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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는 수많은 주기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바다의 파도가 일렁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절이 변화하고,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가 

뜨고 지고, 여름이 오면 장마가 오고, 비오면서 번개가 

치고, 매년 태풍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은 Cycle이

란 용어를 사용한다. 수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Sine 함

수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예는 모두 이 함수 

하나로만 충분히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각각의 Sine 함수를 갖는 고차수의 주파수가 

중첩된 모양으로 나타난다. 기온의 변화를 설명한다면 

연간 계절의 Cycle에 따른 변화에 매일 밤과 낮의 

Cycle 변화가 중첩되어 기온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기본파에 고조파가 있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고조파가 없다면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은 동일한 소리를 내고, 음악가들은 화음

을 갖지 못하고, 서퍼는 파도타기에 흥미를 가질 수 없

을 것이다.

하지만 전력시스템에서의 하모닉은 많은 폐해를 입

힌다. 발전소의 발전기는 일정하게 제어된 정속도로 회

전함으로써, 이상적인 경우에 그리드의 전류는 Sine파

형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전력시스템에서는 실제로 모

터 기동기, 용접기, UPS, 컴퓨터, 복사기, 충전기, LED 

전등, DC 정류기, SMPS, 모터 드라이브 등과 같은 다

양한 장치로부터 고조파가 유입된다. 고조파는 그리드

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나 변압기 및 여러 다른 장치 및 

시스템에 발열, 에너지 손실, 추가적인 냉각 필요, 디

스플레이 및 전등의 깜빡거림, 차단기 트립, 측정 장비

의 에러 발생 및 측정값 오류,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장비의 소손과 같은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산

업 현장, 가정, 사무실 등 전기를 사용하는 어느 곳이

라도 전력변환장치가 없는 곳이 거의 없으며, 이러한 

고조파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이

러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고, 전원 설계 및 

시스템 구성을 하는 초기 설계 당시에 미리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25여 년간 VSD를 여러 산업 현장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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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실제 하모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

에게 ABB의 오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 

내용을 본고에 소개한다.

고조파 현상 원인

상기 예제의 부하를 우리는 비선형 부하라고 부르

며, 이러한 비선형 부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왜곡된 

전압파형과 전류파형을 만들어낸다. 만약, 왜곡된 전

류 고조파 합의 정해진 제한값이 상이 되면 많은 문제

를 야기한다.

전자 시스템의 여러 형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전력전

자 컨버터는 그리드에 직접적으로 전류 하모닉을 주입

하여 고조파 방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1]은 어떻게 전력전자 컨버터의 입력전류(is)에 

전류 하모닉(ih)이 입력전압 u(t)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

여준다.

3상 라인전류, 6펄스 정류기는 하기와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출력 직류전류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I1 =  (2/3)* Id

여기서 I1은 총 RMS 전류

Id는 정류기로부터의 직류 출력(DC 전류가 이상적인 

필터 된 경우)

이론적으로 출력 전류는 DC 전류로 추정할 수 있으

며, 6펄스 정류기의 고조파 주파수는 기본파(50Hz 또

는 60Hz)의 n 배수가 발생한다. 3상 전류는 120도 위

상차를 갖고 있으며, 하기 수식으로 발생하는 고조파 n 

차수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k = 1, 2, 3 …

 즉, 6펄스 정류기에서는 5고조파, 7고조파,  

11고조파 ….

12펄스 정류기에서는 11고조파, 13고조파, 23고조

파, 25고조파 등이 발생한다

전원계통 그리드로부터 고정된 전압과 고정된 주파

수를 받고, 가변전압 가변 주파수 출력을 통하여 모터

를 제어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드라이브[그림 2]는 먼저 

AC 그리드로부터 DC로 변환하는 컨버터가 있고, 이 

DC 전원을 필요로 하는 전압과 주파수로 변환하여 AC 

출력을 내주는 두 개의 컨버터가 있다. 이 두 개의 컨

[그림 1] 공장 계통도, 컨버터 부하, 주 변압기 및 기타 부하

is(t) i1(t) +Σih(t)

Mains transformer

u(t)
Rs Ls Point of Common 

Coupling (PCC)

Converter 
load

Other 
loads

여기서, 기본파 전류 I1 = I1* 3/π

n = 6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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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사이에는 DC 전원을 평활하는 DC 링크가 존재한

다. 일반적인 드라이브에서 그리드 측의 컨버터는 6개

의 다이오드 브리지로 구성된 6펄스 다이오드 정류부

로 구성되어 있고, 모터 측 컨버터는 일반적으로 인버

터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AC를 DC로 변환하는 모든 정류회로를 갖고 

있는 전력변환장치는 고조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완벽하여 

고조파를 0으로 하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이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

