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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0.1.1  ~ 

2010.12.31
단계 구분  (1단계) / (1단계)

 연구사업명
중 사 업 명  방사선 융복합 신사업 클러스터 창출
세부사업명  RT 핵심 연구시설 운영

 연구과제명
세부과제명 사이클로트론 종합 연구시설 운영
위탁과제명  30 MeV 사이클로트론 성능 유지 및 점검

 연구책임자  강 건 욱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   1.7  명

 내부 :   1.7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50,000 천원

기업:             천원

 계:       5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 물리공학 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수
   29

n 안정적인 30 MeV 빔 인출 시험을 위하여 이온원, 입사부, 가속부, 인출부, 빔 수송부에 대한 재점검

    사이클로트론 15 MeV에서 30 MeV 에너지 영역대에 대한 내부 빔 조사 시험 수행

    - 15 MeV 빔 인출 전류 (RF Duty 20 %, 이온원 입사 전류 740 uA) : 계산치의 80 % 빔 인출

    - 30 MeV 빔 인출 전류 : 15 MeV 와 동일 조건에서 계산치의 30 % 빔 인출

n 빔 손실 관련 측정 및 특성 연구가 진행

   - RF Frequency 변경에 따른 빔 전류 분포 측정

   - 입사부 에너지 변화에 따른 빔 전류 변화 측정

   - 중심부 수정에 따른 빔 전류 변화 실험

n 인출 빔라인 빔 수송률을 높이기 위한 운전 변수 최적화 실험

   - 스위칭 전자석, 빔 라인 X/Y Steering 전자석, 빔라인 3중 4극 전자석 최적화로 인출빔의 90 %에 

해당하는 빔이 타겟룸으로 이송됨

n 주기적으로 가속기 관련 부대 설비 및 가속기 주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점검 결과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사이클로트론, 이온원, 저에너지 빔수송, 고주파 시스템, 가속기 유지점검

영  어  Cyclotron, Ion Source, LEBT, RF System, Accelerator 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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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30 MeV 사이클로트론 성능 유지 및 점검

Ⅱ. 사업의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04년부터 ’07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된

KIRAMS-30 사이클로트론은 15 MeV에서 최대 30 MeV까지 빔을 인출할 수 있으며, 빔 수송

라인 4 개를 갖추고 있어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체, 액체 및 고체 표적장치로 조

사가 가능하다. 이들 표적장치를 이용하여 암 진단 장비인 SPECT(single photon emission CT

(단광자(單光子) 방사선 단층 촬영)와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단층촬영)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및 핵물리, 공업, 농업, 환경, 식품 및 반도체 산업 등 여러 분야의

연구를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 연구에 대한 빔 조사 시험이 원활히 진행되

도록 30 MeV 사이클로트론의 최적화된 운전 변수 확립, 안정적인 빔 전류량 유지 및 사이클

로트론 상시 가동 운전을 위한 유지 및 점검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다.

Ⅲ. 사업의 내용 및 범위

2009 년도 위탁사업 수행으로 본 건물 이전 설치를 완료한 이후 2007 ~ 2008 년도 임시 건물에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30 MeV 빔 인출 시험을 위하여 초기 이

온원에서부터 재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사이클로트론 내부 빔 프로브를 제거한 이후 15 MeV에서 30

MeV의 에너지 영역대에 대한 빔 측정 및 특성 연구가 진행되었고, 빔 수송라인에 대한 점검 작업

과 함께 빔 수송률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된 운전 변수를 찾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이클로트

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빔 조사 시험과 병렬적으로 전원장치 및 주변장치 점검을 통하

여 얻어진 연구 수행 결과물들은 원활한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계획과 표준화된 절차 수립의 토대

가 된다.

