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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 장치는 히터 전류를 측정하는 센서와, 
레저버에 내부 기체를 이온화시키기 위한 전압을 인가하는 컨버터와, 레저버의 전압을 감지하는 감지부와, 제 1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센서를 통해 측정된 전류와 설정된 초기 전류값을 비교하고 두 값이 동일할 때까지 컨버터를 제어해서 
레저버의 전압을 증가시키고, 제 2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감지부를 통해 측정된 전압과 설정된 기준 전압값이 동일할 
때까지 컨버터를 제어해서 레저버의 전압을 소정값으로 증가시키고 센서를 통해 히터 전류값을 측정하는 제어부를 구
비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히터 전원과 레저버 전원사이의 대류에 의한 열손실로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히터 전류가 레저버 전압에 비례하여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레저버 내부의 기체 손실을 진단할 수 있고 히
터 전류의 손실에 따라 레저버 전압을 높여 싸이라트론에서 초기 설정한 레저버 내부의 기체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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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싸이라트론의 내부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를 나타낸 회로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자동 조절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5a 및 도 5b는 싸이라트론내 히터의 전열선에서 일어나는 열전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

도 6a 및 도 6b는 싸이라트론의 작동시 레저버 전류 또는 전압에 따른 레저버내의 기체 압력 관계를 각각 나타낸 그래
프,

도 7은 싸이라트론의 작동시 레저버내의 기체 압력과 히터 전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 8은 히터 전원을 6.3V로 고정시키고 레저버 전압을 0V~6V로 변화했을 때 싸이라트론의 히터 전류의 변화량을 나
타낸 그래프,

도 9는 싸이라트론의 가동 시간이 3400시간, 13316시간일 때 레저버 전압에 따른 히터 전류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

도 10은 싸이라트론의 고전압에 따른 히터 전류의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싸이라트론 2 :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

10 : 양극 12 : 그레디언트 그리드

14 : 제어 그리드 16 : 보조 그리드

18 : 음극 배플 20 : 음극

22 : 레저버 24a, 24b : 감지부

26 : 컨버터 28 : 레저버 전원부

30 : 히터 32 : 히터 전원부

34 : 센서 36 :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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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고출력 스위치용 싸이라트론(Thyratron)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히터 전류가 레저버 전압에 비례하여 떨어
지는 것을 이용하여 레저버 내부의 기체 손실을 진단할 수 있으며 상기 히터 전류의 손실에 따라 레저버 전압을 높여 싸
이라트론에서 초기 설정한 레저버 내부의 기체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방법과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싸이라트론은 레이다, 가속기, 펄스 레이저 등에 사용되는 고출력 스위치로서 전력변조기(modulator)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다.

도 1은 일반적인 싸이라트론의 내부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 도면으로서, 관 속에 보통의 다극관(多極管)과 같은 양극
(anode)(10), 그레디언트/제어/보조 그리드들(grides)(12, 14, 16), 음극(cathode)(20)의 전극이 있으며 수은증기
(Hg), 아르곤(Ar), 크세논(Xe) 또는 수소(H) 등의 기체가 봉입되어 있다. 미설명된 도면 부호 18은 음극 배플(cath
ode baffle)이고 22는 레저버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싸이라트론은 히터전원에서 전열선에 전원을 공급하면 음극(20)에서 열전자가 방출되어 레저버(
22)에서 조정되는 수소기체를 이온화시킨다. 이온화된 전자는 제어 그리드(control grid)(14)의 음전위(陰電位)에 의
해 억제되어 양극(10)에 도달할 수가 없으므로 양극(10)과 음극(20) 사이의 전위는 커진다. 이 상태를 차단상태(遮斷
狀態)라고 한다. 하지만, 상기 그리드(14) 전위가 양(+)으로 트리거되면, 이온화된 전자는 양극(10)으로 이동함과 동
시에 관속의 기체가스는 전리(電離)되어 큰 이온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상태에서 양극(10)과 음극(20) 사이의 전위
차는 극히 작아지는데, 이것을 도통상태(導通狀態)라고 한다. 일단 도통상태가 되면, 그리드(14)에 큰 음전위를 인가
해서 양극(10)의 전압을 음(-) 또는 0V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차단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싸이라트론은 도통과 차단의 상태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고출력을 요구하는 전자제어장치의 스위치로 사
용된다.

