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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ch)장치는 차세 핵융합연구장치로써 30개의 도자석으로 구성
된다. 이 도자석에 원을 공 하게 되는 PF (Poloidal Field) MPS 
(Magnet Power Supply)는 12상 Pulse 운 을 하게 되는데 이때 
h=kp±1의 특성고조 와 90%에 가까운 무효 력이 발생되어 KSTAR 
력계통과 인근 부하장치에 치명 인 향을  수 있어 고조 와 무

효 력을 동시에 보상할 수 있는 최 의 무효 력보상장치의 도입은 필
연 이다.
 본 논문에서는 KSTAR 1st Plasma 실험시의 무효 력과 고조 를 
감하기 해 설치했던 즉, 1단계 기계식 스 칭에 의한 RPC(Reactive 
power compensator)의 보상특성의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KSTAR 2009
년 Plasma 실험에 비하여 이의 운 특성과 설치 공간에 따르는 제약 등
을 고려하여 최 의 RPC 설계를 도출하기 해 실시한 TSC(Thyristor 
Switch Capacitor)기반의 RPC[1] 모의해석 결과와 기술  사항을 소개하
고자 한다.

1. 서    론

  핵융합이란 고온의 라즈마 상태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 는 상으로, 이 과정에서 감소된 질량만큼 막
한 에 지로 변환되는데 이를 핵융합에 지라고 한다. 핵융합에 지는 
에 지 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 의 체에 지이다. 이에 국가핵융합
연구소는 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그린 에 지의 
개발과 핵융합에 지 상용화기술을 개발하기 해 핵융합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국제핵융합실험로인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건설, 운 에 주도  역할과 한국형 핵융합발
소 건설의 석이 되기 해 KSTAR장치의 운 연구  기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한 KSTAR는 1995년 12월 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1st Plasma 실험을 성공 으로 수행하 으며 2009년에는 각 개별 장치의 
단계  성능향상과 실험을 통해 KSTAR 고성능 실험을 할 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자석에 류 직류 원을 공 하기 한 PF　
MPS 운 시 발생하는 특성고조 와 무효 력을 보상하기 해 설치했
던 1단계 RPC의 평가 결과와 곧 설치될 2단계 TSC기반의 RPC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 KSTAR 전력계통도

2. 본    론

  2.1 KSTAR 1st Plasma 실험 시 전력계통도
  KSTAR 계통은 도자석에 류 직류 원을 공 하는 도자

석 원장치(MPS)와 가열장치(ECH, ICRH), 냉각장치(냉각수, 헬륨)등으
로 구성된다. 그림1과 같이 원 공 은 154 kV 50 MVA강압용 변압기
에 의해 이 지며 KSTAR MPS  PF MPS는 12상 Pulse운 을 하므
로 제11차, 제13차등의 특성고조 가 발생이 되고 력의 90 %에 가까
운 무효 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이를 보상하기 해 기계식 스 칭
방식에 의한 7.15 MVar의 RPC를 설치하여 안정 인 원을 공 하고 
있다. 

  2.2  1st Plasma 실험시 RPC 사양
  1st Plasma 실험 시 발생되는 고조 와 무효 력을 감하기 해서 
설치된 RPC는 자동역률제어장치에 의한 기계식 스 칭방식으로 무효
력의 변동량에 따라 차단기를 개폐하게 되는데 그 사양은 아래와 같이 
제5차, 제6차, 제7차 RPC는 상시에 투입되어 있으며 제11차 High-pass 
RPC는 부하의 무효 력량에 따라 3 MVar씩 2단계로 작동을 하게 된
다.

그림 2. 1st Plasama 실험 시 RPC 사양 및 계통도

  2.3 PF PS #6, #7 운전시 RPC 전력품질 평가
 실험장치  PF MPS #6, #7(총 류 5 kA, 압 1000 V, 상 력 
7.07 MVA)과 RPC와의 연동실험을 실시하 다. 이때 제5차, 제6차, 제7
차 RPC (1.15 MVar)는 기투입이 되었고 제11차 HP RPC #1과 #2는 무
효 력의 변동에 따라 3 MVar단 로 순차 으로 개폐되었다. 자동역률
제어장치의 지연시간은 투입시 1 , 개방시 3 로 설정 되었고 목표역률 
을 97 %로 지정하 다.

