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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AC/DC 원공 장치 공학설계  기술사양서 작성

Ⅱ. 연구의 목   필요성

 ○ IT E R  장치  등 과  같 이  력  펄 스 를  사 용 하는  장치 의  경 우  고 압, 

류를 제어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체 시스템 상에서 주변 시스템

과의 상호 계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그  내 용 을  충 분 히  설 계 하는 데  반

하고  제작 하는  것 이  요하다 . 본  과 제에 서 는  이 러 한  특 성 들 을  미

리  충 분 히  악 하여  설 계 에  임 하고 자  하는 데  그  목 이  있 다 . 

 ○ 강 한  자 기 장과  막 강 한  빔  는  고 주  에 지 를  만 들 어 내 기  해 서

는  막 한  력 이  소요되 는 데 , 모 두  결 과 으 로 는  원 들 에  의 해  필

요한  압 과  류  형 태 로  만 들 어 져 야  한 다 . 따 라 서  핵융합에 지 의 

개 발 에 서  원 이  차 지 하는  역 할 은  매 우  크 고 , 핵융합로 가 실 된 다

면  핵융합장치 를  한  원 련  산 업 들 이  경제․산업 으로 미치는 

향도 매우 클 것이다. 

       ITER 장치를 완성하기 해서는 해 결 해 야  할  기 술 인  과 제들 이  많

이  있지만, 지 까지 검증된 이 없는 류, 력 직류 원들을 

개발하는 것도 그 의 한가지이다. 

Ⅲ. 연구의 내용  범

 ○ 과제의 Risk를 최소화하기 하여 ITER Organization(IO)에 의해 변경된 

공학설계 검토  기술사양서 작성

 ○ AC/DC Converter 상세해석  Task Agreement의 Subtask Report 작

성

 ○ 한국- 국분담내용 장단  분석  추후 응 책 수립

 ○ 원 제어 지 시스템 기술 평가

Ⅳ. 연구 결과

 ○ AC/DC Converter 상세해석  원 운  의 사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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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face  Protection 개념 설계

 ○ ITER 원 지계 분석

 ○ 원 외란에 따른 원 동작 평가

 ○ 한국- 국분담내용 상을 하여 사이리스터 갯수, DC 리액터 용량 

등 검토

 ○ ITER 원장치 기술사양서 보강, 작성

 ○ Task Agreement의 Subtask Report 작성 

Ⅴ.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Risk Analysis,  원 제어 개념 설계, 원 지계 분석 등의 연구 결

과는 신뢰성 있는 상세 설계를 한 지침서로 활용 가능. 

 ○ 도 코일 원장치용 류 력회로 설계  제작기술, 력 사

이리스터 스 치의 제어 해석, 단락 사고 유형에 따른 원장치의 상태 

해석  보호 략 등은 제철 공장, 라즈마 아크로, 기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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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 Engineering Design of the ITER AC/DC Power Supplies.

Ⅱ. Purposes and Necessities

 ○ To design high power pulse power supplies, especially in huge 

power supplies have not designed till now, it is necessary to 

analyze a system's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 with another 

systems as well as to know high voltage, high current control 

technologies.       

 ○ In this project, many parameters to be considered for designing of 

the power supplies for ITER superconducting magnet coils were 

preliminarily studied. The results may used as one of  references 

for practical designs of the power supplies.

Ⅲ. Contents and Scopes

 ○ Study for the engineering designs changed recently by ITER 

Organization(IO) and writing specifications for the power supplies to 

reduce project risk.

 ○ Detailed analysis of the AC/DC Converters and writing subtask 

reports on the Task Agreement.

 ○ Study for thyristor numbers, DCR's specifications for Korea-China 

sharing meetings.

 ○ Study for the grounding systems of the ITER power supply system.

Ⅳ. Results

 ○ Detailed analysis of the AC/DC Converters and various cases of 

faults.

 ○ Study for the Interface and Protection concepts.

 ○ Study for the grounding systems of the ITER power supply system.

 ○ Study for the behaviors of the power supplies when voltag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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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urbed.

 ○ Study for the thyristor numbers, DCR's specifications for 

Korea-China sharing meetings.

 ○ Writing specifications for the power supplies of the ITER coil power 

supplies.

 ○ Writing a subtask Report.

Ⅴ. Application Plan of the Project Results

  ○ The results may used as one of references for practical designs of 

the power supplies.

  ○ The results may used in various field such as electroplating, 

plasma arc furnaces, electric furn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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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요

  1 . 1   연구 목

  본 과제는 국제열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장치의 한국측 조달 품목의 하나인 도 자석 코일용 

AC/DC 컨버터 원장치에 한 것으로서 최근 ITER Organization(IO)에 의해 

변경된 원장치들의 설계  기술사양서 등을 검토, 정리하여 공학설계에 

용하도록 하며, 최종 설계 때의 Risk를 최소화하기 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AC/DC 컨버터의 상세 해석, 다양한 고장 상황에 한 원 시스템의 평가, 

지 시스템 분석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목 이다.

   

  1 . 2   연구의  필 요성   범

  력을 공 하는 원시스템의 경우 고 압, 류를 제어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체 시스템 상에서 주변 시스템과의 상호 계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설계에 반 하고 제작하는 것이 요하다. 특히 ITER 장치 

등과 같이 력 펄스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미리 충분히 악하여 효율 인 공학 설계의 지침을 마련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펄스형 력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술들은 차기의 핵융합 발 로를 개발

하는데 매우 요한 요소이다. 강한 자기장과 막강한 빔 는 고주  에 지를 

만들어내기 해서는 막 한 력이 소요되는데, 이들 모두가 원공 장치로

부터 공 되는 압과 류 형태로부터 만들어진다. 따라서 핵융합에 지의 개

발에서 원공 장치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고, 핵융합로가 실 된다면 핵

융합장치를 한 원 련 산업들이 경제․산업 으로 미치는 향도 매우 클 

것이다.  ITER 사업을 계기로 이러한 원공 장치들이 개발되어 그 성능이 

검증된다면 장래에 가능한 핵융합로용 원공 장치 뿐만 아니라 력 직류

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장치사업들에도 기술이 이 가능하여 경제 , 산업

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참여국들의 노력으로 ITER의 정상 인 건설에 이어 성공 인 운 에 

의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완수하고, 이어서 핵융합로가 실 된다면 이것은 

인류의 장래에 사회․문화 으로 엄청난 향을  뿐 아니라 이러한 국제 

로젝트를 해 노력한 우리나라의 상도 경제, 사회․문화 으로 큰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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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IO에 의해 변경된 재까지의 설계를 검토하고 ITER 

원 지 시스템의 기술을 평가하며 AC/DC Converter를 상세 해석하여 

공학설계 때 발생할 수 있는 Risk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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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2 . 1   국외  황

  국외에서는 30여 년 부터 규모 장치를 이용한 토카막 핵융합연구와 함께 

고 압 류의 자장생성코일 구동용 직류 원장치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

다. 개발 기의 직류 원장치는 그 규모가 방 하고 원 제어의 정 성이 다소 

떨어지는 형태 으나 그 이후 력제어 기술의 발달과 력용 반도체소자의 개

발에 의해 원제어장치의 정 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며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축

소가 가능해 지게 되었다. 

  라즈마 핵융합 실험설비로서 공학설계가 완료된 ITER 장치는 체 코일 어

셈블리가 도체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체 코일어셈블리를 

도체로 건설한 세계 최 의 설비로 일본 NIFS의 LHD (Large Helical Device)가 

있고, 한국의 KSTAR와 국의 핵융합 설비인 EAST 한 ITER와 유사하게 

도코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설비의 설계  시험결과들을 가지고 

있다.

   2 . 2   국내  황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소형 토카막 KT-1을 제작하여 라

즈마 제어를 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KT-1은 Capacitor Bank를 

이용한 형태로 구성이 되었으며, KT-1에서 정상 인 라즈마를 만들어내고, 

라즈마의 치와 류 등을 제어하기 한 원 제작  원 제어 경험을 보유

하고 있다.  한 KT-1용 원공 장치 제작  운 에 이어 그 후 설계된 형

토카막 KT-2의 원시스템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설계된 이 있다.  

  그 밖의 국내 류 원 제작과 련한 실 으로는 50 V, 50 kA 의 기도

용 원장치가 개발되어 용되고 있었고, KSTAR 원계통의 개발을 계기로 

1.8 kV, 25 kA  25 V, 40 kA 의 류 원공 장치에 한 원천기술을 확

보하 다. 한 정 제어를 한 20 kA  류 측정장치를 개발하여 KSTAR 

원공 장치에 용하여 성능을 확인하 고, ITER용 25 kA, 30 kA  정  류측

정장치 개발을 한 기술도 확보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KSTAR 도 코일용 

원공 장치  가열장치용 고 압 원공 장치(ECH  NBI용 원장치)의 개

발을 통하여 국내 력 자 련 기술은 종래에 비해 비약 으로 발 하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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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기 술 의  취 약성   앞 으 로 의  망

  ITER 장치의 도 자석을 한 류 직류 원공 장치와 련한 기술

은 재까지는 수요가 매우 었기 때문에 국내외의 기술 차이는 크지 않은 상

태이다. 국내에서는 KSTAR를 통하여, 국외에서는 일본의 LHD  국의 

EAST 장치를 통하여 ITER 원공 장치의 약 1/10 수 의 용량을 갖는 원

들을 제작하고 시험한 경험이 있다. 재까지 국내․외에서 제작된 원공 장

치의 규모가 ITER 원장치 규모의 1/10 수 임을 감안하면 장치의 실제 제작

에 앞서 ITER용 원공 장치가 동작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들에 한 정확한 평가가 필수 이다. 

  본 연구의 수행목 은 최종 으로 핵융합로가 상용화된다는 가정 하에서 필

요한 력 원공 장치와 련한 설계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류 값이 큰 펄스 형태로 흐르는 형 원공 장치 시스템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안들이 효율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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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결과

  3 . 1   A C / D C  원 공 장치  공 학 설 계

 

  3.1.1 Risk Analysis

    3.1.1.1 변압기 포화와 컨버터 보호 차

  AC/DC 컨버터용 변압기에 포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로는 아래의 2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1) AC/DC 컨버터 사이리스터 화펄스의 지

2) 교류 입력 원의 정

두 경우 모두, 정류 릿지에서 순차 인 류교번(Commutation)이 정지됨으

로써 변압기-컨버터 내에서 출력 류의 통로가 고착된다는 공통 인 특징을 

갖는다.

  컨버터에 큰 과 류를 유발하는 원의 내부고장이나 일부 외부고장에 해

서 취하는 일련의 보호조치들 에 가장 먼  실시되는 것이 사이리스터 화

펄스의 지이다. 는, 컨버터가 정상 으로 작동하다가 갑자기 사이리스터의 

화펄스가 지되는 것도 의도되지 않은 것이라는 에서 상할 수 있는 사

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사이리스터의 화펄스가 단되면, 직

류코일부하 류는 화펄스 단 시 에서 최종 으로 통 이던 컨버터 릿

지의 2개 사이리스터 밸 를 경유하여 정류변압기의 2차측 권선  2개 라인으

로 흐르게 됨으로써, 변압기 철심을 포화시킬 수 있다.

  교류 입력라인이 정 되면, 압원이 사라진 컨버터의 릿지는 사이리스터 

제어계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더 이상 정류목 의 순차  류교번을 진행시

키지 않으므로, 코일 부하의 직류 류는 정 되는 순간에 통  이던 사이리

스터 과 컨버터 변압기의 2차측 2선을 경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게 되면, 

변압기 2차 측에 흐르는 큰 직류 류 역시 변압기를 포화시킬 것이다. 이 경우

의 변압기 포화는 변압기 1차 측의 류가 “0”일 것이므로 즉발 으로 일어나

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DD  DY 변압기를 병렬로 묶어 1차 교류입

력 라인을 공유하는 12펄스 컨버터에서는 두 변압기의 1차 권선 사이를 순환하

는 직류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변압기의 포화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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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Converter circuit model to investigate the transformer saturation 

and the associated protection coordination.

  그림3.1.1은 이와 같은 변압기의 포화로 인한 교류입력라인 류의 변형, 그

리고 이것이 사고 책의 설계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하

여 여기서 기 으로 삼은 컨버터 회로모델이다. 이 후의 3.1.1.1에서 기술되는 

내용과 기호는 모두 그림3.1.1에 따른다. IR은 DDD4.1 Appendix A에 제시된 

규격의 인터페이스 리액터(Interface reactor, or DC reactor)이다. FW  CW

는 각기 그림의 해당 치에서 작동하는 사이리스터 바이패스 스 치로서, TC

의 경우는 단방향이고 그 외의 컨버터에서는 양방향이다. MS는 기계  스

치로 PF코일 회로에서는 PMS(Protective Make Switch)를, TC에서는 

BPS(ByPass Switch)를 표 하는 것이다. 회로의 시뮬 이션에 사용하는 변압

기의 류- 압 특성곡선은 철심의 포화를 용 인 변압기 돌입 류(Inrush 

current)로 계산한 그림3.1.2의 것으로 한다. 

  이하에서 컨버터는 12펄스 정류모드에서 정격 류로 운 되는 MC를 기 으

로 기술한다. 주목할 사항은 사이리스터 화펄스의 지 후에 교류차단기를 

보호수단으로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변압기의 포화와 련하여 즉각 인 바이

패스가 필수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의 목 이라 할 수 있다.

  사이리스터의 화펄스가 지되면서 양 컨버터 변압기의 2차 측에 나타나는 

직류는 도 코일의 매우 큰 시정수 때문에 감쇠가 거의 없이 오랜 시간 지

속된다(그림3.1.3의 I21  I22 참조). 한, 변압기 2차의 상간 교류 압이 컨버

터의 출력 압에 그 로 달된다(그림3.1.3의 Ud 참조). 변압기 2차 측의 직류

에 응하여 생기는 1차 측의 직류는 한동안 변압기 철심이 포화되는 것을 방

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류입력라인에 치한 교류차단기의 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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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Transformer saturation curve (I-V characteristic)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변압기 1차 측의 회로 시정수가 2차 측의 회로 

시정수에 비하여 훨씬 짧으므로 1차 측 류(그림3.1.3의 I1 = I11 + I12,  I0 

참조)의 직류 성분은 2차 측의 직류보다 훨씬 빨리 감쇠되면서 진 으로 변

압기의 철심을 포화시키게 된다. 이 때의 변압기의 철심은 2차 측 3권선 에 

2권선에만 흐르는 직류에 기인하므로 변압기 철심의 상자속(Zero sequence 

flux)을 나타내는 그림3.1.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비 칭 으로 포화된다.

  따라서, 화펄스가 지된 직후에는 직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교류 차단기

로는 1차 입력 라인을 차단할 수 없다. 굳이 차단기를 작동시켜서 1차 라인입

력을 차단하려면 차단기의 직류 차단능력 이하로 직류 성분이 낮아진 이후 이

거나 1차 측 류가 류 “0”을 지나기 시작한 이후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

는 이미 변압기의 철심이 포화되기 시작한 다음이므로 실제에 있어서 릿지 

사이리스터의 화펄스를 지한 직후에는 변압기의 철심포화 에 직류인 코

일 류가 컨버터와 격리되도록 가  빨리 바이패스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화펄스가 지된 후에, 직류의 도코일 부하 류에 상당한 크기의 교류

성분 류가 더해진 합 류가 각 컨버터의 고정된 사이리스터 밸 로 흐른다

(그림3.1.3의 Iv1  Iv2 참조). 교류성분 류는 코일 부하에 흐르는 직류와는 

별개로 두 컨버터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직류성분은 화 지 기에 두 컨버

터 사이에 불평형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화펄스의 지 시 의 상이

나 그 때의 컨버터 출력 압에 따른다(그림3.1.5 참조). 직류에 첩된 과도의 

교류는 해당 사이리스터를 그만큼 과열시킬 수 있다. 이는 화펄스의 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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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기 은 FSC 제

한, 는 철심의 포화 이 으로 주어질 것이다. 컨버터의 가동률을 극 화 한다

는 의미에서 화펄스 지의 원인이 해소된 후에 화펄스를 다시 인가하면 

컨버터를 정상 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그림3.1.6 참조). 이러한 연속운 은 인

버터 모드에서도 가능하다(그림3.1.7 참조).

  화펄스의 지만으로 컨버터를 보호하는데 안 하지 못하다거나 FSC 기

을 넘을 것 같으면 반드시 코일부하 류를 바이패스하여야 한다. 바이패스의 

수단으로는 FW(FreeWheeling) 사이리스터 스 치나 CW(Crowbar) 사이리스

터 스 치에 의한 바이패스, 는 인터  바이패스가 사용될 수 있으나, 단순히 

화 지 상태에서 기계  스 치(MS)에 의한 바이패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하여야 한다. 컨버터 릿지의 화펄스를 지한 후 바로 MS에 의한 바이

패스를 실시하면 MS 자체로 인하여 2선 단락회로를 형성하고 컨버터 사이리

스터 회로로부터 MS로 류가 환되는 동안에 큰 폭으로 진동하는 류가 

만들어진다(그림3.1.8 참조). 이러한 단락 류의 진동은 컨버터 출력의 진동 류

가 “0”을 만날 때까지 지속된다. 단락진동 류의 크기는 인터페이스 리액터의 

회로정수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는 MS를 닫는 시 에 따라 달라

진다. 컨버터의 출력 압(Ud)이 음 압에서 양 압으로 바 면서 “0”을 지나는 

순간에 MS스 치가 닫히면 가장 크게 단락진동 류가 발생한다(그림3.1.9 참

조). 이와 반 로, 50Hz 사인 형으로 진동하는 컨버터 출력 압의 기울기가 

음인 구간에서 실수없이 MS스 치를 닫는 방안이 고안될 수 있으면 MS로도 

바이패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MS스 치를 작동하기 에 필히 사이리

스터 바이패스가 먼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패스 동작은 일차 으로 가역 일 것을 제로 한다. 즉, 컨버터의 정류 

는 인버터 모드에서 화펄스를 지한 후 바이패스를 실시하여 이 상태에서 

필요한 조처를 완료한 다음 바이패스를 종료시키고 다시 원래의 컨버터 모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터  바이패스는 컨버터의 정류와 인버터 모드 둘 다에서 

상기의 목 에 잘 부합하여 작동한다(그림3.1.10  그림3.1.11 참조). 컨버터가 

정류모드에서 운 되다가 화펄스를 지하는 경우에는 CW-바이패스나 

FW-바이패스로도 인터  바이패스와 같은 가역 인 바이패스 차를 구성할 

수 있다. 즉, 화펄스 지 상태에서 바이패스로 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

지 컨버터 릿지의 화펄스를 정류모드로 다시 인가하면 자동 으로 바이패

스 상태를 벗어나 정류모드의 컨버터로 복귀한다(그림3.1.12  그림 3.1.13 참

조). 그러나 컨버터가 인버터 모드에서 작동 인 경우에는 바이패스 상태에서 

바로 원래의 인버터 모드의 컨버터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에 먼  잠

시동안 정류모드의 화각으로 화펄스를 인가하여 일단 바이패스 상태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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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다음에 곧 이어서 화각을 원래의 인버터 값으로 운 하는 차가 필요

하다(그림3.1.14  그림 3.1.15 참조).

  화펄스를 지한 다음에는, 변압기의 철심이 포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교

류 차단기로 66kV 는 22kV의 라인 입력을 차단하려면 컨버터의 운 모드나 

바이패스 스 치의 종류에 상 없이 사이리스터 바이패스를 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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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Firing pulse suppression for MC with the IR of 210mW, 176mH  

at the load current of 45kA and the firing angle of 15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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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Asymmetric core saturation after the gate pulse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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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Valve currents after the gate pulse suppression at different firing 

angle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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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Continue the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firing 

pulses in a certain time after their suppression at rectifi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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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Continue the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firing 

pulses in a certain time after their suppression at invert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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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Two phase short in bypassing with mechanical making switch 

(MS)after the gate pulse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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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Current commutations in the bypassing with mechanical switch 

(MS) on different clo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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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rectification 

mode, internal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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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inversion mode, 

internal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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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rectification 

mode, CW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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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rectification 

mode, FW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31

Main : Graphs

1.080 1.090 1.100 1.110 1.120 1.130 1.140 1.150 1.160 1.170 1.180 1.190 1.200 1.210 1.220 1.230 1.240 1.250 1.260 1.270 1.280 

-30 

0 

30 

60 
y 

(k
A,

10
0V

,d
eg

,P
U

,P
U

)
Id Id1 Id2 Ud alpha Ims Icw Ifw1 Ifw2 IFlt1 IFlt2 IFlt0

-60 

-40 

-20 

0 

20 

40 

60 

y 
(k

A)

I21 I22

-10 

0 

10 

20 

30 

40 

50 

y 
(k

A)

Iv1 Iv2

-3.0 

-2.0 

-1.0 

0.0 

1.0 

2.0 

3.0 

y 
(k

A,
pu

,p
u,

pu
)

I1 sCB66A sCB66B sCB66C

-1.50 

-1.00 

-0.50 

0.00 

0.50 

1.00 

1.50 

y 
(k

A)

I11

-1.50 

-1.00 

-0.50 

0.00 

0.50 

1.00 

1.50 

y 
(k

A)

I12

-0.40 

-0.20 

0.00 

0.20 

0.40 

y 
(k

A,
pu

,p
u,

pu
)

I0 sCB1A sCB1C sCB1B

Secondary currents

Converter voltage

66kV line current

Gate block

Converter currents

CW-bypass

400kV line current

Primary currents

Bridge valve currents

Gate on

α15

α135α135

Fig. 3.1.14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inversion mode, 

CW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with firing angl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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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inversion mode, 

FW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with firing angl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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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2 AC/DC converter(MC)에서의 최악의 사고유형

  

  류를 요구하는 ITER 의 AC/DC converter들의 경우는 사이리스터들을 

병렬로 연결하여 하나의 arm (converter 모듈을 구성하는 12 pulse 는 6 

pulse 사이리스터 모듈들의 입출력단자)을 구성하여야 한다. 한 개의 arm 당 

몇 개의 사이리스터들을 사용할 것인가는 최악의 사고 상황에도 비되어야 한

다. 특히 MC converter의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고들로는 그림 3.1.16과 같이 

upstream DC short, downstream DC short, misfiring fault 등이 있다. 본 

에서는 이러한 사고유형들을 PSIM 시뮬 이션 로그램에 의해 해석하여 최

악의 상황을 설정하여 한 보호 차를 정하고, 이에 비한 사이리스터의 

정 수를 결정해 볼 것이다.  

Fig. 3.1.16 Schematic circuit diagrams of the considered faults

        3.1.1.2.1  Upstream DC short

  ITER 장치의 코일 원들은 부분이 류를 공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림 

3.1.16 처럼 두 개의 converter가 병렬로 하나의 코일에 연결된 상태로 운 하

게 되어있다. 이 때 각 컨버터는 코일 정격 류의 반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

한 상태에서 DC short는 Upstream DC short와 Downstream DC short (그림 

3.1.16) 두 종류를 가정할 수 있다.  Upstream DC short는 converter 한 개의 

출력단 두 단자가 short되는 경우이고, 이 사고의 시뮬 이션 결과는 그림 

3.1.17과 같다. 시뮬 이션에서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기 해 알 각은 0도로 

고정하 는데, DC short에 의해 사고 류가 사고가 발생한 컨버터를 통해서 

260 kA가 흐르고 코일 류는 사고 나지 않은 컨버터에 의해 부 공 된다. 



34

        3.1.1.2.2  Downstream DC short

  Down stream DC short는 컨버터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코일 극 근처

에서 발생되는 DC short를 말하며, 사고 시뮬 이션 결과는 그림 3.1.18과 같

다. 이 경우 컨버터와 지 사이에 부스 바 항  각 컨버터에 직렬로 연결

된 DCR (DC reactor)이 있기 때문에 사고 류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여 각 converter를 통해 흐르는 사고 류는 140 kA 정도로 평가

되었다. 코일 류도 두 개의 converter를 통해 서로 나우어서 공 되기 때문에 

두 컨버터의 부담은 거의 비슷하다.

Fig. 3.1.17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up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fault converter side. Bottom;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normal converte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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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down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right converter side. Bottom;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left converter side.)

        3.1.1.2.3  Misfiring fault

  PF 코일에 흐르는 류의 방향은 부분이 양방향이다. 따라서 PF 컨버터 

는 양방향으로 류를 공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해 그림 3.1.16과 같

이 사이리스터들이 back-to-back으로 연결되도록 설계 되었다. 이 방법에 의해 

스 치 크기와 비용은 일 수 있으나, back-to-back 사이리스터가 misfiring

(그림 3.1.16)을 하는 경우 정상 으로 gating 된 사이리스와 misfiring 된 사이

리스터를 통해 AC short가 일어나므로 매우 심각한 사고를 야기하게 된다. 그

림 3.1.19와 그림 3.1.20은 이러한 사고를 시뮬 이션 한 결과로서, 그림 3.1.19

는 한 개의 사이리스터가 misfiring 된 경우의 사고를, 그림 3.1.20은 두 개의 

사이리스터가 misfiring 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시뮬 이션에서 최악의 경우

를 고려하기 해 알  값은 0도로 가정하 다. 사고 최고 류는 약 360 kA이

고, 이 사고 류는 misfired 된 사이리스터를 통해 모두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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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9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most serious 

one block misfiring fault. (Top: misfiring time and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A;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misfired 

converters side. Middle B;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normal 

converter side. Bottom; current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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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0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most serious 

simultaneous misfiring fault of the two converters. (Top: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converters. 

Bottom; current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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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2.4  최악의 사고상황

  그림 3.1.21에서 misfiring fault와 두 가지 DC short에서의 사고 류들을 비

교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심각한 사고 상황은 back-to-back 사이리스터

의 misfiring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시스템을 보호하기 해 

응하는 protection sequence에 따라 그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

지만, 류를 양방향으로 흐르게 해야하는 converter 설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 misfiring fault 이다. 

Fig. 3.1.21  Fault currents during DC shorts and misfiring fault.

      3.1.1.3  Arm 당 병렬연결 사이리스터 수의 결정

  

  ITER 원 설계에 한 지침을 정하고 있는 DDD4.1(2001)에는 AC/DC 

converter가 가져야 할 자체 고장 억제능력을 표시하는 FSC(Fault Suppression 

Capability)를 한 기 들을 제시하고 있다. FSC 개념은 AC/DC converter 고

장에 의한 라즈마 발생 단사태를 최소화하기 해, 즉 최악의 경우가 아닌 

한 라즈마가 발생된 경우 계속 라즈마 펄스는 유지하기 해 만들어진 것

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사이리스터와 직렬로 연결되는 퓨즈는 사이리스터 자

체가 고장에 의해 short 상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아서는 안 된다. 따

라서 사이리스터 수는 최악의 사고에 의한 사이리스터의 junction 온도를 고려

하여 FSC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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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3.1  온도계산 모델

  사이리스터의 고장을 단하는 요한 라메타는 사이리스터의 junction 온

도이다. 이 온도를 평가하기 해 그림 3.1.22와 같은 PSIM 온도계산 모델을 

만들었다. 모델에는 입력으로 사이리스터 병렬연결 수, 불평형지수(unbalance 

factor), 온도 경계조건(여기서는 사이리스터 case 온도), 사이이스터의 순간온

도 임피던스, 류에 따른 사이리스터 압강하 값들이 사용된다. 그림 3.1.23과 

그림 3.1.24는 ITER 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류 사이리스터인 

52U5200(ABB사 제작)의 순간온도 임피던스와 류에 따른 사이리스터 압강

하 그래 이다. 류 불평형인자 값은 1.4로 하 고, 온도 경계조건인 case 온

도 값은 65도 는 85도로 하여 계산하 다.  

Fig. 3.1.22  The thermal simulation model in the PSI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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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Transient thermal impedance function of the 5STP 

52U5200. 

Fig. 3.1.24  Max. on-state voltage characteristics of the 5STP52U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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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3.2  온도 계산결과

  여덟 개의 사이리스터들을 병렬로 연결한 경우 가장 심각한 사고인 

misfiring fault에서 온도계산 결과는 그림 3.1.25와 같으며, 이때 misfired 된 사

이리스터의 온도의 경우 4 사이클 후 300도 이상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사이리스터들도 200도 정도까지 증가 한다. 그림 3.1.26은 병렬연결 사이

리스터 수에 따른 junction 온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한 그림 3.1.27과 3.1.28

은 각각 두 가지 DC short에 한 사이리스터 온도이며, 그림 3.1.29는 세 가지 

사고에 한 온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Fig. 3.1.25  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during the most serious 

misfiring fault. (Top: misfiring time and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Red one is the current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 and the others are that of the forwarded 

thyristors. Bottom; the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thyristors. Red one is the 

temperature of the misfired thyristor and the others are that of the forwarded 

thyr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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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6  The maximum junction temperature changes 

during misfiring fault depending on the thyristor numbers 

in an arm. It is calculated 80msec after misfired, and the 

case temperature of the thyristors are assumed as 65°C.

Fig. 3.1.27  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which are 

serious ones during up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Bottom; the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thyr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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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8  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which are serious ones 

during up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Bottom; the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thyristors.)

Fig. 3.1.29  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which are the most serious 

ones during DC shorts and misfiring. (Blue: during misfiring. pink during 

upstream DC short. Green; downstream DC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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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3.3  사이리스터 수 결정

  한 개의 arm을 구성하는 병렬 사이리스터 수는 converter의 크기와 제작비용

에 향을 미치고, 그 수는 사고 류 뿐만 아니라 사고에 응할 한 

protection sequence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  단은 FSC

를 정의하는 DDD4.1과 한 계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사이리스터 병

렬 수에 따른 4 사이클 후의 최악의 사이리스터 junction 온도를 기 으로 하

여 정하여 표 3.1.1(경계조건 65도를 용한 경우)과 표 3.1.2(경계조건 85도를 

용한 경우)를 만들었다. 계산 결과는 back-to-back 사이리스터가 misfiring 

났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표에서 20 msec를 따로 구별한 이유는 부분의 사

고에서 20 msec 안에 보호동작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FSC 규정을 확인하기 

함이다. 사이리스터 수를 결정한 결과를 표 3.1.3에 정리하 다. 여기서는 사이

리스터 간의 류불평등 인자를 1.3으로 계산한 경우도 여러 가지 상황 비교를 

하여 포함시켰다.  

 

Table 3.1.1 The maximum junction temperature changes depending on 

parallel thyristor numbers (at Tcase = 65 °C )

Parallel 

Number

5STP 52U5200 Thyristor
DC short Misfiring fault –the worst case

Max Tjunction (when Tcase = 65。C & U.F. = 1.4)
E-bypass AC CB E-bypass AC CB
20 ms 80 ms 20 ms 80 ms

6 183 236 227 457
7 155 198 190 365
8 138 172 165 304
9 126 153 147 261
10 117 140 134 229
12 104 122 117 187
14 96 110 106 160
16 98 142
18 9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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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The maximum junction temperature changes - depending on 

parallel thyristor numbers (Tcase = 85 °C )

Parallel 

Number

5STP 52U5200 Thyristor
DC short Misfiring fault –the worst case

Max Tjunction (when Tcase = 85°C & U.F. = 1.4)
E-bypass AC CB E-bypass AC CB
20 ms 80 ms 20 ms 80 ms

6 203 256 247 477
7 175 218 210 385
8 158 192 185 324
9 146 174 167 281
10 137 160 154 249
12 124 142 137 207
14 116 130 126 180
16
18

Table 3.1.3  FSC checks depending on parallel thyristor numbers. (Tjunction 

< 350。C, 5STP 52U5200)

Thyristor 

parallel 

numbers

Case 

temp.

(°C)

Unbalance 

factor

Maximum Tjunction (°C)
DC short Misfiring the worst case

20msec 80msec 20msec 80msec

6
85 1.4 o o o x
65 1.3 o o o x

7
85 1.4 o o o x
65 1.3 o o o o

8
85 1.4 o o o o
65 1.3 o o o o

9
85 1.4 o o o o
65 1.3 o o o

10
85 1.4 o o
65 1.3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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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3.4  Back-to-Back Converter 회로

  Misfiring fault 사고에 의한 류를 이는 방법으로 back-to-back 사이리스

터 회로 신 back-to-back converter 회로를 그림 3.1.30과 같이 용할 수 있

다. 이 회로에서 사이리스터 간 치하게 되는 DCR 리액터가 misfiring 사고

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림 3.1.31과 그림 3.1.32에서 두 방법에 의한 사고 류

와 junction 온도를 비교하고 있다. back-to-back conveter 경우 사고 류는 감

소시킬 수 있지만 신 장치 크기와 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도 실제 용을 

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Fig. 3.1.30 Block diagram of the back-to-back converter 

circuit.

Fig. 3.1.31 The compared data of the fault currents of the most 

serious thysistor for the back-to-back thyristor and back-t-back 

converter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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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The compared data of the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most serious thyristor during misfiring faults for the back-to-back 

thyristor and back-t-back converter circuits.

      3.1.1.4  외부 바이패스 선로 퓨즈 용융

        3.1.1.4.1  가정

  컨버터가 류 리휠링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외부 바이패스 선로

는 다수의 병렬 연결된 사이리스터로 구성되며 각각의 사이리스터는 직렬로 퓨

즈를 설치할 수 있다. 컨버터가 장시간 사이리스터 바이패스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특정 사이리스터가 고장 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렬로 바이패

스 선로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사이리스터  한 개의 사이리스터가 고장 날 

경우 체의 바이패스 류가 그 고장 난 사이리스터로 집 되고 이 후 그 사

이리스터와 직렬 연결된 퓨즈가 차단되어 류 차단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이 가정이 옳다면 사이리스터 바이패스 동작 즉시 기계

식 바이패스 스 치를 동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사이리스터 바이패스 작동 이후 한 사이리스터가 고장이 나서 많은 류

가 그 고장 난 사이리스터로 집 하드라도 일부 류가 다른 다수의 고장 나지 

않은 사이리스터로 흘러 사이리스터가 턴온 상태를 유지한다면 고장 난 사이리

스터 선로의 퓨즈가 용융, 류차단 되더라도 사이리스터 바이패스 류의 

속 차단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나머지 사이리스터의 류 마진이 충분

하다면 사이리스터 바이패스 선로는 정상 으로 류 바이패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하여 병렬 사이리스터 바이패스 선로

의 한 사이리스터가 고장이 나서 그 사이리스터와 직렬 연결된 퓨즈가 용융되

었을 경우의 결과를 조사하 다.



48

        3.1.1.4.2  모델링

  컨버터가 68 kA의 바이패스 류를 흘리는 외부 바이패스 모드에서 동작하

는 경우 바이패스 스 치가 그림 3.1.33 처럼 15개의 병렬 연결된 사이리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사이리스터 선로가 균일하게 균형잡  있다면 각각의 사

이리스터에는 4.53 kA의 류가 흐를 것이다. 따라서 각 사이리스터 개별 선로

의 부스 바 단면 은 약 1000 mm
2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부스바의 길이는 최

소한 10 cm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부스바의 항은 식 (1)에서 구

할 수 있고 그 값은 1.7 μΩ 이다.

           R = ρ.l / A -------------------------------(1)

(1)식에서 ρ는 비 항으로서 구리인 경우 1.7 x 10
-8Ω m 이며 l은 길이, 그리고 

A는 선로 단면 이다.

Fig. 3.1.33  Simulation circuit for fuse melting in the external bypass.

  시뮬 이션에 사용된 사이리스터는 ABB 5STP4N2800이며 특성은 표 3.1.4에 

수록되어 있으며 시뮬 이션 조건은 표 3.1.5와 같다. 부스 바의 항값이 1.7 μ

Ω 이고 사이리스터 통  항값이 70 μΩ 이므로 사이리스터가 통 일 때의 

각각의 선로 항값은 71.7 μΩ 이다. 본 시뮬 이션에서는 20배의 여유 팩터를 

곱하여 각각의 선로 항값을 1434 μΩ으로 가정하고 류 분배 추이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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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ble 3.1.4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yristor 5STP4N2800.

Max. on-state current (ITAVM) 5080 A

RMS on-state current (ITRMS) 7970 A

Max. peak surge current (ITSM) 75 kA

Threthold voltage (VTO) 0.86 V

Slope resistance (rT)  70 μΩ

Holding current (IH) 0.1 A

Latching current (IL) 0.5 A

Table 3.1.5 Parameters of the simulation circuit for a fuse melting in the 

external bypass.

Load inductance 17.7 H

Initial load current 68 kA

Gate trigger pulse width 100 μs

Turn-on time of the Switch S1

(simulate thyristor 1 shorted)
0.5 s

Turn-off time of the Switch S2

(simulate thyristor 1 opened)
0.9 s

Resistance of each branches 71.7 x 20(margin factor) μΩ

        3.1.1.4.3  결과  결론

  그림 3.1.34는 사이리스터 외부 바이패스 스 치와 직렬 연결된 퓨즈가 용융

되어 류가 차단되는 과정을 시뮬 이션한 결과 그림이다. 그림에서 0 ~ 0.5  

구간은 정상 동작 구간이며 15개의 병렬 연결 사이리스터를 통하여 각각 4.53 

kA의 류가 흐름을 알 수 있다. 0.5 ~ 0.9  구간은 한 개의 사이리스터가 단

락되어 임피던스가 0이 되고 그 사이리스터가 구성하는 선로 임피던스는 부스

바 임피던스와 같다고 가정하 다. 이 경우 단락된 사이리스터 선로를 통하여 

65.6 kA의 류가 흐르고 나머지 14개의 선로를 통해서는 각각 171 A 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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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흐르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리고 0.9 에서 퓨즈가 용융되어 선로가 차단

되면 나머지 14개의 선로를 통하여 68 kA의 류가 균등 분배되어 흐르는 결

과를 얻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 바이패스 회로를 구성하는 한 개의 

병렬 연결 사이리스터가 단락된 후 그 선로가 퓨즈에 의해 순간 으로 개방되

더라도 바이패스 류는 병렬 연결된 주변의 14개 사이리스터 선로를 통하여 

류가 차단되지 않고 흐름을 알 수 있다.

Fig. 3.1.34  Result of simulation for fuse melting in the external bypass.

  3 . 2   A C / D C  C o n v e r t e r  상 세  해 석

  3.2.1 컨버터 (제어) 모델에 한 상세 설명

  여기서 설명하는 제어모델은 폴로이달 코일을 한 주 컨버터(MC: Main 

Converter)를 상으로 하고 있다. MC는 백투백(back-to-back) 리지 두 

를 병렬 속한 것으로 DC 45kA를 만든다.

      3.2.1.1 압제어

컨버터 출력 압 즉, 부하 압 Vdc를 주어진 기 압 VdcRef가 되도록 제어

한다. 

  VdcRef에 따라 Vdc를 제어하는 데는 개방회로 제어(open loop control)를 

용한다. 그래서 VdcRef가 직  그에 맞는 지연각 α를 만든다. 단 항손이나 

커뮤테이션 손실에 의한 압 강하를 보상하기 해 VdcRef를 보정한다.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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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컨버터 출력 류 Idc에 비례하므로 결국 Vdc 제어에 그 출력 류를 참조

하게 된다. AC 압의 변동에 따른 압변화를 보상하는 것도 비슷한 방법으

로 할 수 있을 것이다.

      3.2.1.2 류제어

컨버터 출력 류 즉 부하 류 Idc를 기 류 IdcRef가 되도록 제어한다. 부하

류는 

Idc = Idc1 + Idc2

와 같이 리지 1의 류와 리지 2의 류를 합한 것이다. 류 Idc 제어에

는 출력 압 Vdc를 참조하지 않는다.

   Idc 제어에는 개방회로 제어와 폐회로 제어를 혼용하고 있다. 개방회로 제

어는 IdcRef의 기울기에 비례하는 성분을 만든다. 폐회로 제어는 류 오차 

IdcRef-Idc를 이기 한 비례 제어로 출력 Idc를 참조하게 된다.

      3.2.1.3 류차 제어 

두 리지 류의 차 Idc1-Idc2 = Idif를 제어해서 기 치 IdifRef가 되게 한다. 

Idif/2는 두 리지를 순환하는 순환 류에 해당한다. 

   Idif를 제어하는 것은 두 리지 류가 동일하도록 하는 것과 합 류 Idc가 

정격의 10% 미만으로 작아지면 일정한 류차를 유지하도록 해서 류 순환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류 순환 상태는 합 류 Idc가 에 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컨버터 블록킹을 막기 한 것이다. 기 치 IdifRef는 Idc를 참조하여 

내부 으로 만든다.    

   Idif의 제어는 Idif 값을 기 치에 정확히 맞추는 것보다 기 치 으로는 떨

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더 요하다. 그래서 폐회로 보다는 개

방회로제어가 더 바람직하다. (시뮬 이션에서는 PI(Proportional-plus-Integral)

제어를 하고 있다. 외부 충격이 없다면 개방회로 제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

다.)

      3.2.1.4 류방향제어

  각 리지는 류방향이 양쪽 다 가능하도록 백투백 사이리스터를 사용하고 

있다. 류 방향을 바꾸기 해서는 먼  재 방향의 사이리스터들의 게이트 

구동을 지시킨 후 반  방향의 사이리스터들의 게이트를 구동하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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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게이트를 구동하는 시 과 구동을 지하는 시 을 결정하는 것이 요하

고 순환 류 방식의 특성에 큰 향을 다.

   순환 류 상태는 두 리지 류가 동시에 이 되는 것을 막기 한 것이

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한쪽 리지 류가 에 근하면 다른 쪽 리지 

류는 정격 류의 1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순환 류 제어와 류방향 

제어에서는 Idc, Idc1, Idc2를 참조한다.

 그림 3.2.1은 제어회로를 한 상태천이도이다. 그림에서 를 들어 상태 f1b2

는 리지1 류가 순방향(forward)이고 리지2 류는 역방향(backward)에 

있는 상태를 표시한다. 순환 류의 순환방향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 항상 

Idc1 > Idc2

의 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둘 다 순방향으로 Idc1>0, Idc2>0이면 류차제어

가 Idc2를 먼  이 되게 한 다음 그 리지2 류방향을 바꾸도록 한다. 둘 

다 역방향으로 음의 부호이면 리지1 류가 먼  에 근하고 순방향으로 

바꾸게 한다.

   상태 b1f2는 따라서 정상 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컨버터의 기

상태는 항상 순환 류 상태인 f1b2에 있도록 한다. 

   상태천이도에 보이는 신호 z1, z2는 류 Idc1, Idc2가 각각 이 될 때 참

이 된다. 신호 z0는 Idc1, Idc2가 모두 일 때 참이 된다. 

f1b2
b1b2f1f2

b1f2

(>+12%).z2

(<+8%).z2

(<-12%).z1

(>-8%).z1

z0
(>+12%).z1 (<-12%).z2

z1: Idci1=0,  z2: Idci2=0,  z0 = z1& z2
(>+12%), for example, means (Idci > 0.12 IdcN)

1 1confirm

tr1

2 2
tr2

confirm

Fig. 3.2.1  State transition diagram for the current direction control

  상태천이도를 설명하기 해 부하 류 러스 부호의 Idc가 을 향하여 감

소하는 경우를 보자. Idc가 정격의 10% 이상이면 두 리지가 순방향인 상태 

f1f2에 있다. 그러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f1f2에서 f1b2로 천이가 일어나

는데 조건 

  (Idc2 = 0) AND (Idc < Idc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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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IdcTh1은 하나의 문턱치로 가령 정격 류의 8%로 

한다. 

   Idc가 강하하여 -10% 이하까지 내려가면 f1b2에서 b1b2로 천이하여 리지

1 류가 역방향으로 바 는데 만족해야 할 조건이

(Idc1 = 0) AND (Idc < -IdcTh2)

이다. 다시 IdcTh2는  다른 문턱치로 가령 정격 류의 12%로 한다. 

  Idc가 마이 스 쪽에서 을 향하여 상상해 갈 때는 리지1 류가 먼  방

향을 바꾸는데 그 조건은 Idc>-IdcTh1이다. 다음에 Idc>IdcTh2이면 리지2가 

순방향으로 바 다.

  두개의 문턱치 IdcTh1, IdcTh2를 사용하는 것은 제어계가 발진하는 일이 없

도록 하기 해서이다. 만약 두 값이 같아지면 두 가지 방향 환에 한 조건

이 같아져 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 

   출력신호 fwd1, fwd2, bwd1, bwd2가,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각

의 해당 상태에서 발생한다. 가령, fwd1은 리지1의 순방향 싸이리스터 게이

트 구동을 허용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태 1, 상태 1이 하나의 독립그룹의 상태를 이룬다. 

이는 리지1에서 지 상태에 있는 싸이리스터들을 해제하기 직 에 반  방

향의 싸이리스터들의 류가 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해 둔 것이다. 그 확인

에는 시간이 소요되어 류방향 환 요구와 그 실행 사이에는 지연을 두고 있

다. 

      3.2.1.5 압제어 시뮬 이션

  PSIM을 사용하여 압  류 제어에 한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그림 3.2.2, 3.2.3, 3.2.4는 압 제어를 시뮬 이션 하는 회로이다. 그림 3.2.2는 

력회로로 AC 원, 사이리스터 리지, 그리고 부하로 구성되어 있다.

   원 압은 선간 압으로 실효치 1.48kV이며 그 원 임피던스는 

317μΩ + 26.9μH 

로 MC용 컨버터 변압기 2차 측에서 본 등가 임피던스이다. 컨버터 변압기는 

66kV/1.48kV이며 그 단에 강압 변압기 400kV/66kV를 거쳐 력망에 연결된

다. 변압기들의 사양은 DDD4.1 Appendix A를 참조하 으며 력망 용량은 

11.7GVA로 하 다.

  강압변압기 2차 측에 실제는 다른 컨버터 변압기도 함께 속되어 있다. 그

래서 여기서의 시뮬 이션은 이웃 컨버터들과 공유하는 원임피던스 때문에 

발생하는 그 결합 효과는 볼 수 없다.



54

   컨버터 출력단에 오는 DC 리액터는 역시 DDD4.1, Appendix A에 따라 

210μΩ + 176μH 

으로 하 다. 압 제어에서 부하는 직류 류원으로 하 다.

   

Fig. 3.2.2  Voltage control simulation circuit (1); pow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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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Voltage control simulation circuit (2); delay angle a generation 

circuit and the reference circuits

  그림3.2.3은 지연각 α와 기 치 발생회로이다. 리지 1, 2를 한 α1, α2가 

두개의 신호 성분에 의해 만들어진다. 공통성분과 차성분인데 공통성분이 컨버

터 출력 압을 제어하고 차성분은 두 리지의 류차를 제어한다.  

