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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가속장치는 의 고주파원으로부터PEFP Klystron발생되는 열부하에 따라 의RF Drift Tube (DT)내부 형상 및 크기에 따라 변하게 되어 DTL의 공진주파수를 변화시킨다 양성자 빔의Cavity .가속 및 성능 확보에 있어서 공진주파수 제어는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온도.의 냉각수를 로 공급하여 그것의 구조적 안정DT화와 함께 공진주파수 (Resonant Frequency, 350가 제어될 수 있다MHz) .
(1~3)펌프장치 는RCCS (Water pumping skid) PEFP가속장치의 공진주파수 제어를 위한 독립된 폐회

가속장치의 공진주파수 제어를 위한PEFP DTL

펌프장치의 설계 및 성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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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onance Control Cooling System (RCCS) prototype installed in KAERI site has been designed

to control the resonant frequency of the normal conducting drift tube linac (DTL) for the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PEFP). The RCCS water pumping skid is composed of two channels as a

by-passing the cooling water and a plate heat exchanger. The required temperature can be achieved by

mixing both channels in order to control its the resonant frequency at 350 MHz. The temperature

controlled water pumping skid operates in combination with the Low Level Radio Frequency (LLRF)

system. We have discussed the design, modeling with each components, control scheme, fabrication and

test results of the water pumping skid for resonant frequency control of the DTL cavity. In conclusion,

the fabricated RCCS prototype through the optimization of modeling has corresponded with the design

requirement 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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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 의 정밀온도제어 냉각시스템이다(Closed loop) .펌프장치의 냉각수 유량은 열부하 조건에DTL따라 가변속 펌프 에 의하(Variable Speed Pump)여 일정하게 유지된다 방향 제어 밸브는 열교. 3-환기와 의 혼합된 냉각수By-pass Loop (Mixing조절하여 로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Flow) DTL를 제어한다 또한 전체 유량의 를 펌프 전. 1~5 %단에서 분기하여 냉각수 수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4) 특히 온수측 의. , (Hot-side)열교환기로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열교환기의 출구 온도가 증가(5)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펌프 열교환기 및 제어 밸브의 특성을 파악하고,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본 연구는 공진주파수 제어를 위한 펌프장치의설계 조립 및 성능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자 한다 첫째 의 설계 개념을 제시하였다. , RCCS .둘째 펌프장치 시제품의 펌프 열교환기 제어용, , ,밸브 및 제어반의 전산해석을 통한 각 장치의 최적화된 설계 사양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펌.프장치의 제작사양과 성능시험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Design of the RCCS

2.1 Basic Philosophy가속장치의 정상운전에서 의 대DTL RF Power부분 이 내부 및 표면에서 소산된(70~80 %) DTL다 여기서 발생된 열은 및 의 형상의 변. DT Tank화와 함께 의 공진주파수를 변화시350 MHz DTL키게 한다 온도제어를 이용한 주파수 제어 방법.은 최소한의 에너지에서 양성자 빔 가속Klystron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4) 이러한 온도와주파수의 상관관계를 에 도시하였다 궁Figure 1 .극적으로 펌프장치는 제어 온도를 변화시RCCS킴으로써 가속장치의 이격된 공진주파수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Fig. 1 Correlation of temperature and frequency

2.2 Design Requirements양성자가속장치는 각 의 열부하가 다르기DTL때문에 마다 온도제어를 별도로 할 수 있는Cavity펌프장치가 요구된다 은 펌프장치. Table 1 RCCS의 열부하에 따른 설계요구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DTL No.
Heat Load

[kW]
Flow Rate

[]

Inlet Temp.
and Range

[ ]

RFQ 48 28 27 ±6

DTL21 94 54 27 ±6

DTL22 76 44 27 ±6

DTL23 67 38 27 ±6

DTL24 61 35 27 ±6

DTL101 49 28 27 ±6

DTL102 46 26 27 ±6

DTL103 45 26 27 ±6

DTL104 43 25 27 ±6

DTL105 42 24 27 ±6

DTL106 42 24 27 ±6

DTL107 42 24 27 ±6

MEBT 21 12 27 ±6

Table 1 Required heat load, flow rate and

temperature for the water pumping skid

2.3 Design Concept냉각시스템의 펌프장치가 가지는 주요 기능은냉각수의 온도 제어와 더불어 의 공진주파수DT를 제어하는 데 있다 펌프장치에서 가속장치로.의 냉각수 공급온도는 를 기준으로 하고27 ,℃온도 정밀도는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가속±0.2 .℃장치의 공진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한 온도제어 범위 냉각수 공급온도 는 이며 열교환기를( ) ±6 ,℃통한 냉수 계통의 공급온도는 이다10±1 .℃
3. Prototype Models