구  분 Shot 
Shot 후

RPC 투입 RPC 투입 후

  압(kV) 22.940 22.499 22.686

  류(A) 106.2 232.6 173.7

유효 력(MW) 4.22 5.54 5.43

무효 력(MVar) 0.45 7.62 4.71

피상 력(MVA) 4.25 9.12 6.92

역  률(%) 99.44 43.75 69.67

압왜형률(%) 0.64 4.42 1.78

고조 류(A)

11th : 0.7
13th : 0.6
23th : 0.5
25th : 0.5

11th : 11.8
13th : 11.1
23th : 5.8
25th : 6.3

11th : 6.1
13th : 5.5
23th : 2.2
25th : 2.2

표 1. PF 운전시 RPC ON/OFF 전력품질비교

 표 1과 같이 RPC 투입  후를 비교하면 RPC 투입 시 무효 력이 
2.91 Mvar가 감소되고 요평가지수인 23 kV 선로의 압왜형률은 
VTHD 4.42 %에서 1.78 %로 크게 개선이 되었고 고조 류도 50 % 
정도가 감소하 다.

  2.4 2009년 Plasma 시험을 위한 RPC 설계

  2.4.1 설계시 고려사항 및 근거
  1st Plasma 실험 후 평가결과 기존 기계식 스 칭 방식의 한계에 의

2009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7. 14 - 1 7



- 102 -

한 지연시간 때문에 PF MPS운 이 격하게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무
효 력을 완벽하게 보상하지 못하 다. 한 PF PS 운 종료시 지연시
간으로 인해 RPC 용량 3 Mvar당 약 200 V(0.9 %)의 과 압이 발생하
다. 이는 향후 PF MPS 운 류가 증가함에 따라  RPC를 증설할 경
우 과진상이 되어 압 상승을 래할 수 있다. 2009년 Plasma 실험에
서 상되는 최 무효 력량은 약 40 MVar정도(표 2, 그림 3)가 되며 
운  후 10  가지나면 격한 ‘블립 (Blip)’ 구간이 있어 이에 응할 
만한 RPC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응답속도가 빠르고 불연속 실험 부하
에 합하며 자체고조  발생이 없고 제한된 설치공간에 수용이 가능한 
TSC(Thyristor Switch Capacitor)기반의 RPC를 용할 정이다. 설
계조건은 다음 항목을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A) 압강하기  154 kV계통 ±3 %이내, 22.9 kV 계통 ±5 %이내 
B) 한  고조  리 기  VTHD 154 kV < 1.5 %, 23 kV < 3.0 %
C) 수  역률 90 % 이상
D) IEEE std 519 고조  리기
  (VTHD 154 kV < 2.5 %, 개별함유율 < 1.5 %, 류ITDD < 7.5 %)
  (VTHD 22.9 kV< 5.0 %, 개별함유율 < 3.0 %, 목표치 < 3 %)

구분 PF1 PF2 PF3 PF4 PF5 PF6 PF7 SUM

Idc(kA) 5.0 6.0 10.0 9.0 6.0 7.0 8.0 51.0

Vac 320 320 160 160 1,000 1,000 1,000 -

S(MVA) 2.262 2.715 2.262 2.036 8.484 9.898 11.312 38.970

표 2. KSTAR 2nd Plasma 실험시 예상운전시나리오

그림 3. PF PS 운전시나리오 예상전력 그래프

  2.4.2 TSC RPC 용량 및 사양
  압강하 제한치 5 % 이내에 필요한 RPC 용량은 25 MVar이며 3 % 
이내에서는 40 MVar 보상용량이 필요한 을 감안하여 약 35 MVar 
정도의 용량을 선정하 다. 결선방식은 Y결선된 제3차, 제5차를 각각 
0.5 MVar, 제7차를 1 MVar로 하여 상시 투입된 상태로 하여 냉동기, 
헬륨 등의 기타 부하의 역률과 고조 를 보상하고 주 원장치인 PF 
MPS 특성 고조 에 한 보상은 △결선된 TSC기반의 제11차 
High-pass 4뱅크의 RPC를 통해 보상을 하며 용량은 각각 3, 6, 12, 12 
MVar이며 표 3에 상세사양을 보 다.

