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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치

유효 력(MW) 2.18

무효 력(MVar) 10.06

피상 력(MVA) 10.29

역률(%) 21.18

압강하(V) 671

압왜형률(%) 4.70

Abstract - 핵융합반응은 고온의 라즈마 상태에서 가벼운 원자핵
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 는 상으로, 이 과정에서 감소된 
질량이 막 한 에 지로 변환되는데 이를 핵융합에 지라고 한다. 핵융
합에 지는 인류의 에 지 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 의 체에 지이
며, 무한, 청정, 고효율에 지이다. 이에 국가핵융합연구소(NFRI)는 Green 
Energy 의 개발과 핵융합에 지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해 핵융합연
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avanced Research)
를 제작하여 장치의 운 연구  기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한 핵
융합 련 생기술을 활용한 첨단 신사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STAR 1st Plasma 실험 시 KSTAR 장치에 력을 
공 하기 한 력설비 황, 력품질분석, 력사용량 분석을 통해 
향후 KSTAR 장치 운 을 해 필요한 수 설비 증설, 무효 력보상장
치 증설 등과 같은 력계통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한 개선사항에 
해 기술하 다.    
  

1. 서    론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핵융합에 지의 상용화기술을 개발하기 해 핵융
합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국제핵융합실험로인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건설  운 에 주도  역
할을 하기 해 KSTAR 장치의 운 연구  기술 확보에 힘을 쏟고 있
다. 한 가열, 냉각, 라즈마, 진공 등과 련한 산업 반에 걸쳐서 핵
융합 련 생기술을 활용한 첨단 신사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KSTAR는 도자석 원장치(Magnet Power Supply, 이하 MPS), 가
열장치  냉각장치(냉각수, 헬륨) 등 고 압, 류를 소모하는 장치로
써, KSTAR 장치를 운 할 시에는 순간 최  300 MVA의 력 소모가 
상된다. 이와 같은 력 장치에 원활한 원공 을 해 KSTAR 
력시스템은 154 kV 수 설비, 22.9 kV 수 설비, 무효 력보상장치 

등을 설치, 운  이며, 설비용량을 증설해 나갈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
는 KSTAR 1st Plasma 실험 시 력설비 황과 력계통 분석, 그리
고 향후 력계통 성능향상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KSTAR 대전력 설비현황
  재 KSTAR 장치의 수 계통은 154 kV 계통과 22.9 kV 계통으로 
나뉠 수 있다. 154 kV 계통은 한  GRID 원 50 MVA를 수 하여 용
량이 큰 설비에 원을 공 했으며, 22.9 kV 계통은 건물  KSTAR 
운 에 필요한 기타장비용 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1> KSTAR 1st Plasma 실험 시 KSTAR 전력계통(154 kV)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요 력설비는 차단기, 단로기, 모선 
 기타 부 설비들이 속제 외함으로 폐된 구조로 SF6가스에 의해 
연된 170 kV GIS 2 BAY, 154/22.9 kV 50 MVA OA/FA인 Y-Y-Δ 
삼권선 변압기, 22.9 kV 배 설비, 6.6 kV 배 설비, 압배 설
비, 무효 력보상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154 kV 계통은 22.9 
kV로 변압하여 PF(Poloidal Field) MPS와 냉각(냉각수, 헬륨)설
비에 원을 공 하며, 력계통의 안정화를 해 무효 력보상
장치(Reactive Power Compensator & Harmonic Filter, 이하 RPC)
를 설치하 다. 무효 력보상장치의 총 설치용량은 7.15 MVar이며, 
KSTAR 라즈마 실험 시 5차, 6차, 7차 무효 력보상장치 1.15 
MVar는 상시 투입하고, PF MPS 가동 시에는 11차 Highpass 무
효 력보상장치 3 MVar × 2 EA를 무효 력 변동에 따라 3 
MVar 단 로 순차 으로 투입/개방되게 하 다.
 