하지만, 싸이라트론은 다른 스위치와는 달리 내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SLAC)에서는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 245대의 싸이라트론을 각각 조절하고 있고 일본의 고에너지 연구소
(KEK)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양전자 충돌 가속기에서는 4000여대의 싸이라트론이 사용되나 현재 수준에서는 설비
의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개념 설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싸이라트론은 스위칭 매체로서 수소 등의 기체를 사용하는데, 작동 조건에 따라 기체 압력을 적당하
게 유지해야만 스위칭을 할 수 있다. 이때, 적정 압력이 되도록 레저버에 저장된 기체를 방출하는데 이 과정을 레인징(
rang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레인징은 싸이라트론의 내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므로 숙련자가 경
험적인 감각으로 스위칭 소리를 듣고 레저버의 출력(기체량)을 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싸이라트론의 레저
버 내부의 기체를 조절하는 장치 및 방법이 개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숙련자가 감각적으로 레인징을 해야
한다.
    

또한 수소 기체를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레저버 내에 있는 기체가 싸이라트론의 구조물에 흡수되거나 화학반응을 일으
켜 소진된다. 레저버 내부의 기체가 소진되었을 경우 해당 싸이라트론을 다시 교체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레
저버 내부의 기체가 실제로 소진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 및 장치가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히터(heater) 전원과 레저버
(reserver) 전원사이의 대류에 의한 열손실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히터 전류가 레저버 전압에 비례하여 떨어지는 것
을 이용하여 레저버 내부의 기체 손실을 진단할 수 있고 히터 전류의 손실에 따라 레저버 전압을 높여 싸이라트론에서 
초기 설정한 레저버 내부의 기체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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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히터 전류가 레저버 전압에 비례하여 떨어지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레저버 내부의 기체 손실을 
진단할 수 있는 싸이라트론의 진단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히터 전류의 손실에 따른 레저버 전압을 증가시킴으로써 싸이라트론에서 초기설정한 레저버 
내부의 기체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싸이라트론의 자동 조절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는 히터 및 레저버를 갖는 싸이라
트론에 있어서, 히터 전류를 측정하는 센서와, 레저버에 내부 기체를 이온화시키기 위한 전압을 인가하는 컨버터와, 레
저버의 전압을 감지하는 감지부와, 제 1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센서를 통해 측정된 전류와 설정된 초기 전류값을 비교
하고 두 값이 동일할 때까지 컨버터를 제어해서 레저버의 전압을 증가시키고, 제 2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감지부를 통
해 측정된 전압과 설정된 기준 전압값이 동일할 때까지 컨버터를 제어해서 레저버의 전압을 소정값으로 증가시키고 센
서를 통해 히터 전류값을 측정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이러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방법은 히터 및 레저버를 갖는 싸이라트론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레저버의 전압을 임의로 설정하고 히터 전류를 측정하는 단계와, 레저버의 전압과 히터 전류를 기
록하는 단계와, 레저버의 전압이 설정된 값인지을 판단하는 단계와, 레저버의 전압이 설정된 값이 될 때까지 레저버의 
전압을 소정 값만큼 증가시키고 다시 히터 전류를 측정하는 단계부터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자동 조절 방법은 히터 및 레저버를 갖는 싸이라
트론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레저버의 설정된 전압에 따른 히터의 초기 전류값을 측정하는 단계와, 레저버의 설정된 전
압에 따른 히터의 비교 전류값을 측정하는 단계와, 히터의 초기 전류값과 비교 전류값이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히터의 초기 전류값과 비교 전류값이 동일할 경우 설정된 레저버의 전압을 그대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에 관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싸이라트론은 음극에서 열전자를 방
출시키기 위한 히터전원과 수소기체의 밀도를 조정하는 레저버 전원이 독립적으로 있다. 싸이라트론은 고전압을 스위칭
하기 위하여 음극에 열을 가하여 열전자를 방출시키고 일정한 전압을 가하면 이온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음극
에 열을 가하고자 히터의 전열선(텅스텐)에 일정한 전원을 인가하는데, 텅스텐에 가해진 전기적 에너지는 복사열, 대류
열, 전도열로 바뀐다. 그 중에서 복사열과 전도열은 장치의 구조와 전열선의 온도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류열은 레저버 
내부의 기체 밀도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대류열은 기체의 온도와 구조변화와도 관련이 크다. 기체의 밀도와 레저버 작
동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류열의 변화는 히터 전류값 변화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독립적으로 설치된 히터 
전원이 레저버 전원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이용하여 싸이라트론을 진단 및 자동 조절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를 나타낸 회로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2)는 싸이라트론 레저버(22), 감지부(24a, 2
4b), 컨버터(26), 레저버 전원(28), 싸이라트론 히터(30), 히터 전원부(32), 센서(34), 제어부(36)로 구성된다.