Ⅳ. 사업 수행 결과

3 월부터 사이클로트론 내부 빔 조사 시험 후 빔 라인 인출 빔 조사 시험 수행 되었으며, 9월 전

력품질 개선을 위한 변압기 추가 증설 작업 및 고주파 필터 보정작업이 완료 되기 전 까지 빔 조사

시험은 제한된 상황에서 진행 되었다. 이 후 15 MeV 빔 인출에 성공하였으며, 이온원에서 인출된

빔 전류를 고려하여 LEBT 빔 수송률과 RF acceptance 그리고, RF Duty (Duty 20%)에 따라 계산된

결과와 비교할 때 15 MeV에서는 평균적인 빔 전류가 계산된 결과 값의 80 % 이상 인출되었다. 11

월에 30 MeV 빔을 인출하였으나, 15 MeV에서 인출되는 빔 전류량의 30 % 정도 인출되었다. 향후

빔 손실에 대한 분석과 사이클로트론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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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활용계획

상기 사업의 유지 보수 및 점검 결과는 향후 사이클로트론 운전 및 예방 보수 시의 참고 자

료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 내/외부 이용 및 연구 과제를 통해 수행될 새로운 동위원소 핵종

개발과 기초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핵 과학 이온 빔 라인 확장 구축 사업에 기초 자료로서 소

중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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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30 MeV cyclotron maintenance and performance inspection

Ⅱ. The purpose of the Project

We developed KIRAMS-30 cyclotron as a part of Atomic energy R&D project of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from 2004 to 2007. The cyclotron was able to

extract beam of 15 - 30 MeV and equipped with 4 beam transfer lines. The cyclotron was

aimed to produce radio isotopes with an irradiation on gas or liquid or solid target. With

those target system, radio isotopes for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which are cancer diagnostic device will

be produced. In addition, the cyclotron will be used in the field of nuclear physics,

manufacturing industry, agriculture, environment, food science, and semiconductor industry.

For the beam test and research of these various fundamental science and

industry, the optimized operating parameters of the cyclotron, beam stability, and

the periodic inspection protocol need to be established.

Ⅲ. The contents and scope of Project

After transport and reinstallation in 2009, beam extraction tests and insp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erformance tests at the temporary building from 2007 to

2008 have been performed. First, Low energy beam delivery system from the

multicusp ion source to the central region have been checked by using various

beam probes and the internal beam probe fixed at the radial position corresponding

to 1 MeV energy in cyclotron. Then we removed the internal beam stop and the

beam current measurement in the range of 15 - 30 MeV energy into each beam

transport line have been made by the stripper with carbon foil. Also, the

experiment to optimize the operating parameters which are composed of Ion Source,

RF system, Main Magnet System, Beam selection System, and each component of

the four beam transport line have been carried out. In addition, the inspection

results and commissioning data obtained by the beam extraction experiment will be

applied to establish the standard maintenance protocol for the cyclotr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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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Project results

After the internal beam test, beam extraction commissioning test into Beam line 1-1 and

Beam line 1-2 have been carried out from March in limited conditions because the

additional power transformer with electric harmonics filter was installed to improve power

factor. In September, we succeeded in the first 15 MeV beam extraction. Considering the

beam transport efficiency of LEBT line, RF acceptance, and RF Duty percent, the ratio of

the average 15 MeV beam current to the calculated value was more than 80 %. In

November, we succeeded in the 30 MeV proton beam extraction but the beam current

decreased to about 30 % of the current measured at the 15 MeV radial position. Hereafter

beam loss analysis and the internal inspection of 30 MeV cyclotron is neede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maintenance and examination results of the project will be reference materials for

operation and preventive maintenance of the cyclotron. Moreover, we think that outcomes

from utilization and research projects by inside/outside users will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expanded construction of nuclear science ion beam line for a research of basic

science and exploration of new radio isotope nuc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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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요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물리공학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으로 41억, 원자력기반확충과제로 34억, 총사업

비 75억원을 투입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중형 가속기 KIRAMS-30 사이클로트론을

개발하였다.

