통으로 

흘려주는 냉각수 온도를 조절하여 제어힐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운전 방식은 4개 

의 톱립된 DTL 탱크률 마치 하나의 탱크처렴 운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양생자 가숙기는 효과적인 가숙기 운전을 위하여 초기에 각 운전 변수률 류닝해 주어 

야 한다. 류닝율 필요로 하는 운전변수는 이온원의 경우 법 인출 전압， LEBT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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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빔 집숙을 위한 솔레노이드 천류 및 범 위치 제어률 위한 스티어려 전자석 전류값 

이 있다‘ RFQ의 경우， 류닝 변수는 고주파 전력 크기값 l개이며， DTL 의 경우는 DTL 

각 탱크의 온도， 탱크간 고주따 위상차이， 냉각수 운전 온도 및 고주파 전력 크기 그 

러고 RFQ와의 고주파 위상차이다. 20 MeV 가숙기의 초기 시험 목표는 이와 같은 운전 

변수를 적절히 류닝함으로서 20 MeV 양성자 빔 가숙에 적합한 운전 연수 조건을 찾아 

내고， 이률 기반으로 가속기의 전반적인 륙성율 이해하는 것이다. 

양성자 엄 가숙 실험에 사용된 타이밍은 그립 3- 1 -2에 나타나 있다. 이는 신호 발생기 

구동 펄스， 디지툴 제어 보드 구동 펄스， RF 스위치 구통 펼스， 오실로스코프 구통 휠 

스 및 범 구통 펼스로 구성된다 

20 MeV 양성자 가숙기 초기 실험시 법 계측 시스템은 빔 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중심으 

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RFQ 출구， DTL 탱크 2, 탱크 3 출구단에 Tuned Current 

Transformer (TCT) 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탱크 4번 출구단에는 Faraday cup 을 설치 

하여 법 전류를 측정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20 ~ Ie\' 가속기에 설치되어 있는 

빔 진단 계롱은 그립 3- 1 - 3에 표시되어 있다[3 - 3- 3 ， 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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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1- 1.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 설치된 20 MeV 양성자 가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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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성자 입사기 [3-3- 5] 

높은 빔 천류 가숙 실험율 위하여 기존의 양성자 입사기룰 수정하였다. 수정사항으로는 

이온원 법 인출계 구조， LEBT 길이， 슐레노이드 / 스티어링 전자석 보완 그러고 ACcr 와 

electron trap의 설치이다 

(1) 이온원 법 인출계 구조 

기즌에 사용하던 이온원은 expansl on cup의 직경이 16mm 였다. 이온원으로부터 인출되는 

양성자 빔 에미턴스는 플라즈마 이온 온도와 빔 방출 표면 반경에 비례한다. 따라서 양 

성자 임의 에미턴스를 줄이기 위하여 expans l on cup의 직경을 6 mm로 줄였으며 ， 인출전 

극의 직경도 기존의 16 mm에서 8 mm로 줄였다 16mm 직경의 expansion cup을 사용하는 

경우 축정한 normaJ ized rrns emi ttance는 0.2πmm mrad 인데 반하여 6mm 직경의 

expans i on cup율 사용하는 경우는 계산상으로 0.071lmm mrad 임율 알 수 있었다 또한 

expans i on cup의 재질의 기존의 machinable ce rami c에서 구리로 교체하였으며， 재질에 

의한 빔 전류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후 이온원 교체의 연이성율 

위한 expanslon cup의 채질은 구리률 이용하였다. 그립 3- 1 - 4과 그립 3- 1 -5에 기즌에 사 

용하던 16mm 이온원 구조와 수정된 6mm 이온원 구조가 각각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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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기존에 사용하언 이온원 구조 

(expans i on cup 직경 16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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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5 수정된 이온원 구조 

(expansion CUp 직경 6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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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BT 길이 [3- 3- 6- 8] 

솔레노이드률 이용하여 빔율 집숙하는 LEBT의 경우， LEBT의 길이률 줄이는 것이 유리하 

며， 륙히 이온원과 첫 번째 솔레노이드 (슐레노이드 #1) 사이 거리， 두 번째 슐레노이드 

(솔레노이드 #2) 와 RFQ 사이룰 줄이는 것이 법 수송에 있어서 현저히 유리하다 그 이 

유는 슐레노이드의 구연 수차에 의한 효과가 엄 반경의 세 제곱에 비혜하기 때문이다. 

기존 LEBT의 이온원으로부터 RFQ 입구 까지의 거리는 256cm 였으며 ， 이중 이온원과 솔레 

노이드 #1 사이의 거리는 971.5mm, 솔레노이드 #2 와 RFQ 사이의 거리는 225mm 였다， 이 

러한 조건에서 TR꺼CE3D 코드률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솔레노이드 #1에서의 빔 크기는 

24mm. 슐레노이드 #2에서의 법 크기는 19mm 였다 계산 과정에서 빔의 최소 반경은 인출 

전극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였고， 슐레노이드 자장값은 RFQ 매칭 조건일 때의 값율 사 

용하였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양성자 입사기의 경우 현실적으로 솔레노이드 #2 와 RFQ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온원과 슐레노이드 #1 사이의 거리만율 줄이 

기로 결정하였다 이률 위해서， 기즌 이온원에 있댄 진공 챔버률 없애고， 이옹원을 솔레 

노이드 #1 진공 파이프에 직접 설치하였다. 이온원과 LEBT 진공을 위한 진공 챔버는 두 

개의 스티어링 전자석 사이에 설치하였다 진공 챔버에는 진공 배기률 위하여 1600 I / s 

HIP (Leybold, T\ 600) 가 설치되어 있고， 빔 진단 장비 설치를 위한 포트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이온원과 슐레노이드 #1 사이의 거리률 기존의 971.5 

mm에서 433 mm 로 줄일 수 있었다. 통일한 입 력 연수률 갖는 TRACE3D 계산으로부터 슐레 

노이드 #1에서의 멈 크기는 기존의 24mm에서 12mm 로 줄일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솔레 

노이드 구연 수차에 의한 효과는 87.5% 감소함율 알 수 있다 기존의 LEBT 구조와 수정 

된 LEBT 구조가 각각 그립 3- 1 -6과 그림 3- 1 -7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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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티어링 전자석과 솔레노이드 전자석 보완 

기존의 LEBT에는 멈 진행 방향에 수직인 X, Y 방향으로 법을 스티어링 힐 수 있는 천자 

석이 각각 l개씩 설치되어 있어서 RFQ로의 완전한 법 매칭율 이롤 수가 없었다. 이련 이 

유로 X , Y 방향으로의 스터어렁이 모두 가능한 전자석 두 세트를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 

였다. 제작한 스티어링 전자석에 대해서 여기 전류에 의한 전자석 중심에서의 자장 측정 

값이 그립 3-]-8에 나타나 있다. 자장은 Gaussmeter (F.W.Bell , model 3070) 로 측정하 

였다 두 개의 스티어링 전자석 중 통일전류에 대해서 자장값이 큰 것 (스티어링 전자 

석 #1)율 이온원쪽에 설치하였고， 작은 것 (스티어링 전자석 #2)율 RFQ 쭉에 설치하였 

다 스터어링 전자석 중심에서 축 방향으로의 자장 분포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 

립 3- ] -9에 나타나있다‘ 측정시 여기 전류는 ]A 였다‘ 측정 결과로부터 스티어링 전자석 

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50 keV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의 magnetic rigidity는 0.032 Tm 

이고， 여기 천류 ] A에 대해서 각 스티어링 전자석의 축정된 BL값은 스터어링 전자석 #] 

의 경우는 0.00059 Tm , #2 의 경우는 0.00025 Tm 였다 따라서 각 스티어링 전자석의 

킥 앵글은 11] 의 경우 ]8.3 mrad / lA , 112 의 경우 7. 8rnrad / l.~ 임율 알 수 있다 

기즌에 설치왼 슐레노이드 전자석의 기하 중심율 따라서 여기 전류 100A 일때 자장 분포 

률 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립 3- ] - ]0에 나타나 있다 그러고 여기 전류에 따른 기하 

중심에서의 자장값 측정 결과는 그립 3- 1 - ]] 에 나타나 있다. 측정 결과로부터 여기전류 

에 대한 유효 자장값을 계산힐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역시 그립 3-]-]]에 나타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슐레노이드 전자석 유기 전류와 TRACE3D 코드에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자 

장값과의 관계률 구할 수 있다. 유효 자장값은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하였다‘ 

Bψα =빨 

여기서 B, 는 축방향 자장 성분이며， L 은 코드 계산에 사용되는 유효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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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CT and e l ectron trap 

양성자 입사기에서의 빔 전류률 측정하기 위하여 LEBT 종단에 ACCT (Bergoz, ACCT-S-055 

# 140이를 설치하였다. ACCT 는 센서와 전자회로로 구성된다 사용된 ACCT는 l olV droop 

opt i on이며 실제 droop은 4 %/ ms 이하이다. 전자회로로부터의 출력은 빔 전류 20 mA 일 

때 l V 이다 축정결과 positive / negat i ve 빔 펄스에 대해서 80mA 까지 출력이 선형척 

임율 알 수 있었다. ACCT 설치 위치에서의 자장값은 20 Gauss 이하이어야 한다. 가장 가 

까이 위치한 솔레노이드의 스트레이 자장의 영향율 줄이기 워하여 철을 이용하여 자기 

차혜률 하였다， 이러한 차폐률 이용하여 자기차폐률 한 후 운전 조건에서 축정한 자장값 

은 10 Gauss 였고 이는 ACCT의 동작조건을 만족시킴율 알 수 있었다‘ ACCT률 양성자 빔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ACCT 앞쪽에 co ll imator률 설치하였다 Co llimator의 재질은 

구리이며 이차 전자에 의한 빔 계측의 오류률 최소화하기 위하여 co llimator에 nose를 

설치하고 nose의 최종단 aperture 직경은 RFQ의 endplate 직경과 같은 6mm로 하였다 

LEBT에서 발생한 전자의 RFO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elect r on trap을 ACCT와 RFO 

endplate 사이에 설치하였다. E 1 ec tron trap은 ACCT shie l d에 테프론 절연체률 통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aperture 는 22mm 이고‘ RFQ endp l at e와는 5mm 떨어져 있다 E l ect ron 

trap의 바이어스 전압을 변화시켜가며 ACCπ 전류를 축정하였으며 ， 여러 가지 빔 조건하 

에서 바이어스 전압이 - 1 kV 까지는 ACCT 전류가 변화하나 그 이상에서는 일정하게 유지 

됩율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e l ec tron trap의 운전 바이어스 전압은 - 1 kV로 정하였다 

가공 완료된 Col limator , ACCT , Electron trap 부품 모습은 그립 3- 1 - 12에 나타나 있으 

며， 배치 도연은 그립 3- 1 - 1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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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사기 시험 

수정된 입사기의 모습은 그립 3- 1 - 1 4와 같다. 이온원으로부터의 펼스 양성자 빔 전류를 

솔레노이드와 스티어링 전자석의 여러 가지 운전연수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실험시 

솔레노이드 극성은 그립 3- 1 - 1 5와 같이 정의하였다 ACcr에서 측정된 빔 전류 파형은 

그립 3- 1 - 16에 나타나있다. 이온원 운전 조건은 이온원 전원 판냉 메타를 기준으로 하여 

인출 전압 - 52kV , 바이어스 전압 - 5kV , 전자석 전류 7A , 그러고 진공 챔버 압력 1. 0E-5 

t orr 였다 이차 전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co 11 imator oJ] nose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통일 아크 전류에 대한 멈 전류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립 3- ] - ] 7에 

나타나 있다. 예상대로 nose 가 있는 경우 ACcr에서의 법 전류는 감소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빔 전달 효율 및 정합 조건을 항상시키기 위하여 양성자 입사기 

솔레노이드를 정렬하였다 정렬 결과는 20 MeV 가속기 유지， 보수항목에 정리하였다. 

정렬 전후의 동일 아크 전류에 대한 ACcr 전류 변화값은 각각 그립 3- ] - ]8, 그립 

3- ] - ]9에 나타나있다 Co11 imator nose 가 없는 경우 E1 ectron trap 바이어스 전압과 

ACCT 전류의 관계는 그립 3- ] -20과 같다‘ 이로부터 e 1 ectron trap 바이어스 전압은 1 

kV로 결정하였다. 

그립 3-1- ]4. 수정된 양성자 입사기 모습 

(왼쪽으로부터 이온원 솔레노이드 #1, 스티어링 전자석 111, 진공챔버， 

스티어링 전자석 112 , 솔레노이드 #2.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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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RFQ[3-3-9-111 

( 1 ) 첨두 전류 1mA 빔 가속 실험 

RFQ 고주파 요구값은 법이 없는 경우의 설계값은 320 kW 이며， Q값 저하 80 %를 고려 

한 경우 400 kW 이다. 이때 최대 표면 전장 강도는 l. 8 Kir1patrick 이다. 이를 위하 

여 고주파 펼스 폭 100 IlS , 반북률 1 Hz로 cavi ty내의 전력이 설계치의 110 % 가 되는 

440 kW 까지 고줌 컨디셔닝을 수행하였다 컨디셔닝 도중 고주파 전력이 ~ 350 kW 정 

도 까지는 고주파 창을 포함하는 고주파 결합기에서의 전자 로딩 때문에 반사파가 증 

가하였으며， 이 현상이 사라질 때 까지 일정한 전력에서 머물다가 이 현상이 사라지 

면 1 고주파 전력을 중가시키는 방법으로 실협을 수행하였다 전자 로딩에 의해 고주파 

창 진공도가 저하휠 때의 고주따 따형은 그림 3- 1 - 21과 같다. 실험시 RFQ 및 고주파 

창의 진공도는 2E-6 torr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고주파 전력이 350 kW 이상에서는 고 

주파 결합기에서의 전자 로딩뿐만 아니라， RFQ 내우에서의 스따크 현상도 나타났으며， 

역시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현상이 사라지거나， 그 빈도가 낮아지면 다시 고주따 전 

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실협을 진행하였다 RFQ 내부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때 나타 

나는 과도 고주따 반사 전력으로부터 고주따 시스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사따가 순방 

향 고주따 전력의 20 % 이상이 되면 고주파 공급을 중단하는 과도 VSWR 트럽 회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RFQ 내의 고주따 전력 440 kW 에서의 고주따 따형은 그립 

3-1 -22와 같다. 

LEBT에 설치된 솔레노이드 전자석과 스티어링 전자석 의한 엄 전류 변화를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는 그립 3-1-23 , 그립 3- 1 - 24와 같다. 이로부터 1mA 저 전류에서의 LEBT 운 

전 변수값율 결정힐 수 있었다 

RFQ의 류닝 연수는 고주파 전력 크기이다， 운전중 고주파 전력값에 대한 셋팅값율 결 

정하기 위하여 고주파 전력 크기에 따른 RFQ 출구 빔 전류를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값 

을 PARMTEQ 계산값과 비교하여 고주파 전력 운천값을 결정하였다. RFQ 베인 전압에 대 

한 법 전달률 및 법 에너지를 PARMTEQ으로 계산한 결과는 그립 3-1-25에 나타나 있다 

그럽에서 보듯이 RFQ 출구단에서 총 전류를 측정한다연 그 결과는 완만히 증가하는 형 

태의 곡선을 얻게되며， 그 이유는 총 전류속에는 3 MeV로 가속되지 않고 드리프트만으 

로도 RFQ를 통과하는 법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가 3 MeV 를 기준으 

로 100 keV 이내에 들어오는 법들만을 고려한다면 그 엄 전류는 고주따 전력에 따라 

급격한 차이률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온천히 가속된 빔 전류만을 축정하여 계산값과 

비교하는 것이 고주따 전력 셋팅값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확실한 방법이 된다. 본 실 

험에서는 RFQ 출구단에 rCf를 설치하여 빔 전류를 측정하였다 TCf의 륙성은 법 번치 

의 350 MHz 성분만을 측정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TCf률 이용하여 법 전류를 축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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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가속되어 멈 벤치률 형성한 법， 즉 가숙된 빔 전류 성분만율 측정할 수 있게 된 

다. TCT률 이용하여 측정한 법 천류 파형은 그립 3- 1 - 26와 같다 이와 같이 축정한 법 

전류와 계산값율 비교한 그래프가 그림 3- 1 - 27에 나타나있다. 그럽에서 보듯이 육정한 

빔 전류와 게산값과는 잘 일치힘을 알 수 있으며 ， 이로부터 RFQ 고주파 전력 셋팅값율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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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첩두 전류 lmA 이상 빔 가숙 실험 

초기 lmA 이상 빔 가속 실험시 RFQ 출력 전류의 파형이 안정되지 않고 LEBT 운전변수 특 

히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운전값에 따라 빔 천류 파형이 오실레이션하는 모습이 자주 관 

축되었다 이의 원인율 알아보기 위하여 이온원에서의 법 인출 시간과 RFQ의 RF 인가시 

간과의 타이밍 관계률 살펴보았다 PEFP의 경우 magnet i c LEBT률 사용하기 때문에 LEBT 

에서의 neutraJization time을 고려하여야 한다 Neutrali zat ion time, 축 LEBT 에서의 

중성화가 안정화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 및 이률 고려한 이온원 법과 RFQ 고주파 타이 

멍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가지 경우에 대해서 RFQ 출력빔을 측정하여 보았다. 첫 번째는 

이온원 법 인출을 RFQ 고주따 보다 20 μs 늦게 시 작한 경우， 두 번째는 이온원 법 인출 

을 RFO 고주따 보다 약 200 ~S 더 빨리 한 경우， 그리고 이온원 법 인출율 RFQ 고주파 

보다 1. 2 ms 빨리한 경우이고 각각의 경우 RFO 출구 전류 멈 파형은 그립 3- 1- 28 , 그립 

3-1 - 29, 그립 3- 1 - 30과 같다- 그립 3- 1- 28, 그립 3- 1-29 에서는 RFQ 출구 빔 펄스 파형 

이 오실레이션 하는데 반하여 그립 3- 1 - 30의 경우는 fJ at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립 

3- 1- 28 , 그립 3- 1 - 29의 조건의 경우 LEBT 내에서 중성화가 진행되는 도중이기 때문에 양 

성자 빔 집숙에의 영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립 3- 1 - 30의 조건인 경우는 중성화 

가 안정화되어 이에 의한 빔 펄스 모양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때 RFO 출구 빔 전 

류는 10mÄ 였으며 빔 전달률은 약 35% 정도였다 법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RFQ 장 분포률 측정하였다. 측정된 장 분포는 OuadrupoJe 모드의 경우는 콘 변화가 없으 

나， 01 , 02 dipoJe 모드는 기존의 5% 이하에서 10%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앨 수 있었으며 

측정된 장 분포는 그립 3- 1- 31 , 그립 3- 1-32 , 그립 3-1-33과 같다. 01 , 02 dipo1e 모드 

성분율 줄이기 위하여 RFQ를 다시 튜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립 3- 1- 34 , 그립 3- 1- 35, 

그립 3-1-36과 같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다시 빔 시험울 수행하였다. 기존과 통일한 

LEBT 조건하에서 이온원 아크 전류에 따라 축정한 RFQ 출구 법 전류는 그럽 3- 1 -37과 같 

다 이때 LEBT 조건은 솔레노이드 l번 전류 129A, 솔레노이드 2번 전류 130A, 그리고 모 

든 스티어링 전자석 전류는 OA 였다 고주파 전력에 따른 RFQ 출구 법 전류률 축정하였 

다 그립 3- 1 - 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에 고주파 전력이 어느 이상 증가하면 법 전류 

가 감소하는 현상과는 달러 이번에는 RFQ의 고유 륙성과 같이 고주파 전력이 증가할수록 

일정한 빔 전류에 포화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온원과 LEBT 륙성값을 조절하여 

RFQ 전류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설계값인 20mA 빔 천류 가축시 따형은 그립 

3-1-39와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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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실험 

요구값은 빔이 없는 경우에 설계값。 

DTL[3- 3-12- 141 

첨두 전류 ImA 빔 

라 
) 1 ( 

Q값 저하 

DTL의 경우는 전장 상숭 시간이 15 ~s 정도로 RFQ 보다 

고려하여 고주파 펄스폭 200 ~s에서 

~125 kW 정도이고， 고주파 전력 

를 고려한 경우 150 kW 이다

따라서 고주따 제어를 

DTL의 

컨디셔닝을 

하였다. OTL의 경우 최대 전장 강도가 1 Ki Ipatrick 이하이므로 cavi ty 내에서의 스파 

크 현상을 관록되지 않았으나， 고주파 전력 증가시 고주파 창을 포함한 결합기 쪽에서 

의 전자 로딩에 의한 고주따 반사 전력값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도 마찬가지 

안정화 된 후 고주파 전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컨디셔닝을 하였다 고주따 전력 

Hz로 1 길다 

로 

그립 3- 1 - 42에 보였다‘ 

RFQ와 OTL 사이의 우l상차이다 

그립 3-1-41 , 

가지가 있다 

그립 3- 1- 40, 

여러 

의 전형적인 파형을 

연수에는 

고주파 위상이 

기본척으로는 

DTL 고주따 전력값1 공진 주파수， 각 탱크로의 

언급하였듯이 20 MeV OTL은 4개의 탱크가 한 개의 

E 니 -rr 。

DTL 스티어링， 

앞에서도 

OTL의 

그리고 

그것이다 클라이스트론으 

주 공진 효과적인 제어를 위하여 각 탱크의 이의 있으며， 특정을 갖고 구통된다는 로 

제어함으로 르
 
E 도

 
오
 」

외벽 탱크 조절함으로서 외벽에 설치된 히터 전력을 파수는 탱크 

조절기를 이용하여 

공진 주파수는 drift tube로의 냉각수 온도를 조절함으로서 

제어 방법을 이용하여 4개의 탱크를 마치 하나의 탱크처럼 

도파관에 설치된 위상 각 탱크로의 각 탱크간 위상차는 

중변화하는 

이와 같은 

맞춘다 실험 

제어하게 된다. 

조절하고， 

구통할 수 있다 

에 사극전자석， 주파수 셋팅을 위한 온도률 결정하기 위하여 공진 초기 OTL 각 탱크의 

주따수를 측정하였 

결정하였으며 그 

운전되는 조건에서 공진 

온도 및 냉각수 운전 조건율 

01드 
{’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탱크의 외벽 

결과는 아래와 같다 

콜라이스트론이 및 냉각수 어샤워 1 

고， 

냉각수 입구 온도 36.8 도 

- 탱크 2번 외벽 온도 28.4도 

• 탱크 3번 외벽 온도 34. 7도 

탱크 4번 외벽 

OT 냉각수 입구 압력 

위와 같이 각 탱크의 공진주파수를 조절한 후에 각 탱크로의 

21. 5도 온도， - 탱크 l번 외벽 

49.2도 

5.4 kgflcm2 

온도 

조절하였다. 

위상 측정을 

있듯이 마스터 

고주파 위상을 

고주따 측정하였다. 

그럽에서 알 수 

passive phase comparator률 이용하여 

위한 고주파 시스뱀의 구성도는 그림 3- 1 - 43과 같다 

고주따 위상은 

오 

설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신호 발생기로부터 나온 출력은 세 갈래로 나누어져 하나는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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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통율 위한 클라이스트론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하나는 DTL율 구통하기 위한 클라이 

스트론으로 틀어가며， 나머지 하나의 신호는 다시 네 갈래로 나누어져 위상 비교기의 레 

퍼런스 포트로 연결되어 각 탱크로부터 와는 픽업 신호와의 비교률 통해 각 탱크의 위상 

정보를 제공하는데 쓰이게 된다. 사용된 위상 비교기는 LORCH MICROWAVE 사의 제품으로 

서， 두 개의 입력 포트와 두 개의 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다 입력 포트로는 마스터 오실 

레이터로부터 오는 레퍼런스 신호와 각 탱크에서 오는 신호가 연결되게 되고 두 개의 출 

력 포트로는 두 입력 사이의 위상값에 해당하는 사인 값 및 코사인 값율 출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상 비교기는 내부에 두 개의 믹서가 포함되어 있는 수통형 우1 상 

비교기로서 우l상의 출력값이 입력 신호의 크기에 의존적이므로 정확한 위상값을 알기 위 

해서는 입력신호의 크기 정보도 필요하다란 단점이 있다 저출력 고주파에서 테스트한 

결과는 그림 3-1 -44와 같다. 네 탱크의 위상차를 조절하기 위하여 각 도따관에 설치되어 

있는 mechanical phase shifter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세 개의 stub 튜너로 이루어져 있 

으며 ， 총 위상 가변 범위는 45도이다 설치된 mechani cal phase shifter의 륙성을 측정 

하였으며 1 그 결과값은 그림 3- 1 -45에 나타나 있다. 측정된 위상값은 각 신호선의 우l상 

딜레이를 보정하여 구하여야 한다 탱크 l언과 탱크 2번의 위상 축정값 및 그 보정 결과 

는 그립 3-1 - 46. 그립 3- 1-47에 각각 나타나 있다 위상 조절 전 각 탱크사이의 상대 위 

상 차이는 土16도 정도였으나. mechani cal phase shi fter률 이용하여 위상을 조절한 후 

상대 우l상 차이는 :t6도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탱크의 위상 조절 전 후의 탱 

크 l에 대한 상대적인 위상 차이는 표 3- 1 - 1에 나타나있다 

표 3- 1- 1. 위상 조절 전/후의 탱크 l에 대한 상대 위상 변화 

before adjus tment after adjustment 

tank1 0。 0。

tank2 18.4。 1.4。

tank3 14.2。 8.2。

tank4 → 7.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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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을 고려하여 RFQ 출구단 빔 전류를 1 mA로 고정한 상태에서 UfL 빔 가숙 실 

험을 수행하였다 UfL에는 비어있는 drift tube가 없다. 따라서 탱크 내에는 법 계측장 

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UfL 탱크에서의 빔 전달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RFQ 출구 1 탱크 

2번 출구， 탱크 3번 출구에 TCT를 설치하였으며， 탱크 4번 출구에는 Faraday cup을 설치 

하였다. TCT는 프랑스 Bergoz사에서 제작하였으며， 빔의 기본 주따수인 350 MHz에 튜닝 

되어 있다. TCT의 갑도는 2.5V/A로서 첨두 빔 전류가 수십~수백 μA 인 경우에는 S/N비가 

낮아서 신호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단 고주따 증폭기를 사용하여 TCT 

출력율 증가시커 빔 신호를 계측하였다 Faraday cup은 4번 탱크 출구로부터 약 1m 떨어 

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탱크 4와 Faraday cup 사이에는 어떻한 집속 전자석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PARMILA 계산결과를 본다면 Faraday cup 에서의 빔 직경은 약 20 mrn 정도 

가 된다 Faraday cup으로 부터의 신호는 전류 증폭기 (SRS , SRS570)를 통과하여 증폭된 

다. 

초기 설험시 각 튜닝 변수 조절에 따흔 DTL로의 빔 전탈률 변화는 표 3- 1 - 2에 정리되어 

있다 아직 펠스 사이의 법 전류 f I uctuat i on 이 크기 때문에 각 펼스에서의 빔 전류 측 

정값을 형균하여 계산하였다 빔 전달률은 각 지점에서의 빔 전류값을 RFQ 출구 임 전류 

로 나눈값으로 정의하였다 가속장치의 튜닝이 없는 경우에는 탱크 2 출구단에서는 

56.7%, 탱크 3 출구단에서는 42.3% 그러고 탱크 4 출구단에서는 29.2%의 법 전달률을 얻 

었다. 각 탱크의 위치를 조절한 결과1 탱크 l의 위치를 x 방향으로 0.5 mm 옵직였을때 

탱크 2, 탱크 3으로의 법 전달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각 탱크로의 고주따 위상을 

조절한 결과 빔 전달률은 탱크 2 출구단에서 93.9 %, 탱크 3 출구단에서 77.4 % 그러고 

탱크 4 출구단에서는 63.1%의 빔 전달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LEBT 전자석 연수를 조절 

한 결과 첩두 전류 1 mA인 경우 탱크 4 출구단에서 ~ 100%의 빔 전달률율 얻을 수 있었 

다. 이때의 RFQ 출구단에서의 법 전류 신호와 Faraday cup 에서의 법 전류 신호는 그립 

3- 1-48에 나타나 있으며， 초기 시험시 튜닝 변수값은 표 3-1-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1- 2. 각 튜닝 변수에 따른 UfL 법 전달률 변화 

Adjuslments CTl CT2 CT3 Faraday cup 

Without a이justment 100% 56.7% 42.3% 29.2% 

T따lk position 100% 95.3% 76.0% 20.8% 

RF phase 100% 93.9% 77 .4% 63.1% 

LEBT parameters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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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실험에 사용된 가속기 튜닝 연수값 

Tank position Tank 1 (low energy side) -I.Omm (x) 

Ta띠( 1 (high energy side) : -0.5mm (x) 

Tank 2 (Iow energy side) ‘ -0.5mm (x) 

Tank 2 (high energy side) -0.5mm (x) 

other tanks are not changed 

Tank 1 3.00 
RF phase 

Ta띠< 2 : 3.65 
(Mechanical phase shitìer 

Ta띠( 3 : 2.35 
indicator scale) 

Ta띠( 4 : 2.65 

Ion source extraction voltage 52 kV 

LEBT solenoid 1 current 91 A 

LEBT solenoid 2 current 110 A 

LEBT steerer 1 current + 0.35 A 

LEBT sleerer 2 current - 0.0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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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두전류 lmA 이상 빔 가속 실험 [3-3- 15] 

첩두 빔 전류 lm.A 이상 법 가속 실험은 가속기 시스템 전체의 안정도에 큰 영항율 받는 

다. 시스랩 안정도란 주로 가속관의 고주따 륙성의 안정도를 의미한다. 디지털 LLRF 제 

어 시스탬이 완성된후 DTL 탱크의 고출력 고주파 특성을 측정하였다. 20 MeV DTL의 고주 

파 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다. PEFP DTL에는 movable 주파수 류너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냉각수 온도로 공진 주파수를 제어힐 수 있도록 시스랩을 구성하였다 또한 PEFP 

20 MeV DTL은 한 개의 클라이스트론으로 4개의 톡립된 DTL 탱크를 구통하도록 되어 있 

다 따라서 고주파 크기 빛 위상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reference 탱크 (탱크 2)의 고주 

파 신호률 이용하였고， 냉각수 온도 제어는 reference 탱크의 공진 주따수 에러를 이용 

하여 제어하였다. 그리고 초기 각 탱크의 공진 주파수 차이는 각 탱크 벽에 설치왼 히터 

천력을 제어함으로서 맞추었다. 고출력 고주파 실험시 냉각수 온도는 셋팅값으로부터 

0. 2'C 이내에서 제어되었으며 1 각 탱크간의 상대 위상 차이는 각 탱크의 역 온도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으며 그 변화 범위는 .! 1. 5 도 정도였다 이는 탱크 벽 온도 제어 범위 

:t0‘ 2 "C 에 해당한다. 고출력 고주따 특성 연구는 “제 4 장 공진 주파수 제어 특성 연구”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0 MeV DTL 출력빔의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DTL 출구에 설치된 두 개의 BPM으로부터 나 

오는 신호의 시간차이를 이용하였으며 설치된 BPM의 모습은 그립 3- 1 -49와 같다. 두 개 

BPM 사이의 거리는 250mm 이고， 20 MeV 양성자 빔에 대해서 신호의 시간차이는 4.10ns 

이다. 신호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률 이용하여 축정하였으며， 두 BPM으로부터 연결된 신 

호선의 위상 차이는 350 MHz에서 2도 이하이다 축정된 신호는 그립 3- 1 - 50에 나타나있 

다. 사용한 오실로스코프(Tektronix ， TDS3054B)의 샘플링 숙도는 5 GS/s 이다， 따라서 

축정한 신호률 이용하여 빔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척절하게 핏팅을 하여야한다 

이를 위하여 측정한 신호를 3차 고조파 항까지률 이용하여 핏팅하였으며， 각 신호의 

zero crossing 되는 점율 측정하여 시간차이를 구하였다. 측정 신호와 핏팅 곡선은 그럽 

3-1-51에 나타나 있다.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빔 에너지는 20.0MeV 였으며 최대 

2% 까지의 deviation율 갖는다 

DTL 출구에 위치한 BPM율 이용하여 법 위치률 육정하였다. BPM으로부터의 신호처리는 상 

용 전자회로 (BERGOZ, LR - BP~1)를 이용하였다， 측정시 전자회로 출구 신호는 그립 3- 1- 52 

와 같으며 이로부터 계산한 빔 위치는 -0.76 mm (x) , 0.19 mm (y) 였다. 

DTL 출구 법 전류가 5mA 인 경우 빔 전류 파형은 그립 3- 1 -53에 나타나 있다. DTL 출구 

에서의 법 전류는 Faraday cup 과 FCT률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출구 전류 5mA 이상에서 

는 FCT만율 이용하여 법 전류률 축정하였다‘ 사극 전자석 류닝， DTL 탱크 1번 스티어링 

을 거쳐 설계 첨두 전류인 20mA률 달성하였으며 그때 법 천류 파형은 그럼 3- 1 - 54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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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 53. 20 ~leV 가속기 빔 전류 파형 

(Ch1 ACCT 빔신호 30mA , 

Ch2 ‘ RFQ 빔신호 [OmA . • 
Ch3 DTL 빔신호 Faraday cup 5띠A . 

Ch4 : DTL 빔신호 FCT 5mA , 시 간축 40μs /div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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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3- 1- 53. 20 MeV 가속기 법 전류 파형 
(Ch2 : RFQ 빔신호 20. 2mA. 

Ch4 DTL 범신호 FCT 20. 2mA . • 시 간축 40μs /div ‘ 

- 141 -



(3) 2에eV 가숙장치 출력 증강 。l 력 

현재까지의 20MeV 빔 전류 중강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1- 4 빔 천류 중장 이력 

내 용 빔 전류 비고 

최초 빔 인출 
RFQ 2이IA ， 

DTL 06~A 

초기 가속기 안정화， RFQ lmA, 

빔 전류 측정기 보완 DTL 400l1A 

LEBT 스티어링 전자석 조절， RFQ lmA, 

DTL 탱크 위치 조절 DTL lmA 

RFQ 5.4mA, 시설 검사 
고주파 피 ε 백 제어 시 λ템 적용 

대비 시힘 DTL 2.1mA 

LEBT ACCT 설 치 , RFQ 10mA, 
빔 모앙 개선 

LEBT electron trap 설 치 DTL-5mA 

LEBT 길이 중임， 

이온원 aperture 변경， RFQ 1OmA, 
빔 모앙 개선 

이온원+고주파 타이밍 조절， DTL 5mA 

LEBT ACCT shield aperture 형태 수정 

20MeV 가속기 정렬， 

RFQ 장 분포 재 튜닝 
RFQ 16mA 

RFQ 고주파 전력 증강， 
RFQ 20.2mA 

RFQ 컨디셔닝 

RFQ 20.2mA 
DTL 탱크 1 번 A티어링 

DTL 1O.7mA 

DTL 고주파 전력 증강 
RFQ 20.2mA 

DTL 15.3mA 

RFQ 20.2mA 
DTL 고주파 전력 증강 

DTL 16.7mA 

DTL 사극 전자석 조절 
RFQ 2O.2mA 

DTL 18.2mA 

입사기 이온원 인출 전압 조절 
RFQ 2O.2mA 

DTL 20.2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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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 MeV 멈 시멈 조사 실협 

(1) 시험 조사 시설 

20MeV 양성자빔율 유저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이 완료된 2뻐eV 선형가속기 시설율 

이용한 20,leV 양성자빔 조사 시험 시설율 설치하였으며 그 개략도는 그립 3- 1 - 55와 같 

다 20MeV 양성자법 조사 시협 시설은 기존의 설치되어 있던 빔엄프를 수정하여 양성자 

빔을 외부로 인출하기 위한 0 .5m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빔인출창과 양성자빔을 

시료와 정렬하고 시료를 안정적으로 부착시킬 수 있는 타껏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타켓 스테이지는 시료와 빔을 정렬할 수 있도록 3개의 축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시료률 

부착시키는 홀더는 중성자 생성 핵반응 단연적이 가장 낮은 물질인 흑연으로 제작하여 

앙성자 빔 조사 실협 시 중성자의 발생을 최소화 힐 수 있도록 하였다 완성된 조사 시 

험 시설과 타켓 스테이션은 그럽 3- 1- 56 , 그립 3- 1 - 57과 같다 . 2007년 6월부터 시법 설 

힘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12월 5일 현재 총 시엄 조사 건수는 103건이다 조사 시범 실 

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첨우 전력값을 고려하여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실시하고 있으 

며 ， 월 약 2-3회 실시하고 있다 2007년 1 2월 5일까지 조사한 내용이 표 3 - 1 - 4에 정리 

되어 있다. 

C plate 

s :10 15 
-+, >0-

Pb 

hle삐In， 

빠ock 

‘ 
Alr 

1145 

film 

A’window 

thickness :0.5 

Inner dia. :25 

1060 

C plate 

thickness ‘ 10 

Inner dia. :25 

Reference : 

DTL end p’ate 

/ 

‘ ................................. . 20MeV Proton -- 50usec ................................... 

990 

Sample 

그립 3- 1-55 시험 시설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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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 - 56. 조사 시험 시설 

그립 3-1-57. 타켓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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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4. 법 조사 시법 실협 정리 

순번 일시 실험 목적 의뢰자 시료 
시료수 실험 

소속기관 
(ea) 조건 

07. 5. 1 
20MeV 앙성자빔 프로파일 및 

윤상필 
HD-81O필름 

선랑 측정 0 0 KAERI 
이온챔버 

2 07. 6. 16 천연물질에 앙성자빔 조사하여 이갑득 천연물의 15 5 1 k kGGyy, 동국대학교 생리활성 물질 추출 메탄추출울 

3 07. 6. 23 탄소나노튜브의 특성 변화 김재용 
탄소나노튜 

2 510 k kGGyy, 한앙대학교 닙 

4 07. 7. 21 천연물질에 앙성자빔 조사하여 이갑득 천연물의 16 15 k kGGyy1 동국대학교 생리활성 물질 추출 메탄추출물 

5 07. 7. 21 
양성자빔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박재원 다이아몬 I 11 #/ 1c0m14‘ KAERI 의 알색 

6 07. 7. 28 Mg。의 특성 변화 김재용 Mg。 2 510 k kGGyy, 한앙대학교 

7 07. 7. 28 
앙성자빔을 이용한 다이아몬I 

박재원 다이아몬드 5 [#/ 1c0m“ιl KAERI 의 발색 

8 07. 8. 11 Mg。의 특성 변화 김재용 MgO 2 5lO k kGGyy1 한앙대학교 

양성자빔 에너지 측정 홍인 석 
H D-81O필름 

9 07. 8. 11 0 o KAERI 
알미늄시트 

10 07. 9. 29 
앙성자빔 조사에 의한 SPO/ 

SNO 화합물의 광연색 현상 
이인자 SPO/SN。 19 [# 111/00cOm낀1”f 깐 동국대학교 

11 07. 10 천연물질에 앙성자빙 조사하여 
이갑득 

천연물의 
10 15 k kGGyy, 동국대학교 20 생리활성 물질 추출 메탄추출물 

12 07. 10 
금나노입자의 생성및 성장 김영준 

금나노입자 5 [ 5*x/c 1m 01안3 충남대학교 
20 수용액 

07. 11 Zn。 110o:τ， 
13 10 나노와이어 소자의 특성 변화 김지현 나노와이어 3 iõ" 고려대학교 

소자 [#/cm' J 

14 07. 12. 1 
앙성자빔 조사를 이용한 톨연 

륜용휘 
애기장대증 

12 짧a4 1m@iO마 경북바이오 
변이 발생 자 산업연구원 

ZnO 
I# 1/c 0m14‘ l 15 07. 12. 1 나노와이어 소자의 특성 변화 김지현 나노와이어 고려대학교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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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루미늄 시트률 이용한 법 에녀지 축정 

20MeV 선형가속기는 50KeV injector , 3MeV RFQ, 20MeV DTL율 이용하여 양성자를 20MeV까 

지 가숙시킨다. 이미 BPM율 이용하여 TOF 방법에 의해 임에너지률 측정한 바 있으며 이 

번에는 알루미늄 시트에 대한 양성자법의 침루김이률 축정하여 201씨eV 양성자빔의 에너지 

를 측정해 보았다. 양성자멈이 물질에 임사될 때 양성자법의 비정은 물절의 원자번호， 

밀도와 양성자의 에너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물질의 원자번호와 밀도률 알고 있을 

시 물질 내의 앙성자빔의 비정은 전적으로 양성자빔의 에너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알 

루미늄에 대한 양성자빔의 비정율 축정하연 양성자빔의 에너지를 측정힐 수 있다 양성 

자법의 에너지에 따른 물질 내의 비전은 비교적 낼리 알려져 있으며 이 실험에서는 lCRU 

report 59의 데이터률 사용하였다 

ICRU report에 따르면 20니eV 양성자빔의 알루미늄에서의 비정은 0.71g/ cm2 혹은 2. lI mm 

에 해당한다 

표 3- [ - 5. 양성자빔의 에너지에 따른 알루미늄 내에서의 비 정 

Energy(MeV) Density range(α'cm2) Range(mm) through AI 

15 0.35 1.297 

17.5 0.45 1.667 

m 0.57 2.113 

22.5 0.71 2.631 

25 0.85 3.150 

(가) 알루미늄 시트의 적충 

알루미늄 내에서의 양성자빔의 비정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두께의 알루미늄 시트률 적 

충하였다. 앙생자빔의 투과 여부를 결정하기 워하여 적충된 알루미늄 시트 위에는 

Gafchromic 필륨(모델명 HD-810)필륨을 부착하였다. 적충된 알루미늄 시트는 0.5mm 두 

께의 알루미늄 법인출창 위에 부착되었고 적충된 알루미늄 시트의 두께는 법인출창의 두 

께률 같이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50~m의 두께 간격율 갖는 적충된 알루미늄시트와 20~m 

의 두께 간격율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적충된 알루미늄 시트률 준비하였으며 이 때 알 

루미늄 시트의 두께 간격은 측정된 에너지의 측정 오차률 결정하게 된다. 제작된 알루미 

늄 시트는 그립 3-[-58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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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1- 58 . 50μm 와 20μm로서 적충된 알루미늄 시트 

( 나) 알루미늄 시트를 이용한 에너지 측정 실협의 결과 

Gafchromic필름과 적층된 알루미늄 시트를 이용하여 빔을 조사하였을 때 결과는 그림 

3- 1 - 59에 나타나 있다 양성자빔이 알루미늄 시트를 투과하였을 경우 HD-810필름과 반응 

하여 밀름의 색깔이 변하게 되고 필름이 통과하지 봇하였을 경우에는 HD-810필름의 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름의 색을 관찰해보연 알루미늄에서의 양성자빔의 비정을 쉽 

게 알 수 있다. 그림 3- 1 - 59의 첫 번째 그럽은 알루미늄 시트가 없을 때 양성자빔의 프 

로파일을 나타낸 것이며 두 번째 그럽은 5011m 간격으로 적충된 알루미늄시트에서의 결과 

이고 세 벤째 그림은 2011m 간격으로 적충된 알루미늄 시트에서의 결과이다. 그립 3- 1- 59 

에서 알 수 있듯이 알루미늄시트의 두께가 증가힐수록 필름의 색이 진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알루미늄 사트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양성자법이 에너지률 잃어 필름에 전달 

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필름의 색의 농도(혹화도 Optica l Density)는 

densitometer를 사용하변 그 농도를 정랑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그립 3- 1 - 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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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림 3-1- 59. 50μm와 20μm의 두께로 적충된 알루미늄 시트를 통과한 후 HD-810필륭 

50니m 간격의 적충된 알루미늄시트에서 양성자빔의 비정은 2. 15mm ~ 2.2mm 사이에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성자빔의 비정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20~m 간격의 알루 

미늄 시트에서의 필름율 살펴보면 앙성자빔의 비정은 2. 1 6mm에서 2. 18mm 사이에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2.16mm에 해당하는 빔에너지와 2. 18mm에 해당하는 빔에너지를 표3- 1 - 5를 이 

용하여 션형 보간법으로서 나타내연 다음과 같다， 

2 ‘ 16mm 일 때 

22.5 - 20 
= n~:~u n~:. X (2.16-2.11)+20= 20.24 ’-2.11 

2.18mm 일 때 

22.5-20 
= n~:~u n~:. X (2.18-2.11)+ 20= 20.33 

그러므로 양성자법의 에너지는 20. 24MeV ~ 20. 33MeV 구간에 존재하게 된다 

이 때 20. 24MeV와 20. 33MeV의 중간 값을 HD-810필름에 의한 측정값으로 취하연 

축정된 빔에녀지는 그러므로 측정된 에너지 값은 20.285 土 0. 045 MeV이 된다. 오차 범위 

는 0.9MeV로서 %오차는 약 0.5%가 된다. 

(다) PracticaJ range의 정의에 따른 빔 에너지 산출 

lAEA TRS-398 프로토콜을 살며 보연 브래그 피크가 형생되는 지점에서 상대적인 세기가 

10%가 되는 갚이를 pracrical range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법에너지 

률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interpclation 기법을 사용하면 10%에 해당하는 지점은 

2. 168mm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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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양성자빔의 비정 2. 168mm 에 해당하는 법에너지는 20.278 MeV로 나타나며 위의 

결과가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률로 미루어 보아 2애eV 선형가속기에서 

인출되어 나오는 양성자법의 에너지가 20MeV에 해당합율 확인할 수 있다. 