    
여기서, 감지부(24a,24b)는 저항을 이용한 전압 분배로 레저버(22)의 전압을 감지한다. 컨버터(26)는 레저버(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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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체를 이온화시키기 위한 전압을 인가한다. 센서(34)는 싸이라트론 히터(30)의 전류를 측정한다. 제어부(36)는 
제 1스위칭 신호(sw1)에 응답하여 센서(34)를 통해 측정된 전류와 설정된 초기 전류값을 비교하고 두 값이 동일할 때
까지 컨버터(26)를 제어해서 레저버(22)의 전압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제어부(36)는 제 2스위칭 신호(sw2)에 응답
하여 감지부(24a, 24b)를 통해 측정된 전압과 설정된 기준 전압값이 동일할 때까지 컨버터(26)를 제어해서 레저버(2
2)의 전압을 소정값으로 증가시키고 센서(34)를 통해 히터(30)의 전류값을 측정한다.
    

더 상세하게는, 컨버터(26)는 인버터(262), 트랜지스터(264), 실린더(266), 및 커패시터(268)로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제어부(36)는 제 1ADC 내지 제 3ADC(361, 362, 365), 제 1 및 제 2램(363, 366), 제 1 및 
제 2비교부(364, 367), PI 제어부(368), PWM(369)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 1ADC(361)는 센서(34)를 통해 측정
된 초기 전류값을 디지탈 신호로 변환한다. 제 2ADC(362)는 소정 시간이 경과된 후, 센서(34)를 통해 측정된 전류값
을 디지탈신호로 변환한다. 제 3ADC(365)는 감지부(24a, 24b)를 통해 측정된 전압값을 디지탈 신호로 변환한다. 제 
1램(363)은 제 1스위칭 신호(sw1)에 응답하여 센서(34)를 통해 측정된 초기 전류값을 저장한다. 제 2램(366)은 제 
2스위칭 신호(sw2)에 응답하여 센서(34)를 통해 측정된 전압값을 저장한다. 제 1비교부(364)는 제 1램(363)의 초
기 전류값과 제 2ADC(362)의 측정 전류값을 비교한다. 제 2비교부(367)는 제 2램(366)의 측정전압값과 기준 전압
값(Vref)을 비교한다. 스위치(sw3, sw4)는 제 1비교부(364) 및 제 2비교부(367)의 비교결과에 따라 제 1비교부(3
64) 또는 제 2비교부(267)에 연결되도록 스위칭된다. PI 제어부(368)는 스위치(sw3, sw4)의 작동에 따라 컨버터(
26)를 비례제어하는 신호를 발생한다. PWM(369)는 PI 제어부(368)의 신호에 따라 펄스폭을 제어해서 컨버터(26)
의 작동 신호를 내보낸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2)는 레저버(22)의 전압 변화에 따른 수소의 
흡수 및 배출량을 집적 측정하는 대신에 센서(34)를 통해 히터(30)의 전류값을 측정함으로써 레저버(22)의 기능 및 
수소 기체의 량을 진단할 수 있어 싸이라트론의 교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에 따른 싸이트
르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2)는 변화된 히터 전류를 토대로 레저버 전원을 제어함으로써 싸이라트론의 스위칭 매
체인 레저버 내부의 기체밀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2)내 제어부(36)는 제 2스위칭 신호(sw2)에 의해 온(On)되어 레저버(2
2)의 전압을 임의로 설정한다.(S10)