KIRAMS-30 사이클로트론은 15 MeV에서 최대 30 MeV까지 빔을 인출할 수 있으며, 빔 수송

라인 4 개를 갖추고 있어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체, 액체 및 고체 표적장치로 조

사가 가능하다. 이들 표적장치를 이용하여 암진단 장비인 SPECT(single photon emission CT

(단광자(單光子) 방사선 단층 촬영) 와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단층촬영)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게 된다.

2007년에 제작된 KIRAMS-30 사이클로트론은 2008년 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정읍 방

사선과학연구소의 종합 시험동이 완공되어 이송되기 전까지 임시건물에 설치되어 1.5MeV 위

치에서 600 uA 빔을 인출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현재,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종합 시험동

에 설치되어 성능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 본격화되면 그간 한국원

자력의학원에서 유일하게 생산했던 Ga-67, Tl-201, I-123와 같은 SPECT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전

량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수출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더불어 양성자 빔을 이용한 환경, 우주, 생명공학 등 첨단 연구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종합 시험동으로 이송된 KIRAMS-30 사이클로트론은 2009년 3월부터 종합 시험동에 사이클

로트론 본체 설치 및 4개의 빔 라인 설치, 그리고 기타 정상 가동에 필요한 전원 장치와 주변

장치 등등의 부대시설들을 설치하였다. 30MeV 빔 인출 및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유지보

수와 점검, 그리고 전원 장치, 주변 장치들의 성능 검사 등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이클로트론은 고전압, 고전류를 이용한 방사선 발생장치이므로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및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인터락 시스템을 설치하여 가동되고

있다.

ㅇ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물리공학부에서 자체 개발한 30 MeV 사이클로트론의 본 건물

이송으로 인한 재검증 및 빔 인출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 필요

ㅇ 사이클로트론 가동을 위한 전원 장치 및 기타 주변 장치들의 성능 검사를 통해 빔 인출

을 위한 최적의 상태 유지가 필요

ㅇ 본 건물 이송에 따른 고전압, 고전류 및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인 인터락 시스템 추가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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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929년 E. O. Lawrence에 의해 고주파 전기장에 의한 공진 가속 원리를 조합한 사이클로트

론의 원리가 발표된 이후, 사이클로트론은 강자장 생성 기술, 대출력 고주파 발생 기술, 이온

광학을 포함한 이온원 기술, 대용량의 진공 기술, 컴퓨터를 응용한 제어계측 기술, 정밀 빔 측

정 기술, 고도의 방사선 차폐 기술 등과 같은 각종 첨단 기술 분야가 총망라되어, 입자의 가속

에너지를 높이며 입자빔의 전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다. 이러한

가속기에 적용된 다방면의 첨단 기술은 다른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속

기 이용 분야 역시 의료, 전자, 재료, 우주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국내 사이클로트론 가속기의 기술 개발의 경우 원자력의학원에서 2000년도에 1MeV 사이클

로트론 개발을 시작으로 2002년도 13MeV PET용 사이클로트론 개발에 성공하여 2003년부터

전국에 사이클로트론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였다. 2007년에는 동위원소 생산용 KIRAMS-30 사

이클로트론 개발에 성공하여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최종 테스트를 거쳐 2008년 하반기부

터 전용 건물로 확장 이전 설치 중에 있다. 이로써 국내도 중형급 사이클로트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2007년부터는 대형 고에너지 이

온빔 가속기인 K120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가속기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다.

국내 가속기 대형화 프로젝트는 1989년부터 시작된 포항방사광 가속기(Pohang Light Source)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국제 수준의 제3세대 방사광원을 건설하여 물리, 화학, 생물 등 여러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1,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대형 프로

젝트이다. 1994년도에 가속기 설치가 완료된 후 현재까지 이 장치는 2GeV 전자선형가속기로

입사한 광원을 Storage Ring에 저장하고 Ring 주위에 24개의 방사광 빔 라인이 설치되어 각종

실험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펨토 과학과 나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4세대 방사광가

속기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국립 암센터에서는 230MeV 양성자 가속기와

치료기를 도입하여 2006년 중반 시험가동을 거쳐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현

