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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STAR 토카막의 ICRF 가열장치 개발을 위해 제작된 prototype 안테나에 대

한 최종 시험(RF Test Campaign-4)으로서 운전이 가능한 최대 전압 및 장펄스 

운전 성능을 시험하 다. 시험 결과 최대 전압은 5초의 펄스에 대해 40.4 kVp이

었으며, VB,max=30.0 kVp로 운전하는 경우 66초 때에 압력 상승에 의해 진공용기 

내에서 방전이 일어났다. 300초 장펄스의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최대 전압은 15.1 

kVp이었다. 짧은 펄스에서 더 이상 전압을 올리지 못한 것은 전송선의 테프론 

절연체에서의 방전에 기인하며, 300초 장펄스의 경우에는 온도 상승에 의한 시험

용 진공용기 내의 압력 증가와 함께 방전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장펄스 운전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테나 전면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 다. 30.0 kVp/66 

sec 펄스를 인가한 경우 최대온도는 374 ℃이었으며, 15.1 kVp/300 sec의 경우 

최대온도는 287 ℃이었다. 안테나의 온도 분포와 비교하기 위하여 상용코드를 이

용하여 2-D 자기장 계산을 수행하 으며, 전류띠와 파라데이 차폐관에서의 고주

파에 의한 열부하 분포를 계산하 다. 계산을 통하여 얻은 열부하 분포와 온도 

분포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안테나에서의 고

주파에 의한 가열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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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F Test of the Prototype ICRF Antenna for KSTAR 

Tokamak

Young-Dug BAE, Jong-Gu KWAK, Sun-Jeong WANG, Jae-Sung YOON, and 

Bong-Guen HO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ejeon 305-353

During the RF test campaign-4, the prototype antenna for the KSTAR 

ICRF heating system was tested to verify its available maximum RF voltage 

and long pulse capability. As a result, the maximum standoff voltage was 

40.4 kVp for a pulse length of 5 sec. It was limited by a breakdown on the 

teflon insulator used in transmission line. When the line voltage was 30.0 

kVp, a RF breakdown occurred at t=66 sec, which was caused by the 

pressure increase in RFTC. A long pulse test showed the maximum standoff 

voltage was 15.1 kVp for a pulse length of 300 sec. It was limited by 

overheating of the antenna. The temperature profile on the front face of the 

prototype ICRF antenna was measured using an IR camera during a long 

pulse operation. For a test pulse of 30.0 kVp/66 sec, the maximum 

temperature was 374 ℃, and it was 287 ℃ for 15.1 kVp/300 sec. A 2-D 

magnetostatic calculation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heat load profile on 

the current strap and the Faraday shield. The measured temperature profile 

well agreed with the calculated heat load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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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es along which temperatures profiles were deduced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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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around the Faraday shield #10. The solid line 

          represents heat load on FS  ‧‧‧‧‧‧‧‧‧‧‧‧‧‧‧‧‧‧‧‧‧‧‧‧‧‧‧‧‧‧‧‧‧‧ 54

Fig. 4-19. Temperature profile along the horizontal reference line

          H1 located between Faraday shield #11 and #12  ‧‧‧‧‧‧‧‧‧‧‧‧‧‧ 55

Fig. 4-20. Temperature profile on the current strap-1. The dash 

          line represents heat load on the current strap-1  ‧‧‧‧‧‧‧‧‧‧‧‧‧‧ 55

Fig. 4-21. Temperature profile along the horizontal reference line

          H2 located on the Faraday shield #10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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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국가핵융합연

구장치) 토카막[1-1,2]의 ICRF(Ion Cyclotron Range of Frequency) 가열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1999년에 prototype ICRF 안테나를 제작하 으며,[1-3,4]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고주파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1-5,6] 본 보고서에서는 2003년

도에 수행한 prototype 안테나에 대한 최종 시험 결과 및 분석 내용에 대해 논의

하 다. 본 시험에서는 prototype 안테나에서 운전이 가능한 최대 전압을 얻고자 

하 으며, 또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고 계산

을 통하여 구한 열부하 분포와 비교하 다. 본 시험은 RF Test Campaign-4에 

해당되며, 2003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모두 6회의 시험을 수행하 다. 

6회의 시험동안 실시한 총 shot number는 94회이다. 본래 prototype 안테나에는 

전류띠(current strap), cavity wall, 파라데이 차페체(Farday shield), 진공전송선 

등을 냉각할 수 있는 냉각관로가 내장되어 있으나, 관로의 연결 부위가 지나치게 

많고 시험 중 누수의 위험이 있어 냉각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하 다. 본 시험을 

포함하여 prototype 안테나에 대한 여러 시험 결과를 반 하여 2002년에 냉각관

로가 개선된 안테나를 새로 제작하 으며, 그 안테나에 대해서는 냉각하지 않은 

상태와 냉각한 상태에서 동일한 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 다. 개선된 

안테나에 대한 1차 시험인 냉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주파 시험(RF Test 

Campaign-5) 결과를 본 보고서에 앞서 발간한 바 있다.[1-7] 본 보고서의 구성

으로는 제Ⅱ장에서 고주파 시험을 위한 장치 구성에 대해 언급하 으며,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에서 서술하 다. 제Ⅳ장에서는 열부하 분포의 계산에 대

해 자세히 논의하 으며, 온도 측정 결과와 비교하 다. 제Ⅴ장에서 본 보고서의 

결론을 기술하 다. 



- 12 -

Ⅱ. RF Test Campaign-4의 장치 구성

  RF test campaign-3의 시험을 위해 구성된 공명루프(resonant loop)[2-1]의 일

부 부품을 해체하고 전류띠-1의 하단에 고주파를 인가하여 고주파 고전압 및 장

펄스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회로를 구성하 다.

Ⅱ-1.  시험회로 구성

  Prototype 안테나의 전류띠-1(플라즈마에서 바라볼 때 왼쪽 첫 번째 전류띠)에 

구성되어 있던 공명루프에서 공명루프 상의 위상변환기 쪽을 해체하여 루프를 

끊고 전류띠-1의 하단 반쪽에만 고주파를 인가하는 시험회로를 구성하 다. 나머

지 3개 전류띠의 상, 하 입력단 모두 진공전송선의 끝단에서 접지하 다. 전류띠 

4개 중 한 개의 절반에만 고주파를 공급하여 시험하는 것은, 안테나의 성능을 좌

우하는 것은 고주파 고전압에 대한 내전압인데, 이는 모든 전류띠의 형상이 유사

하기 때문에 내전압 특성 또한 동일하기 때문이다. 시험회로의 개념도는 Fig. 

2-1과 같으며, 설계된 3-D 형상은 Fig. 2-2와 같다. 또한 본 핵융합연구LAB에 

건설된 사진은 Fig. 2-3과 같다. 건설된 시험회로의 최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약 8 m이다.

Fig. 2-1. Schematic diagram of the RF test circuit for Campaig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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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3-D drawing of the RF test stand for RF test campaign-4. 
(VP : voltage probe, DC : directional coupler) 

  전류띠-1의 상, 하에 연결된 두 진공전송선 끝에는 vacuum feedthrough가 연

결되어 있어 진공과 대기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바로 다음에는 6･1/8" 전송

선과 9･3/16" 전송선을 연결하는 reducer를 연결하 다. Reducer 이후의 전송선 

연결은 elbow 등을 사용하여 안테나의 분해, 조립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

다. 하단의 경우 9･3/16" 전송선을 계속 연결하여 끝단에는 접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단락전송선 동조기(stub tuner)를 연결하 다. 전류띠-1의 접지 지점으

로부터 단락전송선 동조기의 접지지점까지의 전기적 길이는 20 m로서 주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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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RF test stand constructed in KAERI for the RF test campaign-4. 