그리고, 설정된 레저버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센서(34)를 통해서 히터(30)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S12) 측정된 
히터(30) 전류는 제어부(36)의 제 1ADC(361)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제어부(36)는 제 1램(363)
에 측정된 히터 전류를 저장시킨다.(S14)

이때 제어부(36)는 제 3ADC(365)에서 감지부(24a, 24b)를 통해 설정된 레저버 전압을 읽어내고 이를 제 2램(366)
에 저장시킨다. 그리고, 제어부(36)는 제 2비교부(367)를 통해 측정된 레저버 전압이 설정된 기준 전압값(Vref)과 동
일한 지를 비교한다.(S16)

단계 S16의 비교 결과, 만약 두 전압이 동일하지 않다면, 제어부(36)는 스위치(sw4)를 제 2비교부(367)와 PI 제어
부(368)가 접속되도록 스위칭한다. 이에 따라, 컨버터(26)에서는 PI 제어부(368) 및 PWM(369)의 신호에 의해 트
랜지스터(264)의 구동이 제어되어 레저버 전원부(28)에서 인가되는 전압을 소정값(△V)으로 증가시킨다. 그리고, 센
서(34)를 통해 이때의 히터(30) 전류를 측정한다.(S18∼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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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어부(36)는 레저버(22)의 측정 전압이 설정된 값(T)이 될 때까지 레저버(22)의 전압을 계속 증가시키고, 
센서(34)를 통해 이때 히터 전류를 측정하는 단계를 다시 반복한다. 바람직하게, 레저버(22)의 전압 증분은 0V에서부
터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최대전압(ITT사 : 6.0V)까지 일정한 시간 및 간격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같이 감지부(24a, 24b)를 통해 측정된 레저버 전압과 센서(34)를 통해 측정된 히터 전류값은 각각 제 2램(366)
과 제 1램(363)에 저장되어 싸이라트론의 기준 데이터로 사용된다. 저장된 데이터는 이후 싸이라트론의 실제 가동시 
레저버 전압과 히터 전류와 비교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진단 방법은 레저버(22)의 전압에 따른 히터(30)의 최적 전류 값을 구해서 이
를 저장해 놓고, 싸이라트론의 실제 가동시 레저버 전압에서 설정된 값 이상 또는 이하의 변동이 있으면 상술한 바와 같
이 레저버의 전압을 0V에서 최대 전압까지 변화시키고 이때의 히터 전류를 측정해서 이전에 측정된 값과 비교하여 싸
이라트론의 상태를 진단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자동 조절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싸
이라트론의 자동 조절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2)의 제어부(36)는 초기 히터 전류를 저장하기 위한 모드인지 레저버 전압
의 조절 모드인지를 판단한다.(S30)

이에 초기 저장모드이고 제 1스위칭 신호(sw1)에 의해 온(On)될 경우 제어부(36)는 컨버터(26)를 제어해서 레저버
(22)에 설정된 전압이 인가되도록 한다.(S32) 그리고, 제어부(36)는 센서(34)를 통해 레저버(22)의 설정된 전압에 
따른 히터의 초기 전류값을 측정하고 측정된 전류값은 제 1ADC(361)를 거쳐 디지털로 변환되어 제 1램(363)에 저장
된다.(S34∼S36)

한편, 제어부(36)는 단계 30에서 레저버 전압의 조절 모드이거나 초기 히터 전류를 저장했을 경우 컨버터(26)를 제어
해서 레저버(22)에 설정된 전압이 인가되도록 한다.(S38) 그리고, 제어부(36)는 센서(34)를 통해 레저버(22)의 설
정된 전압에 따른 히터의 비교 전류값을 측정하고 측정된 히터 전류값은 제 2ADC(362)를 거쳐 디지털로 변환된다.(
S40)

이어서 제어부(36)는 제 1비교부(364)를 통해 제 1램(363)에 저장된 히터의 초기 전류값과 제 2ADC(362)에서 구
해진 히터의 비교 전류값이 동일한지를 판단한다.(S42) 단계 S42의 판단 결과, 히터의 초기 전류값과 비교 전류값이 
동일할 경우 제어부(36)는 스위치(sw3)의 구동을 막아 컨버터(26)에서 설정된 레저버(22)의 전압을 그대로 유지하
도록 제어한다.(S44)