  출력 압 기 치 VdcRef 는 PSIM의 piecewise 함수발생기에 의해 만들어진

다. 차 류를 한 IdifRef(=IDref)는 Idc의 간단한 선형함수로 Idc=0 한 에서

만 곡 이 있다. 

  그림 3.2.4는 류방향 제어를 한 논리회로와 순시치에서 평균치를 계산하

는 회로이다. 논리회로는 그림 3.2.1의 상태도를 구 한 것이다.

  그림 3.2.5는 시뮬 이션 결과이다. VdcRef(황색)에 계단  함수를 사용했다. 

빨강은 출력 압 순시치 Vdci이고 보라색은 그 평균치 Vdc이다. 부하 류를 

류원이 만들고 있는데 ramp함수를 사용했으며 MC의 정격치인 45kA에서 평

탄한 값을 유지하도록 하 다. 녹색과 란색은 각각 두 리지 류 순시치 

Idc1, Idc2이다. 

   기 압은 평탄한 부분에서 1800V로 만들어진 출력 압 Vdc가 거의 같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 때, 그림 3.2.3에서 보는 것처럼 직류 압 강하에 한 

교정 인자는 4.3mΩ이다. 출력 압 1800V는 정격 류 45kA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 압에 가깝다(α1=α2=6도). 즉, 부하에 의한 압강하가  10% 라는 뜻이

다. 계산에 따르면 커뮤테이션에 의한 압강하가 9% 정도이다. 나머지 1%는 

항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방향 류를 유지하기 해 180-α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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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으므로 일반 으로는 α=6도에 해당하는 1800V 구동은 불가능하다. 

정격 류에서 가능한 최장의 지연각이 145도이기 때문이다. 

Fig. 3.2.4 Voltage control simulation circuit (3); current direction control 

circuit and averaging circuits

  압 리 은 Vdc = 0 근처에서 크다. 그림에서 가장 큰 것(0.2  근처의 스

이크)은 리지 하나가 불통할 때로 류 방향을 바꾸기 바로 직 에 발생한

다. 동작 기에 두 리지가 서로 반  방향으로 순환 류 상태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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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The results of voltage control simulation yellow=VdcRef, violet = 

Vdc, red=Vdci, green = Idci1/10, blue = Idci2/10.

      3.2.1.6 류 제어 시뮬 이션

  류제어 회로는 압제어 회로와 같다. 다만, 압 기 과 그 개방회로 제어 

부분을 류 기 과 그 비례 제어로 교체하고 컨버터 부하를 류원이 아니고 

자석 코일 20mH로 한다. 

  그림 3.2.6은 새로운 부하와 새로운 알  발생회로이다. 이 시뮬 이션에서 

류기  IdcRef는 진폭 45kA에 0.3Hz의 삼각 로 했다. 

  그림 3.2.7은 시뮬 이션 결과이다. IdcRef(녹색)와 IdifRef=IDref(보라)도 함

께 보이는데 IdcRef는 출력 Idc(노랑)에 겹쳐 있다. 

  그림에서 Idci1(빨강), Idci2( 랑)는 Idc1, Idc2의 순시치로 각각의 리 을 볼 

수 있다. 큰 리 이라 할 수 있는 류 스 이크가 삼각 의 꼭지에서 발생한

다. 이러한 류 스 이크는, 후에 3.2.2 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출력 류 

기울기를 갑자기 바꿔야 할 때 출력 압을 러스에서 마이 스 부호로  

시키는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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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Current control simulation load circuit and delay angle a 

generation circuit

 

Fig. 3.2.7  Current control simulation results; red = Idci1, blue = Idci2, 

green = IdcRef/2, yellow = Idc/2, violet = IDref.

그림 3.2.8은 그림 3.2.7에서 류방향을 환 하는 부분을 확 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순환 류 상태에서는 그래서 두 리지의 류 방향이 서로 반 일 

때는 류 리 이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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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Current control simulation results; enlargement around the 

switching of current direction; refer to Fig. 3.2.7.

류 방향을 환 하는 시 이 그림 3.2.1의 상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

턱치 IdcTh1, IdcTh2에 의존한다. 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류의 평균치가 

불연속을 보이며 하는데  폭이 문턱치들이 클수록 커진다. 를 작

게 할수록  류 근체에서 리 이 심해진다.

  류 리 의 크기는 출력 압이  근처일 때 최고이다.  그림에서는 

류가 감소하는 으로 압이 이 아니고 마이 스의 어떤 값일 것이므로 

류 리 이 최고 수 은 아니다.

    3.2.2 직류 리액터의 인덕턴스 결정

  직류 리액터 DCR(DC reactor)는 두 병렬 리지 사이에 직렬로 삽입된다. 

이는 리지 류의 리 을 결정한다. DCR은  DCR 하류 측에 단락이 발생

했을 때 그 단락 류를 제한한다.

      3.2.2.1 DCR 하류 단락

  DDD4.1에 따르면, MC용 DCR은 항과 인덕턴스가  

210μΩ + 176μH

이다. AC 회로에서 회로 상수는 다음과 같다. 강압 변압기 2차 측에서 그리드 

쪽으로 본 임피던스가 

     50mW + 6.73mH

이다. 그 강압변압기(400/66kV)가 속된 그리드의 단락용량은 

11.7G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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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MC용 컨버터 변압기의 단락 임피던스는 1차 측 기 으로 

1.74Ω + 140mH

이다(델타 속 기 ).

  컨버터 변압기 2차 측에서 그리드 쪽으로 본 총 임피던스는 

317μΩ + 26.9μH 

으로 계산된다(Y결선 기 ).

  그림 3.9.1에 DC 버스의 부하  즉, DCR 하류에 단락이 발생했을 때의 

형들을 보 다.

   에 열거한 임피던스로 모사한 결과 리지 류가 125kA에 달한다. 이는 

정상상태 값이다. 꼭지 값은 이 경우 거의 같은 값을 갖는 것을 그림 3.9.1에서 

볼 수 있다.

   만약 DCR 인닥턴스를 반으로 이면, 그 꼭지 값이 150kA에 이르고 정상

상태 값은 그 로 이다.

   정상 상태 값은 AC 회로의 임피던스가 지배한다. DCR의 인덕턴스는 단락

의 기 과도 상태에만 향을 다. 그 인덕턴스가 게 되면 단락 류의 상

승 시간이 짧아지고 기 류가 정상상태 값보다 커지게 된다.

   DDD4.1이 추천한 176μH 이면 그 상승시간이 약 20ms이고 그 꼭지 값은 

거의 정상상태 값과 같다는 것을 그림 3.2.9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사이리스터

에서 첫 (단락) 류 펄스가 정상상태 값(최고치)보다 작다. 둘째부터 최고치를 

보이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176μH가 단락사고 과도응답과 련하여 최 이라 할 수 

있다.

Figure 3.2.9 Currents with a short circuit downstream of DCR; red = 

bridge1 current, blue = bridge2, (green, violet, yellow) = (thyristor1, 3, 5), 

cyan = DC output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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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2 류 순환 모드에서 리

  두 리지 사이에는 교류 성분의 차가 존재하는데 그 두 AC 원 사이

의 상차 때문이다. 이 교류 차가 리지 류에 리 을 만든다. 이러한 

리  류는 DCR을 거쳐 두 리지를 통하여 흐르므로 순환 류에 리 이 

되고 있다. (부하는 큰 인닥턴스를 갖고 있으므로 부하 류의 리  성분은 무

시될 수 있다.) 리  류에 한 임피단스는 따라서 리지 단락 임피단스의 

두 배이다. 리지 단락 임피단스는 3.2.2.1 에서 보인 것처럼 MC의 경우 

844μΩ +230μH이다.

   AC 입력에서 30도 상차를 갖는 두 리지에서 두 교류 차는 가장 큰 

경우인  α= 90˚일 때 략 직사각 형으로 진폭이 Vm/2이고 주기가 T/6이다. 

Vm과 T는 AC 선 압의 진폭과 주기이다.

   그래서 순환 류에서 리 은, 항 성분의 효과를 무시하면 꼭지에서 꼭지

까지 값으로 

 (1/L)(Vm/2)(T/12) = 1/(2*230mH)(2kV/2)(20ms/12) = 3.6kA  

이다. 식에서 (T/12)는 리  주기의 반을 나타내고 있다.

   (병렬 모드가 아니고) 류 순환 모드에서 즉, 두 리지의 도통 방향이  서

로 반 일 때는 류 리 의 최고치가 α = 90˚±15˚에 오고 α=90˚에는 최 치가 

온다. 그 때는 리  압이 삼각 형이며 volt.second의 최고치는 에서 계산

한 병렬 모드에서의 경우와 거의 같다.   

   시뮬 이션에서 류 리 의 가 그림 3.1.8에 있는데 병렬 모드에서 약 

3.3kA 순환 모드에서 약 1kA를 보이고 있다. 류 순환 동작 (Idci =0)에서 α1 

과 α2가 략 122도이다. ( 류 순환 모드에서 α = 120도이면 다시 최  리

을 보임을 유의하라.)  

   에서 본 교류 형 3.6kA 진폭으로 1.8kA이면 리지 정격 류 22.5kA의 

약 8%로 Baryet[3]이 12-pulse 컨버터 순환 류에 해 제시한 한 기 치 10%

에 못 미친다. Ansaldo[4]는 다른 기 을 제시하고 있는데 리지 류의 6차 

고조 의 rms 값이 DC 류 정격치의 10% 이하로 하는 것이다. 에서 설명

한 최고 리 의 기본  성분 즉, AC 원에 해서는 6차 고조  성분은 

L
Udi

ω6
24.0

,  5022 ×== ππω f

이다. diU 는 이상 인 DC 무부하 압이고 L은 리지 단락 임피단스의 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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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스 값이다. DCR이 176μH인 경우를 해,  공식에 diU =2kV, L =230μH를 

입하면 1.17kA를 얻는다. 이는 정격 22.5kA의 5%이다. 10% 까지는 DCR을 

64μH까지 일 수 있다.    

   DCR 176μH가  리  8%는, 순환 류를 10% 수 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류에 노이즈가 2% 수 이면 그 순환 류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만약 순환 류 소멸이 부하 류의 소멸과 겹치는 순간이 발생하면 두 

리지를 동시에 차단하는 사고에 이르게 된다. 노이즈 리 은 DCR에서 만들

어질 수 있는데 DCR과 유도성 결합을 이루고 있는 외부 회로에 과도 류가 

흘러 DCR에 압 펄스를 만들 때이다.

   따라서 순환 류를 으로부터 (항상) 띄어 놓기 해 DCR의 인닥턴스를 

키우는 것만큼 외부 자계로부터 DCR을 차폐하는 것도 요하다. 더불어서 순

환 류 제어에서 주어진 를 확실한 방법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한 요하

다.

      3.2.2.3 알  에 의한 형 리 과 커뮤테이션 실패

   3.9.2 에서 리 들은 정상상태의 것이었다. 과도 상태에서는 Neumeyer[5]

이 검토한 것처럼 매우 클 수 있다. 큰 리 은 지연각 α가 큰 값에서 작은 값 

쪽으로 (인버터에서 정류기 모드 쪽으로) 할 때 발생한다. 그 한 가 그림 

3.1.7에서 볼 수 있다. 거기에서 큰 리 은 류 기울기가 상승에서 갑자기 하

강으로 바뀔 때 만들어진다. 그 변화가 출력 압을 러스에서 마이 스로 

하는 것을 요구한다.

   큰 리  는 순간 류의 큰 증가는 커뮤테이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리지를 bypass상태로 하고 반 편 리지를 차단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아래에서, 알  의 크기와 커뮤테이션 실패와의 계를 살폈는데 DCR 

인닥턴스의 한 크기 결정하는데 미치는 향을 고려하기 해서이다. 결론

으로 DDD4.1에서 추천한 값이 그 를 실제 인 값으로 제한한다면 그

게 작지 않은 값이라는 것을 보 다.

   간단한 PSIM 회로를 작성하여 지연각 α의 가 만드는 과도 상들을 살

펴보았다. 하나의 계단 형 발생기를 사용하여 두 리지 공용의 알 를 만들

었다. 부하는 류원으로 45kA에 평탄한 형을 유지한다. AC 원의 임피단

스는 MC용 회로의 것이다.

   그림 3.2.10a와 3.2.10b는 176μH DCR에 한 결과이다. 형은 두 리지의 

순간 류와 압이다. 308ms에 알 가 고정 값, 여기서는 10도에서 138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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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그림 3.2.10a이고 139도로 한 것이 그림 3.2.10b이다. 

(a)

(b)

Figure 3.2.10  The big ripples by jumps in α with DCR 176μH. (a) α = 10 to 

138˚ jump, (b) α = 10 to 139˚ jump; red = Idci1/10 (the instantaneous 

current of bridge 1), blue = Idci2/10, green = Vdci1 (the instantaneous 

output voltage of bridge 1), violet = Vdci2.

   그림 3.2.10b에서 리지1의 리 이 즉, 류 증가가 무 커 그 리지가 

커뮤테이션 실패를 일으키고 bypass 상태에 잠겨버렸다. 이 상태는 반 편 

리지, 리지 2가 차단되어 스스로는 복구되지 못 한다; 정류 모드로 되돌려 주

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컨버터가 그 정도의 는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

다.

   만약 DCR 인닥턴스를 증가시키면 α가 보다 크게 할 수 있다. 그 리  

류는 두 리지를 순환한다. 그래서 두 리지와 두 DCR로 형성되는 루 의 

리액턴스 xLoop 가 그 리  류를 결정한다. xLoo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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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oop = 4 xPhase + 2 xDCR

이다. 여기서 xPhase는 AC 원의 상당 리액턴스이고 xDCR은 DCR 하나의 

리액턴스이다. MC인 경우, DCR이 DDD4.1 추천치인 176μH에 근 한  173μH

일 때 xLoop = 3pu 이다. (MC 리지에서 인닥턴스 1pu는 148μH이고 xPhase 

= 26.9μH = 0.18pu이다.)

   시뮬 이션에서 xLoop=6pu (DCR 395μH)이면 알   10도에서 141도를 

허용한다. xLoop=3pu의10도에서 138도 와 비교하면 두 배 크기의 DCR로 

겨우 3도 큰 를 얻은 셈이다.

   정격 류로 정상상태에서 가능한 최  커뮤테이션 각은 146도이다. 그래서 

10도에서 138도 가 흔하지 않고 매우 극단 인 동작이라는 을 감안하면 

DDD4.1에서 추천한 DCR 인닥턴스 176μH는 출력 압의 범 를 정상상태에 

비하여 과도 상태에서 크게 제한하는 값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보다 작은 DCR이라고 해서 과도 특성을 크게 해치는 것도 아

니다. xLoop=2pu (DCR 99μH)이면 10도에서 135도까지의 를 허용하여 

xLoop=3pu에 비하여 다시 3도 어든다.

   만약 xLoop=1pu (DCR 25μH)이면, 137도까지 가능해져 오히려 2pu 경우보

다 2도 증가한다. 이 경우는 커뮤테이션 실패가 발생하기 에 리지 하나를 

차단하고 다른 하나가 부하 류 체를 담당하게 된다. 그림 3.2.11이 그 DCR

에 한 시뮬 이션 결과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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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2.11  The big ripples by jumps in α with DCR 25μH (a) = 10 to 137˚ 

jump, (b) = 10 to 138˚, refer to Figure 3.9.2

두 리지 , 최근에 커뮤테이션을 한 것은 류가 증가하고 다른 것은 그에 

따라 감소한다. 커뮤테이션 실패는 α  에 류가 증가하고 있던 리지

( 리지 1)이다. 그  후 첫 커뮤테이션은 리지 2에서 일어나 리지 1의 

류가 감소해가다가 그것이 커뮤테이션을 할 때에 멈춘다. 따라서 리지 1이 

커뮤테이트 해야 할 류량은 류 증가와 함께 감소 단계에 의존한다. 만약 

xLoop가 충분히 작으면 그 증가 단계에서 부하 류가 고정되어 있어 제한을 

받게 되지만 감소 단계에서는 (제한 없이) 진행하여 리지 1이 커뮤테이션을 

시작할 때에 류 값이 충분히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작은 DCR에서 

보다 큰 를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리지 하나가 잠시 차단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알  와 련해서는 DCR 인닥턴스 값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있다.

      3.2.2.4 DC 리  류와 변압기 손실

  정상상태의 DC 리  류는 AC 류에 고조  성분을 만든다. AC 류의 

고주  성분은 컨버터 변압기에 손실을 추가시킨다. 다음에 변압기에서 고조  

류가 주는 손실인자를 계산한다.  

   그 결과는, DCR 인닥턴스의 증가 는 리지 (DC) 류리  감소는 정격

류로 운  인 리지에서 그 손실계수를 여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다. DCR 인닥턴스가 변압기의 손실을 이는 것은 오직 부하 류가 리  류 

크기에 비하여 작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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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버터 변압기에서 AC 류는 스트 이 자계를 만들고 그 자계가 권선이나 

주변 구조물에 와 류 손실을 일으킨다. 변압기 권선에서 와 류 손실은 주차

수의 제곱 
2f 에 비례한다. 그래서 권선 와 류손 계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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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정의한다[6]. 그 밖의 스트 이 손실, 총 스트 이 손실에서 권선 와

류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 손실은 
8.0f 에 비례하고 그 손실 계수 OSLHLF − 는 HLF

과 비슷하게 정의한다.

   DCR 크기에 따른 변압기 손실을 보기 하여 리지 AC 류의 고조 를 

두 성분으로 나 다. 하나는 DC 류의 평탄 (평균) 성분이 만드는 것이고 다

른 것은 DC 류의 리  성분이 만드는 것이다.

   평탄 성분은 리지 DC 류의 정격 MC의 22.5kA로 놓고 리  성분은 최

고치 3.8kA(3.9.1  참조)로 해서 19차 고조 까지 계산해보면 

HLF  = 5.76, OSLHLF −  = 1.28.

을 얻는다.   

   만약 그 리  성분을 으로 놓고 계산하면 

HLF  = 6.48, OSLHLF −  = 1.30.

를 얻는다.

   그래서 DC 류의 리 이 손실계수를 (오히려) 이고 있다. 그 감소는 상

쇄 효과 때문이다. AC 류의 고조 가 평탄 성분에서 오는 것과 리 에서 오

는 것이 5차까지는 동일한 부호이고 (1차와 5차만 이 아님) 그 후에는 반  

부호를 갖는다. 에서 계산한 리  3.8kA는 DCR 176μH를 사용한 것이다. 이 

리 의 8배 크기를 사용해야 리  없을 때 얻은 HLF  = 6.48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컨버터 변압기에서 고주  손실과 련해서는 DCR이 작을수록 좋

다.  

   다른 한편으로 DC 회로에서는 리 만이 고주  손실을 일으키는데 특히 

DCR에서 그러하므로 그 이 DCR 설계에서 인닥턴스 크기 최 화에 반 되

어야 한다. 

    3.2.3 AC 배 시스템에 한 향

      3.2.3.1 ITER 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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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R의 력 배 시스템(PDS)은 형 고 압 송 망으로부터 력을 공

받도록 되어있다. 이 공  력은 도 코일과 가열  류구동 원에서 

요구되는 규모 펄스 력을 충분히 공 할 수 있다. 즉 연결될 고 압 송

망은 규모의 유효/무효 력을 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 력이 빠

르게 변동하거나 스텝형식으로 자주 변화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한다. 재 ITER가 설치될 랑스의 송 망 시스템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고 압 조건들을 정리할 수 있다. 

High voltage level:

nominal voltage                  400kV

daily range in normal operation     4% (maximum range  ±5%, -10%)

Intermediate voltage level:

nominal voltage                  66kV

highest system voltage (with IEC-38) 72.5kV

operating range during ITER load    66kV +4%; -10%

Medium voltage level:

nominal voltage                  22kV

highest system voltage (with IEC-38) 24kV

operating range during ITER load    22kV +4%; -16%

  본 연구에서는 ITER 도 자석 코일용 여러 가지 원공 장치(AC/DC 

컨버터)들  특별하게 TF converter의 경우를 고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ain CS/PF AC/DC 컨버터(MC) 모델을 주로 바이패스 방법  사고에 따

른 protection sequence 등을 해석하고 있는 데 이를 수행하기 한 PSIM 

model은 그림 3.2.12와 같다. 시뮬 이션 모델에서 회로상수들은 DDD4.1에 정

리된 상수들을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 고, 계산된 회로상수 값들은 표 3.2.1 에 

정리하 다. MC converter 모델을 심으로 해석된 결과들은 일반 으로 다른 

converter들을 검토하는 데도 동일한 방법을 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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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A simple PDS model for the simulation of a AC/DC converter by 
PSIM software.

Table 3.2.1  Circuit parameters of the simple model based on DDD4.1 (On 

MC ac/dc converter by PSIM software).

- Grid 
rated voltage 400 kV
short circuit power 11700 MVA
X/R 10%
input voltage 410 kV

- Step-down TR 
rated 1st/2nd  voltage 400/66kV
rated power 300 MVA
short circuit voltage 12 %
winding R   1.0666 ohm(primary) / 0.2666 ohm(secondary)

- Rectifier TR
rated 1st/2nd voltage 69 kV/2x1.48 kV
rated power 2 x 47.1 MVA
short circuit voltage 16 %
winding R  0.2895 ohm (primary) / 0.2895 ohm(secondary)

- Interface reactors
rated inductance 176 uH
DC resistance 210 uohm

- Load current
2 x 22.5 kA constant current generator

- Other stray circuit parameters are not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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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2  400 kV 송  선로의 교란

        3.2.3.2.1 서 론

  ITER 설비의 400 kV 송 선은 그림 3.2.13과 같이 2  회로망으로 구성될 

정이다.  그림 3.2.13에서 ITER 설비용 변 소와 Tavel 소재 400 kV 변 소 

사이의 거리는 120 km이고, Boutre 변 소와의 거리는 8.5 km이다. 송선로

에서 단상 지락과 같은 고장이 발생하면 회로 개폐기의 자동 개방  재폐

(reclosing)에 의하여 고장이 해소될 수 있다. 이 때 회로 차단기가 개방된 이

후 다시 연결될 동안 송 선로의 압이 강하된다. 일반 으로 압 강하의 크

기는 ITER 설비와 고장이 발생한 지 과의 거리에 상 계가 있다. 통상 으

로 고장 지 이 10 ~ 20 km 떨어진 거리라면 20 ~ 30%의 압 강하가 발생한

다고 알려져 있다[2].  

  이 장에서는 송 선로의 고장으로 인하여 일시 인 입력 압 강하가 일어났

을 때의 AC/DC 컨버터 출력 거동을 조사하 다.

Figure 3.2.13 Circuit diagram of the transmission line system for ITER site.

        3.2.3.2.2 류제어 모드에서의 컨버터 거동

  류제어모드의 컨버터 시뮬 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류제어 모드에서의 컨

버터 거동을 조사하 다. 류제어모드의 컨버터 시뮬 이션 회로는 그림 

3.2.14와 같으며 그림 3.2.15는 그림 3.2.14의 입력측 상세도이다. 그림 3.2.15에

는 3상 사인 압원과 시간 경과에 따라 지수함수 으로 감쇄되는 사인 압원

이 있다. 그 두개의 압원은 각각 1 , 2 의 시간이 경과한 후 도통  개방

이 되도록 되어있다. 그림 3.2.16과 3.2.17은 50 kA dc 출력 류 형과 3상 

ac 입력 압 형이다. 0 ~ 1  사이의 구간은 정상 동작 구간이며 이 때의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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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첨두 압은 2 kV이다.

        3.2.3.2.3 압제어 모드에서의 컨버터 거동

  압제어 모드에서의 컨버터 거동을 해석하기 하여 입력 압 피드백 루

를 구비한 압 제어 컨버터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3.2.18에서 정류, 평활된 

입력 ac 압이 제어 로직 회로의 디바이더로 피드백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19는 출력 직류 압 Vdci, 출력 류 Idc  입력 압 Vac1의 형

이다. 출력 류가 0 A를 통과하는 시간은 1.25  일때이며 1.2s ~ 1.4s 사이의 

구간에서 입력 압이 30% 강하되도록 되어 있다. 표 3.2.1는 압제어 모드 

컨버터의 출력 압이다. 표에서 왼쪽 열은 ac 입력 압이며 의 행은 기  

설정 압이다.

Figure 3.2.14  Model for the current controll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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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5  Parts of the circuit model for the current controlled converter.

Figure 3.2.16 Wave forms of the output current Idc and ac input voltage

(t=0~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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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7  Wave forms of the output current Idc and ac input voltage

(t=0~1.5 s).

Figure 3.2.18 Voltage controlled converter model with ac line voltage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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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9 Wave forms of the output DC voltage Vdci, output current 

Idc, and an input voltage Vac1. Zero-crossing time of the current is 1.25 s 

and ac voltage is dropped 30% during the period 1.2s~1.4s.

3 . 3   원 제어 /  지  시 스 템

    3.3.1 Converter 보호 략

           

      3.3.1.1  사고의 측정  유형 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최소화하기 한 한 protection sequence를 

시작하기 해서는 우선 사고 유형을 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재 발생한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를 단하는 차가 protection sequence에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최 의 protection sequence

를 찾을 수 있다면 사고유형을 단하는 차가 생략될 수 있을 것이다. ITER 

원과 같은 류 시스템의 경우 측정할 수 있는 라메타가 많지 않다. 사

고유형을 단하기 한 측정 라메타는 기본 으로 다음과 같다.

- dc current of each block Idc1, Idc2

- converter TR primary current Ya, Yb, Yc

- converter TR Y-secondary current Y2a, Y2b, Y2c

- converter TR d-secondary current d2a, d2b, d2c

- dc voltage of each block Vdc1, V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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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Output voltages of the converter in voltage control mode left 

column is ac input voltage and upper row is reference command voltages

V a c ↓

Vref→
±500Vdc ±1000Vdc ±1500Vdc ±2000Vdc 

1776 Vac ±2000Vdc

1628 Vac
±1850Vdc
(93%)

1480 Vac ±500Vdc ±1000Vdc ±1500Vdc
±1700Vdc
(85%)

1332 Vac ±500Vdc ±1000Vdc ±1500Vdc
±1500Vdc
(75%)

1184 Vac ±500Vdc ±1000Vdc
±1250Vdc
(83%)

±1250Vdc
(63%)

1036 Vac ±500Vdc ±1000Vdc
±1100Vdc
(73%)

±1100Vdc
(55%)

888 Vac ±500Vdc
±950Vdc
(95%)

±950Vdc
(63%)

±950Vdc
(48%)

740 Vac ±500Vdc
±700Vdc
(70%)

±700Vdc
(47%)

±700Vdc
(35%)

592 Vac ±500Vdc
±550Vdc
(55%)

±550Vdc
(37%)

±550Vdc
(28%)

444 Vac
±350Vdc
(70%)

±350Vdc
(35%)

±350Vdc
(23%)

±350Vdc
(18%)

296 Vac
±200Vdc
(40%)

±200Vdc
(20%)

±200Vdc
(13%)

±200Vdc
(10%)

148 Vac

+500Vdc;
50~-50V/
-500Vdc;
±200V

+500Vdc;
50~-50V/
-500Vdc
±200V

+500Vdc;
50~-50V/
-500Vdc;
±200V

+500Vdc;
50~-50V/
-500Vdc;
±200V

  그림 3.3.1에서부터 그림 3.3.4까지에서는 사고에 따른, 앞에서 언 된 측정 가

능한 라메타들의 시간  형들을 보여주며 그 결과들을 표 3.3.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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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The simulated data during an one-block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green line), the second 

one shows the primary AC currents of the 400kV/66kV step down transformer, 

the third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misfired 

line(Y-connection), the fourth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normal line(delta connection), and the fifth one is the output voltages of each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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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The simulated data during an two-block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green line), the 

second one shows the primary AC currents of the 400kV/66kV step down 

transformer, the third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Y-connected misfired line, the fourth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delta connected misfired line, and the fifth one is the output voltages of 

each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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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The simulated data during an upstream DC shor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ost serious thyristor(green), the 

second one shows the primary AC currents of the 400kV/66kV step down 

transformer, the third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Y-connected line, the fourth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delta connected line, and the fifth one is the output voltages of each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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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The simulated data during an downstream DC shor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ost serious thyristor(green), the second 

one shows the primary AC currents of the 400kV/66kV step down transformer, 

the third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Y-connected line, the 

fourth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delta connected line, and 

the fifth one is the output voltages of each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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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Summary of the measured parameters during the faults.

DC short Misfiring fault- the worst case
up-stream down-stream One block Tow block

Idc1/Idc2
120 kA/-80 

kA

140 kA/140 

kA
0 kA/45 kA 15 kA/ 30 kA

AC primary

(max peak 

to peak)

> 10 kA > 10 kA < 10 kA > 10 kA

Y 

secondary

(fault side)

< 300 kA < 300 kA < 300 kA < 300 kA

D 

secondary
< 300 kA < 300 kA 90 kA < 300 kA

Vdc1/Vdc2 different same different same

Issued 

points

high Idc

negative Idc1
high Idc

AC current 

zero crossing?

AC current zero 

crossing?

      3.3.1.2  보호 차

  여러 가지 사고에 비한 protection sequence들을 고려해보기 해 표 3.3.2

에 ITER AC/DC converter들의 사고유형과 가능한 protection들을 정리하 다. 

표에 표시된 숫자는 protection sequence의 순서를 표시한 것으로, 확정된 결과

가 아니라 가능성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

으로 protection sequence들을 각 converter마다 시뮬 이션에 의해 가장 효과

인 방법들을 정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체 으로 용 가능할 수 있는 

protection procedure를 그림 3.3.5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 다. 이 

procedure의 기본은 1) PMS(BPS) 동작이 PF system 모든 protection 

sequence에 포함된다는 , 2)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 3) DDD4.1을 기

본으로 한다는  등이다. gate block 등에 의한 사고확산의 방지노력은 모든 

사고에 비한 기본 책으로 이 기 응이 실패하 을 때 실질 인 다음의 

protection procedure가 시작되게 된다.  

1) Electrical bypass (EB) within 20msec (within 1 cycle)

2) PMS close and current pass form EB to PMS with 40msec (within 2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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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 circuit breaker open (within 4 cycles) and fault should be cleared 

ASAP.

TF bypass의 경우는 resuming이 필수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PF converter

들의 protection sequence들과는 다르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3.3.2  Summary of the protection procedure.

FAULT Target 

Device

Protection Sequence(Actions)

Remarke-FW BPS
PMS

(EPMS)

AC

Trip
FD

inv-

dis.
90-

Gate

Supp.
restart

Totally lost of 

400kV lines

TF converter 1 (1) 2 10(40)hrs discharge
PF/CS 

converter
1 2 Stop the pulse

- Lost of one 

400kV line

- AC 

voltage

perturbation

F converter 1 (2) 3) 2) 3
optin1) To resume the 

normal plasma.
PF/CS 

converter
1 2

TF converter 1 2 2 6 (option2) Try to soft 

plasma shutdown* first 

and resume the TF 

thereafter.

PF/CS 

converter
1 3 (5) (4) 3 (2)

AC short @ TF 

system

TF converter 1 2 (3) 4 2 10hrs discharge
PF/CS 

converter
= Protection sequence as of AC V-perturbation

AC short @ 

PF/CS system

TF converter = Protection sequence as of AC V-perturbation
PF/CS 

converter at 

fault

1 2 3 (4) 1~2hrs discharge or FD

Other PF/CS 

converter
= Protection sequence as of AC V-perturbation

TF quench
TF converter 1 2 3 4 Emergency shutdown

PF/CS 

converter
1 2 3 4 E-FW sequence control**

PF/CS quench

TF converter Normal operation for the next pulse or 10(40)hrs discharge
PF/CS 

converter at 

fault

1 2 3 4 Emergency shutdown

Other PF/CS 

converter
1 2 3 4 E-FW sequence control

* Normal plasma shutdown(~150s), or fast shutdown w/ plasma radiation cooling.

** To mitigate dQ/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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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Summary of the protection procedure(continued).

FAULT Target Device

Protection Sequence(Actions)

Remarke-FW BPS
PMS

(EPMS)

AC

Trip
FD

inv-

dis.
90-

Gate

Supp.
restart

C. C. Failure

on single coil circuit

(PF1/6, 

CS2U/2L/3U/3L)

Converter at 

fault
1 3 4 (5) 2

Other PF/CS 

converter
1 2

E-FW sequence 

control

C. C. Failure

on CS1U/L

Converter at 

fault
1 3 4 2

Other PF/CS 

converter
1 2

1~2hrs discharge 

or FD ?

C. C. Failure

on VS

VS converter 1 3 4 2
Other PF/CS 

converter
1 2

1~2hrs discharge 

or FD ?

C. C. Failure

on MC of PF2~5

Converter at 

fault
1 3 4 2

Other PF/CS 

converter
1

1~2hrs discharge 

or FD (?)

C. C. Failure

on BC of PF2~5

during plasma initiation

Converter at 

fault 

associated

1 3 4 2

VS converter 1 3 4 2
Other PF/CS 

converter
1 2 3

1~2hrs discharge 

or FD (?)
- DC short

- DC over 

voltage

- Bridge 

unbalance

TF converter 1 3 4 2 10hrs discharge

PF/CS 

converter
= Protection sequence as of C.C. failure

Single commutation 

failure in inverter mode
?

Single commutation 

failure in rectifier mode
?

Succeeding (>twice)

commutation failure

TF converter
1 3 4 2

(option1) 10hrs 

discharge

1 2
( o p t i o n 2 ) 

Recharge of TF
PF/CS Con. = Protection sequence as of C.C.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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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Summary of the protection procedure(continued).

FAULT Target Device

Protection Sequence (Actions)

Remark
e-F

W
BPS

PMS

(EPMS

)

AC

Trip
FD

inv-

dis.
90-

Gate

Supp

.

restart

Single fuse melt in one 

arm

Converter at 

fault
Continue the operation 

but to prohibit the next 

pulse
Other PF/CS 

converter

2 fuses melt in one arm
TF Converter 1 3 4 2 10hrs discharge

PF/CS converter = Protection sequence as of C.C. failure

Cooling water failure
TF converter 2 1 10 hrs discharge?

PF/CS converter 2 3 1

DC over current
Converter at 

fault

1 2 (option1) PCS command
= Protection sequence as of DC short If option1 fails

Freewheeling unbalance
TF converter 1 40 hrs discharge?

PF/CS converter 1 2

Grounding fault on TF
TF converter 1 Slow discharge(30min?)

PF/CS converter Terminate plasma and PF/CS coil currents by PCS
Grounding fault on 

PF/CS

during plasma B/D

PF/CS converter
1.Bypass 

SNU
4 Slow discharge

BC converter 2 3
Grounding fault on 

PF/CS

Other than plasma B/D

PF/CS converter 1 Slow discharge

Fig. 3.3.5  Schematic flow diagram of the protection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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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AC/DC converter Bypass 동작

  ITER 장치 운  에 자석에 흐르고 있는 류를 bypass 해야 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이 DDD4.1에 정의되어 있다.

  

  (1) Coil protection against high current and high voltage,

  (2) Coil current bypass during ac/dc converter trouble, 

  (3) Coil current bypass during abnormal condition of the ac grid, 

  (4) One of the scenario of the transfer of TF input between 66kV 

      and 22kV,

  (5) One of the scenario of the fast discharge of the coil energy,

  (6) Current bypass during normal operation to decrease the reactive       

      power.

  필요에 의해 류를 bypass 해야 하는 경우 한 동작 차에 의해 최악의 

경우 실패할 경우에 비한 책들도 철 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DDD4.1 설계

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converter 종류별로 서로 다른 bypass 방법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for the TF system

- external bypass

- resuming

   (2) for the PF system (during fault condition)

- gate blocking

- internal bypass (for the fast action)

- PMS (to protect thyristors in the long time opeariton)

- AC breaker (to finalize the fault)

  본 에서는 bypass 방법들을 시뮬 이션 한 결과들을 정리하고 있다. 최종 

설계를 해서는 본 결과를 심으로 실제 더 상세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반 해야한다. 

      3.3.2.1 정상상태에서의 Bypass

  ITER AC/DC converter에 용할 수 있는 bypass 방법에는 그림 3.3.6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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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 에서는 정상상태에서 다음의 네가지 경우에서 

시뮬 이션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downstream external bypass (그림 3.3.7)

- upstream external bypass (그림 3.3.8)

- non-cyclic internal bypass (그림 3.3.9)

- cyclic internal bypass (그림 3.3.10)

Fig. 3.3.6 The bypass methods of the converters. (a) is internal 
bypass, (b) is upstream external bypass and (c) is 
downstream external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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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The simulated data of the normal external bypass at the 
downstream. The first one shows the reactor currents of the two 
converters and external bypass switch(red), the second one shows gate 
block and external trigger signal(green), the third one and the fourth 
one are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Fig. 3.3.8 The simulated data of the normal external bypass at the upstream. The 
first one shows the currents through theexternal bypass switches(pink and 
yellow), the second one shows gate block and external trigger signal(yellow), 
the third one and the fourth one are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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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The simulated data of the normal internal and non-cyclic bypass. The 
first one shows the currents of the coil the internal bypass switches(blue 
and red), the second one and third one show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and the fourth one shows the temperatures of the 
bypassing thyristors.

Fig. 3.3.10 The simulated data of the normal internal and cyclic bypass. The 
first one and the second one show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and the third one shows the temperatures of one thyr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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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2  Misfiring Fault에서의 Bypass

  부분의 사고에 있어서 bypass 동작을 시작하기 에 gate blocking을 먼  

수행해야 한다. 특히 misfiring fault의 경우 사고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misfiring된 사이리스터를 정상으로 돌리기 해 가능한 빨리 gate blocking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3.3.11과 그림 3.3.12는 gate blocking 동작이 빨라야 한

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다. gate blocking이 5 msec에 동작한 경우와 6 

msec에 동작한 경우 로 사고 류가 0으로 돌아가지만 사고 형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gate blocking 지연시간이 7 msec 이상이 되면 사고는 

protection procedure가 동작해야만 하는 경우로 사고가 커지게 된다. 각 경우 

bypass 동작이 20 msec 이후에 동작했다는 가정에서 upstream bypass를 용

한 경우를 그림 3.3.13에서, downsteam bypass를 용한 경우를 그림 3.3.14에

서 보여주고 있다. 

Fig. 3.3.11 The simulated data of the gate block during the worst case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ost serious thyristor(pink), the second 
one shows the gating pulse(blue) after 0.005 seconds of the misfiring fault trigger(green), 
the third and the fourth ones show the currents through thyristors of the two conve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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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The simulated data of the external bypass at the upstream during a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reactor currents of the two 
converters(pink and green) and external bypass switches(blue and red), the 
second one shows misfiring(blue) and external trigger(pink)signal, the third one 
and the fourth one are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Fig. 3.3.13 The simulated data of the external bypass at the downstream during 
a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reactor currents of the two 
converters(blue and green) and external bypass switch(red), the second one 
shows misfiring(blue) and external trigger(green) signal, the third one and 
the fourth one are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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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The simulated data of the external bypass at the downstream during a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reactor currents of the two converters(blue 
and green) and external bypass switch(red), the second one shows misfiring(blue) 
and external trigger(green) signal, the third one and the fourth one are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3.3.2.3  DC short에서의 Bypass

  Upstream과 Downstream DC short 각 경우마다 Upstream bypass와 

Downstream bypass 방법을 용할 수 있는 데, 그림 3.3.15는 upstream DC 

short에 의한 사고 류 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3.3.16과 그림 3.3.17은 

upstream DC short의 경우 upstream bypass를 용한 경우와 downstream 

bypass를 용한 경우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한 그림 3.3.18은 downstream 

DC short에 의한 사고 류 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3.3.19와 그림 3.3.20은  

downstream DC short의 경우 upstream bypass를 용한 경우와 downstream 

bypass를 용한 경우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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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up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fault converterside. Bottom;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normal converte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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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Current profile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with the upstream bypass 
during the upstream DC short. The timing of the gate block and trigger of the external 
bypass are shown in red arrows.

 

Fig. 3.3.17 Current profile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with the downstream bypass 
during the upstream DC short. The timing of the gate block and trigger of the external 
bypass are shown in red arrows.



92

Fig. 3.3.18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down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right converter side. Bottom;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left converte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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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Current profile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with the downstream 
bypass during the downstream DC short. The timing of the gate block and 
trigger of the external bypass are shown in red arrows.

Fig. 3.3.20 Current profile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with the upstream 
bypass during the downstream DC short. The timing of the gate block and 
trigger of the external bypass are shown in red arrows. 

    3.3.3 TF(Toroidal Field coil) 컨버터에서 AC 압 환

  TF 컨버터의 AC 입력은, 출력 류가 변화가 없이 평탄한 상태에서는 정상 

압 66kV에서 22kV로 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스 칭은, 출력 류는 큰데 

출력 압은  근처에 있을 때 커지게 되는 무효 력을 이기 함이다. 여

기서는 이 스 칭 차에 해서 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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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의 첫 단계에서는 부하(TF) 류를 컨버터로부터 순환(bypass)시키

는 것이다. 여기서는 직  기계식 바이패스 스 치(BPS: Bypass Switch)를 구

동하는 방식에 해 논한다. 그래서 첫 단계는 BPS를 닫는 것이 된다.

  둘째 단계에는 AC 원을 66kV에서 22kV로 환 한다. 마지막 단계에는 

BPS를 열어 컨버터 정상 운  상태에 돌아간다.  

     

set
negative volt 

(inverter)

close
BPS

stop
gating

voltage-control
mode

end

BPS On

BPS Off

set
IdcRef=Icoil

wait 
for

steady st.

open
BPS

current-control
mode

end

Switch from 66kV to 22kV

Figure 3.3.21 BPS procedures for AC input switching (66kV/22kV) of TF 

converter.

그림 3.3.21은 각각 BPS를 닫는 차와 여는 차의 블록도이다. 그 둘 사이에 

66kV에서 22kV로 환하는 차가 삽입되어 있다.

   BPS를 닫는 것은 먼  컨버터가 부 압을 출력하도록 한 후에 이루어지며 

그 후 컨버터 게이트 구동을 정지 시키면 끝난다. 이를 해서 편리한 방법이 

컨버터를 압 제어 모드에 두고 기  압을 보다 작은 값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BPS를 열기 해서는 먼  류 제어모드로 가서 기  류가 자석 코일

의 ( 재) 류에 맞추어 놓는다. 그래서 류제어가 정상 상태에 도달하여 컨

버터 류와 자석 류가 같아지면 BPS에 흐르는 류는 리 을 제외한 평

균치가 이 되어 BPS를 열어도 DC 아크를 유발하지 않게 된다.

   그 체 차를 PSIM으로 모사(시뮬 이션)하 다. 그림 3.3.22에 그 모사

에 사용한 력과 부하 회로 부분을 보 다. AC 력 회로는 강압 변압기

(400kV/66kV) 출력으로부터 시작한다. BPS는 부하( 류원)양단에 걸쳐 속되

어 있다. DC 리액터는 DDD4.1, Appendix A에 따라

57μΩ + 13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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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 다.

 

Figure 3.3.22  66kV/22kV switching simulation circuit; the power and load 

circuit.

  그림 3.3.23에서 출력 압 Vdci(빨강)를 볼 수 있다. 0.4 에서 작은 부 

압, -30V(평균치)에 맞추고 BPS 닫기를 기다린다. 0.5 에 BPS를 닫는다( 랑 

high). 그래서 그림에서 컨버터 출력이 단락되어 출력 압이 0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Figure 3.3.23  Voltage wave forms during BPS switching red = DC output 

Vdci, green = AC voltage for TF converter, blue high = BPS closed, violet 

high = gate enabled.

1.3 에 BPS를 열어 그 차를 마치면서 Vdci가 정상 인 값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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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그 압의 리 이 어들어 있는데 AC 압이 었기 때문이다. 게이트 

구동을 지시킨 동안(보라 low)에 AC 원을 66kV로부터 차단하고 0.1  후

에 다시 22kV에 속한 것을 그림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3.24a, 24b, 24c, 24d는 각 스 칭 순간의 형을 자세히 보이고 있다. 

그림 3.3.24a는 체 형이고 이를 부분 별로 확장한 것이 나머지 그림들이다. 

Figure 3.3.24a  whole process of BPS switching refer to Figure 3.3.24b.

Figure 3.3.24b  closing of BPS green = Vdci1x100, violet=Idci, cyan = Idci1, 

dark red = Idci2, red = BPS current, blue high = BPS close, yellow high = 

gate enable.

리지 류 형과 그 리 은 두 리지의 순시 압이 결정한다. 그림에서, 

리지 하나의 Vdci1(녹색)만 보인다. 둘째의 Vdci2는 같은 형으로 30도 지

연되어 있다.

   그림 3.3.24b는 BPS가 닫힐 때를 자세히 보이고 있다. 닫히기 에,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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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압 Vdci가 작은 마이 스 값에 맞춰 있어 Vdci1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 (Vdci는 그림 3.3.23에 있다.) 이 상태에서 BPS를 닫게 되면 컨버터 류 

Idci(보라)와 두 리지 류(청록, 암 )가 감소하게 되며 그 만큼이 BPS 류

로 흐른다. 

   게이트 구동(노랑)이 지되면, 리지 압 Vdci1이 마이 스 쪽에서 연장

되게 되어 컨버터에서 BPS로 류 환하는 것이 속도가 붙어 빨리 완성된다.

Figure 3.3.24c  restoration of converter operation refer to Figure 3.3.24b.

  그림 3.3.24c는 컨버터 복구 과정을 세 히 보이고 있다. 이 과정은 류 제

어모드로 가서 게이트 구동을 허용하면 시작한다. 게이트가 허용되면 컨버터는 

러스 압으로 그 류를 증가시켜 ( 재) 자석 코일에 흐르는 류 값에 

맞추게 된다. 제어가 시작되는 순간 overshooting을 보인다(그림 3.3.24a에서도 

보인다). 이 overshoot는 22kV 신에 66kV로 동작시키면 나타나지 않는다. 간

단히 제어 상수들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그 overshoot를 치유할 수 없어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3.3.24d는 마지막 단계로 BPS가 열릴 때이다. BPS의 개방은 BPS의 

류 평균치가 완 히 에 근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명령하여 BPS 개방이 

DC 아크를 크게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98

Figure 3.3.24d  opening of BPS refer to Figure 3.3.24b BPS current is 

multiplied by 20 and Vdci1 by 200.

    3.3.4  ITER 도 자석 회로의 지[7,8,9,10]

      3.3.4.1  ITER 도 자석 회로

  39개의 도 코일로 이루어진 ITER의 자석은 그림 3.3.25에서와 같이 18

개의 기  회로군으로 형성되며, 각 회로는 독립 인 지계통을 가진다.