표 3- 1- 6. HD- 810 필름의 Optcal Oensity 데이터 (background 0.0. : 0.24 ) 

두께 

축정 값 

명균 

Net 0 . 0 

2. 1 

1. 92 

1. 93 

1. 92 

1.923 

1. 683 

20 

(‘ 1.5 
그 

<

>

ifj 1.0 
c 
@ 
。

홍 0.5 

0.0 

2.12 2.14 

2.23 1. 54 

2.18 1 ‘ 49 

2. 21 1. 43 

2 .206 1.486 

1.967 1. 247 

/~\\\\ 

\ 

2.16 

0.54 

0.54 

0.46 

0.513 

0.273 

2.10 2.12 2.14 2.16 2.18 

AI foi l thickness (mm) 

2.18 

0.33 

0.34 

0.34 

0336 

0.097 

2.20 

그립 3- 1- 60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필름 흑화도의 변화 

( 라 ) Markus 이온 챔버와 알루미늄 시트를 이용한 빔 에너지 측정 

2.2 

0.34 

0 .33 

0.33 

0.333 

0.093 

앙성자빔의 흡수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Markus 이온챔버 (PTW ， TM23343)와 알 

루미늄 시트률 이용하여 양성자법의 비정을 축정해 보았다. 실험 방법은 Markus 이온챔 

버 위에 Imm ~ 20μm의 다양한 두께를 가지는 알루미늄 시트를 하나썩 쌓아가면서 Markus 

이온챔버에서 발생하는 전하량을 측정해 보았다. 륙정 두께의 알루미늄 시트에서 빔펄스 

를 5회 조사하였으며 육정된 전하량을 명균하여 알루미늄 시트의 두께에 따라 나타내면 

- 149 -



결과는 그럼 3- 1 -61과 같다. 그립 3- 1 -61에서 나타나듯이 알루미늄 두께에 따라 측정된 

Markus 이온챔버의 전하량은 전형적인 브래그 곡선을 나타낸다. lAEA TRS-398 프로토콜 

은 브래그 곡선에서의 비정율 브래그 곡선의 최대값으로부터 10%지점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이 정의에 따라 축정된 브래그 곡선에서 양성자빔의 비정은 2. 178mm가 된다. 이 때 

2 ， 178mm에 해당하는 양성자빔의 에너지는 20. 32MeV가 된다 이는 HD-810필름으로서 측정 

한 결과인 20.278 MeV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160 

160 

140 

120 

일 m 
@ 

E’ 80 

§ m [ I----
이O 

20 

o 

-
" 

1.11 15 1.6 1.7 1.6 1.9 2.0 2.1 2.2 2.3 

Depth (mm) 

그립 3- 1-61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Markus 이온챔버의 축정 전하랑 

위의 측정 결과를 윗받침 하기위하여 SR1 M 2003 코드률 이용하여 양성자빔의 에너지에 

따른 알루미늄의 비정을 계산해 보았다. SRI M 계산에서도 전형적인 브래그 곡션을 나타 

내었고 비정의 계산 결과 20. 32MeV에서 알루미늄의 비정은 2. 178mm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립 3-1 - 62 ) 이와 같은 결과는 Markus 이온챔버와 알루미늄 시트률 이용한 에너지 측 

정결과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율 윗받침해주고 있다 알루미늄 시트률 이용해 20MeV 선 

형가속기의 에너지률 육정해 본 결과 HD-810필름율 사용하였을 때 20.278 MeV , Markus 

이온챔버를 사용하였을 경우 20. 32MeV률 나타내었다. SRIM 코드에 의한 시률레이션 결과 

가 이 결과률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율 윗받침 해주고 있다. 이 러한 알루미늄 시트률 

이용한 에너지 육정 실험 결과들은 20MeV 선형가숙기에서 인출된 양성자업의 에너지가 

20MeV임율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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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에너지에 따른 비정 

Energy of 
20 20.1 20.2 20.3 20.4 20.5 

proton (M eV ) 

Range (mm ) 2.1 1 2.1 38 2.154 2.175 2.19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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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그 곡선과 비 정 SRI M 코드에서 계산된 

- 151 -

3- ] - 62. 그림 

•• 



뾰
 

20 MeV 가속기 유지 , 2 

진공 계롱 및 방사선 

수정이 이루어 졌다. 

클라이스트론 진공 저하 빛 보수， 

퉁의 가숙기 유지， 

가. 개요 

탕해 단계 통안 20 MeV 가숙기 , 

차폐， 법 조사 장치 설치， 가숙기 정혈 스
 

1 보
 

그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나. 20 ~leV DTL DT 교체 (2006년 3월 9일 ) 

(1) 원인 

시험중에 DTL 탱크 4 진공이 2E- 7 torr 영역에서 lE- 6 torr 및 초기 

이상의 영역으로 급숙히 저하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전자석 운전 중 탱크 3번 

energy 측의 엔드 플레이트 전자석 전원과 탱크 4번 low energy 측 엔드 플레이트 전자 

석 전원의 전압이 통일 전류에 대해서 1/ 2 정도로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조사해 

본 결과 탱크 4번의 진공도 저하는 15번째 drift tube의 진공 누설 때문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전자석 전원의 전압 감소는 사용한 전자석의 선간 절연이 저하되어 나타난 현상 

high 

20 MeV 가숙기 완성 

인 것으로 알려졌다. 

(2) Drift tube 교체 

이와 같은 문제점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drift tube 것이다. 전자석율 교체하는 및 

있기 때문에 전자석 혹은 

tube 어느 한쪽이 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은 두 개를 한꺼번에 교체하여야 한 

따라서 탱크 4번의 15번해 drift tube 빛 사극 전자석， 탱크 3번 high energy 측 및 

전자석이 위치하고 내에 사극 tube DTL 의 경우 di rft 륙히 

drift 

다. 

전자석율 교체하였 

다. 문제가 발생한 탱크가 3번 및 4번 탱크였기 때문에 DTL 탱크 자체률 용직이지 않고 

엔드 플레이트만율 열어서 drift tube률 교체힐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새로이 제작한 drift tube 및 전자석의 진공 누설 시험 및 전자석 절연 시험을 수행하 

였다 진공 누설 검사는 He leak detector (HELIOT 301 , ULVAC)률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leak rate는 lE- 9 torr L1s 이하였다 전자석 절연 시험은 Mega-ohm test률 이용하였으 

며， 측정된 저항은 인가 전압 125 V에서 100 kOhm 이상이어서 진공 륙성 및 전자석 륙성 

사극 dr i ft tube nose 및 탱크 4번 low energy 측 엔드 플레이트의 

이 모두 원하는 조건율 만혹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탱크 4번의 15번째 drift tube는 탱크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 따라서 그립 3-2 - 1에 나 

타난 것처럽 표연이 융으로 마감된 러프트률 이용하여 dri ft tube의 제거 빛 이송율 하 

였다 새로 제작된 drift tube 역시 리프트률 이용하여 설치할 위치까지 이송한 후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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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률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이때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6번째 dri ft tube률 

위로 틀어 올려 작업 공간율 확보하였다. Dri ft tube 설치 후 tube 정렬은 in 1 ine 정렬 

이 가능한 laser tracker target 흘더률 dri ft tube 에 설치하여， 다른 dri ft tube를 제 

거하지 않고도 충간에 위치한 drift tube률 정렬할 수 있었다. Dri ft tube 정렬율 위해 

설치된 target 훌더는 그립 3-2 - 2에 나타나 있다 

탱크 3번의 high energy 측， 탱크 4번의 l o\V energy 측 엔드 플레이트의 노우즈률 교체 

하였다. 교체를 위하여 제거한 엔드 플레이트의 모습은 그립 3-2- 3과 같으며 교체한 노 

우즈의 도연은 그립 3-2-4와 같다 

(3) 교체 후 륙성 측정 [3-3-16- 18] 

교체 후 탱크 4언의 15번째 빛 16번째 drift tube의 정렬 결과는 표 3-2- ) 에 정리되어 

있다 DTL 탱크 제작시 허용 정렬 오차는 X- , y- , z 방향 모두 50 μm 이하이며 ， 표 1번 

에서 보듯이 새로 설치된 drift tube는 세 방항에 대해서 모두 위의 조건율 만축시킴을 

알 수 있다 Dri ft tube 및 엔드 플레이트의 설치를 완료한 후 공진 주파수 및 전장 분 

포를 측정하였다. 탱크 4번의 공진 주따수를 측정하였으며， drift tube 교체전과 비교하 

여 온도 빛 습도 보정을 한 계산 결과와 비교한 결과 7 kHz 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는 냉각수 온도 2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현재 시스뱀에서 충분히 류닝 가능한 범 

위임율 알 수 있었다- 장 분포의 경우 축정 결과는 그립 3-2-5와 같으며 축정 전/후의 

장 분포 차이는 2 % 이하 였고， 절대 장 분포 면차의 경우도 설계값의 土 2% 이내여서 초 

기 장 분포 튜닝 조건을 만축시킴을 알 수 있었다. 

표 3-2- 1. 탱크 4번 15번 ， 16번 drift tube 정혈 전후의 위치 측정 

before replacement (11m) after replacement (11m) 

15th DT (x, y, z) -10, +4, +19 +25 , +3 , -14 

16th DT (x, y, z) +22, +15, +20 +26, +15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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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2- 1. 탱크 4로부터 분리왼 15번 dri ft tube 

그립 3-2- 2. Drift tube 정혈을 위해 설치된 laser tracker target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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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3 노우즈 교체를 위해 분리된 엔드 플레이트 

12 
11 

9 3 

7 5 

-귀L~ 
그럼 3-2-4 엔드 플레이트 노우즈 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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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 5. 탱크 4번 Drift tube 교체 전/푸의 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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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TL 탱크 공진 주파수 조절 (2007년 4월 26일) 

(1 ) 원인 

DTL 탱크 공진에 필요한 역 온도 셋팅값이 1번의 경우 22.8 'C 이고 탱크 4번의 경우 

47.1 'c 이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 각각 공진 주파수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슐 

러그 류너률 가공하여 벽 온도 셋팅값율 탱크 l번의 경우는 조금 올리고， 탱크 4언의 경 

우는 조급 내리는 것이 목적이다-

(2 ) 튜너 가공 및 온도 셋팅값 변화 

20 시eV DTL의 경우 류너 l개당 민감도는 약 3 kHz / mm 이다- 이것율 기준으로 하여 탱 

크 1 번의 경우는 류너 4개를 가공하여 셋팅 온도를 30.8 'c 정도로 높이는 것으로 설계하 

였고， 탱크 4번의 경우는 튜너 2개률 가공하여 예상 셋팅온도를 41. 2 'c로 정하였다 이 

에 해당하는 가공길이는 탱크 l 번의 경우 각 류너의 길이를 0.67mm 증가시키는 쭉으로 

가공하였고， 탱크 4번의 경우는 각 튜너률 1. OOmm 줄이는 쪽으로 가공하였다- 류너 가공 

전， 후의 셋텅값 및 공진 주파수는 표 3-2 - 2와 같다 

표 3-2-2 튜너 가공 전， 후의 셋팅 온도 변화 및 공진 주파수 

듀너 가공신 12007. 3. 15) 튜니 가공후 12007. 4. 26) 

앙약 냉 ~l'셔껴 !ξ 앵크벅-?- 5=_ 냉각수유도 
장진 

‘，~ =t 역f 도 탱크액온도 냉 't수옥도 
장진 

싣성값 (도) 쪽싱값 {도) 연정값 (도) 
주파수 

싱정값 15'. ) 측정값 (또) 싱정값 (5'.) 
주파수 

IM Hz) 1~ IHz) 

냉 .=L 1 2'2.8 22.8 38.9 3i>이)()(J2JO 71.5 Zl .5 38.9 349.99R'i6.1 

냉ξ!2 27.0 27.0 38.9 3i>。이XXXi.1 27.0 27.0 38.9 349.99%2."i 

'J크3 33.4 33.5 38.9 ~。이100 1 3 34.0 34.3 38.9 349.999188 

탱크4 47.1 47.0 38.9 350.001938 43.1 43.1 38.9 349.999875 

라. 클라이스트론 진공 저하 및 수리 

DTL 고주파 원으로 사용하언 클라이스트론 (2089 F'-SN089044) 의 진공도가 불안정한 수치 

률 나타내었으며， 최종적으로 10 lIA 이상의 이온펌프 전류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진 

공도를 추적하여 본 결과 진공 러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프랑스 탈레스 사로 운 

송하여 다시 러크를 고친후 재 반입하였다- 리크부분은 첫 번째 cav i ty와 두 언째 

cavi ty 사이의 벨루우 였으며， 그 러크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이곳에 녕naerobic’ 접착 

제률 이용하여 썰렁을 하고， 300 'C 까지 베이킹율 하였다. F'ailure analysis report 는 

표 3-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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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3. Failure analys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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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공 시스랩 유지， 보수 

20 MeV 가숙기의 진공 배기에 사용되는 펌프 종류 및 제원은 표 3-2-4에 정 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정기격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대표척인 것은 스크롤 펌프의 경우 탑썰 (tip 

seal)과 베어링， cryopump의 경우 displacer exchange , control disc와 adsorber , nlP의 

경우 베어링 퉁이며 그 교체 주기는 대개 l 년 정도이다. 20 MeV 가속기의 경우 각 진공 

펌프의 사용시간 및 보수률 요하는 부품， 교체주기는 표 3-2-5에 정리되어 있다 RFQ 

w indow에 사용되는 스크롤 엄프는 소읍이 발생하여 확인한 결과 탑썰 및 베어링이 보수 

시간을 초과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교체전 팀썰과 베어링 상태는 그립 3-2 - 6과 그립 

3-2- 7에 나타나 있다- 당해 연도 가숙기 운전 중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부분은 

DTL 배기에 사용되는 TMP와 스크롤 펌프였으며， 이툴에 대한 이력은 표 3-2 - 6에 정리되 

어 있다- 이중에서 법 업프에 설치되었먼 TMP는 소읍이 발생하여 정지시키고， 살펴본 결 

과 브레이드가 파손되어 있음율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TMP 브레이드 파손의 원인으 

로는 첫째 운전중 이물질 삽입， 둘째 저진공 펌프측이 갑자기 대기압으로 노출되어 브레 

이드가 휘어지며 브레이드끼 리 충톨， 셋째 베어링 불량으로 브레이드 측이 기울어격 브 

레이드끼리의 충롤로 인한 마손 퉁이 있으며 i 업체 측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베이링 마모 

로 인한 축의 흔들립 때문이었다. 아직 보수 주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해서 DTL 스크롤 펌프를 보수하였다 표 3-2 - 6에 나타나 있듯이 그동안 NEG 

regenera t I on을 19회 수행하였으며， 당해 연도에는 총 4번율 수행하였다 NEG 

regenera ti on 기준은 고주따 창의 진공도가 1 E-6 torr 정도에 도달하면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당해 연도에는 대부분 진공도 저하로 인하여 NEG 펌프 regeneration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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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20 MeV 가속기 진공시스템 (펌프/모델영 /SN/사용시간 - 2007. 1.20) 

이온원 

Rotary Pump - 15,000 hr 

TMP T1600 (LEYBOLD) 20900612817 - 15,000 hr 

RFQ 

COOLVAC 3010 (LEYBOLD) 2030 0038255 - 10,000 hr 
Cryo Pump 

COOLVAC 3011 (LEYBOLD) 2090 0371798 - 10,000 hr 

RFQ Wíndow 

ISP- 500B (ANEST IWATA) BE826 
- 20,000 hr Scroll Pump 

ISP- 5ooB (ANEST IWATA) BE825 

TMP 
TURBOVAC 361 (LEYBOLD) 20900566265 

- 20，α)() hr 
TURBOVAC 361 (LEYBOLD) 20900566266 

DTL 

Scroll Pump TríScrol1 TM (VARIAN) LPA511783 

TMP TV 301 NAV (VARIAN) 500176 

Scroll Pump TríScroll TM (VARIAN) LPA511781 

TMP TV 301 SYS (VARIAN) 215481 

Scroll Pump TríScrol1 TM (VARIAN) LPA511748 

TMP TV 301 SYS (VARIAN) 215484 

Scroll Pump TríScroll TM (VARIAN) LPA02255 

TMP TV 301 SYS (VARIAN) 215485 

Scroll Pump TríScroll TM (VARIAN) LPA511780 
- 13,000 hr 

TMP TV 301 NAV (VARIAN) 21많68 

Scroll Pump TríScroll TM (VARIAN) LPA511776 

TMP TV 301 SYS (VARIAN) 215488 

Scroll Pump TríScroll TM (VARIAN) LPA511752 

TMP TV 301 NAV (VARIAN) 215870 

Scroll Pump TríScroll TM (VARIAN) LPA511790 

TMP TV 301 SYS (VARIAN) 215483 

DTL Wíndow 

NEG Pump CapacíT orr (saes) - 13,000 hr 

Beam Dump 

Scroll Pump ISP- 5QOB (ANEST IWATA) - 13,000 hr 

TMP TMU 521 (PFEIFFER VACUUM) 13365없4 - 13,000 h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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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20 MeV 가숙기 진공 시스램 유지 보수 항목 

진공멈프종류 유지보수 항목 교체주기 

TMP bearing 교체 15 , 000 시간 운전 후 

needle bearing 16 , 000 시간 운전 후 

ball bearing 16, 000 시간 운전 후 

sp ider 16, 000 시간 운전 후 

shaft sea l 8, 000 시간 운전 후 

G seal 8, 000 시간 운전 후 
Scro 11 pump 

exhaust valve set 8, 000 시간 운전 후 

。ut l et f1ange 0 ring 8, 000 시간 운전 후 

inl et flange 0 ring 8, 000 시간 운전 후 

tip seal set 8, 000 시간 운전 후 

air flush kit 8, 000 시간 운전 후 

adsorber 교체 18 , 000 시간 운전 후 

Cryopump displacer 교체 9, 000 시간 운전 후 

control disk 교체 9, 000 시간 운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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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6. 20 MeV 가속기 진공 시스템 사용 이력 

항목 Type Mode l Ser. No 비 고 

Rotary 
2007. 1. 24 오일 교체 

이온원 
Pump 

TMP T1600 (LEYBOLD) 20900612817 

COOL VAC 30 10 
2α6‘ 1 1.01 regen후 다시 가동 

Cry。
2030 0038255 

RFQ 
(LEYBOLD) 

Pump COOLVAC 3011 
2아)6.1 1. 01 regen후 다시 가동 2090 0371798 

(LEYBOLD) 
ISP- 500B 2006.02.24 정기보수 

+ BE826 
Scroll (ANEST IWATA) (팀썰 베어링). 1∞m 시간 

Pump ISP-잉OB 2006.03.13 정기보수 
BE825 

RFQ (ANEST IWATA) (팀썰 베어링). 12000 시간 

Window TURBOVAC 361 
+ 20900566265 

TMP 
(LEYBOLD) 

TURBOVAC 361 
20900않6266 

(LEYBOLD) 
Scroll 

TnScrol1 TM (VARIAN) LPA511783 
Pump 

2006.03.10 펌 t 교체， 

Tank TMP TV 301 NAV (VARIAN) 500176 
베어링 불랑 2006.05.16 소응발생 1 

펌프 정지 2006.08.08 펌프 교체， 

게이 E 밸 a 설치 

Scroll 
TriScrol1 TM (VARIAN) LPA511781 

Pump 
TMP TV 301 SYS (VARIAN) 215481 
Scroll 2006. 08 엄프 교체， 수리의뢰 

TriScroll TM (VARIAN) LPA5117얘 
Pump 원인 소음 

Tank TMP TV 301 SYS (VARIAN) 215484 

2 Scroll 2α)6.03.08 모터 이외 교체 

Pump 
TriScroll TM (VARIAN) LPA02255 

원인 소음 

DTL TMP TV 301 SYS (VARIAN) 215485 
Scroll 

Pump 
TriScr이 1 TM (VARIAN) LPA511780 

TMP TV 301 NAV (VARIAN) 215868 

Tank Scroll 
TriScroll TM (VARIAN) LPA511776 

3 Pump 
2006.08.08 

TMP TV 301 SYS (V ARIAN) 215488 pfeiffer에서 베리 안으로 교체， 

게이 E 밸닙 설치 

Scroll 
TriScrol1 TM (VARIAN) LPA511752 

Pump 
Tank TMP TV 301 NAV (VARIAN) 215870 

4 Scroll 
TriScrol1 TM (VARIAN) LPA511790 

Pump 
TMP TV 301 SYS (VARIAN) 21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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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Type Model Ser. No 비 고 

2005.07.31 aClivalion, 

20050802 reaclivalion, 

2005.08.06, 2005.08.13, 2005.08.15, 

잉05.08.20， 2005.08.28, 2005.09.10, 

2005.09.26, 2005.10.09, 2005.11 .02, 

2005. 11 .23, 

2006 이 09 reaclivation 

DTL NEG 
대기 노출 (TMP교처1) 

CapaclT orr (saes) 잉06.02.24 reactivalion 
Window Pump 

진공값 저하 

2006.03. t 6 reactivation 

DTL 보수시 대기 노출 

2006.06.01 reaclivation 

5월 1 1 일 DTL 상압， 진공값 저하 

2006.07.24 reaclivation 진 공 값 저 하， 

2006. 11.01 reactivation 진공값 저하， 

2006.12.27 reaclivalion 진 공 값 저 하 

Scroll ISP-500B 

Beam Pump (ANEST IWATA) 

Dump TMU 521 2006.09.15 브레이드 파손 
TMP 13365684 

(PFEIFFER VACUUM) 9월 28일 pfeiffer TMP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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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6 교체전 팅썰 모습 

그립 3-2- 7 교쳐1천 베어 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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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법프 차폐 설치 

가속기의 적절한 성능 시험율 하기 위하여 빔 덤프 측에 차폐률 설치하였다 가숙기 운 

전 조건은 표 3-2 - 7과 같으며， 이때 빔 립프의 흑연 표적으로부터의 방사선량 그립 

3-2- 8에서 보듯이 중성자 보다는 감마션에 의한 값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차폐 납 벽롤 

의 두께가 Icm ~ 10cm 까지 변화할 때 표적으로부터 2 m 떨어진 곳에서의 선랑 감소 계 

산 결과가 역시 그럽 3-2 - 8에 나타나 있으며， 약 3 cm 이상의 두께를 갖는 납 벽롤을 사 

용힐 경우， 총 선량을 주당 작업자 허용 선랑인 400 μSv 이하로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용하여 빔 염프 차폐를 설계하였으며， 그 모습은 그립 

3-2 - 9에 나타나 있다， 그럼에서와 같이 빔 덤프 주위를 모두 차폐 벽롤을 둘러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험자에게 피폭 가능한 영역에서만 방사선 차폐가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납 벽롤을 배치하였으며， 납 벽돌 두께는 10 cm 였다. 설치된 빔 립프 차폐는 

그립 3-2 - 10에 나타나 있으며， 그립 3-2 - 11 과 같이 빔 립프로부터 2 m 떨어진 곳에 사방 

으로 절망을 설치하여 실험자가 가속기 운전시 빔 덤프측에 접근하지 봇하도록 하였다， 

표 3-2-7.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설치된 20 MeV 양성자가속장치의 실험 조건 

lon Proton 

Energy 20 MeV 

Max. Peak Current 20 mA 

Duty Factor 5x lO-4 % 

Mean Current 0.1 llA 

표적 Graphite 

시험운전 시간 4 hr /week 

클라이스트론 TH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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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 10 빔 덤프 주위에 설치된 납 벽돌 차폐 

그립 3- 2- 11 법 립프 주위에 설치된 접근 제한용 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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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 MeV 빔 조사장치 설치 

가속기 법 륙성실험율 하기 위하여. 20 MeV 가숙기 종단에 빔 창율 설치하고 외기빔율 

인출힐 수 있도혹 법 창 빛 타껏율 설치하였다. 범 창은 0.5mm 두께， 직경 25mm 인 알미 

늄율 사용하였다. 타켓의 위치는 가속기 종단으로부터 1160m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채 

질은 그라파이트이다. 엄 창으로부터 가속기측으로 70mm 떨어진 위치에는 역시 그라파이 

트로 만들어진 내경 25mm 의 aperture를 설치하여 빔 손실에 의한 방사선 발생율 최소화 

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성된 외기빔 인출 장치의 모습은 그립 3-2 - 12에 나타나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전술한 “마. 20 MeV 빔 시범 조사 실험” 항에 정리되어 있다. 

그립 3-2-12. 20 MeV 멈 인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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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 MeV 가숙기 정렬 

(1) 개 요 

법 가속 실험중 법 스티어렁이 이전과 탈라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20 MeV 

가속기의 정혈을 측정하였고 다시 정렬 작업을 수행하였다- 측정 대상 장치는 ion 

source , solenoid 2개， RFQ 2개， DTL 4개 퉁이다 정렬은 RFQ 2개를 기준으로 solenoid 

와 DTL을 각각 정렬하였다. 측정 및 정렬에 사용된 장비는 Jig Transit과 Optical Level 

퉁이다 

(2 ) 측정 및 정렬 방법 

측정은 Optical T。이 ing 기술율 적용하였다 Optical Tooling 기술의 정확도는 약 

11200 , 000 이다 죽， 육정 거리가 10 m 일 때 정확도는 약 0.2 mm 정도이다 20)'leV 양성 

자가속기 전체 측정 구간은 lon source부터 DTL 4번까지이며 총 길이는 약 25 m 정도이 

다 

(가) 축정 장비 개요 

Optical T。이 ing 기술은 항공기 j ig의 형상 측정 및 정렬율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Laser tracker가 퉁장하기 전까지 3차원 공간상에서 기계장치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 

고 정렬하는데 주력으로 사용된 측정 기술이다. Optical Tooling 기술은 륙히 직선의 정 

렬， 수직， 수명변의 정렬에 있어서 쉽고 높은 정확도률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도 대분의 가숙장치를 정렬하는 데 기본척으로 사용되는 측정 및 정렬 기법 

중의 하나이다. 

CD Jig Transit 

Optical Tooling 기기의 하나인 jig transit은 수직변의 offset을 측정하여 정렬할 때 

사용되는 장비이다 그립 3-2-13과 그립 3-2-14는 jig transit과 optical tooling sca l e 

의 사진이다 Telescope률 상하로 회전하여 수직인 팡측면을 형성할 수 있으며 

telescope의 끝에 부착된 。ptica l micrometer로 팡축변에 대한 offset률 측정할 수 있 

다. Offset의 축정은 。ptical tooling scale을 。ptical micrometer로 측정하며 최소 측 

정 단위는 0.002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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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 13. Jig transit 

그립 3- 2- 14. Optical t。이 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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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ca l Level 

Optical level은 수명변에 대한 광촉을 형성하는 Optical Tool ing 기기로서 중력 방항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 20MeV 양성자가숙기 정렬에 사용된 optical l evel 은 swiss WILD 

사의 N3 모델율 사용하였다 정확도는 1 km 왕복할 때 0.2 mm이며 。ptical micrometer를 

이용하면 0.01 mm까지 륙정힐 수 있다 그립 3-2- 15는 。ptical 1 evel 의 사진이다. 

그럽 3-2-15. Optical level (N3) 

(나) 좌표계 빛 측정 결과 표시 방법 

20MeV 양성자가숙기의 좌표계는 오른손직교좌표계를 적용하였다 그립 3-2- 1 6은 좌표계 

와 측정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x축은 beam 진행 방향의 좌륙， y축은 중력의 반대 

방향， z축은 beam의 진행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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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정 및 정렬의 기준 

20MeV 양성자가숙기 정렬의 기준은 RFQ 1 언과 2번율 least square fitting한 1 ine율 기 

준으로 정렬하였다. 기준을 RFQ로 설정한 이유는 RFQ는 RF coupler가 RFQ 2언을 구숙하 

고 있어서 높이 방향(y)과 좌우측(X)방향으로 조정이 제한적이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최척의 위치로 RFQ 1 번과 2번을 정렬한 후 이를 기준으로 solenoid 빛 DTL을 정렬하였 

다. lon source는 flange의 위치 혹정 데이터만 확보하고 조정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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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16. 좌표계 빛 측정점 

- 173 -



(3) 축정 및 정혈 결과 

측정 결과는 X방향과 Y방향으로 구분하고 정렬 전후률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y방향의 축 

정 결과는 정렬 전후 절대 수명연에 대한 눔이 연차도 표시하였다-

(가) x방항 측정 및 정렬 결과 

표 3-2 -8은 20MeV 양성자가속기의 정렬 전후 X방향 측정 결과이다 X방향 측정 결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편차를 계산하여 표시하였다 하나는 RFQ 1 번과 2번 4 point 만으로 

측정 결과를 최소제곱볍 (least square method )으로 1 ine fitting하여 면차를 계산하였 

고， 다른 하나는 solenoid 2개. RFQ 2개. DTL 4개를 모두 1 ine fi tting하여 연차를 계산 

하였다. lon source 부분은 별도의 조정장치가 없고 RFQ의 이동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통계 처 리에서는 제외하고 결과만 기록하였다. 

X방향의 정렬은 조정 전 현재 상태률 측정하여 RFQ를 2개로 I ine fitting한 기준으로부 

터 연차를 계산하여 DTL과 solenoid룰 정렬하였다. 전체률 I ine fi tting하여 정렬하면 

조정량이 적을 수 있지만 RF coupler로 연결된 RFQ 부분율 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랍직하 

다고 판단되어 그 외의 부분율 조정하여 정렬하였다 표 3-2 - 8에서 노란색 블록은 연차 

의 최대값율 나타내고， 청색은 연차의 최소값율 나타내고 있다. 모든 측정점으로 1 ine 

fitting하였을 때 조정 전 최대값은 1. 08 mm이고 최소값은 - 1. 72 mm이며 표준연차는 

0.63 mm이다 정렬 후에는 최대값이 0.08 mm이고 최소값은 -0.27 mm이펴 표준연차는 

0.09 mm이다. 참고적으로 RF01 -out 부분과 RF02- in 부분은 flange를 bolt로 체결되어 있 

어서 조정이 불가하다. 그립 3-2- 17은 X방향의 정혈 전후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나) Y방향 측정 및 정렬 결과 

표 3-2 -9는 정렬 전후 Y방향 측정 결과이다‘ Y방향 측정 결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연차 

를 계산하여 표시하였다. 첫 번째는 RFO 1 언과 2번 4 poi nt 만으로 측정 결과를 최소제 

곱법 (least square method)으로 line fitting하여 연차를 계산하였고， 두 번째는 

solenoid 2개. RFQ 2개. DTL 4개를 모두 line fitting하여 면차률 계산하였다. 세 번채 

는 RFQ1 - in율 기준으로 하여 수명면에 대한 절대 수준차를 계산하였다. Ion source 부분 

은 별도의 조정장치가 없고 RFQ의 이동에 따라 움직여서 통계 처리에서는 제외하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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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록하였다. 

Y방향도 X방향과 마찬가지로 정렬은 조정 전 현재 상태를 측정하여 RFQ를 2개로 1 ine 

fitti ng한 기준으로부터 연차를 계산하여 DTL과 so l enoid를 정렬하였다. 일반적으로 대 

부분의 기계장치는 수명면에 대한 절대 수준율 통일하게 정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RF 

coupler로 연결된 RFQ 부분은 조정이 제한척이어서 절대 수준으로의 정렬보다는 RFQ 부 

분율 1 ine fjtting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체률 정렬하였다. 표 3-2- 9에서 노란색 블록은 

연차의 최대값을 나타내고， 청색은 연차의 최소값율 나타내고 있다 모든 측정점으로 

1 ine fitting하였을 때 조정 전 최대값은 1. 86 mm이고 최소값은 -2.28 mm이며 표준연차 

는 1. 02 mm이다. 정렬 후에는 최대값이 0.22 mm이고 최소값은 -0.25 mm이며 표준연차는 

0.12 mm이다. 정렬 전후 Y방향의 진직도(straightness)는 크게 개선되었a나 RFQ률 기준 

으로 정렬하여 전체적으로 절대 수준에 대한 연차는 커졌다- 참고척으로 RFQI -out 부분 

과 RFQ2 - in 부분은 flange를 bolt로 체결되어 있어서 조정이 불가하다. 그립 3-2 - 1 8은 Y 

방향의 정렬 전후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 175 -



표 3- 2-8. Deviat i on of X direction 
m m 

니
 

]

Before adjustment After adjustment 
Points 

RFO only AII points RFO only AII points 

01-lon source -0.23 O.t 1 -2.00 2.06 

02-S0L 1-in 0.76 1.08 0.04 -0.02 

03-S0L 1-out 0.48 0.76 0.14 0.08 

04-S0L2-in 0. 12 0.27 0.00 -0.05 

05-S0L2-out 0. 17 0.29 0.05 0.01 

06-RFOHn 0.07 0.15 0.09 0.05 

07-RF01-out -0. 13 -0.27 -0.25 ιr -0 27 

08-RFQ2-in -0.02 -0. 17 0.07 0.05 

09-RF02-out 0.07 0.31 0.08 0.07 

10-DTL Hn - 1.32 - 1.72 0.06 0.05 

11-DTL1 -out 0.76 -0.25 0.00 0.04 

12• DTL2-in 0.70 -0.33 0.01 0.05 

13-DTL2-out 1.40 -0.29 -0.02 0.06 

14-DTL3-in 1.37 0.33 - 0.14 -0.06 

15-DTL3-out 2.52 0.16 -0.24 -0. 11 

16-DTL4- in 2.60 0.22 0.10 0.04 

17 -DTL4-out 3.78 0.72 0.15 0.03 

MAX 3.78 1.08 0.14 0.08 

MIN - 1.32 -1.72 0.25 -0.27 

STD 1.26 0.63 0.12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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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9. Dev i ati on of Y directi on 

Unit : mπ1 

Before adjustment After adjustment 
Points 

RFQ only AII points Abs. EI RFQ only AII pOints Abs. EI 

01-lon source 0.86 0.47 - 1.25 7.84 7.86 -10.06 

02-S0L1-in 1.81 1.41 -0.18 -0. 14 -0.16 -2.21 

03-S0L I -out 1.61 1.21 -0.15 -0.02 -0.03 -1.77 

04-S0L2-in 0.93 0.5 1 - 0.07 0.08 0.09 0.84 

05-S0L2-out 0.74 0.32 -0.04 0.07 -0.05 -0.48 I 
06-RFQ 1-In 0.56 0.14 0.00 0.12 0.14 0.00 

07-RFQ1-out -0.39 - 0.85 0.07 0.05 0. 11 1.73 

08-RFQ2-in -0.73 -1. 19 0.37 0.30 -0.25 1.43 

09-RFQ2 。이 0.56 0.07 0.44 0.13 0.22 3.69 

lO-DTL I-in -1.79 -2.28 2.71 0.00 0.09 3.67 

11-DTL 1-out 0.80 0.22 6.29 -0.26 -0.07 8.45 

12-DTL2-in 0.31 - 0.28 6.74 -0.29 -0. 10 8.48 

13-DTL2-out 0.64 -0.04 9.76 -0.23 0.06 13.82 

14-DTL3-in -0. 18 -0.85 10.51 -0.26 0.03 13.88 

15- DTL3-out 2.63 1.86 14.74 -0.54 -0.14 19.01 

16-DTL4- in 0.74 -0.03 16.55 -0.38 0.02 19.28 

17-DTL4-out 0.64 -0.22 18.66 -0.45 0.05 24.66 

MAX 2.63 1.86 18.66 0. 13 0.22 24.66 

MIN - 1.79 -2.28 - 0.18 - 0.54 -0.25 -2.2 1 

STD 1.00 1.02 6.69 0.21 0. 12 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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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18. 20MeV 양성자가숙기 Y축 정렬 전후 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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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MeV 가숙장치 천원계롱 운영 [3-3-19] 

가- 개요 

20~leV 가;늑장치의 전원계롱은 크게 콜라이스트론 운전과 관련된 전원과 DTL 법 집숙용 

사극 전자석 운전용 전자석으로 나눌 수 있다. 콜라이스트론 (TH2089F , THALES , 프랑스) 

의 경우 5종류1 총 7개의 천원이 필요하며 ， 20MeV 가숙기에는 상기 클라이스트론 2세트 

가 사용된다 이중 RFQ 콜라이스트론의 고전압 천원은 IVR을 이용한 입력전압 크기 제어 

방식이며 ， 아크 에너지 제한기로서 crowbar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 DTL 클라이스트론 

의 고전압 전원은 Thyristor률 이용한 입력 전압 위상제어 방식이며 ， 아크 에너지 제한 

기로서 openlng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다 RFQ , DTL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회로도는 

각각 그립 3-3-1, 그립 3-3 -2에 나타나있다. 20 MeV 가숙기 실험시 단계적으로 사용되는 

소비 전력은 그립 3-3-3, 그립 3-3-4에 나타나있다 클라이스트론 명균 사용 전력은 RFQ 

의 경우 900k\\' , DTL의 경우 1300kIV이다. DTL 사극 전자석의 경우 총 25개의 30V , 300A 

직류 전원이 사용되며 1 이를 포함한 보조 장치의 운전시 명균 사용 전력은 130kIV 이며 

냉각계통 운전에 사용되는 전력값은 260 klV 이다. 따라서 2이leV 가숙기 운전에는 약 

2600 klV의 명균 전력이 소모된다. 2단계 (2005년 7월 2일 - 2007년 12월 5일) 통안 고 

전압 천원 사용 전력량은 총 798 MWh로 이중 RFQ 전원 사용량이 396 씨h이고 DTL 전원 

사용량이 402 ~ IWh 였다 같은 기간통안 클라이스트론 히터 사용 시간은 RFQ 클라이스트 

론의 경우 1514 시간， DTL 클라이스트론의 경우 2687 시간이었다. 2단계 기간중 각연도 

별로 고전압 전원 사용 전력랑과 클라이스트론 히터 사용시간이 각각 그립 3-3-5, 그립 

3-3 -6에 나타나 있다 2006년 DTL 클라이스트론의 히터 사용시간이 않았던 이유는 콜라 

이스트론 컨디셔닝 때문에 히터를 지숙적으로 운전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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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천원 운영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의 경우 RPQ 클라이스트론과 OTL 클라이스트론이 톡럽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해 각각 고전앙 전원의 2단계 (2005년 7월 2일 ~ 
2007년 12월 5일) 통안 총 사용시간은 563 시간， 467 시간이었다 이중 RPQ 콜라이스트 

론 고전압 전원의 정상운전 시간은 490시간 trip 시간은 73시간 이며， OTL 클라이스트 

론 고전압 전원의 경우 각각 404 시간， 63시간이었다 아래의 식으로 정의한 2단계 전체 

고전압 천원 avai \abi \ i ty는 각각 87‘ o %, 86‘ 5 % 였다‘ 2단계 기간 중 연도별 고전압 

전원 정상 운전시간과 트핍 시간은 각각 그립 3- 3- 7, 그립 3-3 -8에 나타나있다， 

j Vormal opemtion time lability = 
Normalopemtioη time + Trip (7‘ epair) time 

2단계 기간 중 주요 tn p 원인 및 유지 1 보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croIVbar trip 시 l VR 기어 마손 RPQ 클라이스트론 전원 

- 고전압 connector 방전으로 인한 잦은 crowbar 트립 RFQ 클라이스트론 천원 

PLC 링레이 노화로 인한 통작 불농 DTL 콜라이스트론 전원 

- 전자석 트럽 장치 민갑도로 인한 잦은 고전압 전원 트럽 DTL 콜라이스트론 전원 

cr O\vbar trigger 충전 회로 소손 RFQ 클라이스트론 천원 

- crowbar ignitron 스위치 소손 RFQ 클라이스트론 천원 

crowbar ignitron 냉각수 호스를 통한 방전 RFQ 콜라이스트론 전원 

- opening 스위치 전자회로 소손 OTL 콜라이스트론 전원 

VCB 교체 RFQ / OTL 콜라이스트론 천원 

- 클라이스트론 절연유 교체 ’ RFQ / OTL 콜라이스트론 

- 전원 홉습제 교체 RFQ / OTL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 183 -



RFQHVPS 

!ONormal.r"P ! 

300.0 

250.0 

200 .0 

￡ 

•.E 1so o 

100.0 

50.0 

o ‘ o L---I ‘· 」

2005 2006 2007 

Year 

그립 3- 3- 7. 2단계 동안 연도별 RFQ 고전압 천원 운전 시 간 

OTl HVPS 

한펀펀i흐린 
200.0 

150.0 I . . ’ ‘A l 

흑 
~ 100 ‘ O 

l;싫양 | l앓엽엉d 

50.0 

0.0 

2005 2006 2007 

Year 

그립 3-3-8. 2단계 동안 연도별 IYfL 고전압 천원 운전 시간 

- 184 -



(J) DTL 콜라이스트론 천원 트럽 (2005년 8월 시협중) 

DTL 클라이스트론 천원이 운천 시작 후 1시간 정도가 경과하연 트럽되는 현상이 계숙하 

여 발생하였다. DTL 콜라이스트론의 전원 트립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pemng 스 

위치의 경우 과전압， 과전류， 클라이스트론 전자석 천원 저전류이며， VCB의 경우 

。pening 스위치가 동작하는 경우 이외에 콜라이스트론 냉각수 유량이다. DTL 콜라이스트 

론의 경우 클라이스트론 전자석 전류 트립 측정율 과천류를 측정하는 DCCT에서 통시에 

하도록 배치하였다. 그러나 과전류 트럽의 경우 DCCT와 ACCT에서 동시에 신호률 받아 동 

작하도록 되어있고， 회로상 이틀의 통작 곡선은 그립 3-3 -9와 같다 따라서 DCCT에서 일 

정량의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에서 노이즈 등에 의해서 ACCT가 동작하게 되변 화살표 방 

향으로 곡선이 이동하게 되어 실제 DC 전류는 안정한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트립영역 

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전자석 전류 트럽 회로를 과전 

류 트럽 회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였다 전자석 전류 트립 회로는 비교기와 전압/광 변환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석 전류는 DCCT로 측정하여 전류 트럽 회로에 신호를 전달하 

도록 구성하였다 사용된 전자석 전류 트럽 회로는 그림 3-3- 10에 나타나 있다. 

(2) l VR 회전자 전선 탈착 및 기어 따손 (2005년 10월 l 일) 

RFQ 운전중 crowbar가 통작하여 고전압 전원이 트립되었다. 이때 lVR이 전기적으로 충격 

을 밭은 상태에서 l VR 모터룰 통작시킨 결과， 회전자와 모터률 연결하는 체인이 이탈하 

였고， 기어가 손상을 입었으며 ， 모터 고정용 볼트가 파손되었고， 회전자에 연결된 전선 

이 이탈하였다. 이는 수리되었으며， RFQ 고전압 천원 트럽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crowbar , VCB 통작 확인후 l VR 전압율 “0"으로 만드는 위치로 회전자를 옵칙였으나1 이 

후에는 c rowbar , VCB 동작 확인후， IVR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에 모터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운전 방식율 수정하였다 회천자의 전션이 탈착된 모습과 체인이 이탈된 모습이 

각각 그림 3-3- 11 , 그립 3-3- 12에 나타나있다. 이와 같이 운전중 crowbar가 동작할 때 

IVR이 손상이 받는 현상은 그 후로 계숙 관찰되었으며， 따라서 이후에는 crowbar 5회 통 

작이후에는 베어링과 볼트퉁 취약한 부분율 미리 교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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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T voltage (A.U.) 

트립 경제 

고주피 노이즈에 의한 트립 이동 방향 

정상적인 트립 이동 앙항 -+ DCCT voltage (A.U.) 

그럽 3-3-9 과전류 트립 통작 륙성 곡선 

그립 3-3-10. 클라이스트론 전자석 전류 트럽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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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11. lVR 회전자 전선이 탈착된 모습 

그립 3- 3- 12. 1VR 체인이 이탈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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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Q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천원 트립 (2005년 11월 28일) 

실험중 RFQ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이 연속하여 crowbar 가 동작하연서 트립되었다 

Crowbar 스위치로부터 클라이스트론 입력단까지 조사한 결과， 80kV 정도의 전압이 인가 

된 경우 그립 3-3- 13에 나타난 콜라이스트론에 연결되는 CERN type connector의 inner 

conductor와 。uter conductor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남율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해본 결 

과 CERN type connector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절연부가 유기물 동으로 오염되 

어 있었다. 유기물율 제거하고， 스프링율 이용하여 기밀 결합율 이룸으로서 이 문제률 

해결힐 수 있었다. 이 부분도 정기척으로 확인해 주어야 힐 곳이라고 판단되었다， 

Inner conductor Outer conductor 

그립 3- 3- 13. 방전이 일어난 CERN type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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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rowbar 트리거 충전 회로 소손 (2006년 8월 2일) 

RFQ 콜라이스트론 고전압 전원 시험시 crowbar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통작하지 않는 것율 

발견하였다 살펴본 결과 스위치로 사용되는 ignitron의 트리거률 위한 충전 회로의 충 

전 저항 부분이 소손된 것율 발견하였으며， 이를 교체하였다. 교체한 저항의 용량으로는 

o 5Hz 의 주기로 연숙적으로 충전을 계숙할 수 있다 

(5) 고전압 전원 VCB 교체 (2007년 4월 10일， 6월 10일) 

전원실 정기점검중 VCB 출력단에서 묘로나 방전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점검결과 VCB 

자체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두 개 천원의 VCB 모두률 교체하였다. 

손상율 받은 VCB 및 버스바의 모습이 그림 3-3- 14에 나타나있다 

(6) Crowbar ignitron 스위치 교체 (2007년 9월 l 일) 

RFQ 클라이스트론 고전압 천원 시험시 c rowbar 스위치가 낮은 전압에서도 비 정상적으로 

동작함율 발견하였다 각 Ignltron을 i so I ati on 시켜놓고 고전압 시험을 해 본 결과 가 

장 고전압 측에 위치한 류브에서 고전압 인가시 비 정상척인 소음이 발생합율 알 수 있 

었으며， 튜브를 보관하고 있던 새로운 튜브로 교체하였다- 교제전 류브는 glass seal 된 

튜브이며 1 새로 교체한 류브는 ceramic seal 처리된 류브이다 손상된 ign i tron tube의 

모습이 그립 3-3- 15에 나타나있다 

( 7) Crowbar ignitron 냉각율 수냉에서 공냉으로 교체 (2007년 9월 3일) 

튜브를 교체한 후에도 crowbar 통작에 계숙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조사해 본 결과， 

ignitron 냉각에 사용하는 순수의 비저항 값이 일반수와 같은 정도로 저하되어 있었음율 

발견하였다 사용하먼 순수는 연구소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그러한 수질 저항의 원인율 

따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의 안전을 위하여 수냉을 공냉식으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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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14 교체전 I'CB 및 버스바 모습 

그립 3-3-15. 손상된 Ignl 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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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콜라이스트론 이온 펌프 전원 

콜라이스트론 이온 펌프 천원은 최소 1uA에서 최대 10mA 법위의 전류를 측정하여야 한 

다 일반척인 상용 천원에는 위의 법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전류계를 갖춘 것이 드물 

다. 따라서 이온펌프 전원으로는 5kV , IOmA 용량의 상용 스위청 천원을 사용하였으며， 

많이 사용하는 범위인 최대 199 uA까지 측정힐 수 있는 전류계률 전원 외부에 직렬로 연 

결하여 사용하였다 RrQ 콜라이스트론 운전시 수차례의 crowbar 트립에 발생하였으며! 