    
이와 반대로, 단계 S42의 판단 결과, 히터의 초기 전류값이 비교 전류값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제어부(36)는 스위치(
sw3)를 구동해서 제 1비교부(364)와 PI 제어부(368) 사이가 연결되도록 하고 PI 제어부(368) 및 PWM(369)를 통
해 설정된 레저버(22)의 전압을 소정값(△V)으로 조정한다.(S46) 그리고 센서(34)를 통해 히터(30)의 비교 전류값
을 측정하고 측정된 히터 전류값이 제 1램(363)에 저장된 초기 히터 전류값과 동일할 때까지 레저버(22)의 전압을 조
정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싸이라트론의 자동 조절방법은 싸이라트론 내부의 기체 변화를 히터 전류로 감지하고 레저버
의 전압을 조정해서 히터 전류를 설정된 값에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싸이라트론의 스위칭 매체인 레저버 내부
의 기체밀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저버 내부의 기체 밀도가 낮아져 현재 흐르는 히터 전류값이 작
아지면, 램에 기억된 초기 전류량이 될 때까지 레저버의 전압을 조정해서 히터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일정하
게 유지되는 히터 전류는 싸이라트론에서 처음 설정된 기체압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증
명은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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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및 도 5b는 싸이라트론내 히터의 전열선에서 일어나는 열전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5a는 싸이라트론
의 음극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도 5b는 도 5a를 근사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히터 전원부(32)에서 실린더 구조의 전열선(31)에 전원을 공급하면 음극관(21)에서 열전
자가 방출되어 레저버에서 조정되는 수소기체를 이온화시킨다. 이때 히터의 전열선(31)에서는 레저버에서 조절되는 수
소의 밀도에 따라 대류에 의한 열전도가 발생한다.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Tw 을 전열선의 온도, Ts 를 구조물의 온도, Ti을 전열선에 입사되는 기체의 온도, T r이 전
열선에서 반사되는 기체의 온도라고 하면 전열선에서 기체에 의해 전달되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비율(E)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1

여기서, k는 비례상수이고 n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전열선에 충돌한 기체의 총수이다. 따라서, 대류에 의한 에너지
의 비율(E)은 기체 압력(P)에 비례하므로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2

여기서, 전열선에서 반사되는 기체의 온도(Tr)는 전열선의 온도(Tw )와 입사되는 기체의 온도(Ti), 기체의 종류에 의
존하므로 적응계수(accommodation coefficient) α를 도입하면 수학식 2는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수학식 3

여기서, 수학식 K는                  이다. γ는 비열비, M은 기체분자의 질량, R은 기체상수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대
류에 의한 에너지 전달 비율(E)은 압력(P)을 mbar 단위로 표현하면 다음 수학식 4와 같다.

수학식 4

수학식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히터에 가해진 전기에너지는 복사열과 대류에 의한 열, 그리고 전도에 의한 열로 소비된
다. 전열선의 단위 면적당 복사열의 전이는 다음과 같다.

수학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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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는 스테판 상수(stefan's constant)이며 β는                  이다. εw , εs 는 각각 전열선과 실린더 방출률
(emissivity)이다.

이에, 임의의 온도 T1 과 T2 사이에 있는 단면적 a가 일정하고 길이가 ℓ인 고체에 대한 열전도는 다음 수학식 6과 같다.

수학식 6

여기서, λ(T)는 온도에 의존하는 고체의 열전도율이다. 따라서, 전열선에 입력되는 전력, Γ는 다음 식과 같다.

수학식 7

여기서, S는 전열선의 표면적을 나타낸다. 또한, 전열선의 저항(R w )은

수학식 8

로 나타내는데, ρw , L, A는 각각 비저항, 전열선의 길이, 전열선의 단면적을 표시한다. 여기서 비저항은 다시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다음과 같다.

수학식 9

여기서, ρ0 는 T0 에서의 비저항이고 α는 저항의 온도계수이다. 텅스텐의 경우 300°K에서 ρ0 는 5.6×10-8 Ωｍ이
고 α는 10-3 /K이다.