재 암환자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 개발 사업으로 양성자 기반 공학 기술 개발 사업단의 추진으로 선형 양성자 가속장치의

개발과 양성자 빔 이용 기술을 확보하여 현재 20MeV 양성자 빔 인출이 가능하며 앞으로

100MeV 양성자 빔 인출을 목표로 선형 가속장치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400MeV/u 크기의

대형 중입자 치료 가속기 개발이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물리공학부에서 기획되어 2010년부

터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등 국내 기술 및 연구 능력뿐만 아니라 가속기 시설의 대형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고에너지 입자 가속기 기술의 경우 가속기 선진국에서는 일부 안

정된 기술이며,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도입하여 더욱 향상된 이온원, 초전도 자석, 고주파 발

생장치, 방사성 의약품 제조 장치 등 다양한 장비들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국외 연구는 중이온에 의한 핵반응과 ECR 이온원에 의한 방사성 이

온빔 연구, 핵물리, 동위원소, 생명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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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1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의학 분야에 하전입자 적용이 활발히 검토된 후

중입자에 관한 기초적 연구 결과로 생물학적 효과가 밝혀지면서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들 가속기 선진국들은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 및 암 치료 시설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수 년 동안 암 치료의 임상 실험 수행을 통해 입자선 치료의 세계적인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13

제 3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2009 년도 위탁사업 수행으로 본 건물 이전 설치를 완료한 이후 2007 ~ 2008 년도 임시 건물에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30 MeV 빔 인출 시험을 위하여 초기 이

온원에서부터 재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사이클로트론 내부 빔 프로브를 제거한 이후 15 MeV에서 30

MeV의 에너지 영역대에 대한 빔 측정 및 특성 연구가 진행되었고, 빔 수송라인에 대한 점검 작업

과 함께 빔 수송률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된 운전 변수를 찾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이클로트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빔 조사 시험과 병렬적으로 전원장치 및 주변

장치 점검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수행 결과물들은 원활한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계획과 표준화된

절차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주요 부분 기능 및 측정

입사부

이온원 음이온 발생량

LEBT 음이온 수송률

Inflector
수직빔을 중심평면으로 이송

- 인가 전압 조정으로 최적화

가속부

중심부 입사 후 초기 가속단 성능 점검

1 MeV 이온빔 가속 및 운전변수 최적화

15 ~ 30 MeV 빔 손실량 및 운전변수 최적화

인출부

Carbon Stripper
음이온에서 양이온으로 변환

- Stripping 효율

빔라인 선택 시스템 Swiching Magnet 인가 전류

빔 수송부

Vault Faraday cup 빔 전류량

Collimator 빔 전류량

Switching Magnet 빔 위치 이동 및 운전 변수 최적화

3 Qadrupoles 빔 형태 변형 및 운전 변수 최적화

Quadrant Probe 빔 전류량

Target Faraday cup 빔 전류량 및 빔 수송률

표 1 빔 궤적에 따른 주요 부분 기능에 따른 성능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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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빔 조사 시험 결과

1. 입사부

KIRAMS-30 사이클로트론의 저에너지 빔 입사시스템은 double gap buncher, SQQ (현재 두 개의

사중극은 제거된 상태), 나선형 인플렉터로 구성되어 있고, 초기 이온원에서 발생된 음이온 수소 빔

손실을 최소화하여 사이클로트론 내부 중심평면에 안착되도록 한다. 관련 부분 성능 검증을 위하여

임시건물에서 수행되었던 이온원 관련 실험 결과[1]를 바탕으로 빔 조사 시험을 수행하였다.