      3.3.4.2 지 기

  정상 으로 자석을 가동하는 동안에 기 를 제공하되, 자석 코일의 

각 단자의 지 가 균형을 가지도록 한다. 동시에, 사고에 비하여 과도

압이나 지락 류를 억제하는 기능도 함께 갖춘다. 

  상기의 목 에 응하도록 ITER 자석 회로는 부하가 되는 도 코일과 

각종 형태의 압원이 번갈아 배열되게 하면서 성 를 경유하는 1  지

방식으로 지계통을 구성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자석 코일의 

단자간 압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에 한 분포 도 균등화 할 수 있게 

된다. 지단에 약 1 kΩ 정도의 항을 삽입하는 소  ‘Soft ground'방식으로 

지하여 지락 류가 단일지락의 경우 수 암페어, 2  이상의 지락에서 약 100 

kA 이내로 억제되도록 한다. 지락 류의 억제만을 고려하자면 지 항이 클

수록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지 항을 지 설 류의 감시에도 사용할 수 있

어야 하므로 정 수 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보다 요한 것은 과 압 

억지력의 증 와 불균형 과도 류의 증가 사이에서 타 되는 지 항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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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ITER 초전자석 회로군; TF: Toroidal field coil, PF: Poloidal field 

coil, CS: Central solenoid, TC: AC/DC converter for TF, MC: Main AC/DC 

converter for PF and CS, BC: Booster AC/DC converter for plasma 

initiation, VS: Vertical position stabilization converter, CC: AC/DC converter 

for th correction coil, SNU: Switching network unit for plasma initiation, 

FDU: Fast discharge unit to protect superconducting coil from quench, PMS: 

Protective make switch for PF/CS/CC, BPS: Bypass switch of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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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다. 지 항이 작을수록 지락시의 과 압은 감소하지만 과도 류

는 증가한다. 지 설 류가 기  이상으로 감지되면 다 지락으로 되는 

것을 방하기 한 보호 차가 개시된다. 한편, 각 컨버터의 출력단에는 유지

보수용 지 개폐기가 설치된다.

  지 설계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인 압원으로서, ITER 자석 회로에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C/DC converters: TC, MC, BC, VS, CC

- SNU: Discharge resistor for the plasma initiation

- FDU: Resistor for the fast coil discharge in case of quench

이 에 FDU는 다른 압원과 복운 되지 않는 것을 제로 지계를 설계

한다. 특히, FDU가 SNU와 동시에 작동하게 되면 큰 과 압이 발생되므로 반

드시 SNU와 컨버터를 바이패스 한 후 FDU가 작동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인

터록을 실시한다. 만일 정상 인 바이패스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인 

PMS로 바이패스하도록 한다. 자석 코일의 내 압 설계기 은 고속방 시의 

유기 압에 두고 있는데, 이는 컨버터 원의 최 출력 압보다 항상 작으므로 

컨버터의 사고로 인한 과 압의 험은 없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지계의 기

본 인 설계기 에 따라 각 도 자석 회로의 지계에 한 기본 지회

로를 이하에 정리한다. 

      3.3.4.3  단일코일 자석 회로의 지

  ITER의 내측 코일 에 PF1, PF6, CS2U, CS2L, CS3U, CS3L의 6개는 하나

의 코일에 하나의 컨버터 원이 배당된다(그림3.3.25 참조). 이 경우의 지계

는 그림 3.3.26과 같이 구성하고 지 항 Rg과 단자 항 Rtn은 각각 1 kΩ으

로 한다. 이때의 압원은 각각;

VMC = 2kV 

VSNU = 10kV 

VFDU = 5.5kV for CS2U/L

4.9kV for CS3L/L

2.5kV for PF1

5.0kV for PF6

으로, 코일의 최 단자 압은 라즈마 기동시에, 단자의 최  지 압은 단일 

지락시에 각각 얻어지는데 모두 VMC + VSNU = 12 kV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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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Grounding for the single coil circuit; (GFD: 

Ground fault detector, Rg: ground resistor, Rtn: Terminal to 

neutral resister, RC=1ms)

      3.3.4.4  CS1U  CS1L 코일의 직렬회로 지

  ITER의 내측 코일 에 CS1U와 CS1L의 2개는 동일한 류를 가지므로 직

렬로 연결하고 2개의 컨버터를 비롯한 압원도 직렬 구조를 갖는다. 직렬 코

일에 직렬 원의 구성(코일-코일- 원- 원)에서 지락시 단자의 최  지

압을 반으로 낮출 수 있는 (코일- 압원-코일- 압원)의 배열로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지계는 그림 3.3.27과 같이 구성하고 지 항 Rg과 단자 항 Rtn

은 각각 1 kΩ으로 한다. 이 때의 압원은 각각 VMC = 2kV, VSNU = 10kV, 

VFDU = 5.5kV로, 코일의 최 단자 압은 라즈마 기동시에, 단자의 최  

지 압은 단일 지락시에 각각 얻어지는데 2조의 압원이 직렬로 배치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모두 VMC + VSNU = 12kV로 단일 자석코일 회로의 경우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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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Grounding for CS1U and CS1L coil 

circuit; (GFD: Ground fault detector, Rg: ground 

resistor, Rtn: Terminal to neutral resister, RC=1ms)

      3.3.4.5  외각 PF코일 회로의 지

  ITER의 바깥쪽 PF코일들(PF2, PF3, PF4, PF5)은 안쪽 코일들과는 달리  

SNU 신에 BC 원으로 라즈마 기동에 응토록 하여, 기본 으로는 각 코

일마다 (BC + MC) 컨버터 1조가 병렬로 배당되는 구성이지만 라즈마의 수

직 치를 제어하기 한 수평자장의 발생을 동시에 담당하므로 그림 3.3.28과  

같이 VS가 추가된 회로가 된다. 여기서 지 항 Rg과 단자 항 Rtn은 각각 

1 kΩ  2 kΩ으로 하는데, 이 때의 압원은 각각;

VMC =2kV 

VBC = 5.6kV 

VBC = 8.0kV 

VFDU =1.0kV for PF2

 4.4kV for PF3

 3.7kV for PF4

 3.9kV for PF5

으로, 코일의 최 단자 압은 라즈마 기동시에, 단자의 최  지 압은 단일 

지락시에 각각 얻어지는데 모두 VMC + VBC + VVS = 15.6kV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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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Grounding for outer PF coils circuit; (GFD: 

Ground fault detector, Rg: ground resistor, Rtn: Terminal to 

neutral resister, RC=1ms)

      3.3.4.6  TF 코일 회로의 지

  TF 코일의 지계는 그림3.3.29와 같이 구성되며 지 항 Rg과 단자 항 

Rtn은 각각 500 Ω이다. 압원으로는 컨버터 압 VTC = 900V(무부하)와 

FDU를 통한 고속방 시에 발생하는 VFDU = 7.1kV가 있다. 따라서 2개의 TF

코일마다 1개의 FDU가 있는 TF코일의 최  단자 압은 VFDU/2= 3.55kV이

다. 라즈마 루 나 폴로이달 자장계통과는 거의 독립 인 TF 자석 계통에

서 이상 압이 발생하는 경우는 코일단자의 지락이거나 18개 직렬코일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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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사이마다 치한 FDU가 오작동하는 경우이다. 가장 큰 이상 압은 단일

지락과 9개 FDU 에 4개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겹칠 때로, 이 때 최  지

압은 20kV까지 올라간다. FDU의 오작동에는 jitter도 포함되므로 FDU의 가동

에는 과도 인 다 의 FDU 오작동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FDU의 

jitter에 의한 과도 지 압은 1ms의 RC series snubber 지로 부분 억제

할 수 있다.

3.3.4.7  CC 코일 회로의 지

  CC 코일의 지계는 그림3.3.30과 같이 구성되며 지 항 Rg과 단자 항 

Rtn은 각각 1 kΩ이다. 압원으로는 컨버터 압 뿐이어서 비교  간단한 구

조이다. CC 코일은 향하는 2개의 루 코일이 하나의 자석이고 이를 하나

의 컨버터 원이 담당한다. 따라서 각 CC 코일은 간 탭을 낼 수 있는 설계

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럴 경우에 성  형성용 단자 항을 생략할 수 있다. 

구조 으로 간 탭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코일 회로와 같이 단자

항- 지 항 방식의 지계통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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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 Grounding of TF coils circuit; (GFD: Ground fault 

detector, Rg: ground resistor, Rtn: Terminal to neutral resister, 

RC=1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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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 Grounding of CC coils circuit; 

(GFD: Ground fault detector, Rg: ground 

resistor, Rtn: Terminal to neutral resister, 

RC=1ms)

  3 . 4   한 국- 국 분 담 내 용  분 석   응  책  수 립

    3.4.1 한국- 국 양자 간 ITER 원장치 조달회의 황

 

  그림 3.4.1에서와 같은 여러 종류의 ITER 자석 코일용 원공 장치는 조

달원칙 에서 Functional Specification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지에서 시험

용 더미부하에 연결하여 시험완료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도 코일에 연결

하여 시운 하는 것은 IO의 책임으로 되어있음). 조달 비율은 그림 3.4.2와 같

은 무효 력보상설비  고조  필터(RPC&HF) 설비를 포함하여 국측이 

62%,  한국측이 38%로 정해져 있으며 이 배분비율을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한.  양자  IO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배분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하여 

재 한국- 국 양자 간 조달 의는 4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과 IO 

 국의 입장이 각각 달라서 합의 을 찾기 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림 3.4.3은 개략 인 ITER site의 배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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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Simplified schemes of the AC/DC power supplies.

Fig. 3.4.2 Simplified circuit of the reactive power compensator and harmonic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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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AC distribution configuration for the coil power supplies and 

heating Power supplies of the ITER power system.

  3.4.2 조달 배분 방식

  조달 배분방식은 코일부하, 컨버터 형식, 건물별로 다르게 용할 수 있으며, 

기 우리 한국측(KO)은 조달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한 표 3.4.1과 같은 부하

(코일)별 배분안을 제안하 으나 IO의 입장은 end user로서 유지보수에 유리하

도록 표 3.4.2와 같이 컨버터별로 배분하자고 하 다. 표에서  unit cost 'IUA'

는 2005년 기 으로 1400유로/IUA 이다. 국측(CN)은 무효 력보상설비  

고조  필터(RPC&HF) 설비의 자국기술이 없기 때문에 조달애로가 많기는 한

국과 동일한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무효 력보상설비  고조  필터(RPC&HF)

를 선택하는 쪽이 선택에 우선권을 가지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의 원장치 조달 분담 회의는 2008년 4월에 국 허페이에서 있었으며 

여기에서 우리 한국측은 기에 주장한 코일별 배분안을 일부 수정하여, 건물

별로 구분할 수 있는 표 3.4.3과 같은 배분방식을 제의하 다. 즉 그림 3.4.4에

서와 같은 체 2개동의 원 건물   32동 건물내 모든 원장치는 한국이 

담당하고 33동 건물 내의 모든 원장치는 국이 담당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이 방식은 배분 비율의 유지가 가능하면서 상호간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

히 구분할 수 있고 납품, 설치, 시운 , 유지보수 등을 한 공간 활용의 유연

성이 좋은 장 이 있다. 표 3.4.4는 배분 방식들의 장단 을 비교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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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4.1 Package sharing based on the load coils

Item Unit Cost 
(IUA)

Quan
-tity

KO CN

AC/DC 
Converter

VS 4,057 2 4,057 4,057

BC 3,499 4 13,996

MC 3,041 12 21,287 15,205

TC 2,754 1 2,754

CC 677 6 2,031 2,031

CCS 677 3 2,031

RPC&HF 12,967 3 12,967

Dummy Load 909.5 2 909.5 909.5

Total 82,235 33 31,038.5 
(37.7%)

51,196.5
(62.3%)

          Table 3.4.2 Package sharing based on the converters

Item Unit Cost 
(IUA)

Quan
-tity

KO CN

AC/DC 
Converter

VS 4,057 2 8,114

BC 3,499 4 13,996

MC 3,041 12 36,492

TC 2,754 1 2,754

CC 677 6 4,062

CCS 677 3 2,031

RPC&HF 12,967 3 12,967

Dummy Load 909.5 2 909.5 909.5

Total 82,235 33 31,866.5 
(38.8%)

50,368.5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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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4.3 Package sharing based on the buildings

Item Unit Cost 
(IUA)

Quan
-tity

KO CN

AC/DC 
Converter

VS 4,057 2 8,114

BC 3,499 4 13,996

MC 3,041 12 21,287 15,205

TC 2,754 1 2,754

CC 677 6 4,062

CCS 677 3 2,031

RPC&HF 12,967 3 12,967

Dummy Load 909.5 2 909.5 909.5

Total 82,235 33 31,043.5 
(37.7%)

51,191.5 
(62.3%)

Fig. 3.4.4 Overview of the ITER site including AC/DC Converter Buildings 

No. #32 an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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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4.4 Comparison table of the sharing options(G; Good, M; Medium,  

  G+M
*; MC converters only by CN-DA(G) and all other various           

  converters by KO-DA(M)

Option 1 Option 2 Option 3

Basic Sharing Idea Coil
Base

Converter
Base

Building
Base

Product Standardization M G M

Fabrication Work Load G G+M* G

Space Interference M M G

Load (Coil) Interference G M G

Controller (CODAC) Interference G M G

Operational Responsibility G M G

      3.4.3 조달배분을 한 향후 검토사항

  향후 조달 배분 약을 해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요한 요소들로서는 

첫째, 조달 스  즉, 조달 시 을 들 수 있다. 조달 시 을 신 히 검토하여 

국측  IO측과 공식 인 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둘째, 컨버터의 상세하고 구체 인 최종 스펙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컨버터 설계 제어 시스템은 ITER 주 제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구체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컨버터 설치 건물의 공간 배치  배 설비, 냉각 

설비 등 필요한 주변 시설물에 해서도 구체 인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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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기존에 수행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최근 ITER IO에서 수정  보완된 설

계내용을 바탕으로 ITER 도 코일용 원 장치의 상세 모델을 설계  

해석을 완료하 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의 토카막 자료 등을 심으로 

도 토카막의 운  에 원과 련된 사고의 발생가능성들을 분석하여 여

러 유형의 사고 발생시 원 장치의 거동을 악하고 이에 한 원장치 

개별 부품들의  정  정격을 계산하 으며 사고시의 보호 략을 수립하

다. 

  원의 지시스템은 원장치의 제어  안정 인 운 성능과 하게 

계되기 때문에 IO의 다른 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련 자료들을 수집하

고 철 한 기술 분석을 통하여 원시스템의 설계에 반 할 수 있도록 분

석을 완료하 다.

  재 비공식 으로 의된 아국과 국의 할당방식에 해 장단  등을 

악하고, 향후 공식 인 결정을 한 의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원 장치의 비용에 큰 향을  수 있는 반도체 

스 치 부품 최  수량 계산, DC 리액터의 최  용량 계산 등의 분석을 완

료하 으며 향후 국과의 상을 하는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

다. 

  한 기존에 ITER 원장치 에서 수행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최근 수정 

 보완된 설계내용을 심으로 신규 사항들을 추가하여 원장치의 한

 기술사양서를 작성 완료하 다.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류 원장치는 산업용으로 수 MW  이상의 용량 DC 모터 제

어와 고정 도의 직류 류가 요구되는 제철 랜트의 도  장치, 라

즈마 아크로, 일반 기로 등 산업 반에 용되고 있다. 

  도 코일 원장치의 개발을 통해 획득한 류 력회로 설계  

제작기술, 력 사이리스터 스 치의 제어 해석, 단락 사고 유형에 따

른 원장치의 상태 해석  보호 략 등은 상기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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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R 지계 설계 기술은 원장치 설계분야 뿐만 아니라 상용 력 

설비 시설 분야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며 단락 사고시의 반도

체 소자 발열 해석은 안정 인 력 원 장치를 설계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국내외 업체에서 최종 공학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시방서를 

작성하여 ITER 장치의 건설에 필요한 아국의 ITER 도 코일용 

력 원장치를 제작하여 차질 없이 납품하는데 본 연구 결과는 많은 기

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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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학  지침

  1.1 시스템 설명

  펄스 원은 원하는 류/온도/형상의 라즈마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최 제

어  가열에 의해 유지시키고, 마지막으로 안 하게 소멸시키는 데 사용하는 

력을 공 하는 원 시스템을 포함하며, 펄스 력 배  시스템(PPDS), 코일 원

(CPS), 가열  류구동 원(H&CD PS)의 3가지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이 세 

가지 시스템과 주요 구성부품들에 한 설계지침은 아래와 같다. 더 상세한 설계

정보(기술사양표와 회로도 등)는 부록에 수록하 다. 

    1.1.1 펄스 력 배 시스템

      1.1.1.1 설계개념

  ITER 장치 체의 설계사양을 정리한 “Plant Design Specification"의  

section 1.4에 따르면 ITER의 펄스 력 배 시스템(PPDS)은 도 코일과 가

열  류구동 원에 공 하기 해 필요한 규모 펄스 력을 충분히 공 할 

수 있는 형 고 압 송 망에 연결되게 되어있다. 즉 연결될 고 압 송 망은 

규모의 유효/무효 력을 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력변동이 요구되

거나 스텝형식으로 력이 자주 변화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

다.

  고 압 송 망의 공칭 압은 일반 인 운 조건에서의 압변화 폭 ±4 %를 갖

는 400 kV로 가정한다(최  변화는 +5%, -10%). 송 망으로부터 받는 AC 력

은 66 kV (intermediate voltage level)와 22 kV (Medium voltage level) 두 종류

의 압으로 낮추어져서 최종 부하시스템으로 공 된다. 력배 시스템의 기본특

성은 다음과 같다.

Intermediate voltage level:

- 공칭 압        66 kV;

- IEC-38에 근거한 시스템 가능 최 압 72.5 kV;

- ITER-FEAT 펄스 의 출력 압 범 66 kV +4%; -10%

Medium voltage level:

- 공칭 압        22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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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38에 근거한 시스템 가능 최 압 24 kV;

- ITER-FEAT 펄스 의 출력 압 범 22 kV +4%; -16%

  부분의 부하들은 66 kV 부스바로부터 바로 공 받고, 비교  단 당 소모 

력이 은 부하 (보통 20MVA 이하)들은 22kV 부스바에 연결되어 력을 공 받

는다.

  고 압 라인들에 ITER 장치의 여러 시스템을 연결하는 원칙과 연결하는 데 필

요한 송선들의 규격 등을 정하는 기 들은 장치가 설치될 사이트의 특성과 규

제 등의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에, JCT (Joint Central Team)에 의해 지정되지 않

고, 추후에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이트의 특성과 련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r e f e r e n c e  d e s i g n  (ITER가 서 시스템들의 기 이 되는 표 을 만

들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동 작 기 술  사 양 들을 자세히 규정하기 해 만든 설계

로 이것을 참조하여 조달담당자는 상세설계  공학설계를 수행하고 본 제품을 

만들게 되어 있음)에서는 ITER 장치와 련된 시스템은 고 압 송 망에 2  회

로망으로 연결되어 신뢰도가 매우 높은 력을 공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수행되고 있다. 여기서 2  회로망이라 함은 1개의 력공 라인이 고장일 때 즉

시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력공 라인이 있다는 의미이다. 

      1.1.1.2 고 압 변 소  교류 력 배분

  고 압 변 소  교류 력배분 시스템은 고 압 송 망(400kV)으로부터 66kV, 

22 kV 고 압으로 변환시키고, 변환된 력을 코일 원(CPS)과 가열  류구

동 원(H&CDPS)들로 배 하는 역할을 한다. 

        1.1.1.2.1 펄스부하

  펄스 력 배 시스템의 요한 부하들은 다음과 같다. 

- PF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력

- 라즈마 류를 만들고 수직 안정성을 포함하는 라즈마 치와 형상

을 제어하기 한 력 

- 라즈마 가열  류구동에 필요한 력.

  그 외에 상도체인 부스 바에서의 항손실과 보정코일(CC)에 공 하는 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부하들에서 소요되는 력의 최  값과 총 부하 량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해서 T a b l e  1 . 1 . 1 - 1 에 정리되어 있다:



121

i. 라즈마 류 상승단계;

ii. 장치 기운 기간 에 설계된 기본 인 가열  류구동이 수행되는 동안

의 라즈마 유지단계;

iii. 장치성능을 개선한 후 추가된 가열  류구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라즈마 

유지단계.

DRG1의 1.2 에 주어진 폴로이달 자장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력에 

해서는  B. Bareyt가 만든 [N 41 RI 30, 31, 32 and 33 (00-11-01), “ 

Current, Volatage and Power Plots for Plasma Operating Scenarios"의  

scenarios #1, 2, 3 and 5] 라는 보고서에 잘 평가되어 있다. Fig. 1.1.1-1은 

라즈마 류상승 단계에 70 MW의 가열에 지를 투입하면서 유도형으로 15 MA

의 라즈마 류를 만들어내는 시나리오에 필요한 형 인 유효(P) 력과 무효

(Q) 력의 펄스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선은 PDS I.1.5 에 규정된 송

망에서의 무효 력 최  허용 값을 나타내는 데 400 Mvar로 결정될 정이다. 

Fig. 1.1.1-1에 그려진 형은 시간 으로 연속 인 계산결과가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수식 으로 평가된 들의 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분불연속 들이 존

재하고, 이러한 들에서 유효 력 형에 격한 스텝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 이는 실제상황과는 다르다. [Plasma Performance Assessment (PPA), 

Appendix D, "Magnetic Configulation and Poloidal Field Scenarios"]에  

MAXFEA와 DINA코드로 계산된 비슷한 결과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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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g .  1 . 1 . 1 - 1 에는 매우 빠른 라즈마 제어에 필요한 력(10  이내에 ± 

100MW 이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펄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그림에 빠른 제

어에 필요한 력 형을 더해주면 빠른 변화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필요 력의 

형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빠른 제어에 필요한 유효 력의 변화는 매우 크기 때문

에 이 경우에 추가될  유효 력의 체 변화율은 력 부하를 평가하는 데 추가

로 고려해야 한다. 재까지의 추정으로는 라즈마의 빠른 제어를 포함한 유효

력의 실제 변화폭의 크기는 PDS에서 주어진 한계치 60 MW를 넘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이 문제에 해서는 더 심층 인 추가평가가 필요하며, 향후 고 압 

송 망 설비를 장에 설치하기 한 장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에 

한 평가는 설계검토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반면 라즈마의 빠른 

제어 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무효 력의 변화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1.2.2 단선도 (One-line Diagram)

  ( D r a w i n g  4 1 . 0 0 3 4 . 0 0 0 1  2 D ) 과 ( D r a w i n g  4 1 . 0 0 3 4 . 0 0 0 1  2 D )  은 고 압 교류

력 배분시스템의 400kV/66kV 배 라인과 66kV/22kV 배 라인의 단선도를 보

여 다. 회로도에서 circuit breaker와 부스 바를 포함하는 입력 측 고 압 송 라

인은 고 압 송 망 설비를 담당하는 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 외의 400kV 

회로 circuit breaker(HVSB1 - HVSB3)와 circuit disconnectors(DVDS1 - 

DVDS3)는 펄스 력 배  시스템(PPDS)의 업무에 속한다. 

 세 개의 주(main) 강압 변압기(T1 - T3)는 각각 300MVA(연속운 )의 력용량

을 갖고 400kV를 66kV로 변환한다. 각각의 변압기는 각각의 circuit breaker에 의

해 운 /보호된다. 강압 변압기들은 고 압 송 망 라인의 압변동을 보상해주기 

해 자동 으로 탭 치를 변화시키면서 압을 보정해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탭 치의 자동조정은 하루에 서  번 정도 수행될 것이고, 일 

년 기 으로 출력 압의 -10%에서 +5% 의 압변화를 보상해  수 있도록 한다. 

변압기 2차 권선측(66kV)의 성 (Y권선)은 2 kΩ 항을 통해 지 에 연결

하고, 고 압 인가를 방지하기 해 서지흡수기(surge arrester)를 지 항에 병

렬로 연결한다. 

  한 변압기들은 제 3차 측의 권선(33 kV, 100 MVA)을 갖게 만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 즉, 3차 고조 류를 이 권선을 통해 순환하게하고, 한 유

효 력분계(APS; active power shedding) 시스템(1.1.1.4 에서 설명)에 필요한 

간 압을 공 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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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34.0001 2D) One-line Diagram of the High Voltage Station 

and AC Power Distribution System for 400kV/66kV

(Drawing 41.0035.0001 2D) One-line Diagram of the High Voltage 

Station and AC Power Distribution System for 66kV/22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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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kV 고 압의 배 은 각각 한 개의 강압 변압기의 2차 측과 연결되는 세 개

의 부스바 (IVCB1, IVCB2, IVCB3)로부터 시작한다. 버스라인 disconnector (bus 

coupler dis-connectors; IBDS1, IBDS2, IBDS3)는 강압 변압기  어느 하나가 

이상이 생겼을 때 히 연결하여 임시로 시스템에 력을 공 하는 데 사용된

다. 버스라인 disconnector는 반드시 부스 바에 부하가 연결되어있지 않고, 강압변

압기가 충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동작시켜야만 할 것이다. 모든 부하들은 

가능한 한 비슷한 비율로 하게 나 어져서 세 개의 부스 바에 연결되도록 한

다. 무효 력 보상과 공진필터 시스템(RPC&HF)(1.1.1.3 에서 설명)은 각각 세 개

의 부스 바에 연결되어 동작한다. 고 압 400kV/66 kV 변압기와 동일한 벨에

서 연속(steady-state) 력 공 시스템에 따로 연결된 매칭 변압기(TX5)에 의한 

력공 시스템은 ITER 장치의 건설 는 정비기간 에 400 kV 펄스 력의 입

력 측 는 220kV 연속(steady-state) 력의 입력 측  어느 하나의 공 이 불

가능할 때 연결하여 원 등의 동작시험들을 부분 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고 압 22 kV 력공  시스템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압을 사용하

는 부하들은 50 MVA 력용량을 갖는 세 개의 66kV/22kV 강압 변압기들의 출

력 측과 각각 연결된 부스 바에 가능한 한 균등하게 나뉘어져서 연결된다. 

      1.1.1.3 무효 력 보상  고조  필터링 (RPC&HF)

  무효 력을 DRG2 15.2.1.1 에서 명시한 로 400 Mvar 이하로 이기 해서

는 RPC&HF 시스템을 용하여 440 Mvar 이상 보상해주어야 한다. 66 kV 부스 

바에서의 압강하율을 10%로 용하면 RPC&HF 시스템이 보상해주어야 할 무

효 력의 값은 540 Mvar 이상이어야 한다. ITER가 라즈마 가열  류구동 

력으로 110 MW 를 사용하게 될 후반기 운  캠페인 기간으로 들어가면 보상

해주어야 할 무효 력의 양은 640 Mvar로 더욱 더 늘어나게 된다. 

  RPC&HF 시스템은 3 개의 부스 바에 각각 연결되는 세 개의 독립된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세 유닛의 규격은 동일하다. 한 개의 RPC&HF 유닛의 단선도

는 ( d r a w i n g  4 1 . 0 0 3 3 . 0 0 0 1 . 2 D )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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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33.0001.2D) 무효 력보상  고조  필터링 유니트 단선도

  무효 력 보상용량 180 Mvar를 갖는 각 유닛은 여섯 개의 LC 필터와 3상의 

TCR (thyristor controlled reactor)로 되어있다. TCR은 66 kV 부스 바와 직  연

결되는 데, 재의 TCR 기술개발 속도 등을 감안하면 ITER 제작 시기에 맞추어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TCR은 고 압 송 망에서 흡수하는 

무효 력의 양에 따라 귀환제어 된다. 

  주(main) LC 필터들은 교류주 수 50 Hz의 5차, 7차, 11차, 13차, 22차 고조

들을 통과시키도록 상수조정이 되어있다.  상 으로 크기가 작은 3차 고조

의 역 필터도 강압 변압기의 단락회로 임피던스와 RPC&HF 유닛 커패시터들

과의 병렬공진에 의해 만들어지는 고조 효과를 보상해 주기 해 포함되어 있다. 

필터회로의 주요 상수들은 T a b l e  1 . 1 . 1 - 2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커패시터의 압정격 90 kV에서 110kV의 값은 정류 변압기들의 입력 측에 있

는 circuit breaker의 스 치 동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압 서지를 고려하여 선

정한 것이다.   

무효 력보상 시스템 평가문제 (Assessment)

  재까지 RPC&HF 시스템의 설계는 체 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정도의 수

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제작에 들어가기 에 다음과 같은 목

표를 가진 추가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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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R 장치가 건설될 지조건에 합한 고 압 송 망 특성들을 고려한 설계;

▪ ITER 업그 이드 운 에서 추가될 가열  류구동 력을 고려하여 

RFP&HF 시스템의 업그 이드에 한 이슈들도 추가로 빨리 착수해야 함. 만

약 해결방법 등에 한 조치가 계속 미루어진다면 향후 RPC&HF 시스템의 업

그 이드에 매우 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음.  

  한 재까지 만들어진 설계에 용된 귀환제어 알고리즘에 해서도 TCR 사

이리스터에서의 력손실 향을 고려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면 하게 검토해야 

한다. 

      1.1.1.4 유효 력분계 (APS; active power shedding) 시스템

  APS 시스템의 역할은 라즈마 붕괴 때 (-) 방향으로 크게 만들어지는 유효

력의 격한 변화를 여주는 것이다. 라즈마 붕괴가 일어날 때 유효 력이 

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유효 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던 H&CD 시스템들도 토카막

의 보호를 해 라즈마 붕괴 때 즉시 차단되기 때문이다. 

  APS 시스템은 주 강압 변압기의 3차권선(33kV) 을 이용하여 세 개의 동일한 

유닛으로 구성된다. APS의 유닛의 회로도는 ( d r a w i n g  4 1 . 0 0 2 2 . 0 0 0 1 . 2 D )  와 같

다. 



128

(drawing 41.0022.0001.2D) Active Power Shedding System

  각각의 유닛은 세 개의 VCB(vacuum circuit breaker)에 의해 변압기에 연결된 

3상 항뱅크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개의 유닛들이 VCB에 의해 동시에 원 시

스템에 연결되면 350 MVA 이상의 유효 력을 소진하기 때문에 (-) 스 이크에 

의해 고 압 송 망에 달되는 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즈마 류붕괴와 

동시에 부하로 투입된 항들은 고 압 송 망 요구사항 (DRG2, 15.2.1.1  참조)

인 허용 유효 력 변화율 약 40 MW per step 값 이하를 유지시켜주면서 3  이

내에 다시 원으로부터 분리된다. 이처럼 이 유닛은 매우 짧은 시간동안만 동작

하기 때문에 각각의 항뱅크에서 소진하는 에 지는 240 MJ 이하이다. 

  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라즈마 류붕괴의 경우 APS 시스템

이 동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약 30 ms 정도는 유효 력의 격한 감소가 그

로 고 압 송 망 입력 측에 달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짧은 시간동

안의 변화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 든 이러한 문제는 고 압 

송 망 사용자들과 반드시 의해야할 문제이다.  

      1.1.1.5 안 설계 정의 (Safety Design Justification)

["Plant Safty Requirement", Annex to DRG1, section 3.2.4] 에 명시된 바

와 같이 도자석 부스 바에서 아크가 검출되는 즉시 TF, CS, PF 코일들의 

원들을 안 하게 차단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해 고 압 변

소를 설계할 때 다음의 기술  해결책과 특별한 설계가 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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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강압 변압기의 1차 측 circuit breaker 3개 (HVDS1, HVDS2, HVDS3)와 2

차측 circuit breaker 3개 (IVCB1, IVCB2, IVCB3)는 SIC (safety importance 

class: 안 에 매우 요한 분류에 속하는) 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 코일 류 공 라인에서 아크가 검출되면 코일공 라인들에 있는 6개의 

CB(circuit breaker)를 모두 동시에 차단하여, 66 kV 라인에 연결된 CPS(coil 

power supplies)를 포함한 모든 부하들을 원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주 강

압 변압기의 입력과 출력 측에 있는 CB  어느 하나가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에 의해 66kV 부스 바 라인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다 (redundancy)개

념의 안 련 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 CB의 구동과 련된 모든 회로들의 원은 DC 배터리에 의해 공 되는 class 

1 무정  시스템에 의해 공 되어야 한다. 

▪ 모든 I&C 부품과 회로들은 2  는 3  등 상황에 따라 한 다 개념을 

용하여 설계되고, 무정  원에 의해 동작되어야 한다. 

      1.1.2 코일 원 (Coil Power Supplies)

  CPS(코일 원)에는 TF, PF 코일들과 CS 모듈들에 제어된 류를 공 해주기 

한 다음과 같은 직류 원들이 포함된다;

▪ 18개의 코일로 구성된 TF 코일 시스템을 한 TF 원 1 개

▪ CS 모듈들을 한 5개의 원: CS2와 CS3의 상하 코일들을 각각 독립 으로 

운 하기 한 원 4개와 CS1의 상하코일을 직렬로 연결하여 같이 운 하기 

한 원 1개. 

▪ PF1과 PF6 코일들을 독립 으로 운 하기 한 원 2개.

▪ 라즈마 수직안정성을 제어하기 한 바깥쪽 코일 PF2, PF3, PF4, PF5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운 하기 한 원 1개.

추가로, 동일한 스펙으로 구성된 9개의 보정코일 (correction coils:CC)들을 운 하

기 한 9개의 비교  용량이 작은 CC 원들이 있다.

  각각의 원들은 DRG1에 명시된, 도 코일이 요구하는 류를 공 하고, 

도 코일을 보호하고, 한 한 지를 갖추는 기능 등의 모든 주요 기능들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2.1  개념(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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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1.1 원

▪ 원은 사이리스터방식의 ac/dc 컨버터 방식으로 구성하고 TF 코일들과 CS, 

PF, CC 코일에 필요한 류를 공 한다. 원에 필요한 력은 PPDS의 고 압 

송 망 라인에서 공 하고, 한 원은 필요한 경우 코일에 장된 에 지를 

송 망으로 되돌려  수 있어야 한다. 

▪ 기 라즈마 화를 해 필요한 루 압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낸다;

  - 류 스 치를 사용하여 CS 모듈과 PF1, PF6 코일에 직렬로 항을 연결하

여 2 GW 정도의 큰 에 지를 코일에서 순간 으로 뽑아내게 하면 류변화

율이 커지기 때문에 토카막 용기 내에 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루 압을 만

들어낼 수 있다. 이 게 기 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루 압을 만들기 

한 회로를 스 칭 네트워크(switching networks)라고 하며 circuit breaker, 스

치, 항으로 구성된다.

  - PF2, PF3, PF4, PF5 코일 원에는 비교  큰 압을 추가할 수 있는 부스터 

ac/dc 컨버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100MW 이하의 력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1.1.2.1.2 보호기능

▪ 도 코일의 퀜치 는 코일 손상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코일에 

장된 에 지를 극 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항(정상 시에는 

circuit breaker를 통해 류가 흐르고, 사고 시에 circuit breaker를 open 시키면 

코일의 류가 항으로 흐르는 구조)이 코일과 직렬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오동작, 특히 코일과 련된 설비의 오동작 발생에 비해서 두 개 는 그 이

상의 방어선(lines of defence)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circuit breaker 시스템이 코일에 지 고속방 회로

(fast discharge circuit)에 용됨

  - 감시해야 할 라메타에 해서는 두 개 이상의 스 솔드(threshold) 값들이 

정의되어야 한다. 처음 스 솔드 값을 넘으면 즉시 필요한 정상 인 보호동

작을 수행하여 두 번째 스 솔드 값에 도달하지 않게 하기 한 노력과 함께 

계속 라즈마 발생 등을 한 원래 업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소 트 정지동작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두 

번째 스 솔드 값을 넘으면 즉시 필요한 보호동작과 함께 하드 정지동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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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라즈마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 직  측정이 불가능한 TF 코일에 작용하는 힘, PF 코일에 작용하는 힘과 자

장 값, ac 로스 등의 요한 코일 라메타들에 해서는 실시간 시뮬 이션에 

의해 계산된 값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할 정이다. 이러한 라메타의 값은 PF 

코일 류의 비정상 인 조합 는 아주 특별하게 반복되는 라즈마의 진동 

등에 의해 설계 값을 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운 하는 동안 측정된 코일 류 

 압, 입출력 헬륨 온도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값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감시하여야 한다.

        1.1.2.1.3  지

  모든 코일과 원은 높은 임피던스의 항에 의해 소 트 지를 한다. 기  

지 항의 항 값은 1 kΩ이다. 지 항을 통해 흐르는 류를 측정하여 지불

량이 되는 사고를 감시한다.

      1.1.2.2 TF 코일용 원시스템 

  TF 코일은 9 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18개의 코일들은 모두 직렬로 연결되는 

데, 각 그룹에서의 연결은 크라이오 스탵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코일 에

지 방 회로를 구성하기 해 스 치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도 외부에서

는 9개 의 류공 단자들만 근이 가능하다. TF 코일 원 시스템의 회로도는 

( d r a w i n g  4 1 . 0 0 2 3 . 0 0 0 1 . 2 D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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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23.0001.2D) TF Coil Power Supply System

        1.1.2.2.1 원

  모든 TF 코일들은 2상한 운 이 가능한 12펄스 사이리스터 컨버터(TF-CU) 한 

에 의해 류가 공 되는 데, 컨버터의 정격은 68 kA, 900 V(무부하 압) 이

다. TF 사이리스터 컨버터는 인터페이스 리액터를 통하여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6펄스 컨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컨버터의 입력은 12 펄스 운 을 해 30도 상

차를 갖도록 한 2차 측 코일 두 개를 갖는 정류변압기(65 MVA)로부터 공 된다. 

TF 코일들에 에 지가 충 되어 코일 류 값이 운 정격에 도달하면 정류변압

기의 1차 측은 스 치 환에 의해 66 kV에서 22 kV로 환된다. 이 게 함으로

써 TF 코일이 정 류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간(수주 는 수개월) 동안 컨버터

의 출력 압을 낮추어 무효 력을 일 수 있다. 이 때 ac 력을 환하는 동안

은 사이리스터 정류기는 내부순환모드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코일의 에 지를 정상 으로 방 하려면 TF 컨버터 입력 측은 66 kV로 다시 

복구해주어야 한다. 정상 인 방 모드에는 “normal”(계획된 방 으로 DRG1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과 “slow”(보호를 한 방 으로 약 

30분이 소요) 두 가지가 있는 데, 정상 인 방 모드에서 사이리스터 컨버터는 최

 마이 스 압에 도달할 때까지 인버터 모드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TF 코

일의 "slow" 방 모드의 방 속도는 토로이달 자장 값의 감소 에도 라즈마 

류가 붕괴하는 일 없이 정상 으로 꺼질 수 있는 범 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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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리스터 컨버터가 고장일 때 바이패스 스 치 TF-BS에 의해 TF 코일 류

패스를 만들어 주게 함으로써 코일 류의 불필요한 방 을 방지해 다. 이 때 부

스 바 항에 의한 방  시간상수는 10시간이다. 고장이 수리되면 스 치를 원

치 시키면 되는 데, 스 치 이 떨어지기 에 미리 컨버터로 류의 흐름을 유

도해야 한다. 

        1.1.2.2.2  코일보호

  코일 에 지의 fast discharge(FD)는 circuit breaker와 방 항으로 구성된 9

개의 FDU(fast discharge unit)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FDU는 코일 터미 과 지

 사이의 압을 제한하기 해 직렬로 연결된 9개의 TF 코일 그룹 사이마다 

치한다. 각 FDU마다 두 개의 circuit breaker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데, 첫 

번째 circuit breaker는 류순환 유닛(current commutation unit: CCU)이라 하는 

데 퀜치가 발생한 경우 열리면서 코일 류를 항으로 유도하고, 두 번째 circuit 

breaker는 폭발성 circuit breaker (pyrobreaker: PF)라고 하는 데 CCU가 고장 날 

경우를 비한 백업용 circuit breaker이다.  

  CCU는 병렬로 연결된 바이패스 스 치(BPS)와 vacuum circuit breaker(VCB)

로 구성된다. 정상 인 경우 BPS가 류의 흐름을 담당하는 데, FD를 수행하라

는 신호를 받아 BPS를 열면서 류흐름을 BPS에서 VCB로 옮길 수 있다. VCB

로 류가 옮겨지면  counter-pulse 커패시터에 직렬로 연결된 사이리스터를 동작

시켜 짧은 시간동안 counter-pulse 커패시터에 의해 류가 거의 0이 되는 순간 

VCB 스 치를 열면 큰 압을 만들어내지 않고 류의 흐름을 방 항 DR로 

유도하게 된다. CCU와 PB에 병렬로 스 버 회로(snubber circuit: SC)를 연결하

여 FD 기에 압의 격한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고 압 스 이크로부터 코일

을 보호해 다.  

DRG1 요구사항에 맞춘 TF 코일 에 지 방 시스템의 설계 데이터를 T a b l e  

1 . 1 . 2 - 1 에 정리하 다. 

Table 1.1.2-1에서 보면 방 항에서 소진되는 에 지는 TF 코일에 장되었던 

에 지보다 은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자속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의 향으

로 에 지의 일부가 토카막 진공용기, TF 코일 고정 구조물과 여러 가지 코일주

변에 존재하는 다른 도체 구조물에서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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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dt 값이 11초의 시간상수를 갖고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전류 값을 적용한 경우와 동일하다는 의미. 

    **counter-pulse 커패시터의 방전에 의한 서지(수 ms)의 전압크기는 8kV까지도 도달할 가능성도 있음.

    ***circuit breaker들을 동시에 동작시키지 않을 경우 5kV/5ms 까지의 전압서지도 가능함.

  방 항은 높은 열 항상수(thermal coefficient of resistance)를 갖는 속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항을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방 시간동안 최 압과 

FD의 기 유도 압을 획기 으로 낮출 수 있다(상세한 내용은 1.2.2  참조).  

다른 이 은 일반 항을 쓰는 것보다 유도 류가 어서 진공용기에 작용하는 힘

도 일 수 있다.

  TF의 FD 시스템이 안 에 매우 요한 시스템(safety importance system:SIC)

으로 분류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FDC의 설계에서 코일 보호에 한 신뢰도

를 높이기 해 특별하게 고려된 설비들이 비되어야 한다. FD 시스템에 련된 

어떤 내외부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안 한 작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을 고려한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FDU와 련된 스 치들은 스 버 회로, VCB, 련된 인덕터와 함께 토카막 

빌딩 내의 코일 터미 박스 (coil terminal boxes: CTB)에 가능한 가까운 장소

에 치할 수 있게 한다.

▪ FD의 시작과 함께 protective make switch (PMS)를 즉시 작동시킨다. PMS의 

작동에 의해 FD 유닛이 회로 으로 원회로와 분리되어 독립된다. FDU의 구

성과 비슷하게 TF-PMS 시스템은 스 치 고장에 비하여 explosively 

actuated protective make switch (EPMS)가 추가되어 구성된다.

▪ 크라이오스탵에서 아크가 검출되면 매우 심각한 사고이고, 즉시 FD 동작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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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상동작때에 백업으로 사용하기 해 비된 

9 개의 pyro-breaker를 CCU ( 류순환 유닛)와 동시에 모두 작동시키고, 한 

FDU 회로를 독립시키기 해 PB를 동작시킬 때 EPMS도 역시 같이 동작시킨

다.

▪ 보조설비들에 의한 냉각수, 액체헬륨 등의 공 에 문제가 발생하 을 때도 

한 차에 의해  FD를 수행해주어야 하는 데,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자동동

작 차를 설계에 용한다:

  - 방 시스템은 요청되는 순간 외부 에 지의 공  없이 동작되도록 하는 데, 

동작하는 데 외부 에 지가 필요한 경우 커패시터를 충 해서 사용하도록 한

다. 

  - CCU 운 에 사용되는 커패시터 뱅크는 무정 원(class II)으로 충 한다.

  - 압축공기에 의해 동작하는 스 치의 경우 개별 으로 압축공기 장용기를 

갖춘다.

  - PB, 가포화 인턱터(saturable inductor), 부스 바 등과 같이 물로 냉각해야 하

는 부품들의 경우, 코일 방 을 해 따로 추가 냉각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항

상 최 성능으로 운 하고 있어야 한다. 한 FD 회로 냉각의 신뢰도를 높이

기 해 FD 부품들의 냉각회로에는 비펌 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 방 회로를 한 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는 신뢰도를 높이기 해 

필요한 다  리던던시 개념을 용하고, ac 무정 원을 사용한다.

▪ FDU에 사용되는 부스 바, 부품들의 연결에 쓰이는 선 등의 모든 수동부품

(passive components)은 고 압 연 특성 등에 큰 안 계수를 용하여 신뢰

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 17.5 kV ac 압 (38 kV r.m.s. 시험 압) 연정격을 

CPS 부품 설계에 반 으로 용하기로 하 다 (DRG2, 15.2.1.2  참조).  

▪ 가능한 회로단락사고를 막기 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TF 스 치와 CTB를 연결하는 수냉식 부스바는 외부손상으로 인한 연 괴

와 주변의 다른 시스템과의 방 을 막기 해 속함 안에 설치한다. 

  - 외부건물에서 들어오는 수냉식 부스바와 건물 내부의 공랭식의 부스 바를 연

결하는 double 부스 바 사이에는 속 분리기를 사용하여 두 도체사이를 분리

한다. 

  - 외장함과 속분리기는 single insulation breakdown 발생을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단락사고의 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해 지시킨다. 

    재의 자석 설계에서는 각각의 CTB가 두 개 코일의 단자를 담당하고 한 

개의 FDU와 연결되기 때문에 각각의 터미 은 서로 다른 TF 코일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CTB와 스 치를 연결하는 두 개 부스 바사이의 단락은 코일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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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과는 상 이 없다. 신 부스 바사이의 단락은 9 개  한 개 FDU가 open 

되지 않는 고장을 래한다.

더 상세한 FDU 부품들의 설계는 1.2.2 에서 기술된다.

  과 류 보호기능은 두 개의 dc 류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코일 류 값에 근거

하여 만들어진다. 측정된 류 값은 두 개의 스 솔드 값(정상 류의 1% 과와 

5% 과)에 의해 보호기능을 동작시킨다. 두 개의 류센서  어느 하나가 최  

운 조건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즉시 백업으로 비된 과 류감시 시스템

이 동작한다. 이 백업 시스템은 코일 압을 측정/ 분 하여 더 정확한 리던던시 

감시시스템을 구성한다. 