수학식 8과 수학식 9에 의해서 전열선의 저항은 전열선의 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싸이
라트론의 압력(P)이 증가하면 수학식 5에 의해 열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열선의 온도가 낮아지고 따라서 전열선의 
저항값이 떨어진다. 전열선의 온도는 입력되는 전력을 증가시키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열선의 저항을 처음 값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전열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대류열을 무시할 수 있는 매우 낮은 압력에서 수학식 6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0

여기서, V1 는 매우 낮은 압력에서 전열선에 인가된 전압이고, Rw 는 전열선의 저항이다. 압력 P mbar에서 수학식 6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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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1

여기서, V2 는 압력 P mbar에서 전열선에 인가된 전압을 나타낸다. 전열선의 온도가 일정하므로 복사열과 전열선의 지
지대를 통한 전도열이 모든 압력에 대하여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식 11에서 수학식 10을 빼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12

수학식 12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13

수학식 13에 표시된 바와 같이, 기체 압력(P)과 전열선에 인가되는 전압의 제곱(V 2
2 -V1

2 )사이에 선형관계가 성립된
다. 이 원리는 휘스턴 회로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체 압력(P)을 측정할 수 있으나, 싸이라트론의 구조물과 전열선의 
온도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 싸이라트론은 고출력의 스위칭이 목적이므로 정확한 기체 압력의 측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로가 부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회로없이도 근사적으로 싸이라트론의 내부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만약 전열선의 전
압(Vo)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위와 같이 두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첫번째, 대류열을 무시할 수 있는 매우 낮은 
기체 압력에서 수학식 8로부터 전열선의 저항이 Rw1 되고 수학식 6에 의하여 전열선의 전력(Vo I1 )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수학식 14

여기서, I1 은 매우 낮은 압력에서 전열선에 흐르는 전류이다. 두번째, 기체 압력이 Pmbar에서 전열선의 저항이 R w2 가 
되고 전열선의 전력(Vo I2 )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15

여기서, I2 는 기체 압력이 P mbar에서 전열선에 흐르는 전류이다.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 전열선의 온도가 감소되면서 
저항이 낮아진다. 이때 전열선의 전압을 고정하면 전열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류가 전열선에 
흐르게 된다. 수학식 7이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 전열선의 온도(T w )를 기체 압력(P)에 대하여 미분해서 Q1 , C1 과 Q

2 , C2 의 기체 압력(P)에 대한 의존성을 알아본다.

수학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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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체의 전도열은 압력에 독립이라 가정하고 KQ 와 KE는 각각 다음과 같다.

수학식 17

수학식 17을 dTw/dP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18

여기서, Ti는 기체의 입사 온도, τ는 기체 자유 행로, d는 전열선의 지름, 그리고 D는 실린더벽의 지름이다.

먼저, τ〉D일 경우 각 기체 분자들이 모두 레저버의 실린더벽에 많이 충돌을 하므로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기체 온도
(Ti)와 실린더벽의 온도(Ts )가 같게 된다. 즉, T i=Ts 이다.

그리고, D 〉τ》d 일 경우 전열선에서 반사되는 모든 기체가 실린더 벽에 충돌하지는 않지만 실린더벽에 충돌하는 기
체와 전열선에 충돌하는 기체사이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므로 실린더 벽의 온도(Ts )는 기체의 평균온도(Ti)와 같게 된
다. 즉, Ti∼Ts이다.

이에 따라, 기체의 평균 자유 행로(τ)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수학식 19

여기서 단위는 τ는 cm, 온도 T는 K, 기체의 지름 ζ는 cm, 그리고 압력 P는 Torr이다. 싸이라트론은 수소 기체를 약 
0.26 mbar(0.2Torr)에서 작동시키므로 기체의 평균 자유 행로(τ)는 약 2mm이다.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열선의 지름(d)이 1mm이고 실린더벽의 지름(D)이 10mm인 구조에서는 D 〉
τ》d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Ti∼Ts 가 되므로 수학식 18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20

한편, 싸이라트론은 열전자를 방출하기 위하여 음극을 약 1000K 이상으로 가열하므로 전열선은 1300K 이상이어야 한
다. 반면에, 압력(P)은 0.26 mbar로 Tw 3 에 비해 무시할 수 있으므로 수학식 19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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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1