가. 저 에너지 수송단(LEBT) 성능 검증 시험

실험 방법

- 인플렉터 상단에 3 channel 빔 프로브 제작 설치

- 솔레노이드 렌즈 전류값 조정 및 이온원 Steering Magnet 조정

- 빔 전류량 측정

실험 결과

솔레노이드 렌즈 인가 전류 조정으로 얻은 결과 값은 155.1356 A 였고, 이전 결과 보다 15 A 정도

높아졌으나, 관련된 이온원 수평위치 조정및 Steering Magnet 전류값 조정으로 보정되었다. 고에너

지 빔 조사후 보정된 솔레노이드 인가 전류 범위는 140 ~ 150 A 이다.

그림 1 솔레노이드 전류값 조정을 위한 빔 조사 시험결과와 인플렉터 상단에 설치된 3 channel

beam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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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플렉터 성능 검정 시험

실험 방법

- 중심부 Dee에 3 channel 빔 프로브 제작 설치

- 인플렉터 전압값 조정 및 이온원 Steering Magnet 조정

- 빔 전류량 측정

실험 결과

인플렉터 인가 전압 조정으로 얻은 결과 값은 인플렉터 상단은 +9 kV, 인플렉터 하단은 -8.2 kV

였고, Solenoid 및 이온원 Steering Magnet을 조정하여 LEBT 빔 수송률 관련 실험을 하였으며, 이

온원 Faraday cup에서 220 uA가 측정되었을 때, 최대 90 % 까지 인플렉터를 통과한다.

그림 2 최적화된 인플렉터 전압값과 LEBT 빔 수송률 관련 실험



16

2. 가속부

가. 중심부 빔 조사 시험

실험 방법

- 중심부에 9 channel 빔 프로브 제작 설치

- 인플렉터 전압값 조정 및 이온원 Steering Magnet 조정, RF Duty 15%

- 빔 전류량 측정

실험 결과

- 임시 건물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위해 중심부에서 빔 위치를 측정함.

- 가속 전압이 50 kV 전후로 분석되어, 내부 프로브 제거 후 고 에너지 실험 진행

그림 5 사이클로트론 중심부에서 측정된 빔 전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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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5 ~ 30 MeV 빔조사 시험

그림 6 15 MeV와 30 MeV 위치에서 Carbon Stripper 통과 후, 빔 궤적 변화 전산모사 결과

내부 빔 프로브를 제거하고, Stripper 위치 확인 및 보정작업 한 후 빔 조사 시험을 진행하였고, 빔

궤적 전산 모사 결과에 따라, Switching Magnet chamber 두께가 2 mm 인 곳을 보호하기 위하여

Carbon Block을 설치하였다.

그림 7 Switching Magnet Chamber 주위에 설치된

Carbon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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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Home기준) 에너지(MeV)

556.6 30.03

578.23 28.08

602.02 26.04

627.97 23.95

653.92 22.00

682.03 20.06

697.17 19.07

714.47 18.01

731.77 17.01

749.07 16.08

770.7 14.99

표 2 Stripper위치에 따른 인출에너지

빔 조사 시험에 따른 결과를 아래 그림에 도시하였다. 이온원에서 인출된 빔 전류를 고려하여

LEBT 빔수송률과 RF acceptance 그리고, RF Duty (Duty 20%)에 따라 계산된 결과와 비교할 때 15

MeV에서는 평균적인 빔 전류가 계산된 결과값의 80 % 이상 인출되었다.

그림 8 Stripper 통과 후 빔라인 첫 번째 Faraday Cup에서 측정된 15 MeV 빔

전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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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eV 빔 조사 이후 Stripper 위치 변화(표 2참조)에 따른 빔 인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빔 조사

실험 결과 15 MeV 이상의 에너지 영역 대에서 빔 전류가 손실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30 MeV 위

치에서 30 % 정도 인출되었다. 이 손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실험이 계획되었다.