3.1 General Arrangement는 의 펌프장치 차원Figure 2 2.0m×2.8m×2.0m 3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시제품 제작에 앞서 구성.품 및 배관의 간섭사항을 예상하고 공간 배치의타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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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g. 2 General Arrangement Diagram of the

Prototype Pumping Skid

3.2 Network Model과 같이 배관망 해석용 차원 코드를Figure 3 1사용하여 펌프장치 시제품의 유량에 따른 유속,전체 배관의 부피 및 압력강하 등을 에Table 2나타내었다.

Fig. 3 Network Model for the RCCS21

Flow Rate

[]
Velocity
[ ]

Volume

[
]

P

[
]

54 2.7 0.6 3.6

Table 2 Results of the RCCS21 Simulation

3.3 Heat Exchanger Model펌프장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의 가DTL속장치로부터 및 에 의한 열부하를 흡수RF EQM하여 이를 열교환기를 통하여 냉수 계통으로 전,달하게 된다 냉수의 입구온도 및 온수의 입구온.도가 주어진 경우 열교환기와 배관으로, By-pass부터 혼합된 의 온도 및 유량이 결Mixing Section정된다 이때 의 열교환기와 분기배관의. , Hot-side유량에 따른 엔탈피는 일정하여야 하며 열교환,기의 냉수 및 온수의 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가일정하다는 조건을 고려하여 관계식을 설정하면다음과 같은 식이 정의된다.      (1)      (2) 질량유량: () 냉각수의 비열: (∙) 열부하: DTL () 냉각수 온도: (℃)아래 첨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냉수: 온수: 전체 유량: 에 공급되는 냉각수의 혼합: DTL 출구 조건: 입구 조건:의 열부하 및 열교환기 입출RCCS21 (94 kW) ․구 온도를 기준으로 총전열계수(UA, LMTD: 8.28를 계산하면 이다 본 연구에서는) 11,316 W/ .℃ ℃의 열 해석 및 수력계Gasket Plate Heat Exchanger산을 위한 상업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의 판형 열교환기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RCCS21 . ,적합한 전열판 개수는 장 냉각 채널 으로61 ( , 30)써 최대 는 약 이다 최, Plate Pack Length 220 mm .대 전열면적은 약 7.6 이다 또한 안전계수는.최대 약 이며 에 의한2.7 , Fouling Over Surface는 로써 열교환기의 열부하 조건 및 세Rate 1.5 %정 등의 운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와. Figure 4는 열교환기 크기 선정을 위한 각 채널의 압력5손실에 대한 계산 결과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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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ssure Drop of Hot-side Flows for the

RCCS21 Prototype

Fig. 5 Pressure Drop of Cold-side Flows for the

RCCS21 Prototype

3.4 Control Valve Model은 제어 밸브의 개도에 따른 유량 특성Figure 6을 나타내고 있다 밸브의 개도가 일 때. 50 % , CV와 유량이 에(valve sizing coefficient, %) Port A, B서 밸브의 응답특성 때문에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밸브의 개도에 따른 유량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다.에서 도시한 것처럼 의 제어용Figure 7 Hot-side밸브 의 개도에 따른 유량과 압력손실의 특(CV1)성은 펌프장치 배관경 과 유량(80A) (54 )을 고려하였을 때 계산된 밸브의 압력손실은, 0.4 미만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밸브의 용량.계수는 밸브의 특성은 선형적이라는 가정105 %,에서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값은 제조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것Cv이다.

Fig. 6 Flow Characteristic of the 3-Way

Control Valve (80A)

Fig. 7 Relation Between Flow Rate and

Pressure Drop at CV1(80A)

3.5 Temperature Control Model펌프장치의 온도제어는 로 공급되는DTL 의 온도 와(CV1) 온도 를 감시하여(CV2) CV1과 를 제어하게 된다 특히 현재 펌프장치의CV2 .제어 알고리즘 설계의 경우 의 개도 변화를, CV1최소화하면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wo Input의Single Output (TISO) Mid-ranging
(6) 제어방식을제어설계의 개념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시스템의.특성상 에 의해 분기된 와 열교CV1 By-pass Loop환기 의 으로 도달하는 시간의Loop Mixing Section차이 때문에 의Single Input Single Output (SISO)상용 제어기가 가지는 특성으로는 제어의 간섭이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 와. Figure 8 SISO제어의 응답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운전 온TISO도가 에서 로 상승되었을 때 과27 28 , CV1℃ ℃의 개도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의 경CV2 . TISO우 의 밸브 개도가 의 범위에서 안, Hot-side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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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 Cold-side는 열교환기로의 개도가 의 범위 미만CV2 80 %에서 작동하여 냉수를 공급하는 특성을 나타내고있다 이는 의 개도를 안정화하여 로 공. CV1 DTL급하는 냉각수의 유량 및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Step Response Between Conventional

