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논문은 미래 녹색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핵융합에너지 개

발 장치인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로(KSTAR :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의 가열장치인

중성입자빔(NBI : Neutral Beam Injector) 장치를 소개하고,

2016년 KSTAR 실험에서 빔 에너지 90/70/80 keV, 빔 출력

3.81 MW, 70.6초의 최대 장 펄스와 빔 에너지 95/90/90 keV,

빔 출력 5.13 MW, 10.6 초로 입사 운전한 NBI 장치 실험 결과

를 정리한다.

1. 서론

핵융합에너지는 미래 녹색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KSTAR 장치는 국제열핵융합로(ITER 장치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와 동일한 구조와 자료

를 사용하는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로

서 그 운전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비유도성 가열 및 전류구동 장치를 사용

하고 있는데,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고주파 가열장치

와 고에너지의 중성입자 빔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이중 중성빔

을 입사하는 NBI 장치는 보조가열장치 중 가장 효율적이고 직

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가열장치로서 전원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을 소개하고 2016년도에 수행된 KSTAR 실험 결과를 정리하

여 발표하고자 한다.

2. KSTAR NBI 구성 및 2016년 운전 결과

2.1 NBI의 시스템 구성

NBI는 3 기의 이온원(Ion Source), 빔 라인(Beam Line), 전

원 공급 장치(Power Supply System), 제어 및 냉각수 시스템

유틸리티(Control & Water Cooling Utility)로 구성되어 있다.

2.2 NBI 전원장치

KSTAR 중성입자빔의 전원 시스템은 이온원의 플라즈마 발

생기를 위한 저전압 및 고전류 DC 전원(아크 / 필라멘트 전원

장치) 및 가속기 그리드 시스템을 위한 고전압 및 고전류 DC

전원(G1 / G3 전원장치 & 분압기)으로 이루어진다. 아크 전류

의 불평형에 대해 아크 방전을 중단하기 위해 DCCT 전류 모

니터를 필라멘트 전원의 포지티브 출력 케이블에 배치하여 전

류 불평형 검출한다. G1 그리드 전원은 600V 단위의 전압 제

어를 위한 Chopper 시스템으로 구성된 저전압 레귤레이터와

100kV / 60A 사양의 고전압 DC 정류기 전원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G2 전원의 출력 전압은 권선 저항기 탭을 단위로 변화시

킴으로써, G2 그리드에 G1 전압의 80 ∼ 90 %의 범위에서 공

급한다. 고전압 스위치(HVS)는 MOSFET의 고속 반도체 스위

치로 구성된 고전압 스위치 (HVS) 시스템으로써 이온원에 단

락이 발생하면 4μs 이하로 off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G3 그리

드 전원은 최대 5kV / 5A를 공급하는 커패시터 충전 전원을

사용하는 인버터 시스템이다. KSTAR NBI의 전원 시스템 서

지 블록커(Surge Blocker)는 이온원에 연결되는 모든 고전압

케이블은 최종 출력단에 코어 스너버(Core Snubber) 시스템을

통과함으로써, 이온원 전극간 단락사고에 의한 서지전류를 감

소하여 전원장치 및 이온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NBI의 구성요소

Fig. 1  Configuration of NBI

그림 2  NBI 전원장치의 단선도[1]

Fig. 2  Single Line Diagram of NBI Power Supply Syste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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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NBI은 각 이온원에 대해 독립적인 전원 공급 시스

템을 갖추고 있다. KSTAR NBI 시스템의 이온원은 크게 플라

즈마 발생부와 빔 가속부로 구분되며, 플라즈마 발생부는 아크

챔버, 필라멘트로 구성되며, 빔 가속부는 G1 ∼ G4 그리드 및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 공급 시스템은 주로 이온원에서

플라즈마 생성을 위한 전원 공급 장치와 가속부 그리드 시스템

을 위한 고전압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되어있다. 플라즈마 발

생부 전원 공급 장치는 각각 16V / 300A의 12 개의 필라멘트

전원 공급 장치와 160V / 1200A의 아크 전원 공급 장치이다.