그것의 영항을 받아 이온펌프 천원이 l회 손상율 입었고， 외부에 설치된 전류계가 3회 

손상을 입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동작율 할 수 있는 전원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 

다. 조사한 결과 상용 이온 펌프의 컨트롤러가 클라이스트론 이온펌프에서 요구하는 제 

원율 만축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률 이용하여 전원을 교체하였다‘ 사용 

된 이온혐프 전원 (Varian , part no. 9297015)은 dual pump controller로로서 기존에 

클라이스트론 1기에 두개 필요하였던 천원의 개수를 한개로 줄일 수 있었다 전압의 극 

성은 poSI tlve , 사용가능한 전압 범위는 3k\' ~ 7kV , 최소 측정 가능 전류는 10nA 이다 

또한 conversion table을 이용하여 전류를 압력으로 연환시킬 수 있다 교체된 이온 펌 

프 전원의 모습은 그립 3-3 - 16에 나타나 있다 또한 TH2089F 클라이스트론 이온멈프 륙 

성 곡선은 그립 3-3- 17과 갈다 

그립 3-3-16. 이온 펌프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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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 17. TH2089F 클라이스트론 이온펌프 륙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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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TL 사극 전자석 천원 

(1) 개요 

DTL 사극 전자석에는 총 26기의 전자석 천원이 사용된다. 이중 전자석 전원 0번율 제외 

한 전자석 천원 1번부터 전자석 전원 25번까지는 30V , 300A 용량율 갖는다 1기의 전자 

석 전원은 2개 - 8개 까지의 전자석에 전력을 공급한다 사극 전자석 전원 결선도는 그 

립 3-3- 18에 나타나 있으며 실험시 전원 운전 조건은 표 3-3- 1 에 정리되어 있다 

TankOl Tank02 

| PSOO l PS011PS021PS031PS041PS떼 pso6 1 pso71 PS떼 pso9 1 1 pSlolpSll1pS121pS131pS141pS1SlpS161 

、~ ‘-

2 EQM series connection 

Tank03 

| PS171pSI8 1pS19 1pS20 l pS21 I 

6 EQM series connection 

J 
>

6 EQM ser ies connection 

Tank04 

| P않21PS영 I PS24 I pS2s1 

8 EQM series connection 
10% smaller magnetic field streng th 
than design value 

그립 3- 3- 18. DTL 사극 전자석 천원 결선도 

(2 ) 보조천원 배전반 

가숙기 운천 시 필요한 사극 전자석 전원 용랑은 최대 약 150kW 정도이다. 따라서 이률 

위한 보조천원 배전반을 톡립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보조천원 배전반의 용랑 

은 208V , 600A , 3상이다 이 보조전원에는 사극 천자석 이외에 DTL 클라이스트론 전자석 

전원， DTL dummy 부하 펌프， 각 DTL 탱크의 진공， 히터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 2005년 9 

웰 25일 실험 중 보조천원 배전반이 트립되었다. 원인율 조사한 결과 시설과 전기실에 

설치된 ACB (LG LBA- I0S-3ESB) 자체의 트립 레벨이 rated current 600A, continuous 

current 540A로 설정되어 있음율 발견하였다 따라서 트럽 레벨을 rated current 800A , 

cont inuous current 800A로 재설정하여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예로부터 시설관리부서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운전에 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합율 알 수 있었다. 

(3 ) 사극 전자석 천원 

사용된 사극 전자석 전원으로 (주) 포스콘에서 개발한 직류 천원 (POSLP-300A) 10세트와 

한국 스위칭에서 개발한 직류천원 15세트를 사용하였다. 후에 한국 스위치에서 개발된 

전원이 통신이 가능한 전원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설치되어 운전 중인 사극 전자석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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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립 3-3-19에 나타나 있다 POSLP-300의 경우 운전 효율율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를 

수정하였으며， 그 항묵은 다읍과 갈다. 

- Magnetic contactor on 허용전압 

- 운전충 전연 panel display 

- hardwire interlock 접접 

set point 기준 변경 

- 전류 리플 감소 

부하 변화에 따른 제어 성능 

~Iagnet i c contactor on 허용 전압의 경우， 원래 설계된 천원의 입력 전압은 AC220Vi1Û% 

이며， 현재 설치된 보조 전원 배전반의 경우 출력 전압은 208V 이기 때문에 운전 가능 

영역에 있으나， 보존 전원 허용 전력랑 근처까지 사용하연， 입력천압이 감소하여 천원트 

립이 발생하였다. 초기 설정된 magnetic contactor의 허용 천압은 270V 였으며， 운전중 

이 값이 260 \1 정도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트립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선압 허용치률 

270\ 에서 250V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초기 전원 전연 display panel 에서 운전중 나타나는 변수는 전류 설정값괴 현재 운전되 

고 있는 전류값이었으나， 이률 운천되고 있는 전압 및 전류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프로 

그램율 수정하였다 

초기 사극 전자석 운전에서 냉각계롱 퉁의 급작스런 고장퉁으로 인하여 사극 전자석 전 

원 시스템율 동시에 off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였으며， 이률 위한 접점을 설치하여 

누름 버튼 스위치 l개률 이용하여 사극 전자석 천원율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정 

지 기능을 추가하였다 

전원 전연 display panel 에 나타나는 전원 천류값과는 다르게 set point 껄정치에 도달 

했다는 신호가 출력되곤 하였다- 예를 툴연 전류 세팅 값이 250A 인데 후에 설명하는 부 

하 연화에 따른 제어 성능 문제로 실제 전류는 200A 정도에서 제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전류가 설정값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출력이 되었다. 조사해 본 결과 set point률 갑 

시하는 센서가 실제 전류 측정값을 읽는 것이 아니라. Vref 값율 읽어 결과률 출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를 실제 전류값율 축정하여 신호를 출력하도록 수정하였다 

몇 개의 천원에서 실제 운전시 전류러풀이 설계치인 0.1%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낭다. 

조사해본 결과 전류를 축정하는 부분이 노이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밝혀졌 

고， 이 부분에서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10w pass f j 1 ter를 설치함으로써 이 문제 

률 해결하였다. 

그림 3-3-18에서 보듯이 POSLP-300A 천원은 동일한 천원이 척게는 2개， 많게는 6개의 전 

자석이 직렬로 연결된 부하률 사용한다 초기 운션 결과 전자석 2개가 직렬로 연결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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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를 갖고 있는 전원 1번의 경우 낮은 전류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운전 전류가 100A 이 

상이 되연 천류 설정값과 실제 천류값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를 확인하여 본 

결과， 용이한 제어률 위하여 제어 범위률 좁게 설정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처l어 범위 

를 설정하는 limiter의 값이 설정값의 :t10% 정도였다 따라서 부하서 초기에 설계된 6개 

직렬 연결에서， 2개 직렬 연결로 바뀌면， 부하 임피먼스는 1 /3으로 감소하는데 1 이와 같 

은 부하변동에도 체어범위를 벗어나 제대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원 l의 

경우 1 imi ter 상하 설정값을 土200%로 수정한 결과 제어가 이루어집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 사극 전자석 리드선 냉각 

사극 전자석 묘일은 m 내부에서 냉각수로 냉각되고， 사극 전자석 전원은 공냉구조이며， 

사극 전자석 전원으로부터 m 전자석 단자대까지는 전류 허용엄위에 맞는 전선율 사용하 
였기 때문에 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냉각이 취약한 부분이 그립 3-3-20에 

나타난 m 의 stem 외부로 나온 사극 전자석 리드선이 단자대까지 연결되는 부분과 단자 

대 자체였다 사극 전자석율 운전조건으로 통작시킨 결과 단자대 병균 온도는 100도， 러 

드선 명균 온도는 120도 이상 상승함율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툴 부분율 냉각하기 위 

하여 그립 3-3 - 21 과 같이 에어커튼을 설치하였다 에어커튼 설치 후 동작시킨 결과 단자 

대의 명균 온도는 60도， 리드선의 명균온도는 100도 정도 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각 단자대 및 리드선의 결선 조건에 따라서 온도 연차는 심하였고， 단자대의 경우 최대 

90도， 리드선의 경우 135도 까지 상승하는 곳이 있었다- 이는 단자대와 리드선의 접축 

면적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추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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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1. 실험시 전자석 전원 운전 조건 

천원 번호 / 
설계 GL (kG) 설계 전류값 (A) 실제 천류값 (A) 

전자석 번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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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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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7-112) 12.8 184 175 

20 (113-118) 12.8 184 175 

21 (1 19-124) 12.8 184 175 

22 (1 25- 132) 12 . 8 184 170 

23 (1 33- 140) 12.8 184 155 

24 (1 41 -149) 12.8 184 170 

25 (1 50-156) 12.8 184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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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 19. 설치된 사극 전자석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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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3-20. 사극 전자석 천원 연결 단자대 및 리드선 

그립 3-3-2l. 설치된 에어커튼의 모습 

- 198 -



(5) 사극 전자석 전원 제어 시스템 

당해 연도에는 사극 전자석 전원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어 시스템 개발 도중 천 

원 프로그램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극 전자석 전원 제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 

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3- 3- 2, 표 3-3-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 3 - 2. DTL 사극 전자석 전원 보수 정 리 1 

NO 웠 내 용 원 인 3s 치 구문 

(, LPS NO.1 이 90A이상 채 부하 감소에 따롤 끼이기 제어기 limil 높임 전년 도 

어되지 안음 limlter 설 정 이 작음 7v 20V 요구반영 
2005.0 

저 계전용압 입력 선간전압의 Under Vollage 
8.17 cv 내 부DC Under vol1age 이1 의 한 DC Under 전년도 

trip 일생 Level 내림 
요구반영 Vollage 방생 270V 260V 

., LPS NO.7의 총력전류가 Gale driver 응랑 Gale dnver 교 체 & 전년도 
효르지 않고*。 K*，eypad에서 전류1. i olfsel어 의씬 숫자 출력전ISP휴lay O하A게01 상에서 요구딴영 

2 2005.0 655A로 dlsplay 표힌범위 초과 d 항 
8.23 

!,. LPS NO.8 Over Ihermal 
작업 조치 

전년도 

’a내! 발생 
Fan 전원 Cable 접속닐랑 

요구반영 

、1) 훌력 전휴전지류형값값울 장치 실헝에 펀의톨 위해 전년도 
feedback 출력 으로 수정 필요 요구반영 판단하게 합 

l2.J 접 접 Emergency 추가 장지 실헝수에 연의톨 위해 전년도 

정 필요 요구반영 

(Jì 출력이 전류 감 Rippleol 1 차 DC 전압 
일터용 큰덴서 추가 

전년도 

2α16.0 ~O.2"/o 싱이 넘어 senslng nOlse 발생 요구반영 
3 2.00 

‘) Ke효y} p 에ad수정 (Keypad 장치 실험에 편의톨 위해 "I_CMD" 전년도 

maln 면 서) 수정 일요 ’V_oul’으로 수정 요구반영 

l5) ‘Resel key' inpul 동작의 Keypad 문제 Keypad 홍신 보완 
전년도 

불안정 요구반영 

@lact。2r’자 출력 진 압 ‘Scale 장치 실수험에 편의톨 위해 address ‘30’ 에 전년도 

parameler 추가 정 필요 힐당 요구반영 

2006.0 
(ï) MMI 홈신 lesl 확인 

4 5.30 (，)이 48상5톨획신인 커넥터 pln 배 
치 

lD 4번@ 항목 수정작업 RX. TX 걸선 작업수행 

5 2006.0 
9.07 

(잉 2812 프로그램 upgrade 
Emulalor 장비 고장으로 

제어기 Chip 교체 
a로그램 upgrade 못합 

U) 전유지힐링의 Max값 있는올 장치 실험에 편의를 위해 setllng 수 
수정 필요 address ‘21 ’에 힐당 

parameter 추가 

CV System faull 추가 장치 실엄에 편의를 위해 address '76’ 011 힐 당 수정 필요 

6 2006.0 
장치 실험에 편의톨 위해 9.11 OJ Syslem status 추가 수정 멸요 address 77'에 힐당 

(후~) 훌 전력류전휴 지영 S제e값t어-po 안l 연n됨t도화가딜 미 초세기전류 se(!1O pAmn 이l 하 운)전 지에령서값 
프로그램 수정 

10A미만일 때 조절 기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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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UTL 사국 전자석 천원 보수 정 리 2 

No 잃자 내용 윌인 ‘ '" 지 구분 

(1) 용신 cable 당 이착에 띠를 통신 Error시， 호기화하는 루틴 제어기의 톰신 
홍신 통신융능 이 없었음 senal 초기화 

(Zì LPS No.2 전원 투입 후‘ 
용신 소자의 납댐 불량 작엉 조치 홍신 j 통신 을가 

7 2005 1 
maln.c 투틴에 

(3 전 K 암eyp Sacda어le 의 힌 싫 2자 DC 슐 잉Omsec 주기에서 미수앵 
scale 

1. 14 
력 조 이 안됨 조힐 faclor 

추가삽입 

‘. LPS NoA7 운전 시 fa미l 
DC 저전앙 성정 오휴 

UV level :270V 
알생하연서 정지 tNS 수행 중 초no기됨 값으로 재 250V로 설정연경 

setllno@) 

2006.1 、 1) LPS NoA7 고출력 I 150AI 몽 신 Ca미e어1 SWllchlng nαse LAN선 기을흔Shleld 8 1 ~I~ì6 운전 시. Faull 밭생하며 정지 유입 
cable로교j~ 하였 응‘ 

η명‘ RESET | k속ey해 입서력 시 전 Rese\ NO.3잉 항목 수앵시 프로그램 K프ey로p그ad램 핀 수런정 형이 겨 숨되는 
오류 Error 

9 2m6l , LPS N에O. 8‘ 10 전원연길 나 
485 동신 오류 빌견 Recelve <1al3 1.30 

l e1mmep용Iy check 후‘작 초기 fa미1 알생 하거 동신싱 READ or WRITE톨 400ms 
동 중 la미| 밭셈 

상f온 주기로 수행할 때 50ms로 언경 

(1 LPS No. 8-10 초기에 l ’au 재IL 
재 월생 。r 동작 중에 faul Keypad와 485홍신 상의 프로그 상위 485통신 
앙생 랭 bug 존째 기능 제한 ., LPS 전알원생연경 후 초기에 
통신 힐 능 bu됨L. Emulalor (01 확인 l lIocal 운진 l 
연결 후엔 통신이 

LPS 

10 2006.1 교체 DaS(이lP。r로 c 환hl 인p경해올 N。
2.22 (Î) Emulalor 기 연 결 하여 lunlno 작업종 정전기에 의한 DSP 소 Emul 7.8 I 중 CPU 에러 밭생 슨 A new verslon 

3.0으로필요 UP)Qrade New 

Ver 

@ LKvPeeSyrsplaO 1dn대와(new 회 ∞)에수de해 485톨신 1 대 수거하여 
및 com New verSlon DSP외 시스댐 3.1 대 한 p 시。s험er Tool 환경 호환문제 밭생 원인파악 및 성검 
계획 곁정 하기로 앙 

(i) 초기에 홍신이 이루어지지 para Nm。e1l0er@들에 문제 대해 륭발신 초견관기련화 선 Maln.C 루틴에서 
않는 문제 언 없는 연수 

초기화 선언해 줌 

2007.0 (한 톨신} parameter 값이 6 중}에꾸| N。 1d0의ψ 문제 485 l 홍a의신과 b Rye!ece톨Ive 각 d각a!a ‘Z M0개ax’ 11 1.08 어 LPS7 초기 or 운전 Keypad21 Recelve dala21 Max 
-15 fa비! 밭생하는 문제 Byte기 서로 톨링 설정 

æ NO.l0") 문제 new 개버방전 S구W비로 
확인 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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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수를 수행한 후에 천원 제어 시협을 수행하였다 시혐의 북적은 DTL 전자석 

전원 10대를 원격 제어 및 상태를 모니터하고 전자석 천원 안정도를 확인하는 것이었으 

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DTL 냉각수률 켠 상태에서 제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데이터를 저장함 

정격전류는 실제 DTL에 인가하는 전류 210A로 세팅하고 전원 상태률 모니터함 

- 시험 시간은 약 6 시간정도로 하였으며 축적된 전류를 5초 간격으로 저장함 

제어 시스템 구성시 원격으로 모니터 및 제어 가능한 연수는 다음과 같다. 

제어 전류 세팅， 전류 run /stop , 전류 1 imi ter 

- 모니터 

System status stand by , run , fault 

* Output current , vol tage , VDC1 vo ltage 

* fault information 

'-, Set va 1 ue set current , 1 i ’ni t cu,'rent 

- 알랍 

':'Run (green) 정상 전류 출력 상태 

'~S tand by (ye 1 1 ow ) 초기 대기 상태 및 정상 전류 stop 상태 

'~D i sconnec t (red) 천원과 IOC 간의 통신 두절 전원 。ff 시 

*Fault (red) 

*Status 없고 알람이 white 제어실과 IOC 간의 통신이 끊어진 상태 빛 IOC off 

시험결과 사극 전자석 전원은 전원 사양 리풀 +1- 0.1 %를 대체롤 만축하고 있었으나， 

다만 8언 천원은 상대적으로 다소 리풀이 큰 수준이었으며， 혹정 데이터를 표 3-3-4에 

정리하였으며， 저장된 전류 파형은 그림 3-3 -22에 각각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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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2104 

2102 

209' 

209 • 

209‘ 

210.6 

210 ‘ 
; 

웅…” s ‘ IU.U 

"" 
209.' 

'"‘ 

표 3-3-4. DTL 사극 전자석 전원 운전시 전류값 

평균 

#1 209.995 

#2 209.990 

#3 210.004 

#4 209.994 

#5 209.996 

#6 209.993 

#7 209.986 

#8 209.996 

#9 209.996 

#10 209.996 

c:::::::훨!D 

o 1α)() 2000 3000 ‘<lOO 

s .. 끼이 깨’ 

딘흐갚되 

騙織繼灣
0 1000 2000 3000 ‘000 

Sampllng # 

2’06 

210 ‘ 
210.2 

증 210 。

3209 • 

209. 

209 ‘ 

2106 

210.4 

2 ’" 

20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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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면차 

0.041 

0.054 

0 ‘ 063 

0.060 

0‘ 070 

0.051 

0.058 

0 ’ 31 

0.061 

0.043 

[드폭프김 

散總總했뿔 ro' --

o 1000 2000 3000 ‘<lOO 

""""""’ 

E호한딘 

繼斷聯織, . . .- .. -.. - -:.- . . . 

0 1000 2OClO 3000 ‘0여 

Samp‘ g ’ 



210.6 

210.4 

210.2 

<

튿 210。
e 
5 
u 209.8 

2<>9 6 

209 ‘ 

2106 

210_" 

2102 

흥s ”o 
2098 

"" 
""‘ 

2106 

210 ‘ 

딘三갚김 

--- ?:、 - !'i 

繼織繼繼
- - .".- -. 

o ’이}() 2000 3000 ‘000 

Samplir‘9’ 

딘三갚D 

o 1000α)0 3000 "000 

Sampllng tI 

딘흐갚되 

210.2..[ '. ,. 
-‘ . • ‘ ."-4':' : ‘ 

s 
: 21OO 

s$8 繼澈熾빼빼 . , .. ’ .' 

209 6 

,,9< 
o 1000 2000 3000 -4000 

Samp‘얘’ 

2108 

c::::::::흩힘 
"。‘

!’” 
; 
흥 ". 

’ 。~.
~ .• 
~‘ 

띠00 2000 lOOO <<lOO 

Sampli찌’ 

210.6 

21。‘

210.2 

‘튿Q’S 2，。。
2098 

209.6 

209 ‘ o 1000 아lO 3∞o "'" 
Sam이ing# 

210.6 

E드표펀 
210.4 

2’02 

209.8 

209.6 

209 ‘ o 1000 2000 3000 ‘000 

S~야‘.， 

그럼 3-3-22 각 사극 전자석 전원 별로 저장된 전류값 (전원 1 - 전원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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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MeV 가숙장치 냉각계롱 운영 [3-3-201 

가. 개요 

20MeV 가숙기에는 2세트의 냉각계롱이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3이eV RFO 및 RFO 콜라이스 

트론 냉각용이고， 나머지 한개는 20MeV DTL 및 OTL 콜라이스트론 냉각용이다. RFO 냉각 

계롱의 경우 정일 온도 제어률 위한 장치는 없으며， 단지 외부에 설치된 냉각앤율 

on / off 함으로써 온도률 제어할 수 있다 OTL 냉각계롱의 경우 정밀 온도 제어률 위하여 

3way valve를 설치하였으며， 이률 이용하여 온도률 정밀 제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고주파 더미 부하률 위한 냉각계롱을 운영하고 있다‘ 고주파 더미 부하의 경우 냉각수로 

일반수 (50%) 와 Oowtherm (5OU)으로 이루어진 혼합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냉 

각계롱에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의 온도 조절을 위하여 고주파 티미 냉각 계통 

출구측과 콜라이스트론 콜렉터 냉각계롱 출구축율 열교환기로 결합시켰다. RFO / DTL 냉 

각 계통 운전 조건이 표 3-4 - 1 에 정리되어 있으며 RFQ 냉각계롱 구성도가 그립 3-4 - 1 에， 

OTL 냉각계롱 구성도가 그립 3-4 - 2에， 그러고 고주따 더미 부하 냉각계롱 구성도가 그립 

3- 4 -3에 각각 나타나있다 

2단계 (2005년 7월 2일 - 2007년 12월 5일) 냉각 계통 총 정상 운전시간은 총 4291 시간 

이며 이중 RFO 냉각 시스램은 1056시간. DTL 냉각 시스템은 3235 시간이었다. 2단계 기 

간중 연도별 운전시간은 그립 3-4 - 4에 나타나있다. 이중 2006년도 DTL 냉각 시스템의 운 

전시간이 많은 것은 클라이스트론 히터 컨디셔녕 때문에 히터률 지숙적으로 운전하였기 

때문이다- 동절기에는 외부에 노출된 냉각수 2차계롱의 통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중 

에만 급수률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냉각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20 MeV 가숙기 냉각계룡의 중요 문제 발생 및 유지 ， 보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냉각계통 동절기 운전 

- OTL 콜라이스트론 cavity 냉각 루프 유량 저하 

- 레진 유출에 의한 스트레이너 막힘과 혜진 휠터 교체 

- Oe ionizer 교체 

- 3 way valve가 통작 보수 

- 열교환기 세정 

- 냉각 펌프의 그리스 주입 

- 3 way valve 제어률 이용한 온도 안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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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l. RF'Q / DTL 냉각계롱 운전 조건 

Coolant requirement 

. Cool ant type 01 water 

. Cool ant i nput pressure 5 bar 

RFQ/ DTL . Coolant input temp. : 38 't 

• F' lo lV rate (RFQ): 3 , 000 Llmin (600 Llmin for a DTL tank ) 

. Flow rate (DTL): 2 , 400 Llmin (600 Llmin for a OTL tank ) I 

. Cool ant type 01 water 

. Coolant input temp. <40 't 

. Coolant input pressure <1 0 bar 

Klystron 
. No. of cooling loop 3 ea (collector , cavity , body) 

• Fl ow rate at coll ec tor 1, 500 Llmin 

. Fl ow ra t e at cav ity 30 L/ min 

. FI OIV rate at body 20 Llmin 

.Air cooling for ‘"i ndo \V i 5 necessary 
RF . Coolant type 01 ‘,\'ater 

sys t em . Coolant input pressure : 6 bar 
Circul a t or 

. Coolant input temp. : 23 - 40 't 

. Flo lV rate 75 Llmi n 
• Cool ant type Wa ter{ 50 %) + Dowtherm( 50 %) 

Dummy l oad .Coolant input temp.: 48 - 60 't 

. Flo lV rate 560 Llmin 

. Coolant type 01 water 

WindO\v . Cool ant i nput temp. : < 70 't 

• F' low rate > 10 L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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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언월부분 

플라이스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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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3. 고주파 더미 부하 냉각 계롱 구성도 

Cooling System 

o RFQ Cooling system • DTl Cooling sy“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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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3-4-4. 2단계 연도별 냉각 시스램 운전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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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각계롱 운영 

20MeV 가숙기 냉각계롱율 운전하며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책은 다읍과 같다. 

(1) 레진 유출 

DTL 냉각계롱을 운전하댄 중 운전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고， 콜라이스트론 body 로의 냉 

각수 유랑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DTL 냉각계통율 분석하여 본 결과， deionizer 

의 레진이 유출되었음율 알 수 있었다 DTL 냉각계롱의 경우 운전 유량의 약 1% 정도률 

deioni zer로 bypass 시켜서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deionizer의 상부 필터가 따손되 

어 레진이 유출되었고， 유출된 레진이 냉각계롱 배관계의 스트레이너에 축척되어 운전 

압력율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레진 필터률 교환하였고， 

deionizer 측으로 bypass되는 계통율 isolation 시킨 후 운전율 재개하였다 그러나 일 

정기간 지난 후 다시 위와 갈은 상황이 발생하여 de ionizer을 조사해 본 결과 다시 필터 

가 파손되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필터의 재료를 기존의 플라스틱에서 같이 스 

테인레스 스틸로 교체하였고， 레진 유출시 이를 육안으로 안단힐 수 있도흑 플로터 유랑 

계를 설치하였다 파손된 기존의 필터 및 새로 설치된 스테인리스 스틸 필터가 그립 

3-4 - 5에 나타나 있다. 또한 잦은 레진 필터의 손상의 주요 원인이 냉각계롱의 빈번한 

。n/off 에 있음을 고려하여， 냉각계롱을 될 수 있으면 상시 운전힐 수 있도룩 조치하였 

으며， on/off 시에는 bypass라인을 잠그고 시스템이 안정화 된 후 bypass 라인율 열도록 

운전 방법율 변경하였다 

(2) 3 way 밸브 

가속기 운전시에는 DTL 사극 전자석을 냉각하기 우l하여 냉각수를 흘려주어야 하고， 때문 

에 DTL 냉각계롱은 정밀 온도 제어가 되어야 한다‘ 이률 위하여 DTL 냉각계롱에는 3 way 

valve률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val ve opening 이 1O~2Û% 정도로 일단 줄어들연 

valve의 제어신호가 출력되어도 valve가 동작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를 조사해 

본 결과 valve률 용직하는 공압 시스템은 북동식인데 ， valve률 여는 쭉의 공기 주입구가 

닫혀 있었고， 그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주입구률 포함한 valve 

positioner 자체률 교환하였다-

(3) 동절기 운전 

그럽 3-4-1 , 그립 3-4 -2에 나타나 있는 냉각계롱 구성도에서 표시된 순수 냉각계롱의 2 

차측은 냉각탑쭉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통절기에는 실험시에만 2차 

측에 물을 채워 실험율 한 후， 냉각수를 다시 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그러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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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연 냉각실 내부의 l차 계롱도 부분적으로는 냉각수가 어 

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륙히 압력， 온도， 유랑 게이지 퉁으로 연결되는 작은 배 

관. deionjzer 쪽으로 연결되는 작은 배관 둥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bypass 되는 배관의 

경우는 밸브동의 팩킹이 파손되어 냉각수가 누수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2차측 냉각수를 빼지 않고 상시 운전하도록 실험 절차를 구성하였고， DTL 냉각수의 경우 

에도 상시 운전하도록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냉각실의 온도도 동절기에도 

영상 5도 이상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몽절기 운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DTL 냉각수의 경우 운전온도는 약 38 도인데 반하여 

냉각팬 두개를 모두 가동할 경우 38도를 유지하기 위한 3-way 밸브의 。peni ng이 10 % 미 

만이 되어 냉각수 온도 제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냉각팬 2대 

를 모두 가동하던 것을 1개만 가동하도록 한 결과， 3-way 밸브의 。pemng을 60~70 % 정 

도로 유지힐 수 있어， 동절기에도 냉각수 온도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정상 운전 

시 냉각팬이 2개 모두 가통되는 경우와 1개만 가통되는 경우에 냉각수 온도를 38.0도 정 

도로 유지하기 위한 밸브 제어 특성은 그립 3-4-6, 그립 3- 4 - 7에 각각 나타나 있다 

그립 3-4-5. 파손된 플라스틱 필터 (좌) , 교체된 스테인리스 스틸 필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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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X Inlet (5econdary) - 서X outlet (5econdary) --HX Intet (prlmary) 

- HX ouUet (prlmary) - Supply (prlmary) - vatve open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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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TL 클라이스트론 cavity 냉각계 

DTL 콜라이스트론 cavity 냉각수 유량이 2005년 8월 7일 이후에 10 l pm 이하로 감소한 

후 계숙 감소하여 o Ipm이 된 후 회북이 되지 않았다， 이를 조사하여 본 결과 cavity 냉 

각라인의 출구측에서 에폭시류의 조각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DTL 클라이스트론의 

경우 제작시 진공 리크가 발생하였고， 이 부분은 그립 3-4 - 8에 나타나있듯이 클라이스트 

론 。utput cavity 냉각 유로 부분이었다. 제조사 측에서는 진공 varnish을 냉각 유로로 

흘려보내서 진공 리크를 막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cav i ty 냉각계 출구 

쪽으로 나오는 에폭시 류의 조각틀은 진공 러크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었던 진공 

varni sh 이며， 이것이 배관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오며 유로를 막기 때문에 유랑이 줄 

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cavlty 쪽 구리 배관을 일부 제거한 후 호스 배관으로 

대체하였고， 유량이 10 Ipm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배관을 불과 공기로 refresh 하여 

쩌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호스 배관으로 대체한 냉각 배관계는 그립 3-4- 9와 같 

으며 cav i ty 출구쪽에서 수집한 쩌꺼기들은 그림 3- 4 - 10에 나타나 있다-

(5 ) 고주따 부하 냉각계 

사용되고 있는 고주파 부하는 RFQ의 경우 2개， DTL의 경우 4개이다 이들 부하의 경우 

냉각계롱 측면에서 본다면 RFQ는 두개의 부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DTL의 경우 

c irculator 고주파 부하와 magic tee 부하는 영렬로 연결되어 있고 magic t ee 부하는 3 

개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틀 배관의 경우 flexible 한 vs 호스 (C형)을 사용 

하였다. 이것은 25A 크기얀 경우 수옹 30도에서 허용 압력은 5기압 이며 50도에서 파괴 

압력은 13기압이다 고주파 더미 부하의 운전 온도는 약 50도 정도이며， 2005년 8월 13 

일 DTL 고주파 더미로드의 vs 호스가 운전 중 파손되었다. 따라서 운전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이률 vs 호스률 고압 호스 (허용압력 70기압)로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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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8. DTL 콜라이스트론 진공 리크 부분 (출력 공동) 

그립 3-4-9 호스 배관으로 대체한 cavity 냉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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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10. DTL 콜라이스트론 cav í ty 배관으로부터 나온 찌꺼기 

- 213 -



제 4절. 공진 주파수 제어 특성 연구 

1 개요 

일반척인 고주파 가숙기의 경우 공진기 Q값이 크기 때문에 시스템의 BW가 작아지고 따라 

서 공진기의 단위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공진주파수가 많이 변화하게 된다 더구나 

20~leV DTL 의 경우 4개의 탱크가 한 개의 콜라이스트론으로부터 고주파를 공급받아 운전 

되므로 탱크 사이의 공진 주따수 안정화는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따라서 우선 DTL 탱크 

의 공진 주따수 륙성을 분석한 후， 4개 탱크 사이의 공진 주따수가 달라질 경우 이를 해 

결힐 수 있는 제어 시스램 부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 이와는 멸도로 냉각 계롱 

을 이용한 공진 주파수 제어 륙성 해석에 관한 모엘율 수립하여 이에 대한 영향율 분석 

하였다 

2. DTL 공진주파수 정적 륙성 연구[3-4 - 1 ， 2] 

가- 개요 

DTL 탱크의 공진주따수는 DT 내부로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 및 압력 ， 그러고 탱크 외벽의 

온도에 크게 의존한다. DTL 탱크의 공진주파수 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조건 

에서 DTL 탱크의 공진주파수률 육정하고 그 경향성율 파악하였다. 또한 모옐링율 롱하여 

DTL 탱크의 온도 및 DT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 륙성율 파악하였다. 

나. DTL 탱크의 공진주파수 온도 의존성 [3 - 4- 3] 

DTL 탱크의 공진주파수는 탱크의 온도 빛 내부에 설치된 drift tube의 온도에 따라 변한 

다. 죽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으로 인해 탱크 빛 dri ft tube의 형상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공진주파수가 변화하게 된다. 공진주파수의 온도 의존성을 정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어진 열부하에 따른 열팽창율 ANSYS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이률 

SUPERFISH 코드의 임력으로 하여 공진주파수 변화률 계산하였다. 

탱크 내부의 DT는 각기 형상이 다르므로 대표적으로 각 탱크 별로 첫 번째 셀과 마지막 

셀에 대하여 계산율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4 -2 - 1 에서부터 표 4-2-8까지에 각각 보였 

다. 계산 결과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변화가 선형적임율 확인하였다. 또한 탱크 1이 

탱크 4에 비해 온도 민감도가 약간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 쩔의 부피가 탱크 4에 비해 

탱크 1이 작기 때문에 통일 온도 변화에 대해 주파수 섭통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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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또한 탱크와 dri ft tube의 온도가 통시에 변화힐 때가 drift tube만 온도 

가 변화 할 때 보다 큰 이유는 다읍과 같이 설명 될 수 있다. 즉， 온도의 증가에 따른 

첼의 열앵창은 탱크의 반경 증가， 탱크의 길이 증가， 가속 캡의 크기 감소의 결과률 가 

져온다. 이 중 탱크의 반경 증가와 가숙 갱의 크기 감소는 공진주파수를 낮추는 방향이 

고 탱크의 길이 증가는 공진주파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탱크와 dri ft tube의 

온도가 동시에 증가할 경우 탱크의 길이 증가로 인한 공진주파수의 증가와 가숙 캡의 크 

기 감소로 인한 공진주파수의 감소는 서로 상쇄가 되고 결국 탱크 반경의 증가로 인한 

공진주파수의 감소 효과만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탱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 채 

drift tube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가숙 갱의 크기 감소로 인한 공진주따수의 감소 효 

과만이 나타나게 왼다. SUPERF1 SH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가숙 공동의 각 부분에서의 주파 

수 민감도와 저탄소강 빛 구리의 열앵창 계수률 고려하여 간단히 계산해 보연， 탱크 l 의 

경우 온도 1"(; 상승시 탱크 반경 증가로 인한 공진주따수의 감소는 약 5.6 kHz 정도이고 

가숙 캡의 크기 감소로 인한 공진주파수의 감소는 약 4.3 kHz 정도이다 즉 탱크의 반경 

증가로 인한 공진주파수의 감소가 가숙 캡의 크기 감소로 인한 공진주파수의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탱크와 dri ft tube의 온도가 동시에 변힐 때가 drift tube만 온도가 변힐 

때 보다 주파수 변화가 더 크게 된다 해석에 사용된 ANSYS 계산 모델율 그립 4-2 - 1 에 

보였고 각 탱크 별 저에너지부와 고에너지부에서의 온도 변화에 따른 주따수 민감도를 

표 4 -2 -9와 그립 4 -2-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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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탱크 l의 저에너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따수 변화 

6T [ 'C ] 
OT&tank OT & ta띠〈 OT only OT only 
fo [MHz] M [kJ-lz] fo [M J-Iz] M [kJ-lz] 

-2 350.08370 +10.95 350.08174 +8.99 

350.07823 +5.48 350.07725 +4.50 

0 350.07275 0 350.07275 0 

350.06728 5.47 350α생26 - 4.49 

2 350.06181 - 10.94 350.06377 -8.98 

표 4-2-2. 탱크 l 의 고에너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 

6 T ['C] 
OT&tank 1 ) '1‘ & tank OT onlv ])T Onl l' 
fo [1\ lll z] M [kllz] [0 [~ IJ Iz] M [Jd Iz] 

2 349.76 141 +10.58 349.75873 +7.9 

349.75612 +5.29 349.75478 +3.95 

0 349.7딩)83 0 349.75(꼈3 0 

l 349.74닮4 -5.29 349.74688 3.95 

2 349.74025 10잃 349.74293 -7.9 

표 4-2-3. 탱크 2의 저에너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 연화 

6T ['C] OT&tank OT & tank OT only OT only 
fo [MHz] M [kHz] fo [MHz] M [k lIz] 

-2 349.76065 +10.57 349.75796 +7잃 

349.75않6 +5.28 349.75402 +3.94 

0 349.75008 0 349.75008 0 

l 349.74479 5.29 349.74613 3.95 

2 349.73앉얘 -10않 349.74219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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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 4 . 탱크 2의 고에너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 

llT ['C] DT&tank DT & tank DT only DT only 
fo [MJ-!z] M[암lz] fo [MHz] M [k!-l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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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64355 • 5.20 349.64506 3.69 

2 349.63835 -10.40 349.64137 7.38 

표 4- 2-5 탱크 3의 저에너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 

llT ['C] DT&tank DT & tank DT on l) D1' onlv 
[0 [" lI-!z] M [I<I-Iz] [0 ["I I-Iz] M [I<l lz] 

2 349.65836 + JO.40 ‘’49 .6.5않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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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탱크 3의 고에너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 

llT [ 'C] 
DT&tank DT & tank DT only DT only 
fo [M!-Iz] M[낭lz] fo [M!-Iz] M [k!-lz] 

• 2 349.60609 +10.29 349.60284 +7.04 

349.60094 +5.14 349.59932 +3.52 

0 349.59않O 0 349.5'앉꿨O 0 

l 349 . .59065 • 5 .15 349.59228 3.52 

2 349.58551 - 10.29 349잃876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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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탱크 4의 저에너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 

lIT ['t) 
DT&tank DT & tank DT only DT only 
fo [M l-lz) M [kHz) fo [M l-lz) M [kHz) 

-2 349.60갱8 +10 잃 349.59962 +7.03 

- 1 349.59774 +5 .1 5 349.59611 +3.52 

0 349.59259 0 349.59259 0 

l 349.58745 - 5.1 4 349.58908 3.51 

2 349.58231 10.28 349.58또6 -7.03 

표 4- 2-8. 탱크 4의 고에너지부에서의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 

i\T [.C) DT&tank DT & tank DT only DT only 
fo [Mllz) M [kll z) fo [~lI l z) M [Jdlz) 

-2 349.56981 +10.21 349.56639 +6.79 

349.56470 +5. 10 349.56300 +3 .40 

0 349.55960 0 349.55960 0 

l 349.55449 5.1 1 349.55620 3.40 

2 349.54939 10.21 349.55280 6.80 

표 4-2-9. 각 탱크 별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 민감도 

Cell DT and Tank 동시 온도 변화 DT만 온도 변화 

Tl low E end -5.47 kl-!z/ 't - 4.49 kHz/"C 

Tl high E end 5.29 kl-lz/ 't -3.95 kHz/"C 

T2 low E end 5.29 kHz/ 't 3.95 kHz/"C 

T2 high E end -5.20 kl-lz/"C - 3.69 k l-lz/"C 

T3 low E end 5.20 kl-lz/"C 3.68 k l-lz!.C 

T3 high E end 5.15 낭1z/ 't -3.52 kHz/"C 

T4 low E end 5.1 4 kl-!z/"C 3.51 k l-lz!‘C 

T4 high E end -5 .1 1 낭1z/"C -3.40 kH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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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대한 ANSYS 해석 Hal f ce 11 에 그림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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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4-2- 2. 

lank3 

각 탱크 멸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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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진주파수의 시간에 대한 안정성 

DTL 탱크의 온도에 대한 공진주파수 민감도를 륙정하기 위해 탱크 외벽에 열선을 설치하 

였다. 또한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부와의 대류 열전탈이 최소가 되도륙 하였다. 필요한 

옐선의 전력과 옐선 사이의 간격， 열션의 전력 밀도 퉁율 결정하기 위하여 열 해석을 수 

행하였다[3-4 -4] ‘ 

탱크 1의 경우에 대해 계산율 수행하연 다음과 같다. 대류 열전달 및 북사 열전달의 계 

산율 위해 탱크의 표면척을 구하면， 지름 645 mm , 길이 4430 mm 이므로 엔드 플레이트 

의 면적은 0.654 01' ’ 탱크 옆연의 면적은 8. 977 01' 이다. 옆면의 면적에 비해 엔드 플레 
이트의 연척은 무시 가능하므로 옆면에서의 단위 길이당 외부로의 열손실을 계산하연 다 

음과 같다， 얼손실은 외부공기로의 대류옐전달과 주위환경으로의 복사열전달로 구성된다 

고본다 

가정 및 변수 

해석: 

주위공기온도， Ta=273 K, 

탱크표면온도， Ts=313 K, 

주위 환경 온도， Te=273 K 

탱크 표변의 Emissivity , r=0.8 

공기의 열전도도， k=0.0263 W/m K 

공기의 부피 열앵창 계수， β=0.0034 / K 

공기의 thermal di ffusivi ty , 0=22.9*10-6 m'/s 

공기의 kinematic viscos i ty , v=16.2*10-6 m'/ s 

탱크의 단위 길이당 열손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q ’ =q↓。n +q나d=hπD(낀 -π )+S.πDCY(T，4 - T:) 

열전달 계수， h 는 Nusse lt number로부터 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Rayleigh number를 구하면， 

Ra =gβ(T， -T,)D] 
----~-~--

va 

9.8 x 0.0034 x (313 - 273)x 0.645] 
ι :V ' ~ =964x106 

(16.2xl0• )x(22.9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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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re1ation으로부터 Nusselt number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D . ___ r\ 111 

Nu = .:..:..=.- = 0.125Ra"" " = 122.63 
k 

따라서 열전달 계수， h는 다음과 같다 

k. . 0.0263 .__ __ _ ... 1 , 
h = :':""Nu = - .- - - - x 122.63 =5 W/m' K 

D 0.645 

결국 탱크의 단위 길이당 열손실은 다음과 같다 

q ’ = 5 x π x 0.645 x (313 - 273) + 0.8 x π x 0.645 x 5.67 x 10• 8 X (3134 
_ 2734

) 

= (405.3 + 37 1.6) W/m 

=776.9 W/m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탱크를 단열재로 덮을 경우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열재 

로는 아티론을 가정한다. 아티론의 열전도도는 0.035 111m K, emissivity는 O. 1로 두고 

계산율 수행하였다. 

보온재가 있을 경우 power balance로부터 탱크에서 아티론으로 전도되는 천력은 아티론 

표면에서의 대류 열전달과 북사 열전달의 합과 같다. 

예률 툴어 6t 두께의 아티론율 두겹 사용했율 경우， 아티론 표변의 온도를 Tas 라고 하 

면 

2πk(T. - T",) 
- - . - \. - S 띄.:.. = h(2πr2 )(ζ - 7;,) +&(2π진)σ(강 - η) 
ln(η /끼) 

위 식에서 r2=0.3225+0.012 , rl=0.3225 를 대입하고 iteration을 통해Tas와 h를 구하면 

다음과같다 

아티론의 표연온도 289.2 K 

열전도 계수 3.7 W/ m2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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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열손실은 143. 2 W/ m 이다. 

아터론의 척충수와 아티론의 emissivity를 바푸어 가연서 각 경우에 대해 열손실과 표면 

온도 계산율 반북한 결과를 표 4-2 - 10에 보였다. 

표 4- 2- 10.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단위길이당 열손실 빛 아티론 표변 온도 

c=O.1 r=0.2 c =O 딩 

아티 론 직층 

[훈경1) 표연온도 [품~) 표연온도 
손실 [W/ m) 표연온도 

[K) [K)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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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109.4 286.0 112.8 285.1 11 5.9 284 .4 

4 겁 89.0 283.9 9l.5 283.1 93.6 282.4 

아터론 단열재를 두겹 적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탱크의 단위 길이당 열손실을 143.2 W/ m 

라고 하면 4430 mm 길이의 탱크에서 발생하는 총열손실은 약 635 W 정도로 예상된다 이 

는 단위 면적당 70.7 W/ m2에 해당한다. 만약 보온재률 사용하지 않울 경우 총열손실은 
약 3.5 kW 정도이다. 

위의 계산을 바탕으로 열선율 감아서 탱크의 온도률 40 "(;로 상승시킨 후 유지 시키기 위 

해 필요한 열선 사이의 간격과 이 때 발생하는 온도분포률 예상하기 위해 ANSYS 열해석 

을 수행하였다. 

단열재로 아티론율 두겹 사용하고 열선은 폭 50 빼， 두께 2.0 빼， 길이는 탱크의 둘레와 

같은 2026 mm 를 가지는 실리콘 러버 열선으로 가정한다 총 열선의 천력율 500 W로 가 

정하고 옐션의 개수에 따른 세 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율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해석을 

수행한 세 가지 경우률 표 4 -2 - 11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를 표 

4-2- 12에 정리하였고 각 경우에 대한 온도 분포 및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았율 경우의 온 

도 분포률 그립 4-2 - 3에 보였다. 만약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았율 경우t case 1 과 동일한 

열선 조건( 단， 열전달계수는 5 W/ m2 K 률 사용 )에서 탱크의 최대온도는 294.6 K, 최저 

온도는 293. 7 K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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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1. 열션의 개수에 따른 해석 데이터 

case 열선 개수 열선당 전력 전력 밀도 열선 간격 

l 10 50W 247 kW/ m3 403 mm 

2 15 33.3 W 165 kW/ m:l 277 mm 

3 20 25 W 124 kw/ m3 211 mm 
l 

표 4-2-12. 각 열선의 개수에 따른 ANSYS 해석 결과 (h = II W/m' K 사용) 

case 탱크 최대온도 탱크 최저온도 단열재 외벽 최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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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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AL SOLtrrION 

STEP- l 
SUB -1 
TIM~ .. l 
TEMP (~VG) 

RS'fSzO 
SMN -2 87.502 
3MX '"'354.962 

287 . SO'::' 

x 
‘ 

304 . 367 32 1.2' 32 138.ι" 

DEC 23 2004 
07:5 :3 :30 

354 . % ‘ 
295 . 934 312 . 799 329 . 664 34ι 529 

'I'ank Therma1 Analv~is 

그립 4- 2- 3a , case 1 에 대한 탱크의 온도 분포 

NODAL SOLIJT!ON 

STEP"'l 
5UB - 1 
TIME-1 
TEMP (AVG) 
RSYS"'O 
5MN -286 . 09 '1 
5~ -3 '15.71 

x 

I\N 
DEC 23 .:00 '1 

08 :21 : 1111 

34 4.8 344.956 ) 45.1fl -------3"4료 .267 3 4 5 .4 2강 
344 . 878 345 . 033 345 . 189 345 . 344 3 45 . 5 

Tank Thermal Analy~i~ 

그립 4- 2-3b , case 2에 대한 탱크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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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OAl. SOLt.rrIOU 

51ε，.， 

"끼. -1 
TIME-l 
m이( ... VG) 
R5Y3-0 

x 
~ 

OEC 23 2004 
08:10:22 

285 . 35 4 297 . 777 310 .1 ':1 9 322 . 622 335 . 044 
2~1 . ~.E5 3ú3 . 9 t4~ 316 .41 328 . 833 34 1.25。

TarJ: Tt • .:r !':lal Ar.alysιs 

'K잉Al. SOLαrION 

STEP-l 
SU8 "1 
'l':m-",, 1 
TDCP (AVG) 
RSYS=O 
SMN -293.688 
SMX -294.103 

그림 4- 2-3c. case 3에 대한 탱크의 온도 분포 

DEC 23 2004 
08:45:48 

293 . 688 293 . 913 294.139 294.364 294 . 59 
293 . 801 29‘ .026 294 . 252 294 ‘ 47 7 294 . 703 

Tank Thermal Analy3i3 

그립 4-2- 3d. 단열재가 없는 경우에 대한 탱크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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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에서 40 "c까지 탱크의 옹도률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연 다읍과 같다. 