MHz에서 파장의 2 배가 되는 길이(=2･λ)이므로 공명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따

라서 30 MHz의 고주파를 공급하면 정상파(standing wave)가 형성되게 된다. 고

주파의 공급은 단락전송선 동조기의 접지 지점으로부터 약 5 m에 위치한 

T-connector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지점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50 Ω이 되

어야 한다. T-connector 바로 위에는 gas breaker를 설치하여 고주파를 공급하

는 전송선과 정상파가 형성되어 고전압이 생기는 시험 선로를 분리하여, 시험선

로에 절연기체를 충진할 수 있도록 하 다. 내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한 절연기체

로는 고순도 질소 기체로 하 으며, 3기압으로 충진하 다. Gas breaker 위에는 

양방향 방향성 결합기를 설치하여 시험선로로 들어가는 고주파 출력과 반사되는 

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시험선로 상에는 모두 9개의 전압탐침을 설치

하여 위치에 따른 정상파의 전압 분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양방향 

방향성 결합기를 설치하여 전류띠 쪽으로 진행하는 고주파 출력과 전류띠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고주파 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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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의 경우에는 reducer 다음 단에 전송선을 연결하여, 전류띠의 접지로부터 

전기적 길이가 12.5 m가 되는 지점에서 전기적으로 open이 되게 하 다. 따라서 

상단의 총길이는 1¼ 파장이 되어 역시 정상파가 형성되게 된다. 이 때 형성되는 

정상파의 최고 전압은 하단 전류띠에 대한 상단 전류띠의 상호 유도(mutual 

coupling) 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상단 전송선로에도 4개의 전압탐침을 설치하여 

전압분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양방향 방향성 결합기 또한 설치하 다. 

  고주파 송출기로는 1998년에 자체 제작한 100 kW 고주파 송출기[2-2]를 사용

하 으며, 동작 주파수는 30 MHz, bandwidth는 100 kHz이다. 실제 동작 주파수

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절연기체 충진 등의 시험 준비가 완료된 시험회로의 입력 

임피던스를 Network Analyzer로 측정하여 정합 조건에 부합되는 주파수를 소수

점 이하 4자리까지 정 하게 결정한다. 주파수가 결정되며 고주파 송출기의 출력

단을 dummy load에 연결하여 송출기의 입, 출력단의 정합회로를 정  조정하여 

최적의 운전 조건을 정하게 된다. 최적의 운전 조건이 결정되면 다시 송출기의 

출력단을 시험회로 쪽으로 연결하여 시험회로에 고주파를 공급하게 된다.  

Ⅱ-2.  시험회로의 전기적 특성

  본 시험 회로는 안테나를 제외한 모든 구성이 RF test campaign-5와 동일하

며, 안테나 또한 전기적 특성이 거의 같으므로 시험회로 전체의 전기적 특성은 

RF test campaign-5와 거의 같다. 따라서 본 시험회로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논

의는 이전 보고서의 내용[2-3]의 내용으로 대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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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주파 시험

  Prototype 안테나가 포함된 시험회로를 위와 같이 구성하여 2003년 10월 29일

부터 11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RF test campaign-4의 시험을 수행하 다. 본 

시험은 prototype 안테나에 대한 마지막 시험으로서 최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

이었다. 고주파를 인가하기 전에 정합조건을 확인하 으며, 정합이 가능한 주파

수에서 고주파 시험을 수행하 다. 6차례에 걸쳐 수행한 고주파 시험을 ‘고주파 

시험 C4-1, 2, 3, 4, 5, 6’으로 분류하여 각 시험의 내용과 결과를 각 절로 나누어 

설명하고, 제Ⅲ-7절에서 종합적으로 기술하 다.  

Ⅲ-1.  고주파 시험 C4-1 (2003년 10월 29일)

  고주파를 인가하기 전에 Network Analyzer를 이용하여 고주파 송출기가 바라

보는 임력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정합 조건에 부합되는 주파수를 결정하 으며, 

그 임피던스가 50 Ω이 되도록 단락전송선 동조기의 길이를 미세 조정하 다. 그

렇게 결정된 시험 주파수는 29.85 MHz이다. 본 시험에서는 모두 18회의 고주파 

펄스를 인가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낮은 출력의 고주파를 2초 동안 인가하는 

것으로 고주파 시험을 시작하 으며, 점차 출력을 높여 나갔다. 고주파를 인가하

는 펄스는 초기에 2초로 하 으며, 나중에는 5, 10, 30, 300초의 장펄스로도 시험

하 다. 시험하기 전 RFTC(RF Test Chamber)의 진공도는 1.4×10
-7
 mbar이었으

며, 고주파 펄스를 인가한 후 진공도가 10
-7
 mbar 역에 들면 다음 펄스를 인가

하 다. 펄스를 인가하면서 Fig. 2-1의 각 지점에 설치한 전압탐침(VP) 및 방향

성 결합기(DC)를 이용하여 고주파 전압 및 고주파 출력을 측정하 다. 또한 

RFTC 내의 진공도 변화와 안테나 온도 변화도 측정하 다. 

1.  SHOT #01-05 :  고주파 출력 PMF=0.3 kW, pulse length τ=2 sec

① 안테나 및 진공전송선의 conditioning을 위해 낮은 고주파 출력으로 고주파

를 반복하여 인가하 다. SHOT #01에 대한 고주파 출력 및 시험회로 상의 

최대 전압 및 시험용 진공용기의 압력 변화를 Fig. 3-1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PMF는 시험회로 입력단에서의 진행파 출력을 나타내며, PMR는 반사

파 출력을, VB,max는 선상의 최대 전압을, Pr은 RFTC내의 압력을 나타낸

다. VB,max는 시험회로의 bottom-line에 설치되어 있는 방향성 결합기(Fig. 

2-1의 DC-B)를 이용하여 측정한 진행파와 반사파의 고주파 출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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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것이다. 즉, 정상파가 형성된 경우 전송선상의 최대 전압은 진행파

와 반사파의 전압을 더함으로서

V B,max =VBF+VBR= (2 PBF Z)
1/2+(2 PBR Z)

1/2 (3-1) 

   와 같이 구할 수 있는 것이다. SHOT #01의 경우 시험용 진공용기의 최대 

압력이 2.02×10
-5
 mbar이었으며, 반복하여 고주파를 인가함에 따라 그 값이 

점차 감소하여 SHOT #05에서는 Fig.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81×10
-6
 

mbar로 낮아졌다.

Fig. 3-1.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0292003-01.

Fig. 3-2.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029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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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회로의 정합 여부는 진행파에 대한 반사파의 출력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 반사계수는 ρ는

ρ=
VMR
VMF

= (
PMR
PMF )

1/2

(3-2)

   과 같으므로, SHOT #01의 경우 ρ=0.17로서 반사되는 고주파가 극히 작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VSWR(Voltage Standing Wave Ratio)는

VSWR=
1+ρ
1-ρ (3-3)

   이므로, 이 경우 VSWR=1.41이 된다. 

2.  SHOT #06-10 :  고주파 출력 0.8-7.6 kW, pulse length 2  sec

① SHOT #05까지 conditioning을 수행한 후 SHOT #06에서 고주파 출력을 

0.79 kW로 증가시켰으며, SHOT #10에서는 고주파 출력을 7.55 kW로 증

가시켰다. Fig. 3-3은 SHOT #10의 시험 결과이다. 

Fig. 3-3.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0292003-10.

3. SHOT #11-13 :  고주파 출력 8.0-9.3 kW, pulse length 5-30 sec

① SHOT #11에서는 SHOT #10과 거의 같은 수준의 고주파 출력에서 펄스폭

을 5초로 증가시켰다(Fig. 3-4). 또한 SHOT #12에서는 10초 동안 인가하

으며(Fig. 3-5), SHOT #13에서는 30초 동안 인가하 다(Fig.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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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주파가 인가되는 동안 고주파에 의한 표면으로부터의 기체 방출량이 증

가하여 RFTC 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압력이 Figs. 3-4, 5에서 

볼 수 있듯이 5초 이상 지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10
-5
 mbar 이하에서 

포화되었다. 또한 Fig. 3-6에서 알 수 있듯이 10초 정도 이후에는 다시 압

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주파에 의한 conditioning 효과로 인해 

표면으로부터의 기체 방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4.  SHOT #14 :  고주파 출력 6.5 kW, pulse length 300 sec

① SHOT #14에서는 다시 펄스폭을 300초로 증가시켰다. 그 시험 결과는 

Fig. 3-7과 같다. 고주파 출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고주파 송출

기의 입출력단에서 온도 상승에 의한 정합 특성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반사 고주파의 출력이 증가한 것은 안테나와 전송선의 온도가 상승하여 시

험회로의 임피던스가 정합조건으로부터 점차 벗어났기 때문이다.

② 시험회로의 하단 전송선로의 최고전압은 VB,max=14.9 kVp이었으며, 전류띠

의 상, 하단의 상호 유도에 의해 상단 전송선로의 최대 전압은 VT,max=1.84 

kVp이었다. 따라서 상, 하단의 상호유도계수는 VT,max/VB,max=12.3 %이다.