그림 9 Stripper 위치에 따른 빔 전류 변화와 주 자기장 인

가 전류 변화

빔 손실 검토 실험

- RF Frequency 변경에 따른 빔 전류 분포 측정 결과

- 초기 입사 에너지 변화에 따른 30 MeV 빔 전류 변화

- 중심부 수정에 따른 빔 전류 변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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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빔 손실 원인 검토 실험

(1) RF Frequency 변경에 따른 빔 전류 분포 측정 결과

그림 10 15, 19, 30 MeV 위치에서 RF 주파수 변화에 따른 빔 전류 세기 변화 및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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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입사 에너지 변화에 따른 30 MeV 빔 전류 변화

그림 11 초기 입사에너지에 따른 30 MeV 빔전류 변화.

(3) 중심부 수정에 따른 빔 전류 변화 실험

RF Dee Ground

그림 12 중심부 Dee 1 mm 가공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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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중심부 수정 전 후 빔 조사 시험 결과

빔 손실관련 실험 검토 결과 15 MeV 이상에서 빔 손실과 관련된 원인은 가속된 빔의 위상오차

누적으로 인한 손실로 파악되며, 관련하여 빔 궤도 간격 실험 측정 및 simulation 결과를 이용하여

보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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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빔 수송부

가. 빔 수송라인 최적화 실험

그림 14 빔 수송라인 3중 4극 전자석의 기능

그림 15 빔 수송라인 최적화 실험결과.

빔 수송라인 최적화 실험은 그림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속기 내부에서 인출된 빔의 90 %에 해

당하는 빔이 타겟룸으로 이송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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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이클로트론 유지 보수 점검

30 MeV 빔 인출 조사 실험과 함께 주기적으로 가속기 관련 부대설비 및 가속기 주요 부분에 대

한 유지 보수 및 점검이 이루어 졌고, 당해연도 유지 보수에 관한 주요내용을 표 3에 정리하였다.

구분 주요 부분 문제점 및 수정 사항

전원공급

장치

30 kV DC PS

전원장치 내부 통신보드 Memory 고전압

damage

- Memory 교체 및 Isolation transformer 추가

RF PA
납 증착으로 인한 내부 진공관 절연 파괴

- PA 클리닝 및 진공관 교체

RF IPA
내부 진공관 절연 파괴

- 진공관 교체 및 절연제 추가

빔라인 4극 전자석 PS
통신프로토콜 오동작

- 프로톨콜 수정

MPMS

In line 3 phase fault

- 3상 전력선 위상 전압이 크게 차이나 인터락

발생

- 변압기 증설 후 해결

Water Interlock

- Flow Sensor 내부 프로펠라 마모

- 수정

RF 시스템 Dee, Liner
아킹현상 및 RF 출력 흔들림

- Dee, Liner 분리 후 클리닝

진공

시스템

진공 측정
TPG 300 메인보드 오류

- 메인보드 수리

이온원 클리닝 일상 점검 및 클리닝

진공 펌프
주진공함 MP 내부 코일 단락

- 코일 부분 교체

Stripper 시스템

Poly Ethylene 배관 진공 Leak

-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바꿈

Stripper GV 주자기장 인가시 오동작

- Magnetic Sensor Type에서 Mechanical Sensor

Type으로 변경

냉각시스

템

온도 인터락

정전시 냉동기 off 후 순환펌프만 가동 시 배관

빠짐 현상

- 온도 인터락으로 적정 온도 이상 상승시 순환

펌프 off

레진 교체 일상점검

표 3 당해연도 유지 보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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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속기 부대설비 및 시설 유지 점검 주요 내용

가. 변압기

문제점

- 주자기장(Main Magnet) 전원공급장치 입력 전력 3 상 위상 전압차로 인한 인터락 발생

- 일간 전압 변동에 따른 빔 전류량 변화

- 변압기 승압 시 가속기 이외 기타 시설 장비 안전 문제

- 고조파로 인한 전류 파형 왜곡 현상

상기의 문제로 인한 추가 변압기 증설이 되었으며, 고조파 필터가 설치됨.