온도률 올힐 때의 전체 heater 전력은 1 klV라고 가정한다-

Tank의 mass : 3300 kg 

Tank의 열용량1. 43 MJ/K (steel 의 specific heat : 434 J / kg K)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에너지 57.2 MJ { O "C에서 40 "C까지) 

최대 얼손실을 고려할 경우， 

57.2xl06 
I = _._. - 43 .53 hr 

(1000-635)x3600 

명균 열손실을 고려힐 경우， 

f ’n 쟁
 

깅
 

---M 
6 

-x 
m -” μ

 
-n 

n -• -M -( ---

완전단열일 경우， 

57.2x 106 
t = _ .. _ .. . - = 15.89 hr 

1000x3600 

위의 계산에서 힐 수 있듯이 열선의 전력이 1 kW 일 때 명균적인 열손실율 가정힐 경우， 

탱크의 온도률 O "C에서 40 "C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대략 하루 정도의 시간이 휠요함율 알 

수 있다 

위의 해석 결과률 바탕으로 각 탱크마다 30 W/m의 단위 길이당 출력율 가지는 열선을 설 

치하였다. 열션의 길이는 34 m 로 하였고 탱크 외벽에 균일한 간격으로 감았다. 이 때 

총전력은 1 klV 이다. 열선의 전원쪽에 사이리스터로 제어되는 전원율 설치하였고 PlD 제 

어기와 열전대률 설치하여 전원의 출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온도률 제어하였다. 

온도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변화와 시간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안정성율 측정하기 

PID 온도 제어기의 설정 온도률 5 "C 중가시킨 후 4초 간격으로 24시간 동안 공진주파수 

를 측정하였다. 5 "c 증가로 인한 공진주따수의 변화는 20 kHz 정도로 나타닝는데 이는 

계산값보다 약 5 kHz 정도 작은 값이다. 공진주파수가 안정화 후 시간에 따른 공진주파 

수의 변화는 0.8 kHz 이내로 측정되었다. 이률 온도로 환산하면 약 :t0. 1 "c에 해당한다. 

축정된 시간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변화를 그립 4-2-4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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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4 공진주파수의 온도 의즌성 및 시간 안정성 

라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의 공진주파수 축정 [3-4 - 5- 11] 

이론적으로 계산된 공진주따수의 온도 의존성율 확인하고 보다 실제적인 공진주파수 특 

성율 파악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조건 하에서 UfL 탱크의 공진주따수를 측정하였다 

우선 uf 내부의 냉각수 압력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변화률 측정한 결과를 표 4 -2 - 13에 보 

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탱크 2, 3, 4의 경우는 대략 냉각수 압력 1기압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변화가 약 1 kHz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탱크 l의 경우는 압력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변화가 -3.8 kHz/atm 으로 다른 탱크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게 

혹정되었다. 이는 측정에 따른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륙이한 점으로 안단된다 가능한 원 

인으로는 탱크 1에 포함되어 있는 OT 중 저에녀지 측에 있는 uf의 경우는 다른 OT에 비 

해 압력 변화에 따른 형태의 연화가 좀 더 크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측정을 통해 냉각수의 온도 뿐만 아니 라 압력도 일정하게 제어가 되어야함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탱크 l에 대해 냉각수의 압력을 5기압으로 일정하고 두고 냉각수 온 

도에 따른 공진주파수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률 그립 4-2 - 5에 보였다. 그럼에서 알 수 있 

듯이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는 선형적으로 나타났고 그 기울기로부터 온도에 따른 공진 

주파수의 민감도를 구해보면 약 -4. 1 kHzl "C 임율 알 수 있다. 이 값은 이론적으로 구한 

값과 잘 일치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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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공진주파수 제어률 위한 피드백 제어 시스램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탱크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탱크의 외벽 온도도 조금씩 변화힐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여 러 가지 경우에 냉각수 온도 빛 탱크 온도의 조합에 대하여 공진주파수률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된 탱크의 온도 및 냉각수 온도를 롱해 탱크의 공진주파수를 추정하 

는 방업율 사용하였다. 우선 각 탱크 별로 6가지 조합의 탱크 온도와 냉각수 온도에 대 

해 측정된 공진주파수를 표 4 -2-14에서 4 -2- 17까지에서 보였다. 

표 4-2- 13 냉각수 압력에 따른 공진주따수의 변화 

tank 온도 냉각수 온도 3기압시 공진주파수 O기압시 공진주파수 sensltivity [kHz/atml 

40.8 29.8 349.986500 349.997813 3.771 

42.8 29.8 350.009188 350.012625 -1.1 46 

42.2 29.8 350008563 350.011250 0.896 

44.0 29.8 350.011188 350.014630 - 1.1 47 

350.04 
y = -0004116 x + 350.154032 

35003 

::Í! 350.02 

흐 350.01 

1〈속t 350.00 

싼κ~ 349.99 

디o 349.98 

349.97 亡二349.96 

25 30 35 40 45 

냉 각수 온도 [deg. Cl 

그림 4- 2- 5. 탱크 1에서 냉각수 온도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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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4. 탱크 1의 공진주파수 육정 결과 

case 탱크온도 냉각수온도 공진주따수 

l 36.8 36.6 349.988250 

2 31. 7 38. 7 349.990375 

3 31. 8 40.2 349.984250 

4 28. 1 32.9 350.016313 

5 28.3 38.9 349.992188 

6 28.5 35.4 350.006750 

표 4-2-15 탱크 2의 공진주파수 측정 결과 

case 탱크온도 냉각수온도 공진주따수 

36.8 36.6 349.997563 

2 36.8 38. 7 349.989438 

3 35.8 40.0 349.987188 

4 35.8 32.9 350.011938 

5 35.8 38.6 349.993125 

6 35.8 35.3 350.0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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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6 탱크 3의 공진주파수 측정 결과 

case 탱크온도 냉각수온도 공진주파수 

l 40.5 36.6 349.996250 

2 41. 3 38. 7 349.988813 

3 39 . 3 39. 5 349.989500 

4 38.2 32. 8 350.013188 

5 38.4 38. 2 349.994938 

6 38. 7 35.3 350.004125 

표 4-2-17 탱크 4의 공진주파수 측정 결과 

case 탱크온도 냉각수온도 공진주파수 

47.0 36. 6 349.996688 

2 46.8 38. 7 349.991500 

3 47.3 39 . 7 349.988375 

4 44.0 32 . 8 350.015625 

5 44.2 38.0 349. 999313 

6 44.4 35.3 350.0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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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축정 결과를 바탕으로 탱크의 온도와 냉각수의 온도로부터 공진주파수률 구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선형 fitting 식율 사용한다‘ 

1>f!i =C,T,+CcTc+Cf 

위의 식에서 1>f5 탱크의 공진주파수 [MHz] 

Q ’ 탱크의 온도 변화에 따른 공진주따수 의즌성 [kHz l 't ] 

낀 탱크의 온도 [ 't ] 

[; : 냉각수 온도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 의존성 [kHzl 't ] 

낀 냉각수의 온도 [ 't ] 

다 상수항 [MHz] 

최소자숭법율 이용하여 위 식의 각 계수를 구하고 측정된 6 가지 경우에 대하여 구해진 

계수률 사용하여 계산한 공진주따수와 축정된 공진주따수와의 명균 오차를 표 4 -2 - 1 8에 

보였다. 탱크 4의 경우 rms 오차가 3.8 kHz로 다소 눔지만 이 경우도 냉각수 온도로 환 

산하연 1't 정도이다. 

표 4- 2- 18. 공진주파수의 온도의존성에 대한 fitting 식의 계수 및 rms 오차 

탱크 C, [kHzl 't ] α [kHzl 't ] 다 [MHz] rms 오차 [kHZ] 

1 1.573 3.662 350. 181 2.263 

2 1.044 3.446 350.162 1.681 

3 - 1. 154 -3.259 350.163 1. 688 

4 - 1. 060 - 3.128 350.163 3.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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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TL 공진주파수 통적 륙성 연구[3-4-12-14] 

가， 개요 

20 ~leV 양성자 가숙기는 한 개의 고주파 원율 이용하여 네 개의 서로 톡립된 DTL 탱크를 

구통한다는 륙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각 탱크의 고주파 제어 방법은 기존의 것과는 

차별성율 가져야 하며， 공진 주따수 제어 냉각계롱 역시 서로 륙정이 다른 각각의 톡립 

된 탱크를 고주파 원 입장에서 볼 때 한 개의 탱크처럼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이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진 20 씨e\' DTL 의 고주파 제어률 위한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 

립 4-3 - 1 과 같다 그림 4 -3- 1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DTL과 같은 multi cell cavity의 경우， 그 초기 류닝 조건에 따라서 공진 조건이 조금씩 

다 다르며， 현재 건설을 완료하고 운영기로 들어선 미국 SNS 의 경우도 그 공진 주파수 

온도 법위가 약 18도 - 28도 정도에 걸쳐있다. PEFP의 경우도 공진 주파수를 조절힐 수 

있는 movab le tuner가 없기 때문에 S~S와 마찬가지로 각각 탱크의 온도를 조절하여 탱크 

공진 조건율 맞추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경주 부지로 옮긴 후에는 RCCS (Resonance 

Control Cooling System)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그러나 현재 DTL 냉각계통은 한 개의 펌 

프로 구동되며 온도 제어 밸브도 l개이다， 따라서 네 개의 탱크에 공급할 수 있는 물 온 

도는 통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 륙성이 다른 탱크의 온도률 각각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탱크 외벽에 설치된 히터를 이용하여 공진 조건에 맞도록 온도를 조절하여 각각 

탱크의 공진 주따수를 맞추고， 운전 시 주위 환경 때문에 변화하는 전체적인 공진 주파 

수 변화는 냉각수 불 온도률 조절하게 된다. 고주파 제어의 경우 탱크 l의 고주따 위상 

및 크기률 측정하여 고주파 feedback 제어률 하게 된다. 히터률 이용한 탱크 온도 제어 

의 탱크 l번은 공진 주파수 에러률 이용하여 제어하게 되고， 탱크 2, 탱크 3, 탱크 4는 

탱크 1과의 초기 위상차로부터의 위상 에러를 가지고 제어하게 된다. 이련 방식으로 가 

휴기률 운전한다면 4개의 톱립된 탱크를 마치 한 개의 탱크처럽 생각하여 제어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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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 -3- 1. 20 ~ leV DTL 고주파 제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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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각수온도제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OTL 냉각 시스템은 영렬로 연결된 클라이스트론과 4개의 OTL 탱 

크에 동시에 냉각수률 공급하며， 3-way 밸브률 이용하여 냉각수 온도제어를 한다. 현재 

DTL 탱크는 m 만을 냉각하게 되어 있으며， 탱크 역에는 냉각수 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냉각수 온도 제어률 위하여 다음의 일반척인 운전 조건에서 온도 제어 시스템 튜 

닝율 수행하였다. 

- 콜라이스트론 명균 빔 출력 1, 200 kW 

- DTL 사극 전자석 전력 130 kW 

- 냉각수 셋팅 온도 39.5도 

외부 냉각팬 구동 1기 

- 실협실 내부 및 외부 온도 : 그래프 참조 

류닝 알고리즘 제어기 내에 내장되어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제어 방법은 PIO 이다. 

류닝시 제어 밸브 。pen.ng 변화와 그에 따른 냉각수 온도 변화는 그립 4 -3- 2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보듯이 제어 밸브는 그 open.ng을 o % 와 100 % 에서의 사각따형으로 2회 

반복하여 제어 연수값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제어 변수값은 표 4-3-1에 나타나 있다. 

현재 결정된 값은 외부 냉각앤율 l기만 구동했을 경우이며， 이률 외부 냉각앤 2기률 구 

통했율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P 비례대는 감소하였으나， 적분 시간과 미분 시간은 증가 

하였읍율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어값으로 냉각수 온도률 제어한 결과 밸브 。pening

및 DTL 입구 온도는 그립 4-3-3과 같다 외부 온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밸브는 계숙 

닫히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입구 냉각수 온도는 명균값으로부터 최대 :t 0.2 "c 

내에서 유지되었으며， 표준 연차값은 O. 1 "c 이내였다 

표 4-3-1. 제어기 튜닝 결과 

제어값 냉각팬 2기 구동 냉각앤 1기 구동 

비례대 (P, %) 5.84 3.05 

적분시간 (1, sec) 327 507 

미분시간 (0, sec) 5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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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탱크간 상대 위상 변화 측정 [3-4-9] 

위에서 제시한 제어 방법의 타당성 및 제어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탱크온도를 히터로 

제어하고. DT로 공급되는 냉각수 온도률 3-way 밸브로 제어하연서 각 탱크의 상대적인 

위상 연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탱크 온도 및 냉각수 온도는 공진 주파수의 에러를 입력 

신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운전되도록 하였다. 측정시 우l상 

기준은 탱크 2로 하고， 탱크 2로 부터의 픽업 신호로부터 각각의 위상 비교기로 

reference 신호를 공급하고， 각 탱크로부터의 팩업 신호률 이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립 4-3-4와 갈다 그럽에서 탱크 l은 아직 탱크 벽온도가 안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숙 위상이 중가하는 형태률 보이며， 이때 탱크 벽 온도 변화는 23 .0도에서 22.4도 까 

지 였다 탱크 3번， 탱크 4언은 상대적으로 안정해 보이며 1 탱크 3번의 경우 측정시 탱 

크 벽 온도 변화가 土 0.1 't 였으며， 위에서 계산한 값과 비교하여 볼 때 위상 변화폭은 

약 :t 0.6 't 정도로 예상힐 수 있으며， 이는 측정값과 잘 맞고 있읍을 알 수 있다 탱 

크 l언을 제외하고는 위상 오차는 :t 0.5 도 이내였으며， 오차의 표준 연차는 0.2도 이하 

였다 탱크 l 언의 경우는 탱크 온도 제어기의 새로운 연수값 설정이 필요하다 

E다nk1 • 다nk2 Tan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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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웅、;←’ 

￡@” o 0 1 
‘5 .2 

..{).2 ‘에이 E’ 

-4 "{).4 

-6 ..{).6 

o 500 1000 ’500 2000 2500 3000 3500 4000 

Tlme(깅 

그립 4-3-4 탱크간 상대적인 위상 변화 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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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TL 탱크 공진 주파수 변화 측정 

이제까지는 탱크 온도 제어 및 냉각수 온도제어에 주파수 오차률 이용한 것이 아니 라 일 

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어룰 수행하였으며， 업밀하게 이야기 한다면 공진 주파수 

제어가 아니라， 일정 온도 제어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공진 주파수 제어률 위 

해서는 공진 주파수 혹은 공진 주파수 에러값율 륙정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연구결과로 

“중 에너지 가;늑장치 개발” 과제에서는 디지툴 LLRF 시스랩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과 

제에서는 개발된 LLRF 시스템율 이용하여 공진 주파수 에러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 

다‘ 개발된 LLRF 시스템은 고주파 관련 I / Q 값율 데이터로 저장힐 수 있으므로， 여 러 

가지 방법으로 공진 주파수 에러를 계산혈 수 있다 

가속 공동의 경우 인가된 고주파 전력이 제거된 후 자연 감쇄하는 고주파 크기 파형으로 

부터 부하 Q값을 알 수 있다， 축， 가속 공동 내에서 형성된 가숙전장은 지수합수적으로 

감쇄하게 되는데 이 때의 시상수로부터 부하 Q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그립 4 -3 - 5에 

보였다 또한 인가되는 고주파 전력이 제거된 후 가숙 공동 내의 가속 전장 위상의 시간 

에 따른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공진주따수의 오차를 알 수 있다 (그립 4- 3-6) . 공진주파 

수 오차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RCCS의 공진주파수 제어 신호로 사용 가능하다 

모의 가속 공통 (dummy cavity) 의 경우에 대해 위의 방법을 적용하여 부하 Q 측정 및 공 

진주따수 오차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립 4-3- 7과 그립 4 -3 -8은 각각 공진주파수가 

낮은 경우 및 높은 경우의 측정 결과률 보여준다. 그립에서 점션은 축정된 데이터이고 

실선은 선형 추세선이다 부하 Q의 경우， 가속 전장의 크기 감쇄로부터 축정된 값은 약 

1750으로， 네트워크 분석기로 축정된 값인 1 431 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립 61 의 

경우， 고주파 가속 전장 위상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부터 측정된 공진주파수 오차는 +95 

kHz 였는데 이는 네트워크 분석기로 축정한 결과인 +100 kHz 와 유사한 결과이다. 

RFQ 빛 DTL의 고주파 구동 실험 중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구한 부하 Q 및 공진주파수 

오차 측정 결과률 그럽 4-3-9와 그립 4-3- 1 0에 각각 보였다. RFQ 가숙 공동의 경우 부하 

Q는 5132로 축정되었다. RFQ 가숙 공동에 대한 공진주파수 오차의 경우 선형 추세선율 

구하는 구간의 설정에 따라 값이 다소 달라지는데 이는 공진주파수의 오차 자체의 크기 

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안단된다. 그립 4-3-9에 보인 추세선의 경우 계산된 공진주 

따수 오차는 약 - 700 Hz 이다. 그립 4-3- 1 0에 보인 DTL 가속 공동의 경우는 tank2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이다. 가숙 전장의 감혜로부터 구해진 부하 Q는 1 5811로서， 네트워크 분석 

기로 측정된 값인 16550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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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양성자 가속장치 공진주파수 제어를 위한 정밀 온도 제 

어 냉각시스템 

1, 20 MeV 양성자가속장치 냉각계롱의 운전 및 온도제어 성능 최척화[3-5- 1 ， 11] 

본 20 \le\' 가속장치 냉각계롱의 RF 무부하 성능 시험은 원자력연구소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단 Test Facility에 구축된 20 \le\ 양성자 가속장치 냉각계롱의 운전 및 옹도제어 성능 최 

적화 연구의 일환으로 20 MeV DTL 냉각시스뱀의 무부하 운전 조건하어1서 냉각시스템의 운전 특 

성에 따른 프로세스 변수 빛 최척 운전 상태를 구하고， 냉각시스법의 프로세스 설계 기준과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RF 부하 운전 조건하에서의 DTL 시스템의 냉각성능 및 온도제어 성능을 검 

토 및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PEFP 20 MeV DTL의 냉각수 온도제어률 

통한 공진주파수 제어 (Resonance Frequency Contro l)는 현재 설치된 20 Ile\ DTL의 냉각시스 

템 구조의 온도제어 성능의 확보 빛 LLRF 시스템과의 연계성 퉁을 검토하기위해 현재 설치된 DTL 

냉각시스램의 냉각 장치 및 DTL 시스랩의 냉각계통 구성 Loop 동의 모텔을 제시하고， 각각의 RF 

부하 운전에 따른 열역학적 거통과 Open Loop 용답 륙성을 비교 분석하여 DTL 냉각시스멈의 

Dead Time 보상을 포함한 온도제어 알고리즘율 제시하고자 한다 

가 20 MeV 가;늑장치의 무부하 운전 조건에서의 냉각계통 성능 시험 

(1) 시험 북적 

본 20 MeV 가숙장치 냉각계통의 RF 무부하 성능 시험은 원자력연구소 앙생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 

업단의 Test Faci 1 i ty애 구축된 20 뻐V 양성자 가숙장치 냉각계통의 운전 및 온도제어 성능 최 

척화 연구의 일환으로. Drift Tube Li nac (DTL) 냉각시스랩의 무부하 운전 (No RF Power 

Feeding) 조건하에서 냉각시스템의 운전 특생에 따른 프로세스 연수의 도출 및 최척 운전 상태률 

구하는 데 그 북적이 있다 륙히， 냉각시스템의 프로세스 설계 기준과 시험 결과률 비교 분석하 

여 항후 부하 운전 (RF Feeding) 조건에서의 DTL 시스템의 냉각성능 및 온도제어 성능을 예측하 

고자한다. 

(2) 시험 조건 및 장비 

DTL 냉각시스랩의 무부하 운전 시험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에 걸쳐 (외기온도 변화 

13 't --2 't). 주간 시간 영역 (09:00-18:00)율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며， 륙히 DTL 시스램 

의 안정화에 영향율 미치는 외란 인자률 최소화하기 위하여 Dri ft Tube Loop 및 Klystron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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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로 형성， By- pass 유로 형성 퉁의 유통 관계를 미리 설정한 후， 냉각시스템의 운전 조건의 

변화에 따른 각 프로세스 연수의 계측 및 데이터 획둑， 분석 퉁을 수행하였다. 시험 장비는 16 

bit Resolution의 DAQ (GPIB, Yogogawa) 시스랩과 RTD온도 샌서， 초음파 유량계 퉁으로 구정 

하였으며， 유랑계는 기존 구성된 냉각수 유로에 부착 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초음따 유량계를 각 

각의 위치에 부착하여 유랑율 In -situ로 측정하였다. DAQ 시스템과 센서와의 연결은 Klystron 

빛 DTL 퉁의 내부 장치의 냉각프로세스 연수는 현재 양성자가숙기의 Control Panel 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의 출력을 DAQ 시스멈으로 직접 읽어 틀여 기룩하였다 

(3) DTL 냉각시스템의 구성 및 운전 륙성 

20 MeV 양성자 가속기의 DTL 시스립은 l대의 Klystron (2 MW급의 CW 운전모드) 으로부터 4대의 

DTL에 RF를 공급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륙히， Klystron의 냉각을 위한 냉각시스템율 DTL 

시스받과 동시에 구성함으로써， DTL 시스탬의 RF 무부하 운전의 경우， 냉각시스템의 Heat ing 

Element로써의 기능을 부가하고 있다‘ 각 DTL 시스템은 Dri ft Tube (E메 포함) 및 Tank로 구성 

되어 있으며， 1 대의 DTL은 약 4 m의 길이로써 각각 냉각수 공급 및 회수를 위한 다지관 퉁이 설 

치되어 있다 

그립 5- 1 - 1 의 DTL 시스템의 냉각 유로구조의 개략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DTL 시스템은 각각 

Tank Wall 과 Dr ift Tube의 냉각수 유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냉각수가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무부하 또는 Low Duty 운전 조건에서는 DTL Tank Wall 로부터의 열부하는 무시힐 수 있는 정 

도이므로 Tank Wall 에 있는 냉각 채널로는 냉각수를 유통시키지 않고 Dri ft Tube로 직접 냉각수 

를 유통시키는 운전 환경을 채택하고 있다 Klystron으로의 냉각수 유동은 Cavity , Collector, 

Ci rculator 등으로 유동이 분기되어 Klystron의 각 부분의 열부하를 냉각힐 수 있도록 구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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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eat exchanger T 0 he at exchanger 

DTL tank 1 

Drirt tllbe 

DTI tallk 2 

Dl'if‘ lu1e 2 

DTJ" tank.3 

Dtift tllbe .3 

DTL tank ~ 

T'. 'S ‘ 

그립 5- 1- 1 Layout of DTL and k1ystron coo ling loops 

그립 5- 1 -2는 DTL 시스뱀의 냉각 및 온도제어률 위한 l차 냉각시스템의 개략도률 도시하고 있다 

그립 5- 1 -2에서 보는 바와 갈이 DTL 온도제어를 위한 냉각시스템은 Pneumatic 3- way 밸브률 롱 

하여 열교환기로 회수되는 냉각수의 유량율 조절하여 냉각수의 공급온도률 제어힐 수 있는 구조 

로 구성되어 있으며. DTL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유랑 및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냉각수 홉입촉에 팽창탱크률 설치하여 배관계의 전체 Flow BaJ ancing 둥율 도모하고 있 

다. 그러고 주 펌프로부터 토출된 유량의 일부 (1% )를 By- pass 배관계의 유로로 구성함으로써 

Deionization System율 롱하여 냉각수의 순도률 유지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DTL시스 

템의 냉각수 공급온도는 38 't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열교환기률 통한 냉각탑수의 유항율 일정 

하게 유지하연서 열교환기 전단에 설치된 3- Way 밸브의 구동을 롱하여 주 배관계 (Primary 

Loop)의 온도률 제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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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5- ] -2 Schematic layout of prima l'y (DT L) coo l ing water loop 

그립 5- ) -3은 DTL 시스템의 2차 냉각시스랩 (Secondary or C。이 i ng TOlI"er Water Sys t e m) 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으로 반밀폐형 냉각당 구조로 되어있으며. 2 MW의 냉각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열교환기는 만형 (P late- type)의 구조로 열부하의 변경 퉁의 운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척 

의 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Counter- Flow의 유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띨요4맡4 앨앨E되밍요 양2얻훌L 

그립 5- ) - 3 Schematic layout of coo ling tower water l 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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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 결과 및 고찰 

(가) ]차 냉각수 계롱 (Primary C。이 ing Water Loop) 

그럽 5- ]-4는 무부하 운전 조건에서의 힘프의 토출 압력 및 홉입 압력의 운전 현횡율 도시하고 

있다 이는 열교환기 전단의 3- Way 밸브의 개도를 50% 확보한 상태의 운전조건으로 펌프의 륙성 

7년/hr 펌프의 총 유량은 38.4 

m3/ hr ( 설계유랑 대비 

이때 

m3/ hr (kl ystron) 로써 약 422 

에 따른 시스템의 륙성을 비교하기 위한 시험 결과로써. 

(σrL) 빛 19] m"/hr (By-pass). 193.2 

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총유랑 422 m"/h ， 의 운전 조건은 설계조건 (토출압력 5 kg / cm' ’ 

다소 상회하는 운전 환경으로 By-pass배관계의 유량 조정 빛 DTL Tank lVall 의 Loop 구성 퉁을 

롱하여 펌프의 운전 성능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만단된다 그러나 홉입압력이 다소 

토출압력 

360 m"/hr)율 

특성율 분석하여 볼 때， 시스템 냉각시스템의 과유량)의 

7.5 kg / cm' ’ 

]7% 

높게 나타나 팽창탱크의 초기 부가 압력의 조정율 통한 토출 압력의 조정 및 유랑 Balancing이 

향후 필요힐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어용 밸브의 설치 특성이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 

부하 운전시 온도 제어에 따른 Wind-up현AJ'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하 조건에 따른 시스템 

의 운전 조건율 조정하는 것이 필요힐 것으로 만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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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 4 System characteristics of primary cool ing water loop 

DTL 모엘 시스 유량 Balancing율 위한 Simulation 결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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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5는 1차 냉각수 계롱의 



템의 압력강하 { ", P=3. 7 kg/cm' 의 경우)에 따른 토출 유량의 관계를 도시하고 있으며， 이때 

토출 유랑은 약 470 m3/hr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험결과 ( '" P=3. 6 kg/ cm')의 경우와 비 

교할 때， 약 !Ü% 정도의 유량이 더 유통되고 있음율 알 수 있으며， 이는 펌프 출구의 수동 조작 

밸브의 완전 개방과， 멈프 흡입측의 팽창탱크의 초기 충진 압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립 5- ! -5{a) Simulation model for flow ba!ancing calcu 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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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 5{b) Transient system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 247 -



(나} 2차 냉각수 계통 (Secondary (Cool ing TOI,er) Cool ing lVater Loop} 

그립 5-1-6은 무부하 운전 조건에서의 냉각탑수의 열교환기 Loop를 통한 시스럼 륙성을 도출하기 

위한 시험 결과로써 수동 조작 밸브의 개도에 따른 냉각탑수 펌프의 토출 압력 및 유랑변화를 도 

시하고 있다. 수동 조작 밸브 (Butterfly 형 밸브)의 륙성에 따라 개도가 20%이상 확보되는 경 

우， 냉각탑수의 설계 유랑 (1 80 m"/hT) 이상으로 냉각수가 유통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냉각탑 

수의 토출 압력은 약 1. 5 kg/ cm'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수통 조작밸브의 Quick Response 특성 

을 고려할 때 ， 2차 냉각계롱의 밸브 개도를 20%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힐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냉각탑의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다소 밸브개도를 조정하는 것이 펠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디 
4.5 

• -1 4 

톨 

2.5 • l 3 ~ E 

• 2.5 E 

‘。一j
αUU잉1〉 1-5 • • 江m 

2 • 
* 1.5 ι。응 l • 

0 ‘ 5 ~ 1. P ress kg/ cm' 

• Flow Rate m‘ /rrin 1 -1 0.5 

0 
0 20 40 60 80 100 120 

Valve Open % 

그림 5-1 -6 밸드 개도에 따른 냉각 타워 시스랩의 륙성 

(다) 수질 분석 

그립 5- 1 -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DTL 냉각시스템의 수질 분석결과， LCIV의 비저항은 약 0.06 MQ 

-cm로써 설계 요구사항 (>1 MQ-cm)률 미치지 못하는 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 

자법 가숙장치 냉각수의 경우， 저전도수률 사용함으로써 가숙장치의 부신 및 냉각수의 급숙이온 

의 존재로 인한 미소 전류의 누설 풍의 가속 성농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로 하고 있는 것이 최 

근의 추세이다. DTL 냉각시스템의 경우 탈이온 및 탈산 동의 수처 리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요구 

되고 있으며， 급속계 배관 및 튜브의 경우， Stainless 및 Copper , Steel 계열의 냉각수 Lo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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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구성하여 냉각춰11 의한 부식 퉁을 최소로 하는 것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만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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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 - 7 Water qua l ity test report on DTL cool ing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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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 MeV 가숙장치의 부하 운전 조건에서의 냉각계롱， 온도제어 장치의 성능 시험 및 

최적화 

(1) 시험 폭적 

본 20 )1eV 가속장치 냉각계롱 RF 부하 운전 조건하에서의 성능 시험은 냉각시스템의 프로세스 설 

계 기준과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DTL 시스템의 냉각성능 및 온도제어 성능을 검토하고 최 

적 운전 조건을 도출하는 데 그 묵적이 있다 

(2) 시협 조건 및 장비 

DTL 냉각시스멈의 부하 운전 시험은 2006년 2월 4일， (외기온도 변화 - 3 \:--8 \:), 주간 

시간 영역 (1 4:00-20:00)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며， 무부하 운전시협으로부터 얻은 냉각시스템 

의 Drift Tube Loop 빛 Klystron Loop의 유로 형성， By-pass 유로 형성 동의 유동 관계률 적 

용하여 RF 부하운전 조건에 따라 각 프로세스 연수의 계육 및 데이터 획륙， 분석 동율 수행하였 

다 시험 장비는 무부하 운전 시험과 통일하게 16bit Resolution의 D씨 (GPIB, Yogogawa 모델 

DA - IOO) 시스템과 RTD 온도 샌서 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유량계는 별도의 초읍파 유량계률 각각 

의 위치에 부착하여 유량을 In-situ로 측정하였다 DAQ 시스템과 센서와의 연결은 Klystron 및 

DTL 동의 내부 장치의 냉각 프로세스 연수는 현재 양성자 가숙기의 Control Panel 에 설치되어 

있는 계축기의 출력을 DAQ 시스템으로 직접 읽어 들여 기록하였다. 

(3) 시험 결과 및 고촬 

그립 5-1-8은 Klystron 운전 (1. 2 MW급， CW)환경하의 Low RF Duty 인가조건에서의 20 MeV DTL 

냉각시스멈의 운전 현황율 도시하고 있다‘ RF 부하운전은 Klystron 및 DTL의 EQ.\1의 전력 인가조 

건에서 이루어겼으며， 이때， 최대 열부하는 약 1, 356 kW이다. 주 휩프의 운전 토출 및 홉입 압 

력은 각각 7.5 kg/crrκ 3.5 kglcm' 이며， 공급 유량은 370 m"/hr이다. 부하 운전충 DTL 및 

Klystron 장치의 유량 안정화률 위하여 펌프 공급유량의 약 6Ü%가 By-pass Loop를 롱하여 유동 

되도록 조정하였다. 냉각시스템의 운전 개시이후， 시스탬의 안정화 및 Klystron 전원장치 가동 

준비를 위하여 약 l시간 30분 정도 무부하 운전율 실시하면서 Klystron, DTL 장치의 유량을 계 

축하여 각 장치의 소요 유량 및 압력 조정을 수행하였다 이때， 각 DTL에 공급되는 유량은 약 

15.8 m 31hr (263.3 11m)로 나타놔으며 (DTL 냉각수 공급압력 5.5 kg/cm') , 또한， KI ystron 

에 공급되는 총 유량은 105.5 m31hr (1, 758.3 11m)으로써 전체 펌프 공급유량의 45% 정도가 

DTL 냉각시스템의 가숙장치에 공급되도록 하였다. 냉각탑은 2대의 냉각앤율 가동하여 최대 냉각 

능력 (2 MW)율 확보힐 수 있도룩 하였으며， 열교환기에 공급되는 냉각탑수의 유량은 무부하 운전 

시험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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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ystron 전원공급 빛 RF 인가후， 냉각시스뱀의 냉각수 온도제어를 위한 온도제어기의 구통은 

수통조작을 롱하여 3-Way Valve의 개도률 [()<'A<범위로 조정하였다. 이는 향후， DTL 시스템의 Tank 

냉각 Loop의 완성 및 RF High Du ty 운전에 따른 Drift Tube 동의 부하 변통을 추정하여 자동운 

전 모드에서의 PlD 온도제어기의 류닝을 통한 냉각수의 정밀온도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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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1-8 Operation status of DTL coo l ing water system under klystron pO\vering 

and RF feeding 

그립 5- 1 -9는 RF 옐부하 운전조건에서의 DTL 냉각시스템의 온도변화 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RF 

부하운전은 실내 및 실외의 온도 영향율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 운전 모드를 관찰하기 위 

하여 실내외 온도 현항을 동시에 계축하였으며， 시협 기간중 실내온도는 5- 7"(: 법위， 외기온도 

는 -3- -8 "C를 나타내었다 약 1시간 30분의 시스랩 안정화 후 (구역 11), klsystron 천원공 

급 및 RF 인가 (구역 l Il)시 DTL 냉각수 공급온도 (38 .C)을 기준으로 할 때， 1 "C /min의 온도 

상승율을 나타내고 있다. 약 15분 정도의 3-Way Valve의 개도 조정을 통한 온도제어를 실시하여 

(구역 IV) , 양성자 빔의 가속을 위한 정상운전 조건 (구역 V)을 확보하였다. 

온돼1어기의 수동조작을 통한 열교환기 l차측 (Primary DTL Cooling Loop) 및 2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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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어 범위률 

유지할 때， THX1 , in, THX1 ， out은 각각 41 "C, 22 "c의 법위로써， 약 90%의 DTL 회수 냉각수 

"C)와 약 10%의 열교환기률 롱한 DTL 회수 냉각수 (22 "C)의 혼합에 의하여 DTL 냉각수 공 

냉각수 공급온도가 38t0.2 (Secondary Cooling Tower Loop)의 온도는 DTL 

이때 열교환기 2차축의 냉각탑수의 

20. 5 "c 의 법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41 

℃의 범위로 유지되고 있음율 알 수 있다. 

공급 (THX2 , in) 빛 회수 온도 (THX1 ， out)는 각각 16 "C , 

급온도가 38:1:0.2 

는 동절기 운전의 경우， 열교환기의 냉각능력 (최대， 2MW)율 고려할 때， 3-Way Val ve의 개도 조 

정과 아울러 냉각탑수의 유량 조정율 통한 DTL 냉각수 공급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 바랍직 할 것 

으로 안단된다 륙히 3-liay 제어용 밸브가 DTL 냉각시스템의 Primary Loop에 설치됨으로써， 밸 

브 개도의 연화에 따라 펌프 홉입축의 홉입 압력변화 (Expansion Tank로 최소화 유도)가 예상되 

이에 따라 DTL의 Drift Tube 및 Tark Wall 의 냉각채낼에 공급되는 유량이 압력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8y- Pass 배관계의 과유량의 유동 퉁으로 인한 소읍발생 및 배관계 진 

동， 침식 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립 5-1 -9의 RF 부하운전하의 온도변화 이력은 향후. PID 온도 

제어기의 프로세스 성능 특성에 따른 튜닝 퉁에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 

온 특히 DTL의 

Time 위한 제어기 설계를 PLD 있어서 확보에 연계성의 공진주파수 제어와의 통한 도제어를 

수 있울 것으로 Constant (DTL 시스템의 프로세스 기준) 및 Time De lay 퉁의 추적에 도움이 될 

기대된다. 

Set-up for Te5t 
11 Pump.on and Condlt10nlng 
111 Klv P。、"'Iennga때 RF F eedmg (L얘 Du이 
IV Temp Control, Manual and Auto-mode 
V Norm에 Operabon ._--_._-

50 

v 

-- R∞m and Outdoor T emp ‘ TR.。

OTL. HX. Inlel Temp , T HXlIn 

OTL, HX. Oulet Temp , T HX l，αJ' 

--CT, HX. lnletTemp THX2. m 
--CT, HX. OuleITemp THX2，。이 

-- OTL.Suψply Temp., T OTL. s 
I • 11 

40 

30 
(
Q。
)-ω」
긍
m
‘
φ
g
E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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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u'd∞rTemp0 
Room Temp 

‘ 
19.5219 19:18'59 1845:39 

Time (hh:mm:ss), tested on Feb. 4, 2006 

18:1219 17 38 59 17 05.39 16'32:19 155859 15:25:39 
-1 0 

5-1-9 Temperature variation of DTL cooling water system under RF therm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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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1-10 빛 5-1 - 11은 각각 RF' 부하 운전조건에서의 Klystron 부대 장치의 냉각을 위한 냉 

각수 유량 및 출구온도 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운전중 Klystron 공통기， 몸체부， 집숙기 및 

Circulator 동의 공급 유량은 각각 9.3 l/min. 19 l/ min. 1650 l/ min. 70.6 l /min률 나타내 

고 있다. K1ystron 각 부대장치의 냉각수 출구온도는 공동기， 몽체부1 집속기 및 Circu1ator의 

경우， 각각 40.9 "C . 39.3 "C . 48.6 'c 및 38.8 "c이고. Dummy Load의 경우. 49.2 'C를 나타 

내고 있다 여기서 Klystron의 부대장치의 열부하 출력을 DTL 냉각수 공급온도 38 "c를 기준으 

로 산출하면 표 5- 1 -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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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Thermal load conditions from the klystron components 

Cooling Water Outlet Water Temperature ('C) Thermal 
Klystron 

Flow fiate @ DTL lnput Water Temp Load 
Components 

(Vmin) (38 'C) (kW) 
Cavity 8.7 40.9 1.75 
Body 19 39.3 3.03 

Co l1ector 1650 48.6 1,214.6 
Circu1ator 70.6 38.8 3.92 

Tota1 1758.3 J,:?23.3 

100 1700 

1680 

80 1660 

1640 

ζE ι/ 
"T1 

60 1620 응 
KIy CaVlty Flow Rale 

1600 정ro 
α‘。mJ

Kty Body Flow Rate 
ClCulalor Flow Rate 

40 By-pass Flow A에ustment - . - Kly Collector Flow Rale 1580 τ"" 
。?; (Klystron Loops) 158。 3 그 u. 

20 1540 

1520 

0 “ ‘ 11500 
1452 19 15:25:39 15:5859 1632.'917 05 39 173859 18.'2:19 '8ι53919:'859'9:52: 19 

Time (hh:mm:ss) , tested on Feb. 4 , 2006 

그립 5- }- 10 Flow rate variation of klystron coo ling loops under RF thermal load 

- 254 -



60 

‘ •- KIy. Cavlty Outlet Waler Temp 

50 

애
 

( U 

。) 
% 

m 

φ
」
그
)
m」
m
g
 
E
m

」

Kty Body Outlet Water T emp 

‘ K~ Col녕clor Outlet Water T emp 

10 
Cic비ator OuUet Waler Temp 

Oummy Load Oullet Water T emp 

o 
l' 521915'253915585916321917 05 3917 38'5918121918 .45:39191859195219 

Time (h h:mm:ss), te ste d o n Fe b , 4 , 2006 

그럽 5• 1- ]] Temperature vari a ti on of kl ys tron coo l ing l oops unde r RF t he rma l load 

- 255 -



다. 20 샤eV 가숙장치 냉각계통의 온도제어 시스템의 비교 연구 

(1) 목적 

PEfP 20 MeV UfL의 냉각수 온도제어률 통한 공진주파수 제어 (Resonance Frequency Control) 

는 현재 설치된 20 MeV UfL의 냉각시스멈 구조의 온도제어 성능의 확보 및 LLRF 시스멈과의 연 

계성 동율 검토하는 것이 우선척으로 요구되고 있다 륙히. DTL 냉각시스템의 각 장치는 DTL의 

온도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RF 열부하에 의한 프로세스 륙성율 

파악힐 필요가 있다. 또한. DTL의 RF Lo“ Duty 또는 H igh Du ty 운전 환경하에서 각각의 DTL의 

최적 운전 온도의 추정과 이에 따른 공진주따수의 제어 연계성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설치된 DTL 냉각시스템의 냉각 장치 및 DTL 시스랩의 냉각계 구성 Loop 퉁의 

모델율 제시하고， 각각의 RF 부하 운전에 따른 옐역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PID 동의 제 

어 개념율 검토하기 위한 Open Loop 응답 륙성을 비교 분석하여 UfL 냉각시스멈의 Dead Time 보 

상율 포항한 온도지l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2 ) 시스템 모델링 

그립 5- 1-1 2는 UfL 가숙장치의 냉각수 유로 구성을 도시하고 있으며 3-Way 밸브 및 열교환기 

Loop률 통한 온도제어. UfL의 Tank Wall 및 Drift Tube의 직렬 유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1 - 13은 DTL 냉각시스뱀의 각각의 장치별 모델의 유량， 온도 및 열부하 륙성율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UfL 냉각시스뱀의 운전 온도률 38 "c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장치의 수학적 모델 

율 제시하기 위한 가정을 예시하연 다음과 같다. 

- DTL 냉각시스템의 냉각수의 유통에 따른 열적 성질은 일정하다 

- DTL 냉각시스템의 냉각수 공급 및 회수 배관계 장치는 단열되어 외부와의 열전틸이 없 

다. 

- RF 열부하에 의한 열전탈은 각각의 장치와 냉각수 상호간에반 발생되며， 열천달 계수 

는 냉각수의 유숙에만 의존한다. 

- 열교환기 및 By-Pass률 통한 냉각수의 혼합은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 

- UfL 시스랩 각각의 냉각 채낼내 유통은 이상적인 난류상태이다. 

- 냉각장치로부터의 발생되는 열부하는 무시힐 수 있을 정도로 적다 

- 각각의 모델내의 유동은 다소의 Time Delay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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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1-13 Mathematical models for the sub-systems in DTL cooling water system 

( 가 ) 열교환기 

그립 5- 1 - 13에 도시한 바와 김이 열교환기의 Counter-Flow의 유로에 대한 모엘의 열역학적인 계 

산은 다읍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T, ‘ F. 0‘“ν 
•::::.. = -:7-- (T'i - T， o ) -스잉스-

dt M , ’ 00' C .. M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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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F 0…ν 
→~ = -:--:-(Tr.I- T~.ø )+ ::잉」 

dl M , “ ‘ ’ C ‘ M , 

QpHI (~， A)x(~， A) x~ηι -π ‘ ) - (ηJ π. ) 
PH\ X 

(h,A)+(h,A) ln((η • - T，， )/(ηπ .• )) 

T.", (1) = ( 1 -달)η」 (t-驗E)+달ηι(1-摩~J 

(2) 

(3 ) 

(4 ) 

여기서 T/t j η 。 는 각각 열교환기의 압 출구에서의 DTL Loop의 고온측 온도률 나타내고 있으 

며， π πa 는 각각 냉각탑수의 열교환기 입， 출구에서의 온도를 나타낸다， πw 은 DTL 시스템 

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 Fo, Fr , 타 는 각각 펌프 토출 유량， 냉각탑수의 유랑， 열교환기 고 

온축의 유랑율 나타낸다. 또한 QpfI‘ . C. 는 각각 열교환기의 열랑 빛 냉각수의 비열율 나타내고 

있으며 MI!， Mr는 각각 열교환기 내부의 고온 및 저온 냉각수의 중량율 나타낸다 Mb ，PH'( • 

M fI, PII1 는 각각 By-Pass 및 열교환기의 배관계의 냉각수의 중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M II./'II‘ /F, . 
씨 PI" /(Fo - F，，) 는 각각 열교환기 및 배관계의 냉각수의 Time Delay를 의미한다. 현재 사용 충 

에 있는 안형 열교환기의 열전달율을 국부 열전달 계수 및 열교환 연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 “‘ J I sOC (h , A)=5.29 x IO ‘ Fr U .I>'" __ --''-'=-_ 
“ (kg I s)"" 

d _ 06‘ J I sOC 
(h.A) = 5.29 x 10‘깐 τ: 

(kg I s)… 

( 나) DTL Tank Wall 

그립 5-1-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DTL Tank Wall은 RF 부하 운전의 경우， 

분포률 나나내는 것으로 가정할 때， 다읍 식으로 표현힐 수 있다. 

dTOTL.• QOTL ‘ QOTL δ i 
dt (COTLM OTL). 

dT^.. “ K.’ ‘ 0‘., ι L 

-ζ노띔수 =~노'-(Toι’ ‘ 
-TDTL"u/.!)+ --잉느느L 

dt MOTL “ “‘'.' …”“ ‘ C‘ .MDTL ‘
j 

(Tnru -TDn _j .. ， ~)+(TDTU - TDTI. ‘“‘) 
QOTL δ k = (hA)DTUX~ α1. .111 ‘ 2 ULI 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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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 균일한 온도 

(6) 

(7) 

(8) 



여기서 . k는 k번째의 [)fL Tank를 의미한다 Toru TOTL J" ‘ ToTL.om .• 는 각각 [)fL Tank Wa 11. 냉각 

채낼의 입구 및 출구에서의 온도를 나타낸다 QOTL.t QOTL .E.r.k 는 각각 [)fL Tank Wa II 로부터 소산 

된 열부하. DTL Tank Wall과 냉각수와의 열부하률 나타낸다 (COTLM OTL)‘는 [)fL Tank Wall 의 

비열과 중랑의 곱을 나타내며 lw DTL .,d , Forμ 는 각각 [)fL Tank Wa II 의 냉각채낼 내의 냉각수 

중량 및 총유랑율 나타낸다 Sider-Tate 공식율 이용하여 DTL Tank Wall 의 열전달 특성율 파악 

하기 위한 (hA)OTU 의 계산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즉 (hA)OTU 는 각각의 DTL Tank Wall 에 

대하여 FOTL ‘ 0.8 에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_ n. wr c 
(hA)nn , = 7.68x 10' Fnn ’ V.， τ; 

gι “‘ (kg / s)"' (9 ) 

‘ “‘ W / 'C (hA)"n 、 = 8 06 x l OFnn r 。 --ττ 
ν" ιι (kg / s)"' ( 10 ) 

,_ n. wrc 
(hA) OTI..J = 8.24 x 10' FOTL .J V., ~τ호 

(kg / s) 
) n ( 

‘ ., wr c 
(hA) ",." = 8.28 x 10' Fnn , V •• ~ττ 
μι’ (kg / s)"' ( 12) 

(다) DTL Drift Tube 

그림 5- 1 -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fL 시스랩의 모든 Drift Tube는 동일한 기하학적 형상과 크 

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각각의 Dri ft Tube에서의 유랑과 온도분포는 균일한 

상태로 가정하여 [)fL 시스템의 Drift Tube의 얼역학적인 계산을 수행하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있다 

낀짚뜨 Qor k +Qμad .• - Qor 갑 k 
dl (CoTM oT ), (1 3) 

dT 」얻" 효~(TDT_，“ TnT “
,. )+보딱느 

dl M OT “ ν，… … …'." C.M (1 4 ) 

(TDT.t - TOT.o“ 
•.• ) + (TDT • - TOT; •.• ) 

QOT.Ed = (hA) OT .• X ι ‘ ν‘ .'0’‘ 2 ut I α ‘’ I 

(1 5) 

FM ‘ M ‘ M ‘ \ F^_ ‘ M. ^_ ‘ 1 
TnT ,.,’‘ (1)=1 1- __ .二- ITnTl ….1 t 1+-::二~T/)T""J ‘ 1 t ~._ . .. 1 
…… l FOTU ) ~ι ..... l FOTL .• - FOT .• ) FOTU 

ν

‘…’‘ l FOT .• )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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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OT.t TDT.o l.f . ~ TDT .m ‘ 는 각각 Dri ft Tube , Drift Tube의 입， 출구 냉각수의 온도률 나 

타낸다 QDT.I 및 QQllød . .t는 각각 Stem율 포함한 Drift Tube에서 소산된 열부하， 4극 전자석으로 

부터 소산된 영부하를 나타낸다 QDT ιi 는 Drift Tube와 냉각수의 열량을 나타내며， 

(CDTM DT)I , FDT.1 는 각각 Dri ft Tube의 비열과 중량의 곱 및 Drift Tube로의 냉각수 유랑율 나 

타낸다 M DT .... ‘ M b.DT . .t M It .DT.i 는 각각 Dri ft Tube에 공급되는 냉각수 중랑， By-Pass의 냉각 

수 중랑 및 Drift Tube 배관계 내의 냉각수 중량을 나타낸다 또한 Mh. DT..t /FDT.4， TDT . rtr ‘ 는 
각각 Dri ft Tube의 냉각수 유통에 의한 Time Delay 및 Dri ft Tube로부터 회수되는 냉각수의 온 

도를 나타낸다 Sider-Tate 공식율 이용하여 DTL Dri f Tube의 열전달 륙성율 파악하기 위한 

(hA) Dn.1 은 다읍과 같다 축 (hA)DTL.I 는 각각의 DTL Dr i ft Tube에 대하여 FDrLjO8 에 비례하고 

있읍을 알 수 있다， 

‘ Il R W oc 
(hA) ", , ~ 3.44930 x 10 ‘ Fnr IU'o τ 

ι ι (kg l s)"' (1 7) 

"‘ /v I OC 
(hA) DT.' ~3.8568IxI0'FDTl" ' -，，-' -，-꽤 

ι (kg / s)"' (1 8 ) 

f\!1 w;oc 
(hA) "r ‘ ~ 4.12963 x 10' F"T ‘ τ; 

“, ., “’ (kg I s)‘” (1 9 ) 

‘ "' W IOC (hA)DTA ~4.32416xI0‘ FDT.4 u ’ ---τr 
“ (kg I s)"' (20) 

(3) 계산결과 및 고찰 

상기 기술왼 DTL 냉각시스랩의 열역학적 모텔을 기초로 정상상태의 프로세스 륙성율 분석하였다. 