  만약 류 값이 첫 번째 스 솔드 값에 도달하면 코일의 slow discharge 동작

이 SCR 컨버터에 의해 시작된다. 만약 이 보호기능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스 솔드 값에 도달하면 에서 기술한 내용의 FD 동작이 시작된다. 추가 

가정으로 I&C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컨버터 ac 측에 있는 보호릴 이

가 과 류를 검출하여 circuit breaker를 열어 에 지 유입을 차단하고, 코일 에

지 방 을 한 FD를 수행한다.

        1.1.2.2.3  지

  TF 시스템 지는 9개 코일 그룹에 동일한 항 18개 (TF-TR1, ...TF-TR18)

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각 그룹에 연결된 항의 앙 탭을 지 가 0인 부

스 바의 공통 인 TF 성 에 연결한다. 이러한 배치에 의해 각 그룹의 단자에 

걸리는 지기  를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각 단자의 지기  를 

터미  사이에 걸리는 압의 1/2로 낮출 수 있다.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지에 

한 터미  단자의 는 단자 간 압이 다 걸려서 정상 인 경우의 두 배가 

된다. 이러한 사고에도 코일의 연 압과 원 시스템의 연 압은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한다.

  성 은 회로도(drawing 41.0023.0001.2D)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1을 통해 

ITER 장치 지의 한 으로 연결한다. 만약 단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류

는 지 항 GR1과 터미  항  하나와 직렬로 연결된 값에 의해 제한될 것

이다.   

  지 항 TF-GR1은 항단자 간의 단락사고에 비하기 해 직렬로 연결된 

세 개의 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두 개의 항( 항 합 1 kΩ)은 항상 지

회로에 투입되고, 세 번째 항(~ 10 kΩ)은 정상 인 상태에서는 disconnecto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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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에서 분리되어 있다가 지사고가 발견되면 disconnector를 열어서 항을 회

로에 연결시킴으로써 지사고에 의한 류를 추가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1.1.2.2.4  류방향 변경  시험을 한 책 

  TF 원 시스템은 극의 극성을 바꿀 수 있어서(볼트 연결방식) TF 코일에 

흐르는 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F 코일 에 지를 모두 방 한 

상태일 경우, 약 8시간 안에 극의 극성을 바꾸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다. 정비/시험 기간 에 FDU의 검을 해 코일 유닛들을 분리시키든지, 단락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 더미로드를 AC/DC 컨버터에 직렬로 

연결할 수 있는 회로도 구성하여 원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이리스터 컨버터는 정비와 수리 등을 해 코일회로와 완 히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1.1.2.3  CS 모듈과 PF1, PF6코일들을 한 원

  이들 원들의 공동된 특징은 라즈마 발생 기에 라즈마 방 을 유도하고 

류를 원활하게 증가시켜주기 해 필요로 하는 루 압을 잘 만들어내기 해 

모두 switching network units(SNUs)을 사용한다는 이다. CS1 원시스템만 

제외하고 다른 시스템은 모두 각 코일마다 용의 원을 하나씩 갖는다. 상부와 

하부의 CS1 모듈 두 개 코일은 직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원에 의해 류를 공

받는다. 이 원은 다른 CS 원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컨버터로 구성되

어 있다. 원 시스템의 회로도는 각각 PF1 코일 원 ( d r a w i n g  

4 1 . 0 0 2 4 . 0 0 0 1 . 2 D ) ,  PF6 코일 원 ( d r a w i n g  4 1 . 0 0 2 6 . 0 0 0 1 . 2 D ) ,  CS1 U&L 코일

원 ( d r a w i n g  4 1 . 0 0 2 7 . 0 0 0 1 . 2 D ) ,  CS2U 코일 원 ( d r a w i n g  4 1 . 0 0 2 8 . 0 0 0 1 . 2 D ) ,  

CS2L 코일 원 ( d r a w i n g  4 1 . 0 0 2 9 . 0 0 0 1 . 2 D ) ,  CS3U 코일 원 ( d r a w i n g  

4 1 . 0 0 3 0 . 0 0 0 1 . 2 D ) ,  CS3L 코일 원 ( d r a w i n g  4 1 . 0 0 3 1 . 0 0 0 1 . 2 D ) 에 있으며, 의 

모든 원들의 사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 d r a w i n g  4 1 . 0 0 2 4 . 0 0 0 1 . 2 D ) 를 표로하

여 원 설계에 한 고려사항과 특성 등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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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24.0001.2D) Coil PF1 Power Supply System

        1.1.2.3.1 원

  P1-CU AC/DC 컨버터는 라즈마 류가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PF1 코일에 

흐르는 류를 제어한다. 4상한 동작 가능한 12펄스 컨버터로 동일한 방열기에 연

결된 사이리스터로 구성되며 45 kA, 1.5 kV의 출력정격을 갖는다. 컨버터는 인터

페이스 리액터를 통하여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6펄스 컨버터와 12 펄스 운 을 

해 서로 30도 상차를 갖도록 한 2차코일 두 개를 갖는 정류변압기(95 MVA)

를 갖추고 있다. 류 값이 0을 교차하는  순간 류의 흐름이 멈춰버리는 사고를 

막기 하여 류 값이 최  류 값의 10 % 이하가 되면 컨버터는 6펄스 류

순환모드 (두 개의 6펄스 정류기  한 개는 순방향 사이리스터로 다른 하나는 

역방향 사이리스터로 동작하면서 요구되는 류 값을 공 하게 함으로써 류방

향이 바 어도 상호보충에 의해 계속 이상 없이 동작하게 하는 모드)로 동작 된

다 (더 상세한 내용은 1.2.2  참조). 

  컨버터는 정상 으로 CODAC의 명령을 받아 PF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는 데, 

내부 으로 허용되는 최 류 값을 자체 으로 제한하는 귀환제어계를 갖추어야 

한다. 류제한 값에 도달하면 컨버터는 외부 PF 제어기에서 만들어지는 명령을 

무시하고 허용 가능한 최 류 값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사이리스터 컨버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 protective make switch P1-PMS1을 

동작시켜 컨버터 원회로를 FDC 회로로부터 분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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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칭 네트웍 유닛인 P1-SNU는 라즈마 운  사이클의 기에 라즈마 방

에 필요한 높은 루 압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된다. P1-SNU는 make switch 

(MS1, MS2)와 직렬로 연결된 2개의 항뱅크(R1, R2), 항뱅크 R3, 류순환회

로 유닛 CCU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CCU의 사이리스터 류스 치 TH2가 동

작해서 류의 흐름을 끊으면 항뱅크 R3가 회로에 투입되어 부하인 코일과 직

렬로 연결된다. 그 후 한 시간 간격으로 다른 항뱅크인 R1, R2가 차례로 

각각 MS1, MS2에 의해 회로에 투입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코일에 직렬로 연

결된 총 항 값을 이면서 코일에 가해지는 압을 시간 으로 여주고, 최종

으로는 CCU의 투입에 의해 항 값을 0으로 만들게 된다.  

  CCU 설계에 용된 개념은 코일의 방 을 한 FDU의 류순환 유닛의 설계

개념과 비슷하다. CCU는 두 개의 스 치가 병렬로 연결된 형태인 데, 첫 번째 스

치는 연속 인 류의 경로가 되는 기계 으로 동작하는 바이패스 스 치 BPS

로 구성되고 두 번째 스 치는 펄스 류의 경로가 되는 사이리스터 스 치로 구

성되는 데, 이 두 스 치의 동작에 의해 큰 류의 흐름을 무리 없이 항으로 유

도한다. 스 치들의 설계는 엄격한 스 치 수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면에서  FDU 

유닛의 CCU회로에 사용되는 것과 근본 으로 달리해야 한다. P1 CCU 회로에 사

용될 스 치들에 요구되는 수명은 특별한 유지보수 없이 정격 류에서 10
4 회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큰 류의 흐름을 문제없이 변환시켜주기 해 류변환은 세단계의 스텝에 의

해 이루어지는 데, BPS의 첫 번째 스 치 S1을 열면서 류흐름 변환동작이 시

작된다. 압 사이리스터 TH1을 통해서 류를 흐르게 하면서 S1을 열고, 다시 

TH2를 동작시키면 순간 으로 counter pulse 커패시터 C1을 통해 류가 흐르면

서 S2로의 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되고 이 때 BPS의 S2를 연다. 이어서 VS를 

닫아 counter pulse 커패시터 C2를 회로 D1-TH2에 투입시키면, 스 치 TH2 가 

차단되어 류는 CCU와 병렬로 연결된 방 항을 통해 흐르게 된다 (SNU에 

한 더 자세한 정보는 1.2.2  참조). 

  각 CCU 유닛은 라즈마 운 주기 1회 동안 총 두 번 운 되는 데, 처음 동작

은 기 방 단계에서 열리는 것이고, 두 번째 동작은 코일 류가 0 일때 즉 방

항의 압이 0일 때 닫히는 동작으로, 닫히는 동작은 에서 설명한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시스템이 고장일 때 BPS와 사이리스터 스 치를 보호하기 해 고속반응 폭발 

make 스 치 (EPMS)를 CCU와 병렬로 연결하고, 한 느리게 동작하지만 냉각

이 필요 없는 보호용 make 스 치인 P1-MPS2를 추가로 병렬로 연결하여 냉각

수회로에 이상이 발생하 을 때 SNU 유닛 체를 바이패스 시킬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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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2  코일 보호

  FDU에 의해 PF1 코일을 보호하기 해 TF 코일 시스템에 사용된 FDU 와 동

일한 방법을 용한 회로를 코일과 직렬로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된 CCU와 PB 

두 개의 스 치가 FDU 에 장착되어 FD가 실패할 확률이 5 x 10
-6/demand 는 

10-4/year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 정도의 실패확률은 카테고리 III 분류 (“Plant 

Design Specification", 1.1.3  참 조 ) ”장치의 완성도를 매우 높여서 운 수명 

기간 동안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확률“에 속한다. 

  DRG1에서 제시된 요구조건들을 고려한 에 지 방 시스템의 주요설계 데이터

들을 표 1.1.2-2 에 정리하 다.

    *∫i2dt 값이 표에 주어진 시간상수를 갖고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전류 값을 적용한 경우와 동일하다는 의미. 

    **counter pulse 커패시터의 방전에 의한 서지(수 ms)의 전압크기는 7 kV까지도 도달할 가능성도 있음.

  TF 코일을 FD 하는 경우 TF 코일 이스들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CS와 

PF 코일들도 방 시켜주어야 한다. 코일들끼리의 상호인덕턴스의 비정상 인 조

합에 의해 TF 코일들이 상치 못한 힘을 받아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PF 코일들과 CS 모듈들은 모두 동시에 방 시킨다. 

  FD가 시작되면 원 컨버터는 freewheeling 동작을 수행하도록 스 치 제어를 

하고, SNU의 항으로 흐르는 류들은 CCU의 bypass 스 치로 흐르도록 유도

한다. 의 두 가지 조치는 코일에 걸리는 과 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의 

두 가지 동작  한 가지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상이 있는 회로에 있는 

P1-PMS1 and/or PMS2 스 치를 동작시켜야 한다. 이러한 추가조치도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도 코일에 걸리는 압은 코일 시험 압보다 낮을 수 있도록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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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되어야 한다. 

  코일 과 류 방지는 TF 코일 보호 장치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 구성된다. 두 곳

에서 류가 감시되면서 측정된 류 값들에 의해 두 개의 스 솔드 값 (정상

류의 2% 과와 6% 과)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 스 솔드 과신호는 사이리스터 

스 치에 의해 “slow" 방 을 시작하게 하고, 두 번째 스 솔드 과신호는 코일 

에 지의 FD를 동작시킨다. 

  비정상 인 류 값에 한 보호는 라즈마 발생 기 CS/PF SNU  어느 하

나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필요하고, 이것도 다  벨 개념을 용한다. 코일 

원시스템에 있는 circuit breaker  어느 하나가 open에 실패한 경우 코일회로는 

부분 으로 단락된 상태로 남아서 다른 CS/PF 코일과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류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코일 원시스템  어느 하나의 circuit breaker가 

open에 실패한 경우 모든 다른 CS/PF 시스템에 있는 SNU circuit breaker를 즉

시 PMS ( 는 백업으로 EPMS)의 동작에 의해 닫아야한다. 이런 동작이 실패하

면 모든 CS/PF 시스템들의 FD 동작을 시작한다. 

  PF 코일 류들의 비정상 인 조합에 비한 보호는 실시간 시뮬 이션(1.1.2.1 

 참조) 결과에 근거해서 수행한다. 조만간 실시간 시뮬 이션 모델이 만들어져

서 측정된 값들로부터  특별히 감시해야 할 라메타들을 계산에 의해 평가한 후 

장치 시험 등 기단계에서 측정결과(stress, 변형변  등)에 의해 검증되고 장치

보호에 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2.3.3  지

  TF 시스템에 용한 높은 임피던스 항들에 의한 soft 지를 사용할 것이다.

        1.1.2.3.4  극성변환과 원시험에 한 비

  CS 코일 원시스템의 AC/DC 컨버터와 FDU들은 양방향 류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한 라즈마 류 방향을 바꾸기 한 스 칭 회로의 부스 바 환 시

스템도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류방향을 바꾸기 해 필요한 작업시간은 8시

간 정도여야 한다. 

  코일들은 여러 가지 시험들과 수리 등을 해 P1-DS 와 P1-GS 들을 통하여 

원회로와 독립 으로 분리되어 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추가 속회로 

등을 통하여 더미로드가 컨버터, 스 칭 회로, 방 회로 등과 직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사이리스터 컨버터는 유지보수와 수리를 해 추가 연결선과 지분리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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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코일 시스템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1.1.2.4  PF2 - PF5 코일 원 시스템

  DRG1 1.17 에서는 라즈마의 수직 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해 

PF2-PF5코일들에 흐르는 류를 빠르게 제어할 수 있도록 비교  높은 압인 6 

kV의 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코일들에는 거의 칭 으로 분포하는 류를  

흘려주면 되기 때문에 라즈마 수직이동을 으로 제어하는 한 개의 빠른 사

이리스터 컨버터(VS)를 사용하여 그림 1.1.2-1에 보인 형태로 코일들과 원을 연

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두 의 칭코일들이 VS(vertical stabilization; 수직안정 

코일) 원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각 의 코일끼리는 극을 서로 반 로 연결

하여 류의 합이 칭인 경우 거의 0이 되도록 하고 있다. ( d r a w i n g  

4 1 . 0 0 2 5 . 0 0 1 . 2 D ) 는 PF2-PF5 코일 원의 상세 회로도이다. PF2-PF5 시스템은 4 

개의 코일과 연결된 branch 회로를 가지고 있는데 코일 회로마다 두 개의 사이리

스터 컨버터(main 과 booster)와 FDU 유닛이 직렬로 연결되어있고, 이것들은 컨

버터 유닛 두 개를 직렬로 구성한 VS 컨버터 유닛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1.1.2.4.1  원

  PF2 코일과 연결된 branch 회로의 성능/기능 등을 표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5 kA, 1.5 kV 정격의 main AC/DC 컨버터(P2-CU/M)는 라즈마 류와 형

상을 제어하기 해 필요한 코일 류  비교  느리게 변화해도 되는 성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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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설계는 1.1.2.3 에 설명된 CS/PF 컨버터와 동일하다.  

  부스터 컨버터(P2-CU/B)는 비교  높은 출력 압(4.2 kV에서 최  10 kA까지 

출력 가능)을 갖고 있어서 main 컨버터와 직렬로 연결되어 라즈마 화 시에 

필요한 비교  높은 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즈마 발생 기의 이러한 역할

이 끝나면 부스터 컨버터는 스 치 환에 의해 freewheeling 모드로 바  후, 다

시 make 스 치 P2-MS에 의해 bypass 되면서 P2-CU/M 만 코일에 연결된 채 

남아있게 된다. 부스터 컨버터는 12펄스 컨버터로 2 상한 운  가능한 정류용 12

펄스 컨버터 2 가 극성이 반 인 상태로 병렬 연결된 구조로 되어있다. 각각의 

정류기는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사이리스터 리지로 구성되고, 60 MVA 변압기

의 서로 30도 상차가 나는 두 개의 2차 권선에 물려있다. 컨버터 류가 최  

허용 류의 10% 이하가 되면 류가 0 을 지나는 에서의 류공  이상을 막

기 해 류순환모드(12 펄스)로 환 된다. 

(drawing 41.0025.0001.2D) Coil PF2-PF5 Power Supply System

  수직 치 안정을 제어하기 한 컨버터는 두 개의 VS 컨버터 유닛(VS-CU1과 

VS-CU2)이 직렬로 연결되어 구성된다. 각 유닛의 정격은 22.5 kA, 3 kV로 그림

의 회로에서 처럼 6펄스 back-to-back 방식의 4개 사이리스터 리지를 두 의 

12 펄스 그룹으로 조합하여  직렬로 연결하고, 이 게 12 펄스 그룹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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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블록 2 개를 interface reactor를 통하여 병렬로 연결하고 있다. 컨버터 

류가 최  허용 류의 15% 이하가 되면 류가 0 을 지나는 에서의 류공  

이상을 막기 해 류순환모드(12 펄스)로 환 된다. 

        1.1.2.4.2  코일 보호

  코일 보호를 한 시스템은 1.1.2.3.3 의 CS/PF 시스템에 용한 방법과 동일

하다. FD가 시작되면 VS 컨버터는 protective make 스 치 P2-5 PMS에 의해 

bypass 된다. 따라서 각각의 코일 에 지의 방  라메타는 코일과 연결된 FDU 

회로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코일은 서로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복잡하게 

회로 으로 연결되어 있다. Table 1.1.2-3에 에 지 방 시스템과 련된 주요 설

계 라메타들이 정리되어 있다.  

  추가된 protective make 스 치 P2-PMS는 필요한 경우 방 회로에서 컨버터

를 통하지 않고 직  코일과 FDU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1.1.2.4.3  지

  모든 PF 시스템에 용한 높은 임피던스 항들에 의한 soft 지를 용한다. 

    *∫i2dt 값이 표에 주어진 시간상수를 갖고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전류 값을 적용한 경우와 동일하다는 의미. 

    **counter pulse 커패시터의 방전에 의한 서지(수 ms)의 전압크기는 7 kV까지도 도달할 가능성도 있음.

        1.1.2.4.4  극성변환과 원시험에 한 비

  SNU가 없는 시스템으로 코일들의 류 방향을 바꾸기 한 특별한 책은 따

로 필요하지 않다. 모든 컨버터들과 FDU들은 양방향으로 류가 흐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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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코일은 각각 P2-DS에 의해 원회로와 분리할 수 있고 한 P2-GS에 의해 

지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한다. 더미로드가 VS 컨버터 는 병렬로 연결된 4 

개의 branch에 직렬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리스터 컨버터는 유지보수와 수리 등을 해 코일회로와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1.1.2.5 보정코일(CC) 원 시스템

  토카막 자석시스템에는 토로이달 방향으로 토카막 용기의 도면을 심으로 

상, , 하에 배치된 세 개 그룹의 보정코일들이 설계되어 있다. 상부에 치한 보

정코일 시스템은 토로이달 방향으로 60도 간격으로 배치된 6개의 동일한 코일로 

구성되는 데, 서로 마주보는 코일끼리는 극방향을 반 로 하여 직렬로 연결하여 

3개의 상부 보정코일 시스템 CCT1, CCT2, CCT3를 구성한다. 다른 두 개의 그룹

도 상부코일과 비슷한 연결에 의해 3개의 측면 보정코일 시스템 CCS1, CCS2, 

CCS3와 하부 보정코일 시스템 CCB1, CCB2, CCB3를 구성한다. 

  측면 보정코일들에는 토카막 라즈마의 resistive wall mode에 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 다른 두 개의 그룹의 코일들의 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스펙의 

원들이 필요하다. 다른 보정코일들은 주로 오차 자장들을 보상해주는 데 사용된

다. 

  각각의 보정코일(상부 3개, 측면 3개, 하부 3개)은 독립된 원을 가지고 있다. 

( d r a w i n g  4 1 . 0 0 3 2 . 0 0 0 1 . 2 D ) 는 원을 포함한 9개 코일 시스템을 나타낸다. 각각

의 코일 시스템에는 코일 당 원과 보호동작을 갖춘 한 개의 사이리스터 컨버터

를 포함하고 있다. 

  에서 언 한 원 요구량의 차이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AC/DC 컨버터가 

사용된다. 상부와 하부 코일을 한 컨버터의 정격은 10 kA, 90 V(무부하) 이고, 

측면의 코일을 한 원의 정격은 류는 같지만 압이 450 V이다. 이 압에 

의해 정상 류의 10%인 1 kA를 2 Hz 속도로 변화시킬 수 있고, 는 500 A(5 

%)의 류를 4 Hz 속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보정코일에 사용되는 사이리스터 

컨버터의 구조는 PF 시스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데 두 개의 4상한 동작 6펄스 

모듈을 병렬로 연결하고 상차를 둔 정류용변압기의 2차 측에서 원을 공 한

다. 

  필요한 경우 컨버터는 역방향 동작에 의해 20  이하의 시정수를 갖는 코일 

에 지의 빠른 방 을 주도한다. 컨버터의 고장 시 컨버터와 병렬로 연결된 

protective make 스 치를 동작시켜 코일 에 지를 20  이하의 시정수로 부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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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32.0001.2D) Correction Coil Power Supply System

 회로를 통해 방 시킬 수 있다. 

1.1.3 원의 배치

  펄스 원들을 한 장비들은 ITER 사이트의 토카막 본체건물을 심으로 서쪽

의 넓은 역에 ( d r a w i n g  6 1 . 0 0 0 2 . 0 0 0 1 . 2 D ) 와 같이 배치될 것이다.  ITER 사이

트 체의 설계에 용한 개념은 장치에 필요한 력은 고 압 송선이 치한 

서쪽에서 공 하고, 한 장비들은 사이리스터 컨버터들과 연결되는 ac 라인들과 

DC 부스 바들의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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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61.0002.0001.2D) Sit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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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 PPDS 설비들의 배치

    ( d r a w i n g  4 1 . 0 0 7 3 . 0 0 1 . 2 D ) 와 ( d r a w i n g  4 1 . 0 0 7 6 . 0 0 1 . 2 D ) 는 펄스 원을 한 

고 압 배 설비의 배치도이다. 부분의 부품들, 특히 주 감압 변압기, 400 kV와 

66 kV 스 치기어, RPC&HF 용 커패시터, APS 항은 야외에 설치된다. 이들과 

가까이 치한 2층으로 된 AC 배 동(#36) 안에는 TCR 사이리스터 스 치, APS 

시스템의 스 치기어, DC 배터리가 치하게 된다(( d r a w i n g  4 1 . 0 0 6 1 . 0 0 1 . 2 D ) 와 

( d r a w i n g  4 1 . 0 0 6 2 . 0 0 1 . 2 D )  참조). 한 이 빌딩에는 실내에 배치해야 하는 

SSEPN 부품들, 특히 11 kV 스 치기어와 제어실이 배치된다.

(drawing 41.0076.001.2D) PP HV Substation Area 

Elev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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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73.001.2D) PP HV Substation Area Plan 

View

(drawing 41.0061.001.2D) Switching 

Network Resistor for CS and P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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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62.001.2D) Switching 

Network Resistor for CS and P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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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  코일 원 부품 배치

  TF, CS, PF, CC 코일용 AC/DC 컨버터는 모두 펄스 력 고 압배 설비의 동

쪽에 치한 동일한 크기의 두 동의 자석 원 빌딩(N-MPCB #32와 N-MPCB 

#33)에 배치된다(( d r a w i n g  4 1 . 0 0 7 9 . 0 0 1 . 2 D ) 와 ( d r a w i n g  4 1 . 0 0 8 0 . 0 0 1 . 2 D )  참조).  

  정류변압기는 66 kV 스 치기어로부터 오는 ac 선의 끝이 치한 부분에 각

각의 disconnector와 지 스 치와 함께 건물 외부의 주변에 배치(( d r a w i n g  

4 1 . 0 0 7 2 . 0 0 1 . 2 D )  참조)한다. 도면 ( d r a w i n g  4 1 . 0 0 7 8 . 0 0 1 . 2 D ) 에서처럼 변압기 2

차 측 ac 부스 바가 AC/DC 컨버터와 건물 내부에서 연결되기 해 건물을 뚫고 

통과할 것이다. 사이리스터 유닛은 1층에 설치되고, Interface 리액터는 DC 부스 

바와 나란히 사이리스터 유닛 로 배치한다. 사이리스터 컨버터의 장 제어용  

공동기기실(common "instrumentation" room)은 N-MPC 동에 치한다.  두 빌

딩 각각에 컨버터의 유지보수와 시험 등을 해 한 개씩의 더미로드를 설치한다. 

(drawing 41.0079.001.2D) Magnetic Power Conversion Buildings 

(#32-33) Elev.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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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80.001.2D) Magnetic Power Conversion Buildings (#32-33) 

Elev. 10.0

(drawing 41.0072.001.2D) Layout of the Convertor Transformer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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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78.001.2D) AC Busbars for AC/DC 

Convertors Layout

  CS 코일과 PF 코일을 한 모든 SNU와 FDU 부품은 MPC 빌딩과 토카막빌딩 

사이에 치한 자석 원 스 칭 네트웤 빌딩(MPSSNB #31)에 설치된다.  

( d r a w i n g  4 1 . 0 0 7 5 . 0 0 1 . 2 D ) ,  ( d r a w i n g  4 1 . 0 0 7 7 . 0 0 1 . 2 D ) 는 MPSSNB 빌딩 내부  

배치도이다. 류순환을 한 부품(스 치, counter-pulse 커패시터, 스 버 회로)

은 1층 8m 벨에 배치된다. 가장 무거운 장비는 SNU와 FDU 항으로 1층 바

닥에 설치되며 스 치와는 동축 력 송선으로 연결한다. 설치 운 시험 등을 

한 스 치의 장조작은 1층에 치할 기기실(instrumentation room)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MPSSNB에는 펄스동작용 22 kV 스 치 기어의 실내설치를 

해 따로 폐쇄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66 kV를 강압시키기 한 변압기는 벽

을 사이에 주고 밖에 설치한다.

  TF의 FDU 련부품들  항, counter-pulse 커패시터를 제외한 부품은 LCC

를 포함하여 토카막 빌딩의 갤러리(gallery)에 치한 TF 코일 터미  박스(CTB) 

근처에 ( d r a w i n g  4 1 . 0 0 7 4 . 0 0 1 . 2 D ) 와 같이 배치한다. TF 방  항과 

counter-pulse 커패시터는 주변의 진단 장치용 홀에 ( d r a w i n g  4 1 . 0 0 8 2 . 0 0 1 . 2 D )  

와 같이 배치되고, 동축 력선에 의해 스 치와 연결된다. 이와 같이 부품들을 

정리함으로써 다음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부스 바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 큰 지진 등에 의한 TF의 FD 회로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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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카막 빌딩 갤러리에서도 련된 터미  박스와 가까운 곳에 터미 , 지

항, 지감시검출기를 격납 시킨 상태로 배치한다. 

 

(drawing 41.0077.001.2D) MPS Switching 

Network (31) Building, Layout/ EL 7.0

(drawing 41.0077.001.2D) MPS SN (31) 

Building, Layout/ EL 7.0

(drawing 41.0074.001.2D) TF Switchi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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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82.001.2D) TF Discharge Resistors & Capacitors Layout in a Diagnostics 

Hall

    1.1.4 시스템의 운

  본 에서는 펄스 원의 주요 부품을 운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호 계  

필요조건들에 해 설명한다. 설명순서는 완  정지 상태에서부터 라즈마 펄스 

사이클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  순서에 따라 설명을 진행한다. 본 에서 설명

되는 운 과정은 ITER 장치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운 모드 모두와 련되어 있

다. 역으로의 운 차는 설명한 순서의 역으로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

하지 않을 것이다.  고장 등에 의한 비정상 인 상태에서의 운 과 시험, 컨디

션닝 등을 한 운 은 본 에서 제외한다.   

      1.1.4.1 원시스템의 운 상태

  각각의 주요 ITER 원 시스템의 상태는 연속 운 조건에서 표 1.1.5-1에 정리

된 것처럼 "Shutdown", "OFF", "Ready", "ON"  하나의 상태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그림 1.1.5-1은 원 시스템의 운  상태와 운  에 변화하는 운  상태들의 

변화의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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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DS Coil PS H&CD PS

Shutdown

- 모든 라인들과 PS의 circuit breaker들과 disconnector들 open 상태, 부하 

disconnector들 open 상태, 접지 스위치들 closed 상태, interlock은 safe 위치. 

- 로칼 모드 제어는 ON 또는 OFF 상관없음. 보조설비 (냉각수, 압축공기) 전원 OFF. 

- 모든 대인안전시스템 작동중이고 모든 PS 지역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

OFF

- 400kV라인 ON, 400kV 부

스 바 OFF/ON

- 400/69kV 감압변압기

deenergized, 69kV와 

22kV circuit breaker 및 

dis-connector는 open, 접

지스위치는 closed

- 로칼모드 제어 ON.

- 전원경계구역 내 출입제한.

- 69, 22kV 부스바 OFF/ON, 

각 코일전원 circuit breaker 

open, dc 부스바는 운전위치

에 연결된 상태, 접지 스위치

는 closed.

- 제어는 로칼모드 ON.

- 보조설비는 OFF[ON].

- 전원경계구역 내 출입제한.

- 69, 22kV 부스바 OFF/ON, 

각 H&CD PS circuit 

breaker open, 접지스위치 

closed.

- 제어는 로칼모드 ON.

- 보조설비는 OFF[ON].

- 전원경계구역 내 출입제한. 

Ready

- 400/69kV 감압변압기 

energised.

- Down-stream 접지 스위

치 open, disconnectors 

closed/open

- 69, 22kV circuit breaker 

open.

- RPC&HF de-energised.

- 원격제어모드 ON.

- 보조설비 ON.

- 전원경계구역 내 접근불가.

- 69, 22kV 부스바 ON, 각 

코일전원 circuit breaker 및 

disconnector closed (ac 전

원 ON), 부하 disconnector 

disclosed, 접지 스위치는 

opend.

- 원격제어모드 ON.

- 보조설비 ON.

- FDU&SNU커패시터 충전.

- 전원 reference전압 0 고정

- 전원경계구역 내 접근불가. 

- 69, 22kV 부스바 ON, 각 

H&CD전원 circuit breaker 

및 disconnector closed (ac 

전원 ON), 부하 

disconnector disclosed, 접

지 스위치는 opend.

- 원격제어모드 ON.

- 보조설비 ON.

- 전원 reference전압 0 고정

- 전원경계구역 내 접근불가.

ON

- 69,22kV 라인 circuit 

breakerclosed.

- 모든 main ac 부스 바 

energised.

- ac/dc 컨버터 ON.

- RPC&HF energised.

- 전원경계구역 내 접근불가.

- 모든 전원 동작상태; 

reference 전압을 0으로 고

정한 상태를 풀고, CODAC/ 

PCS가 주는 reference 전압

에 따라 출력 제어. 

- 전원경계구역 내 접근불가.

- 모든 전원 동작상태; 

reference 전압을 0으로 고

정한 상태를 풀고, CODAC/ 

PCS가 주는 reference 전압

에 따라 출력 제어. 

- 전원경계구역 내 접근불가.

- 코일과 전원시스템은 각각 독립된 인터록과 보호시스템에 의해 감시함.

- 인터록과 보호시스템은 운전 파라메타들이 미리 안전을 위해 정해 놓은 값을 넘을 때마

다 알람과 이상신호를 발생함.

Table 1.1.5-1 전원 시스템의 운전상태 표시기준

* 본 Table은 세 개의 시스템들과 각각의 운  상태들과 서로 다양한 조합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

함한다. 즉 모든 시스템들이 동시에 이 상태에서  상태로 이동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를 들어 다

른 시스템들이 “Shutdown” 상태에서 “OFF” 상태로 이동하더라도 PPDS는 “Ready” 는 “ON” 에 있어도 

정상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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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ITER 랜트와 원 운 상태와의 계

  펄스 원들(PPDS, CPS, H&CD 원)의 정상 인 운 은 DRG1의  1.2 에서 

정의된 다음의 ITER 랜트의 상태에 맞게 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  LTM: Construction/Long Term Maintenance (건설  장기 유지보수)

▪  STM: Short Term Maintenance (단기 유지보수)

▪  STS: Short Term Standby (단기 비상태)

▪  POS: Pulse Operation State (펄스 운  )

  Table 1.1.5-2는 Plant Description Document, Chapter 1, section 1.2.5.4 

에 정의된 ITER 랜트와 원시스템들의 운  상태와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STM 상태에서 원시스템의 상태는 ITER 랜트가 어떤 목 으로 유지보수

를 수행하고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내용은 다

음에 설명되는 HV 변 소와 ac 배 시스템의 energisation에 한 규제사항에 잘 

포함되어 있다. 

  정상동작의 경우 RPC&HF 유닛의  스 치는 하부에 있는 모든 컨버터 변압기

들이 energised 된 후에 ON 과 OFF 시킨다. 이것은 필터의 커패시터에 과 압이 

인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으로, 커패시터의 설계가 이러한 과 압 스트 스

를 고려하여 설계되겠지만 필요하다. (circuit breaker의 불필요한 트립을 방지하

고자 할 경우 계된 컨버터 변압기는 RPC&HF를 OFF 시키지 않고 다시 

energise 시킬 수 있다.) 한 모든 컨버터 변압기들이 energise 된 상태에서도 

RPC&HF 유닛을 ON 하는 순간 큰 기  스트 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스

트 스의 수가 RPC&HF 부품의 수명에 큰 향을 다. 따라서 이런 동작의 횟

수는 가능한 한 여야 (일주일에 한 번 이하) 부품의 수명을 늘일 수 있다.  

   400 kV/66 kV 변압기와 66 kV/22 kV 변압기는 돌입 류의 크기가 충분히  

어든 후에 하나씩 충분한 시간간격을 갖고 켜주어야 한다. 컨버터 변압기의 경

우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66 kV 라인에 연결된 것들은 스 칭에 주의해야 한

다. PPDS를 energise하는 체 차를 수행하기 해서는 매우 긴 시간(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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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비교  장기간 (1주일 이상) 유지

보수 기간이 주어졌을 때 혹은 련 부품을 수리해야 할 때만 변압기를 

de-energise 시켜야 한다.

      1.1.4.3 LTM으로부터 STS 로의 환

  LTM에서 STS로 환하는 과정에서 원 시스템은 정상 인 경우 다음과 같

은 운 상태 변환이 이루어진다.

PPDS: Shutdown -> OFF -> Ready -> ON;

TF PS: Shutdown -> OFF -> Ready -> ON;

CS/PF/CC PSs Shutdown -> OFF -> Ready;

H&CD PSs: Shutdown -> OFF -> Ready;

상세한 실제 동작은 다음과 같이 개된다;

Phase 1: HV 변 소의 energisation을 비하고, 임시 부스 바 연결선 제거 등 시

간이 소요되는 비작업 수행 

All systems

▪ 보조 원(steady-state) 스 치 ON 시킴;

▪ 모든 원  원부속 장 제어시스템의 스 치를 ON 시킴;

▪ 부스 바의 연결을 정상 으로 치시킴;

▪ 정상 인 운 을 해 필요한 곳의 냉각수와 압축공기 시스템의 스 치를 ON  

 시킴

Phase 2 :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66 kV와 22 kV 부스 바를 energise 시킴

PPDS

▪ 지 스 치를 open 시키고, disconnector를 close 시킴;

▪ 400 kV 부스 바를 energise 시킴 (line circuit breaker close);

▪ 400 kV/66 kV 변압기의 탭 변환기를 1차 측 최 압에 맞춤(이 작동은 꼭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게 함으로써 스 치 ON 시 발생하는 과도

압의 크기를 일 수 있음);

▪ 입력 측 circuit breaker를 close 시키면서 400 kV/66 kV 변압기를 하나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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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필요한 시간간격을 유지하면서 energise 시킴.

▪ 입력 측 circuit breaker를 close 시키면서 66 kV/22 kV 변압기를 하나씩 차례

로 필요한 시간간격을 유지하면서 energise 시킴.

Phase 3: TF 원 가동 비  스 치 ON 시킴; TF 코일에 류 공 .

TF 코일 원

▪ LCC 를 원격제어모드로 바꿈; 

▪ 모든 보조설비를 ON 시킴;

▪ 지 스 치를 open 시키고, disconnector를 close 시킴;

▪ counter-pulse 커패시터를 충 하는 등 FDU 유닛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

록 기시킴;

▪ 입력 측 circuit breaker를 close 시켜서 TF 컨버터의 변압기를 energise 시킴;

▪ TF 컨버터 운  시작 (TF 코일만 충 시킬 때는 RPC&HF는 연결 않고 운

해도 됨);

▪ TF 코일 류가 목표 값에 도달하면, TF 컨버터의 ac 공 선을 66 kV 부스 

바에서 22 kV 부스 바로 환 시킴.

Phase 4: 

CS/PF/CC 원과 H&CD 원

▪ LCC 를 원격제어모드로 바꿈; 

▪ 모든 보조설비를 ON 시킴;

▪ 지 스 치를 open 시키고, disconnector를 close 시킴;

▪ counter-pulse 커패시터를 충 하는 등 FDU 유닛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

록 기시킴;

▪ 입력 측 circuit breaker를 하나씩 close 시키면서 CS, PF, CC 컨버터의 변압

기를 energise 시킴;

▪ H&CD 원 변압기를 하나씩 energise 시킴.

PPDS

▪ circuit breaker를 close 하여 RPC&HF 유닛을 energise 시킴;

▪ APS 모듈을 언제든지 동작 가능한 상태로 기시킴;

▪ 압강하 변환 탭이 부하가 걸리지 않는 동안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탭 

변환기를 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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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4까지 완료되면 원 운 과 련된 부품은 모두 STS와 POS의 시작상태 

( 라즈마 펄스 직 )에 있게 됨. STS에서 POS로 이 하기 한 다음과 같은 동

작도 시작될 수 있음;

▪ CS/PS SNU conuterpulse 커패시터를 충 함;

▪ 사이리스터 컨버터와 IGBT 컨버터를 운 기 시킴.

      1.1.4.4 POS 에서의 운

  POS 상태로 들어가기 해서 원 시스템의 모든 부품들은 운  상태로 들어

가기 해 기화를 완료하고, 운 에 필요한 상수들의 입력을 완료한 상태가 되

어있어야 한다. 라즈마 펄스 운 에 들어가기 에 원시스템과 련부품들은 

방 제어시스템(Discharge Control System; DCS)의 통제 하에 펄스  검사항

들을 검토한다. 그 후 원 시스템은 라즈마 제어 시스템 (Plasma Control 

System; PCS)의 통제로 넘어가서 라즈마 발생을 해 PCS의 제어에 따라 운

된다. 

  PF/CS/CC와 H&CD 원 시스템의 Ready 상태에서 ON 상태로의 환은 라

즈마 펄스를 시작할 때와 발생 에 PCS의 명령에 따라 자동 으로 이루어진다. 

  정상운 에서 라즈마 펄스 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의 동작들이 이루어진다.

PF 코일 시스템에 한 펄스  류 충

       Main CS와 PF 컨버터를 켜고 코일 류가 계획된 형에 따라 목표하는 

값까지 올라가도록 제어한다. 이 때 류 값은 코일에서의 ac 손실을 이

기 해 300  정도의 시간상수를 갖고 일정한 기울기로 변화하도록 한

다.

방   라즈마 류의 생성

스 칭 네트웍(SN)과 booster ac/dc 컨버터를 동작시킨다. SNU 항은 운

 시나리오에 따라 코일에 걸리는 압을 이기 해 차 바이패스 시

킨다. AC/DC 컨버터는 PCS에서 오는 피드백 신호들을 류 제어신호로 

하여 운 된다. 여기서 PCS가 HV 송 망에서 주어진 허용 변동률 안에서 

유효 력 증가율과 최 값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라즈마 start-up을 한 EC generator의 원은 기 라즈마 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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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기 해 약 2  동안 ON 시킨다.  

라즈마 류 제어

AC/DC 컨버터는 라즈마 펄스 시나리오에 맞추어 PCS에서 오는 피드백 

신호들과 한 제어신호에 따라 라즈마 류를 증가시키고, 목표로 하

는 라즈마 류를 최종 으로 만들고, 그 값을 유지하고, 최종 으로 

류를 0으로 안 하게 내려 다.

보조가열 착수

PCS 명령에 따라 유효 력 증가변화율이 허용하는 범  안에서 H&CD 

원을 하나씩 ON 시킨다. 보조가열장치 원의 스 치를 켜면서 비시

키는 데 2-3 가 걸린다. 원이 켜진 후 PCS에서 오는 압제어신호에 

따라 운 된다.  

보조가열 정지

PCS 명령에 따라 H&CD 원을 유효 력 변화율이 허용하는 범 에서 

하나씩 OFF 시킨다. 

PF 코일 류 방

PF 코일 류의 방 은 라즈마 류가 0이 되면 PCS의 명령에 의해 시

작된다. 하지만 로컬 제어반에서도 명령을  수 있다. CS/PF ac/dc 변환

기들은 inversion 모드로 바 면서 코일들에 (-) 압이 걸리고, 코일들에 

남아있는 에 지를 빼내어 HV 송 망으로 돌려 다. 

라즈마 펄스 발생이 완료되면 최상  제어는 DCS가 다시 맡게 되고, 자동 으

로 펄스 후 원 검모드를 수행한다.

  비정상 인 조건이 만들어지는 경우 원 는 자석 보호시스템 는 ITER 

인터록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보호동작들이 수행되고(1.1.5  참조), 다음에 

오는 펄스를 만들려는 명령들은 고장상황이 제거되지 않고 원들이 정상운  상

태로 회복되지 않는 한 허락되지 않는다.  

    1.1.5 장비보호를 한 략

      1.1.5.1 일반 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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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보호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인 목 을 가지고 있다;

- 원 시스템의 고장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  련시스

템들을 보호함 (내부 보호);

- 부하에 비정상  혹은 험한 상황이 발생하 을 때 부하들이 손상을 입

는 것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한 한 보호동작을 하도록 함 (외부보

호). 부하의 비정상 인 상황을 감지하는 것과 이런 상황에서 원 시스템

에게 보호동작을 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은 정상 인 경우 지정된 부하보호

시스템이 하도록 되어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원 보호  제어시스템

도 할 수도 있다.

  한 원 시스템의 어떠한 고장에도 ITER 운 에 필수 인 부하들에 해서

는 손상을  입히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야 한다(본질  

부하보호). 

  부하손상에 의해 가능한 결과들을 심각성이 커지는 순서 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a) 일시 이고 제한된 범 의 성능감소 ( 를 들면 RF source 한 개 이상) 등 언

제든지 계획에 없는 ITER 장치의 shut-down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 

b) 장시간이고 확장된 범 의 성능감소 ( 를 들면 NB 시스템의 심각한 고장); 

c) 계획에 없는 ITER 장치의 shut-down이 필요한 상태 ( 를 들면 자석들  

일부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d) 심각한 수리를 필요로 하는 손상.

  원들의 보호시스템은 의무 으로 보수 이고 신뢰성이 확보되는 다음과 같은 

설계기 들을 수하도록 하고 있다;

▪ 단순고장 하나에 의해 부하보호에 필요한 필수 인 보호동작이 불능이 되지 

않도록 설계 (최소한 2  보호시스템 개념을 용);

▪ 보호를 해 작동하는 부품 각각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보호동작을 하는 독립

된 부품에 의해 백업되어야 함;

▪ 첫 번째 가동된 보호동작에 의해서 어떠한 부하도 정확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함. 첫 번째 보호동작에서 허용하는 부하의 상태  이에 따른 두 번째 보호동

작의 작동을 결정하는 벨은 각각의 부하들에 한 손상 가능성에 의해 결정

됨;

▪ 특히 백업용 부품으로 용가능하다면 수동형 혹은 단순하게 제작/운  가능

한 보호소자가 추천되며,  1회성 사용개념의 소자들도 사용가능함;

▪ 보호 장치  소자들의 구동 등에 필요한 에 지 공 을 한 장의 에 지 

원( 를 들어 압축공기 장용기, 커패시터용량 등)은 최 용량을 확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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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에 지 공  시스템의 체 인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호 장치는 

이상 없이 동작하도록 함. 

      1.1.5.2 원시스템 자체의 고장보호기능 (내부보호; Internal Protection)

  일반 으로 원  부속시스템의 보호는 “자체보호기능”과 “고장 식별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 는 부속시스템  일부에서 발생한 고장은 고장이 발

생한 곳과 련된 시스템 는 부속시스템에 제한( 련된 부하를 포함)하여 보호

시스템이 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시스템은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이상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려는 보호동

작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상 상태를 제거시키지 못했을 때는 그 향 

( 를 들어 이상이 발생한 일부 시스템을 운 에서 제외하 을 경우)이 동일한 시

스템과 련된 부하에만 국한되어 향을 미치도록 한다. 

  이상상황의 제거 는 최소화를 한 보호동작의 시작  조정은 련된 원 

시스템 벨에서 처리되고, 더 상 벨( 를 들어 앙 인터록 시스템)의 보호동

작  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원시스템에 속한 장치들과 보호동작 조

정이 필요한 경우 ( 를 들어 컨버터의 알람에 응해서 ac 력배  라인의 회

로 차단기를 개방하는 것) 두 원 시스템 간에 서로 직  상 방의 장치를 트립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알람 상태들과 보호동작들의 상황은 반드

시 상 벨의 제어시스템에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상 벨 제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필요한 경우 최악의 경우 라즈마 펄스를 종료시키는 

단을 포함하여 다른 시스템들과의 종합 인 보호 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한 한 성공 으로 펄스운 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 으로 하지만, 원과 

원부속 시스템에서의 이상은 필요한 보호동작들을 수행한 후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결과의 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원 시스템 자신에만 향을 미치는 원시스템 안에 국한된 고장. 이러한 고

장상황들은 분명하게 다른 외부 시스템들과 자체 부하에 나쁜 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transparent"). 를 들면 비시스템의 고장 는 즉시 보호동작

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들이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에 속함;

2) 원 시스템에 직  연결된 부하에 한하여 련될 수 있는 고장. 이 상황은 알

람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H&CD의 원들이 

고장이 생길 경우 시스템 자체의 운 은 지되지만, 라즈마 펄스를 단할 

필요는 없는 경우임;

3) 원시스템 내부의 고장으로 제어에 의해 라즈마 펄스를 시시키는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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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시작해야 할 정도의 고장;

4) 원시스템 내부의 고장으로 라즈마 붕괴를 각오하고 즉시 라즈마 펄스를 

단시켜야 하는 심각한 고장. 컨버터에 의한 “slow" 는 FDU에 의한 CS/PF 

코일의 방 ;

5) 원시스템 내부의 고장으로 TF 코일들까지 방 해야하는 매우 심각한 고장.