SISO and Mid-ranging TISO Control

4. Result

4.1 Design Specification

Item Design Specification

Pump
Design Flow Rate: 54 
Discharge Pressure : 5 

Heat

Exchanger

Thermal Capacity : 93.7 
Input Pressure : 4 

Heater Thermal Capacity : 20 
LCW Unit

Total Flow Rate: 0.5-2.7 
pH Level : 8 ±1

Resistivity : 10-14 M -cmΩ
Particle Size : <1 mμ
Corrosion : <100 m/yrμ

Expansion

Tank
Volume : 0.05 

Control

Valve

Pressure Drop : 0.5 
Hot Side : 80A Size

Cold Side : 40A Size

Table 3 Design Requirement of the RCCS

prototype

앞 장의 모델링을 통한 의 최적화된 장RCCS21치별 사양을 에 정리하였다Table 3 .

4.2 Performance Test Results제작된 펌프장치의 성능시험 결과가 에Figure 9나타내고 있다 초기 운전에서 순환펌프의 구동.으로 인한 배관의 마찰열에 의해 냉각수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게 된다 실제 운전에서는 전기. (전열기를 구동하여 온도 셋업 일정 온도가 상승)된 후 펌프장치의 온도제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과 의 개도를 수동 조작을 통하여 열CV1 CV2교환기로의 유량을 증가 시켜보았다 그 결과 펌. ,프장치를 통한 시스템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열교환기로의 유량이 확.보되면서 와 의 유체가 열교환기Hot-side Cold-side를 통하여 냉온수의 열교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본 시험에서는. Cold-side의 냉수를 공급하는 냉동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의 냉각된 물탱크의 냉수만으로 시험을하였기 때문에 열평형 이후의 온도는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래서 냉동기 대신.냉수의 온도를 하강시키기 위해 를 이용하Dry-ice였지만 부하시험의 열부하가 의 냉동 능, Dry-ice력보다 높아서 더 이상 제어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이 불가능하였다 향후 야외 냉각탑수의 이용. ,또는 별도의 시험용 냉동기를 수반한 시험이 요구된다.

Fig. 9 Temperature Behavior of the DTL Supply

in the Performance Test은 로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 제Figure 10 DTL어를 위한 의 밸브 개도에 따른 각 의 유CV1 Port량 및 전체 유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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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 제어용 밸브의 개도 를(To By-pass Loop) 100부터 까지 하양조정을 통한 밸브의 특성% 50 %을 파악하고 모델링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위해 수행되었다.

Fig. 10 Flow Rate Behavior for

the Control Valve Opening상기 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얻을 수 있다.펌프장치의 성능시험에서 시스템의 유량평형- 이 최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Flow Balancing)다. 의 밸브를 로 하였을 때- CV1 50 % , Port A, B의 유량이 의 비가 아닌 약1:1 2 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산해석의 결과와 같이 제어.밸브의 특성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5. Conclusion본 연구에서는 양성자가속장치의 공진주PEFP파수를 제어하기위한 펌프장치의 설계 제작 및,성능시험 등이 수행되었다.펌프장치의 펌프 열교환기 제어용 밸브 제- , , ,어 기법 등을 컴퓨터 전산해석을 통하여 설계의최적화를 수행하였다.을 냉각하기위한 냉각수의 온도제어는- DTL 기법을 통한 제어를 적용하고Mid-ranging TISO자 한다 향후 시뮬레이션과 성능시험을 통한 제. ,어 알고리즘의 확립과 검증이 요구된다.시제품의 성능시험 결과 각 장치의 기능 및- ,온도 제어 성능은 운전 온도에 따라 제어 밸브의구동 및 열교환기의 전열 능력이 설계 사양을 만

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현재 의 냉동기가 확보되지 않아서- Cold-side의 냉수확보를 통한 정온제어 및 주파수Cold-side감시 모드와의 연계시험 및 검증이 필요하다.따라서 의 설계와 모델링은 펌프장치 성RCCS능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수행되는 컴,퓨터 전산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후 기이 논문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사업단으로부터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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