③ 고주파가 인가되는 동안 증가하는 RFTC 내의 압력은 펄스 초기에 더 이

상 증가하지 않고 5×10
-5
 mbar 이하에서 포화된 후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고주파에 의한 conditioning 효과로 인해 표면으로부터의 기체 방출량

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주파 인가 후 약 150초 후에는 다시 압력

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안테나 표면, 특히 고주파가 공급되는 전

류띠-1과 그 근처의 파라데이 차폐체 및 cavity 벽의 표면 온도가 증가하

여 다시 기체 방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④ 안테나의 온도를 나타내는 Fig. 3-7(c)는 cavity 벽의 왼쪽 바깥 벽 중앙

에 부착된 열전대에 의해 측정한 것이다. 그 온도는 고주파 인가 후 t=605 

sec에 최대 117.5 ℃에 도달하 다. 펄스가 종료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에 최고 온도에 도달하는 것은, 전류띠를 마주보고 있는 내벽이 먼저 가열

된 뒤에 그 열이 두께 24 mm의 SUS 벽을 통해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는 

외벽으로 전도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파라데이 차폐체의 온

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C4-5의 시험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

하여 파라데이 차폐체의 온도를 측정하 으며, 그 내용은 제Ⅲ-5절에서 서

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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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0292003-11.

Fig. 3-5.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0292003-12.

Fig. 3-6.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029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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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029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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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OT #15-18 :  고주파 출력 7-20 kW, pulse length 5 sec

① SHOT #15부터는 짧은 펄스에서 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한 최대 전압을 시험하고자 하 으며, SHOT #16에서 PMF=19.9 kW를 

인가하여 최대 전압 VB,max=24.6 kVp를 얻었다(Fig. 3-8). 

② SHOT #17에서는 고주파 출력을 더욱 증가시켜 시험을 시도하 으나 전송

선로 상에서 방전이 일어나 시험이 중단되었다. 전송선 상의 테프론 절연

체 표면에서 방전이 일어난 것으로 예측된다. 

Fig. 3-8.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0292003-16. 

The maximum voltage along the bottom-line was VB,max=24.6 kVp

6. 고주파 시험 C4-1의 요약

  고주파 시험 C4-1에서는 모두 18회의 고주파 펄스를 인가하여 prototype 안테

나에 대한 고주파 시험을 수행하 다. SHOT #01-05에서는 낮은 고주파 출력에

서 conditioning shot를 반복하 으며, 그 이후 고주파 출력을 증가시켰다. SHOT 

#11부터는 일정한 고주파 출력에 대해 고주파를 인가하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SHOT # 14에서 300초 장펄스 시험을 수행하 다. 이 때 시험회로 상의 최대 전

압은 VB,max=14.9 kV이었으며, 시험용 진공용기의 압력은 5×10
-5 mbar 이하로 유

지되었다. SHOT #15부터는 짧은 펄스에서 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

이 가능한 최대 전압을 시험하고자 하 으며, SHOT #16에서 PMF=19.9 kW를 인

가하여 최대 전압 VB,max=24.6 kVp를 얻었다. 전압을 더 증가시키고자 하 으나 

전송선에서 방전이 일어나 중지되었다. 본 C4-1의 시험 결과, 인가하는 고주파 

출력에 대한 시험회로상의 최대 전압은 Fig. 3-9와 같다. 인가되는 고주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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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The maximum line voltage as a function of net RF power for RF test 
campaign C4-1. Open circles represent measured values, and solid line is 

calculated value with an effective resistance of Reff=0.16 Ω. 

과 시험회로 상의 최대 전압과의 관계는  

PRF=
1
2
Reff (

V max

Z )
2

         (3-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PRF=PMF-PMR로서 시험회로에서 반사되지 않

고 소모되는 순고주파 출력이다. Z는 전송선로의 특성임피던스이며, Reff[Ω]는 유

효 부하저항으로서 전송선의 표면저항, 전송선 간의 접촉 저항, 기타 고주파 손

실에 대응되는 저항의 합이다. 시험회로의 bottom-line의 저항 성분이 전송선의 

표면저항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총 유효저항은 이전의 보고서에서 검토

한 바대로 Reff= 0.140 Ω이다[3-1]. 그러나 본 proto-type 안테나의 경우, cavity 

box의 표면이 Ni 도금이 되어 있어 Cu 도금이 되어 있는 modified 안테나에 비

해 표면 저항이 4배 정도 높아서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전류띠가 마주보고 

있는 cavity wall의 면적(768 mmL×98 mmW)에 대한 표면 저항을 구해보면, 주

파수 30 MHz에서 0.022 Ω이 된다. 따라서 본 시험회로의 경우 총 유효저항은 

Reff=0.162 Ω이며, 시험회로에 PRF의 고주파가 소모될 때 최대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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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B,max [kVp] =  5.556 PRF[kW] (3-5)

이 된다. Fig. 3-9의 실선이 바로 이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측정값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시험회로에서 전송선 상의 최대 전압을 35 kVp 

이상으로 얻고자 한다면 반사없이 40 kW 이상의 고주파 출력을 인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2.  고주파 시험 C4-2 (2003년 11월 04일)

  본 시험은 고주파 시험 C4-1에 이어 짧은 펄스에서 운전 가능한 최대 전압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것이다. 고주파 출력을 증가시키면서 모두 9회의 펄스로 시험

하 는데, SHOT #07 이후에는 전송선상의 방전으로 인하여 시험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방전이 일어나지 않고서 시험이 가능했던 SHOT #06의 결과는 Fig. 

3-10과 같으며, 이때의 전송선 상의 최대 전압은 VB,max=16.1 kVp이었다. 운전 

가능한 최대 전압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전의 C4-1 시험에서 SHOT #16 이

후에 이미 방전이 일어나 전송선 상의 테프론 절연체가 이미 손상을 입었기 때

문에 낮은 전압에서도 그 지점을 따라 계속 방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고주파를 

인가하는 즉시 방전이 일어난 본 시험의 SHOT #07의 경우는 Fig. 3-1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반사 고주파의 출력이 입사 고주파와 거의 같으며, 전송선상의 전

압은 거의 0 V에 가깝다. 즉, 거의 모든 고주파가 반사되는 것이다. 또한 입사 

고주파 출력이 비이상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반사파의 증가로 인해 고

주파 송출기 내에서 발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SHOT #09까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으며, 방전음이 들리는 방향으로부터 전송선 쪽에서 방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전이 일어났음에도 시험용 진

공용기의 압력은 10
-4
 mbar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공용기 내에

서의 방전은 아닌 것이다. 본 시험 후 전송선로를 분해해본 결과 Fig. 3-12와 

같이 방전에 의한 테프론 절연체의 손상을 확인하 다. 방전이 일어난 지점은 

Fig. 2-2에서 전압탐침 VP-B1, B2, B3가 설치되어 있는 길이 2 m의 전송선과 

Elbow 사이에 들어있는 Anchor connector의 테프론 절연체 상부 표면이다. 이 

지점은 Fig. 3-13의 전압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파의 최대 전압이 형성되

는 지점과 근접해 있어서 방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압 

분포는 이전 시험인 C4-1의 SHOT #10292003-16, 최대전압 VB,max=24.6 kV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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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또한 전송선 상에 전압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더 있으며, 

이곳 역시 방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나, 본 시험에서는 방전이 일어나지 않았

다. 진공전송선 상에도 최대 전압이 형성되는 곳이 있으며, 시험용 진공용기 내

에서의 방전은 이 지점으로부터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방전으로 인해 손상된 테

프론 절연체는 다음 시험을 위해 제거하 다. 교체하지 않고 제거한 것은 방전의 

위험을 줄이고자 함이며, 제거하더라도 중심 전송선을 지지하는 데에 문제가 없

기 때문이다.  

Fig. 3-10.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1042003-06. 

The maximum voltage along the bottom-line was VB,max=16.1 kVp.

Fig. 3-11.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104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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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Photograph of the anchor connector inserted between elbow and 2-m 
transmission line. Some breakdown marks were found on the teflon insulators. 

Fig. 3-13. Voltage profile along the bottom transmission line in the test circuit 
for SHOT #10292003-16, in which the maximum voltage is 24.6 kVp. 

Breakdown position at which breakdown on the teflon surface was occurred is 
near the maximum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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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고주파 시험 C4-3 (2003년 11월 12일)

  이전의 시험에서 전송선상의 방전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짧은 펄스에서 운전 

가능한 최대 전압을 확인하는 시험을 수행하 다. 고주파 출력을 증가시키면서 5

초의 펄스폭으로 모두 29회의 펄스로 시험하 다. 시험을 반복하는 도중 고주파 

출력을 증가시키는 단계에서 시험용 진공용기 내에서 방전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SHOT #29에서 고주파 출력 PMF=41.8 kW를 인가하여 최대전압 

VB,max=33.4 kVp를 얻었다.(Fig. 3-14) 이 때의 반사 고주파는 PMR=1.76 kW로서 

VSWR은 1.52이었다. 또한 진공용기의 최고 압력은 4.63×10
-5
 mbar이었다. 