표 5- 1 -2는 DTL 냉각시스랩의 기본 운전 인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5- 1 -3은 최대 24%의 RF 

Duty 운전에서의 DTL 시스뱀의 열부하 추정 값이다 표 5-1-4는 DTL 냉각시스립의 온도제어 특 

성율 해석율 위한 Open-Loop의 초기 설쩡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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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2 DTL Cooling water system parameters for model analysis 

I-Ieat Fo =100 kg ls F, = 50 kg l s C‘ = 4184J l kgOC Aμ = M’r =2 l6kg 

exchanger M ,.PHX =80kg , M •. PHX = 160kg , Time delay of bypass li ne; 2 5ec 

Klystron 
C"M K1“ 

+ C K1,.M K1 •. = 1400000J I oC 

Time delay from the heat exchanger ; 15 5ec 

Cell T ank 1 Tank 2 Tank 3 Tank 4 

(COTLμon )Á _ J / OC 1.49x 106 1.56 x 106 1.60 x 106 1.61 x 106 
))TL μmk 

wall M DTL“‘k kg 11.96 12.55 12.84 12.90 

Time delay from 
14 15 16 17 

the heat exchanger, 5ec 

(COTM OT ). J I OC 2. 17x103 2.33 x 103 2.44 x 103 2.52 x 103 

1\4 DT.“ .1 kg 0.344 0.537 0.673 0.777 
1)ri f1 tube 

lvlb .DU kg 16 16 16 16 

M /,.OT ‘ k kg 11.8 9.0 7.7 6.8 

표 5- 1- 3 Ca lcul a t ed thermal loads of DTL systems (24% RF duty ) 

Cell Tank 1 1'ank 2 Tank 3 1'ank 4 

QDru kW 17.76 17.76 17.76 16.8 

QDT.. kW 15.84 15.36 15.84 15.12 , 

QQllød.t I kW 52 40 34 30 

표 5- 1- 4 Jnitial conditions for analysis in open- l oop response 

T,‘ =2956。C ， Fb = 4Okg / s , Forlk = lOkg/s, k = l,2,3,4 

Forl =8Olkg /s , For2 = 638kg /s , Forl = 56lAg / s , Fo7, = 499Ag /S 

FK,y =30kg l s 

Duty factor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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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1-}4는 열교환기의 고온측 냉각수 유통 유랑과 냉각탑수의 공급 온도의 상관관계률 나타 

내고 있다. 여기서. 열부하는 최대 1, 200 kW의 Klystron 열부하와， 4극 전자석 천원의 열부하률 

냉각하는 경우 (QL= 1, 356 kW)률 기준으로 임의의 열부하 (QL= 800 kW , 최대 열부하의 60%) 엄 

위에서 운전율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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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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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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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5-1-14 Relation of hot water flow in heat exchanger with 

input tem야rature of cooling tower water 

DTL 냉각시스멈의 냉각수 공급온도 Tout(38 "C)율 기준으호 할 때. 냉각탑수 (소요 유량 90 

m" /hr)의 동절기 운전의 경우 (J 0 "c 법위) , 최대 열부하 조건에서도 36 m3 /hr의 열교환기 고 

온축의 유량을 확보하여도 냉각 시스법의 운전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율 것으로 판단된다. 하절기 

운전의 경우(30 "c 범위， Wet-bulb 온도 기준)에는 최대 열부하 조건에서 약 160 m 3 /hr 이상 

의 열교환기 고온측 유량의 확보가 요망된다. 이는 냉각탑의 냉각능력 (2 MW 기준)율 고려할 때， 

DTL 냉각시스템의 연중 운전의 경우， 하절기에는 냉각탑의 Fan 구동율 통한 냉각능력의 확보가 

휠요하며， 냉각탑수의 수동조작 밸브의 구동 륙생 (20% 개도 확보시 최대 유량이 유통됩)을 고려 

하여 별도의 제어용 밸브의 취부가 필요할 것으로 안단된다 그러나 하절기 운전의 경우， 습도 

퉁 외기조건에 따라 냉각탑수의 공급온도가 33 "c 이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열교환기 고온측 

의 유량율 100% 확보하는 경우에도 냉각수 공급온도 Tout(38 "C)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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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울 것으로 에육된다 또한 3-Way 제어용 밸브의 구통 륙성을 고려힐 때， 정상 운전상 태에서 

의 밸브 개도는 20-80% 범위가 온도제어 축연에서 바랍칙힐 것으로 안단되며， 이에 따라 냉각탑 

수의 유랑율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냉각탑수의 공급온도 법위를 27-32 'c 유지하여 운전하는 것 

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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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 ) - )5 Relation of hot water flow in heat exchanger with temperature 

di fference 

。 f DTL supply coo ling water and cooling tower water 

그립 5- ) - )5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열교환기 고온축의 유랑 (Fh)을 밸브 개도 륙성에 따라 20-

80% 법위로 유지하는 경우， 열교환기 냉각탑수는 약 9.5 'c 의 온도 상승을 나타나게 된다 이는 

열교환기 설계 데이터 (저온축 냉각탑수의 설계 온도 Tc , i =32 'C, TC , 0=40 'C)와 비교할 때， 

모델 해석결과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 - )6은 DTL#) Tank Wall 의 온도 및 출구 냉각수의 온도를 유량에 따라 RF Duty Factor 

4.8-24% 변화를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그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TL Tank Wa 1 1 의 

최대 RF Duty (24% )의 경우， 냉각채널의 구조 빛 온도 상승을 고려힐 때， 약 21 m 3 / hr 의 유량 

조건에서 DTL#l Tank Wall의 온도는 약 38.9 'c이며 냉각수 출구 온도는 에서 38.7 'c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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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DTL#1 Tank Wall 의 온도 변화에 따른 주파수 연화율 -0.98 kHz/ 't (Tank Wall 반을 

고려한 주파수 변화울)을 고혀할 때. 이는 최대 -0. 88 kHz의 연화로써， 공진주파수 350 MHz의 

Banclwcl i th (QL= 25. 000 가정). BW= 14kHz의 연화 엄위내에 존재하게 된다. 현재 20 MeV DTL 

시스멈의 공진주파수 350 MHz :t5 kHz의 설계기준율 고려할 때. DTL 냉각시스템율 이용한 냉각수 

온도는 DTL Tank Wall 의 공진주파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는 정상운전 조건에 

서 각 RF Dllty에 따른 열부하의 변화를 고려하여 DTL#1 Tank Wa 11 의 냉각수 공급 온도를 일정온 

도 법위 (예 38:t0.2 't)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힐 것으로 만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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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TL tank wall flow rate 

그림 5- 1- 16 Relation of DTL tank (#1) wall temperature 

(a) the output water temperature 

그림 5-1-17은 DTL#1 Drift Tllbe의 온도 및 출구 냉각수의 온도률 유량에 따라 RF Duty Factor 

0-24% 변화 (여기서. 4극 전자석 EQM의 열부하는 52 kW로 추정함)를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이 

그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TL Tank Wall 의 최대 RF Duty (24%)의 경우. 냉각채널의 

구조 및 옹도 상승을 고려힐 때， 약 19 m 3 / hr 의 유량 조건에서 DTL#1 Ori ft Tube의 온도는 

약 44.5 't. 냉각수 출구 온도는 에서 41. 3 't로 나타나고 있다 DTL#1 Drift Tllbe의 온도 연 

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율 -4. 49 kHz/ 't율 고려힐 때， 이는 최대 -29.18 kHz의 변화로써， 공진 

주파수 350 뻐z의 Bandwdith (QL= 25.000 가정). BW=14 kHz의 변화 법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 

다. 이는 현재 20 MeV DTL 냉각시스댐의 구성이 Tank lI'all 과 Dri ft Tube가 직렬로 연결되는 구 

조로써 최대 24%의 RF Duty 운전율 고려힐 때. Dr i ft Tllbe의 온도가 44.5 't의 법위까지 나타 

다. 

나게 되므로 이률 기준으호 Drift Tube의 공진주파수를 튜닝할 필요성이 있율 것으로 안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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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조건에서 각 RF Duty에 따른 열부하의 변화률 고려하여 IJfL# ] 의 Tank Wa l l 및 Dri ft 

Tube의 냉각수 유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IJfL Dr i ft Tube의 구조적 

륙정 ( EQ1.1 내장)을 고려할 때 냉각수 공급계롱의 냉각수 온도 법위를 DTL Tank Wall과 다르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만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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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 - 17 Re lati on of DTL (#1) dr i ft tube temper‘ature 

(b) (a) t he output lVater t emperature 

냉각수 유로 구성 및 정일온도제어를 통한 공진주파수 제 

어률 위한 개념도이다 여기서 냉각수 공급온도를 38 'c로 설정한 경우， 냉각수는 Tank Wall 및 

Drift Tube률 각각 분기하여 공급하는 구조률 예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20 MeV IJfL 시스템의 

1 Klystron- 4 DTL RF 공급구조률 고려할 때. DTL Dri ft Tube의 유량제어률 통한 주파수 조정은 

변화 퉁)에 민감하게 반응힐 것으로 추론된다 ~J후1 국부적인 

IJfL 가속장치의 그립 5- ] - 18은 l 대의 

공진주파수를 제어하기 위 

온도 

Hea t i ng/ Coo 1 i ng 장치의 적용 동을 통한 온도 조정 범위의 선택 퉁， 

한 SNS의 적용 사례 연구툴 롱하여 이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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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1- 18 Configurati on of DTL cool ing loops for resonance frequency contro l 

by water temperature regulation 

그립 5- 1 - 19는 초기 조건에서 DTL 냉각시스템의 각각의 온도 설정값의 Step 변화에 따른 웅답 

거통해석 결과를 도시하고 있다 이는 초기 상태의 조건에서 정상상태의 도달 후， 약 l 분후에 

열교환기 고온축 냉각수의 유량 ( Fh)율 40 kg/s에서 35 kg/s로 변화시킨 경우로써， 열교환기의 

고온축 출구온도 (냉각수 공급온도 Tout)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By-pass률 롱한 냉각수의 혼합으 

로 인한 외란으로 인하여 웅답 륙성이 변하게 됩을 알 수 있다 DTL 시스템의 Tank Wa lJ의 융답 

륙성은 Drift Tube와 비교하여 다소 지연되어 나타납을 알 수 있으며. Drift Tube의 경우에는 

각각 RF 열부하의 차이에 따라 응답 륙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립 5- 1 -20은 FD.k 유량율 초기값의 80% (t= Imin .. RF Duty Factor률 24%에서 6%로 변경 

(t= 31min. )의 경우， 열교환기 루프 및 DTL Tank Wall 및 Dri ft Tube의 온도변화 거동율 나타 

내고 있다 Dri ft Tube의 경우， 유량 변화 빛 RF Duty의 변화에 민감하게 웅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용답 륙성을 분석하여 볼 때， 향후 온도제어률 위한 PID 저1어기 설계의 

경우， 각 냉각 루프의 륙성에 따라 지연요소 빛 Dead Ti me 보상 퉁의 알고리즘의 적용， 적정한 

PID 튜닝 파라미터의 선택 퉁이 필요힐 것으로 안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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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MeV 양성자가숙장치 공진주파수 제어률 위한 냉각시스랩의 온도제어 성능 최척화 

가. 20 MeV DTL 가숙장치의 RF 운전환경하의 냉각시스랩 성능 최척화 

(1) 필요성 및 목적 

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Proton Engineer Frontier Project PEFP)에 구 

축된 20 ~ leV 양성자 가속장치 냉각시스템의 RF Feeding 조건에 따른 운전 륙성율 분석하고， 저 

전도 냉각수 수질 (Low Conduc t i v i ty lI'a ter LCW)의 순도 ()IM.Q-cm) 확보 및 만형열교환기 

(Plate Heat Exchanger PHE)의 세정율 통한 냉각시스템의 최적 운전 상태를 구하는 데 그 묵 

적이 있다 

(2) 20 MeV DTL 가숙장치의 운전 특성 [3-5-12 ， 20] 

20 ~leV 양성자 가숙장치 냉각시스템의 Drift Tube Linac (DTL)은 2 애급의 Klystron 1 대로부 

터 4대의 DTL에 RF를 공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륙히 냉각시스랩은 Klystron과 DTL 시스 

랩을 통시에 냉각힐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며， DTL 시스랩의 RF 무부하 운전 모드의 경 

우， Klystron은 냉각시스템의 Heating Element의 기능율 가지고 있다. DTL Tank는 각각 4.431 

m, 4.649 m, 4.755 m, 4.776 m의 길이로써 ， 그립 5-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냉각수 공급 및 회 

수률 위한 다지관 퉁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DTL Tank는 50개， 387세 32개， 28개의 

Drift Tube (DT)로 구성되어 있다. 

Supply~ 

Retum• 
Flexible ‘ 
Horse 

1 .. 1 냐 냐 1 냐 1 ... , .... ‘· 

[1 fl 

| 냐 )→ , .. .. μ→ } •· 1 니 Il. →1 냉 

••••• . 

그립 5-2-1 Schematic diagram of the DTL water cooling manifold l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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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2는 20 MeV 냉각시스랩의 l차 프로세스 계통 ( Pr i mary Loop)의 개략도를 도시한 것이 

다. IJfL Tank Wall 과 Dri ft Tube의 냉각수 유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나， 20 MeV 양성자빔의 

운전시험 계획에 따라 무부하 또는 LolV Duty 운전 조건에서는 IJfL Tank Wall로부터의 열부하는 

무시힐 수 있는 정도이므로 Tank Wall 에 있는 냉각 채널에는 냉각수를 유동시키지 않고 Dri ft 

Tube로 직접 냉각수률 유동시키는 운전 환경을 채택하고 있다. Klystron으로의 냉각수 유통은 

Cavity , Collector , Circulator 퉁으로 유동이 분기되어 Klystron의 각 부분의 앨부하를 냉각 

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IJfL 온도제어를 위한 냉각시스템은 Pneuma ti c 3-way 밸브를 롱하 

여 열교환기로 회수되는 냉각수의 유량을 조절하어 냉각수의 공급온도를 제어힐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IJfL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유량 및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냉각수 멈프 홉입측에 팽창탱크률 설치하여 배관계의 전체 Flow Balancing 동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까지 DTL시스템의 냉각수 공급온도는 38 '(; 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열교환기를 통한 

냉각탑수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교환기 전단에 설치된 3-Way 밸브의 구동을 롱하여 혼 

합수의 온도를 제어하고 있다 

3-Way By-pass conlrol Valw 

Heat Exchitllger 

Bypass line 

Pump 

Spec. 01 the DTl cooling system 
• Flow rate : 6lXlO L/min 
• Pressαed매p: 3lcgflcm2 
.C。이 )ng capacity : 2 MW 
• Temperature ditference : -5 'C 

Klystron 

그립 5-2-2 Schematic layout of primary DTL cooling water loop 

그립 5-2-3은 IJfL 시스뱀의 2차 냉각시스템 (Secondary or Cool ing Tower Water System) 의 개 

략도를 나타낸 것으로써， 주요 구성 장치는 2 MW의 열부하 냉각 능력을 가지는 반밀폐형 냉각탑 

구조로 되어 있다. 륙히 냉각탑은 개폐형 (Open Loop)으로써 가동 이력의 증가에 따라 열교환기 

의 전열안에 이물질의 퇴적으로 인한 열전달 효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 

며. 열교환기률 통한 주 냉각계롱의 온도제어의 경우， 통 및 하절기에 냉각탑수의 유량 조절 퉁 

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퉁의 구조적인 한계률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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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봅봅 
c。이ing To_ Plate Heat Exch(ffler 

Cooling water pump 

그립 5-2-3 Schematic layout of secondary cooling water loop 

(3) 시험 결과 및 고찰 

(가) LCW l!nit 설치 및 시험 분석 

DTL 가속장치 냉각수의 경우， 저전도수를 냉각 매체로 사용함으로써 가속장치의 부식 및 냉각수 

내의 급숙이온의 존재로 인한 미소 전류의 누설 동의 가숙 성능을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20 Me\l DTL 냉각시스템의 주 배관계롱의 펑프로부터 토출된 유량의 일부 (1%)를 By-pass 배관계 

의 유로로 구성함으로써 Deionization System율 롱하여 냉각수의 순도률 유지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는 수처리 장치의 Polisher 수집기의 파손이 발생하여 

냉각수의 수질이 설계 요구사항 ( ) 1 ~ IQ-cm)율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가동 중 

에 있는 냉각시스랩의 LCW Unit 설치 전의 냉각수의 수질율 분석한 결과， 그립 5- 2-4의 측쩡 분 

석 결과로부터 전도도를 비저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율 경우. 0.06 MQ-cm로써 설계 요구사항 

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순도률 나타내고 있다. 수질 분석에서 션도도(또는 비저항)는 수중의 염 

류가 이온으로 해리 되어 있으연 그 물은 전기를 롱하는 능력을 보이며， 그 크기는 존재하는 이 

온의 성질과 농도에 의존한다 전기 전도도는 수중에서 이온 상태로 해리 되어 있는 염류 즉， 전 

해질의 %뻐l 비혜하기 때문에 냉각수의 농축 상태， 오업 상태， 급수 계롱에의 이 물질 혼입， 순 

수의 순도 동 수질의 변화 여부를 가장 쉽게 만단 힐 수 있는 항북의 하나이다. 즉， 전도도는 수 

중에 존재하는 이온 농도와 대체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 값이 높아지연 냉각계롱의 부식성 퉁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ξ로 DTL 냉각시스템의 냉각수 순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처리 장치의 보완 

빛 개선의 펠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률 위하여 표 5-2- )에 기술한 바와 같은 설치 일정에 따라 

주 배관계의 By-pass Loop에 냉각수의 탕이온 및 탈산화 퉁의 수처 리 장치률 추가로 설치하고 

그 생능 시험율 수행하였다. LCW Uni t는 2006년 8월 9일 ， 원자력연구소 PEFP의 Test faci 1 i ty 

의 냉각시스템에 직접 설치하였으며， 이는 그립 5- 2-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대의 순수 제조장 

치. 2대의 정일여과기 및 Resistivity 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다. 순수장치와 정밀여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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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비저항 제어기는 표 5-2- 3에 각 장치의 세부 장치 빛 기기 사앙율 정리하였으며， 그 

립 5- 2 - 5는 LCW Unit의 교체 전 • 후의 장치 설치 현황을 도시하고 있다. 

표 5-2- 1 1nstallati on and test procedure of LCW Unit 

주요내용 

기존 장치 제거 

설치 작업 시작 

LCW l:nit 용접 작엽 완료 

충진재 및 Controller Wiring 

혐효 가동 및 시험 시작 

시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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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4 lVa ter quality test re∞rt for the existing LCW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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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 5 LC\\ uni t: (a) ex isti ng equipments (b) ne\\" ly ins t a l led equipmen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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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2 Speci fication of purifi cation equipment & precision strainer 

순수제조장치 정밀여과기 l 정밀여과기2 

모렐 DPO- 100A40TF DMF-40F3D2 DMF-25F3D2 

치리수량 4 m3/hr 4 m3
/ hr 4 m3

/ hr 
탱크 사이즈 355φx 1 ，650H 190φx970H 1 90φx970H 

탱크 재질 Fiberglass STS-304 STS-304 
탱크 내/외 처 

광랙 광택 
리 

충진 재료량 100 Liter 3새 x65φx500L 3개 x65φx500L 

엽/졸구 관경 40A Socket 25A Flange 25A Flange 

조작압럭 2- 10 kg/cm2 2-10 kg/cm2 2- 10 kg/αn2 

압릭손실 0.3 kg/αn2 

최대허용차압 0.5 kg/cm2 0.5 kg/αn2 

생플콕 l 개 (3/8 inch) 양력제 - 1 개， 압력계 l 개， 

-l「l τ←~-f.} HJI 아 l 식 에어벤트-1 에이벤트 1. 

(L - I까 C SCIH’0) 이l 수 밴브 l 미1수 벨브 l 

핀터 여 .4 ~J 

도 
5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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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3 Specification of Resistivity controller 

Resistivity controller 

비저항 순도계 센서 

모텔 없5O-2P(모니터 ) 

2819- J(센서 ) - 모델 ; 540KO.I-4- 101- TC500 
측정 범위 0 - 18.5 MQ 재질 316SS 

- 조작 압럭 5 kg/ αn2 (Maxl 크기 3/4 inch 

Output 4- 20 mA 

그립 5- 2 -6은 순수장치의 Po l isher 집수기의 세부사양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재질이 STS316의 

Stai nless S teel 로 조럽되어 있으며， 슐롯은 냉각수의 역류현상을 방지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WW- OJ m O M * 
| 
| 

DETAIL OF S10T 

Item Descriplion Ml!ItørJa’ Sh:e Q1Y 

’ 
Top cover STS316L .51.6 1 

z Bot1om cover STSJ16l 05’ .. ’ 
3 Screen STSJ16l WW.oJ, 1 

R8.oJ 

4 Pipe STSJ16l M30X3.5P ’ 
그립 5- 2- 6 Configuration of polishe r straine r 

그립 5-2- 7은 LCW Unit의 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펌 

프로 토출된 냉각수 총유량의 1%률 By-pass l oop툴 롱해 5 I.lID의 정일여과기를 통해 l차 정수 처 

리된 냉각수는 순수 제조장치률 롱하여 저전도수로 생성되고， 다시 1 11m의 정밀여과기를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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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종척으로 수처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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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7 Processes of LCW water puri fi ca tion 

표 5-2 - 4는 LCW ënit 설치 후， 시험 운전변수， 죽 유랑， Resistivity , 온도률 정러한 결과이 

다， 이때， 유량은 초음와 유량계를 By- pass Loop에 직접 부착하여 in-situ로 측정하였다 시험 

은 2006년 8월 9일 오후 6시 50분부터 냉각시스템의 무부하 운전 모드로 진행되었으며 ， 

Resistivity control panel 에서 계축된 온도 및 비저항율 기록하였다 유량은 전체적으로 약 

72. 90-76. 00 l!min의 법위에서 육정되었으며， 이는 초읍파 유량계률 이용한 유량 계측에 있어 

서 따라메타 입력 및 유량계의 부착 위치에 따른 장비의 오차를 감안할 때， 명균적으로 약 74.6 

l!min의 유량이 By- pass loop로 순환된다는 것율 알 수 있었다. 이는 RF 무부하 운전 모드에서 

20 MeV 가속장치의 냉각시스템의 시험 데이터 (토출압력， 7.5 kgf cm2 , 유랑， 422 m3f hr)를 

준용한다연， 약 1%의 유량이 By-pass의 LCW Unit률 롱하여 유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수제조 

장치의 전도도 성능 시험 결과， 냉각수의 유동을 개시한 후， 약 30분이 경과한 이후부터 

Resistivity가 10 MQ . cm 이상으로 지숙적으로 증가하는 것율 알 수가 있으며， 약 60분 이후， 

LCW Unit의 설계 성능 기준 (1 5 MQ . cm)에 이르게 됩율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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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Flow rate and resistivity performance test of installed LCW Unit 

시간 
Flow rate Resis tivity T emperature 

(Umin ) (MQ . cm) ('C) 

18:55 

19:03 0.3 

19:10 

74.55 0.5 

19:25 73.00 10.6 34.3 

11.3 34.5 

11.7 34.9 

74.18 12.3 35.3 

19:37 76.00 13.9 31.6 

19:42 14.3 ~O (i 

EM6 75.00 l ι1.7 29. 1 

19:50 75α〕 15.0 28.7 

19:55 73.59 15.3 28.1 

20:00 72.90 15.7 27.6 

그립 5-2-8은 양성자 가속장치의 냉각시스템의 LCW Uni t의 설치 및 약 200 시간 이상의 가동 시 

험 후의 DTL 회수 다지관에서 채취된 냉각수의 수질 분석 결과이다- 여기서， 전도도률 비저항으 

로 환산하면. 0.53 M.Q . cm으로 이전의 0.06 M요 • cm보다 약 10배의 순도률 나타내고 있지만， 

설계요구사항 (>1 M.Q. cm)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순도률 나타내고 있다. 이는 LCW Unit 설치 

후， 냉각시스템 전체 배관 및 가속장치의 냉각수 순환율 위한 배수， 충진 퉁의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써， 보다 연밀한 수질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냉각시스템의 배수와 동시에 LCW의 

충진 퉁이 냉각시스템 가동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기적으로 순수 제조 장치의 Resin의 교체 

퉁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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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형 열교환기 오염 및 세정 

오염 (Fou I ing)은 모든 열교환기에서 공통된 문제인데， 열전달 표변에 열전도율이 낮은 물질 

{Sca le}이 부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열전달율 $ι해하는 전도층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 

에 열전달 효울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channel 이 좁아지연서 앙력손실도 더욱 크게 왼다 PHE 

{Pla te Heat Exchanger}에서는 유체가 균일하게 분배되고1 난류가 크게 형성되며， 표연이 매끄 

럽기 때문에 오염계수가 낮다. 또한 부식에 잘 견디는 고급재질로 제작되기 때문에 오염도는 더 

욱 낮아지게 된다 오염에 의해 성능이 저하된 열교환기는 전열연을 세정하여 스케일율 제거함으 

로써 성능을 회북힐 수 있다 열교환기의 세정은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적 처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인 방업을 택하였다 륙히 안형 열교환기의 경우， 다른 종류의 열 

교환기에 비해 쉽게 분해조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을 주로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열 

교환기의 세정은 일반적으로 열교환기의 성능저하， 축 온도 조건이 맞지 않는다거나 압력손실이 

크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 

다- 그립 5- 2 - 9는 20 MeV DTL 냉각시스템의 주요 장치의 온도 분포를 측정한 데이터와 전산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써. 20 、leV DTL 냉각시스템의 RF 부하 운전 시험에서 온도제어기의 수동 

조작울 통한 열교환기 Loop로 1 Ü"";의 유량이 호률 때 1 열교환기 입 • 출구 온도가 약 6 "C 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열교환기의 전열능력이 Fouling으로 인해 저하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 
M ” 

아
 빼

 

% 마.01 

Ine E ?;녕 
Temperanxe‘t ) 

C그 Slmulatlon Data 
口 Test Oata 

그림 5-2-9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s on main equipment points with those of 

simulated data 

열교환기의 세정율 묵적으로 기 운전 중인 전열판을 분해하여 관찰한 결과， 전열만에는 슐러지 

및 스케일 동의 각종 오염물틀이 부착되어있는 것율 알 수 있었다 그럽 5-2-10은 DTL 냉각시스 

템의 PHE 1 차측의 LCW Loop의 오염된 전열만과 2차측의 냉각탑수의 오염된 전열만을 각각 도시 

하고 있다. 표 5-2-5는 열교환기 세정작업 전의 2차측 전열안의 오염물 시료률 시험 분석한 결과 

로써， 대부분 냉각탑 외부의 흙먼지 및 공기 중 오염물질인 규소， 칼습， 철， 아연， 알루미늄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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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검출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각탑수의 공기충 노출 및 설치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 축 냉각탑 Fan의 구동 퉁에 의한 공기중 먼지의 홉입 퉁에 의하여 전열안에 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럽 5-2 - 11은 오염된 천혈안율 기체적인 방법으로 세정하는 공정과 

세정 완료 후의 전열만의 형상율 도시하고 있다. 세정왼 전옐만은 고무 왜킹과 가스갯율 새로 부 

착한 후， 해체 공정과 역순으로 재조립 및 현장 설치률 롱하여 만형열교환기의 열전탈 성농율 확 

보하였다 

그립 5-2-10 The fo비 ed heat transfer plate in PHE : (a) LCW loop , (b) cooling tower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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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5 SQX Cal c ul at ion results o f f。비 ed heat transfer pl ate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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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2- 11 C l eaning process: (a) mech a ni ca l cleaning, (b) c l ean e d pl 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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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 MeV DTL 시스템의 냉각수 온도제어 시스템의 성능 최척화 

(1) 필요성 및 목적 

20 MeV DTL 냉각시스랩은 DTL의 온도 변화에 따른 공진 주파수 변화률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 

여 RF 열부하에 의한 프로세스 륙성， 즉 시스랩의 안정척인 운전과 냉각수의 온도지1어 성능을 확 

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DTL의 RF Low 마ty 또는 High Duty 운전 환경하에서 각각의 DTL의 

최적 운전 온도의 추정과 이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제어 연계성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냉각시스템의 프로세스 설계 기준과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RF 부하 운전 조건하어l서 

의 DTL 시스템의 냉각성능， 온도제어 성능의 확보와 아울러 최적 운전 조건율 도출하는 데 목적 

이 있다 

(2) DTL 냉각시스탱의 온도제어 성능시험 

(가) 시험 장비 

DTL 냉각시스템의 온도제어 성능시험은 2006년 12월 19일， 외기온도 (5.4--0.4"(: ), 시험 시간 

(1 5:00-23:00)율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며， 냉각시스법의 Drift Tube Loop 빛 Klystron Loop의 

유로 형성， By-pass 유로 형성 동의 유동 관계률 적용하여 RF 부하운전 조건에 따라 각 프로세 

스 연수의 계축 및 데이터 획둑， 분석 퉁울 수행하였다. 시험 데이터의 획묵율 위한 16bit 

Resolution DAQIOO (GPIB , Yogogawa)과 On-line 그래픽 분석기 (Eurotherm, 6100A)의 데이터 

수집 장치， 온도 계측 및 PID 제어률 위한 온도 센서 (Dual-type RT이 빛 PlD 제어기 

(Eurotherm, 2404) 동 부축장비， 유량 계축율 위한 초읍따 유량계 퉁을 설치하여 운전 조건에 

따라 시험율 수행하였다 표 5-2-6은 본 시험에서 적용된 기기 및 계축 장비 둥을 기술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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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List of equipments for temperature control performance test 

명 칭 요구사항 

온도샌 서 (RTD - Dual 
6개소에 교체 부착 

Tvpe) 
신호선 Cable Tube, Fitting 포힘， 최대 6Om， 6개소 사전 재단 

Eurotherm Temp 
설치 및 운전 매뉴얼 

Controller 
DAQ 100 (Yogogawa) 현장설치 및 데이터 수집 (2501500 Ohm ) 

DAQ 6100 (Eurothe띠) 옹도제어 빛 듀닝 데이터 기록 

초음파 유량개 열교환기 임구 씨| 판에 설치 

LCW 수침 수집용기 

멀티마터 노란색 

노트북 GPIB 내장카드포함 

( 나 ) 시험 방법 

그럼 5- 2 - 12는 Kl ys tron 운전 0 , 2 씨， 이)에 의한 열부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태 (No RF 

feeding condition)에서 20 MeV DTL 냉각시스템의 프로세스의 변수 계축율 위한 데이터 수집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그럽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RTD 온도 센서 (Dual Type)를 DTL 냉각수 

공급 및 회수 배관계， 열교환기 온수와 냉수의 잉/출구에 기존 센서와 교체 구성하였으며， 현재 

의 신호선 이외에 별도의 신호선을 추가로 설치하여 DAQI00의 Chanel 21-28에 실시간 데이터 

획묵 시스템율 구성하였다 또한 K lystron과 DTL에서의 온도 및 유량 변화률 20 MeV 가속장치의 

냉각시스뱀 Contro l Panel 에 신호선율 연결하여 각 데이터률 DAQI00과 6100에서 통시에 계축하 

였다. 륙히 ， 그립 5-2- 1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DAQ 6100에서 수집된 온도 변수는 별도의 디스 

플레이 없이 출력 및 기록이 가능하며， 운전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세스 연수의 추이를 보다 용 

이하게 계축하고 분석힐 수 있는 륙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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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12 Layout of process va ri ab le measurement for the performance test 

표 5-2-7은 프로세스 공정연수에 따른 채낼별 기록된 OTL 냉각시스템의 명칭율 나타낸 것으로， 

전기 신호의 연환율 위하여 압력연수 (25012)를 제외한 온도연수 ( 일부， 계측기로부터 직접 입력 

신호 추줄)에 500Q의 저항을 설치하였다- 이는 온도 및 유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4 -20 mA의 

전류에 의해서 계측되므로， 전압 (V이 tage) 데이터로의 변환 및 각각 온도， 유량 동의 공정 변 

수로의 환산이 요구된다 표 5-2-8은 본 시험에 적용한 시험 절차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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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 13 Data acqu isiti on status: (a) process variables , (b) remote PID controI 

and 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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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List of measurement channels 

Ch. Iist Channel Narne Display 

01 Dumrny Load Temperature V(5OOQ) 

02 Circulator Flow Rate V(5OOQ) 

03 Kl ystron-Co lJcctor Flow Rate V(5OOQ) 

04 Klystron-Cavity Flow Rate V(5OOQ) 

05 Klystron -Collector Outlet Temperature V( 5OOQ) 

06 Circulator Outlet T emperature V(5OOQ) 

07 Klystron Body Outlet Temperature V(500QJ 
08 DTL lnlet Cooling Water Temperature V(500QJ 
æ Kl ystron Body r10w Rate V(딩)()Q) 

10 Klystron Cavity Outlet Temperature V(5OOQ) 

DAQ 100 13 1st. Supply Prcssure V(250Q) 

(Yogogawa) 
15 1st. Return Pressure V(25()Q) 

21 Room Tc맨JJl"rature ℃ 

22 Heat Exchanger Second Outlet Temperature ℃ 

23 Ileat Exchanger Sccond lnlct TCI11J)craturc r 
24 1st. Hcturn Tcmpcraturc r 
25 Heat Exchanger Firs t Outlet Tcmperatllre r 
26 Heat Exchangcr First 1미et Tcm야rature ℃ 

27 1st. Supply Temperaturc ℃ 

28 Outdoor Temperature ℃ 

l 3-Way Valve Opening % 
2 Heat Exchanger Second lnlet Temperature ℃ 

DAQ 6100 3 Heat Exchanger Second OuUet Temperature ℃ 

(ElIrotherm) 4 Heat Exchanger Firsl Inlet Temperature ℃ 

5 Heat Exchanger First Outlet Temperature ℃ 

6 Mixed Tem야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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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8 Procedures for t emper a ture cont r o l performance t est 

Dateffime Description 

l. RDT 온도 센서 (DuaHype) 설치 완료 

18일/18:00 
- 1 차 열교환기 업/출구 ， 2차 열교환기 입/출구， 1차 Supply, 1 차 Return (6개소) 

- 새로 구입한 듀얼타입 설치 및 기존의 센서 양성자 반남 + 여유분 1 개 제공 

2 케이을 포설 및 데이터 수집 장치 연결 완료 

19일/æ:oo 시험 준비 개시 

11 :46 데이터 수집 및 시험 준비 작업 계속 

12: 15 새 로 구입한 Eurotherm 이더넷 연결 JP: 192.l68.l 11.222 

14:00 샌서 태그 / l s t Supply & Retum 

14:28 요코가와 데이터 수집 툴 인수인계 

15: 11 2α16 1 2 19-0000.DAQ Hecord 시작 

17:4 1 실험 낸수 Setting 완료 

17:53 1 st Supply 압픽 확인 

20:10 Supply 3- Way Valve 매뉴얼 운진 모드 ( 20%-> 10%->30%) 

20:57 Va lve open 20% 운전 

21:14 Valve open 40% 운 전 

21:25 Valve open 30% 운전 

21:34 Valve open 밍% 운전 

21:45 Valve open 49% 운전 

22:00 Auto Turning Mode 운 전 

22:36 36.5"C 운전모드(J0%)-->38 "C 

23:00 시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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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결과 및 고찰 

RF 부하운전 (Klystron powering and No RF feeding into DTL)은 실내 및 실외의 온도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 운전 모드를 관찰하기 외하여 실내외 온도 현황율 통시에 계축하 

였으며， 시험 기간중 실내온도는 12:t0.3 't 범위， 실외온도는 -0.4 -5. 4 't를 나타내었다 시험 

준비기간을 제외한 순수 시험에 소요왼 시간은 약 8시간으로 동절기의 외기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오후부터 밤까지 계속 수행 하였다. 그립 5-2 - 14의 구간 I 은 DTL 냉각시스템의 무부하 운 

전 환경 하에서 Primary l oop를 가통한 상태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DTL 에 공급되는 혼합수 

온도 (DTL lnlet Temperature )와 Heat Exchanger 온수 축 출구온도 (PHE Hot Water Out I et 

Temperature)는 DTL 공급온도 (2 1. 5 't )률 기준으로 0.13 't / min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열교 

환기 냉수측 입/출구 온도 (PHE Cold Water lnlet /outl e t Tem야rature)는 PHE 냉수축 입구 옹 

도 (20.17 't)를 기준으로 0.06 't /min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열교환기 온수축 입구 

온도가 21 't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 (약 1 't가 강하한 것은 외기 온도의 변화에 기인 한 것으 

로 안단됩)은 3-~ay 밸브툴 롱한 유량이 열교환기 쪽으로 0-6%만 확보되고， 대부분 By- pass 

Loop로 순환되어 열교환기를 통한 유로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운전 상황에 기인한다- 또한， 냉 

각탑수의 순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l차 냉각계롱은 k. lystron의 열부하에 의한 가열의 기능율 

보여주고 있다， 구간n 는 냉각탑수의 순환과 더불어 3- \\ay 밸브 개도를 열교환기 쪽으로 10% 확 

보한 상태에서의 온도 륙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때 냉각탑 팬은 겨울철 운전 륙성율 고려하여 가 

동하지 않았으며， 약 2시간의 무부하 운전 환경 하에서 시스템 안정화률 도모하였다. 

45 
I : CWS잉oar얘 COr얘Itlonlr빙 II:C∞IIr‘9 Tower loop-al 111: KIy. Power~n 

40 ~ IV: Process Step Test V: PD Tu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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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14 Trend of te때erature behaviors of DTL cooling water system 

under Klystron therm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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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1에서는 k[ystron 천원 공급과 개시와 더불어 DTL 냉각수 공급 온도 (24 'C )률 기준으로 

힐 때. 0 . 8 'C /mi n의 온도 상승률율 나타내고 있으며 ， 이때 3- Way 밸브 개도는 I ()%가 확보되었 

다. 구간N에서는 열교환기 빛 혼합수의 프로세스 모델의 설정하기 위하여 3- Way 밸브 수동 조작 

율 통한 온도제어률 Step 별로 l시간 35분 실시하였으며 (Open Loop Step Response Test). 구 

간 V는 설정온도에 따른 PID Auto-tuning율 실시하여 P[D 변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 

다 (Closed Loop Set Po int Tracking). 

그립 5- 2 - 15는 DTL Klystron 전원공급 후 (구간[][). 3-Way 밸브 수동 조작 (구간IV )에 의한 열 

교환기 온도 륙성을 도시하고 있으며 3-Way 밸브 개도가 점차 중가함에 따라 열교환기 온수 측 

의 출구 온도는 점차적으로 강하하는 것율 알 수 있으며， 이때， 냉각탑 수의 유량이 일정한 경우 

열교환기의 냉수 측의 입 • 출구 온도 변화 거동과 온수 측의 출구 온도는 거의 일정한 변화 거동 

을 나타내고 있다- 축. Klystron 열부하가 계숙되는 경우， 밸브 개도가 증가 (J ()%- )2()% )함에 따 

라 열교환기 온수 측의 출구 온도는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하다가 정상상태에서는 일정온도( 24 

7't: )에 이르게 되고， 이는 냉각탑수의 출구 온도와 거의 유사한 거통을 나타내고 있다 밸브 개 

도가 더욱 증가힘 (30%- )50%)에 따라 온수 측의 출구온도와 냉각탑수의 출구 온도 차이는 다소 

증가하게 되며， 이는 3-‘Nay 밸브의 개도가 증가하면서 열교환기의 온수 측의 유통이 증가함으로 

써 일정 유량의 냉각탑수와의 에너지 균형율 유지하려는 열펑형 조건에서 온수 축의 출구온도가 

다소 상승하는 것에 기인한다 본 시험에서 온수 측의 출구온도 연화에 따라 냉각탑수의 유량 제 

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기 온도 조건이 변하는 경우， 온수 측의 출구 온도 및 냉 

각탑수의 입 • 출구 온도 변화 거통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40 

50 

r\、) 35 

40 
‘- 30 

l 

25 응 융 c등” 30 
Q。

a3‘ 20 
-‘-‘--• 1 /‘~녁 20 

--Valve openlng 
‘ --HE2nd Out 

I ~ 15 --Hε 2ndln 10 
--HE1stOut 
--HEhtln 

。 l | 10 
1’ 1’ 38 19:28:58 ’9:42:1’ 19:515:38 20:01:58 20 :22:18 20:35:38 20:48:5’ 21:02:18 21:15:38 21:28:58 2’ ‘2:18 21:55:38 

Time (hh :mm:ss), tested on Dec. 19. 2006 

g 

그립 5- 2- 15 Temperature variation of PHE coo ling loops at various valve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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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의 온도제어 공정의 동적 거동 (Dynamic Behavior)의 해석은 PID 제어기의 설계 및 휴닝 

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께시되고 있는 PID 제어기 설계 및 뮤닝 방 

법을 기술하연 다읍과 같다-

설계 운전컵 부근에서 제어기 출력의 가연 (Step Test , Pulse Test 및 Sinusoidal 

Test 퉁)에 의한 공정변수의 측정 

- 제어 공정의 웅당에 따른 제어기 출력 및 공정연수 데이터의 수집 

- 육정된 공정변수에 부합하는 공정 모텔의 적용 및 모델 프로세스 변수의 도출 

- 모델 프로세스 변수률 이용한 P, P[ 빛 PID 제어 변수의 류닝 변수 계산 

- 온도 제어 풍의 성능 확보률 위한 PID 처l어기의 시험 

그립 5-2-16은 제어용 밸브의 구통범위를 10%로부터 20%까지 Step [nput을 적용한 경우， 

Open-L∞p 에서의 열교환기 및 By-pass를 통한 냉각수의 혼합수 온도 (Tm)의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럽에 도시한 바와 같이 1 열교환기를 통한 Hot S ide의 유랑이 증가함에 따라 혼합수 온 

도는 점차 감소하여 정상상태에서 일정온도 (운전 설정온도)에 접근하고 있읍율 알 수 있으며， 

이를 롱하여 실험적인 lnput - Output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세스 모델을 구현힐 수 있다 그립 

5-2 - 17은 씨at[abl Sytem [dentification Too lbox를 이용하여 O야n-Loop Step Response에 대 

한 프로세스 모델령의 검증 데이터를 도시하고 있으며 ， 이때， Curve Fitting의 정확도는 약 98% 

이다 프로세스 모텔은 시간 지연요소를 가진 Second-Order Process ~~de[ (SOPOT)로써 나타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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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5- 2- 16 Step input test of 20 MeV RCCS mixed water temperature 

for l~Æ to 20% valve opening into PHE hot side f[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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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18은 그립 5-2- 17에 도시한 프로세스 모델의 선형상태의 PID 제어기 설계를 위한 응답 

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C 1 osed Loop의 Gain Margin은 27.6 dB , Phase Margin은 108。로 

써 안정된 운전이 가능한 PlD 설계가 가능힐 것으로 만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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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17 Verification of simulated and measured data 

in the open- Ioop step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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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5-2- 18 니 near time- invariant analysis of the PIO control ler design 

for the si mulated process model 

그립 5-2- 19는 Mat lab/Simul ink의 모델율 사용하여 SOPOT 프로세스 모델의 PID 제어 웅답 및 

Tun ing Parameter룰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럽에 나타낸 바와 같이， PIO제어 웅답 륙 

성을 구하기 위한 Tuni ng Parameter는 Ziegl er-Nichols의 C1osed-Loop Tuning 방법을 적용하 

였으며， 이때 제어용 밸브의 개도의 비선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3%의 최대 개도률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제어용 밸브의 비선형 륙성은 밸브의 구조 또는 압력 강하에 의한 유랑의 비선형성 

인하여 야기되며， 특히 PID 제어기의 적분 제어 (J ntegra1 Action)로 인하여 Reset 

(lntegral) Windup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필요이상으로 긴 시간동안 제어기의 출력이 포화상태 

를 유지하게 되어 프로세스 제어변수가 Overshoot률 나타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 

로 Antireset Windup 기술 퉁이 적용되고 있으며， 륙히 Saturated lnput의 신호률 Feedback으 

로 lntegral Action으로 쉐환하는 방법 퉁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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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5- 2- 19 PID contro l1 e r tuning parameters for SOPOT process rnode l 

20 MeV 냉각시스템의 온도제어 최적화를 위한 현장시험에서는 최근， 대부분의 공정제어에 이용되 

고 있는 Autotuning-P10 제어기를 사용하여 Klystron 부하 조건에서의 DTL의 혼합수 공급온도 

동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시험에서의 PID Autotuning은 가장 낼리 사용되고 있는 

On-off 제어기의 특성을 가진 렐레이 스위청 (Relay Swi t ching) 개념율 적용하였다. 제어용 밸 

브의 경우， 조작변수를 통한 밸브의 완전 차단 (FullClose) 또는 완전 개혜 (Ful1 Open)가 요 

구될 때 밸브 Plug가 밸브 몸체 (Body Trim)에 밀착됨으로써 마모 또는 냉각수 동의 오염에 의 

한 Stick 현상이 나타나 체어기의 신호에 의한 구동율 힐 수 없는 상태가 발생힐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릴레이 스위치에 일정 크기 (온도 동의 측정변수의 노이즈의 표준연차의 

3배 정도)의 c를 가진 Relay Dead band 또는 Hysteresis를 적용하게 된다. 즉， 

if e-< ι then U=U
lIl ill 

if e >+ι then u= μIIlIl.X 

본 연구에서의 3-Way Oiverting 제어용 밸브의 Hysteresis , r은 0.02 (2%)로 적용하고 있다 

그립 5-2 -20은 20 MeV 냉각시스뱀의 혼합수 온도의 설정값의 변화를 고려한 PlD제어기의 

autotuning 시협 결과를 도시하고 있다. 혼합수의 설정온도률 각각 300 C 및 35。의 경우， PlD 

설정인자는 표 5-2- 9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 설정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시험 운전조건에서는 비 

례이묵의 인자가 다소 상승하는 것율 알 수 있다. autotuning을 위한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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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으나. 2차 냉각수 계통 ( 냉각탑수 계롱)의 냉수 공급온도의 변화 둥으로 인하여 정상 

상태에서 혼합수 온도의 Droop이 발생하는 퉁의 프로세스의 구조적 제약 둥으로 온도 안정성이 

다소 열악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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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set point variation 5-2- 20 PID auto - tuning processes 그림 

표 5- 2-9 PID parameters during auto - tuning process 

PID Parameters Set point (300 C) Set point (350 C) 

P (%) 3.02 4.19 

J (sec) 259 260 

o (sec) 48 48 

향후， 본 온도제어 현장 성능시험을 롱하여 제어용 밸브의 구동 특성을 고려한 외란 및 비선형성 

풍의 연구가 될요힐 것으로 만단되고 있으며， 냉각시스랩의 혼합수 공급온도의 설정기준이 연하 

System Response Loop Closed 때문에 변하기 륙성이 lnpu-Output 통적인 경우， 」

」

단순 쉐환 PID 제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수럽 및 검증， ldentification을 통한 프로세스 모델의 

위한 온도제어 알고리즘의 비교 연구 퉁이 요망되고 있다. 륙히， 냉각수 온도제어와 같이 설정온 

기준으로 냉각 프로세스률 운전하는 선형시스템 (Li near System) 프로세스의 경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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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환제어 (Simple Feedback Control)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제어 성능율 확보할 수 있으나 제 

어용 밸브의 구조 또는 유량 빛 압력의 강하의 비선형 륙성으로 인하여 단순 궤환제어 보다는 외 

란의 영 향을 최소화힐 수 있는 Feedforward/Feedback , Cascade 제어 방법 퉁이 보다 우수한 제 

어 특성을 나타나게 될 것으로 안단된다 Cascade 제어의 경우， 유량 제어와 같은 부제어 회로 

(Secondary Control Loop)의 용답 특성을 빠르게 함으로써 비선형 륙성의 영향이 주제어 회로 

(Primary Control Loop) 어 전따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게 설계힐 수 있으며， RCCS와 같이 설정 

온도를 가변하여 운전하는 경우， 운전 조건에 따라 프로세스의 이둑이 변힐 수 있으므로 제어기 

의 Tuning 인자의 조정 퉁을 위하여 Gain Schedul ing동의 방법 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만단왼다-

그립 5-2-21 및 5-2-22는 본 시험에서의 Klystron의 각 부대장치의 냉각을 위한 냉각수 유랑 및 

출구옹도 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Klystron 공동기， 몸체부， 집속기 빛 Circulator 등의 공급 유 

량은 각각 0.58 m3 j hr, 1. 16 m3 j hr, 101. 98 m3 j hr, 4.91 m3 j hr을 나타내고 있으며， 

Klystron 각 부대장치의 냉각수 출구온도는 공동기， 몽체부， 집속기 빛 Circulator의 경우， 각 

각 32.61 'C . 31. 24 "C , 40.75 'C , 31.1 'C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열부하를 DTL 공급 온도 

30. 26 'C 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표 5-2-10과 같다 

- 295 -



표 5-2-10 Therrnal load conditions frorn the klystron c。때。nents 

Cavity Body Collector Circulator Total 

Flow rate (m3.끼lrl 0.58 Ll6 101.98 4.91 108.62 

KJy stron Temp. ('C) 32.61 3 1.24 40.75 31.10 

DTL Jnlet Temp 
30.26 30.26 30.26 30.26 

('1::) 

6 T ('C) 2.35 0.98 IOA9 O없 

Power (kW) 1.57 1.31 1237.44 4.75 1245.08 

그립 5-2 -23은 Klystron 전력인가 후， 3-Way 밸브 수통 조작에 의한 열교환기 온수 측으로 유입 

되는 유랑을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하여 계흠한 값으로써 밸브 개도와 유량과의 관계를 도시하고 

본 시험에 척용한 Pneurnatic 3- \\'ay control 밸브는 Mixing 구조를 가진 밸브로써 이률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밸브 개도가 10% 이상의 경우， 어느 정도 선형 특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따악하였다. 그러나 밸브 개도가 50% 이상의 경우 시험 데이터의 부족 동으 

밸브의 특성에 대한 시힘 퉁이 더욱 필요 

있다. 

