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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Proton Engineering

의 일환으로Frontier Project) 20 MeV DTL(Drift

가속장치 개발 및 성능 시험이 완료Tube Linac)

되었다 가속장치는 공진주파수의. 20 MeV DTL

동조 가 가속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Tuning) Beam

소로써 운전 주파수가 확보되어야 한, 350 MHz

다 가속장치의 공진주파수제어. 20 MeV DTL

는 냉각수의 온도(Resonance Frequency Control)

제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3)

최근 등의 부하DTL RF(Resonance Frequency)

시험 결과
(4,5)
를 볼 때 공진기의 온도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변화는 약 로 나타나고±5 kHz/℃

있으며 공진기의 운전 전력 및 열부하의 변화에,

따른 냉각계통의 적용 및 을 통한Thermal Tuning

주파수 안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양성자 선형가속기의 현장 설치조건에 부합하는

냉각계통의 유동 특성에 관한 수치해석20 MeV DTL

김경렬†박준․ *권세진․ *김형균․ *김희섭․ *황운하․ *윤종철․ *

A Numerical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Flow
in the 20 MeV DTL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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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oling water system for the PEFP 20 MeV proton accelerator was established and tested to

obtain the precise resonance frequency of DTL through the temperature control of cooling water. The

water temperature in the main flow loop was manipulated by adjusting the proportion of hot water

returning from the DTL structures through the heat exchanger loop. Due to low duty factor operation

and insufficient cooling loop installation of the DTL tanks, the manual mode operation was applied to

maintain the DTL temperatures close to their resonance temperatures. The optimized process conditions

with flow balancing and pressure drop in the DTL cooling systems are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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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계통의 건설은 가속장치뿐만 아니라 건물,

및 부대시설 등과의 간섭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속장,

치의 가속 운전 성능 및 냉각계통의 정상Beam

적인 운전 확보가 우선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필

요하다 현재 설치된 의. PEFP Test Facility 20

냉각계통은 단일 계통으로 및MeV DTL Klystron

대 의 냉각 및 온도 제어를 구현하는 구조DTL (4 )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의 냉각수. , DT(Drift Tube)

공급 및 회수를 위한 다지관 크기 및 압력손실

등의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계통의 구성20 MeV DTL

및 유동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화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냉각계통의 운전 특성2. DTL

가속장치는 급의20 MeV DTL 2MW Klystron

대로부터 대의 에 를 공급하는 구조로1 4 DTL RF

구성되어 있다
(6)

특히 냉각계통은 과. Klystron

을 동시에 냉각할 수 있는 계통으로 설치되DTL

어 있다 의 무부하 운전의 경우. DTL RF , Klystron

은 냉각계통의 기능을 가지며Heating Element .

의 길이는 각각DTL Tank 4.431m, 4.649m, 4.755m,

이다4.776m . 에 도시한 바와 같이Figure 1 DTL

는 냉각수의 공급 및 회수를 위한 다지관 등Tank

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있고 각 개 개, 50 , 38 , 32

개 개의 가 있다, 28 DT .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DTL water

cooling manifold loops

는 냉각계통의 주배관계통Fig. 2 20 MeV DTL

을 도시한 것이다 과 의 냉각. DTL Tank Wall DT

수 유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나 양, 20 MeV

성자 의 운전시험 계획에 따라 또Beam No Duty

는 운전 조건에서는 로Low Duty DTL Tank Wall

부터의 열부하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에 있는 냉각수 유로를 형성하지 않고Tank Wall

에만 직접 유동시키는 운전 환경을 채택하고DT

있다 으로 유동되는 냉각수는. Klystron Cavity,

등으로 분기되어 각 부분의Collector, Circulator

열부하를 냉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 토출. Pump

유량은 370 이고 압력 손실은, 3 

이다 냉각계통의 온도제어는 가. DTL 3-way Valve

열교환기로 회수되는 냉각수의 유량을 조절하여

냉각수의 공급온도를 제어한다 또한 에 공. DTL

급되는 냉각수의 유량 및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냉각수 흡입측Pump

에 팽창탱크를 설치하여 배관계 전체의 유량

을 도모한다 현재 냉각계통은 열Balancing . DTL

교환기를 통한 냉각탑수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

하면서 열교환기 전단에 설치된 의3-Way Valve

구동을 조정하여 의 냉각수를 로 공급하38 DTL℃

도록 온도를 제어하고 있다.

은 의 냉각탑 배관계를 나타낸 것Figure 3 DTL

으로 주요 장치는 의 냉각 성능을 가진 냉, 2MW

각탑은 개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Open Loop) .