 원에서는 1과 2번으로 분류된 것 안에서, 최 로 허용해서 3번으로 분류된 내

용을 포함해서, 고장의 발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은 비 실

이고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원들의 알람 상황들은 라즈마 펄스를 단하도록 하고 있

다. 이  몇 가지 요한 들은 다음과 같다:

▪ 코일들에 필요한 압과 류를 정상 으로 공 해  수 없는 코일 원들의 

고장 ( 를 들어 ac/dc 변환기에서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알람이 발생할 경우).

▪ 일반 인 코일 원 보호시스템 ( 를 들어 FDU 유닛)에 고장이 생겨 보호기

능이 약화되었을 경우 즉시 라즈마 펄스를 단시켜야 함 (이런 경우를 포함

해서  어떤 경우에든, 심지어 추가 혹은 백업 보호부품들에 의해 라즈마 펄스

를 지시키는 일지라도, 부하 보호 기능은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재차 강조되어야 함).  

      1.1.5.3  원 고장으로부터의 본질 인(intrinsic) 부하보호

  기본 인 개념은 원시스템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이상상황에 의해

서도 부하에 향을 주는 1.1.5.1 에서 정의된 “b", "c", "d" 상황으로는 가지 않

도록 하는 것이다. 잠재 으로 원에 의해 부하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 과 압;

▪ 과 류.

  이러한 비정상 인 압과 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황들과 이

러한 상황에서 부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응책들을 코일들과 추가가열장치들에 

해 각각 분석하 다.

        1.1.5.3.1 코일 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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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압  - 코일의 내압능력은 코일들을 fast discharge 시킬 때 발생하는 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압은 ac/dc 컨버터의 출력 압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는 사이리스터 정류기의 firing angle 제어불능으로 최 압이 출력

되었을 때보다도 높다. 따라서 코일들은 이러한 원 이상상황에 본질 인 보호기

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락사고에 의해서도 정상 인 압보다 더 높은 압이 코일에 인가될 수 있

지만, 지이상에 의해 인가될 수 있는 압은 코일의 연 압보다 낮고, 특수한 

상황에서도 지이상 자체만으로는 코일에 손상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단된다.  

  정상인 경우 코일회로들은 항(통상 1kΩ)을 통한 것 외에는 지 와는 완

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설 류를 측정하여 지이상을 발견해낼 수 있다. 

사고 등에 의해 원회로의 일부가 지에 연결되면 수 A 수 의 설 류가 추

가로 흐르게 된다. 설 류 이상이 측정되면 빠른 시간 내에 압을 제거하는 보

호동작 등에 의해 이상상황을 제거하여 큰 설 류가 생길 수 있는 “두 군데 이

상의 지락사고 발생” 상황이 만들어질 확률을 여야 한다. 

  코일들의 내 압보다 더 큰 압이 SNU들과 FDU들 (CS, PF1과 PF6 회로)의 

동시동작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해 인터록에 의해 컨버터

(freewheeling에 의해)와 SNU(CCU/BPS를 쇼트 시키는 것에 의해)가 바이패스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FDU가 동작하게 하면 된다. 정상 인 바이패스 동작

에 실패했을 경우 SNU와 컨버터들은 1.1.2.3.2 에서 설명한 PMS에 의해 바이

패스를 동작시키게 한다. 반드시 코일들의 설계 연 압이 SNU와 FDU의 동시 

동작을 포함해서 코일에 인가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압보다 높게 설정될 수 있

도록 최종 검토되어야 한다.

  방  항들로 류를 순환시키는 회로에서 연결 상태 불량(circuit open) 사고

가 발생하면 높은 압이 발생할 수 있다. (  다른 높은 압 발생 가능성은 없

는 지 검토 필요) 장치를 운 하기 에 시스템이 정확하게 비되었는가를  확

인하기 해 다음과 같이 비책들이 필요하다: 

▪ 원격 모니터링과 자동 상태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상태 스 치들의 치확인

과 연결 상태 등( 를 들어 limit 스 치들과 proximity 스 치들 상태)을 감시

함; 

▪ 가능하게 엮일 수 있는 오동작을 막기 한 기계 인 인터록;

▪ 연결상태( 를 들어 볼트 조임 상태)의 불량 등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검할 

수 있는 엄격한 리 차가 용되어야 함.

  구체결 볼트 조임은 가능한 이고 유지보수기간 동안 일정한 주기로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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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의해 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수 바들은 속 부품들로 조

립할 수 있게 설계하고 제작해서 고정부들을 포함해서 회로 단락사고에 의한 

자기 인 힘과 지진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 시험한다. 

  부하 측 기술 ( 를 들어 압, 류 측정에 의한 부하 임피던스 실시간 평가 

 상 임피던스와의 비교)도 활용해서 이상상황의 발생을 검출해 내는 데 활용

한다. 이러한 비책들에 의해 “회로 연결 상태불량” (“open circuit") 는 ”상태

간 연결시스템 불량“ (”loss of configuration") 이 ITER 운  에 일어나지 않도

록 한다. 

  과 류  - 코일 과 류 사고는 원의 류제어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다.

  과 류는 만일의 사태에 비하여 2  는 3 으로 장착된 류계들에 의해 

측정된다. 류계들의 측정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겨도 알람이 발생하게 한다. 

한 실시간 시뮬 이션에 의해 평가된 부하의 상황과 측정  값과의 차이를 비교하

여 이 값을 코일보호 시스템에는 활용하는 기술도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책에 

의해 어떤 과 류 상황도 발견될 수 있고, 이에 한 한 보호동작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 류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취해야할 조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ac/dc 컨버터의 역동작에 의한 slow discharge;

▪ PMS를 동작시켜 컨버터를 바이패스 시킴. 이 동작에 의해 코일에 걸린 압

제거;

▪ 코일 에 지의 FD;

▪ ac 회로에 있는 ac circuit breaker open. 느리게 동작하지만 이 조치는 코일 

인덕턴스가 매우 큰 경우 코일로 흘러들어가는 류를 일정 류 이하로 제한하

는 데 매우 효과 임.

  두 개 이상의 치에서 동시에 원시스템의 일부가 지에 닿는 상황이 발생

되면 큰 순환 류가 흐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두 지 의 지사고가 진공용기나 

크라이오스탵을 포함하게 될 경우 1.1.5.1 의 “d"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사고가 ”d"형 사고로 발 하는 것을 막기 해 다음과 같은 책이 필요하다:

▪ 부스 바들을 가능한 멀리 분리시킴;

▪ 최  지사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견해서 보호동작에 즉시 착수;

▪ 두 지 에서 동시에 지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도 한 지 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사고와 련된 회로의 에 지를 즉시 방 시켜 최악의 

사고와 련될 수 있는 에 지의 양을 여서 최악의 사고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5.4.1 에서 설명된 것처럼 고장에 비한 다 의 방

회로 개념을 용하여 어떤 이상 상황에서도 코일에 지와 련회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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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방 이 실패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5.4  부하 측 알람에 응하는 보호동작

  부하 는 토카막 시스템의 심각한 험 는 손상을 방지하기 해 가장 요

한 것이 원시스템이 가져야 할 보호기능이다. 이를 해 원들과 부하들 사이

에는 direct, hardwired inter-locks과 inter-tripping 기능들을 정확하게 용한다. 

  우선 으로 보호 용으로 마련된 장치에 의해 부하들을 보호해야 하겠지만 컨

버터나 인버터 등 운 부품들 자체도 보호기능의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부하

를 신뢰성 있게 보호하기 해서는 이러한 운 부품들의 고장에도 이상 없이 동

작하는 보호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기능에 한 요한 설계기 은 1.1.5.1

에 기술되었다.  

        1.1.5.4.1 코일보호

  코일 시스템의 보호를 한 부품  시스템들은 다음과 같다 ( 1.1.2.2.2, 

1.1.2.3.2와 1.1.2.4.2  참조) :  

 류순환 유닛 (CCU; FDU 일부), Pyrobreaker (FDU 일부), ac/dc 컨버터 출력 

측과 SNU에 병렬로 연결된 바이패스 스 치 (BPS; PMS의 일부), explosive 

protective make switch (EPMS).

  ac 측에서는 에 지의 공 을 차단시킬 수 있는 circuit breaker가 보호기능의 

핵심으로, 체 보호기능의 백업 기능을 담당한다.   

  보호회로에 포함된 부품들의 고장에 한 책은 보호기능의 신뢰도에 매우 

요하다. “ 상치 못한 장기 인 ITER 운 정지”라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코일 손

상사고는 1.1.5.1 의 “c"에 속하는 사고로 분류될 수 있다. 요한 원칙은 두 가

지의 독립 인 보호부품들이 정격운 에서의 부하보호를 해 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가능한 보호 련 사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코일 보호에 필수 인 소자가 정상운  에 동작 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not ready"). 부하를 보호하기 한 책에 의해 라즈마 펄스를 단하는 시

나리오를 수행하게 됨.  

▪ 보호동작이 필요해서 보호 시스템을 가동 시켰는데 보호동작의 일부가 하

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백업 시스템을 가동해서 코일보호를 수행함.

  여기서는 TF 코일 시스템을 로 하여 어떻게 신뢰성 있는 코일보호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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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가에 해 자세히 설명하 다. 동일한 방법들이 다른 코일시스템에 용

되어야 한다. 

보호동작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TF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

한다:

▪ 컴버터 바이패스 - ac/dc 컨버터를 인버터로 동작하게 하고 출력 측의 바이패

스 스 치를 close 상태로 하면 된다. TF 코일 류는 천천히 감소하는 데, 알

람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운 해도 된다. 이 때 라즈마는 계속 유지시키거나, 

제어에 의해 라즈마 단 시나리오를 동작하여 0으로 만든다.

   가능한 동작이상과 백업장치:

AC/DC 컨버터가 제 로 동작하지 않을 때 : TF-BPS 스 치를 동작시키

고 ac 측 circuit breaker를 트립 시키도록 한다.

BPS 가 동작하지 않을 때 : TF slow discharge를 요청한다.

추가 가능한 백업동작 : PMS를 동작시키고 TF fast discharge를 요청한

다.

▪ TF slow discharge - AC/DC 컨버터를 사용하여 TF 코일 류를 방 시키는 

것. 라즈마 류는 단시나리오를 가동하여 0으로 만든다.  

   가능한 동작이상과 백업장치:

AC/DC 컨버터가 제 로 동작하지 않을 때 : TF fast discharge를 요청하

고, TF 바이패스 스 치를 close 한다.  

▪ TF fast discharge - FDU를 사용하여 TF 코일 류를 빨리 (15 ~ 20 ) 방

시킨다. 이 동작에 의해 라즈마의 붕괴가 이어진다. 9 개의 FDU들은 TF 

회로에 두 개씩의 TF 코일들을 사이에 두면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보호

동작은 코일에 퀜치가 발생했을 경우를 주로 비한 동작이다.  

   가능한 동작이상과 백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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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항으로 류를 돌리기 한 CCU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 - 두 번째 

보호동작으로 pyrobreaker를 동작시킨다. 

FDU 유닛의 총체  고장 ( 를 들어 첫 번째를 포함하여 백업으로 비

된 보호동작까지 이상이 생겼을 경우) - TF 류 방 시스템은 9 개의 

FDU 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가 고장이 나도 다른 이웃

한 FDU에 의해 방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고에 비하여 방 항들의 

에 지 방 능력을 충분하게 해 주면 한 개의 FDU 고장은 체 보호동작

의 이상을 래하지 않는다.   

  한 지이상 감시  방지 책에 의해 지락사고에 의한 사고 류와 방 에

지를 여야 한다. 지락사고가 나면 정상상태에서는 스 치에 의해 바이패스 

되고 있는 추가 지 항을 직렬로 연결시킨다. 

      1.1.5.5 PF 시스템의 fast discharge 고장확률 평가 

  표 1.1.6-1에 CS/PF FDU의 주요부품의 고장확률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리

한  를 보여주고 있다. 본 평가의 목 은 재까지 설계에 반 된 보호 책 

(각각의 CS/PF 원시스템에  한 개씩의 FDU를 용하는 것)으로 퀜치가 발

생했을 때 FD 동작에 실패하는 사고가 “ITER 운 기간 동안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분류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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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EE Std 500 - 1984 자료

** - IAEA TEC DOC 478 

*** - VCB 구동부 고장확률은 운 횟수가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음.

결론: FDU들에서 고장을 일으킬 확률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FD 요청에도 불

구하고 FD가 동작하기 않아 CS/PF 코일들  한 개의 코일에서 퀜치 소

거에 실패할 확률은 5x10-6 로 계산된다. FD 요청회수가 년 간 20회 이하

라고 가정해도 사고발생 가능성(10-4/year)은 거의 일어나기 힘든 사고로 

생각될 수 있다. 

FD가 백업 보호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 를 들어 SNU 오동작의 경우를 포함

한 코일 과 류에 한 보호의 경우, 보호동작에 한 체 인 신뢰도는 의 표

에서 평가한 결과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1.1.6 기 시험운

  PPS 시스템의 조달과 설치 일정은 ITER 로젝트의 체일정에 잘 맞도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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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설치하고 시험하는 일정들도 다양하

다. 실제 운 에 비하기 한 PPS 시스템의 시험운 은 시스템 설치 후 ITER 

보조설비들과 필요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로칼 제어  DAS 시스템을 구성한 후 

수행하게 된다. 장치 완성 후 유지보수 기간에도 동일한 시험운  차가 계속 

용될 것이다.

  기 시험운 차는 다음의 몇 가지 시험기 들을 가지고 수행한다.

▪ 상태검사;

▪ 제어 원을 켠 상태에서 시스템의 검사;

▪ 항 측정  고 압 시험;

▪ ac 원 입력 후 무부하 시험;

▪ 더미로드에 의한 출력시험.

  이러한 시험들은 조달약정에 포함될 사항으로 조달품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 

시험 차들은 조달품제공자에 의해 작성되고, JCT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종 

시험은 ITER의 통합시험의 하나로 CODAC의 제어 하에 몇 개의 다른 시스템들

과 연결되어 수행되는 데, JCT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1.1.6.1 상태검사

  PPS와 부속 시스템들이 설계사양과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기 

한 검사로 수행 차와 검토항목들이 시스템 요구사항으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다. 

이 게 만들어진 기본 라메타들에 한 검사  측정 차들은 유지보수 기간에

도 계속 용될 것이다. 설치 후 상태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기 측정 자료들은 

추후 상태의 변화 등을 계속 추 하는 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이러한 자료

들을 검토하여 최 의 유지보수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기 상태검사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체들과 력소자들에 한 검사;

▪ 변압기들의 연유 벨 정성 여부;

▪ 냉각회로 건 성 확인;

▪ 인차원에서의 안 성 확보여부;

▪ 설치 공구 는 미사용 부품들의 제거 여부.

      1.1.6.2  제어 원을 켠 상태에서 시스템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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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는 인터록  보호회로 라메타들의 보정  세  값들을 확인하고, 

한 개별 으로 는 LCC들을 통하여 장치 제어회로들을 시험하고 보정하는 차

이다. 신호선의 지에 한 연 압이 다른 시스템들과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

는 지도 시험한다. 인터록과 보호 련 신호들은 동작(enabling function), 동작불

가(abort function), 상태표시(status function) 신호들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동작

련 신호들은 로칼 제어시스템에서도 모니터링 되고, 동작가능의 상태에서만 다

음 순서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

        1.1.6.2.1 장치연결  제어 동작 확인

  제어 원을 켠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작업에는 부속 시스템의 압과 류 

측정값을 장에서 시험하고 보정하는 작업과 PPS 부속 시스템으로 가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들을 시험하고 보정하는 작업들을 포함한다(신호선의 끝과 끝에

서의 시험). 한 시험 차에는 주어진 명령 신호에 하게 응하는 지의 여

부도 주 원을 투입하기 에 가능한 만큼은 확인해야 하고, 장비 신호들을 보정

한 자료들도 기록되어야 한다.

        1.1.6.2.2 CODAC과의 연결

  제어 원을 켠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작업에는 CODAC과의 연결도 포함되

어 있다. LCC와 CODAC 간에 교환되는 모든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선들은 개

별 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런 확인이 끝나면 원격제어 상태에서 CODAC에 의

해 모든 시스템들을 제어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1.1.6.3 항측정  고 압시험

  이 차에서는 력회로 체결부 들의 항들을 측정하고, 력회로 도체들과 

지 사이의 고 압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비에 한 검토를 철 히 해야 한다. 시험을 수행하

기 에 상 장치를 코일회로로부터 완 히 분리한 후 수행한다.

  임시로 만들어진 아래의 시험 차는 하나의 로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장비의 

시험 차는 제작자가 상황에 맞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부스 바 연결부의 항을 측정;

▪ 신호선 목록과 장치의 신호 선들이 일치하는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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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 없이 장치의 지에 한 항 값을 측정;

▪ 냉각수를 흘리고, 장치를 가동하면서 지에 한 항 값을 측정;

▪ PS 회로와 부품들의 고 압 시험을 수행 (안 규정을 수하게 할 것)

  NB H&CD 원 부품들에 한 고 압 시험은 1.5 MV, 20 mA 이상의 DC 

test generator를 사용하여 수행할 것이다.

      1.1.6.4 ac 원 입력 후 무부하 시험

  ac 력 배 시스템의 기본동작들을 확인하고, 원 컨버터의 사이리스터 스

치들의 정상동작을 확인하고, 각각의 컨버터의 회로 구성품들의 정상동작을 확인

하는 차로, ac 입력으로 정격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압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

행해도 된다. 시험 수행을 해서 ac/dc 컨버터와 보조설비를 담당하는 시스템들

을 LCC에서 작동시켜야 한다.  

  ac 원으로 원시스템의 부품들을 energising 하기 에 원시스템의 회로 

연결 상태의 건 성과 연시스템 등이 온 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임시로 만들어진 아래의 시험 차는 하나의 로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장비의 

시험 차는 제작자가 상황에 맞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원 컨버터들의 부스 바들을 코일 부스 바들로부터 분리;

▪ 부하 없는 상태에서 ac 력배분 시스템의 스 치들을 시험;

▪ 부하 없는 상태에서 dc 측 circuit breaker들을 시험;

▪ 인터록과 상태를 알리는 신호들의 건 성 확인; 

▪ ac fault 트립 회로 작동시험;

▪ dc fault 트립 회로 작동시험;

▪ ac 압과 류측정기의 정상작동 확인  보정;

▪ 각각의 사이리스터 컨버터의 상조  기능의 건 성 확인;

▪ 사이리스터 컨버터의 바이패스 동작이 정상 으로 동작하는 지 확인;

▪ 사이리스터 컨버터가 4상한에서 하게 동작하는 지 확인;

▪ 더미로드를 이용하여 낮은 력에서 부하 원 컨버터들을 시험.

      1.1.6.5 더미로드에 의한 출력시험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비에 한 

사 검토를 철 히 한 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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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로드에 의한 정격 운 시험이 지정된 시간의 펄스기간동안 수행되어야 한

다. 이 시험들은 원시스템의 정격출력 성능을 코일 는 H&CD 시스템을 부하

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하기 해 수행되는 것이다. 다음의 더미로드들이 시

험들을 수행하기 해 필요하다.

코일 원

   컨버터, 스 칭 네트웤, discharge circuit들을 시험하기 해 약 7 mH 의 두 

개 인덕티  더미로드가 두 동의 MPC 빌딩에 각각 설치될 것이다. 각각의 더

미로드는 7.75 kA의 연속 류  24 kV dc 압정격과 45 kA에서  30   

68 kA에서 14 를 15분 간격으로 운 할 수 있는 정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코일 원회로의 스 치들과 부스 바들은 기본 으로 독립 인 시험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제작되지만 시험회로 구성을 한 다른 연결방법들도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회로연결은 시험을 한 회로로 수동으로 연결하지만 연결 상태

들은 로칼 제어시스템에서 시험할 장치와 연 해서 부스 바 연결 상태 등은 확인

될 수 있어야 한다. 부스 바 연결 회로도는 본 시험을 한 상세 차서에 포함되

어야 한다. 

  더미로드에 의한 원시험은 CODAC에 의해 제어된다. 시험에 필요한 제어

차들은 시험할 각각의 원 시험 벨과 장치의 시험목 에 따라서 로그램 된

다. 시험 차는 유동 이며 ac 부스 바 subsystem 을 우선 으로 시험할 수 있겠

다. AC/DC 컨버터의 시험은 컨버터가 완성되고 시험 비가 되는 로 수행한다. 

FDU들과 SNU들을 각각 시험하기 해서는 AC/DC 컨버터가 필요하다. 토카막 

빌딩의 갤러리에 치한 TF 회로 스 치들의 시험은 정상 인 경우 갤러리 지역

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LTM (long term maintenance) 상태

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코일과 연결한 이들 부품들에 한 기운 시험

들은 STM (short term maintenance) 상태에서 수행되든 지, 그 지 않으면 기 

운 시험을 한 특별한 계획을 마련한 후에 수행해야 한다. 더미로드를 이용하여 

모든 원회로들에 한 시험이 끝나면 CODAC 시스템과 체 원시스템들을 

통합하는 연결 작업이 수행되고, 이 작업이 끝나야 비로소 도 코일들에 한 

시험들을 수행할 수 있다.

    1.1.7 유지보수

      1.1.7.1 유지보수에의 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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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주기와 유지보수 복잡성을 고려하여 원장치 시스

템과 그것의 유지보수 infrastructure들을 설계해야 한다. 장치들의 설치, 고장부품 

교환, 공구 사용, 공간이동을 한 보조설비, 시험 장치 등을 잘 고려하여 공간배

치와 치들을 잘 결정해야 한다. 장치조립작업은 유지보수기간 에 자주해야 하

는 작업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배치하는 데 잘 고려해야 한다. 한 장

비의 특성과 유지보수 주기 등을 고려하여 장에 설치한다. 

  원 시스템과 련 부품들의 유지보수 로그램은 사고 방을 한 것과 수리

를 한 것으로 나  수 있다. 유지보수 로그램의 주목 은 다음과 같다:

▪ 장비들을 최 의 운 조건으로 유지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필요한 스패어 트들을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리한다;

▪ 사용자와 리자들에게 재 장비상태에 한 정보와 리 상태를 정확히 알

린다;

▪ 시스템에 한 유지보수 이력을 유지 리 한다;

▪ 유지보수를 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산출한다.

  PPS 시스템에 한 유지보수 로그램은 LTM과 STM 상태에서 다른 ITER 

장비의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한 반 인 로그램의 일부로 수행된다.  

  PPS 서 시스템들의 유지보수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지보수 계획에 맞

추어 만들어지는 상세 차와 작업 목록  작업허가서들에 의해 수행된다. 유지보

수 로그램은 기본 으로 장비를 제작한 업체에서 실제 장비들을 리한 경험을 

근거로 추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질 것이다. 모든 유지보수 작업들의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스패어 트들을 리하는 데이더 베이스도 유

지보수 로그램에 포함된다. 

  유지보수 주기는 장비스펙과 경험에 근거한 장비들의 소모시간에 따라서 결정

될 것이다. 유지보수 주기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운  회수 (스 치, actuator)

▪ 총 운 시간 (모터, 커패시터, flush cooling system)

▪ 수명 (커패시터, 베터리, 변압기 오일, 사이리스터, 퓨즈)

▪ 상황에 따름 (filter 교체, insulator 청소)

  따라서 PPS 시스템의 사고방지를 한 유지보수 작업들은 다음의 두 가지 카

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a)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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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정한 횟수를 운 한 후 수행하는 유지보수.

  장비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 해 시스템 코드들이 사용된다. 모든 장비들은 

장비에 한 정보들과 어떤 형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가를 구분하여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이 자료들은 사용자들이 유지보수 로그램들을 리하

는 데 사용될 것이다. 

  유지보수 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장비들은 일의 순서를 지정하거나 따로 마련

된 유지보수 차에 해 기술한 유지보수 지침서를 가져야 한다. 유지보수 차

서는 장비 제작사의 문가에 의해 쓰여 질 것이다. 

      1.1.7.2 수리를 한 유지보수

  부분의 PPS subsystem들은 설치된 로칼 치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그

러나 토카막빌딩 갤러리에 있는 부품들과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스

치기어 모듈들과 pyrobreaker들은 외로 한다. pyrobreaker들을 교체하기 해서

는 반드시 pyrodrive 동작을 시켜 폭발성이 있는 화약을 pyrobreaker에서 제외한 

후 breaker를 회로에서 제거해야 한다. 형 인 수리를 한 유지보수 업무들은 

다름과 같다:

▪ 변압기 부싱의 류 설, 변압기 내부이상, 서지 방지를 한 소자고장들의 수

리;

▪ ac/dc 컨버터의 사이리스터, 퓨즈, 게이트구동 부품 교체;

▪ ac 배 시스템에 있는 스 치 기어 교체;

▪ 무효 력보상 시스템의 커패시터, 사이리스터, 퓨즈 교체 

▪ dc 필터에 있는 커패시터 교체;

▪ PSM 혹은 IGBT 스 치의 교체;

▪ 냉각 시스템의 수 수리

▪ 기타

특히 조심해야할 

  pyrobreaker들은 폭발성 화약을 화시킬 수 있는 높은 압펄스에 의해 트리

거 된다. 유지보수 기간 동안은 폭발물이 포함된 유닛은 안 키로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안  펜스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pyrobreaker에 근하지 못하도

록 해야 한다.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해 갤러리에 근할 때는 굳이 pyro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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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pyrovbreaker로부터 분리해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pyrobreaker에 pyrodrive를 

장착하는 작업은 반드시 pyrobreaker 작업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고, 

유지보수 차는 철 히 지켜야 한다. 

  갤러리에 있는 부품들의 유지보수는 방사선 선량이 근이 허가되는 수 까지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해야 한다. 

  무효 력 보상회로의 커패시터들은 운 을 하고나면 충 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근하기 에 커패시터 회로는 방 을 시키고, 쇼트 시킨 후 작업을 수

행해야 한다. 

      1.1.7.3 사고 방을 한 유지보수

HV 변 소와 스 치 기어

  400 kV circuit breaker는 자주 동작하는 장치가 아니다. 그러나 이 장치는 

험한 상황이라고 단되면 언제든지 ac 력의 공 을 차단하는 동작을 할 수 있

도록 비되어야 한다. 유지보수 주기는 150회로 유지보수 내용은 actuator  

치센서 조정, 교체, 연체 청소 등이다. 고 압 시험은 유지보수 작업이 완료

된 후에 HV 변 소 내에서 수행한다.

변압기

  변압기 오일을 당한 주기로 채취해서 분석한다. 연유의 오염 원인은 변압기 

내부 방  는 코로나로부터 발생하는 탄소와 가스, 상태를 뚫고 들어오는 

수분, 침 물 등이다. 제작자가 지시하는 주기마다 연유의 오염성분을 제거해서 

연유의 연도를 회복시켜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간 압 스 치 기어 (Intermediate Voltage Switchgear)

  간 압  circuit breaker는 2000회 운  후 검한다. 이 circuit breaker들은 

검을 해 장에서 분리되어 정비실로 옮겨져서  간극과 치 센서 조정, 

연결상태 검, actuator 윤활, 연체 청소 등을 수행한다. 수리 후 고 압 시험

을 수행한다.  

간 압 부스 바 (Intermediate Voltage Bus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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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압 부스 바는 매년 검한다. 검 항목들에는 부품과 연부 청소, 연결

상태 검, 릴 이 회로들의 보정상태  동작 검 등이 포함된다. 작업 후 고

압 연시험을 수행한다. 

RPC&HF

  무효 력 보상 시스템 부품들은 정한 주기로 검한다. 부풀거나 설 가능성

이 보이는 커패시터들을 교체하고, 부품청소, circuit breaker 조정  청소를 수행

한 후 고 압 시험을 수행한다. 

AC/DC 컨버터

AC/DC 컨버터도 정한 주기로 검한다. 부스 바와 연체들을 청소하고, 냉각

회로 연결상태를 검하고, 사이리스터를 고정한 볼트의 토크를 측정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고정하고, 퓨즈 항을 검하고, 스 버 회로 부품들의 손상여부를 확

인하고, 각각의 사이리스터 게이트 류 값을 측정해서 건 성을 확인해야 한다. 

DC/AC 인버터

DC/AC invertor들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검주기에 따라 검한다. 부스 바와 

연체들을 청소하고, 냉각회로 건 성을 검하고, GTO 고장 상태를 확인하여 필

요한 경우 다시 고정하고, 퓨즈 항을 검하고, 스 버 회로 부품들의 손상여부

를 확인하고, 각각의 GTO 게이트 류 값을 측정해서 건 성을 확인해야 한다. 

기계  동작 스 치

  3개월마다 과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한 주기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유지보수 항목으로는 청소, 조정, 필요시 교체 등이 있다. 검 후 고

압 시험을 수행한다. 

VCB

  유지보수 항목으로는  간극과 치표시장치 조정, actuator 윤활, 연체 청

소 등이 있다. 검 후 고 압 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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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breaker

  유지보수 항목으로 청소, 고 압 화회로 검, 냉각회로 검, 고 압 시험 등

이 있다. 유지보수 수행에는 1.1.7.2 에서 기술한 로 매우 조심스러운 차가 

필요하다.

방 항

  방 항과 방 항 시스템의 연체는 매 달 검하고, 6 개월마다 청소를 해

주고 냉각회로를 검해야  한다. 

DC 부스 바

  DC 부스 바 부품들은 매년 검한다. 유지보수 항목으로는 부품들과 연부 청

소, 볼트로 체결한 부  체결상태 검, 냉각형인 경우 냉각회로 검 등이 있고, 

작업 후에는 고 압 시험을 수행한다.

기 스 치

  직렬 연결된 IGBT 스 치들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주기에 맞게 검되어야 한

다. 부스 바들과 연부들의 청소, 냉각회로 검, 각각의 IGBT 모듈들에 이상이 

없는 지 검하고 고 압 시험을 수행한다.

PSM (Pulse step modulator)의 SPS (switched power supply) 유닛 

  PSM의 SPS 유닛들도 제작자가 추천하는 주기에 맞게 검되어야 한다. 부스 

바와 연부들의 청소, 냉각회로 검, 각각의 SPS 모듈들이 제 로 동작하는 지

를 확인하고 고 압 시험을 수행한다.

고 압 송선

  고 압 송선도 제작자가 추천하는 주기에 맞게 검되어야 한다. 연 가스의 

압력과 설여부와 송선에 포함된 냉각수와 수소 공 라인에서의 설상태도 

검되어야 한다. 일 년에 한 번 송선 내부를 확인하는 검 작업을 수행한다.  



181

HV Deck

  고 압 deck에 있는 변압기와 정류기들도 제작자가 추천하는 주기에 맞게 검

되어야 한다. 검을 해 마련된 창을 통한 외 검사도 수행한다.

      1.1.7.4 검사해야 할 사항

  PPDS 장비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류 circuit breaker들의 동작회수 기록

▪ station 서지 흡수기 동작회수 기록

▪ 변압기 내부의 오일의 벨과 압력의 기록

▪ 오일 설 외  검사

▪ 변압기 최고/최  온도 확인  기록

▪ 연물의 상태확인

▪ 기 들의 상태로부터 과열조짐이 있는 지의 확인

▪ 무효 력 보상시스템 부품들의 손상 가능성 미리 악

▪ 지시 램 들의 동작상태 검.

  코일 원 시스템의 AC/DC 컨버터, 스 칭 네트웍, DC 배 시스템 검에는 다

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류 부스 바 연결부 에서 과열 조짐 여부 조사

▪ 스 치들의 운 회수 기록

▪ 연부의 상태 확인

▪ AC/DC 컨버터들의 부품 고장상태 확인

▪ 스 버 회로 부품 손상여부 확인

▪ 냉각회로에서의 냉각재 설 여부 확인

▪ 지시 램 들의 동작상태 검.

H&CD 원 부품들의 검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변압기 내부의 오일의 벨과 압력의 기록

▪ 오일 설 외  검사

▪ 변압기 최고/최  온도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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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물들의 상태확인

▪ 기 들의 상태로부터 과열조짐이 있는지의 확인

▪ 지시 램 들의 동작상태 검.

▪ 회로 부품 에 손상된 것이 없는 지 확인

▪ 냉각회로에서의 냉각재 설 여부 확인

  1.2  부품 명세서

  이 에서는 주로 원공 장치 시스템의 표  설계에 사용된 비규격 부품들을 

취 한다. 비규격 부품들은 아래와 같이 두 부류로 세분할 수 있다.

  i. 첫 번째 부류는 재까지 상용화된 부품들에 의해서는 구 할 수 없는 외

인 특성이 요구되는 부품들이다. 코일 에 지 방 용 직류 스 치나 NBH 송

선로의 고 압 부싱(bushing)이 이러한 부품들이다. 이러한 부품들을 개발하고 유

용성을 증빙하기 한 R&D 로그램들이 지 까지 수행되어왔었다. 이 에서는 

이들 부품에 해 간략하게 설명하 다; 더 자세한 R&D 결과는 1.2.A.1과 1.2.A.2

의 첨부문서 목록에서 주어진 HT 보고서나 발표 논문들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

다.

  ii. 두 번째 부류는 재 존재하는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제작 

에 세부 인 설계가 필요한 부품들이다. 

  원공 장치 시스템의 표 설계에 사용되는 그 밖의 모든 부품들은 카탈로그

가 제공되는 범용 품목(catalogue items)들이거나 는 필요하면 업체에 의뢰하여 

별다른 설계작업 없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다. 부록 A는 기본 인 라미터를 포

함하는 그러한 부품들의 목록집이다. 

    1.2.1 펄스 력 배  시스템용 부품

      1.2.1.1 High, Intermediate and medium Voltage 개폐기

  400 kV와 66 kV용 개폐기는 SF6 선로 circuit breaker에 근거를 둔 실외용 공

기 연 개폐기이다. 22 kV용 개폐기는 실내용이며 공기 연 속피복 개폐기이

다. 선로 circuit braker , 분리기(disconnector), 지스 치(ground switch) 등 개

폐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들은 카탈로그가 제공되는 범용 품목들이다; 부록 A의 

비품 목록에 그것들의 주요한 라미터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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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66 kV와 22 kV 배

  모든 이블은 구리 도체로 만들어 질 것이며, 이블 외장(sheath)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연물                         XLPE 추천, PVC 사용 불가

▪  최  도체 허용 온도              

            - 연속동작할 때               90℃

            - 단락상태일 때               250℃

▪  산성(acid) 기체 함유            무(zero) 할로겐, IEC 754 규정 수

▪  화재방지                        IEC 332-3 규정 수

66 kV와 22 kV 선과 련된 주요 설계 값은 표 1.2.1-1에서 참고할 수 있다. 

연을 한 정격 압은 66 kV 배 선로의 경우 72.5 kV이고 22 kV 배 선로의 

경우 24 kV이다.

 1.2.2 코일 원공 장치 부품

      1.2.2.1 AC/DC 컨버터

  TF와 PF 회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운 시나리오가 요구되므로 여러 종류의 

AC/DC 컨버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를 할 때는 일부 공통되는 기 들

이 사용되었다. 모든 컨버터 유닛은 두개의 2차 측 3상 권선과 두개의 1차 측 3상 

권선을 구비한, 공통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에 연결된 최소한 두개의 6-펄스 사이

리스터 릿지를 포함한다. 두개의 2차 권선은 동일(보통 델타결선)하고, 1차 권선

은 30˚ 상차를 두고 감긴 확장-델타결선이다. ( d r a w i n g  4 1 . 0 0 5 4 . 0 0 0 1 . 2 D ) ,  

( 4 1 . 0 0 5 5 . 0 0 0 1 . 2 D ) ,  ( 4 1 . 0 0 5 6 . 0 0 0 1 . 2 D ) ,  ( 4 1 . 0 0 5 7 . 0 0 0 1 . 2 D ) 는 컨버터의 표도이

다.



184

   



185

(drawing 41.0054.0001.2D) T. Convertor Schematic Diagram.

(drawing 41.0055.0001.2D) T. Convertor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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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56.0001.2D) Thyristor Convertor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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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버터는 자체 고장억제능력(fault suppression capability; FSC)과 내부bypass 

동작을 표 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FSC 표 에서 사이리스터가 손되어 회로가 

단락된 경우에만 퓨즈가 용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설계 표 의 좀 더 자세

한 설명이 표 1.2.2-1에 주어진다.

 표1.2.2-1 “고장억제능력”에 한 설계기 의 설명

 고장유형  보호동작

 DC쪽 회로 단락 (직류 리액터 아래쪽에서)
 전자 보호 shutdown과 예비 ac circuit 

breaker open (3 사이클)

 컨버터 DC 터미널 단락
 전자 보호 shutdown과 예비 ac circuit 

breaker open (3 사이클)

 사이리스터 파괴에 의한 회로단락

 장애 사이리스터 퓨즈 용단; 전자 보호 

 폐쇄와 예비 ac  circuit breaker open (3 

사이클)

 주의: 각각의 사이리스터에는 직렬로 한 개

씩의 퓨즈가 있음

 순환전류
 전자 보호 shutdown과 예비 ac circuit 

breaker open (3 사이클)

  릿지 암(arm)은 여러 개의 사이리스터를 병렬로 연결하여 만들어지며 컨버터

의 류 크기에 따라 개수가 정해지는데 7개에서 14개 정도이다. 고장 때 회로를 

흐르는 류의 불평형계수(사이리스터 한 개를 흐르는 류를 사이리스터 류 

평균으로 나  값; 사이리스터 류 평균은 사이리스터 병렬회로를 흐르는 총 

류를 사이리스터 개수로 나  값임)가 1.4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과, 훨씬 더 큰 

안 도를 확보하기 하여 여분의 사이리스터를 추가하는 것이 설계의 기본 개념

이다.

  FSC는 컨버터에서 하나의 암(arm)당 하나의 사이리스터와 함께 퓨즈 없이 사

용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사이리스터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 FSC가 하게 작동하는 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 4-

상한 6-펄스 릿지가 EU HT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목 으로 설계. 제작  시

험되었다:

▪ 10 개의 병렬 연결된 사이리스터간의 최  류 불평형을 정상 인 동작 상태

에서 는 고장상태(단락)에서 1.4 아래로 일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함;

▪ AC/DC 컨버터에서 여러 개의 사이리스터를 병렬 연결하여 FSC를 구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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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C에 의해 큰 류를 제거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의 심각한 수 의 기기

계 인 스트 스를 컨버터 모듈이 견딜 수 있는 지 확인하기 함.

  여러 개의 모듈들을 조합하여 력 도가 3 MVA/m
3 이상인 12-펄스 4-상한 2 

kV, 45 kA에서 연속동작할 수 있는 컨버터를 ( d r a w i n g  4 1 . 0 0 7 0 . 0 0 0 1 . 2 D ) 처럼 

구성할 수 있었고,  시험결과는 매우 성공 이었다.  

  컨버터는 고 압 공  측(단상과 3상)에서 압이 40% 떨어지는 과도상태에서

도 보호회로가 차단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러한 큰 압강하를 견디기 해서 

컨버터는 일시 으로 리휠링 모드로 환되거나 주(main)제어 시스템에서 요구

하는 압보다 더 낮은 출력에서 동작하게 된다. 

(drawing 41.0070.0001.2D) AC/DC convertor module assembly 

CPS 회로에서는 아래와 같은 5가지의 기본 AC/DC 컨버터와 컨버터 유닛들이 사

용된다:

▪  TF 코일 원공 장치(TC)용 컨버터;

▪  메인 PF/CS 컨버터(PC)용 컨버터 유닛;

▪  PF2-PF5 P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부스터 컨버터(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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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2-PF5 P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수직안정화(vertical stabilisation; VS)용 

컨버터 유닛;

▪  보정코일을 한 PSS(CC)용 컨버터.

  표 1.2.2-2는 기본 컨버터 유닛의 무부하 압, 류 정격과 동특성해석

(dynamic studies)에 필요한 컨버터 모델이다.

표1.2.2-2 컨버터유닛의 압, 류, 달함수

Type
No. of

Units

No-load 

Voltage 

(kV)

Current

(kA)

Operating

Cycle

Model

Finite 

delay

T1 (ms)

Rate 

limiter

T2 (ms)

TF 1 ±0.9 68 continuous 5 15

PC 12 ±2.0 ±45 continuous 5 15

BC 4 ±5.6 ±10
30 s on,

1800 s off
5 15

VS 2 ±4.0 ±22.5 continuous 2.5 3.8

CC-1 6 ±0.09 ±10 continuous 5 15

CC-2 3 ±0.45 ±10 continuous 5 15

        1.2.2.1.1 TF AC/DC Converter (TC)

  TF AC/DC Converter는 블록도 1.2.2-1에서와 같이 인터페이스 리액터

(interphase reactor)를 통하여 병렬로 연결된 2개의 사이리스터 릿지를 가지는 

12-펄스, 2-상한 컨버터이다. 정류 변압기의 정격 력은 66 MVA이다.

        1.2.2.1.2 Main PF/CS AC/DC Converter (PC)

  Main PF/CS AC/DC Converter 유닛의 기 인 구성도는 그림 1.2.2-2와 같

다. 이것은 공통 방열 에 조립된 백-투-백(back-to-back) 사이리스터를 사용

하는 12-펄스, 4-상한 컨버터이다.  PC는 류의  값이 최  류의 10% 미

만이면 6-펄스 류-순환 모드(한 릿지에서 “순방향” 사이리스터 동작 그리고 

두 번째 릿지에서는 "반 방향“ 사이리스터 동작)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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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2-1 Simplied Scheme of TC Converter

Figure 1.2.2-2 Simplied Scheme of PC Unit

  이것은 제로 크로싱(zero crossing)에서 류의 흐름이 멈추어버리는 오동작 

험성을 피하게 해 다. PC 컨버터의 설계기 은 다음과 같아야한다: 각각의 유닛

은 직,병렬 연결에 합해야한다; 두 개의 6-펄스 사이리스터 릿지로 구성되는 

하나의 유닛은 12-펄스 컨버터로 동작한다. 그림에서 한 유닛을 이루는 두 개의 

사이리스터 릿지는 보통 병렬로 연결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의 유닛은 두 

개의 정류용 릿지를 직렬/병렬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같은 유닛

으로 압 두배, 류 반의 경우에도 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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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는 코일 류가 최 동작 류의 10%~100% 역 사이에 있을 때는 12-펄스 

정류모드에서 동작한다. 류방향의 진 인 천이는 코일 류가 10% 미만인 수

일 때 얻어진다. 류는 한 개의 정류기에서 최소 10% 수 으로 유지되고 다른 

정류기의 출력은 증가하여, 류의 합이 요구되는 코일 류와 같아진다. 역방향으

로 된 컨버터 류가 10% 수 에 도달할 때, 정방향 극성의 정류기는 turn off되

면서 12-펄스, 역방향 극성 모드로 다시 동작하기 시작한다. 극성을 변경시키기 

해서는 히 구성된 사이리스터 게이트 신호 시 스와 두 군데의 천이 에서 

시간지연을  수 있는 “wait states”가 요구된다.

  각각의 PC 유닛은 정격 력 95 MVA인 정류 변압기를 통하여 66 kV 부스바

(모선)에 연결된다.

        1.2.2.1.3 Booster AC/DC Converter (BC)

  BC는 반 극성으로 병렬 연결된 두 개의 12-펄스 정류기로 구성된다. 각각의 

정류기는 직렬로 연결되는 두 개의 사이리스터 릿지로 구성되며 변압기에 서로 

독립 으로 감긴 두 개의 2차 권선에 의하여 공 된다(그림1.2.2-3 참조). 12-펄스 

동작은 그림 1.2.2-3의 그림처럼 두 변압기의 2차 권선에 연결하여 이루어지고, 

PC 컨버터의 경우와는 다르게 순환 류 모드로 동작할 때도 12-펄스 동작이 이

루어진다. 순환 류동작은 류의  값이 최  류의 10% 미만일 때 시작된

다.

  각각의 BC 컨버터는 정격 력이 30 MVA인 정류 변압기를 통하여 69 kV 모선

에 연결된다.

        1.2.2.1.4 Vertical Stabilization (VS) AC/DC Converter

  Vertical stabilization 컨버터라고 불리는 직렬 연결된 VS 컨버터 유닛들은 코

일 PF2-PF5를 통합하여 운 하는 원시스템에 사용된다. 각각의 코일과 직렬로 

연결되는 main ac/dc 컨버터(PC)와 비교했을 때, VS 컨버터는 훨씬 큰 출력 

압과 빠른 응답속도를 가진다.

  각각의 VS 컨버터 유닛은 인터페이스 리액터(interphase reactor)를 통하여 병

렬로 연결된  두 그룹의 직렬연결 릿지와 함께 두개의 12-펄스 그룹으로 합체

된 4개의 6-펄스 백-투-백 사이리스터 릿지로 이루어진다(그림 1.2.2-4 참조). 

출력 류가 최  류 값 Imax의 ±15% 이내에서는 어떤 동작조건에서도 빠른 

동특성을 유지하기 하여, PC 컨버터에서와는 다르게, 12-펄스 사이리스터 정류

기로서 순환 류 동작을 한다. 극성 환 과정은 PC 컨버터에서와 같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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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3 Simplified Scheme of BC Converter

그림 1.2.2-4 Simplified Scheme of VS Convert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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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 컨버터 유닛은 정격 력 48 MVA인 두개의 정류 변압기를 통하여 66 kV 

모선에 연결된다.

        1.2.2.1.5 Correction Coils (CC) AC/DC Converter

  보정코일 (CC) 컨버터는 PC 컨버터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암(arm)당 

사이리스터 수는 더 다. 세 개의 CC 컨버터 에서 상부와 하부 코일 원들은 

1 MVA 정격 력을 갖는 정류변압기를, Resistive Wall Mode 제어를 한 측면 

코일 원은 4.8 MVA 정격 력을 갖는 정류 변압기를 각각 거쳐서 22 kV 모선

에 연결된다.

      1.2.2.2 FDU Components

각각의 FDU는 아래의 부품들로 구성된다:

▪  아크에 의한 류 스 칭을 수행하는 CCU로 다음 부품들을 포함:

    - BPS;

    - VCB;

    - 가포화 인덕터 Ls;

    - 사이리스터 스 치와 커패시터를 VCB에 연결하는 4극성 역 (reversing) 

스 치를 갖춘 역방향펄스(counterpulse) 커패시터 뱅크 C;

▪  CCU와 직렬로 연결된 pyrobreaker(PB);

▪  방  항(discharge resistor; DR);

▪  스 버 회로(snubber circuit; SC).