Diverting Loop에 

로 선형 특성의 연밀한 분석이 어려운 상태로서 향후1 

할것으로판단된다 

1740 

1660 

1640 뚱 
:t: 

1620 효 
@ 

1600 률 

1720 

1700 

1680 

100 

90 

80 

70 

60 (E
늠
E
E
 
*
으
ι
 

1580 

--Circulator 
Cavity 

~- Body 

~-Collector 1560 

50 

40 

30 

20 
1540 

1520 

o 1500 
15:11 :04 15:49:24 16:27:44 17:06:04 17:44:24 18:22 “ 19:01 :04 19:39:24 20:17:44 20:56:04 21:34:24 22:12:44 22 ‘51 :04 

Time(hh:mm:ss),tested on Oec.19,2006 

’이‘ 10 

load 5- 2- 21 Flow rates in the klystron cooling l oops under klystron ther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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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2- 22 Temperature var iation in the klystron coo ling loops under klys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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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 MeV UfL 시스랩의 유량 Balancing 및 압력 륙성 분석 

(1) 필요성 빛 북척 

20 MeV UfL 냉각시스랩은 단일 시스법으로써 Klystron 빛 DTL (4대)의 냉각 및 온도 제어률 구 

현하는 프로세스 구조를 7f지고 있다 또한， DTL의 Tank Body 빛 Dri ft Tube률 영렬로 연결하 

여 냉각수률 공급하는 구조로써， Dri ft Tube의 냉각수 공급 및 회수률 위한 다지관의 크기 및 

압력강하 동의 분석 및 최적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배관망 

Simulation Code인 Flowmaster률 사용하여 UfL의 냉각수 Loop의 구성 및 압력강하， 유랑 균형 

을 위한 륙성율 분석하였다. 

(2) Flowmaster를 이용한 DTL 시스템의 시률레이션 

그립 5-2-24는 20 씨eV 가속장치의 Drift Tube의 유로 구조 빛 시율레이션을 위한 모엘링율 도시 

하고 있으며 1 표 5-2 - 11 은 20 \Ie\ ' DTL의 대표적인 Dr ift Tube의 크기를 기술하고 있다 Dri ft 

Tube는 Stem , Coo lant Channel , ~Iagne t Bore 및 EQ\1 (E lectri c Quadrapole Magnet)로 구성 

되어 있으며， 냉각수의 유로 형성은 Stem율 롱하여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Dri ft Tube의 

모엘링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 Stem의 lnlet은 Prismatic Type으로 하고， Outlet은 Normal Type으로 한다. 

- Stem에서의 열교환은 무시한다， 

- Coolant Channel은 Rectangular Type이며， Therma 1 load는 Heater-cooler률 사용하였 

다. 

유로 형성은 Direct로 가정한다 

- 20 MeV UfL-1 의 첫 번째 Dri ft Tube률 해석한다. 

- 모든 Drift Tube는 크기 및 열부하가 같다고 가정한다. 

현장 시험 결과를 토대로 각 UfL로 공급되는 유량이 15.82 rn3 f hr일 때， UfL 1 번의 Drift Tube 

의 수가 50개이묘로 한 개의 Drift Tube로 약 0.32 rn3f hr의 유량이 흐른다고 가정할 때 1 유숙 

은 0.78 m/s , 압력강하는 0.014 bar로 계산되었다. 또한 Drift Tube 하나의 옐부하가 1. 874 kW 

일 때 (93.7 kW를 50으로 나눈 병균값) , 공급온도 38 "c의 냉각수가 43 t:로 계산된다- 그립 

5-2 - 25는 Dri ft Tube 50개가 있는 UfL tank률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써， F는 유량율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의 유량은 15.82 rn3/ hr, HC는 Drift tube의 옐부하률 나타낸 것이다. 특히， 20 

MeV UfL 가숙장치의 Manifold에서 Drift Tube로 분기될 때， 10번째 Drift Tube에서 분기가 시 

작되므로 본 시률레이션도 통일한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표 5-2-12는 각 DTL의 Dri ft Tube의 

Power의 전체 열부하， 93. 7 kW를 기준으로 그립 5-2-24로부터 C값율 구하여 이에 따른 열부하률 

길이비로 산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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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24 Configuration of UTL drift tube and Fl owmaster model 

표 5-2- 11 Drift Tube dimension 

Front (mm) Side (mm) 
A 

B 

C 

”ι
 m
ω
 

-

쟁
 

22.5 

3.5 

Variable 

ε t;쫓-_ ... _-τ::fT:rfL ;두끄ζ 건 
D 

E 

Manifokl 

DriftTubes 

그립 5-2-25 Flow model off UTL tank including drift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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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2 - 12 Di s tribution of hea t l oad s a nd flow rate s of drift tube s 

No E-data [mml Length Ralio Heat load [kWl Flow rate [m3/h r 1 

47.30 0.81 1.53 0.25 
2 47.75 O없 1.54 0.25 
3 48.21 0.83 1.55 0.26 
4 48.67 0.84 1.57 0.26 
5 49.1 3 0.85 1.58 0.26 
6 49.59 0.85 1.60 0.27 
7 50.04 0.86 1.61 O ‘기 

8 ‘5049 0 .H7 1.63 0.27 
9 50.95 O없 1.64 0.27 
10 5 1.39 0.8H 1.66 O 엇 

11 5 1.85 0.89 1.67 0.28 
12 52.30 O 앉} 1.69 O 갱 

13 52.74 0.91 1.70 0.28 
14 53. 19 0.92 1.72 0.29 
15 53.64 O없 1.73 0.29 
16 54.08 0.93 1.74 0.29 
17 54.52 0.9 1 1.76 0.29 
lR ;y1. ~Xì 0.95 1.77 0.30 
19 55. 11 0.95 1.79 0.30 
20 55.84 0.9(; 1.80 0.30 
21 궁;.28 0 .97 1.81 0.3 1 
22 56.72 0.98 1.83 0.3 1 
23 57. 16 0.98 1.84 0.3 1 
24 57θj 0.99 1.86 0.31 
25 :i8.(M 1 α) 1.87 0 .3 1 
26 58.46 1.01 1.88 0.32 
27 58.90 1.01 1.90 0.32 

2’ 59.32 1.02 1.91 0.32 
29 59.75 1.03 1.93 0.33 
30 에1. 1 8 1.04 1.94 0.33 
31 60.61 1.04 1.95 0.33 
32 6 1.04 1.05 1.97 0.33 
33 61.46 l.(J6 1.98 0.34 
34 61.88 1.(J6 2.00 0.34 
35 62.30 1.07 2.01 0.34 
36 62.72 1.08 2.02 0.34 
37 63. 14 1.09 2.04 0.35 
38 63.56 1.09 2.05 0.35 
39 63.98 1.10 2.(J6 0.35 
40 64.39 1.1 1 2.08 0.35 
41 64.81 1.12 2.09 0.36 
42 65.22 1.1 2 2. 10 0.36 
43 65.63 1.13 2. 12 0.36 
44 66.04 1.14 2.13 0.36 
45 66.45 1.14 2. 14 0.37 
46 66.85 1.15 2.16 0.37 
47 67.27 1.16 2. 17 0.37 
48 67.67 1.16 2.18 0.37 
49 68.07 1.17 2. 19 0.38 
50 68.47 1.18 2.21 0.38 

Total 2906.02 50.00 93.70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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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5-2 -26은 93. 7 kW [J]'L의 각 Drift Tube의 열부하에 따른 유랑과 온도 분포를 해석한 그래 

프이다. 전체적인 유량 법위는 0.28-0 ‘ 33 m3j hr.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분기가 시작된 시점 

의 유량이 가장 많고 거리가 멸어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온도 제어가 되 

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각 Drift Tube 마다 유량을 조절하여 유량 밸런성을 시도하였 

다 그럽 5-27은 밸브의 개도를 조정하여 온도를 제어한 결과로써， 약 42 "c 의 균퉁한 온도 분 

포를나타내고 있다. 

Flow Rat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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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2-26 Relation between flow rate and t emperature without [J]' flow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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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7 Relation between flow rate and temperature 씨 th DT f1 0w balanc ing 

o 10 40 50 

그림 5-2- 28은 20 MeV DTL 냉각시스뱀의 유로를 Flowmaster(ver. 6.5.1) package률 이용한 모 

텔렁율 나타낸 것으로써， (a)는 각 Component의 명칭， (b)는 각 배관계의 길이 및 직경율 도시 

하였다‘ 본 시블레이션에서는 20 MeV DTL 냉각시스템의 유량， 압력 및 온도 관계률 시험과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따라메타는 현장 시험결과 및 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률 준용하였으며， klystron 및 DTL의 열부하는 Heater-cooler률 적용하였 

다. 특히， Flowmaster의 Heater-cooler는 각 열부하에 따른 열전달 륙성이 시혐의 결과와 근접 

하는 것율 표 5-4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열교환기와 3-Way Control 밸브의 경우， Flowmaster 

에 척당한 Componen t7r 없기 때문에 3-Way 밸브는 글로브 밸브의 수동조작을 통한 유량조절율 

하었으며， 열교환기는 유랑과 온도차에 따른 열전달 륙성만율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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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onent name 

「쉰
흐
임
〈

3
:
 

-
-
-
나
짝

}떼
 

빨 H니
니내내싫
 

} 

「

박

펙“
채
-
…

뼈
 
뼈략내
덴
l
L
 

빼
 야g없
 빼 빼
쩨
 

(b) Length & Diameter 

그립 5- 2-28 Flow model of 20 MeV DTL cooling system for Fl owmaster simulation 

그립 5-2- 29는 유량 370 m3( hr의 냉각수가 펌프로부터 토출휠 때， 냉각계통의 각 loop에 산출 

된 시률레이션 결과를 총유랑 대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Klystron과 DTL(l ~4)의 유 

량은 각각 106.5 m 3( hr{29%). 15.39 m3(hr{4%). 15.34 m3(hr{4%). 15.34 m 3(hr{ 4%). 

15.4 m3( hr{4% )으로 산출되었으며. By- pass loop의 유량은 198.9 η，3( hr{ 54%)로 나타났다. 

륙히. By-pass의 유량은 Klystron과 DTL의 유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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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2- 29 Ratio of component flo l> rate to total flow rate 

그럽 5-2-30은 DTL 냉각시스템의 각 Component 후단의 압력을 나타낸 것으로써， 전체 압력강하 

는 2.1 kgfcm2율 나타내고， DTL과 열교환기 l∞p의 압력강하는 각각 1. 23 kgf c>>z 2와 0.52 

kgfcm2로 계산되었다. 이때 3-Way 밸브에서 열교환기로 공급되는 유량은 366.3 m3fhr으로， 

10()%의 밸브 개도를 확보한 상태의 앙력강하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시혐의 토출 및 홉입 압력 

이 각각 7.5 kgf cm2과 3.5 kgfcm2으로 토출 압력의 경우， 시율레이션과 약 2 kgfcm2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실제 OTL inlet loop의 압력이 5.5 kgf cm 2인 것을 기준으로 By-pass loop의 

구조 및 과유량으로 인한 압력강하가 2 kgfcη，20 1상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럽 5-2-31은 그럼 5-2-30의 모멜로부터 구한 각 장치률 유동하는 냉각수의 유속을 나타낸 것 

으로써， 이는 시험율 통하여 구한 유량 조건과 유사한 결과를 나나태고 있다. 20 MeV의 By-pass 

loop는 약 201 m3f hr의 냉각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때의 유속은 6.8 m/s로 나타나 이로 인 

한 소읍 및 배관계 진동 퉁이 발생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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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00 MeV 양성자가숙기의 RCCS 냉각계통 개념설계 

(1) 설계 북표 (Design Goal) 

Water Skid는 PEFP 100 MeV 양성자가속기의 OTL. RFQ 및 MEBT 퉁의 주요 가숙장치의 냉각수의 

공급 및 회수， 냉각수의 운전 온도률 조정하기 위한 냉각장치의 일종이다. 또한， 제어용 밸브를 

구통하여 열교환기로의 일정 유랑을 통수함으로써 가숙장치의 열부하에 따라 냉각수의 공급 온도 

률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탑당하게 된다 본 설계 목표는 DTL 가숙장치 등의 운전율 위한 

Water Skid의 구성에 따른 열교환기의 크기 결정 (Heat Exchanger Sizing ), 펌프 빛 배관계의 

크기 및 구성 동을 결정하는 데 있으며， 륙히. DTL 가숙장치의 경우 DTL DT (Drift Tube)의 각 

각의 유로 구성에 따른 압력 손실의 최소화 및 유랑 균형 (F1ow Balancing)율 검토하여 냉각수 

입 • 출구의 다지관 (Manifold)의 설계 둥에 반영하는 데 있다. 표 5-2- 13은 본 연구의 Water 

Skid의 구성율 위한 주요 장비 및 부품의 설계 북표를 기술하고 있다 

표 5-2- 13 Design goals of rnain cornponents or devi ces in RCCS water skid 

Design Goal of Water Sk id 
I\ lain Design Factors Rcsults 

Model 
I\ linimize pressure drop. Pipe diameter and 

Optimization of water skid pipe crosion , cOITosion, and ease matelial (65A to 
diameter of manufacturing of 8OA. SUS304 or 

plumbing 316) 

Sizing of heat exchangel 
Relationship of hot side flow Selection of 
rate and overa l1 heat transfer Heat load. temperature. flow optimal size of 

coefficien t rate and pressure drop plate heat 
- Pressure drop at worst case exchanger 

of operating condition 

Sizing of pump 
Selection of 

- pressure drop versus flow Prcssure drop and flow rate 
optimal size of 

rate for mean flow conditions 
pump and 

motor 

Sclection of 
Sizing of contro1 valve 

Prcssure drop. flow rate and 
optimal size of 

Proportional control to give 
valvc characteri stics 

control valve 
required temperature (type of actuator 

is not fixedl 

Water volume in piping Selection of 
Sizing of e1ectric heater network and time to reach optimal size of 

the required temperature electric heater 
Sizing of low conductivity water 

Flow rate. resistivity 
Selection of 

unjts optim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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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사양 (Design Spec ifi cation ) 

PEFP 100 MeV 양성자가속기의 주요 장치의 하나인 DTL의 공진주파수 제어를 위한 냉각수 계롱의 

설계는 국외의 주요 양성자가속기， 즉， SNS 및 J -PARC의 RCCS (Resonance Control Cooling 

System)의 설계 자료 및 운전 륙성 데이터를 참조하고， 현재 설치되어 시운전 중에 있는 PEFP 

20 MeV 양성자가속기의 냉각 계통의 부하 운전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최 

대 RF 부하 및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각 DTL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운전 온도는 27"'0 . 2 "C 이며 ， 

또한， 공진주따수 제어를 위한 냉각수의 운전 온도 범위는 2 1 -33"(: 로써 각각의 냉각수 계롱 

(C。이 ing Water System Skid)은 RF 부하 운전 모드에 따라 냉각수의 운전 온도를 조정할 수 있 

는 프로세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표 5-2- 14는 DTL 및 RFQ , MEBT 퉁의 가속장치의 냉각계롱의 

설계률 위한 열부하， 냉각수 유량 및 운전 온도를 기술하고 있다 

표 5- 2- 14. Nominal heat l oads , tota l water flow rates a nd water s upply temper ature 

I'ange for the PEFP 100 \ leV RCCS \‘rater sk ids 

lVlean l leat Load Total Cooling ~ I ean WatcI Walcr Supply 

Water Cooling IRF and EQM 씨!ater Flow Supply 1 ‘ emperature 

Skid Power) llate '1‘ emperature Rangc 

(kW) O/ min) (t: ) ("C) 

llFQ 48 461 27 21 to 33 

DTL20- 1 93.7 900 27 21 to 33 

DTL20- 2 76.2 732 27 21 to 33 

DTL20-3 67.4 647 27 21 to 33 

DTL20-4 61.4 590 27 21 to 33 

DTLlOO- l 52.2 501 27 21 to 33 

DTLlOO-2 48.8 467 27 21 to 33 

DTLlOO-3 47.9 460 27 21 to 33 

DTLlOO- 4 50.2 482 27 21 to 33 

DTLlOO-• 5 44.9 431 27 21 to 33 

DTLlOO- 6 43.3 416 27 21 to 33 

DTLlOO-7 43.1 414 27 21 to 33 

MEBT 21 202 27 21 to 33 

(3 ) 설계 륙성 (Design 마scripti on) 

RCCS Water Skid는 DTL의 DT (Drift Tube) , RFQ (Vane) 및 MEBT의 RF 가속장치의 냉각수 공급 

을 위한 기능율 가지고 있으며 ， 폐회로 냉각수 계통 (Closed- Ioop Cooling Water System)의 주 

요 장치로써 열교환기， 가연숙 펌프， 앵창 탱크， 저전도수 발생장치， 제어용 밸브， 전기전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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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온도제어률 위한 제어기， 기타 부대 장치 둥으호 구성되고 있다. 그럼 5-2-32는 기본적인 

RCCS Water Skid의 개략도를 도시하고 있다. 

1"111 Ctlllll l:l 
W1.1.r ‘ __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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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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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2- 32 Schemati c f1 0w di agram o f RCCS water skid 

가연숙 펌프 (Variable Speed Pump)는 각각의 Water Skid로부터 가숙장치에 일정 유량의 냉각 

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냉각수의 공급온도의 제어는 열교환기와 열교환기 By-pass 배관 

계의 유향을 조정함으로써 각각의 가속장치의 운전 온도 및 온도 안정도률 확보하고 있다 이때， 

열교환기 및 열교환기 By- pass 배관계의 유량은 혼합용 3-way 앨브를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 

유량 제어의 분해능 및 밸브의 구통 륙성 ( 선형 륙성 ) 퉁율 고려하여 전통식 또는 공기 유압식의 

구동자의 선택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RCCS Water Skid 구성 및 Simulation 

그립 5-2-33은 최대 열부하를 나타내는 DTL20- 1 의 냉각장치 구성을 위한 Simulation 모델을 도 

시하고 있다. 프로세스의 설계는 표 5-3에 도시한 바와 갈이 유량 및 온도 조건에 부합하도륙 

lI'ater Skid의 장치 및 배관계 Sizing 동을 수행하였다. 표 5-2- 15는 Simulation 결과로써 최대 

설계 유량의 경우， 압력 강하는 약 2. 5 kg/cm2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 배관계의 유숙은 최 

대 4 m/ s이다， 또한 Water Skid의 밸브 동의 압력손실율 고려한 배관계의 총 상당길이는 약 170 

m (배관 호칭 직경 65 A기준)로써 이률 고려한 최대 압력 손실은 약 3. 5 kg/ cm2 정도이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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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16은 DT에 유통되는 유량 조건에 따라 냉각수의 입 • 출구 온도 차이에 따른 유숙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로써， 1 .5't의 냉각수의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DTL의 다지관 퉁을 설계하는 경우， 

최대 열부하 조건에서 DT의 최대 유속은 약 2. 6 m/ s로 나타난다. 이는 OFHC 소재 동으호 제작된 

DT의 구조적 특성상 다소 높은 유속을 나타내고 있으나， 난류 유통에 의한 열전달의 효율의 향상 

동의 관점에서 별다른 무리가 없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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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15 Hydrauli c analysis results of RCCS DTL20-1 

Pressure Maximurn pressure drop 
Flow rate Velocit} !-Ieat load 

(m3/hr) 
drop 

(m/s) (kW) 
for eQuivalent length 

(kg/cm2) (kg/cm2) 

54 2.478 4 93.7 
3.5 

070 m. 65A) 

표 5- 16 Opti mal flo \V rate versus water te뼈erature var iati on 

Flow rate per DT 
Outlet Water Temp. ("C) Flow Velocity (m/s) 

Temp D”ference a T l 
(Jfm’ 

5 38.40 0.74 5.40 

10 35.70 1.48 2.70 

11 35.46 1.62 2.46 

12 35.25 1.77 2.25 

13 35.08 1.92 2.08 

14 34.93 2.06 1.93 
f---

15 34.80 2.21 1.80 

16 34.69 2.36 1.69 

17 34.59 2.51 1.59 

18 34.5 
'--

2.65 1.5 -내 

(나) 열교환기 

밀폐회로 (Closed-loop Circuit)로 구성된 RCCS Water Skid 시스템은 그립 5-2-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DTL 동의 가속장치로부터 RF 및 E매에 의한 열부하를 홉수하여， 이를 열교환기를 롱하 

여 냉수 계통 (Facility Chilled Water)으로 전달하게 된다 특히， 상기와 같은 밀폐회로의 구 

조의 경우， 냉각수의 온도제어는 열교환기의 냉수 측의 입구 온도 및 유량율 일정하게 유지하연 

서 온수 촉 (Hot Side)의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달성되어 질 수 있다. 이는 선형 비혜륙성 

(lnstalled linear Characteris ti cs)의 제어용 밸브를 사용하여 열교환기의 온수 측과 

By-pass 루프의 유링k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구현될 수 있다. 열교환기의 온수 측의 유량이 변하는 

경우， 열교환기의 총전열계수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가 변하게 되며， 정상상태 

의 운전 조건하에서 옐소산윷 (Heat Removal Rate)은 항상 일정하여야 하므로 온수 측의 온도는 

새로운 운전 조건율 충축하기 위하여 총전열계수와 역비혜 하여 변하게 된다， 죽， 열교환기를 통 

한 유량의 증가는 총전열계수의 증가를 일으키고， 이는 열교환기의 온수 측의 온도 감소로 나타 

나게된다 

냉각수의 온도 법위， 정확도 및 분해능， 안정도 동율 포함한 Water Skid의 냉각 성농은 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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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설계 및 선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특히， 공진주파수 제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DTL 동의 RF 가속장치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이다 PEFP 100 MeV 가숙장치의 경우， 명균 냉 

각수 공급온도， Tmix는 27 0C 이며， 공진주파수 제어률 위한 온도 범위는 土6"C이다 표 5-2에 기 

술한 설계 사양을 만축하면서 열교환기를 통한 온수 유로의 압력손실은 펌프의 토출 압력의 l Ü% 

내외 (본 연구에서는 펌프의 최대 토출압력을 4 kg/cm2 으로 산정 ) , 즉 0. 4 kg/cm2 이하로 유지 

하고 냉수 유로의 경우 열교환기의 배관계의 압력손실 동을 고려하여 0.2 kg/cm2 이하를 기준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냉수의 열교환기로의 공급온도는 1 0:t0. 5 "c를 기준으혹 한다. 현재， 산 

업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열교환기의 선정을 위한 열교환기 크기 결정 (Sizing) 단계를 기술하면 

다음과같다. 

입구온도 및 온수의 입구온도 (특정한 정상상태 운전조건에서의 

혼합수 온도 (공급온도 예) 27 "C )를 나타내는 냉수 

혼합수의 열교환기의 온수와 By-pass 루프의 유랑에 

온도) 냉수의 열부하， 

요구하는 냉각수의 

결정한다 이때 ， 
。τ
뿔
 

겨
。
 。
π

가 주어진 

및 온수의 

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가 따른 엔탈피는 일정하여야 하며 ， 열교환기의 냉수 및 온수의 

일정하여야 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관계식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끼
 
” ( 

(2 ) 

?7lrCIJ7;,,I =nl까J긴 ，， +(m， -r까)Cp낀" 

'nl，r 꾀곱파 ’ m/， 꾀션l 

m 질 량유량 (kg/s) 

cp 냉각수의 비열 (4179 J/kg ' K) 

여기서， 

OTL 열부하 (W) 

T 냉각수 온도 

q 

아래 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랩
 

셔
꺼
 

각
 

냉
 

느
」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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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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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매
。
 오
」
 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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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nlX 

。 출구조건 

i ’ 입구 조건 

열교환기의 

온수의 입구 온도는 28. 5"C (혼합수 27"C가 공급되어 1. 5 "C의 온도상숭이 나타나는 경우) , 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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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구온도는 lO"C , 열부하는 93.7 kW, 혼합수의 총유량은 15 kg/s로써 주어진다. 제어용밸브 

의 선형특성율 고려하여 온수의 70%가 열교환기률 유통하는 경우， 온수 유량은 10.5 kg/ s, 냉수 

의 경우에는 출구온도가 입구온도보다 최소 6 "C 이상이어야 하는 요구사항 (냉동기 운전부하)율 

고려하연， 냉수 유량은 3.75 kg/ s이고 이때， 최저 온도제어 법위 21 "c를 기준으로 열교환기의 

온수의 입구 및 출구 온도는 각각 22 'C 및 20.36 "c 이고， 냉수의 입구 및 출구온도는 각각 1 0 "c 

및 16 "( 가 된다. 

- 주어진 얼부하 빛 열교환기의 입 · 출구 온도률 기준으로 총전열계수， UA률 다읍 식으 

로부터 구한다. 상기의 열부하， 열교환기 입 · 출구 온도를 기준으로 liA (υπD : 8.28 "C ) 

률 계산하면， UA=ll , 316 w/'C 이다 

μ4 = f( ~ "T'l \ 1 m fT'1 '\ ~ fl rn rn\ lI rn rn\\ (3) 
(( 7;,,, - 7;;)-( 낀 τ.，， ))/ 111( ( 7;", - τ，)/( 낀:" - 7;,,)) 

- 국내 열교환기 제조사의 만형 열교환기의 형상 및 크기률 기준으로 역유통 

( Counterf 1 0 1'1), 단일 패스 (Single- pass) 및 U 형 (U- shape )의 기준으로 상기 제시된 총 

전열계수률 만족하는 지의 여부률 조사한다 륙히， 냉수축 유랑과 온수측 유량이 최대 4 

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냉수 축의 유로률 다상 왜스로 구성하여야 하는 조건과 

이로 인한 압력 손실의 허용 최대 범위의 만촉 여부률 검토한다 본 설계에서는 단얼 왜 

스를 기준으로 열교환기의 크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냉수의 냉각 채낼 내부의 최소 유동 

숙도를 0.2 m/ s (Re>80이 이상으로 선정한다 (열교환기의 냉각 채낼 내부의 유통 숙도는 

보통 0.1 m/s - 1. 0 m/ s 범위임). 

냉수 축의 유동 속도 또는 압력손실 범위률 만축하는 전열판의 개수 (Number of 

Channel)률 결정한 후， 온수 혹의 채낼율 통한 압력 손실 허용 법위의 충혹 여부률 조사 

하여 판형 열교환기의 크기률 결정한다 

- 열교환기률 선정한 후， 온수 측의 서로 다른 유량 조건에 따른 혼합수의 온도 제어 륙 

성율 조사한다 이는 온수 측의 유량 제어에 따른 혼합 냉각수의 운전 온도 범위， 축 2 

1 -33 "c의 만축 여부률 조사한다. 온수 및 냉수 축의 비열이 운전 온도범위에서 동일하 

다고 가정하연 정상상태에서의 혼합수의 온도는 다읍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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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열교환기 

롱하여 수행되 

만형 열교환기 크기 선정율 위한 설계 절차를 도시하고 

반복계산에 의한 각 단계별 설계 기준의 적합성 명가를 

그립 

크기 선정과정은 

5-2 - 34는 

고있다， 

| SIZlng of A Plate Heal E.cha얘.， I 

Step 1 Oelermme ,,(1 case“。 Sludy‘’ ow rllle. temperatωe) 

Step 4 Hot $tde pressαe drop and f10'1‘ V인OC ''Y 
al T_ =2 10 C (이ate shape and configurati。、l

5tep 2 Therm영 analystS 
,"0“ ’ate. teπlperðlωre ， UA) 

Step 3 Cold slde pressuπ drop and flow vel OClty 
(plate number, shape and conliguratJon, man이acture's data) 

N. 

Step 5 Slmulate rr‘xed teπ"， ... ω'" 

N. 

5-2-34 Block diagram representing the heat exchanger sizi ng procedure 그립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연구에서는 

크기 선정 및 성능 해석율 위한 다양한 상업용 컴뮤터 

퉁의 반북 계산에 의한 설계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고 있다. 

열교환기 

크기 선정 

최근에는 

있으며 ， 본 

그립 

Gasket Pl at e Heat Exchanger의 옐해석 및 수력계산을 위한 상업용 컴퓨터 프로그램 (PHex , 

RCCS -DTL20 - 1의 최대 얼부하 조건하의 안형 열교환기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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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는 안형 열교환기 크기 선정을 위한 계산 결과의 일례률 도시하고 있다. 이는 전열판 개수 

및 냉수， 온수의 압력， 유숙 퉁울 고려하여 반북 계산에 의하여 선정된 최적 열교환기의 크기률 

나타내고 있다. RCCS-DTL20- 1 에 적합한 열교환기는 전열만의 개수는 61장 (냉각 채낼. 3이으로 

써， 최대 Plate Pack Length는 약 220 mm이며， 국내 제조사에 의하여 제시된 전열반의 향상율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전옐연적은 약 7.6 m2이다. 또한， 안전계수 (Foulded Heat 

ωty/Heat Load)는 최대 약 2.7이며. Fouling에 의한 Over Surface Rate는 1. 5%로써 열교환기 

의 옐부하 조건 및 세정 동의 운전 조건을 충촉하고 있다 륙히 ， 본 프로그램에서는 냉수 및 온 

수의 최대 유량비융이 2.8 정도로 냉수 채낼의 경우. Multi-pass의 열교환기를 중심으로 계산결 

과률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최대 압력 손실은 44.5 kPa로써 상기 냉수의 압력 손실 조건 20 

kPa율 충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 제조사의 열교환기 제작 현항 동을 살펴볼 때 열교환기 

는 Single Pass의 U-shape을 추천하고 있는 바， 냉수 채널의 압력 손실은 설계 기준율 충분히 

만촉힐 수 있을 것으로 만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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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35 Calculation sheets of plate heat exchanger for the RCCS-DTL20-1 

그립 5-2-36은 열교환기 크기 선정을 위한 각 채널의 압력 손실에 대한 계산 결과의 일혜률 도시 

하고 있다. RCCS-DTL20-1의 최대 열부하 조건에서 공급수의 총유랑. 15 kg/s의 약 70% (10.5 

kg/ s)의 경우， 전열안의 개수는 최소 41장 이상을 필요로 하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전율을 고려하여 전열만의 개수를 61장으호 결정하였다 륙히， 혼합수의 온도제어률 위한 제어용 

밸브의 구동 륙성 동을 고려하여 온도 제어 범위률 만축하는 밸브 개도률 30-70%에서 운전이 가 

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열부하 추종 (RF duty의 변화 동)에 따른 열교환기의 과냉각 현상 

율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립 5-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냉수의 공급 유랑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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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때 냉수 측의 유량 감소에 따른 유통 륙성이 설계 유속을 충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온수 측의 유속을 저감하여 열교환기의 성능을 확보힐 수 있도록 하였다 냉수 

축의 압력 손실은 설계 기준율 만축하고 있으나， 유숙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냉수 

채널의 싸11 t i -pass 채택 동의 설계 유축율 확보하는 방안율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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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6 Pressure drops of hot and c이 d side fJ OIVS for the RCCS -DTL20- 1 

그립 5-2 - 37은 열교환기 크기 선정과 더불어 냉수 채널의 Single-pass를 고려하고， 온수 측의 

최대 유랑조건， 15 kg/ s를 기준으로 열교환기률 크기를 결정한 경우 RF 부하조건의 변화와 냉수 

의 유량 변화에 따른 혼합수 온도， Tmix의 거동율 나타내고 있다- 냉수의 IO()% 유통 조건에서 

온수의 유량이 약 2()%의 경우， Tmix가 27 "(;로 나타나고 있으며， 온수의 열교환기로의 유량이 증 

가함에 따라 21 .C까지의 운전온도를 제어힐 수 있읍율 알 수 있다. 더욱이 ， 최대 열부하 조건에 

서 온수의 밸브 개도를 약 55% 정도로 유지시키는 경우， Tmix가 33 "(; 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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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5는 최대 유량조건 및 k’ul t i - pass 조건에서의 열교환기의 크기률 선정한 경우에 대하여 

혼합수 온도 거통율 나타내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수의 최대 유통 조건의 70% 및 

냉수의 100% 유통 조건에서 열교환기의 크기률 션정한 경우， 운전 온도의 거동이 다소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율 것으로 안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척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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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37 Mixed temperature profiles for maximum cold side 

flow rates and RF duty modes 

표 5-2-17은 최대 온수 유량조건에서의 열교환기의 크기 선정결과로써 이는 국내 제조자의 계산 

에 의한 결과이다 본 설계에서 기 언급한 바와 같이 RCCS- [JfL20-1의 최대 옐부하롤 7찌는 열 

교환기의 설계결과와 비교할 때， 전열만의 개수에 따른 압력손실 및 유숙 풍은 유사한 결과률 나 

타내고 있으나， 제조자의 안션계수 (Duty Margin or Safety Factor)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 유량조건의 경우에도 계산 프로그랩의 Foul ing 계수의 적용 퉁의 차이 

에 기인할 수 있으묘로 향후 보다 연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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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17 Plate heat exchanger sizing for maximum hot side fl ow rate 

from the Manu f acture 

Water S써d | SU다 Refere nce Process Service Heat HotS띠eTem야raMe | P댄 
Number system Mtxed Water Loop Flow Loop Flow Exchanger @ Tct:;; 10,Tco:= ’6 ("c) I Type 

Loop Temperarure Rate Rate. max Duty 씨argm ~h<~ ~ kgJcm~. I (Port Slze) 
;n'o DTL ('C) (literJmm) (Iiter/m 이 (No 01 tPc <02 kglcrrρ 

Plates@ 
0125 m') 

116 2.' 8 (33) | Thl 22 04 . Tho 2054 I 5DA-40A 
Vane 

RCCS#02 DTL20- 1 225 Ù5(63)-r ，:히 21 75 깨o 20 25 I 65A-50A 

I RCCS뼈3 DTL20-2 27<02 732 183 2.22 (53) 깨 2217 m 2087 i 65A5OA 

RCCS뻐4 DTL20-3 27:tO 2 647 '62 2.24 (47) n 1122.23, Tho 20 92 I 65A-50A 

RCCS#05 DTL20-4 27:tO 2 590 148 228 (43) Th122.35 깨。 20 95 1 65A-50A 

RCCS#06 DTLl OO- l 깅 7tO .2 501 126 2 14 (35) Thl 였 02, Tho. 20,52 5DA-40A 

RCCS#07 DTLl O0-2 2h02 T 467 11 8 2 11 (33) Thi: 22 α1. Tho 2054 50A-40A 

RCCS뼈8 OT뼈3 { 2h02 460 11 5 221 (33) Thl. 22 16. Tho 2066 50A-40A 

RCCS#09 OTL100-4 2Tt02 482 121 
• 223 (3• 5)•• + • Th• 2•2 1-5--Tho --20 6 -5 50A-40A 

‘----•-- •‘ 
RCCS# lO OTL100-5 2h02 43 1 108 2 13 (3 1) 까， 22 46. Tho 20 96 50A-40A 

OTLl OO-6 2h02 4 16 1 여 2 14 (3 1) Thl 22 46. Tho 209B 50A,40A 

RCCS' 12 OTLl OO-7 27:tO 2 4 14 1αl 2 14 (3 1) Thl 2245. Tho 2095 50A-4 DA 

R앙#13 ~ ~;;τ2 27:tO 2 202 51 2 13 (15) Thl 2226. Tho 2076 40A-25A 

( 다 ) RCSS 가속장치 냉각계롱의 제어시스램 구성 

제어시스멈 구성은 Wa ter Skid 냉각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PLC, Ethernet로 연결되어 져 있는 

VME 시스멈인 EPICS lOC, 각종 알랍 및 inter lock 처리를 위한 모바일 SMS Sever 시스템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PLC 시스템은 제어 요구 조건 및 공정변수에 근거하여 각각 

의 신호 장치에 연결되어 지며， 이때 펠요한 데이터를 획득함으로써 PID 제어 및 각종 보조 기능 

동율 처 리하게 된다 EPICS IOC는 에E 버스 구죠로 Real Ti me 운영체제인 VxWorks가 사용되어 

지며， PLC와 ethernet를 통한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EPICS IOC는 냉각 장치의 알랍 

및 현재 상태 퉁율 모바일 SMS Sever에 네트워크툴 롱하여 알려주고， SMS Sever는 알랍 발생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S~↑S 메시지로 롱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립 5-2 -38은 RCCS의 P1D 제어 

및 Inte rl ock , :--Je two rk 통신 기능율 포함한 제어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도로써， 이는 

ORI\LlS;-';S의 RCCS의 제어 개념과 유사한 륙성율 가지고 있다. 

유사 양성자 가속장치인 SNS 빛 J -PARC의 경우， RCCS 제어를 위한 기본적인 EPI CS Toolki ts를 

이용한 PLC H/W 및 VME구조에 VxWorks RTOS에 의한 EPICS JOC가 사용 되고 있는 현실율 고려힐 

때， 전체 양성자 제어시스템과의 연통 및 통얼한 Skid Cooling System의 제어기의 유사한 적용 

의 연리성 및 EPICS Tools에 의한 상위 GUI 개발의 용이성， 향후 개발의 확장성， 시스템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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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의 연리성에 의한 개발 단축 퉁의 용이성율 고려한 통일된 개념의 하드웨어 기반의 시스템이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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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38 Configuration of control system in RCCS 

- 318 -



3. 100 ~leV 양성자가숙장치의 공진주파수제어률 위한 냉각시스템에 관한 연구[3-5 -21 ， 

25]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 PEFP)의 양성자가숙기 

DTL(Orift Tube Linac)의 냉각시스템(Cool ing System)은 일정한 온도의 냉각수를 DTL로 공급 

하여 클라이스트론(Klystron)의 고주파원으로부터 빌생되는 열부하를 제거하여 가속장치의 구조 

적인 안정성을 확보합으로써 DTL의 DT(Ori ft Tube)의 공진주따수(Resonance Frequency , 350 

M바z)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PEFP OTL중에서 최대 옐부하(93.7 kW. Max.) 

가 발생하는 DTL의 01에 저전도수(Low Conductivity Water)를 공급， 회수하기위한 독럽된 폐회 

로(Closed Loop) 펌프장치 (Prototype C。미 ing IVater Skid)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펌프장치의 

구성 및 냉각시스템의 시작품 설계 및 제작에 관한 내용율 기술하고 있다. 

가. 냉각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냉각시스템의 설계 및 운전 성능은 20년 이상의 수명을 보증하여야 하며， 저전도수 수질의 지속 

적인 확보를 위한 이온교환수지의 주기적인 교체， 용존 산소의 제거 및 침입의 최소화， 냉각수의 

저준위 방사화 퉁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l대의 

펌프장치 (Cooling Water Skid) 및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작품의 설계， 제작， 설 

치 및 성능 검증이 요구된다， 

(1) 냉각시스랩의 개요 

양성자가속장치의 핵심 부품인 OTL (Orift Tube Linac)의 DT (Or i ft Tube , 재질 OFHC 

Copper)에 저션도수 (Lo lV Conducti vi ty Deionized \Vater)를 공급， 회수하기 위한 톡립된 폐회 

로 (Closed Loop)의 냉각시스템 (Prototype C。이 ing Water Sk id)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냉각시스템은 일정한 온도의 냉각수룰 공급하여 클라이스트론의 고주파원으로부터 야기되는 RF 

열부하 (Radio Frequency Thermal Load) 및 시극전자석 열부하 (Quadrupole Thermal Load)률 

제거하여 가속장치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OT의 공진주파수 (Resonance Frequency , 

350 MHz)률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냉각시스템은 크게 나누어 펌프장치 (Cooling Water 

Skid l, RF 가;늑장치로의 냉각수의 공급 및 회수를 위한 전송 배관계 (Transfer Piping 

Network) , 가숙장치의 냉각수 다지관 (Mani fold) , 공정변수의 계측 및 제어를 위한 공정제어 

시스템 퉁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20 MeV 양성자가속장치의 DTL중에서 최대 열부하(93.7 kW , Max. RF Duty ; 24%) 

률 발생하게 되는 DTL20-1의 DT률 위한 펌프장치 및 공정제어 시스뱀의 제작 및 설치률 기준으 

로 하고 있다 ( 가숙장치로의 냉각수 공급 및 회수률 위한 전송 배관계 (F1 exible Hose)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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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율 위한 북적으로 임시 설치한다) . 냉각시스랩은 가속장치로의 냉각수 공급 및 회수률 

위한 배관 컵합부와 열교환기로의 냉수 (Chilled Service Water) 공급 및 회수률 위한 배관 접 

합부흘 구성함으로써 가숙장치 빛 냉수 공급시스템과의 간섭사항율 조정힐 수 있어야 한다. 간섭 

부의 배관 접합부는 AI\SJ 기준의 플랜지 연결율 기본으로 한다. 독럽된 폐회로의 냉각수 유량은 

가연속 펌프 (\iariable Speed Pump)에 의하여 DTL의 얼부하 조건 (RF Du ty의 가변 운전)에 따 

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정상 상태에서의 냉각수의 온도 제어는 열교환기와 By-pass Loop 

를 통한 유통을 혼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RF 무부하 운션 및 냉각시스랩의 초기 운전의 경우， 

시스템의 온도 안정화를 위하여 일정 용량의 가열장치 (Jmmersed Electric Heater)가 요구된 

다. 