  2.4.3 TSC RPC 투입 전후 주요계통 모의분석

  2.4.3.1 TSC RPC 투입 전 P 및 Q의 변화 추이  
  PSCAD/EMTDC로 계통을 모의분석 한 결과 무보상의 경우 무효 력
량은 33 MVar 으며 보상시에는 약 8 MVar로 감소되어 크게 개선됨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RPC 설치 전후의 계통의 주파수 응답 특성

구분 RPC & HF Systems

필터차수 3rd 5th 7th 11th+HP1 11th+HP2 11th+HP3 11th+HP4

필터용량 500 500 1000 3000 6000 12000 12000

C(uF) 2.48 2.48 5.01 15.05 30.1 60.2 60.2

L(mH) 325.69 114.54 28.77 3.87 1.93 0.97 0.97

R(Ohms) - - - 80 40 20 20

표 3. RPC & HF Systems 세부사양

  2.4.3.2 TSC RPC 투입 전 후 전압왜형률 분석
  압왜형률 VTHD는 무보상일 경우 22.9 kV 선로에서 13.02 %로 

IEEE Std 519 기  5 %, 한 기  3 %를 모두 과하며, RPC 투입시
의 압왜형률은 0.77 %로 제한치 이내로 유지되었다.

VTHD(%) 154 kV 22.9 kV 6.6 kV

Without RPC 6.23 13.02 21.26

RPC 0.81 0.77 9.95

표 4. RPC 투입 전 후 전압왜형률

  2.4.3.3 TSC RPC 투입 전 후 blip 구간 및 고조파분석
  기계식 스 칭에 의한 RPC의 경우 술한 바와 같이 지연시간 때문
에 발생되는 무효 력 편차에 의한 압 상승은 3 MVar당 200 V의 과
압이 발생하여 33 MVar가 되면 약 2000 V의 과 압이 발생될 수 있

다. TSC기반의 RPC 경우 Blip 구간에서의 응답속도가 1 cycle(16.7 ms)
이내이므로 모의 결과 지연시간이 없이 3 MVAr 이내의 무효 력 편차
로 실시간 보상이 가능함을 확인 하 으며 고조  역시 IEEE std 519기
치 이내로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2]

  2.4.3.4 TSC 기반 RPC 제어방식
  RPC는 사이리스터 밸 에 의해서 3 MVar단 로 PF MPS 운 시 무
효 력변동량에 따라 단계 으로 투개폐 제어되는 운 시스템으로 구성
될 정이며 사이리스터는 27개를 직렬 구성하여 사이리스터가 2개까지 
고장 발생이 되어도 운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신뢰도를 높 다, 모니
터링은 원격감시로서 주회로가 포함된 체 계통도를 화면에 표시하여 
모든 차단기와 사이리스터 벨 의 상태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2.4.3.5 TSC RPC 계통도 및 설치위치

그림 6. RPC 주회로도

그림 7. RPC 배치 단면도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STAR 1st Plasma 실험시 기계식 스 칭 방식의 
RPC 평가 결과를 통해 2009년 Plasma 실험을 비하기 한 RPC 설
계 고려사항과 주요 모의분석 등을 통한 TSC기반의 RPC 35 MVar 설
계에 해 기술하 다. KSTAR는 앞으로도 부하증설을 통한 성능향상
을 할 정이므로 그에 따른 력설비의 증설과 부하특성분석을 통해 
력공 계획을 수립하고 실험시 발생하는 무효 력과 고조 를 최 으

로 리하여 안정 인 력시스템을 구축 KSTAR가 원활한 실험을 수
행 할 수 있도록 지속 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1] T. J. E. Miller "Reactive power control in electric systems" John 
Willy & Sons
[2] IEEE Std. 519 'Recommended Practices and Requirements for 
Harmonic Control in Electrical Power Syst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