Fig. 3-14.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1122003-29.

  본 C4-3의 시험 결과, 인가하는 고주파 출력에 대한 시험회로상의 최대 전압

은 Fig. 3-15와 같다. 그림에서 실선은 유효저항을 Reff=0.162 Ω로 하여 (3-5)식

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 값과 원으로 나타낸 측정 결과와는 잘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점선과 같이 측정 결과와 잘 일치하기 위해서는 유효저항 값이 

Reff=0.18 Ω이 되어야 한다. 즉, 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유효저항 값이 증가한 

것이다. 가능한 원인으로는 C4-2의 시험 과정에서 방전으로 손상된 테프론 절연

체 이외의 절연체에서 절연 특성이 나빠져서 추가의 저항 성분이 생겼을 가능성

이 있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C4-2의 시험 후 손상된 절연체를 제거한 후 전송선

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전송선 간의 접속 부위에서 접촉 불량이 발생하여 추가의 

저항이 생겼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C4-1, 2와 동일한 전압을 얻기 위해서 보

다 높은 출력의 고주파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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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The maximum line voltage as a function of net RF power for RF 
test campaign C4-3. Open circles represent measured values, and solid line 
and dash line are calculated values with effective resistances of Reff=0.16 Ω 

and 0.18 Ω, respectively. 

Ⅲ-4.  고주파 시험 C4-4 (2003년 11월 13일)

  이전의 C4-3의 시험에 이어 다시 짧은 펄스폭에서 가능한 최대 전압을 얻기 

위해 고주파 시험을 수행하 다. 고주파 출력을 증가시키면서 5초의 펄스폭으로 

모두 17회의 펄스로 시험하 다. 최고 전압은 SHOT #16에서 얻었으며, 그 결과

는 Fig. 3-16과 같다. 고주파 출력을 PMF=49.3 kW 인가하 으며, 이 때 반사 고

주파의 출력은 PMR=1.76 kW로서 VSWR은 1.47이었다. 전송선상의 최대 전압은 

정상파가 생기는 전송선상의 진행파와 반사파의 출력 PBF, PBR로부터 (3-1)식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 으나, Fig. 3-1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값이 포화

되어 상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방향성결합기에서 검출한 고주파 신호의 

피크 값을 연산해내는 피크검출기의 입력 상한치(10 V)보다 높은 신호가 들어왔

기 때문이다. 즉, 진행파의 경우 고주파 출력은 방향성결합기에서의 검출된 전압

값 VBF[volt]로부터 PBF=11800･(VBF)
2
/400[kW]와 같이 주어지는데, PBF=3.15 MW

인 경우를 역산해보면 VBF=10.3 V가 되어 피크검출기의 입력 상한치를 넘어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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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Time evolutions of the main RF powers (a), RF powers on the 
bottom transmission line (b), line voltages at various positions of

 the bottom-line (c), and RFTC pressure (d) for SHOT #1113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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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전송선상의 최대전압은 Fig. 3-16(c)의 VB7의 값으로부터 결정하

다. 즉, 전송선 상에는 정상파가 형성되기 때문에 최대전압과 정해진 위치에서

의 전압 값은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가지므로 이 비율로부터 최대전압을 정할 수 

있다. VB7의 경우 전류띠 중심으로부터 x=17.3 m에 위치하며, PBF, PBR의 값이 

포화되기 전인 SHOT #07의 결과로부터 VB,max/VB7=1.33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SHOT의 경우 최대전압은 VB,max=40.4 kVp가 된다. 추후의 시험에서는 피

크검출기 입력단에 1/10 감쇄기를 설치하여 포화되지 않도록 하 다.  

Ⅲ-5.  고주파 시험 C4-5 (2003년 11월 17일)

  이전까지의 시험으로서 방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짧은 펄스폭으로 운전이 

가능한 최대전압을 확인하는 시험을 종료하 으며, 본 시험부터는 장펄스 운전 

시험을 수행하 다. 장펄스 운전시에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온도분

포를 측정하 다.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열전대로 온도 측정이 불가능하

며, 온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파라데이 차폐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1.  SHOT #01-07 :  고주파 출력 PMF=4.5-27.2 kW, pulse length τ=5 sec

  SHOT #01부터 #07까지 펄스폭을 5초로 하여 인가하는 고주파 출력을 점차 증

가시켰으며, SHOT #08에서 장펄스 시험을 수행하 다. SHOT #01에서 PMF=4.5 

kW의 고주파를 인가하 으며, SHOT #07에서는 PMF=27.2 kW이었다. SHOT 

#07의 시험 결과는 Fig. 3-17과 같다.  반사되는 고주파의 출력은 PMR=1.63 kW

Fig. 3-17.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117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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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VSWR은 1.65이었으며, 최대전압은 VB,max=28.6 kVp이었다. 진공용기의 압

력은 고주파 인가 후 2초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증가하 으나 방전에 이르지는 

않았다. 펄스 중간에 진공용기 압력의 급격한 증가와 3.5초 때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2.  SHOT #08 :  고주파 출력 PMF=26.4 kW, long pulse test

  SHOT #08에서는 SHOT #07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고주파를 인가하여 장

펄스 시험을 수행하 다. 이전 C4-4 시험에서 도달한 최대 전압보다 훨씬 낮은 

전압에서 장펄스 시험을 수행한 이유는 안테나 온도의 과도한 상승에 의한 예기

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험 결과는 Fig. 

3-18과 같다.       

① Fig. 3-1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주파 인가 후 t=66 sec 때에 진공용

기 내에서 방전이 일어났으며, 반사 고주파가 급증하여 보호회로에 의해 

고주파 송출이 중단되었다. 고주파가 인가되는 동안의 평균 고주파 출력은 

PMF=26.4 kW이었으며, 펄스 중간에 반사 고주파가 증가하여 주파수 조정

을 통하여 이를 감소시켰다. 반사 고주파의 평균 출력은 1.26 kW로서 

VSWR은 1.56이었다. 

② 고주파가 인가되는 동안 하단 전송선상에 형성된 정상파의 최대 전압은 

VB,max=30.0 kVp이었다. 정상파의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는데, 전기적 특성

이 동일한 RF Test Campaign-5의 시험회로에 대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

면, 전송선상의 최대전압이 44.4 kVp일 때 최대전류는 1 kA이므로[3-2], 

이 경우 전류띠에 흐르는 최대 전류는 IB,max=677 A가 된다.

③ 안테나 cavity 벽의 온도는 Fig. 3-18(c)의 TLM과 같다. 온도 측정 지점은 

왼쪽 cavity 벽의 바깥 표면 앞쪽 중앙이다. 고주파 펄스가 중단 후 6분 뒤

에 최대 온도 TLM=111 ℃에 도달하 다. 고주파 펄스가 종료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최대온도에 도달하는 이유는, 전류띠를 마주보고 있는 

내벽이 먼저 가열된 뒤에 그 열이 두께 24 mm의 SUS 벽을 통해 열전대

가 설치되어 있는 외벽으로 전도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④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테나 전면의 온도 분포를 측정한 결과는 Fig. 

3-19와 같으며, 이는 펄스가 종료되는 시점인 t=66 sec 때의 온도 분포이

다. 왼쪽 아래 부분이 고주파가 인가되고 있는 전류띠-1의 하단 반쪽이다. 

따라서 이 주위의 파라데이 차폐관, cavity 벽만이 온도가 높은 것이다. 그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역은 파라데이 차폐관이 cavity 벽에 접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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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Time evolutions of the RF test pulse for SHOT #11172003-08; 
RF powers at the input port of the test circuit (a), maximum line voltage (b), 

temperature on the Faraday shield and cavity wall (c) and vacuum pressure in 
RFTC (d). The temperature on FS was measured using an IR camera. The 

RF breakdown in RFTC was occurred at t=66.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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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An IR picture for the front face of the ICRF antenna at t=66 sec
of the SHOT #11172003-08. The maximum temperatures is 374 ℃.