싸이라트론의 경우 Ts ∼1000K, Tw ∼1300K로서 수학식 20에 다시 대입하여 계산하면 dTw/dP는 약 42이고 압력차
이 △P는 0.26 mbar이므로 압력변화에 의한 전열선의 온도 변화는 약 10K이다. 이 온도 변화를 수학식 5에서 계산하
면 복수열 Q1 과 Q2 는 약 5%의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수학식 14과 15에서 Q 1 과 Q2 는 근사적으로 같다고 간주할 수 
있고 고체의 전도열은 압력에 의한 전열선의 온도차가 매우 작으므로 C1 과 C2 는 근사적으로 같다. 이에 수학식 15에서 
14을 빼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22

그러므로, 대류열에 의해 전열선에 더 흘러야 할 전류(Ie)는 기체 압력(P)에 비례하므로 다음과 같다.

수학식 23

그러므로, 전열선에 인가되는 전압이 일정하면, 전열선의 저항은 전류에 반비례하므로 수학식 22에 의하여 전열선의 저
항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더욱이 대류열에 의해 전열선에 더 흘려야할 전류(I e)는 전열선의 총 전류(Iw )의 함수이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수학식 24

여기서, B와 D는 상수이다.

그러므로, 상기 수학식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싸이라트론 내부에서는 레저버에서 조절되는 수소기체의 압력에 따라 히터
의 전열선에 흐르는 전류량이 변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수학식 24을 검증하기 위하여 레저버의 기체 압력변화에 의한 히터 전류의 변화를 조사한다. 실험 조건은 싸이라트론의 
배기 튜브를 잘라서 밴트하고 연결 튜브를 통하여 압력 게이지와 펌프를 설치한 후에 싸이라트론을 재배기하여 5×10
-4 mbar의 압력에서 레저버의 전압을 2V에서 6V까지 변화시키면서 기체의 압력을 조사하였다

도 6a 및 도 6b는 싸이라트론의 작동시 레저버 전류 또는 전압에 따른 레저버내의 기체 압력 관계를 각각 나타낸 그래
프이다. 도 6a의 로그 대 로그(log-log) 그래프에 표시된 바와 같이, 레저버 전류와 기체 압력은 선형적이다. 마찬가지
로 도 6b에 표시된 바와 같이, 레저버 전압과 기체의 압력은 선형적이다.

도 7은 싸이라트론의 작동시 레저버내의 기체 압력과 히터 전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7의 그래프에 표시된 바
와 같이, 기체의 압력에 의해 변화하는 히터 전류는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식 24을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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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히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6.3V로 고정시키고 레저버의 전압을 0V∼6V로 변화했을 때 싸이라트론의 히터 전류
의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8에 표시된 그래프를 참조하면, 레저버의 전압에 비례하여 히터 전류가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도 9는 싸이라트론의 가동 시간이 3400시간, 13316시간일 때 레저버 전압에 따른 히터 전류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의 그래프는 동일한 싸이라트론에서 가동 시간이 3400시간일 때(1998년 5월 측정) 레저버 
전압에 따른 히터 전류 변화량을 측정한 것이다. ●의 그래프는 동일 싸이라트론에서 가동 시간이 13316시간일 때(1
999년 11월 측정) 레저버 전압에 따른 히터 전류를 측정한 것이다.

이들 ■ 및 ● 그래프를 비교한 결과, 싸이라트론의 가동 시간이 약 10000시간이 지난 후에 동일한 레저버 전압조건에
서 히터 전류가 감소된다. 이는 싸이라트론의 내부 기체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히터 전류값이 감소되는 것이다.