그림 16 가속기 배전반 입력 전압 일간 변동

그림 17 입력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래프 - 전류 파형에서 고조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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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전압 절연 문제

문제점

- 30 kV Bais PS 통신 모듈내부 Flash Memory 및 PCB 파손

- PA단 진공관 교체 이후 RF Test 빔조사 시험 시 IPA 전원 Shut down

- 관련 Fuse 파손

30 kV Bias PS 통신모듈 Flash Memory 교체 및 PCB 수정 및 고전압 열연을 위하여 전원공급장

치 입력단에 Isolation transformer 설치하였고, IPA 진공관 교체 및 절연제를 추가하였으며, Fuse

교체함

그림 18 IPA내부 납증착과 진공관 교체 그림

다. 가속기 내부 RF system 클리닝

문제점

- RF aging시 잦은 아크 발생과 출력 저하

- RF Dee 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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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트론 내부 육안 점검 결과 아크 흔적 확인 후 Dee, Stem, Liner 분리 후 세척하였으며, 세

척 및 조립 문제점 해결

그림 19 RF STEM-LINER 분리 후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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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공 시스템

진공관련 시스템은 가속기 주요 설비로 일상점검이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이온

원 차등 진공 시스템, 주 진공함 크라이오 펌프 진공 시스템, 빔라인 확산 진공 펌프 시스템으로 이

루어져 있다.

그림 20 KIRAMS-30 진공 시스템 간략도

(1) 이온원 차등 진공 시스템 : Differentail Pumping System

이온원 빔 인출을 위하여 상부에 Turbo Molecular Pumping System이 있고, 하부에 Cryogenic

Pumping 시스템이 있다.

문제점

- Turbo Molecular Pumping System의 배기펌프(backing 펌프) 성능저하로 인터락 발생

배기 펌프 유지보수와 관련 배기 펌프 추가 구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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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온원 플라즈마 챔버 클리닝

이온원 플라즈마 챔버 내부 클리닝은 필라멘트 교체 주기(연속 사용 350시간)에 맞추어 행해져야

하며, 기타 이온원 빔 전류 감소 시 혹은 필요할 경우 점검되어야한다. 클리닝이 이후 필라멘트

aging이 필요하며, 그림 22에 필라멘트 aging이 후 빔 전류 안정되는 시간에 대한 실험결과를 도시

하였다.

그림 21 이온원 내부 클리닝 전과 후 모습.

그림 22 이온원 클리닝 이후 빔 전류 및

진공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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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정적인 30MeV

빔 인출

계획 ▶ ▶ ▶ ▶ ▶ ▶ ▶

진도 ▶ ▶ ▶

사이클로트론 운전

가동을 통한 성능

유지

계획 ▶ ▶ ▶ ▶ ▶ ▶ ▶ ▶ ▶ ▶ ▶ ▶

진도 ▶ ▶ ▶ ▶ ▶ ▶ ▶ ▶ ▶ ▶ ▶ ▶

사이클로트론

전원장치 및

주변장치 점검

계획 ▶ ▶ ▶ ▶ ▶ ▶ ▶ ▶ ▶ ▶ ▶ ▶

진도 ▶ ▶ ▶ ▶ ▶ ▶ ▶ ▶ ▶ ▶ ▶ ▶

제 4 장 사업 추진 목표 달성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달성도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2010)

안정적인 30 MeV 빔 인출 50 25 빔 인출 시험 결과

사이클로트론 운전 가동을 통한 성능유지 30 30 운전시험일지

사이클로트론 전원장치 및 주변장치 점검 20 20 월간점검일지

표 4 평가 척도와 사업 추진 계획 대비 달성도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상기 사업의 유지 보수 및 점검 결과는 향후 사이클로트론 운전 및 예방 보수 시의 참고 자

료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 내/외부 이용 및 연구 과제를 통해 수행될 새로운 동위원소 핵종

개발과 기초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핵 과학 이온 빔 라인 확장 구축 사업에 기초 자료로서 소

중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1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시행한 30 MeV 사이클로트론 성능 검증 

및 유지보수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시행한 30 

MeV 사이클로트론 성능 검증 및 유지보수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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