   부분으로서, 이 역에서 자기장 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온도 분포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제Ⅳ장에서 서술하 다. 고주파를 인가하기 약 10초전

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1초 간격으로 온도 분포 data를 저장하 다. 시간에 

따른 최고 온도의 변화는 Fig. 3-18(c)의 TFS와 같다. 최대온도는 펄스가 

중단된 t=66 sec에 도달하 는데, 그 값은 374 ℃(그림에서 + 표시된 지점)

이었다. 파라데이 차폐관의 온도가 cavity 벽에서의 온도와는 달리 펄스가 

종료 시점에 최대가 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감소하는 이유는 가열되는 대상

인 파라데이 차폐관의 질량이 작고, cavity wall에 부착되어 있어 곧바로 

열이 전도되기 때문이다. 파라데이 차폐관 뒤에 있는 전류띠의 경우에는 

양쪽 모서리 부분의 온도가 높았는데 이 역시 이 부근의 자기장 도가 높

기 때문이다. 

⑤ 진공용기의 압력 변화는 Fig. 3-18(d)와 같았는데, 고주파 인가 후 초기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t=1.2 sec 경에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거

의 일정한 가운데 불규칙적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원래 값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SHOT #07에서와 같은 현상이며,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고주파를 인가하는 동안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펄스의 중간 

이후부터 압력이 서서히 증가하 으며, t=66 sec 때에는 8.4×10-5 mbar이 

되었을 때 방전이 시작되었다. 이 정도의 압력에서 방전이 개시되는 것은 

이전의 시험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3-3], 이후 개선된 안테나에 대한 시

험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3-4]. 방전이 일어나는 모습은 Fig. 3-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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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5 s)                          (t=56.7 s)

  

       (t=66.0 s)                         (t=66.0 s)

  

       (t=66.0 s)                         (t=66.1 s)

  

       (t=67.4 s)                         (t=68.0 s)

Fig. 3-20. Camcoder pictures for SHOT #11172003-08. RF discharge occurred 
at t=66.0 sec. A bright light was emitted from FS heated by RF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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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주파가 공급된 전류띠-1의 하단 근처에서는 고

주파에 의한 표면 가열로 인하여 온도가 상승하 으며, 방출되는 빛의 강

도가 증가하 다. 또한 안테나의 온도 상승에 의해 표면으로부터의 기체 

방출이 증가하여 시험용 진공용기 내의 압력이 점점 증가하여 방전이 유발

된 것이다.   

Ⅲ-6.  고주파 시험 C4-6 (2003년 11월 18일)

  C4-5의 시험에 이어 보다 높은 고주파 출력에서 장펄스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

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펄스 운전시에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테나의 

온도분포를 측정하 다.  

1.  SHOT #01-12 :  고주파 출력 PMF=3.9-44.4 kW, pulse length τ=5 sec

  SHOT #01부터 #08까지 펄스폭을 5초로 하여 인가하는 고주파 출력을 점차 증

가시켰다. SHOT #01에서 PMF=3.9 kW의 고주파를 인가하 으며, SHOT #07에서

는 PMF=35.4 kW이었다. SHOT #07에서 전송선상의 정상파의 최대전압은 

VB,max=33.1 kVp이었다. SHOT #08에서는 고주파 출력을 더 증가시켜 PMF=44.4 

kW를 인가하 으나, 펄스 중간에 전송선 쪽에서 방전이 일어나 고주파 송출이 

중단되었다. 시험 결과는 Fig. 3-21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방전이 일어

나는 순간 반사되는 고주파의 출력이 급증하 으며, 전압 반사계수(ρ=VMR/VMF)

는 0.21에서 0.90으로 증가하 다. 방전이 일어나는 순간 진공용기의 압력 변화가

Fig. 3-21. Time evolutions of the RF powers, maximum voltage of the 
bottom-line, and RFTC pressure for SHOT #1118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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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공용기 내에서의 기체 방전이 아니라 전송선 상의 

테프론 절연체 표면에서의 방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SHOT #09부터 낮은 고주

파 출력을 인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인가 즉시 전송선 쪽에서 방전이 일어난 것

으로 보아 전송선의 테프론 절연체의 손상이 분명한 것이다. SHOT #12에서 

PMF=4.1 kW의 고주파를 인가하니 방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SHOT #13에서 장

펄스 운전을 수행하 다.  

2.  SHOT #13 :  고주파 출력 PMF=7.17 kW, 300-s long pulse test

  SHOT #13에서는 SHOT #02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고주파를 인가하여 300 

sec 장펄스 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 결과는 Fig. 3-22와 같다.       

① Fig. 3-2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초 동안 인가한 평균 고주파 출력은 

PMF=7.17 kW이며,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는 주어진 주파수에서 온도에 따른 고주파 송출기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다. 고주파 인가 후 7∼8초 때까지 반사되는 고주파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SHOT #08 이후 방전으로 인해 손상된 테프론 절연체의 

절연 저항이 감소하여 전송선상에 표면저항 이외에 추가의 저항 성분이 생

긴 탓으로 보인다. 반사 고주파를 줄이기 위해 주파수 조정법[3-5]을 사용

하 으며, 300초의 펄스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주파수를 조정하 다. 이를 

통하여 평균 반사계수를 ρ=0.23(VSWR=1.60)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② 고주파가 인가되는 동안 하단 전송선상에 형성된 정상파의 최대 전압은 

VB,max=15.1 kVp이었다. 이 경우 전류띠에 흐르는 최대 전류는 IB,max=340 A

가 된다.

③ 안테나 cavity 벽의 온도는 Fig. 3-22(c)의 TLM과 같으며, 펄스 종료 후 

290초 때에 최대온도 TLM=145 ℃에 도달하 다.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한 안테나 전면의 최고온도는 Fig. 3-22(c)의 TFS와 같으며, 펄스가 

종료되는 시점인 t=300 sec 때에 최대온도 TLM=287 ℃에 도달하 다.

④ 시험용 진공용기 내의 압력 변화는 Fig. 3-22(d)와 같다. 펄스 초기에 

2.35×10
-6
 mbar로 최대가 되었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t=205 sec 때에 

9.71×10
-7
 mbar로 최소가 되었으며, 다시 증가하여 펄스가 종료되는 시점에

는 1.92×10
-6
 mbar가 되었다. 펄스의 중반 이전이 압력이 서서히 감소한 것

은 고주파에 의한 세정 효과로 인해 기체방출량이 서서히 감소했기 때문이

며, 중반 이후 압력이 다시 증가한 것은 진공 내부에 있는 안테나 및 진공

전송선의 온도가 증가하여 표면으로부터 기체방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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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Time evolutions of the RF test pulse for SHOT #11182003-13; 
RF powers at the input port of the test circuit (a), maximum line voltage (b), 

temperature on the Faraday shield and cavity wall (c) and vacuum pressure in 
RFTC (d). The temperature on FS was measured using an IR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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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7.  고주파 시험 C4의 결과 종합

  Protype 안테나에 대해 냉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한 최대 전압

을 확인하고, 장펄스 운전 특성을 조사하고자 모두 6회에 걸쳐 고주파 시험을 수

행하 다. 각 단계에서의 시험 결과를 Table 3-1에 정리하 으며, 총 SHOT 횟

수는 94회 다. 시험 결과 방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최대 전압은 5초

의 펄스에 대해 VB,max=40.4 kVp이었다. 또한 VB,max=30.0 kVp로 운전하는 경우 

66초 때에 압력 상승에 의해 진공용기 내에서 방전이 일어났다. 300초 장펄스의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최대 전압은 15.1 kVp이었다. 짧은 펄스에서 더 이상 전압

을 올리지 못한 것은 전송선의 테프론 절연체에서의 방전에 기인하며, 300초 장

펄스의 경우에는 온도 상승에 의한 시험용 진공용기 내의 압력 증가와 함께 방

전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장펄스 운전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테나 전면

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 으며, 왼쪽 cavity 벽 쪽에 가까운 파라데이 차폐체에서 

최고 온도를 나타냈다. 온도 분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 다. 장펄스 

운전시 안테나의 온도는 급격히 증가하 는데, 30.0 kVp/66 sec의 경우 374 ℃까

지 상승하 으며, 15.1 kVp/300 sec의 경우 최대온도는 287 ℃이었다. 

 Table 3-1. Summary of the RF test results during RF Test Campaign-4.

    Type

 Test

 No.