냉각수의 수질율 확보하기 위한 순수/여과장치는 가숙장치의 폐회로 냉각 Loop의 청정도 및 내부 

식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율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전도수 냉각수 처리장치는 폐회로 냉각시 

스탱 유통의 1 ~5%의 유랑율 계숙적으로 공급하여 수질율 확보된다 냉각수 처리장치는 정상운전 

중에 가연속 펌프 (\ari abl e Speed Pump ) 의 토출 측으로부터 유랑을 공급받아 펌프 홉입 측에 

설치된 저장용 팽창 탱크 (Reservi or 및 Surge 기능의 탱크 포함)에 소요 유랑을 저장한 후 펌 

프 홉입 측으로 회수되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그럽 5-3 - 1은 냉각시스템의 주요 구성장치의 프로세스 배관 및 계축 선도 (Piping and 

lnstrume- ntation Diagram , P&ID)로써 폐회로 냉각시스템의 주계통 (Process Control 

Closed Loop) 및 보조 냉수계통 (Auxi 1 iary Service Chi lled Water Loop)의 유통 및 프로세스 

제어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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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3- 1 Piping & Jnst rumentation of the LCW coo ling water system 

(2) 냉각시스템의 구성 배치 

냉각시스랩은 DTL 가숙장치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m의 공진주파수를 제어하는 데 그 목척이 있 

다. 운전 중에 냉각시스템에서 저전도수의 누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랩 수준의 안전 보 

호 장치 (Safety and Interlock)를 구비하여야 한다. 냉각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빛 시험 

은 국가 규격 (KS)율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의 규격이 국가 규격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국제 규격 퉁율 참조하여 이률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양성자가숙기의 클라이스트론 동 

의 주요 장치 퉁과 함께 소위 클라이스트론 갤러리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럽 

된 펌프장치 (C。이 ing Water Skid)는 2.0m( 폭)， 2.8m( 길이) 및 2.0m(눔이)의 범위로 제작된 

다 따라서， 펌프장치의 크기를 최적으로 결정함과 더불어 시스템의 안전 및 유지보수의 연의성 

을 고려하고， 저전도수 발생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 이온교환수지의 주기적인 교체를 위한 공간 

접근성 및 배치와 각 해당 부품 및 장치 (펌프E모터)의 유지보수률 위한 접근방향 (폭방향에서 

접근)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립 5-3-2는 냉각시스템의 펌프장치 배치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 321 -



있으며， 각 부품 및 장비의 유지 보수， 교체 주기 둥을 고려한 접근성의 확보 요구사항율 예비설 

계/최종설계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냉각시스뱀의 부대설비로써 천원계롱， 주파수 및 온도 

제어， 각종 공정변수의 계축， 감시 빛 보호계롱은 별도의 제어용 유닛 (Rack-Mounted Control 

l:nit)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립 5-3-2 3-D General Arrangement Diagram of the RCCS Pumping Skid 

(3) 냉각시스랩의 공정연수 및 제어 

냉각시스뱀의 법프장치가 가지는 주요 기농은 냉각수의 온도 제어와 더불어 DT의 공진주파수를 

제어하는 데 있다. 따라서 냉각수 온도의 정밀도 및 안정도를 최적화하는 것이 공진주파수 제어 

에 있어서 필수척인 요소이다， 냉각시스템의 온도 제어륨 위한 부품 및 장비의 선택에 있어서 고 

분해농율 확보하여야 하며， 륙히 온도센서는 고품질의 RTD 퉁의 채택이 요구되고 있다. 펌프장치 

에서 가숙장치로의 냉각수 공급온도는 27 "(:률 기준으로 하고， 온도 정밀도는 1:0.2"(: 이내로 하 

여야 한다 가숙장치의 공진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한 온도셰어 범위 ( 냉각수 공급온도)는 1:6 "(: 이 

며， 열고환기률 통한 냉수 계룡의 공급온도는 10土1 "(: 이다. 

그립 5-3- 3은 냉각시스템에서 열교환기 Loop의 냉각수 유랑 변화에 따른 혼합 냉각수 공급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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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를 도시하고 있다 냉수의 100% 유동 조건에서 열교환기로의 온수의 유랑 

이 약 20%인 경우， Tmix가 27 "C로 나타나고 있으며， 열교환기로의 온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21 "c까지 운전온도를 제어힐 수 있음율 알 수 있다. 더욱이 최대 열부하 조건 (93.7 kW, Max. 

RF Duty 24% )에서 열교환기 Loop의 온수 밸브의 개도률 약 12- 13% 정도로 유지시키는 경우， 

Tmix가 33 "C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왼 설계의 경우1 냉수의 최대 유량조건 및 

열교환기의 Single- pass 조건에서의 혼합수 온도 거동율 나타내고 있으나， 온수의 최대 유통 조 

건의 70% 빛 냉수의 100% 유통 조건에서 열교환기의 크기를 선정한 경우， 운전 온도의 거동이 다 

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는 시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RCCS.OTl짜1 아~E Rating (93.7 k'N), T co -16 Oc‘ T。:1o e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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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3- 3 Temperature Var iation of Mixed Cool ing Water for the PHE Loop Fl ow rate 

냉각시스템의 펌프장치 유량은 가속장치의 운전 모드에 따라 최적 운전 유량이 결정되어야 하며， 

륙정의 운전 모드에서는 냉각수의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냉각시스템의 폐 

회로에서 냉각수가 충진되는 체적은 본 연구에서의 공급 엄위에 있는 펌프장치 이외에 전송 배관 

계 빛 다지관 퉁이 포함되고 있으며， 공급자는 온도 제어률 위한 냉각시스템의 웅답 륙성율 해석 

힐 때 이률 고려하여야 한다. 표 5-3-1은 냉각시스템의 열부하 조건에 부합하는 펌프장치 및 가 

속장치의 간섭사항 (전송 배관계 및 다지관 동)을 고려한 소요 유량 빛 체적율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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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1 냉각시스랩의 열부하， 소요 유랑 및 체적 

Heat Load, 
Flow nate, 

Stabi lity Accuracy Volume 
Cooling Skid max 

max (kWl 
(m3/hr) 

(m3.까lrl (m3개r) (m3l 

nCCS-DTL2 

0- 1 
93.7 54 ~O.5 ~O.5 0‘ 69 

냉각시스템 펌프장치의 펌프에 의한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진시스랩을 고려하여야 한 

다. 또한， 펌프 및 배관계의 소음은 작업자가 륙별한 보호 장구의 구비 없이 작업을 원활하게 힐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허용되는 소읍기준은 펌프장치 외부 구조물 설치 위치에서 

70dBA 이하로 하어야 한다. 펌프장치의 하단부에 냉각수 배수 (Water Drainage)률 위한 밸브률 

부착하여야 하며， 클라이스트론 갤러리로의 냉각수 누설율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장치 하부에 집 

수부품 (Collection Tray)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펌프장치의 상단부에는 배수 및 냉각수의 

충진에 따른 기포 (Air)의 밴팅 (\ ent i ng)을 위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장치의 열교환 

기에 설치되어있는 냉수계롱의 연결 (공급 및 회수) 및 가속장치의 전송배관 연결 (공급 및 회 

수) 부위의 간섭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부품 (플랜지 동)을 설치한다. 냉각시스템 펌프장 

치의 총 압력손실은 1. 5 kg/cm2 이내이며， 설계단계에서 각 부품 빛 장치의 압력손실율 계산하 

여 이를 반영한다. 또한， 펌프장치의 제작 후， 압력손실 시험을 수행하여 압력 강하 특성율 분석 

한다. 

(4) 지지구조툴 빛 설치 기준 

냉각시스뱀의 펌프장치의 각 부품 및 장비의 지지률 위한 구조물의 형상 및 크기를 설계에 반영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물은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한 부식 동율 방지힐 수 있도록 도장 풍 

율 설시한다 지지구조물의 소재는 부식 빛 녹 등의 방지률 위하여 SUS304 동으로 설치하여야 하 

며， 각 부품 및 장비의 내부 지지구조물의 경우 SUS304 이외의 소재에 대하여는 에나멜 도포 후， 

설계 단계에서 정한 색상으로 도장을 실시한다 

냉각시스랩 펌프장치의 설치 위치는 가숙장치의 지진설계 기준율 적용하여야 한다‘ 펌프장치는 

리프트 빛 크레인 (Overhead Crane)등으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지구조물의 각 코너에 리 

프팅용 혹 퉁을 설치한다 펌프장치의 무게는 냉각수가 충진왼 상태에서 최대 m'당 2000 kg 이하 

로 유지한다. 펌프장치의 총 무게， 무게 중심 빛 이동 방법 퉁은 최종설계에 반영한다. 공급자는 

펌프장치의 설치 위치 (floor)률 마갑 처리된 콘크리트 바닥율 기준으로 하며， 바닥면은 연명하 

고 경사도가 m당 20 mm 이내로 유지하는 구조를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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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각시스템의 부품 및 장비 설계 요구사항 

냉각시스템 펌프장치의 장비는 크게 나누어 구입 부품 ( 장비 ) , 제작 부품 및 제어 장치 퉁으로 

구분힐수 있다. 

(1) 저장/팽창 탱크 (Reserv i or/Exapans i on Tank) 

저장/팽창탱크는 국가 규격의 해당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SUS316 또는 SUS316L의 소재로 제 

작되어야 한다 탱크의 체적은 최소 0.1 m3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각시스템의 정상 운전의 경우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약 O l kg/cm2로 가압한다- 탱크 높이의 3/4의 위치에 수위 계측기 (Level 

lndicator)를 설치하며， 여기에 탱크의 수위를 계축하고 냉각시스템의 안전 운전을 확보하기 위 

한 인터록 (lnterlock)신호가 제공된다. 탱크의 상부에는 고압 안전밸브， 질소 충진， 저전도수 

순환 및 보충수 공급， 공기 배기률 위한 밸브 부착형 급수구 (Port)률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탱 

크 하단에는 배수를 위한 배수구률 설치된다 탱크률 설치함에 있어서 엄프장치를 기준으로 일정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펌프 홉업에 따른 냉각수의 흡입 압력의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기 

능을 가진다 표 5-3 -2는 저장/팽창 탱크의 기본 설계 사앙 및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가) 질소 계롱 

탱크의 가압을 위한 가스는 99.999%의 건조 질소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냉각시스템 펌프장 

치 제작의 경우， ‘사업단’ 의 지정장소에서 질소 공급설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탱크 가압 

을 위한 건조 질소가스는 성능시험 종료시까지 공급자가 별도의 용기형식에 질소가스를 공급하여 

야 한다. 이때， 질소가스의 압력은 약 0.3 kg/cm2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 2종의 압력 조정기를 

부착하여 단계적으로 감압하여 탱크에 홉입어야 한다 탱크에 설치된 질소 흡입구에는 수통 불 

밸브 (Manual lso lation Ball Valve)률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질소 가스에 의한 탱크 가압이 

완료된 후， 질소 가스의 누설율 방지하기 위합이다 

(나) 탱크 수위 계축기 

탱크의 수위 측정 및 인터록을 위한 샌서 및 전송부는 4-20mA OC 신호률 출력힐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별도의 제어용 유닛에서 원격제어 및 감시기능 제공) . 탱크 수위의 인터록 

은 별도의 펌프 구동 시나리오를 참조히여 구성하여야 하며， 탱크 수위의 50%를 기준￡로 펌프의 

On-off 인터록율 설정하여야 한다- 륙히， 냉각수와 직접 접축하는 센서부 및 연결부는 SUS304 

또는 SUS316 계열의 소재률 사용하여야 하며， 누설 방지률 위한 밀용장치는 Viton 동을 사용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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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2. 저장/앵창 탱크의 설계사양 빛 요구사항 

Reservoir/ 

Expansion Design Specification and Recuirement 

Tank 

o Volume : 0.1 m3 

o Material : SUS316/SUS316L 

o Fluid Level lndicator 

o N2 Pressurizing S~rs tcm 

o Pressure Relief \' alve 

ExT-20- 1 o Valved (Solenoid) Make up Port 

o Valved LCW Supply/neturn Port to Pump Suction 

o Valved Drain Port 

o lntcrface with l nterloclνControl 

o Quantity I set. including Pressure Relief Valve and Drain/Make- up 

1N2 SuppJ)' I'orts. LcveJ Sensor (wi th Field Indicator) 

(2 ) 펌프/모터 (Pump!Motor) 

펌프는 국가 규격의 해탕 기준을 충족하고， 펌프장치 (Cool ing Water Skid)의 공간 배치 및 크 

기률 고려하여 무밀봉 (Sealess)의 단단 수직형 원심펌프 (Sing le-stage \iertica l 

Centrifugal Pump)를 선택하여야 한다 임펠러 및 케이싱 1 축 퉁의 냉각수와 직접 접촉하는 부 

재는 SIJS316 또는 SUS316L의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터는 3φ ， 220과 380\1을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모터 (Electic-drive Motor)로써， 국가 규격에서 제시하는 진통 빛 소읍 기준 

(70dbA 이하)을 만촉하여야 한다. 펌프 및 모터가 조립된 장비는 진통율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진통방지용 지지대에 설치되어야 하며， 지지대는 힘프의 기본 회전주파수에 대하여 95% 이상의 

방진율 확보힐 수 있는 크기 및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펌프의 홉입 및 토출의 플랜지 접속부 

와 배관의 구성은 진동의 홉수률 위한 벨로우즈 퉁의 배관 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 구동장치에는 냉각시스댐의 열부하 륙생 (가숙장치의 RF Duty운전 모드의 륙성)에 따라 유 

$떨 가변힐 수 있는 가변숙 제어기률 설치하여야 한다. 가변속 제어기는 원격으로 펌프의 임펠 

러 숙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써 인버터 제어기 둥을 사용힐 수 있으며， 이는 펌프장치와 이 

격된 위치에 설치되는 모터 제어용 만넬 (Motor Control Center)에 구비되어야 한다. 표 5-3- 3 

은 펌프 및 모터의 기본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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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 펌프/모터의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 

Pump/Motor Design Specilïcation and Requirement 

o Type Single-stage, Sealess, CentriIu딩al ， Vertical 

o Design Flow Rate : 54 m3/ hl 

o Discharge Pressure : 5 kg/cm2 

o Motor : Electric, 3φ ， 380V (Variable Speed ControD 

o ßrcak Horse 1'0ψer : 10.5 kW (Pump F:fficicnc)', 700{,) 

P/~ 1 -20- 1 o Rated Motor Power 15 kW 

o Impeller/Casing/Shaft Material : SUS316/ SUS316L 

o Isolated V ibration Mount 

o Cabling with Flcxible Electric Conduit 

o Control Unit (lnterfaced with MCC PaneJ)/몇도 구입 가능 

o Quantity 1 set 

(3) 저 전도수 시스템 (LCW Purification/Fi Itrat ion System) 

저전도수 시스템은 DTL 가속장치의 운전의 경우， 연속적으로 냉각수의 수질 (Water Qual ity)를 

유지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설계요구사항 

펌프장치의 냉각수 Loop의 저전도수 수질율 확보하기 워하여 냉각수 전체 순환 유랑의 1 -5%를 연 

숙적으로 수처리 장치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저전도수 시스랩의 구성 부품 및 장비는 최소 

lO kg/cm2의 압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각종 계측기의 보정， 수지 및 필터 동의 교환주기는 

최소 l년 이상율 보증하여야 한다. 저전도수 시스램의 부품 및 장비의 운전 온도는 27i6 "c률 기 

준으로 하며 1 이때 실내의 온도기준은 20i3 "c의 범위로 한다 저전도수 시스템은 펌프장치의 스 

테인리스 스틸 지지 구조체 (Frame)률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이온 교환 수지 및 필터 교체 

의 원활성율 확보하기 위하여 장치 및 부품의 운송과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채택하여야 한다 표 

5-3 -4는 저전도수 시스템의 설계 요구사항율 기술하고 있다. 그럼 5- 3 - 4는 본 펌프장치의 저전 

도수 시스템의 부품 및 장치 구성율 포함한 계측 선도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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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LCW Unit Design Specification and ReQni rcment 

() Flow Hatc in I간Irification 1 .0이) 1-50
" of 1'otal Flow Rme 

(0.52.7 1l1~/hr) 

o 1'1-] Le\'cl 8~ 1 

LCW-20- ] 
o Electrical lksistivity ]0- 14 t-. I!;"cm 

o Dissolved Oxygen Contents <20 ppb 

o Particlc Sizc < 1 11m 

o Corrosion < ]00 ]11l1/yr 

o Quantity ] set 

표 5- 3- 4 저전도수 시스템의 설계사양 빛 

(나) 구성 부품 및 장비 

저전도수 시스탱의 부품 및 장비의 모든 채질은 냉각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관 또는 각 연 

소재률 

선택하여야 한다. 필터 및 필터 하우정은 부식 방지률 위하여 SUS3 1 6L로 제작되어야 하며， 필터 

의 카트리지 교체는 케이성의 해체후 교체가 가능한 구조률 가지고 있어야 한다 륙히， 필터의 

카트리지는 펌프장치의 정상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교쩌l할 수 있어야 한다. 필터는 저전도수 

시스탬의 전 • 후 배관 라인에 각각 5 μm 빛 1 11m의 카트리지를 장착한 하우정율 설치한다. 

탈산소 장치는 냉각수로부터 유리되는 과도한 산소률 제거하는 기능을 가기고 있으며， 냉각시스 

Hypalon 퉁의 Neoprene ’ Vi ton , SUS316 / 316L 또는 Buna-N , 결부 및 밀봉부에 대하여 

템의 산소의 제거를 롱하여 부식 및 미생물의 생성율 방지하게 된다. 탈산소 방법은 레진율 이용 

하는 방법과 미세 기공을 가진 뱀브레인 (Microporous Membrane)율 이용하는 방법 퉁이 있으나. 

공급자는 저천도수 시스랩의 크기 및 성능확보률 고려하여 향후 예비/상세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혼상식 탈이온 교환 장치(Mixed-bed [농ionization Exchange Tank)는 최소 10 kg/cm2의 압력 

기준율 충족하여야 하며， 수지의 온도는 50 "C 범위까지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환 장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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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중합체의 재질로써 작은 비드 형상￡로 물속에 존재하는 읍 또는 양이온을 제거할 수 있으 

며， 특히 저전도수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음이온 수지는 냉각수의 수소 (Hydrogen) 이온을 제거 

하고， 양이온 수지는 수산화물 (Hydroxyl) 이온을 제거하는 기능을 당당하게 된다 흔끼21-.식 털이 

온 교환장치는 저전도수 생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바로써， 운전 이력의 증가에 따라 수지가 오 

염된 경우 수지를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사용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인 수처리 장비의 하 

나로 인지되고 있다 고에너지의 양성자가속장치 ( 예， SNS)의 경우 ße- 7에 의한 냉각수의 방 

사능 오염을 우려하여 Amberlite lR - 1 20의 음이온 수지를 충진하고 있으나， 본 펌프장치의 시작 

품은 비교적 저에너지 가속장치에 이용될 예정에 있으며， 최근 방사선환경 분석 보고 ( ‘시업단’ 

의 2006년도 과제명가 차폐기술 및 방사선 안전관리， 이영욱，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하면 20 

MeV 빔럽프 냉각수의 방사화에 의한 핵종의 생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탈이온 교환수지의 경 

우， 특수한 이온 수지의 채택에 보다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펌프장치의 시작 

품은 저전도수의 수질을 포함한 제반 성능을 분석 및 병가하여 향후 본 제품에 반영하여야 하는 

상항을 고려하여 Amberlite IR - 120의 음이온 수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탄소흡착 장치는 분말 또는 구상형의 활성탄소를 이용하여 냉각수로부터 고분자랑을 가지는 유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활성탄소를 사용하여 냉각수내에 존재하는 염화 

물 및 중금속을 제거함으로써 본 저전도수의 수질 성능의 확보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외선 살균 

장치는 냉각수의 박테리아 퉁의 미세 유기물의 살균 빛 멸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냉각수의 

온도 변화 퉁에 기인한 미생물의 생성 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전도수 시스템의 

유량제어를 위하여 수동식 볼 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펌프장치의 운전조건에 따라 밸브를 

조정하여 저전도수의 유량을 제어힐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저전도수의 수질 

성능의 명가를 목적으로 수처리 장치의 전 • 후단에 시료 채취를 위한 밸브 부착형 샘플 취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관 및 계축， 저l어 

저전도수 시스템의 유통 특성， 수질 성능 계측 동을 위한 별도의 배관 빛 계측선도 (P&I미를 예 

비/상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수질 성능의 감시 퉁을 위한 센서 및 계측 장비 퉁은 펌 

프장치에 직접 부착하여 감시하거나 또는 원격 잠시를 위한 신호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수질 

성능을 계육하기 위한 공정변수는 pH , 전기 비저항 및 용존 산소농도 퉁으로써， 각각의 센서 및 

전송기의 경우， 원격감시률 위한 신호 (4-20 mA , DC)의 출력이 가능한 구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 륙성을 감시하기 위한 유량계 및 압력계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처리 및 계축 장비 

퉁의 전력 공급을 요하는 부품의 경우， 펌프장치 제어 판넬에 설치된 220V!l20V 전원율 공급받 

아 사용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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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열교환기 (Heat Exchanger) 

펌프장치에 사용하는 열교환기는 만형 (Gasketed Plate Type)의 단일 유로 구조 (Single-Pass) 

로써， 최대 열부하는 93. 7 kW이다 그립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열교환기는 Process Loop의 제 

어용 밸브률 롱하여 냉각수가 유통할 수 있도룩 구생되며 (Hot Side). 이때 열교환 (Cold Side) 

을 위한 냉수 (Service Chi lled Water)는 해당 유틸리티로 공급받도록 되어 있다 

열교환기의 열해석 및 수력계산을 위한 상업용 컴퓨터 프로그램 (PHex. v2. 0)을 사용하여 펌프 

장치 (RCCS-DTL20-1)의 최대 열부하 조건하에 따른 만헝 열교환기를 설계하였다 본 펌프장치에 

적합한 만헝 열교환기는 전열만의 개수가 61 장 (냉각 채낼. 30)으로써， 최대 Plate Pack Length 

는 약 220 mm 이며 1 국내 제조사에 의하여 제시된 전열만의 형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전 

열면적은 약 7.6 m2 이다 또한， 안전계수 (Fouled Heat 마tylHeat Load)는 최대 약 2. 7 이 

며. Fo띠 ing에 의한 Over Surface Rate는 l. 5%로써 열교환기의 옐부하 조건 및 세정 퉁의 운전 

조건을 충촉하고 있다- 특히 1 본 프로그램에서는 냉수 및 온수의 최대 유랑비율이 2.8 정도로 냉 

수 채널의 경우. ~Iul t i - pass의 열교환기를 중심으로 한 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최 

대 압력 손실은 44.5 kPa로 나타나 냉수의 압력 손실 조건 20 kPa을 충축하고 있지 않다 국내 

제조사의 열교환기 제작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열교환기는 Single Pass의 U-shape을 추천하고 있 

는 바1 냉수 채널의 압력 손실은 설계 기준을 충분히 만족힐 수 있을 것으로 만단된다 

펌프장치의 최대 열부하 조건에서 공급수의 총유랑. 15 kg/ s의 약 70% 00.5 kg/s)의 경우， 전 

열판의 개수는 최소 41장 이상을 밀요호 하나1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율율 고려하여 전 

열파의 개수를 61장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혼합수의 온도제어률 위한 제어용 밸브의 구동 륙성 

동율 고려하여 온도 제어 법위를 만축하는 밸브 개도를 20-8Ü"..;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 

다. 또한， 열부하 추종 (RF duty의 변화 퉁)에 따른 열교환기의 과냉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우1하 

여 냉수의 공급 유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3-5는 만형 열교환기의 기본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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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5 만형 열교환기의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 

Heat 

Exchanger 
Design Specification and Requirement 

o Type : Plate, Single-Pass, U- arrangement 

o Thermal Capacity : 93.7 kW 

o lnput Pres5ure 4 kg/cm2 

o Hot Side Pres5ufc Drop. ll1ax : <0.4 kg/cm2 

PI!E- 20- 1 
o Cold Side Pressllre Drop. ll1ax : <0.2 kg/cm2 

o Plate/ Shaft Material : SUS316/S US316L 

o Gasket Material Viton 0 1' BUNA-N 

o Fra ll1e lVIaterial SIVI45C with Painted 

o Pressure/Temperature Gallge ln volved 

o Quantity I 5et 

(5) 제어용 밸브 (Contro I Va I ve) 

펌프장치의 제어용 밸브는 국가 규격의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구매된 제어용 

밸브의 설계 및 장비 사양， 계산서 및 시험 성적서 동에 대한 검증 문서를 예비/상세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어용 밸료는 열교환기의 온수측 (Hot Side)과 분기관 (Bypass)의 냉각수를 분 

배하기 위한 밸브와 열교환기 냉수측 (Cold Side)의 냉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의 2 종류 

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 3 방향 분배형 제어용 밸브 (3- way Diverting Contro l Val ve) 

냉각수의 공급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온수측의 주 제어용 밸브는 그립 5-3- 1의 P&lD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펌프 토출측의 80A (3 ’) 배관 라인에 설치되며， 열교환기의 온수측과 분기관을 롱하 

여 냉각수를 분배하기 위하여 3-방향 분배형 제어용 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어용 밸브는 설 

정 온도 기준에 따른 온도 제어기의 조작 신호 (4-20 뼈， DC)에 따라 열교환기 온수측의 냉각수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유량 제어 범위에 대하여 선형특성 ( Li near 

Characterist때)과 유량의 분배를 위한 개도를 조정하는 경우， 배관의 불안전성 (Water 

Hammer)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된 개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어용 밸브는 냉각수의 수질확보를 

위하여 냉각수가 직접 접촉하는 몸체 (Seat) 및 플러그 (Plug) 동은 SUS316/SUS316로 제작되어 

야 하며， 플랜지 연결 및 밀봉부위는 Teflon 또는 Viton 동의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온수축의 주 제어용 밸브의 구동자 (Actuator)는 전기모터 (Electric Motor) 구통형으로써， 제 

어기로부터 신호를 받기 위한 입혁 신호부 (4- 20 mA , DC)와 밸브 개도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궤환 신호부 (Feedabck , 4- 20 뼈， DC)의 2-wi re의 전송부률 포￡녕}여야 한다 이때， 전기모터 

- 331 -



의 입력천원은 220 VAC률 기준으로 한다. 제어용 밸브의 구통 정밀도는 일정 구동범위 (85%)에 

대하여 t1%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구동자의 속도는 전체 구통 법위 (Stroke). 40 mm에 대하 

여 O‘ 8 mm/sec 이하의 구통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동자의 하우정은 전기절연 규정 (t\'EMA 

type 4)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립 5-3-5는 80A 크기의 3-방향 분배형 제어용 밸료에 대한 밸브 

의 유동 특성 (압력 손실. 0.5 kg/ cm2)을 나타내고 있다， 

냉수측의 제어용 밸브는 주 제어용 밸브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열교환기에 공 

급되는 냉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냉수측의 제어용 밸브는 50A (2’) 배관 라 

인에 설치되며， 개구부의 크기는 40A (1 - 112 ’)이다. 구동자는 전기모터 구동형으로써 입력 신호 

부 및 궤환 신호부의 2- wire 전송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냉수축의 제어용 밸브의 구통 정밀도는 

일정 구통엄위 (75% )에 대하여 土1%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구통자의 속도는 전체 구통 범위 

(Stroke l. 20 mm에 대하여 0.4 mm/ sec 이하의 구동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동자의 하우정 

은 전기절연 규정 (NE배 type 4)율 준수하여야 한다 그립 5-3- 6은 40A 크기의 3-방향 분배형 

제어용 밸브에 대한 밸브의 유통 특성 (압력 손실. 0. 5 kg/cm2)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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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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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0 
75 
80 
85 
90 
95 
100 

della PL二띄 

F l o삐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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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33 .8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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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51. 1 
56.0 

SI( ‘)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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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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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한 밸므의 유통 특성 

0.5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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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3-방향 분배형 제어용 밸브에 

손실， 압력 (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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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3-6 3-방향 분배형 제어용 밸브에 대한 밸브의 유통 륙성 

( 40A , 압력 손실. 0.5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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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 가열기 (ln-Line Electric Heater) 

펌프장치의 전기 전열기 (lnline Electrical Heater)는 가숙장치에 RF 전력의 공급을 개시하기 

이전에 DTL 장치 및 전자석 퉁에 공급되는 냉각수률 가열하여 가속장치의 운전 온도률 일정 범위 

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숙장치의 정렬의 경우， 가속장치의 온도률 터널내의 실내온 

도 이상의 정상 운전 조건으로 유지함으로써 RF 전력 인가에 따른 가숙장치의 공진주파수 튜닝 

동을 용이하게 힐 수 있도록 한다 본 전기 가열기의 용량은 시작품의 펌프장치 및 전송 배관계， 

다지관 및 DT의 공급/회수 배관계에 충진되는 냉각수의 가용 부피를 개랑하여 약 20분 이내에 7 

℃의 온도 상승을 유도힐 수 있는 용량으로 결정한다 이는 가속장치의 운전 정지 빛 개시 동의 

운전 시나리오률 중심으로 RF 전력의 인가 이전에 요구하는 시간 내에 (콜라이스트론의 가열 시 

간 고려 퉁) 운전온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전기 가열기는 가열 요소 (Heating 

Element)의 주기적인 보수 및 교체률 위한 설치 공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냉각수의 입/출구는 

압력 손실의 최소화 빛 유지보수의 연의성율 확보하기 위하여 플랜지 연결 구조률 채택하여야 한 

다 전기 가열기는 3φ ， 220 V.A.C 전원 공급 빛 SCR (Silicon Controll ed Rectifier )을 이용한 

On -off 제어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표 5- 3-6은 전기 가열기의 설계 사양 및 요구 사항을 기 

술하고있다 

표 5-3- 6 전기 가열기 시스템의 설계사앙 및 요구사항 

Inli ne 

Electrical Design Specification and Requirement 

lIeater 
o Thermal Capacity 20 kW (Safety lVIargin) 

(0.69 m3*4 ,184 kJ/ m3' "C *7 "C / 1200 sec)= 16.9 

kW 

o Material (Shell/Element) : SUS316/SUS316L 

EII - 20- 1 o Flanged Connection 

o Valved Drain Port 

o scn Controller Unit Ontelfaced with MCC PaneO 

o Power 3φ ， 220 VAC 

o Quantity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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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냉각시스랩의 계축 및 제어 설계요구 사항 

(1) 가숙장치의 공진주파수 제어 및 운전 형식 

DTL 가숙장치의 전자기장 공진주파수는 DTL 탱크의 몽체 빛 내부 Cavity (Drift Tube)의 형상 

및 크기에 따라 변하게 되며， 이러한 가숙장치의 크기 (체적)를 변화시킴으로써 DTL의 공진주파 

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숙장치는 LLRF (Low Level RF) 시스템 및 RCCS 

(Resonance Control Cooling System)을 사용하여 공진주파수률 법가숙 (Proton Beam 

Acceleration)에 요구되는 정도로 정밀하게 유지할 수 있다. 현재， PEFP의 20 MeV 가숙장치의 

공진주따는 정상 RF 부하 운전 조건에서 350‘ 000 MHz 이다 DTL 가숙장치는 제작 완료와 더불 

어 RF 무부하 운전조건 및 실내 온도률 기준으로 한 냉각수의 유통 조건에서 Post Coupler 또는 

Slug Tuner률 사용하여 요구하는 공진주따수， 축， 350.000 MHz률 다소 이격 (Offset)한 주파수 

로 예비 조정 (Pre- tuned)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격 공진주파수는 RF 부하가 인7t됨에 따 

라 DTL의 탱크 몸체 및 내부 Cav ity가 가옐되어 팽창됨으로써 이격된 주파수가 보정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냉각시스템의 RCCS 멈프장치를 이용하여 DTL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가 

변하고， 이에 따라 내부 Cavi ty (Dri ft Tube)의 형상 및 크기를 변화 (앵창/수축으로 인한 영상 

변화)시킴으로써 DTL 가속장치의 공진주따수를 제어힐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DTL 가숙장치에 RF 부하가 인가되어 정상운전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DTL 가숙장 

치는 기계의 구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열전달 및 냉각수의 유동， 전기적인 륙성이 복합척으로 

작용하여 DTL의 공진주파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DTL 가속장 

치의 공진주따수를 제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적인 제어 륙성을 가지는 LLRF 및 

RCCS를 공유힘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립 5-3- 7은 DTL 가숙장치의 공진주따수 제어률 위한 

L머F 및 RCCS의 기능 및 운전 개념율 도시하고 있다 (SNS의 공진주따수 제어 개념율 준용뼈 

척용함) . 표 5-3 - 7은 DTL 가숙장치의 공진주파수 제어률 위한 LLRF의 주파수 신호 범위 빛 RCCS 

의 제어 륙생율 기술하고 있다 냉각시스멈은 LLRF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공진주파수 오차에 대한 

신호를 받아 PlD 제어기률 롱하여 DTL의 냉각수 공급온도률 조정하여 공진주따수률 제어하게 된 

다 (RFEFB Mode, RF Error Feedback 뼈de) 그립 5-3 -8은 DTL의 공진주파수 제어률 위한 RCCS 

PlD 제어 선도를 개념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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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Ll&flcy A9Ile 
Only 

F .. F‘ 
Fo.33 낭1z Fo.10 KHz 

RCCSlAgole Band 

Dead Band 
Ouler 

FkJ. Fo FIo ' F‘· 

Frequency Aglle 
。nly

F"‘ 

Fo" kHz 350 MHz Fo+1 KHz F。‘ 10 KHz Fo‘ 33 kHz 

Fno RF 

Fo+ 100 I어Z 

그립 5-3-7 DTL 가속장치의 공진주따수 제어률 위한 LLRF 및 RCCS의 운전 법위 

” ""''''' 

flmw’“n에 

’4mp4"U14 Conl'O’ ‘“· 

Rr r .... u. n"1 c. ft1",‘ “ ... '"" 

그립 5- 3- 8 RCCS PlD 제어 개념도 (온도제어 및 공진주파수 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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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7 DTL 가축장치의 공진주파수 제어률 위한 LLRF의 주파수 신호 범위 및 RCCS의 

제어 륙성 

운전 복성 공진주파수 범위 
LLRF 및 RCCS 재어 특성 

(0야ration Featuresl (Fo : 350 I\!HzI 

。 RCCS 냉각시스템의 재어용 뱅브의 일정 개도 유 

지 (No Conlroll 

Fo > FOi3~ kl-lz 
o LLRF의 RCl\! m esonance Contro1 1\ I여u 1e)의 • F 

동주파수의 감사 잇 조정 

o LLRF보부터 구동주파수의 오차에 따른 0- 10 \. 

DC analog 신호 딸생 잇 RCCS로의 전송 

LLRF 공진주따수 감시 LLRF 신호 임위 및 RCCS 구동 특성 

모드 

(LLRF Frequency 
o Negative Frequency Saturation (Fo-33 kHz ) 

o RCCS 구동 
Ag ile Onlv) ])0 \ - 0.5 \' 

* 연"’ *μI Loop륜 팡하여 g 은 냉각수 유동걷 유시 

(C \ _IIX_Loop: 1000"-; Opcn) 

o Positi ve Frequency Sawra lÎon (Fo+~1 k1lz) 

21 9.5 V - 10.0 V 
o RCCS 구동 

• Bypass Loop틀 동하여 모든 냉각수 유동웅 유지 

(C\'_IIXJ-∞p: 0%‘ Closel 

o RCCS 냉각시스템의 제어용 밸므의 개도 조정 

(PID Contr01l 

Fo < Foi33 kHz 。 LLRF의 RCM mesonance Control Module)의 구 

동주파수의 감시 및 조정 

o 주파수 오차 신호의 RCCS 전송 

LLRF 신호 범위 및 RCCS 구동 욕성 

o Frequency Range: -33 kHz to 0 kHz 
RCCS 제 어 및 LLRF (Lα，ver Frequency Limit: S!W Selectablel 

갑시 모드 o RCCS 구동 
mccs ControVLLRF 

11 0.5 V - 5.0 V 
• PID 제어플 풍한 냉각수 공급온도 제어 

Agilel (Coo1ing, 5.0 V. 0 kJ[zl 

• P!O Temp. Set Poinl (21 - 27 'c) 

o Frequency Range: 0 kHz to 33 kl-lz 

(Higher Frequency Lirnit: S!W Selectablel 

21 5.0 V - 9.5 V 
o RCCS 구동 

• PID 제어를 통한 냉각수 공급온도 

제 어 (Heating , 5.0 V, 0 kHzI 

• PID Temp. Set Poinl (27 - 3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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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특성 공진주파수 범위 

(Operation Featu resl (Fo : 350 MHz I 
LLRF 및 RCCS 제어 특성 

o RCCS 냉각시스템의 서1 어용 벨므의 개도 조정 

Fo < Fo t10 kHz (PID Controll 

and o LLRF의 RCM (Resonance Control Modulel의 구 

Lo\ver (<Foi 1 동주파수의 감시 및 Lock ( Klystron의 구동주파수) 

kHzI * 5 kHz! 'C 기준 

o 주파수 오차 신호의 RCCS 전송 

LLl1 F 신호 범위 및 RCCS 구동 특성 

o Frcqllency Range: - [Q kl-Iz lo 0 kl-Iz 

RCCS 제어 및 LLRF (Lower Freqllency Limit S/W Selectablel 

Lock 모드 o RCC::; 구동 

(RCCS Control/Dead 11 0.5 V - 5.0 V " PID 제어릎 통한 냉각수 공급온도 제이 

BancV (Cooling, 5.0 V, 0 I<]-[zl 

LLRF Lockl * PID T emp. 5et Poinl (21 - '2:7 'C 1 

" Temp. Stability: <W.2 'C 

() f' requency I긴lllge: 0 ld~z lo IO kl-Iz 

(Ilighcr Frcqllcncy Limil : 5/W Sclcclablcl 

o I1CC::; 구꽁 

21 5.0 V - 9.5 V PID 제어릅 통한 냉각수 공급온도 제어 

(Healing, 5.0 V, 0 kHzI 

PID Temp. Set Poin t (27 - 33 'C 1 

, T emp. 5 lability: <iO.2 'C 

(가) RCCS 펌프장치의 운전 형식 (Ope ration Modes) 

DTL 가속장치 및 RCCS의 운전 형식은 운전자가 Operator lnterface Pane l /Screen에서 직접 선 

택힐 수 있으며， 초기 운전， 가속장치 정렬 및 저전력 부하시험， 정상운전 및 제반 운전 시나리 

오를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RCCS 멈프장치의 운전 형식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5- 3-8 

에 기술한 바와 같다 펌프장치의 온도 및 LLRF 주따수 오차선호에 의한 PID제어 프로그램을 포 

함한 데이터의 획득 및 출력 상태， 저장， 전송 동은 LabVIEW Toolkit을 사용한다. 온도제어 모 

드의 특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고， 저전력 부하 운전에 따른 가속장치의 공진주파수 추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용 PlD제어기를 제어반 (Local Control Panel)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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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8 RCCS 펌프장치의 운전 형식 및 륙성 

훈전 형식 
명프장치 구 ，1\어용 밸므 구동 

(Operation 운전 욕성 션정기준 빛 조정 
동상태 상태 

Mo여de앉s) 

o 우부하 RF 운전 o Heater Loop의 출구 
o 엠프 윷구 

o 수동 Tum .on/ 지동 온도 
유량 기준 Tcmperature 

Turn• off o lIeater BYP8SS 
o 1101 Sidc Bypass 

/ 
o SCR 전역시1어 ‘냉프의 Close 

P u rn p L<x끼〕 

Ilc,ning 
o 가속장치 정헨 둥 o 011 off 셰어기 

S p e e d 의 유동 

o LabVIEW TωIkil (Hernot밍Local! 
PID ，1\어 

o RF 저 부하운선 

o RF Iρng Trip시 젠힌 
o 펌프 츄구 

o 1101 Side의 영교 

o Heater-Off o RF 우하추중에 
유량 기준 

한지 ’싱 B、 pass

1‘cmperC:llur，앙 U 산엽용 PID 세어기 따듀 냉각수 공긍 온 Loop의 앤브 구동 

COl1 trol ( A u 1 0 • tuning. 5, P u rn p 
o Cold 5ide~1 연 교 

F앉dforward‘ o PID 깨어기 듀닝 
S P e e d 

한71 

Gain ScheduJinμ 기 능 iε 
PID 셰어 

유량의 1'10 새어 

함)의 사용 

RF 정상운선 넷 liJ사속 o 에프 ?• f 
‘’ Ilot Sicle희 연 .:u~ 

o LLRF 수파수신호 
() LLRF 주피수 

유량 시운 
안 71 ‘￡ B、 μass 

o RF 시 잇 고부하 운선 
에이 신호 Lα:>1)의 밴브 ì J.•b," 

(Q 10\' ) 
P 1I m p 

o Culd Sidt，의 영 괴 
o Heater-off 

o PID 세어지 휴닝 
s p c e d 

o LabVIEW T，αJlkil PID 세어 
한기 유양의 PIO 

서1 어 

o 엠프 융구 

RF 순간 정지 유 량 

o LLRF 주파수신호 o LLRF 주파수 기 J: 
o Ilol Side ‘싱 Cold 

Il.esonance Side의 세이용 밸 

Frequency 
oRF 저 빚 고무하 운선 에러 신호 P u m p 

g 

o IIeater-off (Q 10V) S P e e d 
Control 인시 정지 

o LabVIEW Toolkit PIO 재어 

일시 정지 

o 혐프 춤구 
o 1I0t Side의 혈교 

RF 장시간 정지 
유 량 

환기 1시 Bypass 
o 지정시간 초과 o IlF 부하추종에 따륜 

기 준 
lιXJP의 앨므 구동 

o Temperature Control 냉각수 공급 용도 o Cold Side의 

M여e 절환 o PID 찌어기 휴닝 
Pump 

영고!환기 유량의 

o LabVIEW To에<i t 
Speed 

PID 
PIO 셰어 

찌이 

o 펌프 속도 수동조작 
U 위프 윷구 유량 져1 

ManuaJ o 앤브 개도 수웅조작 
츠、 o 펌프 인정 

o Heater 수동조각 
o 냉각수 온도 잊 속도 

~~허 둥 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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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CCS 펌프장치의 감시， 안전 빛 보호 계롱 

RCCS 펌프장치의 주요 감시 및 안전， 보호 계롱은 양성자가속기의 별도의 운전 지침 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본 펌프장치의 국부적인 감시，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최소의 공정연수률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EPICS를 이용한 감시 계롱의 신호 전송 동은 별도로 정함) 각 공정연수의 

Alarm 동은 4단계 (HiHi , Hi , Lo , LoLo)로 구성하며， Interlock/Trigger의 발생 등에 대하여 

는 예비설계/최종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저장/팽창 탱크의 수위 (Leve l Alarm/ lnter lock to Pump Motor Power off) 

펌프장치의 냉각수 공급 및 회수 배관계의 유랑 

(Flow Alarm/ lnterlock to Pump ~ Iotor Power of f) 

펌프장치의 냉각수 공급 및 회수 배관계의 압력 (Pressure Alarm ) 

펌프장치의 전기가열기 출구온도 (Temperature Alarm!lnter lock to SCR PO\ver of f) 

저전도수의 비저항 및 산소 농도 (Res istiv ity/ Oxygen Alarm) 

( 2) 멈프장치의 제어장치 구성 

(가 ) 제어장치의 하드웨어 특성 

DTL RCCS 엄프장치는 산업용으로 낼리 쓰이고 있는 윈도우즈 시스템 기반의 리얼 타입 시스멈 

(Real Time Operation System , INtime 3.0 , 윈도우즈 시스템은 Embedded XP를 탑재한 SBC 보 

드)에 의해 각종 프로그램 및 신호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륙성을 가져야 한다. 로컬 제어반의 터 

치스크린으로 각종 제어 인자의 입력 및 운전 모드의 전환이 가능하고， 향후， lOC/ EPICS 기반의 

원격 제어 및 감시률 위한 러모트 제어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윈도우즈 시스템 기반의 리얼 

타임 시스랩은 윈도우즈 OS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어‘계측 시스템에 리얼타임 (INtime) 소프트 

웨어률 부가하여 시스템상의 주요한 처리를 실시간 어플러케이션으로 개발힐 수 있는 륙정율 가 

지고 있다 륙히， 윈도우즈의 유연성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보다 높은 신뢰성과 정밀한 리얼타 

임 성능율 추구하고， 그래픽이나 인터넷 동 리얼타임 기능이 필요 없는 어풀리케이션률은 기존의 

윈도우즈 환경하의 용부한 툴률을 그대로 이용 가능하며 EPICS lOC를 내장힐 수 있는 장점 퉁율 

이용할 수 있율 것으로 기대된다. 그립 5-3- 9는 RCCS 펌프장치 빛 계측·제어기의 구성도를 나타 

내고 있다 계축 제어기는 온도제어 및 LLRF 공진주파수 제어 및 공정변수의 데이터 입 출력 신 

호 퉁율 위한 I&C Panel과 펌프ν모터 천원， 전기가열기 전원은 약 3φ ， 35 kW의 전력 인입 및 

제반 현장 계축기의 전원공급 (24 VOC 또는 220 VAC)을 위한 모터 제어 Panel (Motor Control 

Pane 1 )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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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강/씬‘n <:j 서 세이 I} 11' 

(:;>) 건 r./~’ ‘:t . .;;.~! ’l이 Q!' 
(3) .~ ‘L 각잉'/ Ii 
(‘1) ln terlock 'l;. 

’“.‘1 

klr「펴기 
~.~많펴 
L4i[쁨 j 

-
(5) S:I、이 e ßj、e(l C‘”’'l pllt''''I~ 

(6) 1>10 ’‘’‘OI" lllg/\.on lrtll lOllth S<H'CI、 、，‘”‘ ’ 1 0'
(1) 징시 세어 3 신 I~ ^쩌시 

그립 5- 3- 9 RCCS 펌프장치 및 계측 제어기 (Loca l Contro l Pane l ) 구성도 

CD 윈도우즈 시스멈 기반의 리얼 타임 시스램 

。 하드웨어 (SBC ) 플랫폼 

CPU lntel Pentium 호환 

메모리 64 MB 이상 

HDD 1 GB Compac tFlash 메모리 

Ethernet: 101100/ 1000 

· 윈도우즈 운영체제 Window XP Embedded 

. SBC 보드의 앞연과 윗연 

(2) I Ntime 3. 0 리얼타임 운영체제 

lNtime은， lntel사에 의해서 제작된 OS iRMX의 리얼타임 커낼로써， 본 펑프장치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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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Reallime 
。pplicalion

、이끼n32 API 

Windows 

Windows Task 

User Mode ( Ring3 ) 

Kernel Mode ( Rlng 0 ) 
nighact 

1'1 191'1。“ →~"J 
~ .. ~ .... 、 」←)→-j

」 - -:、 、L
lowos‘ 1()W",,, t 

W1000\lVS INtimc 

NT pri。끼’ les RT priori! les 

4넓놓 

Real ’ lπ'e API 
(INtlme API,iWIN32 API) 

Realtìme 
Ko rnol 

Realtime TASK 

INtime Architecture 

그립 5 • 3• 10 Wi ndows 기반의 Hardware (8BC Board) 빛 INtime 08 

~ Local Contro11er 하드웨어 구성 

펌프장치의 Local Controller의 신호 입출력 모률은 LabVIEW/Tool kit의 프로그램， 제어기 특성 

퉁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HCC ADl 608: 8 채널 아날로그 입력 모률(16 버트) 

HCC DA1608 ‘ 8 채널 아날로그 출력 모율(16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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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C 0132: 32 채널 디지털 입력 모률 

. HCC 0032: 32 채널 디지탤 출력 모률 

. HCC RT04*3: 12 채낼 RTO(temperature) 모률 

. HSCU AIO: 아날로그 입출력 시그널 컨디셔닝 박스 

HSCU 010 디지털 입출력 시그낼 컨디셔닝 박스 

(나) 저1어장치의 PlD 프로그램 륙성 

DTL RCCS의 온도 및 공진주따수 제어는 LabVIEW/Too lkit율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온 

도 제어의 경우， 별도의 산업용 PIO 제어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제어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그립 

5-3- 11은 LabVIEW/Toolkit율 이용한 PlD 제어 프로그램의 일례를 나나내고 있으며， 본 혐프장 

치의 경우 각 제어 요구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프로그램 뻐d띠e을 작성하여야 한다. 