     
<그림 2> KSTAR 1st Plasma 실험 시 KSTAR 전력계통(22.9 kV)
 
 <그림 2>와 같이, 기존 22.9 kV 력계통에서 가열장치인 ICRH
는 모선에 직  연결되고, TF(Toroidal Field) MPS와 ECH, 진
공시스템, CLS 등은 22.9/6.6 kV 5 MVA 변압기를 거쳐 원을 
공 받는다. 
 비상 원설비로는 3상 6.6 kV 2,000 KVA의 디젤 발 설비와 
120 kVA × 2 EA, 80 kVA, 40 kVA의 무정  원공 장치를 도
입하 고, 정상운  에 사고나 기타 이유로 계통이 정 되었을 
때 비상 등, 비상동력, 소방설비와 산장비, 주제어실, 헬륨설비
실 등 각종 실험장비에 원을 공 한다. 

2.2 KSTAR 1st Plasma 실험 시 전력사용 분석
 
<표 1> PF MPS 운전 시 전력분석

   <그림 3> PF MPS 운전 시 
             무효전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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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54 kV 계통(kWh)

냉각 설비 원장치
계

냉각수 헬 륨 PF 1～7

Cool-down 297,786 2,516,190 300 2,814,276

도시험 432,370 3,082,158 354 3,514,882

라즈마발생 397,559 2,580,280 426 2,978,265

엔지니어링 159,405 1,042,026 442 1,201,873

Warm-up 155,194 693,502 0 848,696

계 1,442,314 9,914,156 1,522 11,357,992

구 분
(운 기간)

22.9 kV 계통(kWh)

건물
실험 장치

계
ECH TF ICRH

Cool-down
(04.03-05.02)

335,019 6,149 1,924 115 343,207

도시험
(05.03-06.07)

557,058 811 5,543 201 563,613

라즈마발생
(06.08-07.07)

573,047 2,087 12,907 349 588,390

엔지니어링
(07.08-07.19)

299,632 520 3,104 14 303270

Warm-up
(07.20-08.02)

307,496 587 1 0 308,084

계 2,072,252 10,154 23,479 679 2,106,564

 <표 1>은 KSTAR 1st Plasma 실험 시 PF　MPS가 1～7번 
PF 코일에 총 15.65 kA의 DC 류를 흘렸을 때, 154 kV 력계
통 main VCB에서 HIOKI 3196 력품질계측기를 이용한 측정결
과를 나타내며, 냉각장치(냉각수, 헬륨)의 측정값을 제외한 수치
이다. KSTAR 장치는 순간 인 력을 사용하는 장치로써, 특
히 PF MPS는 수 에서 수십  동안 가동되어 순간 으로 가장 
큰 력을 사용하는 장치이다. PF MPS는 연속 가동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헬륨설비와 비교해서 낮은 력량을 보이지만 순
시 력은 10.29 MVA로 장치 에 가장 높았다. 한 <그림 3>
과 같이 10.06 MVar의 무효 력이 발생하 으며 역률은 21.18 
%로 낮았다.
  
2.3 KSTAR 1st Plasma 실험 시 전력사용량 분석
 차세  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1st Plasma 실험은 크게 5
단계로 운 이 진행되었다. 아래의 <표 2>와 <표 3>은 총 112일간
의 KSTAR 1st Plasma 실험 시 주요장치들의 력사용량을 나
타낸 것이다.

 <표 2> KSTAR 1st Plasma 실험 시 22.9 kV 계통 전력사용 현황

 <표 3> KSTAR 1st Plasma 실험 시 154 kV 계통 전력사용 현황

 22.9kV 계통의 부하인 ECH, TF, ICRH, 진공, CLS, 건물 원 등은  
154 kV 계통의 부하들과 비교해 비교  은 양의 력을 사용하 으
며, 라즈마 발생 시운  단계에서 격한 증가를 보인 후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 다. 

 2.3.1 냉각설비 전력사용량
 KSTAR 1st Plasma 실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력을 사용한 설비는 
154 kV 계통의 냉각설비(헬륨, 냉각수) 다. 특히 헬륨설비인 HP 콤
셔 1,189 kW 2 , LP 콤 셔 597 kW 2 로 총 3,572 kW의 콤

셔가 24시간 가동되어 운 기간  9,914,156 kWh의 력을 사용하
고, 154 kV 계통 체 사용량의 약 87 %를 차지하 다. 냉각수 설비는 
냉동기, 냉각탑, 냉수펌  등으로 구성되며 실험기간 에 8시간동안 가
동한 MPS(TF, PF 1～7)와 ICRH, 그리고 24시간 가동한 ECH, 진공용
기, 진공용기계통의 펌 , HRS 헬륨 콤 셔 등 각 실험장치를 냉각하
기 해 1,442,314 kWh의 력을 사용하 고, 154 kV 계통 체 사용량
의 약 13 %를 차지하 다. Cool-down 운 과 Warm-up 운  시 헬륨
설비와 냉각수 설비 모두 냉동기, 펌 부하이기 때문에 약 1.3 MVar의 
무효 력이 발생하여 5차, 6차, 7차 무효 력보상장치 1.15 MVar를 상
시 투입하여 역률을 99 % 이상 유지하 다. 
 