No.

of

shots

High Voltage Test Long Pulse Test

Remark
Power

[kW]

Pulse

length

[sec]

Max.

voltage

[kVp]

Power

[kW]

Pulse

length

[sec]

Max.

voltage

[kVp]

C4-1 18 19.9 5 24.6 6.51 300 14.9 Δf=+13 kHz

C4-2 9 8.9 5 16.1
breakdown 

on TX line

C4-3 29 41.8 5 33.4

C4-4 17 49.3 5 40.4 27.5 48.3
(*)

28.5

C4-5 8 26.4 66.0
(*)

30.0

C4-6 13 7.17 300 15.1

(*) RF test pulse was terminated by breakdown in R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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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테나에서의 고주파에 의한 열부하

  고주파에 의한 ICRF 안테나의 가열현상은 설계시부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며, 안테나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4-1,2]. 특히 본 ICRF 

가열장치는 300초의 장펄스로 운전되므로 고주파에 의한 열부하는 파라데이 차

폐체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그 향을 면 히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

해 파라데이 차폐체 및 전류띠에서의 열부하 분포를 이론적으로 계산하 으며, 

앞 장에서 언급한 SHOT #11172003-08(Imax=677 A, peak)에 대해 적외선 카메라

를 이용하여 측정한 온도 분포와 비교하 다.

Ⅳ-1.  파라데이 차폐체에서의 열부하 분포 계산

  안테나의 전류띠에 고주파 전류가 흐를 때 Fig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류

띠를 둘러싸고 있는 파라데이 차폐체 주위의 공간에 형성된 교류 자기장에 의해 

파라데이 차폐체 표면에도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며, 파라데이 차폐체의 표면저

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게 된다. 파라데이 차폐체의 표면에 흐르는 표면 전류는 

Fig. 4-2와 같이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파

라데이 차폐체의 길이 방향에 대해 수직인 자기장 B⊥에 의해 형성되는 차폐체 

길이 방향의 표면 전류 J∥와 B∥에 의해 유도되는 J⊥이 있다. 대부분의 안테나 

파라데이 차폐체에 있어서 J∥성분이 J⊥이에 비해 훨씬 크다[4-3].

Fig. 4-1. Cutaway drawing of the ICRF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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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The surface current is induced by the magnetic flux produced by the 
current strap. The perpendicular component of the magnetic field, B⊥ is 
compressed as it passes between two Faraday shields, and it produces 
longitudinal surface current (left figure). The toroidal component produces 

rotational surface current (right figure).  

  파라데이 차폐체 표면상의 임의의 지점 (φ,z)에서 유도된 표면전류에 의한 표

면열부하 도, Q(φ,z)[W/m2]는

Q(φ,z)=Rs(φ)[J
2
φ(φ,z)+J

2
z(φ,z)] (4-1)

  

와 같다. 여기서 φ는 파라데이 차폐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고 원주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도이며, z는 길이 방향의 거리를 나타낸다. 또한 Rs[Ω]는 표면저항이

며, Jφ[A/m]는 수직방향의 표면전류(J⊥)를, Jz[A/m]는 길이방향의 표면전류(J∥)를 

나타낸다. 표면저항 Rs의 경우 φ만의 함수로 표시한 것은 파라데이 차폐체의 구

성 물질에 기인한다. 즉, 본 안테나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에 있어 파라데이 차폐

체 앞쪽 면에 원자번호가 낮은 물질을 코팅하게 되므로 φ-방향으로 의존성을 가

지게 된다. 또한 modified 안테나와 같이 Inconel 관에 구리를 도금한 경우, φ-방

향의 의존성은 없으며,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Rs=
πμ 0f

σ 1
[1-exp(-2d/δ 1)] +

πμ 0f

σ 2
exp(-2d/δ 1) (4-2)

와 같이, 주어진 주파수 f에서 상수 값을 갖게 된다. 여기서 σ1, σ2는 각각 코팅 

물질과 그 아래의 원재료의 전기전도율을 나나내며, d는 코팅의 두께, δ1은 코팅

물질의 skin depth이다. Skin depth, δ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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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1=
1

πfμ0σ 1 (4-3)

이며, 구리의 경우 skin depth는 f=30 MHz에서 12 ㎛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

우 d≫δ1이므로       

Rs=
πμ0f

σ 1
=

1
σ 1δ 1 (4-4)

이 된다. 한편 코팅이 없이 파라데이 차폐관의 원재료 단일 물질로 이루어진 경

우에는 (4-4)과 동일한 형태의 식으로 주어지며

Rs=
1
σ2δ2 (4-5)

와 같다. (4-1)식으로부터 파라데이 차폐체 1개에 가해지는 총 열부하는 

PFS=
⌠
⌡

L

0

⌠
⌡

2π

0
R s(φ)[J

2
φ(φ,z)+J

2
z(φ,z)]･a dφdz (4-6)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L, a는 각각 파라데이 차폐체의 길이와 반지름

이다. 차폐체가 단일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 표면저항 Rs는 상수이고, 표면전류 J

는 자속 도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PFS=
Rs

μ
2
0

⌠
⌡

L

0

⌠
⌡

2π

0
[B
2
φ(φ,z)+B

2
z(φ,z)]･adφdz (4-7)

와 같다. 여기서 Fig. 4-2에서 알 수 있듯이 Bz(B∥)은 φ-방향으로 의존성이 없

으며, 파라데이 차폐체의 유무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반면 수직 방향으로의 

자기장은 Fig. 4-2에서 볼 수 있듯이 파라데이 차폐체 사이에서 강하게 압축되

는데, 이 자기장 압축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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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

⌠
⌡○B

2
⊥(s)ds

⌠
⌡○B

2
⊥0ds

≡

⌠
⌡○γ

2ds

⌠
⌡○ds

(4-8)

와 같이 정의하고, 대부분의 자기장이 파라데이 차폐체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

는 ‘weak shielding approximation’[4-3]을 사용하면 (4-7)식은

PFS=
Rs

μ
2
0

2πa⌠⌡

L

0
[ξB

2
⊥0+B

2
∥0]dz (4-9)

와 같다. 여기서 B⊥0, B∥0는 파라데이 차폐체가 없을 때의 자속 도이며, γ는 두 

자속 도의 비율이다. 이 식을 이용하여 파라데이 차폐체가 없을 때의 자기장 분

포와 자기장 압축계수로부터 파라데이 차폐체에 가해지는 열부하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D 상용 코드(QuickField v.5.1)를 이용하여 파라데이 차폐체

의 원주, s를 따라 표면전류를 구하여 (4-1)식으로부터   

Q(s)=
Rs

μ
2
0

[γ
2
(s)B

2
⊥0+B

2
∥0] (4-10)

와 같이 열부하분포를 계산하 다. 우선 원주 방향의 자기장 분포 γ(s)를 구하기 

위한 계산에 사용한 모델의 poloidal 단면은 Fig. 4-3과 같다. 왼쪽이 전류띠 방

향이며 오른쪽이 플라즈마 방향이다. 왼쪽 경계면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8 mm 

떨어져 있는 원이 파라데이 차폐체이며, 상, 하 양쪽 방향으로 23 mm 간격으로 

반복되는 구조이므로 한 개의 파라데이 차폐체와 주위 공간에 대해서만 계산하

다. 모든 자기장은 왼쪽에 있는 전류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형성되지만 파라

데이 차폐체에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은 Fig. 4-3의 상, 하 경계면에 각각 vector 

potential A=+1, A=-1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왼쪽과 오른쪽 경계면에서

의 경계 조건으로는 그 면에 대한 접선 방향의 자기장이 없으므로 Bt=0로 두었

으며, 파라데이 차폐체 표면에서는 수직 방향 성분이 없으므로 Bn=0으로 하 다. 

계산 결과로서 자기력선을 Fig. 4-3에 나타내었으며, 파라데이 차폐체의 표면 

원주, s를 따라 계산한 자속 도 Bt(s)로부터 (4-8)식의 γ
2
을 구하면 Fig. 4-4와 

같다. 여기서 파라데이 차폐체의 가장 왼쪽 표면이 s=0 mm이며, 시계방향으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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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한다. 예상되었던 바대로 플라즈마쪽에서 바라본 앞면과 뒷면에서는 파라

데이 차폐체 표면을 따라 접선 방향으로의 자속 도는 매우 낮으며, 상, 하 표면

에서 최대가 된다. 이 계산 결과와 파라데이 차폐체가 없을 때의 자속 도 B⊥0 

및 B∥0를 구하고 (4-10)식을 이용하면 파라데이 차폐체 표면에서의 열부하 분포

를 구할 수 있다. 또한 Fig. 4-4의 계산 결과로부터 (4-8)식의 자기장 압축계수

를 구하면, ξ=5.58이 된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B⊥0 및 B∥0를 계산하면 (4-9)식으

로부터 파라데이 차폐체 한 개에 가해지는 총 열부하도 구할 수 있다. 