  기본 부품들의 주요 특성들은 표 1.2.2-3에서 5에서 볼 수 있다. 더 상세한 사

항은 부록 A의 기술자료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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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b l e  1 . 2 . 2 - 3  M a i n  p a r a m e t e r s  o f  t h e  S w i t c h i n g  C o m p o n e n t s

 Parameter Unit BPS VCB PB

 Rated current

 - continuous

 - pulse

kA 68.0 3.5

68.0(0.4 s)

68

 Commutating current kA >70.0 >70.0 75

 Recovery voltage kV 20.0 24.0 20

 Operating  time:

 - at opening

 - closing

ms 230±4

<350

30±2

65±5

0.2±0.05

n/a

 Resistance of main contacts μΩ ca 1.0 ca 60 ca 10

 Life -time expectancy:

 * arc contacts

 * main contacts

 * mechanical

opera-

tions

>100

>500

>1,000

>1,500

n/a

10,000

n/a

n/a

>10

 

T a b l e  1 . 2 . 2 - 4  D e s i g n  F e a t u r e s  o f  t h e  B a s i c  R e s i s t o r s  M o d u l e

Device/Parameter Unit TF CS PF

 Resistance(at 30℃) mΩ 2.4 4.76 2.33

 Stray inductance μH 0.0083 0.016 0.008

 Dissipated energy MJ 95.5 54.3 53.1

 Max temperature of steel ℃ 250 250 250

 Weight of steel kg 944 537 525

 Total weight kg 1250 850 840

 Dimensions m 0.5X0.7X3.3 0.5X0.72X2.0 0.5X0.58X2.6

T a b l e  1 . 2 . 2 - 5  p a r a m e t e r s  o f  t h e  D i s c h a r g e  R e s i s t o r s

 Parameter Unit Coil

 TF CS3U CS2U CS1 CS2L CS3L

 Number of series-connected

 modules in one DR
 40  20  21  21  21  20

 Total inductance (including

 connections between modules)
 μH  13.2  7.3  7.5  7.5  7.5  7.3

PF1 PF2 PF3 PF4 PF5 PF6

 Number of series-connected

 modules in one DR
 19  8  35  30  31  40

 Total inductance (including

 connections between modules)
 μH  4.2  2  7.9  8.3  7.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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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1 Switching Devices

  산업용 류 압 스 치(~ 2 kV)로부터 바이패스 스 치(BPS)가 ITER의 

EU 홈 에 의해 개발되었다. 고 압 내압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작시간을 0.5 에

서 0.25 로 이기 하여 여러 가지 수정들이 추가되었다. ( d i a g r a m  

4 1 . 0 0 3 8 . 0 0 0 1 . 2 D ) 와  ( d i a g r a m  4 1 . 0 0 3 9 . 0 0 0 1 . 2 D ) 는 BPS의 개략 인 구성도이

다.

( d i a g r a m  4 1 . 0 0 3 8 . 0 0 0 1 . 2 D )  B y p a s s  s w i t c h  o u t l i n e  

d r a w i n g

( d i a g r a m  4 1 . 0 0 3 8 . 0 0 0 1 . 2 D )  B y p a s s  s w i t c h  o u t l i n e  d r a w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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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B는 처음 산업용 ac 응용분야에 사용되던 장치를 핵융합 실험실에서 DC 

류 50 kA까지 사용하기 하여 EU 홈 에 의하여 개량되었는데, ITER에 응용

하기 하여 극의 직경을 100 mm에서 125 mm로 증가시켰다. 각각의 진공

circuit breaker는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 직렬로 연결된 두개의 실린더로 구성된

다.

  Pyro-breaker는 ITER 장치의 백업 보호기능을 하여 RF 홈 에 의하여 개발

되었다(( d r a w i n g  4 1 . 0 0 6 5 . 0 0 0 1 . 2 D ) 와 ( d r a w i n g  4 1 . 0 0 6 6 . 0 0 0 1 . 2 D )  참조). 

Pyro-breaker는 두 부분 -고 압에 잘 견디는 다  갭 current interrupter와 

diconnector- 으로 구성되는데, 두 부분은 각각 분리된 폭발물을 장착하여 트리거 

된다. current interrupter는 기 류흐름을 담당하는 여러 겹으로 얇게 자른 수

냉식 구리 실린더가 심을 이룬다. 냉각수는 실린더가 화약 폭발로 인하여 괴

되면서 생기는 아크를 소멸시키는 것을 돕는다. 설계와 련한 더 상세한 사항은 

( d i a g r a m  4 1 . 0 0 5 0 . 0 0 0 1 . 2 D ) 와 ( d i a g r a m  4 1 . 0 0 5 1 . 0 0 0 1 . 2 D ) 에서 볼 수 있다.

        1.2.2.2.2 방 항

  방 항은 단일화된 항 모듈(TF FDU용, CS FDU용, PF FDU용)을 기본으

로 한다. 이들 모듈은 인덕턴스를 최소화하기 해 특수한 구조의 강철 테이 로 

만들어질 것이다(( d i a g r a m  4 1 . 0 0 5 8 . 0 0 0 1 . 2 D . 0 0 0 1 )  참조). FD동안 코일에 걸리는 

최  압을 이기 하여 높은 항 열 계수를 가진 강철( 를 들자면 RF 

steel ST-3(6.5 10
-31/℃),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의 steel 1004/1006)이 사용될 것이

다. 단일화된 모듈을 구성하는 방  항의 배치는 ( d i a g r a m  4 1 . 0 0 5 9 . 0 0 0 1 . 2 D )

에서 볼 수 있다.

  TF, CS, PF 방  항에 있어서의 모듈의 분포는 표 1.2.2-5에서 볼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FDU 부품들의 라미터는 부록 A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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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w i n g  4 1 . 0 0 6 5 . 0 0 0 1 . 2 D )  M u l t i - g a p  p y r o - b r e a k e r  

c i r c u i t  d i a g r a m

( d r a w i n g  4 1 . 0 0 6 6 . 0 0 0 1 . 2 D )  M u l t i -  g a p  p y r o - b r e a k e r  o u t l i n e  d i a g r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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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w i n g  4 1 . 0 0 5 0 . 0 0 0 1 . 2 D )  P B  

a s s e m b 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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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w i n g  

4 1 . 0 0 5 1 . 0 0 0 1 . 2 D )  

M u l t i - g a p  P B  

a s s e m b 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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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58.0001.2D) Fast discharge resistor module

(drawing 41.0059.0001.2D) TF, CS&PF discharge re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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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SNU 부품

 SNU는 각각 아래의 부품들로 구성 된다:

▪  아크 없이 류를 스 칭 하는 CCU:

   - 사이리스터 TH1과 조합된 BPS;

   - 다이오드 D1과 사이리스터스 치 TH2로 이루어지는 사이리스터 회로 

circuit breaker (TCB);

   - 간의 역펄스 커패시터 C1;

   - 진공 스 치 VS와 결합된 메인 역펄스 커패시터 뱅크 C2.

▪  두개의 make switch MS1 - MS2;

▪  방  항;

▪  CCU와 병렬로 연결된 폭발 으로 작동하는 보호용 make switch (EPMS);

▪  스 버 회로 (SC).

  이 부품들의 주요 라미터는 아래의 표 1.2.2-6에서 8에서 나타내었다. 더 자

세한 사항은 부록 A의 기술자료표에 주어진다.

        1.2.2.3.1 스 칭 부품

  아크 발생 없이 류를 스 칭(commutation)하는 기계 인 BPS가 ITER 장치

에 사용하기 해 RF 홈 에 의해 개발되었다. 개발된 스 치는 2단 기계식, 수

냉식 장치이다. 류  시스템은 두개의 고정된  그룹과, 두 지  사이를 

두개의 강력한 자기 구동코일에 의해 이동하는 한 개의 이동형 합부로 구성

된다(( d r a w i n g  4 1 . 0 0 4 7 . 0 0 0 1 . 2 D ) 와 ( d r a w i n g  4 1 . 0 0 4 8 . 0 0 0 1 . 2 D )  참조). 병렬 연

결된 두개의 압 고속 사이리스터가 첫 번째 합부 그룹에 병렬로 연결되는 

데 이것들은 아크 압을 제한하여 극의 부식을 막는다. 두 번째 합부 그룹은 

류가 없는 상태에서 open하는 데(2.2 의 설명 참조), 내 압을 높이기 하여 

압축공기가 사용된다.

  고속 make switch(FSM)는 두 부분으로 구성 된다: 첫 번째 부분은 턴-온 시간

이 100 μs 이하인 트리거에 의해 작동하는 산업용 스 크 갭이다; 두 번째 부분

은 1 kV 이하의 비교  낮은 압 하에서 도통 가능한 기계식 make switch 이

다. 기계식 스 치 설계에 있어서 일부 상세 사항은 ( d r a w i n g  4 1 . 0 0 4 9 . 0 0 0 1 . 2 D )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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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스 치의 주요 라미터가 표 1.2.2-6에 요약되어 있다. 회로도와 외형도

가 ( d r a w i n g  4 1 . 0 0 6 3 . 0 0 0 1 . 2 D ) ,   ( d r a w i n g  4 1 . 0 0 6 4 . 0 0 0 1 . 2 D ) ,   ( d r a w i n g  

4 1 . 0 0 3 6 . 0 0 0 1 . 2 D ) ,    ( d r a w i n g  4 1 . 0 0 3 7 . 0 0 0 1 . 2 D ) ,  ( d r a w i n g  4 1 . 0 0 5 2 . 0 0 0 1 . 2 D )

들의 도면에 있다.

T a b l e  1 . 2 . 2 - 6  M a i n  P a r a m e t e r s  o f  t h e  S w i t c h i n g  C o m p o n e n t s

 Parameter Unit BPS TCB FMS EMS*

 Rated current

 * continuous

 * pulse

kA 60 n/a

45(10 ms)

60 68

 C o m m u t a t i n g 

current
kA 66 45 66 75

 Recovery voltage kV 20 20 n/a n/a

 Operating time:

 * at opening

 * at closing

ms 4.4±0.3

4.5±0.2

n/a

0.1±0.02

n/a

0.012±0.002

 Resistance of

 main contact
μΩ 5.0 n/a 1.0 3.0

 e:-time expectancy
opera-

tions
10,000 10,000 10,000 n/a

*-이 스 치는 한 TF 코일의 PSS에서도, 고속 방 회로를 닫는 메인 보호용 make 스 치를 

지원하는 스 치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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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47.0001.2D) Bypass switch for SNU assembly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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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48.0001.2D) Bypass switch for SNU assembly drawing

(drawing 41.0049.0001.2D) Fast make switch assembly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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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63.0001.2D) Fast make switch circuit diagram

(drawing 41.0064.0001.2D) Mechanical thyristor switch circui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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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36.0001.2D) Mechanical thyristor switch outline 

diagram

(drawing 41.0037.0001.2D) Fast make switch outline diagram



207

(drawing 41.0052.0001.2D) Thyristor circuit breaker assembly drawing

      1.2.2.3.2 항

  SNU 항의 기본 설계 자료가 표 1.2.2-7에 주어져 있다.

Table 1.2.2-7 Basic Design Data of the SNU Resistors

 Parameter/per SNU Unit
All CS modules

and PF1
PF6

 Max. current kA 45 33

 Max. voltage (at breakdown) kV 10.0 10.0

 Max. resistance (at 20℃) Ω 0.22 0.30

 Max. dissipated energy GJ 1.3 1.3

 Resistor rated (installed) energy GJ 3.68 3.68

 Max. temperature rise during discharge ℃ 220 220

 Weight of conductor material (steel) t 35 35

 Cooling time min 20 20

9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는 방 항은 그림 1.2.2-5에서와 같이 볼트 는 메이크 

스 치에 의해 병렬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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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서 -유닛으로 구성되는 각각의 항 유닛은 볼트체결에 의해 병렬로 연

결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라즈마 펄스를 발생하기 에 특히 기 자화에 쓰

이는 코일 류를 고려하여 단  유닛의 항 값을 조정할 수 있다. 항 유닛은 

강제 공기냉각과 공기-냉각수 열 교환기에 의해 냉각되는 단열용기 내부에 치

한다( ( d r a w i n g  4 1 . 0 0 6 1 . 0 0 0 1 . 2 D ) 와 ( d r a w i n g  4 1 . 0 0 6 2 . 0 0 0 1 . 2 D )  참조).

  항 설계에는 모듈식 근법을 해 모든 항 유닛/서 -유닛은 6가지 형태

의 모듈로 만들어질 것이다. CS와 PF1에서 사용될 같은 항 유닛들이 3가지 

형태의 항 모듈과 함께 제작되고, 나머지 3가지 형태는 PF6 SNU에 필요한 것

이다.

Figure 1.2.2-5 Arrangement of the SNU Resistor

  모듈화에 한 항모듈들의 주요 설계 자료는 표 1.2.2-8에 주어진다. 항 당 

모듈의 총 수는 225개(각 형태 당 75개)이다.

Table 1.2.2-8 Design Data of the Unified Resistor Modules

Module Coil
Resistance

(Ω)

Energy

(MJ)

M1
All CS and PF1 10.00

28.89
PF6 13.64

M2
All CS and PF1 10.00

14.44
PF6 13.64

M3
All CS and PF1 10.00

5.77
PF6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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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모듈은 인덕턴스를 이기 하여 stainless steel ( .SS-316L) 테이 로 

(drawing 41.0067.0001.2D)와 같은 구조로 만들 것이다. 개념은 FDU 항 모듈 

설계에 용한 개념과 같다.

      1.2.2.4 Bypass Make Switches and DC Disconnectors

  Protective (bypass) make switch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작하여 SNU들

과 main ac/dc 컨버터에 병렬로 연결되면서 회로들을 바이패스 시킨다. EU 홈 

이 FDU용으로 개발한 설계, 즉 병렬 연결된 VCB와 결합된 기계식 공기냉각형 

BPS가 사용될 것이다.

  동일한 설계를 용한 VCB가 없는 기계식 바이패스 스 치는 보수기간동안 코

일을 원공 장치 회로와 분리시키는, dc 차단장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Make switch는 류가 부스터 컨버터 정격인 10 kA 이상이 되었을 때 PF 부

스터 컨버터를 바이패스 시키는데도 필요하다. 특히 이 스 치들은 매 사이클마다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RF 홈 에 의해서 개발된 SNU용 고속 메이크 스 치가 

이 목 으로 사용될 것이다.

      1.2.2.5 DC 부스 바

  DC 부스 바는 TF, CS, PF, correction coil을 ac/dc 컨버터와 FDU, SNU에 연

결하는 데 사용된다. 이들의 재료는 알루미늄이 사용될 것이다.

  토카막 빌딩에 있는 코일 터미  박스에서부터 갤러리와 진단용 홀(빌딩번호 

#71)을 거쳐 MPSSNB(빌딩번호#31)까지의 경로를 가지는 모든 부스 바들은 모두 

물로 냉각될 것이다. 지된 보호함과 ‘+’와 ‘-’ 극 사이의 분리기를 사용하여 손

상으로부터 부스 바를 보호하고, 한 두 극 사이의 단락 가능성을 여야 한다.  

  MPSSNB와 MPCB(빌딩#32와 #33) 내부의 모든 부스 바들과 이 빌딩들을 연결

하는 릿지들에 포함된 부스 바는 공기에 의해 냉각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지

된 새장 모양의 보호함과 지된 극분리기 등을 사용하여 공기 냉각이 원활하

게 한다. MPSSNB 건물 내부에서 수냉식 부스 바와 공랭식 부스 바를 연결한다. 

  68 kA(TF), 45 kA(CS&PF), 10 kA(CC와 부스터 컨버터)용 부스 바의 단면

이 부록 A에 주어진다. 부스 바들과 합부에 한 설계 결과들을  (drawing 

41.0040.0001.2D) 에서부터 (drawing 41.0046.0001.2D) 까지의 도면들과 (drawing 

41.0060.0001.2D)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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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61.0001.2D) SNR for CS & 

PF1

(drawing 41.0062.0001.2D) SNR for P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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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67.0001.2D) Switching network resistor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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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40.0001.2D) 45-68kA water cooled DC busbars (single)

outlin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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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41.0001.2D) 45-68kA water cooled DC busbars (double)

outlin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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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42.0001.2D) 10kA water cooled DC busbars outlin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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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43.0001.2D) 10kA 

DC busbars flexible joint outlin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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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4.0061.0001.2D) Bend of the water-cooled DC 

busbars

 outlin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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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45.0001.2D) 45-68kA air cooled DC busbars outline 

drawing

(drawing 41.0046.0001.2D) Flexible join of the 45-68kA water 

cooled DC busbars outlin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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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41.0060.0001.2D) 68kA air cooled   busbars (double) outlin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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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1 Attachment 1 : List of Final Reports on HT R&D Tasks

1.2.A.2 Attachment 2: List of Papers on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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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달 품목

    1.3.1 조달품 목록

  PPS 시스템의 조달품들은 다음과 같이 조달품 번호 41.P1 부터 41.P7까지의 7

가지 패키지로 분류할 수 있다.

41.P1 RPC&HF (41.P2)를 제외한 PPDS에 포함된 모든 물품.

41.P2 CPS의 사이리스터 컨버터들과 RPC&HF들.

41.P3 CPS의 스 칭 네트웍, 방 회로, dc 배분(부스바와 이블)시스템 장비들. 

41.P4 EC H&CD 원들.

41.P5 IC H&CD 원들.

41.P6 LH H&CD 원들.

41.P7 Heating Beam, H&CD  Diagnostics NB 원들.

  각각의 H&CD 원시스템과 ac 력 배분 시스템은 서로 다른 패키지에 포함

되고 있다. CPS는 제작에 필요한 기술들이 확연히 다른 부품들을 구별하여 두 개 

패키지로 나 었다. 7 개 패키지 에는 원시스템 사이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필

요로 하는 200 kIUA가 넘게 소요되는 단일 품목의 덩치 큰 패키지도 있고, 다른 

장치와의 인터페이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작은 품목들을 여러 개를 묶어 놓은 

패키지도 있다. 이 게 원품목들을 패키지 별로 조달해서 시스템 체를 구성하

려면 특히 설계와 장 기시험 등을 수행하기 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시스템을 총 해서 구성하는 일은 central ITER team에서 한 인력과 조

직을 구성해서 수행한다.

    1.3.2 설계기 과 책임 

  ITER 원 시스템의 조달계획은 ITER가 subsystem들의 기 이 되는 

r e f e r e n c e  d e s i g n 을 만들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동 작 기 술  사 양 들을 자세히 규

정하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한 각각의 패키지에 해서는 한 공 자가 제작하고 그 시스템을 구성해주는 

것으로 가정한다. 패키지 공 자는 주요 서 시스템 는 부품들의 조달을 해 

sub-contract를 맺을 수 있다. sub-contract에 의한 조달품 공 자는 요구되는 동

작 기 술  사 양 들을 만족시켜야 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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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자는 요구되는 동 작 기 술  사 양 을 근거로 해서 상세설계와 제작을 수행하고, 

공장검사, 인도, 설치, 시험운 , 장시험, 더미로드에 의한 시험들을 수행하면, 

최종 으로 ITER가 실제 부하를 이용하여 통합운  시험을 수행한다.

    1.3.3 제작 계획

  PPS 서 시스템들의 제작, 설치, 시험을 한 략 인 계획을 그림 1.3.3-1과 

2에 나타내었다. 단독  통합운  시험을 포함해서 체 제작기간은 약 6년이다. 

CPS 서 시스템들을 각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간의 연 성은 다음과 같

다: 

▪ AC/DC 컨버터의 시험  력을 공 한 상태에서의 dc 스 치 시험에 필요

한 dc 력 배분 시스템(부스 바)과 련 시설들의 완성시기;

▪ 원을 공 한 상태에서의 AC/DC 컨버터 시험과 더미로드를 이용한 시험을 

해 필요한 펄스 ac 력 공 련 시스템의 완성시기;

▪ 스 칭 부품들을 류에서 시험하기 해 필요한 AC/DC 컨버터에 의한 dc 

력 사용가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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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능  분 석

  이 에서는 ITER 원시스템의 r e f e r e n c e  d e s i g n 을 수행하면서, 설계결과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해 수행된 해석결과들을 요약하고 있다. 더 상세한 

해석과 그 결과들은 본 에서 reference들로 주어지는 련 보고서들을 참고하면 

된다. 원의 r e f e r e n c e  d e s i g n 과 련된 주요 JCT 보고서들의 목록은 첨부 1 

(2.A.1)에서 볼 수 있고, 첨부 2 (2.A.2)는 ITER의 home team들에 의해 원설계 

업무로 수행된 원 련 최종보고서들의 목록들을 포함하고 있다. home team에

서 수행한 결과들을 기본으로 하여 본 보고서의 1 에서 기술된 r e f e r e n c e  

d e s i g n 이 만들어진 것이다.  

  2 . 1  고 압  송 망 과 의  인 터 페 이 스

  1 에서 설명된 PPS의 r e f e r e n c e  d e s i g n 은 “Plan Design Specification"의 

1.1.4 에서 정의된 건설 부지를 가정해서 수행되었다. 이것에 따르면 PPDS는 

하게 가정된 용량과 제약조건들을 가진 형 고 압 력공  시스템에 연결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 압 송 망 시스템과 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PPS의 설계에서 매우 요한 이슈들 의 하나이다. 고 압 송 망에 필요한 조

건을 맞추어 주기 한 수단들 에 특히 400 Mvar 이상의 무효 력을 보상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harmonic voltage distortion에 한 비책은 PDS에 포함되지 

않았고, home team들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다. 백그라운드 성

분과 합쳐진 고조 들의 압 진폭의 합은 총 압의 1 % 미만, 각각의 고조  

진폭은 총 압의 0.5% 이하이다.

  고 압 송 망과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기 한 분석 작업에서는 두 가지 

에서 다음의 두 가지 목 을 갖고 수행하 다: 1) 주요 부품들의 라메타를 결정

하는 것; 2) 결정된 라메타들을 HV 송 망과의 조화 에서 검증하는 것.

    2 . 1 . 1  부 품  선 택 을  한  평 가기  

      2.1.1.1 주 강압 변압기 정격과 무효 력 보상기 정격의 충

  부하의 펄스  특성 때문에 PPDS의 강압 변압기의 정격은 평균 열부하에 맞추

기보다  무효 력보상기의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따진 후 결정하여야 한다. 

변압기의 단락회로 임피던스의 크기가 일정한 % 값(단락회로 임피던스의 단 임)

을 갖는다고 하면 ( 를 들어 15%), ac/dc 컨버터 변압기의 정격 력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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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컨버터를 운 하면서 만들어지는 무효 력은 

커지게 되고, 더 큰 용량의 무효 력 보상회로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격 력

을 낮추면서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면 무효 력 보상회로의 정격과 비용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두 개의 기기 간의 충 을 찾기 한 연구

를 수행한 결과가 I. B enfatto, N 41 RE 6 01-06-11, "T rade-off study for 

the choice of the step-down transformers"에 정리되어 있다: 

▪ 강압 변압기의 단락회로 임피던스는 고유변수임;

▪ 무효 력 보상회로의 커패시턴스 용량은 계산된 값으로, 69 kV ac 부스 바에

서의 압강하를 10 %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량임. 

  해석은 ac/dc 컨버터의 운 조건을 정 으로 운 할 때(일정 압  류 출력

모드)와 동 으로 운 할 때 ( 압  류가 귀환제어 되는 모드) 두 가지에 

해 수행하 고, 그림 2.1.1-1 에 요약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요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정 운 (일정 압  류 출력모드)만을 고려하여 평가하면 강압 변압기의 

력정격을 낮추는 것이 비용 감에 약간 도움이 되고, 기술 인 에서 보

면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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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 운  (firing angle과 출력 압이 빨리 변화하는 출력모드)을 고려하여 평

가하면 강압 변압기의 정격 력을 낮추면 총비용이 높아지고, 기술 인 에

서도 정격운 의 경우보다 더 불리하다.

  이런 차이는 동 운 의 경우 발생하는 시스템 oscillation 때문이다. 이 

oscillation은 ac/dc 컨버터의 inversion mode 운 에서 사이리스터 extinction 

angle(γ)을 여주는 데, 정   동 운 에서 모두 동일한 최소 γ 값을 갖고 

ac/dc 컨버터를 운 하기 해서 동 운 을 기 으로 용해야하기 때문에 더 

큰 무효보상 력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 으로 강압 변압기의 정격 력을 낮춘다고 비용 으로 큰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운 하는 면에서는 불리하다.

      2.1.1.2 AC/DC 컨버터 정격/구성법(scheme)과 무효 력보상기 정격의 충

  이 주제에 해서는 I. B enfatto, A. Roshal, N 41 RI 22 99-01-21, 

"RT O/ RC IT ER:  reduction of reactiv e power produced b y the AC/ DC 

conv ertor" 에 정리되어 있으며, AC/DC 컨버터의 구성법을 달리하여 power 

factor를 개선하는 것에 해 설명하고 이다. 이 내용에는 특히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 특별히 고안된 제어법을 사용한 ac/dc 컨버터 (sequential/asymmetric 제어  

bypass 제어 등); 

▪ GTO 사이리스터를 사용한 ac/dc 컨버터의 경우;

▪ 외부 류순환(freewheeling)회로를 용한 ac/dc 컨버터의 경우.  

  특별한 제어법을 용하여 무효 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새로 추가되는 사이리

스터 는 더 비싼 부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매력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인 제어법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제어 법을 용하기 해서는 총 유효출

력은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pulse factor를 얻기 해서는 두 배의 리지회로

( 를 들어 6펄스 운 을 해서는 2개의 리지, 12 펄스 운 을 해서는 4개의 

리지 등등)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한 의 12 펄스 컨버터로 

공 할 수 있는 곳에 최소한 2 의 12 펄스 AC/DC 컨버터 유닛이 각각의 

PF/CS 시스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AC/DC 컨버터 하나가 어떤 

이유 -특히 한 모듈로 만들 수 있는 한계인 100 MVA를 넘게 되었을 때- 에 의

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으로 나 어서 제작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특수성은 비



227

용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ITER-98 설계에서 bypass 제어가 사용

되었던 이유이다: 각각의 PS/CS 시스템에 90 MVA 정격의 4 개의 컨버터들을 

직렬로 연결하여 구성하 음. 

  그러나 만약 컨버터가 필요로 하는 력이 크지 않은 데, 단지 power factor를 

개선하기 해서 두 개의 유닛으로 나 다면 비용 인 면에서 불리할 것이다: 단

 유닛 당 력이 작을 수록 비용(cost/MVA)은 증가한다. 이런 경우 ac/dc 컨버

터들의 총비용과 이에 의해 발생하는 무효 력 보상회로의 총비용 사이를 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로 ITER-FEAT 시나리오와 가정된 부지조

건(본 DDD 작성 당시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참고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보수 인 제어를 용한 90 MVA 컨버터 유

닛들과 이에 맞는 용량이 큰 무효 력 보상시스템을 사용하는 것(r e f e r e n c e  

o p t i o n )이 비용을 가장 감하는 방법이다. 

  power factor 개선을 해서 언 한 다른 두 개의 방법에 한 결론들은 다음

과 같다. GTO를 사용하여 ac/dc 컨버터를 만드는 것은 10 MVA 이하의 작은 용

량의 컨버터와 단락 류 정격이 작은 송 망에서 력을 공 받는 경우에 가격경

쟁력이 있다. 그 외 다른 모든 경우에는 사이리스터를 사용한 컨버터와 무효 력

보상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비용이 감된다. 외부 순환 류회로를 용한 

경우의 비용은 에서 제시한 r e f e r e n c e  o p t i o n 과 비슷하다. 이 설계에 근거를 

둔 AC/DC 컨버터 시스템은 실제 조달하는 시 에서 제작자가 기술 인 장 을 

제시하는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 

    2.1.2 설계검증을 한 컴퓨터 시뮬 이션

  ac 력 공 시스템을 포함하여 ac/dc 컨버터 운 을 분석하는 작업이 먼  

PSCAD/ EMTDC 소 트웨어에 의해 수행되고, 이어서 SABER 소 트웨어로도 

수행되었다.  

      2.1.2.1 AC/DC 컨버터 시스템 운 에 한 비분석

  설계 방법을 검증하기 해 수행한 기 분석결과가 B enfatto, N 41 RI 37 

99-09-30, "T ransient analysis of the 69 k V AC distrib ution system and 

the AC/ DC conv ertors" 에 정리되었다. 컴퓨터 모델에는 체 3 개  한 개

의 69 kV 부스 바와 련된, 즉 체 시스템의 1/3 이 포함되었다. 3 개의 부스 

바들은 400 kV/69 kV 변압기들에 의해 서로 분명하게 분리되는 회로들로 가정하

다. 400 kV에서 공 되는 주 강압 변압기와 RPC&HF 유닛에 포함된 회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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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리스터 제어 리액터와 5차, 7차, 11차, 13차 고조 에 맞춰진 RLC 회로, 그리

고 사이리스터 컨버터들 - 이 등가회로에 의해 모델링 되었다. 한 귀환제어

회로와 류분배회로 등을 포함하여 PF/CS와 VS 컨버터들에 해서는 상세모델

을 용하 다. NB H&CD와 ECH&CD 원들은 ac 부스 바에 한 부하를 공

하는 12 펄스 컨버터로 모델링하 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1) AC/DC 변환계통의 설계는 체 인 에서 큰 문제가 없고, 모순이 없다; 

PF/CS 와 VS 컨버터들은 PS 설계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스펙들을 만족시킨다. 

특히 최  부하 류와 최소 ac 입력 압의 상황 (10 % 압강하 된 62 kV)에서 

정격 압의 공 능력이  inversion mode에서 검토되었다. 컨버터의 최  firing 

angle (α)은 140° 를 넘지 않아야 하는 데, 상과는 반 로 컴퓨터 모델에 의하

면 tuned 필터들은 이 각도를 크게 만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운  조건에서 부스 바에 총부하가 걸리면 주요한 운  라메타들(ac 부스 바

의 압강하, 정격 압부하상태에서의 사이리스터 firing angle) 의 값은 설계의 

한계치에 거의 근 한다.

3) 고조  필터들의 설계와 컨버터 제어시스템의 설계는, VS 컨버터의 동 운

과 련되어 강압 변압기의 회로단락 인덕턴스와 tune 된 filter와의 병렬 공진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스템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해, 서로 련시켜 수행되어야 한

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69 kV의 oscillation) 몇 개 모델의 컴퓨터 시뮬 이션에

서 측되었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1 에서 기술된 RPC&HF 유닛의 r e f e r e n c e  

d e s i g n 을  보충하 다. 한 3) 번 이슈가 컨버터와 RPC&HF 유닛을 같은 조달품

으로 하여 공학설계를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2.1.2.2 AC 배 시스템을 포함한 AC/DC 변환기의 범 한 해석

  PPSS 체(ac 배 시스템 3 개의 부스 바를 통해 공 되는 모든 ac/dc 변환기 

시스템)에 한 범 한 해석이 EU home team (EFDA)에 의해 SABER 소 트

웨어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는 데, 이 결과는 B enfatto, N 41 RE 7 01-06-11, 

"Computer simulation analysis of the pulsed power distrib 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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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oads" 에 정리되었다. 과거의 비슷한 시뮬 이션 결과(2.1.2.1 에 기술됨)

와 비교하면 이 작업은 모든 시스템들을 더 자세한 모델에 의해 수행(1/3 모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 ac 배 시스템을 포함하여 표 된 모델)되었고, 입력 라

메타들도 재의 r e f e r e n c e  d e s i g n 에 맞도록 하 다.

  시스템의 동작특성이 정 운 조건과 VS 컨버터의 동 운 조건에서 해석되었

다. HV 송 망으로부터의 최  무효 력, ac 압강하, 고조  압 성분들을 

r e f e r e n c e  시 나 리 오 에서 가장 심각한 요구조건이 만들어지는 에서 계산되었다.

  컴퓨터 모델은 재의 reference design (1 에서 설명된 설계)을 자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하 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강압 변압기와 ac 력 배  시스템;

▪ RPC&HF 시스템의 상세 모델;

▪ PF ac/dc 컨버터들의 상세모델;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사이리스터 리지에 

근거를 둔 ac/dc 컨버터의 경우 류배분(current sharing) 귀환제어계도 모델에 

표 됨;

▪ H&CD 원에 포함된 각각의 ac/dc stage들도 상세하게 표 됨;

▪ ac 원과 사이리스터 게이트 펄스의 동기화를 한 phase looked loop (PLL)

의 상세모델도 포함됨.

  이 해석의 주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  무효 력은 EOB(End 

of Burn)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69 kV 3번 부스 바만 제외하고, 모두 

설계치 이하 조건을 만족(Table 2.1.2-1)하고 있다. 부스 바 69 kV B3에서의 추가

압 강하가 매우 작아서 조건들은 수용할만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 동일한 운 조건에서 400 kV 송 망에서 흡수되는 무효 력과 400 kV 공

라인에 주는 압왜곡은 요구되는 값 이내(Table 2.1.2-2 참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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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V 송 망의 임피던스는 상수의 inductance를 갖는 것으로 가정. (이 가정에 의해 THD 값은 3배

까지 과소평가 할 수 있으나, 이것을 고려해도 제시된 한계 값보다 크지 않음)

2) 다른 background를 포함한 값임. 

  제안된 설계개선사항들을 용한 운  시뮬 이션에서는 이  설계에서 발생하

던 강압 변압기의 회로단락 인덕턴스와 tune 된 filter와의 병렬 공진에 의해 만

들어지는 시스템 불안정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은 VS 컨버터의 동

운 조건 하에서도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ac/dc 변환계통을 설계한 내용은 체 으

로 건 하고, 모순이 없다. 가장 심각한 부하조건에서 AC 배분 시스템 부스 바의 

압강하는 설계 한계 값에 근하고 일부만 아주 근소하게 과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PF/CS 와 VS 컨버터들은 요구하는 성능들을 낼 수 있다.  

  RPC&HF 시스템의 설계는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무효 력 크기와 고조  성분

들은 부분 으로 제시된 가상 부 지  조건 (Plant Design Specification 참조)과 자체

인 가상조건의 한계 값을 넘지 않는다. 

  2.2  설계자료 검증을 한 분석

    2.2.1 AC/DC Convertor

  AC/DC 컨버터의 성능과 련해서 가장 으로 해석한 부분이 PF와 VS 

컨버터의 동 특성 혹은 최소 반응시간을 검토하는 작업이었다. 이 라메타는 

라즈마 치와 형상을 제어하는 데 매우 심각한 향을 미친다. 우선 이론 인 해

석이 이루어졌고, 이 결과들을 PSCAD/EMTDC 코드에 의한 시뮬 이션으로 검

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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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 주(main) PF 컨버터의 동  특성

  주 PF 컨버터의 동 특성은 참고문헌 B enfatto, N 41 RI 38 01-06-05, 

"Response time of the main PF AC/ DC conv erters" 에서 설명되었다. 이 

보고서는 ITER-FEAT의 원을 해 기에 만들어진 결과물로써, power factor

를 증가시키기 해 최종 으로는 제외된 컨버터들의 freewheeling을 통한 내부 

바이패스 동작의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요한 결론들은 재의 r e f e r e n c e  

d e s i g n 에도 용될 수 있다. 

  그림 2.2.1-1에 ac/dc 컨버터 한 개 모듈의 간단히 모델링된 제어 diagram을 보

여 다. 처음 블록은 컨버터가 기 입력 제어신호의 변화에 반응(출력 압의 변

화)하는 지연시간을 표 한다. 이런 지연시간은 바이패스 동작이 포함되면 특히 

커진다. 

  두 번째 블록은 두 개의 병렬로 연결된 phase-shifted 리지 간의 류분배를 

제어하는 데서 생기는 한계를 표 한다. 세 번째 블록은 phase 제어의 불연속성

과 ac 공  측과 게이트 펄스를 동기화시켜야하는 필요성을 고려한 사이리스터 

리지의 달함수를 나타낸다. 

  12 펄스 컨버터는 두 개의 30° 상차를 가진 6 펄스 리지로 구성된 유닛들

을 한 개 는 여러 개 직렬 연결해서 구성되는 데, 구성된 12 펄스 컨버터의 동

특성은 PSCAD/EMTDC 코드에 의해 해석되었다. 시뮬 이션 결과로 얻어진 

가 그림 2.2.1-2에 보 다. 이론 인 해석결과와 PSCAD/EMTDC 코드에 의해 

과도(transient)특성을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PF 컨버터에 해서 다음과 같은 

달함수가 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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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는 t1, t2 라메타의 값들이다.

실선 - 압 귀환제어계에 주어진 입력 압

선 - 직렬연결된 4개 컨버터의 출력: 실제 출력 압의 형은 12 펄스 컨버터들의 압리 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어되었음; 신호처리는 f=150 Hz의 loss pass filter를 용해서 수행.

  표 2.2.1-1의 case #3는 병렬연결보다 6 펄스 리지를 직렬연결로 구성하여 12 

펄스를 달성하면 응답속도가 획기 으로 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2.1.2 VS 컨버터의 동 특성

  VS 컨버터에서 요구되는 높은 성능의 동 특성을 달성하기 해 이 해석 작업

은 매우 요한 작업이었다. 결과로서 4개의 6-펄스 모듈로 구성되는 12-펄스, 4-

상한 컨버터가 제시되었고, 분석된 결과는 B enfatto, N 41 RI 41 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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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O/ RC IER:  four quadrant conv ertor with circulating current for 

Vertical Stab iliz ation" 에서 정리되었다. 모듈들은 인터페이스 리액터를 통하여 

두 그룹의 직렬 연결된 리지가 병렬로 구성된다. 정상 류의 50%에서 정격이 

된 이들 두 그룹은 상 쉬 트가 없고 순환 류 모드로 동작할 수 있어, 데드타

임 없이 류 방향을 바꾸고 12-펄스 동작을 유지한다. 컨버터 출력 압을 open 

loop로 제어하여 응답시간의 성능개선이 이루어졌다. 

  소 트웨어 PSCAD/EMTDS를 사용하여 수행한 VS 컨버터 동작의 과도응답 

해석결과에 의해 높은 정 도의 동 (dynamic)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1-3 참조). 그림의 등가 달함수의 시간 응답은 표 2.2.1-1(t1 = 2.5 ms, t2 = 

7.5 ms)의 #3 경우에 해당한다.

Figure 2.2.1-3 VS Converter Output Voltage in Response to Step Input

  그림 2.2.1-4에서는 0-50 Hz 역의 사인 입력신호에 응하는 VS 컨버터 응

답을 해석하여 얻은 Bode 선도를 볼 수 있는 데, 0-50 Hz 범 에서의 압 응답

특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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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4 Bode Diagram of the VS Converter

  참고문헌 E. Gaio et al. (Consorzio RFX, Padova, Italy), N 41 RE 3 

01-06-05, "Response time of the ITER-FEAT Vertical Stabilisation 

Converter" 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류 순환 루 에서의 류 제어에 강조 을 

둔, VS 컨버터에 한 더 많은 시뮬 이션 연구가 EU HT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interphase 인덕터를 최 화하는 작업과 순환 류 제어용으로 당

한 regulator를 구성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제어회로가 아주 상세하게 표

된 컴퓨터 모델이 ATP 코드로 개발되고 해석되었고, 이 모델에 의해 컨버터의 

동 특성을 검증하 는 데, 그 결과도 표 2.2.1-1의 #3의 경우보다 더 좋게 나왔

다. 결론의 하나로 컨버터 출력 압을 귀환제어 하는 기술에 근거한 1998년에 만

들어진 달함수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후 더 빠른 응답특성을 얻기 하여 open loop 귀환제어 방식으로 체되었

다. 이 수정사항을 반 하기 해 EU 홈 은 Main ac/dc 컨버터와 VS ac/dc 컨

버터를 모델링하기 한 새로운 블록도를 만들었는 데 이에 한 설명은 보고서 

I Benfatto, N41 RE 5 01-06-05, "Revised Model of the Power Supply", 

presented at the Review Meeting on Plasma Control, Garching, 14-18 May, 

2001 에 설명되었다. 그림 2.2.1-5에서와 같이 구성된 이 모델은 각각의 컨버터에 

하여 표 2.2.1-2에 정리된 한 상수들을 용한 포화(saturation) 블록, 고정

된 지연(fixed delay) 블록, 그리고 비율 제한기(rate limiter) 블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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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5 Revised Block Diagram for the Modelling of the AC/DC 

Converters

Table 2.2.1-2 Revised Parameters of the Transfer Function for the AC/DC     

                      Converters

      2.2.1.3 AC/DC 컨버터의 보호

  FDR-98 설계를 기 으로 하여 과 압에 한 PF 컨버터의 보호를 다룬 내용

이 I B enfatto, N 41 RI 14 96-03-22, "Protection of the AC/ DC 

conv erters" 에 정리되었다.  라즈마 붕괴에 의한 라즈마 류의 속한 감

소는 다음과 같은 상들을 야기할 것이다:

a) 각각의 폐회로들을 구성하는 PF 코일들에서의 빠른 류 상승

b)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open되는 PF 회로들에서의 과 압.

  라즈마 붕괴가 일어난 경우 코일의 류는 5 kA 이상 추가로 증가할 수 있

고, 만약 컨버터가 최  류 근처에서 동작되고 있었다면 약간의 과 류상태가 

될 수 있다. 반면 컨버터가 작은 값의 음의 류에서 동작하고 있었다면 류가 

증가하면서 류가 0 인 과도지 을 통과할 수 있고, 이 때 리지가 차단되는 

상은 없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컨버터 양단에는 과 압이 걸리게 된다. 리지

가 차단되면 (제어 시스템의 오동작 는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 부하의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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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턴스 때문에 컨버터의 양단에는 유도 압이 발생한다. 리지 류가 차단되는 

상은 류가 낮고, 리지가 차단되지 않도록 류흐름이 양방향으로 가능하도

록 열어 놓아야 할 때 ( 리지 류가 0을 지나는 순간을 포함하여) 일어날 가능

성이 더 많다. 

  제시된 보고서에서는 AC/DC 컨버터의 보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기 이 될 

형과 주요 라메타들 (최  류 변화량, 최  di/dt, 최  과 압, 최  dv/dt)

에 한 기 을 만들었다. 한 컨버터가 낮은 류 값에서 운 되거나 리지 

류 값이 0을 통과하는 과도기간 일 때 리지 차단사고를 피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보호 동작으로 컨버터는 내부 류순환모드로 환된다. 이 방법에 의

해 과 압은 제거되지만 과 류는 발생할 수 있다.

  ITER-FEAT에서 라즈마 붕괴 시 발생할 가능성 있는 과 류와 과 압에 

한 새로운 자료들이 다음의 보고서에서 주어진다: M Cav inato, N41 RE 1 

01-06-05, "Induced v oltage and current on PF coils due to plasma 

disruption"

    2 . 2 . 2  고 속 방 ( F D ) 과  스 칭  네 트 웍  모 듈

  코일 에 지를 방 하는 서 시스템의 설계를 한 분석 작업의 총체  목표는 

자석과 라즈마 제어시스템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모듈들의 한 라메타들

을 결정해주는 것이다. 이런 작업들에는 특히 방 항들의 배열  항값 결정, 

counter-pulse 커패시터와 스 버 회로들의 정격들을 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2.2.2.1 TF FDC 기본 개념

  보고서 B  B areyt, N 41 RI 3 96-10-30, “T he T F discharge resistor 

concept" 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TF 코일의 FD scheme의 기본 개념이 만들어

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코일에 속할 항들의 직, 병렬 속을 선택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있고, 한 각각의 TF 코일 셀 내에 있는 항들(그림 2.2.2-1의 R1과 

R2)의 직, 병렬 조합과 항비율 k = R1/R2에 의한 거동을 분석한 결과에 해 

기술하고 있다. 해석에서는 FD 동안 계속 동일하게 구성된 TF 셀들(Ns개)이 직

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회로에 있는 circuit breaker들  한 개가 

오동작하여 열리지 않거나 FD 시작 기에 circuit breaker를 open 할 때 생기는 

지터링에 의해 dc 회로 circuit breaker들의 양단에 걸리게 되는 압이 가장 심각

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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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g u r e  2 . 2 . 2 - 1  F a s t  D i s c h a r g e  E q u i v a l e n t  S c h e m e

  회로 circuit breaker들을 open시킬 때, 그것들  어느 하나를 가장 먼  open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open시켜보자. 맨 처음 circuit breaker 만 open

되어 있는 짧은 시간을 생각해보면 (나머지 것들은 close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

정), 체 FD 시스템의 직렬로 연결된 방  항들의 등가 항 값 Rd는 다음과 

같다:

▪  Rd = R2와 Ns*R1의 병렬 ==> Rd = (Ns*R1*R2)/(Ns*R1+R2), 

여기에서 Ns = 직렬연결 셀의 수임.

따라서 dc 회로 circuit breaker 양단에 발생한 압은:

▪  Vd = Rd*IO, 그리고 그라운드 압은:

▪  Vg = Rd*IO/2 = Vd/2.

이 때 Vd와 Vg는 항 비율 k = R1/R2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Ns = 20 인 직렬 셀들의 경우 k 값에 따른 Rd/RO(여기에서 RO = 

R1*R2/(R1+R2)) 값은 그림 2.2.2-2와 같다 ( ITER-98 설계를 참조하 음 ).

Figure 2.2.2-2 Rd/RO versus k

회로 circuit breaker 양단의 압과 지에 한 압은 순수한 병렬연결일 때 공

칭 압의 Ns (Ns = 20)배에 이를 수 있다(R1 = RO, R2 = 무한 ). 그 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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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dc 이크가 동시에 open될 때 TF 회로 내에서 류가 감소하는 것은 항

비율 k와는 상 없이 등가 직렬 방  항은 상수(RO)를 계속 유지한다.

  DC 이크와 그라운드로의 압 스트 스를 최소화하기 하여 ITER에서는 

방 항들(R1 = 무한 , R2 = RO)을 순수하게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2.2.2.2 TF FD 항들의 선정

  ITER-FEAT를 한 TF FD에 해 수행한 상세해석 결과가 B  B areyt, N 

41 RI 25 00-10-25, "Assessment of the T F coil discharge parameters 

and passiv e structure electromechanical stresses" 에 정리되었다. 방  

에 TF 코일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 - radial plate들 (index p), 코일 이스들 

(index c), 그리고 진공용기 (index v) - 들이 TF 코일에 장되어 있던 자기에

지의 일부를 흡수할 것이다. 따라서 방 항의 항 값과 에 지 정격을 일 수 

있다. 반면 구조물들에서 유기된 류는  다른 자기력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진공용기에게는 매우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Figure 2.2.2-3a 에 

이러한 해석을 수행하기 한 등가회로를 나타내었다. 과도기간(약 100 ms)이 지

나면 그림 2.2.2-3b와 같은 등가회로로 더 단순화될 수 있다.