가속부의 고전압 전원 공급 장치의 사양으로 G1 전원장치는

100kV / 60A 사양의 DC 발전기, G3 전원장치는 5kV / 5A

의 사양의 인버터 전원장치, G2 그리드의 전원 공급을 위한

25kΩ 사양의 분압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전원장치로 바이

어스 전원장치, 휨 전자석 전원장치가 있다.

특히 G1 전원장치는 고전압 고전류 DC 발전기로써 50 kV,

30 kV 및 20 kV의 3 세트의 고전압 변압기 / 정류기 (HVTR)

및 각 장치의 600 V의 저전압 변압기 / Chopper (LVTR) 로

구성된 전압 조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NBI의 2016년 운전 결과

2.3.1 NBI 장 펄스 일지

2016년 KSTAR 실험에서 NBI는 3기의 이온원을 단독 운전

및 통합 운전을 통하여 KSTAR 토카막 장치에 최대 빔 에너

지 95/90/90 keV, 10.6/6.2/3.5 초에서 중성 빔 출력을 5.13

MW로 입사 운전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가장 장 펄스로

빔 에너지 90/70/80 keV에서의 최대 70.6초 동안 KSTAR 토

카막 장치에 입사 운전하였다.

그림 3은 2016년 최장 펄스의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3  KSTAR의 2016년 장 펄스 H-mode 달성, ~70 sec
[3]

Fig. 3  KSTAR's long pulse H-mode achieved in 2016, ~ 70 

sec
[3]

2.3.2 NBI 운전 결과

2016년 KSTAR 실험 기간 동안 컨디셔닝 (dummy) 운전과

KSTAR 토카막 운전의 NBI 주요 운전 전원 운전조건에 대한

샷 번호 및 고장 결과 분석에 따르면, NBI 1 운전 기간 동안

dummy에 총 3143회의 입사 운전하였다. 이중에서 이온원 동

시 운전은 1141회 입사 운전하였다. 제 1 이온원과 제 2 이온

원, 제 3 이온원은 각각 33회, 374회, 506회 단독 입사 운전하

였으며, 빔 에너지 90 ～ 100 keV / 5 초 미만의 컨디셔닝 입

사 운전을 가장 많이 하였다.

KSTAR 토카막에는 총 1519회의 입사 운전하였으며, 요구

된 펄스 시간동안 성공적으로 빔 입사가 이루어진 비율은

69.72 %로 NBI 자체 문제로 인한 고장 (7.18 %)보다 KSTAR

에서 강제로 빔을 차단하는 고장에 의한 문제 (23.11 %)가 여

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실험에서는 3기의 이온

원을 운전하는 상황에서 자체 고장 발생율이 지난 2015년 이온

원 시험 때 (5.84 %)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

펄스의 빔 인출로 인한 고전압 단락에 의해서 가스 주입 시스

템 및 전원장치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표    1  NBI 컨디셔닝 빔 인출(a), NBI KSTAR 빔 인출(b)[2]

Table 1  NBI conditioning shot(a), NBI KSTAR Tokamak shot(b)[2]

              (a)                               (b)

3. 결론

NBI는 3기의 이온원, 빔 라인, 전원 공급 장치, 제어 및

냉각수 시스템 유틸리티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KSTAR 실

험에서 3기의 이온원으로 컨디셔닝 운전은 빔 에너지

100/100/100 keV, 빔 출력 5.8 MW, 2.5초를 운전하였으며,

KSTAR 운전에서 빔 에너지 90/70/80 keV, 빔 출력 3.81 MW,

70.6초의 최대 펄스와 빔 에너지 95/90/90 keV, 빔 출력 5.13

MW, 10.6 초로 입사 운전하였다. 이는 2016년도의 고성능 플

라즈마 운전(H Mode)에서 세계 최장시간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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