Fig. 4-3. The poloidal section of the Faraday shield (FS) used in 2-D 
magnetostatic calculation. The FS has a diameter of 16 mm.  

Fig. 4-4. Relative magnetic flux density along the perimeter of the Faraday 
shield. s=0 is corresponding to the leftmost point of the outer surface of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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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데이 차폐체가 없을 때의 자기장 분포에 해당하는 B⊥0 및 B∥0는 전류띠에 

흐르는 전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실제 전류띠와 파라데이 차폐체의 toroidal 단

면은 Fig. 4-5와 같으므로, 전류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파라데 차폐체 위치에

서의 자기장 분포를 구하기 위해 Fig. 4-6과 같이 모뎅링하 다. 본 계산에서의 

경계 조건으로는 전류띠-1 표면에 vector potential A=+1를 인가하 으며, 나머

지 3개의 전류띠 표면에서는 수직 방향의 자기장이 없으므로 Bn=0로 하 다. 또

한 플라즈마쪽 외곽의 경계면은 시험용 진공용기 크기에 맞게 정하 으며, 그 면

에서는 vector potential A=0으로 두었다. 계산 결과로서 자기장 분포를 Fig. 

4-6에 나타내었다. 전류띠 표면을 따라 자기장을 선적분하여 총 전류를

 

I=
1
μ 0
⌠
⌡○B(s)ds (4-11)

와 같이 구하여, 실제 전류값과의 비율을 이용하면 실제 파라데이 차폐체 위치에

서의 자속 도를 구할 수 있다. Fig. 4-7은 전류띠에 1 kA가 흐를 때의 파라데

이 차폐체 위치에서의 자속 도이다. 그림에서 x=0는 파라데이 차폐관이 cavity 

wall에 접속되는 지점을 나타내며, x는 파라데이 차폐체의 중심축을 따라 이동하

는 거리이다. 이 결과로부터 (4-10)식과 Fig. 4-4의 결과를 이용하면 임의의 전

류값에 대한 파라데이 차폐체 표면에서의 열부하 분포를 구할 수 있다.       

Fig. 4-5. The toroidal section of the ICRF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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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The modeling of toroidal section of the antenna used in 2-D 
magnetostatic calculation. Top and side boundaries are corresponding to the 

walls of RF test chamber.  

Fig. 4-7. Magnetic field profile along the axis of the Faraday shield. x=0 is 
corresponding to the joint position of the FS and cavity wall. 



- 46 -

  Fig. 3-18에 그 시험 결과가 나타나 있는 SHOT #11172003-08의 경우, 전송

선상의 최대전압은 VB,max=30.0 kVp이며 전류띠에서 고주파 전류는 Imax=677 

A(peak)이다. 이 경우에 대해 파라데이 차폐체 표면에 인가되는 열부하를 계산

하면 Fig. 4-8과 같다. 계산에서 사용한 표면저항은 SUS316의 경우 f=30 MHz

에서 Rs=9.2 mΩ이다. 또한 (4-10)식으로 열부하를 계산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실제 전류값은 피크값이므로 (4-10)식에 1/2를 곱하여 구하 다. 그림에서 s=0는 

파라데이 차페체에서 플라즈마쪽 표면에 해당되며, s=12.5 mm는 위, 아래 표면

으로서 인접 파라데이 차폐체와 가장 가까운 표면이다. x=0는 파라데이 차폐체

가 왼쪽 cavity 벽에 부착되는 부분으로서, 이 지점에서 위, 아래 표면에 열부하

가 381 kW/m
2
로서 최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x=185 mm 지점에서 열부하가 피

크를 형성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파라데이 차폐관 뒤에 septum이 있기 때문이

다. 파라데이 차폐관의 앞쪽이나 뒤쪽 표면(s=0 mm)에는 열부하가 4.4 kW/m
2
 

이하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기장 압축계수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즉, 이 부분에서는 Bφ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또한 전류띠의 앞쪽에 위치한 직선

부분(x=100∼150 mm)에서도 열부하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 근

Fig. 4-8. Heat load profile on the surface of Faraday shield. x is the distance 
along the axis of the FS. x=0 is corresponding to the joint position of the FS 

and cavity wall. s is the distance along the perimeter of FS, and s=0 is 
corresponding to the front or rea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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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서는 파라데이 차폐관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B⊥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Fig. 4-8의 계산 결과를 포함하여 파라데이 차폐관 표면에 대한 열부하는 Fig. 

4-9와 같다. 이 그림은 파라데이 차폐관의 앞과 뒤의 열부하 분포가 대칭이므로, 

차폐관의 반쪽 표면에 대해서만 나타낸 것이다.       

Fig. 4-9. Heat load profile on the surface of Faraday shield. x is the distance 
along the axis of the FS. x=0 is corresponding to the joint position of the FS 

and cavity wall. s is the distance along the perimeter of FS, and s=0 is 
corresponding to the front or rear surface. 

Ⅳ-2.  전류띠에서의 열부하 분포 계산

  안테나의 전류띠에 고주파 전류가 흐를 때 전류띠에 가해지는 열부하는 Fig 

4-6의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 구한 자기장 분포(Fig 4-10 : 전류띠 부분을 확대

한 그림)를 이용하여 

Q(s)=
Rs

μ
2
0

B
2
t (4-12)

과 같이 바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Bt는 전류띠 표면에 대해 접선 방향이 자기

장을 나타내며, 수직 성분은 Bn=0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위에서 계산한 자기장 

분포로부터 (4-11)식을 이용하여 구한 총 전류로 나누어, 전류띠에 1 kA의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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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흐를 때 전류띠 표면에서의 자속 도를 구하면 Fig. 4-11과 같다. 그림에서 

x=0는 Fig. 4-10에 그 위치가 나타나 있으며, 시계방향으로 전류띠 표면을 따라 

증가하는 값이다. 전류띠를 한바퀴 돌았을 때 x=218.8 mm이다. x=130 mm 근처

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Fig.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전류띠와 septum

사이의 폭이 가장 좁기 때문이다. 또한 x=11 mm에서 피크를 이루는 이유도 그 

근처에서 전류띠와 cavity 벽 사이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Fig. 4-10. Magnetic field profile around the current strap-1.   

  앞 절에서 논의한 SHOT #11172003-08의 경우, 전류띠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

가 677 A이므로 전류띠 표면에 가해지는 열부하는    

Q(s)=
1
2

Rs

μ
2
0

B
2
t,1kA( 6771000 )

2

(4-13)

와 같으며, Fig. 4-12와 같다. 여기서 Bt,1kA는 전류띠에 1 kA의 전류가 흐를 때

의 자속 도이며, Fig. 4-11에 나타나 있는 값이다. 상대적으로 파라데이 차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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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Magnetic field profile along the perimeter of the current strap-1. The 
position of x=0 is represented in Fig. 4-10, and x increases clockwise.  

Fig. 4-12. Heat load profile on the surface of the current strap. x is the 
distance along the perimeter of the current strap. The position of x=0 is 

represented in Fig. 4-10, and x increases clock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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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서보다 자속 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부하가 작은 이유는 전류띠의 경

우 표면이 구리로 도금이 되어 있으므로 표면저항이 작기 때문이다. 전류띠의 경

우 주파수 f=30 MHz에서 표면저항이 Rs=1.43 mΩ으로서 파라데이 차폐관에 비

해 6배 이상 작다.  

Ⅳ-3.  안테나에서의 온도분포 측정 및 열부하분포와의 비교

  제Ⅲ장에서 언급하 듯이 장펄스 운전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테나 전

면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 다. 이렇게 측정한 온도 분포와 앞 절에서 계산한 열

부하 분포와 비교하 다. Fig. 3-19의 적외선 상은 Fig. 4-13과 같은 위치에

서 촬 한 것으로서, 거리는 약 1.46 m, 촬  각도는 수평 방향으로는 왼쪽으로 

6°, 수직 방향으로는 아래쪽으로 7° 회전하여 바라본 것이다. 안테나를 바라보는 

광각은 수직 방향으로 18°, 수평 방향으로 24°이다. 따라서 Fig. 3-19의 실제 가

로 길이는 620 mm이며, 세로는 462 mm이다. 수평 방향으로는 왼쪽의 전류띠-1

부터 전류띠-3까지 포함되며, 수직 방향으로는 가장 아래쪽 파라데이 차폐관 #01

부터 #19까지 관측된다.    