Figure 2.2.2-3 Equivalent Circuit for TF Fast Discharge Analysis

  방 항의 값은 FD 수행 시 최  I2t 값이 지수 함수 으로 류가 감쇄한다

고 가정했을 때 시정수 12 를 갖는 회로와 동일하도록 정해졌다 ( TF 코일 설

계로부터 나온 요구사항). 한 항들은 매우 높은 열 항 상수 (6.5 x 10-3°C-1)

를 가진 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가정 한다; 그러므로 방 시간동안 항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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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이 변한다. 1.1.2.2 에서 기술하 듯이 속 항을 사용함으로써 유도 류를 

감소시켜 진공용기가 받는 힘을 이는 장 이 있다. 

  해석  방법에 의해 결정된 방 항의 스펙과 TF 방  라미터( 기, 최  

압 등)들은 소 트웨어 MATLAB으로 수행한 컴퓨터 시뮬 이션에 의해 검증

되었다. 그림 2.2.2-4에서 이 작업의 일부 결과를 볼 수 있다.

Figure 2.2.2-4 Results of the TF Discharg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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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 CS 와 PF FD 항들의 선정

  PF와 CS의 경우에도 TF 회로의 FD 경우와 비슷한 해석결과들이 보고서 B 

Bareyt, N 41 RI 28 00-10-25, "Assessment of the PF coil fast discharge 

resistors" 에 보여주고 있다. PF 코일이나 CS 모듈들  하나에 퀜치가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시정수(CS에서는 7 , PF 시스템에서는 14 )를 가지고 모든 코

일들을 동시에 방 시켜 주어야 한다. 코일들 간의 상호 자기(magnetic) 결합효과

가 방 의 진행과정에 심각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자기결합 효과가 해석하

는 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 PF 시나리오에 따라 기조건(방  시작순

간의 코일 류와 축  에 지)이 변하게 된다. 

  항 값이 방  에 변하는 속 항 (TF 시스템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속

항 특성)의 기 항 값과 최  에 지 정격들은 서로 다른 PF 시나리오들에 

의해 평가된 극한 조건들에 해 계산되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기조건들을 갖

는 여러 경우들에 해  MATLAB으로 분석하 다. 계산결과 PF 코일 압은 항

상 5 kV 이하를 유지하고, 소모되는 에 지와 최  i
2t는 스펙에 제시된 최  값

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로 (case #3, 기  시나리오 1, 

EOB) 에 해 시뮬 이션한 결과를 그림 2.2.2-5에 보 다.

      2.2.2.4 Switching Network 항 설계의 최 화

  스 칭 네트워크에 사용될 방 항의 총 에 지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한 

평가결과가 B Bareyt, N 41 RI 36 00-11-06, "The assessment of the switching 

network unit resistor features"; 2>B Bareyt, N 41 RI 39 01-06-05, "Update 

of the switching network unit resistor features" 에 정리되었다. 이 항들은 

라즈마 breakdown과 라즈마 기 류 형성에 필요한 압을 공 하고,  라즈

마 류가 증가하는 에도 계속 코일회로에 연결된 상태로 있으면서 에 지를 

계속 소모하게 된다. 류상승 후반 단계에서  항/ 압 값이 능동 으로 제어된

다. 한 류 값이 다른 경우(정상 인 값의 40%에서 100%)에도 비교  높은 

breakdown 압을 공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큰 유연성을 가지고 항을 설

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에서 유연성이 커질수록, 서로 다른 값을 가진 항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것들의 총 에 지정격이 커져서 비용이 증가한다.

  이 보고서는 에서 언 한 기 에 기 하고 추가의 몇몇 설계 기 들 - 모듈

식 근, 펄스동작 는 몇몇 다른 경우의 항 증가의 한계 등 - 을 용하여 

스 칭 네트워크 항설계를 최 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항 모듈들과 

유닛들의 병렬 배치가 직렬 는 복합 연결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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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요한 결론은 장된 에 지와 항에서 소모된 에 지의 비는 항 설계 특

성에 의해서보다는 공  가능한 최  압과 최소 압의 비에 의해서 결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듈들 숫자의 조합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하고 몇 개의 조합 옵션을 추천하고 있다. 최종 선택은 장되는 

총에 지와 동일한 항 모듈들의 숫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2.2.5 보조 부품들의 선정

  RF 홈 에 의해 만들어진 보고서 N 41 TD 11 FR, stage 1, 4 (이 의 

Attachment 2 참조)에서 수행된 회로해석 결과에 기 를 두고 counter-pulse 커

패시터와 FD  SN 유닛용 스 버 회로 등의 보조 부품들을 선정하 다. Figure 

2.2.2-6의 그림과 같이 제시된 FD 시뮬 이션을 한 모델에는 가포화 인덕터, 

counter-pulse와 스 버 회로, FDU 부품들을 연결하는 이블의 인덕턴스들을 포

함하고 있다.

 이블의 인덕턴스는 회로의 과도특성에 커다란 향을 주므로 counter-pulse와 

스 버 회로들의 라미터의 선택에도 큰 향을 미친다. 이블의 길이는 가능한 

한 여야만 하고 한 인덕턴스 특성을 가진 이블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

석은 아래의 가정들을 기 로 하여 수행되었다:

▪  TF FDU:     LRD = 25 μH; L2 = 2 μH; LC = 10 μH; LSN = 3 μH.

▪  CS FDU:     LRD = 9.8 μH; L2 = 2 μH; LC = 5 μH; LSN = 3 μH.

▪  PF FDU:     LRD = 11.6 μH; L2 = 2 μH; LC = 5 μH; LSN = 3 μH.

선택된 부품들에 한 검증을 해 VCB 는 PB의 open 동작 이후의 과도상태 

해석을 여러 값의 류들에서 수행하 다. 그림 2.2.2-7에 TF FD 회로 해석의 일

부 결과를 볼 수 있다. 본 해석의 주요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 용된 커패시턴스(CTF = 3.1 mF, CPF = 1.8 mF)를 가진 counter-pulse 커패

시터들과 기 충 압(UTF = 8 kV, UPF = 7 kV)들에 의해 VCB가 제한된 조

 건하에서 히 동작한다. 이 때 동작조건은 TF와 VF 각각 최  류 68 

kA/45 kA이고, 류가 0에 근하는 역에서 류 증가율은 125 MA/s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스펙에 제시된 로, 과도상태의 압 서지는 커패시터에 비 충 된 압(8 

kV)의 10%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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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5 Results of the PF/CS Discharg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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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6 Equivalent Scheme for Fast Discharge Circuit Analysis

Figure 2.2.2-7 Results of TF Fast Discharge Transient Analysis

IVCB - VCB 통과 류; IRD - 방 항 류; ISN - 스 버 회로 류;

UAB - FDU 양단 압(=코일 인가 압); UC - 커패시터 압

  CS와 PF 회로의 FD 에 해서도 동일한 목표의 해석이 수행되었다. 추가로 가

포화 인덕터들(TF 회로와 CS/PF 회로용)을 없애는 방법에 한 가능성이 조사되

고 검증되었다. 이 경우 counter-pulse용 커패시턴스 값이 약 두 배 증가해야만 



244

한다. 가포화 인덕터들을 없애는 방법이 권유되어 원칙 으로 JCT에 의해 받아들

여졌지만, 진행 인 EU의 R&D 업무의 일환으로 가포화 인덕터 없이 VCB를 동

작시켜보는 시험을 수행해보기로 결정하 다. 시험결과가 성공 이면 력손실과 

비용을 이기 해 reference design에 그 결과가 반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SNU 스 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코일 에 지 방 에 한 해석

이 수행되었다. SNU의 경우 counter-pulse 커패시터의 용량은 다음의 두 가지 이

유 때문에 FD 회로의 커패시터 용량보다 더 작다:

▪  SNU의 체 배치가 매우 컴팩트하게 되어 있다: 모든 부품들은 한 빌딩에 

치하고,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 따라서 상호 연결인덕턴스들이 거의 무시할만

하다;

▪  VCB 보다 차단 시간이 훨씬 짧은 사이리스터가 사용되었다.

  2.3 사고해석

    2.3.1 코일 원

  자석들에서 가장 요한 라메타 의 하나가 연 괴의 원인이 되고  

다른 여러 장애 사고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코일 터미  양단의 과 압이다. TF 

시스템의 과 압에 해서는 B Bareyt, N 41 RI 34 00-11-01, "Assessment of 

the TF coil circuit behaviour during normal and fault conditions"에서, CS/PF 

시스템의 과 압에 해서는 B Bareyt, N 41 RI 35 00-11-01, "Assessment of 

the PF coil circuit behaviour during normal and fault conditions"에서 다루어

졌다. 사고해석과 더불어 두 보고서에서는 결정되어야 할 터미 과 그라운드 항

들의 정격을 평가하는 계산을 포함한다.

      2.3.1.1 TF 코일 시스템

  PF 코일 시스템 해석을 한 회로모델을 그림 2.3.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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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1-1 Circuit for TF Coil System Analysis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사고조건들을 다루었는데 특히 코일 터미

의 그라운드에 단락되는 사고, 한개 는 다수의 FDU(둘 다 직렬 연결된 회로 

circuit breaker)들의 open 실패, 한 개의 FDU 회로 circuit breaker의 동작실패, 

그 외의 단일 오동작 는 그것들이 복합된 사고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해석으로

부터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TF 코일 터미  사이의 최  압은 어느 경우에서나 3,500 V 미만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항 값이 변하는 속방  항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reference design에 반 된 라미터들을 용하 을 경우이다).

▪ 단일 사고의 경우 - 로서 하나의 FDU가 open 실패 했을 때 - 지 에 

한 코일 압은, 코일 터미 이 그라운드에 하여 단락 회로가 되는 것에 의

해 악화되지만, 가장 높은 값이  12.4 kV를 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FD의 시

정수는 정격시간 11  보다 긴 12.3 이다.  

▪ 두 지 에서 동시에 지와 단락이 되는 사고에 의해서는 큰 단락회로 류

(100 kA 이상)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의 사고들에 해서는 자

석 안  해석에서 분석되었다.

      2.3.1.2 CS/PF 코일 시스템

  그림 2.3.1-2에서 보여  회로모델들을 이용하여 CS/PF 원공 장치 회로에서 

가능한 3가지 유형의 사고들에 한 포 인 해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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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1-2 Circuits for CS/PF Coil System Analysis

a) CS3U, CS3L, CS2U, CS2L, PF1 7 PF6 systems; b) CS1 U/L system; 

c) PF2, PF3, P4, PF5 system

  의 회로모델에는 모두 다음과 같은 두 부류의 비교  높은 압 소스들을 포

함하고 있다: 1) 정상 운  에 사용되는 SNU들과 VS와 부스터 컨버터들; 2) 

사고조건에서 코일 보호를 해 투입하는 FDU. 정상 으로 동작하는 경우 의 

압소스들은 FD를 동작시켜야 하기 까지 꺼져있거나 바이패스 상태를 유지하

게 된다. 구성 부품들의 오동작 는 서로 다른 유형의 고 압 소스들을 동시에 

동작시켜버리는 제어 시스템의 오동작에 의해 코일 터미  는 지 에 과

압이 유기될 수 있다.

  SNU, AC/DC 컨버터, FDU 압들이 합쳐져서 코일에 인가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과 압(약 18 kV 이상)이 코일에 걸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해 설계에서는 10 μs 내에 과 압을 바이패스 시킬 수 있는 

SNU와 병렬 연결된 폭발 으로 동작하는 make 스 치를 포함하여 몇 가지 방법

들을 동시에 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18 kV 이상의 과 압이 걸리는 코일에 

사고가 일어나려면 사고방지 시스템의 고장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사고의 반복 

발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사고로 생각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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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고로 VS와 부스터 컨버터의 압이 FDU 압

과 합쳐질 때, 과 압은 최  15.6 kV 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 압은 코일 

PF2-PF5 (정격 연 압 14 kV)의 터미  양단에 걸릴 수 있고, 는 우연한 

지락사고가 동반된다면 그라운드에도 인가될 수 있다.

  코일회로를 단락시켜버리는 두 곳에서의 동시 지락사고에 해서는 자석의 안

정성 평가분야에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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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1 Attachment 1 : JCT/Power Supply Group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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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2 Attachment 2 : HT Design Tasks Fina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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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의 미

ACCC Active Correction/Compensation Coils
APS Active Power Shedding
BC Booster Convertor
BPS Bypass Switch
CB Circuit Breaker
CC Correction Coils
CCU Current Commutation Unit
CODAC Control, Data Access and Communication
CPS Coil Power Supplies
CPSDS Coil Power Supplies and Distribution System
CPSS Coil Power Supplies System
CS Central Solenoid
CTB Coil Terminal Boxes
CU Convertor Unit
DA Domestic Agency
DCR Design Change Request
DCS Discharge Control System
DDD Design Description Document
DNB Diagnostics Neutral Beam
DR Discharge Resistor
DRG1/2 Design Requirements and Guidelines Level 1/2
DRM Design Review Meeting
ECH&CD Electron Cyclotron Heating and Current Drive 
EOB End of Burn
EPMS Explosively Actuated Protective Make Switch
FDU Fast Discharge Unit
FPSS Fusion Power Shutdown System
FSC Fault Suppression Capability
FSU Fast Switch Unit
GR Grounding Resistor
H&CD Heating and Current Drive
HV TL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
HVD High-voltage Deck
HVDS High Voltage Distribution Switch
I&C Instrument and Control
ICH&CD Ion Cyclotron Heating and Current Drive
IO ITER Organization
IPS Integrated Project Schedule
IVCB Intermediate Voltage Circuit Breaker

약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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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T Joint Central Team
LCC Local Control Cubicle
LHH&C
D Lower Hybrid Heating and Current Drive 

LSIC
LTM Construction/Long Term Maintenance
MAC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MPCB Magnet Power Conversion Building
MQP Management and Quality Program
MS Make Switch
NB Neutral Beam
NBH&C
D Neutral Beam Heating and Current Drive

PB Pyrobreaker
PBS Plant Breakdown Structure
PCS Plasma Control System
PDS
PEPN Pulsed Electric Power Network
PF Poloidal Field
PMS Protective Make Switch
POS Pulse Operation State
PPDS Pulsed Power Distribution System
PPS Pulsed Power Supply
PS Power Supply
PSIP Power Supply Interlock and Protection
PSM Pulse Step Modulator
PSR Plant Safety Requirement
PSS Power Supply System
PWM Pulse Width Modulation
RF Radio Frequency
RID Residual Ion Dump
RO Responsible Officer

RPC&HF Reactive Power Compensation and Harmonic 
Filtering

RPrS Preliminary Safety Report (Rapprot Preliminaire 
de Surete)

SC Snubber Circuit
SIC Safety Importance System
SICD System interface control document
SNU Switching Network Unit
SRD System Requirement Document
SSCs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SSEPN Steady-state Electrical Power Network
STAC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STM Short Term Maintenance
STS Short Term 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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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 Thyristor Controlled Reactor
TC TF Converter
TF Toroidal Field
TH Thyristor Switch
THD Total Harmonic Distortion
TR Terminal Resistor
VCB Vacuum Circuit Breaker
VS Vertical Stabilization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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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  Task Agreement의 Subtask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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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o check the DDD4.1 and support the final design of the ac/dc converters, the 
following action items have been made and simulated in detail based on the data in 
the DDD4.1. 
 
    1. Detailed MC converter model 
    2. Protection coordination concerning transformer saturation 
    3. The worst fault condition in ac/dc converter 

4. Determination of the parallel thyristor number for one arm 
    5. The protection strategy of the power supply system 
    6. Bypass operation of the AC/DC converter 
    7. Perturbation of 400kV line 
   8. Transfer TF input from 66 kV to 22 kV 

9. Determination of the inductance of the interface inductor 
   10. Fuse in the external bypass circuit 
 
In this report, most of the simulations have been made with the MC-converter model 
except for the TF related items, but these methods of MC converter could be easily 
applied to most of the other ac/dc converters with the same methodology. The general 
circuit parameters based on DDD4.1 of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 (PDS) are 
summarized in Chapter 2, and the simulated results and discussions on the action 
items have been described one by one in Chapter 3.  
 

2 The general circuit parameters of the PDS 

The ITER PDS will be connected to a powerful high-voltage grid capable of 
producing the large pulsed power needed to feed the superconducting coils and the 
H&CD systems. The HV grid can provide large active and reactive power, as well as 
fast power variations and occasional power steps. The basic features of the PDS 
system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High voltage level: 

nominal voltage                    400kV 
daily range in normal operation       4% (maximum range  ±5%, -10%) 

Intermediate voltage level: 
nominal voltage                    69kV 
highest system voltage (with IEC-38)  2.5kV 
operating range during ITER load      69kV +4%; -10% 

Medium voltage level: 
The nominal voltage                    22kV 
The highest system voltage (with IEC-38)   24kV 
The operating range during ITER load    22kV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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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task a MC model, which is the main converter in the ITER AC/DC converters, 
is mainly simulated with the following PDS and step down transformers as shown in 
Fig. 1. The circuit parameters are estimated based on the Appendixes of DDD4.1, and 
summarized in Table 1.  

 
Fig. 1  A simple PDS model for the simulation of a AC/DC converter by PSIM software 

 
Table 1  Circuit parameters of the simple model based on DDD4.1 

      (On MC ac/dc converter by PSIM software) 
- Grid   
  rated voltage       400 kV 
  short circuit power   11700 MVA 
  X/R              10% 
  input voltage       410 kV 
 - Step-down TR  
  rated 1st/2nd  voltage  400/66kV 
  rated power          300 MVA 
  short circuit voltage   12 % 

winding R      1.0666 ohm(primary) / 0.2666 ohm(secondary) 
- Rectifier TR 
  rated 1st/2nd voltage  69 kV/2x1.48 kV 
  rated power          2 x 47.1 MVA 
  short circuit voltage   16 % 
  winding R        0.2895 ohm (primary) / 0.2895 ohm(secondary) 
- Interface reactors 
  rated inductance   176 uH 
  DC resistance       210 uohm 
- Load current 
  2 x 22.5 kA          constant current generator 

- Other stray circuit parameters are not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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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tailed simulation results on the action items 

3.1 Detailed MC converter model  

The following controller models are for Main Converters (MCs) of the PF coil. One 
unit of MC consists of two back-to-back bridges in parallel connection and can 
produce DC 45kA. 
 

3.1.1 Voltage control 
 
The output voltage or the load voltage Vdc of the converter is controlled according to 
a given reference VdcRef.  
  In producing Vdc according to VdcRef, an open loop control is adopted. Thus 
VdcRef directly generates the delay angleα . To compensate the voltage regulations 
from the commutation overlap angle and ohmic losses, a correction is added to 
VdcRef. The correction is proportional to the output current Idc, so the output current 
is referred in control of Vdc. Another correction which compensates the change in the 
AC line voltage may be applied in similar way. 
 

3.1.2 Current control 
 

The output current or the load current Idc of the converter is controlled according to 
the reference, IdcRef. The load current is  
 Idc = Idc1 + Idc2,   
where Idc1 and Idc2 are the output currents of bridge 1 and bridge 2, respectively. Idc 
control does not refer to the output voltage, Vdc. 
   To control Idc, a hybrid of open loop and closed loop control is adopted. The open 
loop control produces one component of Vdc proportional to the slope of IdcRef. The 
closed loop, a proportional control, produces the other component proportional to the 
error, IdcRef - Idc, so Idc is fed back in the control. 
 

3.1.3 Current difference control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urrents, idc1-Idc2 = Idif, is controlled according to 
the reference IdifRef. Idif/2 corresponds to the circulating current through the two 
bridges.  
  Idif is controlled to keep equal currents in the two bridges and also to make a given 
difference when the total current, Idc, is below 10% of the rated current, which makes 
current-circulating state to keep the converter from blocking when Idc approaches 
zero. The reference IdifRef is internally generated referring to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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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ntrol of Idif, rigidness with which Idif could be kept above the given referen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xactness Idif would show. Thus open loop control is 
desirable than a feedback control. (In simulation, Idif was controlled by a PI 
(Proportional-plus-Integral) control. If there are no noises, the results are not different 
from that of simulation with the open loop control.)  
  

3.1.4 Current direction control 
 
   Each bridge is 4-quadrant allowing the load current in the both directions and uses 
back-to-back thyristors. Switching of the current direction is done by first disabling 
gates of thyristors of one direction and next enabling ones of the opposite direction. 
So, the disabling and enabling of the gates at proper instants is important and gives 
major influenc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circulating mode, into which the 
converter is supposed to enter automatically when the load current, Idc, is less than 
10% of the rated value. 

Current-circulating mode is to prohibit the state in which the both bridges 
simultaneously approach zero current. Thus, in this mode, one bridge keeps its current 
more than 10% of the rated when the other approaches zero. Thus Idc is monitored 
and used to determine proper instants to switch the current direction. 

 
A state transition diagram to construct the control circuit is shown in Figure 3.1.1. 

In the figure, state f1b2, for example, denotes the state in which bridge 1 is in the 
forward direction and bridge 2 is in the reverse (backward) direction. The direction of 
the current-circulation can be fixed and the relation 

 Idc1 > Idc2   
has been chosen. Thus, when Idc1>0 and Idc2>0, the current difference control sends 
first Idc2 to zero and then the direction control switches Idc2 to the negative. When 
the both are negative, bridge 1 first rises to zero and then switches to the positive.     

State b1f2, therefore, does not occur in normal circumstances. The initial state of the 
converter must be f1b2, which is the current-circulating state.  

Signal z1, z2 shown in the state diagram, occurs when Idc1, Idc2 becomes zero, 
respectively. Signal z0 occurs when both Idc1 and Idc2 are at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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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f1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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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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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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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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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State transition diagram for the current direction control 
 
The transitions of state may be described by considering a case in which the load 

current, Idc, is decreasing from a value with positive sign.  When Idc is more than 
10 % of the rated, the both bridges are in forward direction; f1f2. As Idc drops below 
10%, transition from f1f2 to f1b2 occurs to switch bridge 2 to the backward direction 
and the required condition is   

 (Idc2 = 0) AND (Idc < IdcTh1) 
where IdcTh1 is a threshold value, e.g., 8% of the rated Idc.  

As Idc drops further and goes below -10%, transition from f1b2 to b1b2 occurs to 
switch bridge 1 to the backward direction and the condition is    

 (Idc1 = 0) AND (Idc < -IdcTh2) 
where IdcTh2 is another threshold value, e.g., 12% of the rated Idc.  

In the opposite direction, Idc increasing from the negative to the positive value, 
bridge 1 is first to cross the zero when Idc > -IdcTh1. Next, bridge2 is to cross when 
Idc > IdcTh2.  

Using two threshold values, IdcTh1 and IdcTh2, is to keep the controller from 
oscillations. If the two are the same, the conditions are the same for either direction 
and would make oscillations.  
  Output signals fwd1, fwd2, bwd1, and bwd2, which are not shown in the diagram, 
are generated from the corresponding states, where fwd1, for example, is to enable the 
trigger of forward thyristors in bridge 1. 
   As an independent group of states, state 1 and state 1, for example are to confirm 
zero current in the disabled thyristors before activating the thyristors in the new 
direction in bridge 1. The confirmation requires time, thus some delay exists between 
the needs of change and the activation of change of the current directions.  
 

3.1.5 Voltage control simulation 
 

The voltage control and the current control have been simulated using PSIM.   
The simulation circuit for the voltage control is shown in Figure 3.1.2, 3.1.3, 3.1.4. 

Figure 3.1.2 shows the power circuit consisting of AC source, thyristor bridges and 
the load.  

The source voltage is 1.48kV in rms line voltage and the impedance is  

 317μΩ + 26.9μH,     

which is the equivalent impedance seen at the second side of Main Converter 
transformer. The converter transformer is 66kV/1.48kV and its primary is connected 
to the step-down transformer 400kV/66kV. The specifications of the transformers are 
all quoted from DDD4.1, Appendix A.  

The secondary of the step-down transformer is to be shared by the other converter 
transformers. So, the simulations here are excluding the effects of coupling among the 
neighboring converters by the impedances of the step-down transformer and the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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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C reactor is selected as  

 210μΩ + 176μH  

according to DDD 4.1, Appendix A. The load, in the voltage control, is simulated by a 
current source. 

 
Figure 3.1.2 Voltage control simulation circuit (1); pow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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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Voltage control simulation circuit (2); delay angle α  generation 　

circuit and the reference circuits 
 
Figure 3.1.3 shows the alpha generation circuit and the reference circuits.  α1, 
　α2 for bridge 1, 2, respectively, are generated by the two signals, the common 
mode signal and the difference mode signal.  The common part is, here, to control 
the output voltage of the converter.  The difference part is to control the current 
difference of the two bridges.  

Reference VdcRef for the output voltage is generated by a piecewise function 
generator. For the current difference, reference IdifRef (=IDref) is generated by 
monitoring the total current, Idc (=Idci). Curve IdifRef is chosen to be a simple linear 
piecewise function of Idc and has only one broken point at Idc = 0. 
  Figure 3.1.4 shows the logic circuit for the current direction control and also the 
circuits to obtain the average values from the corresponding, instantaneous values. 
The logic circuit is a realization of the state diagram in Figure 3.1.1. 

Figure 3.1.5 shows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A step function is used for VdcRef 
(yellow). The red is instantaneous output voltage Vdci. The violet is its average Vdc. 
The current source, or the load current, is generated by a ramp function saturating at 
the rated current of MC, 45kA. The green and the blue are the instantaneous currents 
of the two bridges, Idci1, Idci2.  

The reference voltage is 1800V at the flat top and the resulted output Vdc gets 
almost the same value with the correction factor 4.3m　 for the DC voltage regulation 
as shown in Figure 3.1.3. The output voltage 1800V was near the maximum value 

(α1= α2 = 6°) at the rated current Idc = 45kA. Thus, the on-load voltage drop is about 

10%. A calculation shows that the commutation brings 9% drop and the remaining 1% 
is, supposedly, due to the ohmic losses. But this 1800V is not possible in general 
operations, because 180 - α1, for example is also used for the quadrant ope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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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ximum permissible delay is calculated to be about 145˚ at the rated current.  

 

 
 
Figure 3.1.4 Voltage control simulation circuit (3); current direction control circuit 
and averaging circuits 
 

The voltage ripple is bigger near Vdc = 0 and the biggest one in the figure (the 
spikes near 0.2sec in the figure) is belong to the ripple of a single bridge when one 
bridge stops conducting right before crossing the zero level. It is seen that the two 
bridge currents initially start with the opposite directions to make the 
current-circulati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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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The results of voltage control simulation; yellow=VdcRef, violet = Vdc, 
red=Vdci, green = Idci1/10, blue = Idci2/10.  

 
 

3.1.6 Current control simulation 
 
The circuit for the current control is the same as that for the voltage control, but the 
voltage reference and its open loop circuit is replaced by the current reference and its 
proportional control circuit. The load, also, is replaced by a magnetic coil (20mH).  
   Figure 3.1.6 shows the new load circuit and the new alpha generation circuit. In 
this simulation, reference current IdcRef is a saw tooth wave of 45kA amplitude and 
0.3Hz.  
   Figure 3.1.7 shows the simulation results. The reference for the total current, 
IdcRef, (green) and the reference for the current difference, (IdifRef = IDref), are also 
shown. (In the figure, reference IdcRef is overlapped with the output current, 
Idc=Idci.)  
  In the figure, curves Idci1, Idci2 are instantaneous values of the output currents 
(Idc1, Idc2) and show their ripples. A current spike, a big ripple, is seen at the peak of 
the triangular wave form. This kind of spike, which will be discussed in more detail in 
Section 3.9, occurs as the output voltage jumps from the positive to the negative 
direction as the reference current abruptly changes its s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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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Current control simulation; load circuit and delay angle α  generation 　
circuit 
 

  
 
Figure 3.1.7 Voltage control simulation results; red = Idci1, blue = Idci2, green = 
IdcRef/2, yellow = Idc/2, violet = IDref. 
  

Figure 3.1.8 is an enlargement of a portion of Figure 3.1.7 showing the switching of 
current direction. The figure shows that the current ripples become much smaller in 
the current-circulating mode, that is, when the directions of currents are in opposite to 
each other.  

 



267 
 

 
Figure 3.1.8 Current control simulation results; enlargement around the switching of 
current direction; refer to Figure 3.1.7. 
 

The time at which the direction of current is switched is mainly determined by 
threshold values IdcTh1 and IdcTh2, as explained by the state diagram in Figure 3.1.1. 
By switching of the current direction, the average values of current take 
discontinuities (jumps) and the jumps get bigger as the thresholds are increased. The 
smaller jumps push the ripples of the both bridges closer to the zero level. 

The current ripple has the maximum when the (average) output voltage of bridge is 
near zero. In the figure, since the current is decreasing, the voltage must be negative 
and the ripple is not near the maximum. 
 

3.2 Protection coordination concerning transformer saturation 

 
Saturation of the converter transformer is presumably associated with 2 cases; 

  1) Suppression of firing (gate) pulse 
  2) Loss of AC supply 
due to the stuck of bridge commutation and current. 

The suppression of firing pulse is the first measure for the protection against most 
of the faults or failures producing high converter over currents and some external 
faults. Sudden loss of gate pulse itself is also a presupposed fault during the operation 
of AC/DC converters. As the gate pulse is suppressed for any reason, the DC load 
current is being conducted through the last conducting two thyristor valves of the 6 
pulse bridge and two phases of the converter transformer’s secondary windings, 
which may cause the saturation of the transformer. 

When the incoming AC supply is lost, the bridge thyristors are no more able to 
commutate even though the control system remains operational so that the converter 
current is supposed to flow through a pair of bridge thyristor which was conducting its 
output current at the moment of the AC supply loss and the secondary side two lines 
of the converter transformers. If it is true, a large DC current of secondary side could 
also drive the transformer core into saturation which would be prompt and inevit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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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all the primary side line currents of the converter transformers are to be 
apparently zero. 

Fig. 3-2-1 is a reference converter circuit to investigate the transformer saturation 
effect influencing the line current distortions and then protection scheme. 
 

Fig. 3-2-1. Converter circuit model to investigate the transformer saturation and the 
associated protection coordination. 
 

IR is the interface reactor specified as in DDD4.1 Appendix A. FW is the 
upstream electronic bypass and CW is the downstream electronic bypass, both of 
which must be bidirectional except for the TC. MS is a mechanical switch resembling 
PMS for the PF coil circuits and BPS for the TC. A model of transformer I-V 
characteristic curve is set as fig. 3-2-2 of which the saturation feature is from the 
inrush current sup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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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Transformer saturation curve (I-V characteristic) 

 
In all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it is assumed that AC/DC converter is driven in 

12-pulse rectifier mode at the rated current. The reference is made to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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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er (MC) circuit. The points are the applicability of the AC circuit breaker as a 
protection step, and the necessity of instant bypass after the suppression of firing 
pulse. 

As the gate pulses are suppressed, DC currents are onset on the secondary side 2 
lines of both converter transformers and lasting for very long term according to the 
huge time constant of the coil circuit (I21 and I22 of Fig. 3-2-3) and AC voltage 
between two phases of secondary side is upon the converter voltage (Ud of Fig. 3-2-3). 
DC currents of the secondary side induce instant DC currents on the primary side 
which prevents the core saturation for a while but also prohibits the AC breaker from 
opening. The promptly induced DC components of the primary side line currents (I11 
+ I12 = I1, and I0 of Fig. 3-2-3) are gradually decaying out according to the time 
constant of the primary side circuit loop which is much faster than that of the 
secondary side, and the transformer cores get into the saturation state to be avoided in 
fashion of asymmetric phase (Fig. 3-2-4). 

In the early phase of gate suppression, the AC breaker shouldn’t be tripped until 
all the primary phase currents starts to cross zero or their DC components diminish to 
a level of current interruption capability of the AC breaker. 

The last conducting bridge valves carry a sizable AC current in addition to the DC 
load current (Iv1 and Iv2 of Fig. 3-2-3), and there is some initial unbalance between  
two DC converter currents which depends on the converter DC voltage level and the 
phase at the moment of gate pulse suppression (Fig. 3-2-5). It will happen to overheat 
the associated thyristor, which means allowable conducting duration after the firing 
pulse suppression be limited so as not to be over the FSC criteria and to be before the 
core saturation. The acceptable dead time of the faulty converter losing control of coil 
currents for plasma control seems in the order of hundreds ms for PF converters and 
of tens ms for VS converters, however, PCS (Plasma Control System) shall issue the 
supervisory command to or not to continue the plasma pulse because the acceptable 
dead time depends actually on the situation at the moment of fault during the plasma 
pulse, for example, ramp-up/down or steady phase (PCS instruction). If the associated 
faults or failures are cleared out in a short time enough to meet the FSC and PCS 
instructions simultaneously, the plasma pulse could be continued just by a successive 
reactivation of the thyristor firing pulses in a certain time after their suppression 
without transition to bypass (Fig. 3-2-6). This continued operation based on the FSC 
can be applicable to the inversion mode as well (Fig. 3-2-7). 

If it is not safe to protect the converters with only the thyristor gate suppression or 
going to be over the FSC, a current freewheeling path must be formed. Such a 
freewheeling job can be done by thyristor switches of FW, CW, and internal bypass. 
Bypassing with the mechanical making switch (MS) just after suppressing the 
thyristor firing pulses will cause a two phase short circuited and there will be a large 
oscillation in commutating the load current from bridge to mechanical switch until the 
valve current touches zero (Fig. 3-2-8). The transient behavior of the current 
commutation is governed by the circuit parameters of the interface reactor and mostly 
by the closing time of the mechanical switch (Fig. 3-2-9). The worst case of which 
takes place when the mechanical switch closes at the moment the converter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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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 crosses zero from negative to positive. If a means is available to make sure that 
the closing time of the mechanical switch is defined without fail on the period of 
negative slope phase of the converter voltage oscillating in 50Hz sinusoidal, it could 
be a bypass measure. Otherwise, a thyristor bypass must be activated certainly before 
closing the mechanical switch. 

The bypass operation is primarily intended as reversible, i.e., transition from 
rectification/inversion converter mode to gate pulse suppression mode-enter bypass 
mode and then exit bypass mode-enter normal rectification/inversion converter mode. 
Internal bypass on this process is working well for both rectifier and inverter mode 
(Fig. 3-2-10, 11). CW- and FW-bypass are all doing their functions in rectifier mode, 
i.e., exit gate pulse suppression mode-enter bypass mode and then exit bypass 
mode-enter rectification mode just by a successive reactivation of the bridge firing 
pulses like in the case of internal bypass (Fig. 3-2-12, 13). They need, however, some 
operation of firing angle to exit from bypass mode when the converter is driven in 
inversion mode, i.e., reactivating the bridge gating pulses with the firing angle of 
rectifier mode first to exit bypass mode and then making the firing angle jump up to 
that of inverter mode to continue the normal inverter operation (Fig. 3-2-14, 15).  

Regardless of the converter mode and/or bypass switch employed, 66kV line 
current indicates that opening the AC circuit breaker after the gating signal 
suppression and before the transformer core saturation needs a prior electronic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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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Firing pulse suppression for MC with the IR of 210μΩ, 176μΗ  at the load 
current of 45kA and the firing angle of 15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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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Asymmetric core saturation after the gate pulse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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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Valve currents after the gate pulse suppression at different firing angles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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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Continue the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firing pulses in 
a certain time after their suppression at rectifi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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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Continue the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firing pulses in 
a certain time after their suppression at invert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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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Two phase short in bypassing with mechanical making switch (MS) after 
the gate pulse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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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Current commutations in the bypassing with mechanical switch (MS) on 
different clo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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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rectification mode, 
internal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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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inversion mode, internal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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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rectification mode, CW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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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rectification mode, FW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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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inversion mode, CW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with firing angl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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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Suppressing the gate pulses of the converter in inversion mode, FW 
bypass, and continue the normal converter operation by reapplication of bridge gate 
pulses with firing angl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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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he worst fault condition in ac/dc converter 

To determine the thyristor number of an arm of the ac/dc converter and to estimate the 
critical effects on the system, the worst fault condition should be estimated reasonably. 
The upstream DC short, the downstream DC short and misfiring faults are simulated 
to fix the worst fault condition with a MC converter model. The fault conditions are 
schematically shown in Fig. 3.3.1.  

 
 

 
 

Fig. 3.3.1  Schematic circuit diagrams of the considered faults 
 
 

3.3.1 Upstream DC short 

Two kind of DC short such as upstream DC short and down stream DC short is 
possible when two converters are connected in parallel to a coil as shown in Fig. 3.3.1. 
An upstream DC short is made by arm to arm short of one converter. A simulated 
result is shown in Fig. 3.3.2.The alpha angles of the bridges are set to zero (max. 
voltage) in the simulation. Total current of the magnet coil conducts through an 
un-shorted converter, and the maximum peak current is more than 260 kA during the 
accident. 
  

3.3.2 Downstream DC short 

Down stream DC short is made by the short near the coil input, and Fig. 3.3.3 shows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accident. The accident currents conduct through the two 
converters and the maximum peak current of the converter is more than 140 kA 
during the accident. The coil of the magnet coil also conducts through the two 
converters, and all the thyristors will be heated with almost same power. 
 

Upstream DC Downstream DC short 

Misfiring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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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up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fault converter side. Bottom;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normal 
converter side.) 

 
Fig. 3.3.3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down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right converter side. Bottom;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left converte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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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Misfiring Fault  

To cover the both direction of the current flow, ITER ac/dc converters are designed 
with back-to back connections of the thyristors. The size and cost could be saved with 
this design, but misfiring of one parallel back-to-back thyristor, as shown in Fig. 3.3.1, 
could make a very serious accident. The simulated results are shown in Fig. 3.3.4 and 
Fig. 3.3.5. The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most serious one 
block misfiring fault are shown in Fig. 3.3.5, and during the most serious two block 
misfiring fault are shown in Fig. 3.3.6. The alpha angles of the bridges be set to zero 
(max. voltage) to simulate the most serious case. Two ac line short currents flow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 and the fault current is latched even after the gate block 
because the thyristor current doesn’t decrease to zero for the turn-off during the ac 
cycle time. Fast gate block within 10msec could terminate the latch of the fault 
currents. The maximum peak current could be reach more than 360 kA, and the most 
heated thyristor is the misfired one of the back-to-back thyristor. The total current of 
the magnet coil conducts through a normal converter, and fault current conducts 
through a misfired converter. 
 
 
 

 
Fig. 3.3.4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most serious one 
block misfiring fault. (Top: misfiring time and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A;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misfired converters side. 
Middle B;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normal converter side. Bottom; 
current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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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most serious 
simultaneous misfiring fault of the two converters. (Top: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converters. Bottom; 
current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s.) 
 

3.3.4 The worst fault condition 

The fault currents of the misfiring of a MC converter, upstream DC short, and 
down-stream DC short are compared in Fig. 3.3.6. This shows that the most serious 
fault could be made when the thyristor of back-to-back connection is misfired. 
Depending on the protection strategy of the converter, this fault could be the critical 
factor of the design of the 4-quadrant operated converters. In the next chapter the 
temperatures will be estimated for the faults, and the number of the thyristors in an 
arm will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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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Fault currents during DC shorts and misfiring fault. 

3.4 Determination of the parallel thyristor number for one arm 

The ac/dc converters should be designed for the fault suppression capability (FSC) 
criterion. This means that the fuses melt only in case of thyristor failure (short circuit). 
FSC concept is introduced to minimize the fail shot of the ITER plasma caused by the 
ac/dc converter trouble. Therefore the thyristor numbers in an arm should be 
determined to consider the FSC criteria and the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thyristors 
during the faults.  
 

3.4.1 Temperature calculation model 
The junction temperature of the thyristor is an important parameter to consider the 
failure of the thyristor. To estimate the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thyristor PSIM 
model is made as in Fig. 3.4.1. The number of the parallel thyristor, the unbalance 
factor, the temperature boundary condition, and the transient thermal impedances of 
the thermal circuit should be input for the calculation. The transient thermal 
impedance of a 52U5200 (maker ABB) thyristor, which could be used in the ITER 
ac/dc converters, is shown in Fig. 3.4.2, and the voltage drop of the thyristor 
depending on current is shown in Fig. 3.4.3. The unbalance factor of 1.4 and the 
temperature boundary condition of 65 degree for the thyristor case were used in the 
most of the calculation. 

 
Fig. 3.4.1  The thermal simulation model in the PSIM program 

. 
 

 



289 
 

Fig. 3.4.2  Transient thermal impedance function of the 5STP 52U5200.  
 

 
Fig. 3.4.3  Max. on-state voltage characteristics of the 5STP 52U5200 

 

 

3.4.2  Calculation results 
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for 8-parallel thyristor arm during the most 
serious misfiring fault is shown in Fig. 3.4.4. The thyristor temperature of the misfired 
one is the most serious case, and the temperature reaches more than 300 degree after 4 
cycles. The temperatures of the other thyristors are control within 200 degree. Fig 
3.4.5 shows the maximum junction temperature changes during misfiring fault 
depending on the thyristor numbers in an arm. It is calculated 80msec after misfired, 

and the case temperature of the thyristors are assumed as 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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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during the most serious misfiring 
fault. (Top: misfiring time and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Red one is the current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 and the others are that of the forwarded thyristors. Bottom; the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thyristors. Red one is the temperature of the misfired thyristor 
and the others are that of the forwarded thyristors.) 

 
 
 
 
 
 
 
 
 
 
 
 
 
 
 
 
Fig. 3.4.5 The maximum junction temperature changes during misfiring fault 

depending on the thyristor numbers in an arm. It is calculated 80msec after 

misfired, and the case temperature of the thyristors are assumed as 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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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during up-stream DC short and down-stream DC 
short are shown in Fig. 3.4.6 and Fig. 3.4.7 respectively. The thyristor temperature of 

the up-stream DC short for the most serious case is less than 175 °C after 4 cycles 

with 8-parallel thyristor arm. 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most serious 
one for the faults are compared in a same graph in Fig. 3.4.8. 

 
Fig. 3.4.6  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which are serious ones during 
up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Bottom; the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thyristors.) 

 
Fig. 3.4.7  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which are serious ones during 
down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Bottom; the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thyr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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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The thyristor junction temperatures which are the most serious ones 
during DC shorts and misfiring. (Blue: during misfiring. pink; during upstream DC 
short. Green; downstream DC short.) 
 
 

3.4.3  Determination of the thyristor numbers 
The thyristor number for an arm gives a big effect on converter size and cost of the 
converter module. The number should be determined to consider not only fault 
conditions but also the protection and operation strategy of the converter. This 
consider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FSC definition in DDD4.1. Depending on the 
number of the thyristor for an arm, the temperature after 4 cycles were calculated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Table 3.4.1 and Table 3.4.2. The calculation was made for the 
most serious case of the misfiring of the back-to-back thyristor because this fault 
should be the critical one in the design of the number of an arm of a module. The 

temperature boundary condition is 65 °C for Table 3.4.1, and 85 °C for Table 3.4.2. 

The temperature data after 20msec were also compared to check the bypass effects of 
the protection sequences. This means that the AC circuit breaker, which will be 
opened in a 4 cycles (80msec), is the last protection sequence, and the bypass, which 
should be tried within a cycle (20msec), is an important protection sequence for all of 
the faults. In the calculation the thyristor of a 52U5200 (maker ABB) thyristor, which 
could be used in the ITER ac/dc converters, was used. The choice of the number of 
the thyristor could be summarized as in Table 3.4.3, where the unbalance factor of 1.3 
data is added, based on the Ansaldo report on “ITER ac/dc power supply report on 
fault analysis” (200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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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The maximum junction temperature changes depending on parallel 

thyristor numbers (at Tcase = 65 °C ) 

 
 
 

Parallel 
Number 

5STP 52U5200 Thyristor 
DC short Misfiring fault – the worst case 

Max Tjunction (when Tcase = 65。C & U.F. = 1.4) 

E-bypass AC CB E-bypass AC CB 
20 ms 80 ms 20 ms 80 ms 

6 183 236 227 457 
7 155 198 190 365 
8 138 172 165 304 
9 126 153 147 261 
10 117 140 134 229 
12 104 122 117 187 
14 96 110 106 160 
16   98 142 
18   93 129 

 
 

Table 3.4.2 The maximum junction temperature changes - depending on parallel 

thyristor numbers (Tcase = 85 °C ) 

 
 

Parallel 
Number 

5STP 52U5200 Thyristor 
DC short Misfiring fault – the worst case 

Max Tjunction (when Tcase = 85°C & U.F. = 1.4) 

E-bypass AC CB E-bypass AC CB 
20 ms 80 ms 20 ms 80 ms 

6 203 256 247 477 
7 175 218 210 385 
8 158 192 185 324 
9 146 174 167 281 
10 137 160 154 249 
12 124 142 137 207 
14 116 130 126 180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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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  FSC checks depending on parallel thyristor numbers. (Tjunction < 

350。C, 5STP 52U5200) 

Thyristor 
parallel 
numbers 

Case 
temp. 

(°C) 

Unbalance 
factor Maximum Tjunction (°C) 

DC short Misfiring the worst case 
20msec 80msec 20msec 80msec 

6 85 1.4 o o o x 
65 1.3 o o o x 

7 85 1.4 o o o x 
65 1.3 o o o o 

8 85 1.4 o o o o 
65 1.3 o o o o 

9 85 1.4 o o o o 
65 1.3  o o o 

10 85 1.4   o o 
65 1.3   o o 

 
The Ansaldo report is saying that “According to the Type Test performed by ABB 
Semiconductors for the thyristor ABB 5STP 52U5200 that should be used in the ITER 
ac/dc converter, when there is no reapplied voltage (reverse or direct), the thyristors 
can withstand high values of the junction temperature without damage provided that 

they are below ~350°C. As far the result is applied to the ITER converter design the 

thyristor number of 8, which is designed in the DDD4.1, could be acceptable. But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strict FSC could mean that 
the steady state junction temperature should be maintained below the usual limit of 

115 – 125°C in order to increase the residual blocking capability in fault conditions. If 

this restriction is applied in determining the thyristor number of an arm, the number 
should be increased almost to a double compared with the data in the DDD4.1 design 
as shown in Table 3.4.1 and 3.4.2. Also application of another method to decrease the 
misfiring fault current could be another choice to decrease the thyristor number for an 
arm. This idea is summarized in the next section.  
 