그리고 열교환기를 통한 주 냉각계통의 온도제어

의 경우 동 및 하절기에 냉각탑수의 유량 조절,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

를 가지고 있다.

Fig. 2 Schematic layout of primary DTL cooling

water loop in 20 MeV DTL system

Fig. 3 Schematic layout of secondary cooling

water loop in 20 MeV DT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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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계통 해석3. DTL

이론적 배경3.1

다음은 배관계의 압력 손실에 대한 식이다.

∆  
 
ρ 

(1)

P = Pressure loss K = Loss CoefficientΔ

A = Cross-sectional Area = Fluid Densityρ

Q = Volumetric Flow Rate

=


(2)

 = Hydraulic Diameter

A = Cross-Sectional Area

 = Wetted Perimeter

∆  



ρ 
(3)

f = Friction Factor L = Length of Pipe

D = Diameter = Fluid Densityρ

V = Velocity

Fig. 4 Configuration of DTL drift tube

and Flowmaster model

Front

(mm)

Side

(mm)

A 12 22.5

B 20 3.5

C 26 Variable

D 350 14

E 130 2

F 80 3

Table 1 Drift Tube Dimension

3.2 Flowmaster Code Introduction

본 연구에서 사용된 Flowmaster(Ver. 6.5)
(9)
는 1

차원 해석 상용 로 실제 도면을 생성하기 전Tool ,

단계에서 실제 물리적인 값을 입력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다 특히 차원의 기Software . , 3

하학적인 보다는 구성요소들 사이의Simulation

압력 손실 유량 또는 온도 등의 예상 결과를 쉽,

게 얻을 수 있어 계통설계 초기 단계에 주로 사

용된다..

방법 및 결과3.3 Simulation

는 의 유로 구조를 도시하고 각 부Figure 4 DT ,

분의 크기를 에 나타내었다 의 구조는Table 1 . DT

및Stem, Coolant Channel, Magnet Bore EQM

로 구성되어 있으며(Electric Quadrapole Magnet) ,

냉각수의 유로 형성은 의 관을 통한Annular Type

으로 유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In-Out .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의 은 으로 하고(1) Stem Inlet Prismatic Type ,

은 으로 한다Outlet Normal Type .

에서의 열교환은 무시한다(2) Stem .

은 이며(3) Coolant Channel Rectangular Type ,

는 를 사용하였다Thermal load Heater-cooler .

유로 형성은 로 가정한다(4) Direct .

의 번을 해석한다(5) 20 MeV DTL-1 DT 1 .

각 로 공급되는 유량이DTL 15.82 일 때,

의 가 개이므로 하나의 유량을 약DTL DT 50 DT

0.3 이라 가정하면 유속은 압력, 0.78m/s,

손실은 이다 또한 한 개의 열부하가0.014bar . DT

일 때 의 냉각수가 를 통한 뒤의1.874kW , 38 DT℃

온도는 이다43 .℃

는 번을 한 것으로Figure 5 DTL Tank 1 Modeling

써 유량이, 15.82 이며 각 의 열부하는, DT

의 의 비를 산정한 값을 입력하였Table 2 C-Length

다 설계의 특성상 냉각수 공급은 번에서. DT 10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5 Modeling of DT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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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 between flow rate and

temperature without DT flow balancing

Fig. 7 Relation between flow rate and

temperature with DT flow balancing

은 의 각 의 열부하에 따Fig. 6 93.7kW DTL DT

른 유량과 온도 분포를 해석한 도표이다 전체적.

인 유량 범위는 0.28~0.33 이고 다지관 후,

단으로 갈수록 유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온도에.

따른 요구유량을 각 에 입력하고 조작DT , Valve

을 통한 유량 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Balancing . ,

과 같이 의 균등한 온도 분포를 나타Figure 7 42℃

내고 있다.

은 냉각계통의Figure 8 20 MeV DTL Simulation

으로 는 각 장치의 명칭 는 각 배Modeling , (a) , (b)

관계의 길이 및 직경을 도시하였다 그림과 같이.

각각의 입력 값들은 시험결과 및 도면을 준용하

였으며 는 개의 를 통, 3-Way Valve 2 2-Way Valve

하여 유량 제어를 하였다.