Fig. 4-13. Viewing geometry of IR camera. The left drawing is a top view at 
mid-plane and the right is side view of the RFTC and ICRF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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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절에서 계산한 열부하 분포와 비교하기 위해 Fig. 3-19의 적외선 상에 

대해 각 위치별로 온도 분포를 구하 으며, 기준이 되는 선들을 Fig. 4-14에 표

시하 다. 수직 방향으로 V1, V2, V3, V4, V5의 5개의 기준선을 따라 온도 분포

를 구하 으며, 수평 방향으로는 H1, H2의 2개의 기준선을 정하 다. 각각의 기

준선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 V1 : cavity의 왼쪽 벽 중앙을 지나는 수직선 

- V2 : cavity 왼쪽 벽과 전류띠-1 사이의 공간을 지나는 수직선

- V3 : 전류띠-1의 중심을 자나는 수직선

- V4 : 전류띠-1과 septum 사이의 공간을 지나는 수직선

- V5 : septum 벽 중앙을 지나는 수직선 

- H1 : 파라데이 차폐관 FS#11과 FS#12 사이의 수평선

- H2 : 파라데이 차폐관 FS#10 표면을 지나는 수평선      

Fig. 4-14. An IR picture for the front face of the antenna at t=66 sec 
of the SHOT #11172003-08. The cyan lines represent axes along

which temperature profiles were deduced.

  우선 수직 방향의 기준선들을 따라 측정한 온도 분포는 Fig. 4-15와 같다. 파

라데이 차폐관은 수직 방향으로 모두 33개이며, #17이 중앙에 있으므로 #17의 중

심 위치가 Fig. 4-15의 vertical position y=0에 해당된다. 수직 방향으로의 전체

적인 온도 분포는 #10을 기준으로 아래, 위쪽으로 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분포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류띠의 형상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Fig. 4-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류띠를 따라 흐르는 전류의 경로가 일직선이 아니라 ‘ㄷ' 자 모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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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Temperature profiles along the vertical reference lines shown in Fig. 
4-14. The vertical position of y=0 corresponds to the center of the FS #17.

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직선 부분의 가운데에 있는 파라데이 차폐관 #10 근

처에서 반경 방향의 자기장이 가장 강하며, 양쪽 굴곡 부분에 가까워질수록 반경 

방향의 자기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파라데이 차폐체 #10 근처에서 (4-9)

식의 B⊥0값이 최대가 되며, 따라서 열부하 또한 이 위치에서 최대가 되어 온도

가 가장 높은 것이다. 여기서 전류띠-1과 septum 사이에 놓여 있는 수직선 V4를 

따라 측정한 온도 분포를 확대해서 다시 그리면 Fig. 4-17과 같다. 그림에서 ■

으로 표시된 온도 분포는 전류띠가 고정되어 있는 cavity box 바닥의 온도 분포

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y=-100∼0 mm 역에서 온도가 높은 이유는 그 위치에 

전류띠 중앙 기둥의 밑판(높이 100 mm)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 판은 120 

mmW×100 mmH×25 mmt의 크기를 가지며 전류띠의 중앙 기둥 끝에 연결되어 

있다. 이 판의 표면은 cavity 바닥으로부터 25 mm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속 

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따라서 표면 전류 또한 크게 되며 상대적으로 온도

가 더 높은 것이다. 또한 y=-310∼-240 mm 역에서도 다소 온도가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cavity 바닥의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전류띠가 진공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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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접속되는 직선 부분의 온도가 측정된 것이다. 즉, 적외선 카메라가 전류띠

-1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

에, 전류띠-1의 진공전송선과의 접속부분이 관측되었던 것이다.

Fig. 4-16. Side view of the ICRF antenna.

Fig. 4-17. Temperature profile along the vertical reference line V4. The vertical 
position of y=0 is corresponding to the center of the F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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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데이 차폐관 자체에서의 수직 방향 온도 분포의 전형적인 예로서, Fig. 

4-17에서 파라데이 차폐관 #10의 근처의 온도 분포를 확대하면 Fig. 4-18과 같

다. 그림에서 열부하 분포는 Fig. 4-9에서 기준선 V4가 지나가는 위치인 x=189 

mm에서의 열부하 분포를 적외선 카메라가 바라보는 수직선상의 위치로 옮겨놓

은 것이다. 온도 분포와 열부하 분포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아

래쪽 표면의 온도가 더 높은 이유는 적외선 카메라가 바라보는 각도에서 볼 때 

파라데이 차폐관의 약간 아래쪽 방향을 관측하게 되기 때문이다.  

Fig. 4-18. Temperature profile along the vertical reference line V4 around the 
Faraday shield #10. The solid line represents heat load on FS.

  Fig. 4-14에서 수평 방향의 기준선 H1은 파라데이 차폐관 #11과 #12 사이를 

지나가는 선으로서 전류띠 위를 지나가게 된다. 적외선 카메라의 상으로부터 

H1 기준선을 따라 온도 분포를 도출하면 Fig. 4-19와 같으며, 이로부터 전류띠 

표면에서의 온도를 알 수 있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왼쪽 cavity 벽과 

septum에서 온도가 피크를 이루게 되는데, 이는 Fig.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역에서 자속 도가 타 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전류띠에서의 온도 분포와 

열부하 분포를 비교하면 Fig. 4-20과 같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열부하 

분포는 Fig. 4-12의 열부하 분포를 정면에서 관측한 값으로 전환한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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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Temperature profile along the horizontal reference line H1
located between Faraday shield #11 and #12.

Fig. 4-20. Temperature profile on the current strap-1. The dash line
represents heat load on the current stra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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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부하 분포의 x=17.9∼121.6 mm 구간의 값을 이용하되, 전류띠의 모서리 부분

의 길이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값으로 변환한 것이다. 전체적인 온도 분포와 열부

하 분포가 잘 일치하고 있으나, 좌우 양쪽 모서리 부분의 온도와 열부하 값의 높

고 낮음이 반대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Fig. 4-14의 수평 방향의 기준선 H2는 파라데이 차폐관 #10 위를 지나가는 

선으로서, 이 선을 따라 측정한 온도 분포는 Fig. 4-21과 같다. 그림에서 점선은 

Fig. 4-8에 나타낸 s=6.5 mm에 해당하는 열부하로서 가로 축을 수평거리로 변

환한 것이다. 온도 분포와 열부하 분포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4-21. Temperature profile along the horizontal reference line H2
 located on the Faraday shiel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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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KSTAR 토카막의 ICRF 가열장치 개발을 위해 제작된 prototype 안테나에 대

한 최종 시험으로서 운전이 가능한 최대 전압 및 장펄스 운전 성능을 시험하

다. 시험 결과 최대 전압은 5초의 펄스에 대해 40.4 kVp이었으며, VB,max=30.0 

kVp로 운전하는 경우 66초 때에 압력 상승에 의해 진공용기 내에서 방전이 일어

났다. 300초 장펄스의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최대 전압은 15.1 kVp이었다. 짧은 

펄스에서 더 이상 전압을 올리지 못한 것은 전송선의 테프론 절연체에서의 방전

에 기인하며, 300초 장펄스의 경우에는 온도 상승에 의한 시험용 진공용기 내의 

압력 증가와 함께 방전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prototype 안테나의 내

전압은 요구조건인 35 kV를 능가하는 성능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안테나의 설계 

및 제작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전압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정상파가 형성되는 구간에서는 테프론 절연체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장펄스 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냉각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장펄스 운전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테나 전면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

으며, 왼쪽 cavity 벽 쪽에 가까운 파라데이 차폐체에서 최고 온도를 나타냈다. 

30.0 kVp/66 sec 펄스를 인가한 경우 최대온도는 374 ℃이었으며, 15.1 kVp/300 

sec의 경우 최대온도는 287 ℃이었다. 안테나의 온도 분포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

류띠와 파라데이 차폐관에서의 고주파에 의한 열부하 분포를 계산하 다. 상용코

드를 이용하여 2-D 자기장 계산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로부터 표면저항을 가

진 전류띠와 파라데이 차폐관 표면에서의 ohmic 손실에 의한 열부하 분포를 계

산하 다. 계산을 통하여 얻은 열부하 분포와 온도 분포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안테나에서의 고주파에 의한 가열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계산 방법은 차후 안테나 구조 개선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여타의 안테나에 대한 해석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로서 계산된 열부하로부터 온도를 도출하여 측정치와 직접 비교하는 연구가 필

요하며, 또한 3-D 전자기 해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열부하 계산을 수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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