 

3.4.4  Back-to-Back converter 
To limit the fault current during misfiring of the back-to-back thyristor circuit, 
back-to-back converter could be another choice for the 4-quadrant operation as in Fig. 
3.4.9. The reactor in series during the misfiring fault could limit the fault currents and 
therefore the junction temperature as shown in Fig. 3.4.10 and Fig. 3.4.11. But the 
size and the cost should be increased for thi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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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Block diagram of the back-to-back converter circuit. 
 

 
Fig. 3.4.9  The compared data of the fault currents of the most serious thysistor for 

the back-to-back thyristor and back-t-back converter circuits. 
 

 
Fig. 3.4.9  The compared data of the junction temperatures of the most serious 
thyristor during misfiring faults for the back-to-back thyristor and back-t-back 

converter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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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rotection strategy of the power supply system  

3.5.1  The measurement of the faults 
To start the protection sequences, the fault type should be clearly defined by the 
proper fault measurement system. Therefore the measurement of the fault including 
the type of the fault in a short time is important to make the predetermined protection 
procedure without any damage or within the allowed damages. Here the short time 
means “faster than a half cycle (10msec)”. There are limited sensors to be installed in 
the measurement system, and the following are the expected measured data to be used 
for the logic in determining the fault type.  
 
 
 - dc current of each block    Idc1, Idc2  
 - converter TR primary current  Ya, Yb, Yc 
 - converter TR Y-secondary current Y2a, Y2b, Y2c 
 - converter TR d-secondary current  d2a, d2b, d2c 
 - dc voltage of each block    Vdc1, Vdc2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o be measured are shown in Fig. 3.5.1 – Fig 3.5.4. 
During a one-block misfiring fault (Fig. 3.5.1) two AC lines are shorted though the 
misfired thyristor, and during a two-block misfiring fault (Fig. 3.5.2) three AC lines 
are shorted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s. But the symptoms of the two faults are 
very similar and the same protection procedure could be applied. Fig. 3.5.3 and Fig. 
3.5.4 shows the simulated data during an upstream DC short and downstream DC 
short respectively. Two DC shorts should be identified separately to make the 
different protection procedures. The values of the measured parameters during the 
faults are summarized in Table 3.5.1. The logic to detect the faults and classify the 
type of the faults should be made by the combining of the measured data. Also if 
needed added signals should be introduced more in order to ensure fast and accurat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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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  The simulated data during an one-block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green line), the second 
one shows the primary AC currents of the 400kV/66kV step down transformer, the 
third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misfired line(Y-connection), 
the fourth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normal line(delta 
connection), and the fifth one is the output voltages of each converter. 

 
 

 
Fig. 3.5.2  The simulated data during an two-block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isfired thyristor(green line), the second one shows 
the primary AC currents of the 400kV/66kV step down transformer, the third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Y-connected misfired line, the fourth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delta connected misfired line, and 
the fifth one is the output voltages of each converter. 

Measured data during the one-block misfiring  

Measured data during the two-block misf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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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The simulated data during an upstream DC shor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ost serious thyristor(green), the second one shows the 
primary AC currents of the 400kV/66kV step down transformer, the third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Y-connected line, the fourth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delta connected line, and the fifth one is the output 
voltages of each converter. 
 
 

 
Fig. 3.5.4  The simulated data during an downstream DC shor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ost serious thyristor(green), the second one shows 
the primary AC currents of the 400kV/66kV step down transformer, the third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Y-connected line, the fourth one is that of the 
secondary AC currents of the delta connected line, and the fifth one is the output 
voltages of each converter. 

Measured data during the up-stream DC-short 

Measured data during the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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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Summary of the measured parameters during the faults. 
 

 DC short Misfiring fault- the worst case 
 up-stream down-stream One block Tow block 

Idc1/Idc2 120 kA/-80 
kA 

140 kA/140 
kA 

0 kA/45 kA 15 kA/ 30 kA 

AC primary 
(max peak to 

peak) 

> 10 kA > 10 kA < 10 kA > 10 kA 

Y secondary 
(fault side) 

< 300 kA < 300 kA < 300 kA < 300 kA 

D secondary < 300 kA < 300 kA 90 kA < 300 kA 

Vdc1/Vdc2 different same different same 

Issued 
points 

high Idc 
negative Idc1 

high Idc AC current zero 
crossing? 

AC current zero 
crossing? 

 

3.5.2 The protection procedure 
Many possible faults are there for the ITER ac/dc converters, and different protection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for the different faults. The faults and the related 
protection procedures suggested are summarized in Table 3.5.2. The number in the 
protection sequence means the action order of the protection. This procedure is not 
checked properly with simulation or others until now, and therefore they should be 
checked one by one with the simulation and/or with the experiments using the 
prototype system to be the final procedures. In this section, the general methodology 
is summarized, and in the next section some of the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as 
a part of the bypass method. The suggested protection procedure during the faults is 
shown in Fig. 3.5.5. The motivations of this protection sequence are 1) PMS action 
needed in most of the protection sequences of the PF system, 2) it is a cost effective 
method, and 3) it is based on the original design (8 parallel thyristors in one arm; MC 
case). Gate block is the first action to clear the fault when the fault is detected, and if 
it works successfully within several msec normal operation could be continued. But if 
it fails, the protection procedure should start as follows; 
 
 1) Electrical bypass (EB) within 20msec (within 1 cycle) 
 2) PMS close and current pass form EB to PMS with 40msec (within 2 cycles) 
 3) AC circuit breaker open (within 4 cycles) and fault should be cleared ASAP. 
 
For the TF bypass there needs another protection procedure because it considers 
resuming process seriously. The resuming possibility of the PF coil current, and the 
bypass operation to reduce the reactive power should be also considered more for the 
final conclusion of the prote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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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2  Summary of the protection procedure. 
 

 

FAULT 

 

Target Device 

Protection Sequence(Actions)  

Remark e-FW BPS PMS 

(EPMS)

AC

Trip

FD inv-

dis.

90- Gate

Supp.

restart 

Totally lost of 

400kV lines 

TF converter  1 (1) 2    10(40)hrs discharge 

PF/CS 

converter 

  1 2    Stop the pulse 

 

- Lost of one 400kV 

line 

 

- AC 

voltage 

perturbation 

TF converter 1 (2)  (3) (2)  3 (optin1) To resume the 

normal plasma. PF/CS 

converter 

1      2 

TF converter 1 2   2  6 (option2) Try to soft 

plasma shutdown* first and 

resume the TF thereafter.

PF/CS 

converter 

1  3 (5) (4) 3  (2) 

AC short @ TF 

system 

TF converter 1 2 (3) 4 2   10hrs discharge 

PF/CS 

converter 

= Protection sequence as of AC V-perturbation  

AC short @ PF/CS 

system 

TF converter = Protection sequence as of AC V-perturbation  

PF/CS 

converter at 

fault 

1  2 3 (4)    1~2hrs discharge or FD

Other PF/CS 

converter 

= Protection sequence as of AC V-perturbation  

TF quench TF converter 1  2 3 4    Emergency shutdown 

PF/CS 

converter 

1  2 3 4    E-FW sequence control**

PF/CS quench TF converter Normal operation for the next pulse or 10(40)hrs discharge 

PF/CS 

converter at 

fault 

1  2 3 4    Emergency shutdown 

Other PF/CS 

converter 

1  2 3 4    E-FW sequence control

  * Normal plasma shutdown(~150s), or fast shutdown w/ plasma radiation cooling. 

** To mitigate dQ/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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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2  Summary of the protection procedure(continued). 

 
 

FAULT 

 

Target Device 

Protection Sequence(Actions)  

Remark e-FW BPS PMS 

(EPMS)

AC

Trip

FD inv-

dis.

90- Gate

Supp.

restart 

C. C. Failure 

on single coil circuit 

(PF1/6, CS2U/2L/3U/3L) 

Converter at 

fault 

1  3 4 (5)   2    

Other PF/CS 

converter 

1  2      E-FW sequence 

control 

C. C. Failure 

on CS1U/L 

Converter at 

fault 

1  3 4   2    

Other PF/CS 

converter 

1  2      1~2hrs discharge 

or FD ? 

C. C. Failure 

on VS 

VS converter 1  3 4   2    

Other PF/CS 

converter 

1  2      1~2hrs discharge 

or FD ? 

C. C. Failure 

on MC of PF2~5 

Converter at 

fault 

1  3 4   2    

Other PF/CS 

converter 

1        1~2hrs discharge 

or FD (?) 

C. C. Failure 

on BC of PF2~5 

during plasma initiation 

Converter at 

fault 

associated 

1  3 4   2    

VS converter 1  3 4   2    

Other PF/CS 

converter 

1  2 3     1~2hrs discharge 

or FD (?) 

- DC short 

- DC over voltage 

- Bridge unbalance 

TF converter 1 3  4   2  10hrs discharge 

PF/CS 

converter 

= Protection sequence as of C.C. failure   

Single commutation 

failure in inverter mode 

         ? 

Single commutation 

failure in rectifier mode 

         ? 

Succeeding (>twice) 

commutation failure 

TF converter 1 3  4   2  (option1) 10hrs 

discharge 

1       2 (option2) Recharge 

of TF 

PF/CS Con. = Protection sequence as of C.C.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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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2  Summary of the protection procedure(continued). 
 

FAULT 

 

Target Device 

Protection Sequence (Actions)  

Remark e-FW BPS PMS

(EPMS)

AC

Trip

FD inv-

dis.

90- Gate

Supp.

restart

Single fuse melt in one 

arm 

Converter at fault     Continue the operation but 

to prohibit the next pulseOther PF/CS 

converter 

    

2 fuses melt in one arm TF Converter 1 3 4 2  10hrs discharge 

PF/CS converter = Protection sequence as of C.C. failure  

Cooling water failure TF converter  2 1   10 hrs discharge? 

PF/CS converter  2 3 1    

DC over current Converter at fault   1  2 (option1) PCS command

= Protection sequence as of DC short If option1 fails 

Freewheeling unbalance TF converter  1   40 hrs discharge? 

PF/CS converter  1 2    

Grounding fault on TF TF converter   1   Slow discharge(30min?)

PF/CS converter Terminate plasma and PF/CS coil currents by PCS 

Grounding fault on PF/CS

during plasma B/D 

PF/CS converter 1.Bypass 

SNU 

 4   Slow discharge 

BC converter 2 3    

Grounding fault on PF/CS

Other than plasma B/D 

PF/CS converter   1   Slow discharge 

      

 

 
Fig. 3.5.5  Schematic flow diagram of the protection logic. 

Protection Procedures 

Fault generation at 0 

DC short protection start 

- AC CB trigger 

- E-bypass logic start 

- PMS logic start 

AC CB open (80 msec) 

I, V limit protection 
Fault detection and protection 

Misfiring fault protection start 

- E-bypass logic start 

- PMS logic start 

- AC CB trigger 

Coil discharge or 
Reconnect to ac/dc converter 

E-bypass ON(20 msec) 

PMS close (40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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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Bypass operation of the AC/DC converter 

The roles of the current bypass action of the ac/dc converters which is defined in 
DDD4.1 are as follows; 
 
 (1) Coil protection against high current and high voltage, 
 (2) Coil current bypass during ac/dc converter trouble,  
 (3) Coil current bypass during abnormal condition of the ac grid,  
 (4) One of the scenario of the transfer of TF input between 66 kV and 22 kV, 
 (5) One of the scenario of the fast discharge of the coil energy, 
 (6) Coil current bypass during normal operation to decrease the reactive power. 
 
To make the above bypass actions properly, fast speed switches and backup system 
for the malfunc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ircuits. Considering the DDD4.1 
design, the following bypass methods are suggested;  
 
 (1) for the TF system 
  - external bypass 
  - resuming 
 (2) for the PF system (during fault condition) 
  - gate blocking 
  - internal bypass (for the fast action) 
  - PMS (to protect thyristors in the long time opeariton) 
  - AC breaker (to finalize the fault) 
 
In this section,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bypass methods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for the MC converter during normal and fault conditions (misfiring and DC 
short cases) are shown. The more added simulations including on the other faults are 
needed to make a final conclusion on the bypass methods for the all converters. 
 
 

3.6.1  Bypass during normal operation  
Electrical bypasses during a normal operation are simulated. There could be the 
following four bypass modes during a normal operation (for a MC model) as shown in 
Fig. 3.6.1. 
 
 - downstream external bypass 
 - upstream external bypass 
 - non-cyclic internal bypass 
 - cyclic internal bypass 
 
The simulated data of the normal external bypass at the downstream are shown in Fig. 
3.6.2. The coil current could be bypassed through the external bypass switch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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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sec (1 cycle) with the help of the gate block of the converter thyristors. The 
simulated data of the normal external bypass at the upstream are shown in Fig. 3.6.3. 
In this case also the coil current could be bypassed through the external bypass switch 
within 20msec (1 cycle) with the help of the gate block of the converter thyristors. But 
the current unbalance between two external switches, which is made by the initial 
condition of the currents at the gate block, is a problem to be considered. The gap of 
the unbalance is disappeared with time. The simulated data of the non-cyclic internal 
bypass during normal operation are shown in Fig. 3.6.4. The coil current could be 
bypassed through the internal bypass switch within 20 msec (1 cycle) with the help of 
the gate block of the converter thyristors. In this case also the current unbalance 
between two internal switches, which is made by the initial condition of the currents 
at the gate block, is a problem, but the gap of the unbalance is disappeared with time. 
The junction temperature of the thyristors in the bypass channel (8 parallel with 1.4 

unbalance factor) saturated to 110 °C. The simulated data of the cyclic internal 

bypass during normal operation are shown in Fig. 3.6.5. The coil current could be 
bypassed through the internal bypass switch within 20msec (1 cycle) also with the 
help of the gate block of the converter thyristors. The junction temperature of the 
thyristors in the bypass channel (8 parallel with 1.4 unbalance factor) could be 

decreased effectively to less than 95 °C, but the control logic would be more 

complicated.  

 
Fig. 3.6.1 The bypass methods of the converters. (a) is internal bypass, (b) is upstream 

external bypass and (c) is downstream external bypas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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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  The simulated data of the normal external bypass at the downstream. The 
first one shows the reactor currents of the two converters and external bypass 
switch(red), the second one shows gate block and external trigger signal(green), the 
third one and the fourth one are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Fig. 3.6.3  The simulated data of the normal external bypass at the upstream. The 
first one shows the currents through the external bypass switches(pink and yellow), 
the second one shows gate block and external trigger signal(yellow), the third one and 
the fourth one are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Normal – gate block – downstream external bypass 

Normal – gate block – upstream external bypass 

*Bypass current 30 kA : unbalance first 

*Gat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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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  The simulated data of the normal internal and non-cyclic bypass. The first 
one shows the currents of the coil the internal bypass switches(blue and red), the 
second one and third one show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and the 
fourth one shows the temperatures of the bypassing thyristors. 
 
 
 

 
Fig. 3.6.5  The simulated data of the normal internal and cyclic bypass. The first one 
and the second one show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and the third 
one shows the temperatures of one thyristors. 
 
 
 
 

Normal – gate block – non-cyclic internal bypass 
- Long pulse operation characteristics 

Tc=85。C 

UF=1.4 

N=8 

Normal – gate block – cyclic bypass 

Tc=85。C 

UF=1.4 

N=8 



307 
 

3.6.2  Bypass during the misfiring fault  
For the most of the faults, before making the bypass circuit, the gate block of the 
converter thyristors are necessary. Even with the misfiring fault, if the action of the 
gate block is fast enough just after the fault, normal operation could be continued 
without making the bypass operation. Fig. 3.6.6 and Fig 3.6.7 show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gate block after 5msec and 4msec delay respectively just after the 
misfiring of the back-to-back thyristor. The fault currents are limited only during one 
or two cycles, and therefore in this case the shutdown of the converter could not be a 
recommended scenario for the efficient tokamak operation. Fig 3.6.8 shows a 
simulation result of the upstream external bypass when the fast gate block is failed, 
and the fault current is latched. Only one of the two bypass switches, which is near the 
not- misfired converter, could be turned on and all of the coil current flow through the 
switch. But the load of the fault current still could damage the misfired thyristor, 
therefore, the shutdown process should be made. Fig 3.6.9 shows a simulation result 
of the downstream external bypass during misfiring fault. The coil current, which is 
covered by not-misfired converter, transfer to external bypass. But the load of the 
fault current also still could damage the misfired thyristor, therefore, the shutdown 
process should be made. 
 

 
Fig. 3.6.6  The simulated data of the gate block during the worst case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ost serious thyristor(pink), the 
second one shows the gating pulse(blue) after 0.005 seconds of the misfiring fault 
trigger(green), the third and the fourth ones show the currents through thyristors of the 
two converters.   
 
 

Misfiring and Gate block at 1.00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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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7  The simulated data of the gate block during the worst case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accident current through the most serious thyristor(pink), the 
second one shows the gating pulse(blue) after 0.004 seconds of the misfiring fault 
trigger(green), the third and the fourth ones show the currents through thyristors of the 
two converters. 
 

 
Fig. 3.6.8  The simulated data of the external bypass at the upstream during a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reactor currents of the two converters(pink and 
green) and external bypass switches(blue and red), the second one shows 
misfiring(blue) and external trigger(pink) signal, the third one and the fourth one are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Misfiring and Gate block at 1.004 sec 

* Detection speed is very critical in the protection sequence. 

Misfiring and upstream external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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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9  The simulated data of the external bypass at the downstream during a 
misfiring fault. The first one shows the reactor currents of the two converters(blue and 
green) and external bypass switch(red), the second one shows misfiring(blue) and 
external trigger(green) signal, the third one and the fourth one are the currents through 
the converter thyristors. 
 

3.6.3  Bypass during the DC short  
Two kind of DC short such as upstream DC short and down stream DC short is 
possible when two converters are connected in parallel to a coil. For the each case of 
DC short, two kind of external bypass circuit could be also possible. When DC short 
is measured, the gate block should be the first protection sequence and the trigger of 
the bypass system is the next. Fig 3.6.10 shows the current profiles of the reactors and 
thyristors of the two parallel converters when upstream DC short is made. Fig 3.6.11 
shows the current profiles of the reactors, the thyristors, and the bypass switch with a 
protection sequence of gate block and bypass trigger with the bypass in the upstream. 
The coil current could flow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normal converter after the 
gate block, and when the bypass is triggered the current is transferred to the bypass 
switch. And Fig 3.6.12 shows the same currents when the bypass is made in the 
downstream. After the gate block the coil current flow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normal converter, but even the bypass is triggered, the current transfer to the bypass 
switch is not made for a long time. Fig 3.6.13 shows the current profiles of the 
reactors and thyristors of the two parallel converters when downstream DC short is 
made. Fig 3.6.14 shows the current profiles of the reactors, the thyristors, and the 
bypass switch with a protection sequence of gate block and bypass trigger when the 
bypass in made in the upstream. The coil current could flow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converters after the gate block, and when the bypasses are triggered the current is 
transferred to the bypass switches. And Fig 3.6.15 shows the same currents when the 
bypass in made in the downstream. After the gate block the coil current flow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converters, but even the bypass is triggered, the current transfer to 
the bypass switch is not made for a long time. 

Misfiring and downstream external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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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0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up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fault converter side. Bottom;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normal 
converter side.)  

 
Fig. 3.6.11  Current profile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with the upstream bypass 
during the upstream DC short. The timing of the gate block and trigger of the external 
bypass are shown in red arrows.  

 
Fig. 3.6.12  Current profile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with the downstream 
bypass during the upstream DC short. The timing of the gate block and trigger of the 
external bypass are shown in red arrows. 
 

Gate Block External Trigger 

Gate Block External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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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3  Current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during the downstream DC short. 
(Top: currents through the interface reactors. Middle;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right converter side. Bottom; currents through the thyristors of the left 
converter side.) 

 
Fig. 3.6.14  Current profile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with the upstream bypass 
during the downstream DC short. The timing of the gate block and trigger of the 
external bypass are shown in red arrows.  

 
Fig. 3.6.15  Current profiles of the thyristors and inductors with the downstream 
bypass during the downstream DC short. The timing of the gate block and trigger of 
the external bypass are shown in red arrows. 

Gate Block External Trigger 

Gate Block External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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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Perturbation of 400 kV line 

3.7.1 Introduction 

 
The 400 kV transmission line for ITER site will adopt with double circuit line 

system. Figure 3.7.1 shows the circuit diagram of the transmission line system for 
ITER site. In Figure 3.7.1, the distance from the ITER substation to Tavel 400 kV 
substation is 120 km, to Boutre substation is 8.5 km. Some faults like single phase to 
earth fault occurs at the transmission line, it would be cleared by automatic opening 
and reclosing of the circuit breaker. During this fault duration, the transmission line 
voltage would be dropped. Usually the degree of voltage drop is depend on the 
distance from ITER site to the place where fault occurred, if the distance is 10 ~ 20 
km, the voltage drop may be 20 ~ 30% [1].  

In this simulation it will be shown the behaviour of outputs of the AC/DC converter 
when input line voltage dropped by a transmission line fault. 
 

 
Figure 3.7.1. Circuit diagram of the transmission line system for ITER site. 
 

3.7.2 Converter in current control mode 

 
To analyze the behaviour of a converter in current control mode, the converter 

model for current control was used. Figure 3.7.2 shows a model for the current 
controlled converter and Figure 3.7.3 is a part of the circuit for input line voltage 
source. In Figure 3.7.3, two kinds of line voltage sources are used, the one is a 
3-phase sinusoidal voltage source and the other is products of a 3-phase sinusoidal 
voltage source and voltage sources expressing for exponentially decaying sources. 
The two sources are switched-on, and off at 1 s and 2 s, respectively, that the 
sinusoidal input voltage is decreased exponentially during 1 s ~ 2 s. Figure 3.7.4 and 
Figure 3.7.5 show the waveforms of the input of the 3-phase ac voltage and 50 kA dc 
output current. The time period from 0 to 1 second is a normal operation period and 
the peak input ac voltage is ±2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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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Converter in voltage control mode 

 
To analyze the behaviour of converter in voltage control mode, the converter model 

for voltage control with ac voltage feedback loop was used. Figure 3.7.6 is the voltage 
controlled converter model. In Figure 3.7.6, rectified and filtered ac line voltage was 
fed to the divider of the control logic circuit. Figure 3.7.7 shows waveforms of the 
output DC voltage Vdci, output current Idc, and an input voltage Vac1. Zero-crossing 
time of the current is 1.25 s and ac voltage is dropped 30% during the period 
1.2s~1.4s.  Table 3.7.1 is output voltages of the converter in voltage control mode; 
left column is ac input voltage and upper row is reference command voltages 
 

 
Figure 3.7.2. Model for the current controll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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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3. Parts of the circuit model for the current controlled converter 

 
Figure 3.7.4. Waveforms of the output current Idc and ac input voltage 

(t=0~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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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5. Waveforms of the output current Idc and ac input voltage 

(t=0~1.5 s) 
 
 
 
 
 

 
Figure 3.7.6. Voltage controlled converter model with ac line voltage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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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7. Waveforms of the output DC voltage Vdci, output current Idc, and an 
input voltage Vac1. Zero-crossing time of the current is 1.25 s and ac voltage is 
dropped 30% during the period 1.2s~1.4s. 
 
Table 3.7.1. Output voltages of the converter in voltage control mode; left column is 
ac input voltage and upper row is reference command voltages 
       Vref → 

Vac↓   
±

500Vdc  
±

1000Vdc   
±

1500Vdc  
±2000Vdc 

1776 Vac    ±2000Vdc
1628 Vac    ±1850Vdc

(93%) 
1480 Vac ±

500Vdc 
±

1000Vdc 
±

1500Vdc 
±1700Vdc
(85%) 

1332 Vac ±

500Vdc 
±

1000Vdc 
±

1500Vdc 
±1500Vdc
(75%) 

1184 Vac ±

500Vdc 
±

1000Vdc 
±

1250Vdc 
(83%) 

±1250Vdc
(63%) 

1036 Vac ±

500Vdc 
±

1000Vdc 
±

1100Vdc 
(73%) 

±1100Vdc
(55%) 

888 Vac ±

500Vdc 
±

950Vdc 
(95%) 

±

950Vdc 
(63%) 

±950Vdc 
(48%) 

740 Vac ±

500Vdc 
±

700Vdc 
(70%) 

±

700Vdc 
(47%) 

±700Vdc 
(35%) 

592 Vac ±

500Vdc 
±

550Vdc 
(55%) 

±

550Vdc 
(37%) 

±550Vdc 
(28%) 

444 Vac ± ± ± ±350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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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Vdc 
(70%) 

350Vdc 
(35%) 

350Vdc 
(23%) 

(18%) 

296 Vac ±

200Vdc 
(40%) 

±

200Vdc 
(20%) 

±

200Vdc 
(13%) 

±200Vdc 
(10%) 

 
148 Vac 

+500Vdc;
50~-50V/
-500Vdc; 
±200V 

+500Vdc;
50~-50V/
-500Vdc; 
±200V 

+500Vdc;
50~-50V/
-500Vdc; 
±200V 

+500Vdc; 
50~-50V/ 
-500Vdc; 
±200V 

 

[1] Ashok D. Mankani, “ITER 400 kV Line at Cadarache”, may, 2008 

 
 

3.8 Transfer TF input from 66 kV to 22 kV 

The AC input at the transformer of TF converter is to be switched from the normal 
voltage 66kV to the lower one 22kV when TF current becomes flat and steady. This 
switching is to reduce the reactive power which is quite large when the output current 
is high and the required DC voltage is near zero. A procedure for this switching is 
described here. 
   The first step of the procedure is bypassing the load (TF) current from the 
converter. A direct bypass by the mechanical bypass switch (BPS) is considered. Thus, 
the first step is closing of BPS. The second step is switching the AC voltage from 
66kV to 22kV. Then, the final step is opening of BPS to return to the normal operation 
of the converter. 
 

      

set
negative volt 

(inverter)

close
BPS

stop
gating

voltage-control
mode

end

BPS On

BPS Off

set
IdcRef=Icoil

wait 
for

steady st.

open
BPS

current-control
mode

end

Switch from 66kV to 22kV

 
 
Figure 3.8.1 BPS procedures for AC input switching (66kV/22kV) of TF converter 
  



318 
 

Figure 3.8.1 is the block diagrams for closing and opening of BPS, respectively. 
Switching of 66kV to 22kV will be inserted between these two procedures. 

Closing BPS is prepared by generating a negative voltage from the converter and is 
completed by suppressing the gate of the converter thyristors. For this operation, it is 
convenient to put the converter in the voltage control mode and set the reference 
voltage to a value less than zero.   

Opening BPS is prepared by switching to the current control mode and setting the 
reference current to the magnet coil current. When the current control obtains a steady 
state, the converter current equals to the magnet current, and BPS current becomes 
zero in average but with the ripples only, then BPS can be opened without any DC 
arc.  

The whole procedure is simulated with PSIM. Figure 3.8.2 shows the portion of 
power and load circuit for the simulation. AC power circuit starts from the output of 
the step-down transformer (400kV/66kV). BPS is connected across the load (a current 
source). DC interface reactor is set to  

 57μΩ + 13μH 

according to DDD4.1 (Appendix A)  
 

 
Figure 3.8.2 66kV/22kV switching simulation circuit; the power and load circuit.  
 
Figure 3.8.3 shows the wave form of output voltage Vdci (red). At 0.4sec, it is set 

to a small negative voltage, -30V (average), to prepare closing of BPS. At 0.5sec, BPS 
is closed (blue high). Thus the converter output is shorted and instantaneous output 
voltage Vdci becomes zero as shown in th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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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3 Voltage wave forms during BPS switching; red = DC output Vdci, 

green = AC voltage for TF converter, blue high = BPS closed, violet high = gate 
enabled.  

 
When the procedure is ended by opening BPS (blue low), at 1.3sec, Vdci restores 

to a normal value with a reduced ripple because of the reduced AC voltage. The figure 
shows that, during the disabled state of the gate (violet low), AC input (green) is 
disconnected from 66kV and connected back to 22kV with a pause 0.1sec. 

Figure 3.8.4a, 4b, 4c, and 4d show details of waveforms at the respective switching 
instants. Figure 3.8.4a shows the whole waveforms which will be detailed in the 
following figures.  

 

 
Figure 3.8.4a whole process of BPS switching; refer to Figure 3.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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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4b closing of BPS; green = Vdci1x100, violet=Idci, cyan = Idci1, dark 

red = Idci2, red = BPS current, blue high = BPS close, yellow high = gate enable. 
 
The waveforms of the bridge currents, their ripples, are determined by the 

instantaneous voltages of two bridges. In the figure, the voltage of only one bridge 
Vdci1 (green) is shown. The second one Vdci2 has the same waveform but delayed 30
˚.  

Figure 3.8.4b shows details around BPS close. Before the closing, the converter 
output voltage Vdci is set to a small negative and thus Vdci1 stays around zero. (Vdci 
is shown in Figure 3.8.3.) At that state, closing BPS decreases the total converter 
current Idci (violet) and two bridge currents (cyan, dark red) and thereby increases 
BPS current (red).  

When the gate (yellow) is disabled, then bridge voltage Vdci1 extends its excursion 
to the negative side and the commutation from the converter to BPS takes speed and 
completes soon.   

 

 
Figure 3.8.4c restoration of converter operation; refer to Figure 3.8.4b 
 
Figure 3.8.4c shows details of restoring process of the converter. This process is 

started by enabling the gate in the current control mode. As the gates are enabled, the 
converter generates positive voltages to get the reference current which has been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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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magnetic coil current.  Overshooting is shown as the control starts (also shown 
in Figure 3.8.4a). These overshoots do not appear if 66kV instead of 22kV is put. 
Simple adjustments of the control parameters could not treat the overshoots and a 
further study is required. 

Figure 3.8.4d shows the final stage in which BPS is opened. BPS opening is 
commanded after the average of BPS current is confirmed to have approached zero 
completely such that BPS opening should not bring unbearable DC arc. 

 

 
 
Figure 3.8.4d opening of BPS; refer to Figure 3.8.4b; BPS current is multiplied by 

20 and Vdci1 by 200. 
 
 

3.9  Determination of the inductance of the interface inductor 

The interface reactor or DC reactor (DCR) is inserted in series with the two paralleled 
bridges. It determines the magnitude of ripple in the bridge currents. DCR also limits 
the short circuit current when the short circuits occur downstream of DCR.  
 

3.9.1 Short circuits downstream of DCR 
 

According to DDD4.1, DCR for MC has the resistance and inductance  

  210μΩ + 176μH  

For the AC circuit, the following parameters are used. The impedance seen from 
the secondary of the step down transformer to the grid side is 

     50mH + 6.73mH  
The step down transformer (400/66kV) is connected to the grid, which has the 
capacity  
  11.7GVA  
The short circuit impedance of the converter transformer for MC seen at the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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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1.74Ω + 140mH  

The total impedance seen from the secondary of the converter transformer to the grid 
side is calculated to be  

 317μΩ +26.9μH  

   Figure 3.9.1 shows the waveforms of current as the DC bus is shorted at the load 
terminal, that is, downstream of DCR.  

With the above value of impedances, the simulations give the bridge current about 
125kA. It is the steady state value. The peak value has almost the same value in this 
case as shown in Figure 3.9.1.  

If DCR inductance is reduced to half the value, the peak value reaches 150kA and 
the steady state value remains as the same value. 

The steady state value is dominated by the impedance of AC circuit. DCR 
inductance affects the initial transient state of the short circuit. As the inductance is 
reduced, the rising time of the short current becomes smaller and the initial current 
becomes bigger than the steady state level.  

With 176μH, DDR4.1 recommendation, the rising time is about 20ms and the peak 

value is almost the same as the steady state level, as shown in Figure 3.9.1. Thus, all 
the thyristors meet their first pulse which is smaller than the steady state (maximum) 
value. From the second pulses, the maximum value appears.   

Thus, it can be said that 176μH is an optimum in view of the transient response of 

the short circuit. 

    
Figure 3.9.1 Currents with a short circuit downstream of DCR; red = bridge1 current, 
blue = bridge2, (green, violet, yellow) = (thyristor1, 3, 5), cyan = DC output voltage. 
 

3.9.2 ripples in current-circulat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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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oltage difference between the two bridges has a alternating component due 
to the phase difference of the two AC sources.  The alternating voltage difference 
makes the ripple in the bridge current. Thus, this ripple current flows through the two 
bridges via DCR and forms the alternating component in the circulating current. 
(Since the load has a big inductance, the ripple component in the load current can be 
neglected.) The impedance for the ripple current is, therefore, twice the short circuit 

impedance of the single bridge. The latter is 844μΩ + 230μH for MC as shown in 

Section 3.9.1. 
   In the two bridges with the phase difference of 30˚ in their AC lines, the 
alternating voltage difference with α = 90˚, which gives the biggest ripple, can be 
approximated by the rectangular waveform with the amplitude Vm/2 and the period 
T/6, where Vm and T are the amplitude and the period of the AC line voltage.    
   Thus the ripple current in the circulating current is, neglecting the effect of the 
resistance,  
 

 (1/L)(Vm/2)(T/12) = 1/(2*230μH)(2kV/2)(20ms/12) = 3.6kA 

 
in peak-to-peak value, where T/12 is half a period of the ripple.  
   In current-circulating mode (instead of parallel operation), that is, when the two 
bridges are opposite in the direction of conduction, the current ripple has the 
maximums at α = 90 ±˚ 15˚ and a minimum at 90˚. The ripple voltage is of triangular 
waveform and the maximum volt.seconds is approximately the same as that of 
parallel operation, which has been calculated above.  
   An example of the current ripples resulted from the simulation is seen Figure 3.1.8, 
where it reads about 3.3kA in parallel operation and about 1kA in current-circulating 
mode. Near the current-circulating operation ( Idci = 0), α1 and α2 read about 122˚. 
(Note that α = 120˚ also gives  a minimum ripple in current-circulating operation.)   
   The above value 3.6kA or the amplitude 1.8kA of alternating waveform is about 
8%, less than 10% of the rated current 22.5kA and meets the criteria which is written 
by Baryet [1] for the current circulating mode of the 12-pulse converters.  Ansaldo 
[2] used another criteria in which the rms value of the 6th harmonic in the bridge 
current should be less than 10% of the rated DC current. The biggest ripple described 
above gives the fundamental harmonic, which corresponds to the 6th harmonics in 
terms of the AC line power,   

 
L
Udi

ω6
24.0 ,  5022 ×== ππω f . 

diU is the ideal no-load DC voltage and L  is the inductance of the short circuit 

impedance of the single bridge. For the DCR of 176μH, the above formula, with 

diU =2kV, L =230μH, gives 1.17kA, which is 5% of the rated, 22.5kA. For 10%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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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ed, the inductance of DDR could be reduced to 64μH. 

   

The ripple of 8% with 176μH of DCR means that a noise current of 2% magnitude 

could turn off the circulating current when the current-circulating level is kept at 10%. 
If an instant of vanishing of circulating current is overlapped by a vanishing of the 
load current, the accident of simultaneous blocking of both bridges occurs.  The 
noise ripple may be generated by the DCR when an external circuit coupled 
magnetically with the DCR makes a transient current and induces a voltage pulse on 
DCR.  

Thus the shielding of DCR against the external field is important as much as 
increasing the inductance of DCR in order to keep the circulating current from zero 
level. Also important is maintaining the current-circulating at a given level in a 
reliable method.  
 

3.9.3 Big ripples and commutation failures by jumps of alpha. 
 
   In Section 3.9.2, ripples are in the steady state. In a transient state, the ripples 
could be much bigger as discussed by Neumeyer [3]. The big ripples appear when the 
delay angle α jumps to a higher value from a lower value (to the inverter mode from 
the rectifier mode).  An example is seen in Figure 3.1.7. The big ripple or spike in 
the current was generated as the current slope abruptly changed from rising to 
decreasing. The change requires a jump in the output voltage from positive to 
negative. 

A big ripple or a big increase in instantaneous current of one bridge may cause the 
failure of commutation and bring that bridge in bypassing state and the other in 
blocking state. 

In the following, the dependence of the commutation failure on the degree of jump 
in alpha is discussed to see the proper size of inductance of DCR. The results shows 
that the value recommended at DDD4.1 is not so small and does not cause the 
commutation failures when the jumps are limited in a practical range.  
 
   A simple PSIM circuit is constructed to investigate the transients caused by jumps 
in delay angleα . A single step-function generator is used to generate alpha for the 
both bridges. The load is simulated by a flat current source of the rated 45kA. AC 
source impedance are that of MC circuit.  
   Figure 3.9.1a and 3.9.1b show the results of simulation for DCR inductance 

176μH. The wave forms are the instantaneous currents and voltages of the two 

bridges. At 308msec, alpha jumps from a fixed value, here 10˚, to 138˚ in Figure 
3.9.1a and to 139˚ in Figure 3.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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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9.1 The big ripples by jumps inα with DCR 176　H. (a) α = 10 to 138˚ 
jump, (b) α = 10 to 139˚ jump; red = Idci1/10 (the instantaneous current of bridge 1), 
blue = Idci2/10, green = Vdci1 (the instantaneous output voltage of bridge 1), violet = 
Vdci2. 
 

 In Figure 3.9.1b, the ripple or the current increase in bridge 1 is too big and the 
bridge has failed to commutate and has locked in a bypassing state. In this state, the 
other bridge, bridge 2, has been blocked and cannot be restored automatically; it 
needs to return to the rectifier mode. In other words, the converter has no capacity for 
such a degree of jump. 

 If DCR inductance is increased, thenα could jump to a higher value. The ripple 
current circulates through the two bridges. Thus, the reactance, xLoop, of the loop 
formed by the two bridges and two DCRs determines the ripple current. The reactance, 
xLoop, is 

 xLoop = 4 xPhase + 2 xDCR,  
where xPhase is the reactance of AC source per phase and xDCR is the reactance of 

one DCR.  For MC, xLoop = 3pu when DCR has 173μH, almost equal to 176μH, 

DDR4.1 recommend. (In MC bridge, inductance 1pu is 148μH and xPhase = 26.9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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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pu.) 
A simulation shows that xLoop = 6pu (DCR 395　H) permits jumps from 10˚to 

141˚ compared to 10˚to 138˚ of xLoop = 3pu. Only 3˚ bigger jump is obtained with a 
twice bigger DCR.  

 At the rated current level, the maximum (steady) angle for successful 
commutation is 146˚.  Thus, assuming that a jump from 10˚to 138˚ is not common 

and of very extreme operation, DCR inductance 176μH, recommended in DDD4.1, is 

not such a value that the range of output voltage is noticeably limited in transient state 
compared to the steady state.  

 On the other hand, smaller DCRs also do not noticeably deteriorate the transient 

characteristics.  xLoop = 2pu (DCR 99μH) permits jumps from 10˚up to 135˚, 3˚ 

decrease from xLoop = 3pu.  
When xLoop = 1pu (DCR 25　H), it is possible up to 137˚, now 2˚ increase from 

2pu. In this case, before the commutation failure would happen, the big ripple makes 
one bridge block and the other bridge takes the whole current. Figure 3.9.2 shows the 
simulation result with this DCR.  

 

 

 
Figure 3.9.2 The big ripples by jumps inα with DCR 25　H (a) α= 10 to 137˚ jump, 
(b) α= 10 to 138˚, refer to Figure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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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wo bridges, the bridge of the latest commutation increases the current and 
the other decreases accordingly. The commutation failure occurs in the bridge (bridge 
1) that increases the current during α jump. After the jump, the first commutation 
takes place in bridge 2 and the current in bridge 1 decreases until it takes its 
commutation. Thus, the amount of current which bridge 1 should commutate depends 
on the step of current decrease as well as of current increase. If xLoop is small enough, 
then the increase is limited by the fixed load current, but the decrease is enhanced and 
fully done by the smaller inductance and the current level becomes low enough before 
bridge 1 starts the commutation. Therefore, a higher jump is allowed by a smaller 
DCR. 

 Thus, if the momentary blocking of one bridge does not make problems,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the inductance of DCR in connection with jumps in alpha.  

 

3.9.4 DC ripple current and transformer losses 
 

The ripples in steady state make harmonic components in AC current. The high 
frequency components in AC current make additional losses in the converter 
transformer. In the following the loss factors for the harmonic currents in the 
transformer is calculated.  

The results shows that increment of DCR inductance or the reduction of the current 
ripple in bridge (DC) current does not reduce the loss factor when the bridges are 
operating in the rated current. DCR inductance reduces the losses in the transformer 
only when the load current is small compared with the magnitude of the ripple 
current.  
 

In the converter transformers, AC current makes stray fields and the fields produce 
eddy current losses in the winding and the surrounding structures. The eddy current 
loss at the winding of transformer is assumed to be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frequency 2f . Thus the winding eddy loss factor is defined as [4] 

 ∑
=

=
max

1

22
2

1 h

h
hHL hI

I
F ,  ∑

=

=
max

1

22
h

h
hII . 

The other stray loss, the total stray loss excluding the winding eddy current loss, is 

assumed to be proportional to 8.0f and the loss factor OSLHLF −  is defined in similar 

fashion as HLF .  

To see the dependence of the losses of the transformer on the size of DCR, the 
harmonics in AC current from bridges may be divided into the two parts; one is from 
the flat (average) component and the other is from the ripple component of the DC 
current.  

Setting the flat component to the rated DC current of the bridge, 22.5kA of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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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ripple to the maximum value 3.8kA (see Section 3.9.1), the calculation up to 
19th harmonics gives  

HLF  = 5.76, OSLHLF −  = 1.28. 

If the ripple is set to zero, the calculation gives 

HLF  = 6.48, OSLHLF −  = 1.30. 

Thus, the ripple in DC current is reducing the loss factors. The reduction is due to a 
cancelling effect. The harmonics in AC current from the flat and the ripple 
components of DC current have the same signs up to the 5th order (only the first and 
the 5th are nonzero), but have the opposite signs thereafter. The ripple 3.8kA in the 
above calculation has been obtained using DCR of 176　H. A ripple as big as 8 times 

of that magnitude is required to get HLF  = 6.48, the value of the ripple free. 

Thus, regarding with high frequency losses in the converter transformer, a smaller 
DCR is better.  

On the other hand, in DC circuit, only the ripple contributes the high frequency 
losses, especially to the DCR itself and, in this respect, the magnitude of the 
inductance should be optimized in design of DCR.   

 
 
 
[1] B. Baryet "Technical specifications on AC distribution and AC/DC converter 
design" ver.3 January 2006.  
[2] Ansaldo, "ITER Design Task D318E – Package D, Draft Design Report" 
[3]C. Neumeyer "Transients in parallel & anti-parallel converter circuits" Presentation 
to EG & IO & CN-KO DA Meeting CEA Cadarache August 27-28, 2008. 
[4] IEEE Std C57.110-1988 
 
 

3.10 Fuse in the external bypass circuit 

3.10.1 Introduction 

 
The external bypass branches for current freewheeling in a converter may consist of 

many thyristors in parallel with fuses in series of each thyristors. If a converter turns 
into electronic bypass for a long period, and failure of one thyristor occurs, all the DC 
current would flow through the fault branch. Then melting of fuse (bypass with fuse) 
could happen, follows DC current block. If this assumption is correct, after electronic 
bypass, a mechanical bypass should set up.  

Another assumption is that, when a convert turns into electronic bypass and in a 
moment, one thyristor failed, much of current would transfer to the fault branch,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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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lowered impedance of the thyristor and the coupling effect, but the current of 
normal branches would not be zero. Then, the DC current can represent in the normal 
branches after the fuse intervention.  

 

3.10.2  Simulation model 

 
If  the converter operates in external bypass mode with  freewheeling current of 

68 kA, and the bypass branches consist of 15 thyristors in parallel, 4.53 kA flows 
through each branches when all the conditions of branches are balanced. So each of 
cross-sectional area of bus bars which consists branches need more than 1,000 mm2. 
The resistance R of each bus bars is calculated by equation (1). When the 
cross-sectional area of a copper bus bar is 1,000 mm2, the length is 10 cm, then the 
resistance is obtained as 1.7 uΩ. 

 
R = ρ.l / A -------------------------------(1) 

 
Where, ρ is resistivity (Cu;1.7 x 10-8), l is length, and A is cross-sectional area of the 
branch. 

 

 
Figure 3.10.1 Simulation circuit for fuse melting in the external bypass 

 
In the simulation, the ABB model 5STP4N2800 thyristors are used and table 3.10.1 

shows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yristor. 
The resistance of the bus bar is 1.7 uΩ and the slope resistance of the thyristor is 70 
uΩ, so the resistance of each branches is 71.7 uΩ when each thyristor is turned-on. 
Table 3.10. 2 shows simulation parameters of the figure 3.10.1 circuit.  
 
Table 3.10.1.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yristor 5STP4N2800 

Max. on-state current (ITAVM)  508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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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on-state current (ITRMS) 7970 A 
Max. peak surge current (ITSM) 75 kA 
Threthold voltage (VTO) 0.86 V 
Slope resistance (rT) 70 u ohm 
Holding current (IH) 0.1 A 
Latching current (IL) 0.5 A 

 
 
Table 3.10. 2. Parameters of the simulation circuit for fuse melting in the external 

bypass 
Load inductance 17.7 H 
Initial load current 68 kA 
Gate trigger pulse width 100 us 
Turn-on time of the Switch S1 
(simulate thyristor 1 shorted)

0.5 s 

Turn-off time of the Switch S2 
(simulate thyristor 1 opened) 

0.9 s 

Resistance of each branches  71.7 x 20(margin factor) uΩ 
 
 

3.10.3 Results and conclusion 

 
Figure 3.10.2 shows the result of simulation for fuse melting in the external bypass. 

In figure 3.10.2, the period from 0 to 0.5 second is a normal operation period and 
current of 4.53 kA flows through each of 15 thyristors. The period from 0.5 second to 
0.9 second is the period where one thyristor is shorted so the impedance of the 
thyristor assumed to be zero that only bus bar impedance remains in the branch.  So 
the current of 65.6 kA flows through that shorted branch and the other 2.4 kA flows 
through each of another 14 branches equally. Then the shorted branch opened at time 
0.9 second and current of 68 kA flows through the normal 14 branches eq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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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2  Result of simulation for fuse melting in the external bypass 
 
 

The results shows that even if one thyristor failed to short during electronic bypass 
period and most of current flows to the shorted branch due to lowered impedance, but 
through the normal branches, also flows current more than 100 A. So the current will 
represent in the other normal branches after the fuse intervention. 
 
 

4 Summary  

The simulation has been made based on a modular approach according to the 
topology of the AC/DC converters. The basic unit to be modeled is Main Converter. 
The detailed local control system has been modeled including the thyristor firing 
system and its synchronization with AC supply. 
 
And the followings are the deliverables as the results of this task works. 

 
1.1 Computer model for main AC/DC converters and the control 

system. 
1.2 A report describing the simulation results of main AC/DC 

converter including the normal, abnormal operation and faul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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