2.3.2 PF MPS 전력사용량
 6.6 kV 계통의 PF 1,2번 MPS와 3,4,5번 MPS는 운 기간  각각 291 
kWh, 285 kWh를 사용했고 PF 6,7번 MPS는 22.9 kV 계통으로 952 
kWh를 사용하여 총 1,522 kWh 으며 이는 체 사용량의 약 0.13%이

다. PF MPS는 도자석에 20～40 kA의 류를 공 하기 한 펄스
원 공 장치로 12 pulse 운 을 하므로 12상 운  특성의 고조 가 

발생하며 사용하는 력의 약 90 %가 무효 력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무효 력을 보상하고 고조 를 제거하기 해 11차 Highpass 무효
력보상장치를 3 MVar 단 로 순차 으로 투입하고 있다. 
 
2.3.3 월별 전력사용량
 <그림 4>는 2008년 154 kV 계통의 월별 력사용량을 나타낸 그래
이다. 4월 이 은 운  비기로 KSTAR의 각 장치별 연구와 실험에 
필요한 상황을 검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3개월 총 6,347 MWh를 사
용했으며, 4월부터 약 112일간은 KSTAR 1st Plasma 실험기간으로 총 
11,358 MWh를 사용하 다. 8월 이후에는 실험 종료 후 유지보수시기로 
100 MWh 내외의 력사용량을 기록하 다.

<그림 4> 2008년 154 kV 계통 월별 전력사용량 [MWh] 

2.4 향후 전력계통 성능향상 
 KSTAR는 향후 가열장치(NBI, IHCD)의 추가와 MPS  기존 
장치들의 성능향상을 거쳐서 순간 최  300 MVA의 력을 
사용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KSTAR 장치의 성능향상과 
력계통 안정화를 해서 <표 4>와 같이 154 kV 50 MVA 수 설비와 
무효 력보상장치의 용량을 증설할 계획이며, 재 설계  제작이 진행 
이다.

 <표 4> 향후 성능향상 계획

구분 2009 2010

Grid Power 50 MVA 100 MVA

RPC & HF 

Systems

3th : 0.5 MVar

5th : 0.5 MVar

7th : 1.0 MVar

11th+HP : 33 MVar

3th : 0.5 MVar

5th : 0.5 MVar

7th : 1.0 MVar

11th+HP : 57 MVar

Total : 35 MVar Total : 59 MVar

 
 향후 KSTAR Plasma 실험에서는 PF 코일에 인가하는 류를 크게 증
가시킬 정이며, 이로 인해 무효 력과 고조 가 증가하여 력계통에 
향을  것으로 상된다. 이에 한 안으로써 무효 력보상장치의 
용량을 증가시켜 력계통의 력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할 계획이다. 한 KSTAR 력시스템 성능향상을 해 2012년까지 
200 MVA 1.6 GJ 용량의 Motor Generator를 설치하여 KSTAR 운 에 
필요한 각 장치들에게 안정 인 력을 공 할 계획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STAR 장치에 력을 공 하기 한 력설비 황과 
KSTAR 1st Plasma 실험 시 력계통 분석, 그리고 향후 성능향상에 
해 논하 다. KSTAR 장치는 앞으로 계속 으로 실험설비의 증설과 
성능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력사용량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력설비 
한 계통의 안정화와 성능향상이 가장 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

므로 수 용량의 여유분과 설비이용률, 부하특성에 한 분석을 통하여 
기 인 력 공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 이고 효율 으로 력을 사
용해야 할 것이다. 한 최 의 KSTAR 력시스템을 구축하고 
KSTAR 장치의 원활한 실험을 해 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목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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