도 10은 싸이라트론의 고전압에 따른 히터 전류의 변화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때 실험은 히터 전압을 6.3V, 레저
버 전압을 3.3V로 고정하고 전력 변조기의 고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히터 전류의 변화를 조사한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전압이 높아질 수록 히터 전류가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싸이라트론이 고전압일 수록 고출력을 스위칭하기 때문
에 내부의 기체 온도가 상승된다. 이에, 입사되는 기체의 온도(T i)값이 크므로 대류에 의한 히터의 열 손실이 적어져 
히터 전류가 낮게 측정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들 실험 결과들을 참조하여 싸이라트론을 조절할 수 있다. 예컨대, 도 8과 같이 레저버의 설정 전압이 
3.3V일 때 히터 전류는 61A로 측정되었지만, 오랜 기간동안 싸이라트론을 사용하면 내부 기체가 소모되어 히터 전류
는 61A이하로 측정될 것이다. 이에, 본 발명에서는 히터 전류가 61A를 회복하도록 레저버의 전압을 3.3V이상으로 올
려준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레저버의 전압 변화에 따른 수소의 흡수 및 배출량을 집적 측정하는 대신에 센서를 
통해 히터의 전류값을 측정함으로써 레저버의 기능 및 내부 기체의 소모량을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측정된 히터 전류
값으로 토대로 싸이라트론의 구조 변형, 냉각장치의 이상, 음극의 과열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 싸이라트론의 교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레저버의 전압을 변화시켜서 히터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므로 싸이라트론의 내부 기체량이 항상 일정
해져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인 스위칭 동작을 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후술되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범주내
에서 당업자에 의해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히터 및 레저버를 갖는 싸이라트론에 있어서,

상기 히터 전류를 측정하는 센서;

상기 레저버에 내부 기체를 이온화시키기 위한 전압을 인가하는 컨버터;

상기 레저버의 전압을 감지하는 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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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센서를 통해 측정된 전류와 설정된 초기 전류값을 비교하고 두 값이 동일할 때까지 
상기 컨버터를 제어해서 상기 레저버의 전압을 증가시키고, 제 2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감지부를 통해 측정된 전
압과 설정된 기준 전압값이 동일할 때까지 상기 컨버터를 제어해서 상기 레저버의 전압을 소정값으로 증가시키고 이때 
상기 센서를 통해 히터 전류값을 측정하는 제어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센서를 통해 측정된 초기 전류값을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 제 1ADC와, 소정 시
간이 경과된 후 상기 센서를 통해 측정된 전류값을 디지탈신호로 변환하는 제 2ADC와, 상기 제 1스위칭 신호에 응답하
여 상기 센서를 통해 측정된 초기 전류값을 저장하는 제 1램과, 상기 감지부를 통해 측정된 전압값을 디지탈 신호로 변
환하는 제 3ADC와, 상기 제 2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센서를 통해 측정된 전압값을 저장하는 제 2램과, 상기 제 
1램의 초기 전류값과 상기 제 2ADC의 측정 전류값을 비교하는 제 1비교부와, 상기 제 2램의 측정전압값과 상기 기준 
전압값을 비교하는 제 2비교부와, 상기 제 1비교부 및 제 2비교부의 비교결과에 따라 제 1비교부 또는 제 2비교부에 
연결되도록 스위칭되는 스위치와, 상기 스위치의 작동에 따라 상기 컨버터를 비례제어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PI 제어부
와, 상기 PI 제어부의 신호에 따라 펄스폭을 제어하여 상기 컨버터의 구동신호를 내보내는 PWM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싸이라트론의 진단 및 자동 조절장치.
    

청구항 3.

히터 및 레저버를 갖는 싸이라트론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저버의 전압을 임의로 설정하고 상기 히터 전류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레저버의 전압과 상기 히터 전류를 기록하는 단계;

상기 레저버의 전압이 설정된 값인지는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레저버의 전압이 설정된 값이 될 때까지 상기 레저버의 전압을 소정 값만큼 증가시키고 다시 히터 전류를 측정하
는 단계부터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싸이트라트론의 진단 방법.

청구항 4.

히터 및 레저버를 갖는 싸이라트론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저버의 설정된 전압에 따른 상기 히터의 초기 전류값을 측정하는 단계;

상기 레저버의 설정된 전압에 따른 상기 히터의 비교 전류값을 측정하는 단계;

상기 히터의 초기 전류값과 비교 전류값이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히터의 초기 전류값과 비교 전류값이 동일할 경우 상기 설정된 레저버의 전압을 그대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싸이라트론의 자동 조절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히터의 초기 전류값이 비교 전류값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상기 설정된 레저버의 전압을 소정값
으로 조정하고 상기 히터의 비교 전류값을 측정하는 단계부터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싸이라트론의 자동 조절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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