No.
C-length

(mm)

Heat load

(kW)

Flow rate

(m3/hr)

1 47.30 1.53 0.25

2 47.75 1.54 0.25

3 48.21 1.55 0.26

4 48.67 1.57 0.26

5 49.13 1.58 0.26

6 49.59 1.60 0.27

7 50.04 1.61 0.27

8 50.49 1.63 0.27

9 50.95 1.64 0.27

10 51.39 1.66 0.28

11 51.85 1.67 0.28

12 52.30 1.69 0.28

13 52.74 1.70 0.28

14 53.19 1.72 0.29

15 53.64 1.73 0.29

16 54.08 1.74 0.29

17 54.52 1.76 0.29

18 54.96 1.77 0.30

19 55.41 1.79 0.30

20 55.84 1.80 0.30

21 56.28 1.81 0.31

22 56.72 1.83 0.31

23 57.16 1.84 0.31

24 57.60 1.86 0.31

25 58.04 1.87 0.31

26 58.46 1.88 0.32

27 58.90 1.90 0.32

28 59.32 1.91 0.32

29 59.75 1.93 0.33

30 60.18 1.94 0.33

31 60.61 1.95 0.33

32 61.04 1.97 0.33

33 61.46 1.98 0.34

34 61.88 2.00 0.34

35 62.30 2.01 0.34

36 62.72 2.02 0.34

37 63.14 2.04 0.35

38 63.56 2.05 0.35

39 63.98 2.06 0.35

40 64.39 2.08 0.35

41 64.81 2.09 0.36

42 65.22 2.10 0.36

43 65.63 2.12 0.36

44 66.04 2.13 0.36

45 66.45 2.14 0.37

46 66.85 2.16 0.37

47 67.27 2.17 0.37

48 67.67 2.18 0.37

Table 2 Parameter of drift tubes in DTL 49 68.07 2.19 0.38

50 68.47 2.21 0.38

Total 2906.02 93.70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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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onent name

(b) Length & Diameter

Fig. 8 Flow model of 20 MeV DTL cooling

system for Flowmaster simulation

은 냉각계통의Figure 8 20 MeV DTL Simulation

으로 는 각 장치의 명칭 는 각 배Modeling , (a) , (b)

관계의 길이 및 직경을 도시하였다 그림과 같이.

각각의 입력 값들은 시험결과 및 도면을 준용하

였으며 는 개의 를 통, 3-Way Valve 2 2-Way Valve

하여 유량 제어를 하였다.

는 총유량Figure 9 370 을 기준으로 각

배관계의 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과. Klystron

의 유량은 각각DTL(1~4) 106.5 (29%), 15.39

(4%), 15.34 (4%), 15.34 (4%),

15.4 이며 배관계의 유량은(4%) , By-pass

198.9 이다 의 유량은(54%) . By-pass Klystron

과 의 유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DTL

다.

Fig. 9 Ratio of flow rate in each components

은 냉각계통의 각 배관계통 후단Figure 10 DTL

의 압력을 나타낸 것으로 총 압력 손실은, 2.1bar

이고 과 열교환기 계통의 압력 손실은 각각, DTL

와 이다 또한 배관계통의1.23bar 0.52bar . By-pass

과유량으로 인한 압력 손실은 이상 발생한다2bar .

과 같이 각 장치에 순환하는 냉각수는Figure 11

배관계통의 이다 이것은By-pass 6.8m/s . DTL

이 뿐만 아니라 까지 냉System DTL Klystron Loop

각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 없RF Power

는 상태에서는 의 유량이 로 통54% By-pass Loop

하여 소음 및 배관 진동 등을 발생시킨다.

Fig. 10 Pressure distribution fo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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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elocity distribution of DTL cooling

water system components

결 론4.

의 선형가속기는 의 주PEFP 20 MeV 350 MHz

파수 운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냉각수의 온도 제,

어를 통한 공진주파수제어 가 이루어지고 있(RFC)

다 본 연구에서는 의 원활한 냉각수 공급을. DTL

위한 냉각계통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

다.

각 로 공급되는 유량이(1) DTL 15.82 일

때 평균적인 의 유량 약, DT 0.3 이라고 가

정하면 이때의 압력 손실과 유속은 와, 0.014 bar

이다0.78m/s .

각 는 등을 통한 유량 조절이 요(2) DT Valve

구된다.

(4) 냉각수의 유량이 370 일 때 과, Klystron

은 각각DTL(1~4) 106.5 , 15.39 , 15.34

, 15.34 , 15.4 이며 배, By-pass

관계통의 유량은 198.9 로 나타났다.

배관계통은 과유량으로 인한 압력(5) By-pass

손실이 크다.

이상의 유량이 로 형성되어 배(6) 54% By-pass

관의 소음 및 진동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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