}~，J‘ ’ ι 

‘’ .. """.‘ PIO cOlltrol s'l허 용'" 
1“ ''')’““ 

a ’“- ‘_ •• ‘ ”。。，，“ii
‘"- "-"“ 

.. 

그립 5-3-11 LabVIEW PIO simulation 도식도 

라. OTL 냉각시스랩 시률레이션 

(1) RCCS 냉각시스템의 개요 

그립 5-3- 12는 20 MeV DTL의 공진주파수 제어률 위한 저전도수(Low Conductivity De ionized 

Water) 냉각시스템의 개략도률 도시하고 있다. 펌프장치의 냉각수 유량은 DTL의 혈부하 조건에 

따라 가연속 혐프(Variable Speed Pump)에 의뼈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한， 정상 상태에서의 

냉각수의 온도 체어는 3방향 제어 밸브(3-Way Control Valve)의 개도에 따른 열교환기 배관계의 

유룻t율 제어 통해 이루어진다 무부하 운전 빛 냉각시스템의 초기 운전의 경우， 냉각시스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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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용량의 전기 가열기 (Immersed Electric Heater)률 적용하여 초기 운천의 온도 안정화률 

마련하였다 저전도수(Low Conductivity Water ) 순수여과장치(Deionized Water Fabrication 

Uni t)는 냉각수의 청정도 빛 내부식성율 유지힐 수 있는 장치로써 폐회로 냉각시스템 총유통의 

1 ~5%의 유량율 분기관(By-pass Loop)율 통하여 지숙적으로 순환 및 공급한다. 

DTL 20-1 

LC、，y Unit + 
ReservoirlExpansion Loop 

hilled Watel 
Supply 

RCCSSkid 

그림 5-3-12 Flow diagram of the LCW cooling system 

(2 ) 이론적 배경 

배관 부숙에 의한 손실은 생대신 손실계수 K로 나타내며 1:]-음식과 같다 

f::，. P = KE.확 (1) 
2A ‘ 

ðP = Pressure 105S K = L055 Coefficient 

A = Cross-sectional Area p = Fluid Density 

Q = Volumetri c Fl ow Rate 

열교환기 해석에 있어서 열교환기의 입구 및 출구 온도률 알 수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율 경우， 

일반척으로 LMfD(Log Mean Temperature Different)가 쉽게 계산되어 열션달률， 전옐 연척 ， 총 

궐열전달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냉각시스템과 같이 운전 온도에 따라 열교환기의 

온수측과 냉수축 유량 및 온도가 연하여 입 • 출구의 온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열을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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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도(Effectiveness)에 의한 방법율 적용한다 따라서 아래의 유효도-NTU의 방법은 시스템의 

적합한 열교환기를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l - expl(- UA/끽111 11 )( 1 끽11 111/ζ… )J 

,= ( 1- 낀IIln/긴… )exp l( - [가/ζ'iU)( 1 긴lI illlζ”“ )1 

NTU = UA /α”’‘ 

C = m c 

c = Effectiveness U = Total Heat Transfer r a t e 

A = Cross- sect .ional i\rea C = Capac i ty rati o 

(3) 냉각시스랩 모델링 

(2) 

Flo .. master(Ver. 6.5)는 l차원 해석 상용 T。이로， 실제 도연율 생성하기 전 단계에서 실제 불 

러적인 값율 입력하여 계통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Software다‘ 륙히， 매우 구체적인 3차원의 

기하학적인 Simulation 보다는 단순화된 구성요소들 사이의 압력 손실， 유랑 또는 온도 륙성율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초기설계 단계에서 검증힐 수 있는 Software PackageCf 

그립 5-3-13은 Fl o\Omaster률 이용한 냉각시스랩의 시률레이션 모델렁으로서 게이지 254 , 247 , 

241 , 253 번은 유량을 도출한다. 압력 게이지는 246 , 249 , 251 언이다. 그러고 열교환기와 DTL 

의 공급측의 온도는 256 , 250 , 255 , 244에서 산출된다. 

219 

” 

2’3 

를 

를 

218 

21< 

2써 

‘ 

윌“ 
앙’ 

217 

". 

)‘ 

힘Ft펴 
윌g、뼈6 

208 

• 
m 

22‘ 

그립 5-3-13 Simulation modeling of the LCW cooling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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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9 Parameters of the simulation mode ling 

Length Volume ~P 
Description Pipe Size 

(m) (m3) Icm2) 
Pump 65A 4.01 
Pump Discharge 80A 2 0.01 0.20 
3- Way CV 80A 0.62 
By- pass 80A 2 0.01 0 
PHE in let 80A l oαl5 0.01 
PHE 65A 0.49 
PII E Out 80A 0.005 0.01 
J\eater 40A 0.45 
Mixed Out 80A 5 0.026 0.20 
Skid Out 80A 25 0.1 29 0.24 
DTL In 80A 25 0. 129 0.24 
DTL Manifold 80A 8.86 0 여6 0.65 
DTL Out 80A 25 0.129 0.24 
Skid In 80A 25 0.129 0.24 
Pump Suction 없)1\ 6 0.03 1 0.39 

l ‘oμd 128.86 0.648 

냉각시스템의 각 부분의 배관 크기， 길이 ， 체적 및 압력강하(Pressure Drop) 둥을 표 5-3 -9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총 배관계의 내용적은 0.648 m3 , 압력손실은 3.61 kg/cm2이다. 또한， 열 

교환기 온수측 제어용 밸브의 개도를 0~100 %까지 변화 시킬 경우， 전체 압력강하가 3.35~3.73 

kg/cm2 의 압력 변화가 발생하는 것율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어용 밸브를 통한 온도 제어의 정밀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교환기 분기관에 유량 및 압력율 조절힐 수 있는 Balancing Va l ve가 요 

구된다 

표 5- 3- 10 Flow rate & pressure drop for hot side control va l ve opening 

Description 
To PHE Flow rate Total ~ P 
(m3/hrl (kg/cm2) 

Heater On 54 4.01 
Heater Off 54 3.73 
PHE line 100% 54 3.73 
PIIE line 90% 42.24 3.58 
PHE line 80% 41.41 3.47 
PHE line 70% 36.24 3.40 
PHE line 60% 31.51 3.36 
PHE line 50% 27 3.35 
PI-IE line 40% 22 .49 3.36 
PHE line 30% 17.76 3.40 
PHE line 20% 12.6 3.47 
PHE line 10% 6.76 3.58 
0% 0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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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1 Parameters as a function of cold side valve 。야ning 

Gauge 
20% 30% 40% 

\Jn 
50% 60% 70% 80% 

254 54.14 54.05 54 53.96 53.94 53.92 53.9 
247 27.07 27.02 27 26.98 26.97 26.96 26.95 
241 27.07 27.02 27 26.98 26.97 26.96 26.95 
253 2.7 4.05 5.4 6.75 8.1 9.45 10.8 
246 4.02 4.04 4.05 4.06 4.06 4.06 4.06 
249 3.5 3.52 3.53 3.54 3.54 3.54 3.54 
251 3.5 3.52 3.53 3.34 3.54 3.54 3.54 
256 42.23 3 1.51 26. 18 22.94 20.78 19.22 18.08 
잉O 43.01 32.42 27.34 24.26 22.29 20.84 19.82 
255 39.76 29.18 24.1 21.02 19.05 17.6 16.58 
244 41.41 30.82 25.75 22.67 20.7 19.25 18.23 

표 5-3-11은 온수축 제어 밸브의 유랑율 열교환기 쪽으로 50 %의 유량으호 고정하고， 냉수측의 

유랑율 연화 시킬 때의 유량， 압력， 온도 변화의 정상 상태에서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그립 

5-3-14는 시간 연화에 따른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 결과， 냉수축의 유랑이 종가할수록 운전 

온도도 상승하는 것을 예측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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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3- 14 Transient analysis of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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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론 및 향후 대책 

- 정상 상태에서의 냉각수의 온도 제어는 3방향 제어 밸브의 개도에 따른 열교환기 배관 

계로의 유량을 제어 롱해 이루어진다 

제어용 밸브률 통한 온도 제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교환기 분기관에 유량 

및 압력을 조절힐 수 있는 밸브 퉁이 요구된다. 

- 온수축 제어 밸브의 유랑율 열교환기 쪽으로 50 %의 유량으로 고정하고， 냉수측의 유 

량을 변화 시킬 때 ， 냉수측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운전 온도도 상승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 냉각시스템의 RCCS 펌프장치률 이용하여 OTL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가변하고， 

이에 따라 Cavi ty의 형상 및 크기률 변화시킴으로써 OTL 가속장치의 공진주파수를 제어 

힐 수 있율 것으로 판단된다. 

- 349 -



마. 냉각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시험 

(1) IJfL 냉각시스템 시작품 제작 공정 

DTL RCCS 시작품 제작 공정은 아래표와 같으며 설계된 RCCS의 레이아옷은 아래 그립과 

같다 

표 5-3-12 , Schedule of Fabricati on for the RCCS Prototype 

PliJ'P 01l. .U...ti ，.셔틀 쩌'It ~U오j켠끼l"'~“1찌를l2!>! ~’혹1!"10~ 

1""1 

1 ‘“씨‘‘””‘ ’져 에세-a -,-, -, ” ?1 

l’ l ”예- ‘4 1 "， .，. '!.iL싸N>.아""""".， .. ‘ 
.. ‘i ‘ ••• 

I -="'l"에”‘“ .. '-"껴‘ • +--
1 .에꺼‘”‘ •• 

)“, jK ‘ .”，4I에t i4h’t‘’ ,i,,.’ “ ‘·a‘ ” r-J안 i l-~- 간 메-- :lt ‘ 
싸1::: 기 ,, •• ‘. 다‘· ”g A ” ii,‘ << 

+ • 
ι I .. • 

* 

1:: 1쳐:::‘ 서 + ‘ +, • .. ... ...J ~ 

l”lT」t”iL’;”ir “~← ••• -<--‘ γ ， -• ‘- H 
1 ... ,. ... '"" 
I‘i@su ·“,..‘ ••• 끼‘” -‘ - - • + 

•c-•- -if -’ r • 
t iF「- F+- * L 1-- - 뉴-

1 ’ ι·-·- ! -“’에.olC .tll) + ‘ L r 
내←l’“l”M·‘ “ i“ “’ •• 에‘ .... '1 .fi ‘ •• -•. -•-

l “ 
j‘ “”’ •• 1- ‘., 1M '1"" ‘ •• ‘’ 

".이에1 세’ [’ 1 ’ ••• 
tT주끼 { 없LJ-!← ‘l -r二 :LJ- t 1 j 1 ++ t ’“ .... 셔1 l뼈 ... ‘「”-!---난 -- .「， -「- --‘ a「 ,,.‘’.t ..... ‘’ 

j 냐1 1-".‘-’u셔 -빼꺼‘·4““서·.“ ~ :j....:t 

- 350 -



꽤
메
 
없
바
 · 다낌 
다뭔 

‘/‘받 

R

때
 π
떼
 

，-~다뭔 
먼션프」 다낌←~ 

다뭔‘ 
많] 

덜3 
다김‘ 
다김 
[김J'--

PI 
P.ll ‘ ~ Ff 

」프~ 
그김’ 

Dru. 
"'n 

pf 
P_DI 

5- 3- 15 Layou t of Sensor s 

- 351 -

pf 

P.D2 

「립 



(2) 제작 과정 

RCCS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배관 용접퉁에 륙히 신경율 썼으며 그 과정은 아래의 그립과 

같다. 

그립 5-3-16 Pi c tures o f RCCS Fabr ica ti on-2 

똘훌績활웰빨훨 
그립 5-3- 17 Pictures of RCCS Fabrica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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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능 및 성농 기초 시험 

제작 완료된 RCCS률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 설치하였으며， 그 기능시힘을 완료하였다. 아 

래 그립 5-3- 18는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 설치된 RCCS의 레이아웃율 나타내고 있으며 그 

립 5-3- 19은 기능 시힘을 위한 배관 레이아웃이다. 기능 시험율 위하여 설치된 RCCS 의 

모습은 그립 5-3- 20과 같으며， 기본 기능시험을 완료하였다- 기능 시험시 운전 운전 변 

수는 그림 5-3 - 21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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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3- 18 Schematic Diagram of the RCCS 20- 1 Function Test in the PE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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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3-20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치된 RCCS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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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명가 수행 결과 및 고찰 

(가) 기밀시험 (Leak Test) 

시험 배관 조립과 동시에 13시 04분 46초에 누설 검사를 위한 질소 가압율 시작하여 약 

l분 단위로 1 kg/cm2씩 증가시키고. 13시 08분 16초에 3 kg/cm2으로 유지하였다 이후， 

13시 16분경 DTL 공급 배관계의 100A 직관에 있는 압력계 (Pl - P-05)에서 누설 (Leak)이 

발생되어 13시 45분경 소켓 및 부싱 부분율 재체결율 하고 시험 이후 교체하였다. 그립 

5-3-22는 내압시험의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본 내압시험은 비늦물율 사용하여 각 체결 

부위 및 용접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 그 결과 Leak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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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3-22. 누설 기밀 시험 결과 

(나) 무부하 성능 시험 

15시 46분， 내압시험을 완료하고， 증류수 라인율 통해 보충수률 공급하기 시작하여 약 

15분간 주수하였다 이때. 80A 호스 시험 배관의 바이때스 라인의 드레인 포트를 통해 

공기 및 압율 흘려보낼 수 있는 별도의 라인율 구성하여 배관내의 공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 16시 00분， 펌프의 모터에 공급되는 천류는 38A이고， 펌프의 토출 유량 

은 50 m3/hr이였다 이때의 토출 밸브 후단 (PT - P- Ol )에서의 압력은 5.2 kg/cm2으로 나 

타났다. 이후. 17시 14분 순수장치 Loop의 25 A의 불밸브를 50 %정도 열어 순차적으로 

각 탱크의 밸브률 열어 통수하여 각 부분의 누수가 없융율 확인하였다. 17시 19분， 전기 

전열기의 전력율 공급하여 온도상승 시험율 실시하였다. 이때， 천열기 By- pass Loo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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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 볼밸브를 100 % 열고， 주배관(80A)의 버터플라이 밸브는 50 %를 열었다 이는 전열 

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17시 35분， 전열기의 전력 공급을 중지하 

고， Cold Side의 냉수 순환용 펌프률 기동하여 열교환기로 냉수률 공급하였다 17시 40 

분 원 포인트 온도 제어 시힘을 몹적으로 각 제어기의 온도를 설정하였다 

그립 5-3 - 23은 RCCS의 기능시험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펌프의 운 

전이 안정화된 16시 43분부터 그 경향을 비교하였다. 구간 l은 주 펌프만을 기통하였율 

때의 온도로써， 배관의 마찰열과 펌프에서 발생되는 열이 축적되어 배관 내의 온도가 분 

당 약 0.25 'c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고 17시 14분 경， 순수장치로의 냉각수 

순환 과정에서 중류수가 공급되어 온도가 하강하는 기울기를 나타낸 것이다. 구간 2는 

전기 천열기률 가통하였율 때의 온도 추이률 나타낸 것으로， 초기 27.84 'c에서 33. 71 

℃까지 약 16분 통안 6 oc가 상승하여 분당 약 0.38 'c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설계에 반영된 20분 동안 7 'c의 온도상숭이라는 설계사앙율 만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간 l 과 2, 2와 3의 경계 시점에서 급격한 온도 곡선이 발생하는 것은 전열기의 

전력공급， 2차측 펌프의 구동에 따른 노이즈 발생에 의한 것으로 추론된다 구간 3은 2 

차측 펌프를 가동하여 열교환을 시작하였을 때의 온도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구간 3에 

서 각 열교환기로의 제어 밸브의 개도를 보면 CVI 은 By-pass로 55 %(열교환기로는 45 

%), CV2는 열교환기 쪽으로 100 %의 유량이 흐르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CoJd Side의 

냉수가 일정한 온도가 아니라 탱크 내(약 200 리터)의 물이 폐회로로 순환하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열병형에 의해 Hot Side와 C이 d Side의 온도가 통일한 점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시험에서는 DTL 회수 배관계의 온도만 C이 d Side와 같아지 

고， 나머지 Hot Side의 온도는 약 4 'c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축， 주변의 노이즈 

제거 또는 J&C Panel의 Board Calibration 수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구간 4에서는 

Panel 에 설치된 상용 PIO Control l er률 이용하여 CVI과 CV2의 밸브 개도를 조정하여 One 

point 온도 제어를 수행한 결과이다 이때， Set poi nt는 29.5 oc (CVJ)와 25 'c (CV2)로 

Setting하였다. CVI은 DTL Supply Mixed Temperature(TT- P- 06) , CV2는 Hot Side 열교환 

기 출축(TT-P-02)의 출력값율 받아서 제어를 한다. 본 시혐의 경우 C이 d Side의 냉수 공 

급이 수행되지 않고， 현재의 온도차만을 반영하므로 얻고자하는 결론은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CVI과 CV2의 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어기에서 지정된 Set point를 설정하연 

Contro l valve의 개도가 열교환기 Loop가 아닌 By- pass Loop가 기준이 된다 축， 

Control valve의 제어 관점으로 본다면， 열교환기로의 Loop가 By-pass Loop이 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RCCS 냉각시스템의 정밀 온도제어가 c。이 ing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의 경우， Heating 제어 개념이 되므로 툴 사이의 검증이 향 

후， RCCS Test에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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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랑 변화률 도시한 것이다. CV I 

여기서 밸브 개도에 따른 유 

각 지점에서의 

일정하게 하였다. 

그립 5-3-24는 컨트롤 밸브 개도에 따른 

의 개도를 10-13 %로 상승시키다가 이후 

그래프 파동이 다름율 알 수 있다 컨트롤 밸브 전 ·후단의 량추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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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밸브의 개도에 따른 유량 변화는 크지 않으며 FT]02와3의 경우 컨트롤 밸브 

후단의 열교환기로의 유랑과 DTL 공급배관의 혼합된 유랑으로 밸브개도 변화에 따른 유 

동 변화가 발생하는 웅답륙성율 보인다. 반대로 FT]OI은 컨트롤 밸브 전단의 유량으로 

앨브의 옴직임에는 영향이 없읍율 알 수 있다. 압력추이도 통일한 현상을 보인다. 결과 

적으로 컨트롤 밸브의 작동에 따른 열교환기 배관계와 바이패스 배관계의 압력강하의 차 

이로 언하여 처음에는 동일하게 분기된 유량이 150A Tee에서 혼합되는 시간차 (숙도차) 

로 인하여 FT]_03과 같이 유량이 출렁이는 현상 (FJ uctuati on)이 발생한다. 또한 각 유 

량계의 유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터빈 유량계의 K-factor 설정이 잘 못 지정되어 재설 

정 후 이상이 없음율 확인하였다 

전열기를 가동힐 경우， 시스뱀의 압력손실을 그림 5-3- 25에 비교하였다， 이때 ， 전열기 

By- pass 밸브 (80A)의 개도를 50 %와 100 %일 때， 전체 압력손실은 l. 5 kg/cm2이상 차이 

를 나타낸다. 그러고 PI-P-02의 압력이 통일한 것은 압력계 자체의 불량으로 만단되어 

새 것으로 교체하여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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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3-25 천열기 가통시 시스랩의 압력 강하 

(다) 부하 성능 시험 

현재 PEFP의 DTL 가숙장치의 정밀온도제어를 위한 냉각시스뱀 시작품이 제작 및 기능 시 

험이 완료된 상태이다. 1차 시험에서는 설계 사양에 따른 각 장치별 기능율 중심으로 시 

험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RCCS의 정밀온도제어 성능 구현에 대한 시험이 요구되는 바이 

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RCCS의 압력손실 및 유통관계를 파악하고， 한 점에서의 온도 

제어 시험율 롱한 컨트롤 밸브와 열교환기의 제어 륙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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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l웰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53분까지 RCCS 냉각시스템 시작품의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다. 이천의 기능시험에서 사용했던 고압나션호스를 해체하고 새로 준비 

한 메탈플펙시블호스률 공급 빛 회수 배관으로 설치하였다. 11시 35분에 질소를 주입하 

여 기 설치된 배관의 누설시험 (Leak Test)율 약 5분 통안 수행하였으며， 각 부분별 이 

상 없음을 확인하고 11시 40분에 보충수 (Make Up Water) 배관올 통해 증류수를 공급하 

여 배관내에 충수를 시작하였다 공급 도중 펌프와 모터 사이의 축의 연결부위에서 누설 

이 발생하여 축각 조치률 취하여 북구하였다 이는 작일 멈프의 샤프트에 있는 고정 핀 

부분의 외관 검사를 하고 재조럽 과정에서 메카니컬썰 (씨echanica l SeaJ) 의 조립이 잘못 

된 것으로 기인하였다 이후 멈프 및 배관 전체의 누설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율 

확인한 후， 펌프률 재가동 하였다 12시 05분부터 시스탱의 안정화를 위해 \\'ater Skid의 

최상단에 설치된 공기배기장치를 개방하고 상단의 물배기구를 통해 동시에 배관내의 공 

기 (Air)를 배기를 실시하였다. 중류수 공급압 때문에 펌프의 홉입측 압력이 3 kg/cm2이 

걸려 팽창탱크의 개때 밸브를 열어 압력율 1. 8 kg/cm2까지 낮추었다 당 시스템에 설치 

된 팽창탱크의 최고 운전압력이 1. 5 kg/cm2이므로 현재 운전에서는 0.3 kg/cm2의 팽창기 

능율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펌프의 흡입축 

에 저장조 (Reservoir Tank)률 설치하여 시스템의 공동현상， 수격작용， 서정 둥에 보다 

능통적으로 대처힐 수 있도록 향후 시스템 보완 사항에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12시 30분 

까지 펌프의 재가동을 안북합과 동시에 배관내의 공기를 충분히 제거한 상태에서 펌프의 

안정화룰 수행하였다. 만약 배관내의 공기가 잔존하여 륙정 부분에 공기악율 형성하연 

압력이 낮아져 정상운션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기는 시스템의 주요장치에 산화 및 부식 

율 발생시킬 수 있으며， 펌프의 임펠러 퉁 장치률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펌프의 토 

출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였율 때 ， 유량은 46 m3/hr이고 \Vater Skid에서 토출되는 압력 

(PI-04)은 4 kg/cm2이다. 그러고 전열기의 By-pass (80A) 배관의 수통 버터플라이 밸브 

를 10 %만 열고 나머지는 전열기로 유로률 형성하였울 때， 약 1 kg/cm2이상의 압력손실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스랩의 압력손실이 증가하고 전체유량은 감소하므로 

34.21 m3/ hr 유랑이 토출되고 PI-04의 압력은 3 kg/cm2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초기 운전 온도까지 전열기를 구동하기 때문에 정상운전에서는 DTL 공급압력 

을 유지하는 것은 이상 없올 것으로 안단된다. 14시 42분부터 펌프의 안정화가 진행되고 

본격척인 성능시혐의 결과를 Eurotherm Recorder를 포함하여 온도， 압력， 유량 동의 공 

정변수률 기록하였다， 

그립 5-3-26은 14시 16분부터 15시까지의 시스템의 운전 온도률 시간에 따라 기록한 것 

율 나타낸 것이다. 륙히 14시 42분까지 그래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주변의 어떠한 간섭 

(I\'oise)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지률 실시한 후에는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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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안정된 후의 온도 곡선율 상용 기록장치 (Eurotherm Recorder)와 온도 경향 

율 비교하였을 때 ， 그립 5-3- 27에서 나타낸 것처럼 PaneJ 의 온도들은 매 l초 마다 그대 

로 읽은 것율 나타나며， 상용 장치는 휠터렁에 의해 완만하게 그려내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온도의 웅답특성율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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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3- 27 , 판넬에 표시되는 온도와 상용 장치에서 축정된 온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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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립 5-3-27의 원에서 표시한 것처럽 Panel에서 표시되는 파라메타는 외부의 간섭 

(2차측 펌프의 작통)에 의해 민감한 반웅을 보이고 있으며， 상용 장치의 온도가 같은 점 

의 Panel 의 옹도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부분은 현재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수 

행 중에 있으며， 향후 시험에서 다시 비교 시험할 계획이다. 

그럼 5-3-28은 16시부터 18시 53분까지 RCCS 냉각시스멈의 제어 밸브 개도에 따른 온도 

연화를 시간 축율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링에서 파란색의 온도 곡선은 DTL로 공급 

되는 온도를 도시한 것으로 상용 기룩장치의 결과이다‘ Cold Side 펌프률 가동하고 CVl 

( Hot S ide Control Valve)과 CV2 (C이 d Side Contro l Va l ve)의 개도를 By-pass 쪽으로 

모두 열었을 때， 배관 마찰열에 의해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고 

제어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서서히 열교환기 쪽으로 유랑율 확보하였율 경우， 냉각 

수 온도가 떨어지다가 1 , 2차의 온도가 일정한 열병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 C이 d Side의 

냉수는 처읍 10 'c 가 그대로 순환되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냉수로써의 기능율 상실하 

게 된다‘ 따라서 대안으로 C이 d Side의 물탱크에 Dry l ce률 공급하여 온도를 낮추는 방 

법을 택하였다. 이때 C\ 1 은 50 %, C\2는 60 %의 개도를 유지하면서 Dry lce를 공급하였 

으며， 냉각수의 온도가 약 18 oc까지 다시 낮아졌다. 하지만 Dry lce률 일정하게 계숙 

공급해야 되며 그 앙도 수십여 kg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 시험에서는 Cold Side 냉수 공 

급시스랩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륙히 Cold Side의 냉수 공급 온도가 일정하 

지 않으연， 온도제어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없는 것으로 안단된다 17시 30분경부터는 

32 kW의 RF Power률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율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약 18 'c에서 33 'c 

까지 15 'c의 온도가 약 40분 만에 상숭하였다. 이후 다시 CVl은 열교환기 쪽으로 80 %, 

CV2는 100 % 개도률 개방하였으나， 약간의 온도가 하강하다 다시 열명형 상태에 이르러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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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거통 

있다 이 

그립 5-3 - 29와 그립 5-3-30은 제어 밸브 개도에 따른 유랑 빛 압력 거통을 나타낸 

다 열교환기와 By- pass Loop의 유랑 Balancing율 조절하기위해 By-pass Loop의 

브의 개도를 조정하여 Ba l anc ing을 맞추었다. 특히 밸브 개도에 따른 유랑 빛 

을 자세히 살펴보연， 양축 모두 밸브 개도가 80 %를 기준으로 차이률 나타내고 

앞서 언급한 시율레이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l어 밸브의 개도가 80 % 또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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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그림 



, 100 

- PT POI j 90 
7. -1. 

7.2 

”빼 ... 삐 열 7.0. ...... ι ，얘1'11".':11'''' 에.... 7 %O 프 
50 ;5 

a 
;f i6 8 

40 :-‘> 응‘g 

30 

: 6.6 

20. 
6.4 

10. 6.2 

1 0 6.0 I l 

16‘ 28:3-' 16:32:10 16 : J~ : .u; 16:39: 22 16 :42 : ~8 tó:"6:3-l 16:50:10 16 : ~3 :，J6 16:57:22 

Ti lll{- ‘HH 、，‘ I :~S)

그립 5-3- 30 제어 밸브 개도에 따른 시스램 압력 변화 추이 

그립 5- 3-31은 DTL 공급온도와 Co ld S ide의 냉수 온도가 열병형율 이루는 것율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Panel 의 온도와 상용 기록기의 온도가 약 1 "c 의 차가 있어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비교한 것이다- 그립 5-3 - 32는 C\l의 개도를 열교환기 쭉으로 20 % 열었 

을 때의 온도하강 곡선율 나타낸 것으로 약 3분 동안 0.8 "c 가 낮아지는 것율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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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밸브를 ZÜ% 열었율 시 그림 5-3- 32 

따라서 냉각 

냉각수의 

전류가 발생하 

역할을 한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숙에서 

(라) 수질 분석 

RCCS 냉각시스템에 사용되는 냉각수는 가속장치률 냉각시키는 

수질이 시스템의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율 발생시킬 

매우 중요하다 륙히 수소， 산소 및 용존 고형툴툴은 

수의 

수처리는 

수 있으며，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물에 쉽게 용해되어 

따라서 냉각수의 1-5 %률 순수처리장치를 통해 저전도 

직 화학반웅을 일으킬 

부식율 야기 시킨다. 

는 전기적인 

/간접적인 

로
 
농
 
슐
 

으
 
온
 
칼
 

것
 
이
 4 
。
-

소
 
중
 

수
 
수
 

느
」
 

이
서
 

읍수로 정의되는 

순수를 확보해야 한다 

냉각수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 농도(F)의 상용로그 값의 

물의 산성 또는 알카리성에 대한 기준이 된다 25 "c 순수에 포함되어 

도는 pH 7이며 중성 상태라고 한다. 

pH는 

경도는 일반적으로 ppm 경도률 말하며， 

표시한다 

탄산염， 중탄산염동의 알카리성분의 표시로서， 정해 

양에 대용한 탄산칼습의 농도를 ppm(mg/l)로 표시한 

ppm(mg/ l) 단위로 환산해서 탄산칼숨 농도로 

염화물， 

항산의 

마그네숨이온의 농도를 

용즌 수산화물， 

수렴하는데 필요한 

알카리도는 

진 pH에 

이온과 

pH 4, 8 까지의 산소비량을 M 알카리도라고 하고. pH8, 3 까지 산소비량을 P 알카 

알카리도는 침전 피막형 방식피막 형성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M 알카 

스케일을 

것이다 

리도라고 한다 

눔은 물은 수중의 과도한 킬습과 결합하여 리도가 낮은 물은 부식성이 강하며， 

적극사이에 

slcm， rr'lαn의 단위를 가 

거리 (αn)로 마주 본 

비저항의 역수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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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도도는 단면적 (cr년l. 

포함한 천기 

있다. 형성하는 륙정이 

있는 륙정 용액이 



진다. 전기전도도는 수중에서 이옹상태로 용해된 전해질의 앙에 비례하기 때문에 냉각수 

의 농축상태， 이물질 혼입， 순수의 순도동 수질의 변화여부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수질분석 항목이다 전도도가 높은 냉각수의 경우， 스케일과 부식장해의 발생 확률이 높 

게 나타난다 실리카는 경도성분과 쉽게 결합하여 CaSiq, i\φSi q 퉁의 불용성염율 생 

성시키며， 대단히 견고한 스케일로 성장한다， 적정농도 이상의 P 알카리도를 유지시키면 

수용성 메타균산소다로 변화해 실리카에 의한 스케일이 방지휠 수 있다- 용존 산소‘ 이 

산화탄소에 의한 탄산가스는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 

어 있어야 한다 

그림 5-3-33과 그립 5-3-34는 RCCS 시작품의 성능시험 후 채취한 냉각수의 수질율 분석 

한 결과이다， 현재 시험 운전에서의 냉각수의 수질은 각종 금숙성 이물질이 검출되었으 

며， 전기전도도가 1. 49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냉각수의 수처리 장치가 충분히 운전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배관에서 발생한 잔존 부유물이나 가스 동에 의해 검출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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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CCS 냉각 시스뱀의 성능 최적화 

(가) RCCS 냉각시스템 설계의 목적 

RCCS 냉각시스템은 열/유통 설계의 검증하고， DT와 냉각시스랩의 사이의 요통에 대한 민 

감도를 포함한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냉각시스템에 따른 제어 시스랩의 설계와 

성능율 검증하는 것이다. 냉각시스템은 DTL 공동내의 RF 자기장으로부터 야기되는 열을 

제거하기위해 설계되었다‘ 륙히 온도제어에 있어서 정밀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기 

능율 구현하는 것이 목척이다-

(나) ~li d- rangi ng 제어의 구조 

그립 5-3-35는 ‘’ id - ranging 제어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TISO (T\I。

Input Single Output) 제어구조를 Si mpIe Mid-ranging과 Feed- forward Mid-ranging 구조 

에 대해 그립 5-3 -36에 나타내었다 

Process 

” 
]

그림 5- 3- 35. Mid- rang i ng 제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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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그립 5- 3- 36. Simple ~Iid- ranging 제어 구조 및 Feed-forward 제어 구조 

(다) Mid- ranging 제어기의 최적화 

\Ii d- ranging 제어에 따른 선형적인 밸브 륙성들의 영항이 감소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Iid- ，'anging은 약 50 %의 선형적인 범위률 운전하기위한 제어 밸브 더율 허용한다. 만 

약 제어기 G꺼 l과 Gj끼2 Bandwidth에서 충분히 분기된다면， ~nti 카'i indup이 사용되지 경 

우 Disturbance는 분명히 불안정할 수 있다. (만약 I，nti 카，vi ndup을 사용한다면， 웅답륙성 

은 빠르지만， 막대한 Overshoot를 초래한다. ) GPl 1과 GP12 제어기의 제이 설계에 있어 

서 정상 운전 풍에 의해 조율된다. GP12의 목적은 디이 Set Point인 디로 \lid- ranging 

하기위해 Process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산된 제어구조에서 활발한 

Cross-Coup]ing율 회피해야하는 것율 상기하고， GP12의 응답특성은 GPl J 
보다 천천히 

조율되어야 한다 특히 GPl 1과 GP12로부터 전송된 신호는 Unsaturate SignaJ 이임율 

예상할 수 있다 

(라) 모델렁 결과 

그립 5-3-37과 그립 5-3-38은 밸브 개도에 따른 온도 경항의 결과률 나타낸 것이다. 그 

립 5-3- 37은 RF Duty가 24 %일 때의 온도 경향이고， 그립 5-3 -38은 RF Duty가 0%일 때 

의 온도 경향율 보인 것이다. 처읍 180 초까지 CV1은 20 %, CV2는 35 %정도 개방하다가 

이후 CV2를 100 % 개방하고， 300 초에 이르러 CV1도 100 % 개방하였다. 그 결과， RF 

Duty가 24 %가 o % 보다 전체적인 온도 경항이 약 2-5 "c 높게 나타나는 것율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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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냉각시스템 온도계축 시스템 성능 개선 

기 설치된 RCCS의 온도 출력 시스템의 노이즈에 대한 간섭 빛 필터링 보완작업 후， 상용 

의 제어기 온도(Eurother Controller)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어 만넬에서의 시간에 따 

른 온도 변화률 그립 5-3- 39에 도시하였다. 본 시험 작업은 2008년 5월 13, 14일 양일에 

걸쳐 수행되어졌으며 ， 시험은 5월 14일 오전 11 시 55분부터 오후 1시 21분까지의 펌프 

및 전열기 운전율 롱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용 제어기의 온도와 동일한 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 기즌에 보였언 2차측 펌프 기동 퉁 각종 전기척인 노이즈에 대 

한 간섭이 없읍율 확인힐 수 있다 또한 온도 출력에 있어서 지연시간에 대한 필터렁이 

개선되어 상용의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온도 경항의 차이가 없읍율 알 수 있다 이는 향 

후， 자쳐l 기술에 의한 온도 제어기률 적용하여 보다 얀정화되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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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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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3- 39. 온도 출력 시스템 보완 후 온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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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고주따 원 고전앙 선원율 개발하였다 제원은 - 100kV, 20A , < 20J 이다. SCR율 이용 

한 12펄스 정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 각 부품은 VCB , 역률 보상기， LVTR, SCR 제어기， 

HVTR , 정류기 1 필터 캐패시터 그러고 HVS 이다 각 부품의 륙성시협율 완료하였으며， 운 

전 전압 - 95kV , 운전 전류 19A, 펄스폭 1 DlS , 반북률 10Hz의 운전 조건에서 종합시험을 

완료하였다 

100\le\ 가속기의 펄스 고주따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이로부터 클라이스트론의 제원 

율 확정하였고 1 콜라이스트론의 천원인 펼스 고전압 전원의 제원을 도출하였다 헬스 고 

전압 전원의 제원은 - 115kV, 5.8~IW ， < 20J , 9% 이다 전원의 개발 기간 및 달성 가능 정 

도률 고려하여 현재 미국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에 설치된 양성자 가숙기의 펄스 고전압 

전원과 같은 형태의 전원 형태로 결정하였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제작중에 있다 

20\le\ 가속기를 운영하였다 가속기 시설 겁사 완료 후 가속기 운전 변수의 류닝을 

롱하여 20\le\', 20m~ 빔 가속율 확인하였다， 또한 20)leV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빔 이용자 

에게 빔을 공급하였으며 ， 빔 조사건수는 103건 이었다 20~leV 가숙기 고전압 전원 2세트 

를 운영하였으며 총 운전 시간은 2030 시간， 사용 전력량은 798 ~IWh 였고， availabi lity 

는 86. 7% 였다 냉각계통 2세트를 운영하였다 총 운영시간은 4291시간이었으며， 그 통 

안 운영 자체에 문제를 줄만한 trip은 발생하지 않았다. 가숙기 유지， 보수를 하였으며 

그 종류는 31종류로 나누어 불 수 있었다 

공진 주파수 제어 냉각 계통 연구률 수행하였다. DTL 냉각계통의 고주파 정적 / 통적 

륙성 연구률 수행하였으며， 이률 바탕으로 하여 공진 주파수 제어 냉각 계통 (Resonance 

Frequency Control Coo1ing System RCCS) 을 개발하였다 DTL21 탱크 열부하에 적합한 

RCCS 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 설치후 기동 시험을 완료하였다-

가속 장치 인터페이스 업무룰 수행하였다. 가숙기 건설과 관련하여 IR (lnterface 

Requirement) , GA (Genera l Arrangement)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방사선 차폐와 관련해서 

는 가속기 시설검사와 관련한 가숙기 차혜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중 “가속장치” 부분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볼 때 연구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 

여도는 표 4 - 1 과 같이 정러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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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구 개발 묶표 달성도 

버」 세부연구북표 
달성내용 

달성도 

호 (연구계획서상에 기술된 연구북표) (%) 

- 고주파 원 고전압 전원 개발 - 설계 완료 

l 
제원 - IOOkV, 20~ ， <20J - 제작 완료 

100 
수랑 l세트 - 부품 시험 완료 

연구범위 제작 및 시험 - 종합 시협 완료 

고주파 원 펄A 고전압 전원 - 설계 완료 

시험품 개발 - 구매 행정처리 완료 

2 ·제원 -115kV, 5.8~IW ， <20J - 제작 중 90 
• 수랑 1세E 

· 연구법위 제작 진행 

- 20 MeV 가숙기 

- 20 ~ leV 가속장치 운영 
· 시설 검사 완료 (2007년 4월 14일) 

. 20 \Ie\' 가속기 l 세 E • 빔 가속실험 (RFQ:20.2뼈， IJfL: 20.2뻐) 

50 keV injector (1 세 E ) • 가속기 ava i I abi I i ty/조사건수 64% / 

3 ~leV RFQ (1세트) 103건 

20 MeV DTL (1 세 E) · 유지 / 보수 종류별 건수 12건 

3 
· 고전압 전원 2세 E - 고전압 전원 운영 

100 
제원 - 100kV, 20A , < 20J · 사용시간 / 전력랑 2030시간 / 

· 냉각 계롱 2세 E 798~I~h 

제원 ‘ 2MW , 6000 Ipm , 5기압 . Avai labi I i ty 86.7% 

· 유지 / 보수 종류별 건수 1 1 건 

- 냉각장치 운영 

· 사용 시간 4291 시간 

• 유지 / 보수 종류별 건수 8건 
- 공진 주파수 제어 냉각계통 연구 - 냉각계통 정적 륙성 해석 완료 

· 냉각계통 정적륙성 해석 - 냉각계롱 통적 륙성 해석 완료 

· 냉각계통 동적륙성 해석 - RCCS 프로토타입 제작 완료 
4 . RCCS 프로토타입 제 작 RCCS 끄로토타입 기동 시험 완료 100 

제원 94kW , :t0.1 "C, 27 'C土6 'C

수량 l세트 

범위 : 저l작 및 시험 

가;늑장치 인터페이스 - 건설 IR / GA 자료 작생 
5 · 장치 / 건설 인터페이스 - 20 MeV 가숙기 시설 검사 관련 보고 100 

· 장치 / 차혜 인터페이스 서충 “가숙장치” 부분 작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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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 획 

본 연구개발 결과물 중 고주파 원 고천압 전원은 앞으로 고 듀터 콜라이스트론의 시 

험에 사용되어 질 예정이며， 펼스 고전압 천원은 20~leV 이후 가숙기의 고주파 원인 클라 

이스트론의 운전에 사용되어 질 예정이다 또한 이의 파생기술인 고전압， 대전력 전력계 

롱 개발 관련 기술은 주로 21세기를 주도힐 신 산업 분야에 그 응용가능성이 크리라고 

예상된다 21세기 신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야중 기반기술분야 이외에 신소재 개발 

과 관련된 이온임 ， 전자빔 조사처리장치와 환경문제처리와 관련된 폐기물 소각용 플라즈 

마 발생장치 ， 저진동 저소음 암석따쇄장치， 콘크리트 재생장치등은 륙히 본 연구개발에 

서 얻어진 통합적인 계통설계 및 운전기술이 곧바로 적용휠 수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 

의 핵심 기술은 고전압 기술， 대전력 기술， 보호회로 기술， 축정기술퉁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 분야 및 예상되는 적용 분야는 표 5- 1 에 나타나 있다 

개발 완료된 RCCS는 실제 DTL 운전에 적용하여 특성자료를 수행할 예정이며 ， 이로부 

터 도출된 운전 특성 자료는 앞으로 개발 예정인 1 3기의 RCCS에 적용될 예정이다-

20\ leV 가속기 운전 특성 자료는 계산 결과와의 비교를 롱하여 앞으로 개발될 1 OO~leV 

가속기의 초기 운전에 있어 류닝 방법을 개발하는 자료로 사용되어 질 예정이며， 각 부 

품의 특성 자료도 100\leV 가숙기 개발에 있어 그 부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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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고전압 전원 기술 응용 분야 

핵심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예상적용분야 

고전압설계 - 기반기술분야 입자빔 가숙기， 핵융합 장치 

- 국방 분야 천자포， 레이저 무기 

고전압 절연 - 방송， 통신 분야 고주따 증폭기 전원 

고전압 기술 - 신 산업 분야 

고전압 운전 이온법 ， 전자빔조사 처리장치 (신소재개발) 

대전력 펄스기술 응용 분야 

고전압 축정 ( 암석파쇄장치 ， 콘크리트 재생퉁) 

대전력 반도체 

스위치 모률 설계， - 신 산업 분야 

대전력 기술 제작 및 운전 3 세대 방식 고전압， 대전력 전원기술 

산업용 플라즈마 발생장치 
기기 냉각 

보호회로설계기술 

보호회로기술 
Cr owba ,' 기술 

- 일반 전기 ， 전자 산업분야 전반 

Inte rl ock 

설계기술 

고전압 축정기술 

고전류 축정기술 - 의료분야 정밀의료기기 

측정기술 - 산업분야 정밀 전자석 전원 

정밀전압측정기술 - 고천압， 대출력 펼스응용기술분야 

정밀전류측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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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록 (1 5-20줄내외) 

100MeV 양성자 가속장치에 사용되는 전원 계통올 개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 셜치 

되어 있는 20MeV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는 것이 본 과제를 수행한 주요 목적이다 

II00MeV 양성자 가속장치는 고주파 가속공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의 운전에는 대출릭 
j고주파 증폭기인 클라이스트론이 필요하다. 클라이스트론의 구동에는 대출럭 펄스 전원 

이 필요하며， 이것의 reliability가 결국 가속기 전체의 reliability를 좌우할 만큼 고 품질의 

성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100MeV 가속장치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전올 위해서는 대출력 

1펄스 전원 계통과 가속장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 설계 및 개발이 절실히 펼 
l요하다 

개발이 완료되어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 셜치되어 있는 20MeV 가속기는 앞으로 개발되 

」어질 100MeV 가속기의 입사기로 사용되어지며， 또한 독립걱으로 사용자에게 빔 공급을 

1해 줄 예정이다 따라서 이의 특성 연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또한 100MeV 가| 

속기 부풍올 시험해 볼 수 있는 test bench로도 활용되어 칠 수 있다 

l그러므로 본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단지 “고주파 원 고전압 전원” 이라는 하드웨어 | 
1뿐만 아니라， 고풍질 대전력 천원 계통 분야의 기술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무형 1 
|의 자산이 있으며， 또한 20MeV 가속기 운전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속기 특성 시험 결과들j 
은 앞으로 100MeV 가속기 운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올 것이라고 기대되며， 이것j 

이 본 과제의 궁극적인 목적 및 펼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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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goal of the studies are to develop a power supply system 따ed for 1 ooMe V 

proton accelerator and to operate 20MeV accelerator which has been instaIled in KAERl site 

The looMeV proton acceleralOr uses RF cavity to accel히 .. te beams and need RF arnplifier, 

klystron. To operate the klystron, a high power pulse power supply is required and thc power 

supply system should have high quality because the reliability of lhe power supply h.s critical 

trnpa디 。n the overall relia비Iity of accelerator system. Tbcrefore, high power pulse power 

system and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are inevitable for looMeV accelerator systcm 

development 

20MeV acceleralor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installed in KAERI site, which will be 

used as an injector for 1 ooMe V accelcrator and supply 20Me V beam to u똥TS. A study on 

the 20Me V acc미eralor characrerislics shouJd be peκonned to 。야rate the machine efficientIy 

ln addition, this machine can be used as a t않t bench for developing the looMeV accelerator 

components 

Therefore, not only the hardware so called "high voltage power supply", but the relaled 

lechn이。gy of the high q띠ality high voltage power system and man power can be obtained 

from the res비ts of this stud ‘ es. The test res띠ts of lhe 20Me V accelerator can be utilized as 

a basis for effi디ent operauon 이 10야Æe V accelerator and these are the ultima내e objecti ve and 

necess1U않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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