여 고조파를 발생하는 측과 고조파에 영향을 받는 측 

간의 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제 규정을 만들고, 사용하는 측에서

는 규정에 의거한 고조파 제한치를 두게 되었으며, 이

에 대하여 제조사들은 규정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2] 3상 전파 정류회로와 입력전압 전류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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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정(Standard)

가장 일반적인 국제 또는 국가의 고조파에 대한 규정

은 한계값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 고조파에 대한 규정은 많은 규정이 있으며, 일반

적으로 많은 인용을 하는 규정은 IEC 61000-2-4, 

Rev.2002 IEEE 519-1992가 VSD 사양에 적용되고 있다.

IEC 61000-2-4는 전자기 환경 적합성 등급 규격으로 

Class1, Class 2, Class 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Class1은 

기술 연구소의 측정장비, 일부 자동화 및 보호기기, 일

부 컴퓨터와 같은 아주 민감한 장치에 적용하는 일반 

공공 네트워크 레벨보다 낮은 등급이다. 그리고 

Class2는 일반 네트워크의 산업 환경에 적용하는 것으

로 PCC(Point of Common Coupling)와 IPC(In-plant 

Point of Coupling)이 적용되는 Class이다.

Class 3은 산업 환경의 IPC에만 적용되며, 이는 어

떠한 방해 현상에 대하여 Class 2보다도 높은 적합성 

레벨이며, 부하의 주요 부분이 컨버터가 많다든지, 용

접기가 많을 경우 대형 모터가 자주 기동을 한다거나, 

부하 변동이 빠르게 변화되는 부하가 많은 조건에서는 

고려되어야 한다.

IEC 61000-2-4, 2002는 전압의 고조파 적합성 레

벨만 규정하고 있는데, 하기와 같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규정은 IEEE519-1992 

또는 IEEE519-2004가 된다. 이 규정은 전압[표 2]과 

Low-Voltage System Classlflcation and Distortion Limits

Order h Class 1 : Uh [%] Class 2 : Uh [%] Class 3 : Uh [%]

5 3 6 8 

7 3 5 7 

11 3 3.5 5 

13 3 3 4.5 

17 2 2 4 

17 < h < 49 2.27*(17/h)-0.27 2.27*(17/h)-0.27 4.5*(17/h)-0.5

THD 5 8 10

The limits refer to continuous values. For transient harmonics, values up to and
Including 1.5 times the permanent limits are allowed during a maximum duration of
10% of any observation period of 2.5 min.

 [표 1] IEC 6000-2-4

Special 
Appications 

General 
System 

Dedicated 
System

Notch Depth 10% 20% 50% 

THD(Voltage) 3% 5% 10% 

Notch Area, Vs 16,400 22,800 36,500

Note : Notch Area for other than 480V systems should be multiplied by V / 480

[표2] IEEE519-1992, 저압 시스템의 전압 고조파 한계값

Bus Voltage at PCC 
Individual Voltage 

Distortion [%] 
Total Voltage 
Distortion [%]

69kV and below 3.0 5.0

69.001kV through 161kV 1.5 2.5

161.001kV and above 1.0 1.5

The limits should be used as system design values for the worse case  for 
Normal operation (conditions lasting longer then one hour). For shorter periods, 
during start-ups or unusual conditions, the limits may be exceeded By 50%.

[표 3] IEEE519-1992, 고압 시스템의 전압 고조파 한계값

THD =             *100  

 50

h-2
V2

n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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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고조파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압은 유틸리티의 PCC의 Bus 전압에 따라 하기와 같

이 고조파 왜곡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전류 고조파는 부하전류에 대한 단락 고장 전

류 비율, 즉 ISC/IL에 따라 허용치를 규정하고, 이에 따

라 하기와 같이 개별 고조파 차수 및 총 TDD의 한계치

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언급한 IEC 61000-2-4 및 IEEE519 외에도 수

많은 규정이 있는데, VSD는 EN61800-3 (IEC1800-3) 

Adjustable speed electrical power drive systems 및 

IEC1000-3-2, 4, IEC100-2-2, 4 등에서 EMC 관련 규

정을 적용받고 있다.

용어 설명

상기 규정에서는 많은 고조파 관련 전문 용어가 있는

데, 이 용어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PCC : Point of Common Coupling

(부하가 네크워크에 연결되는 지점)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가 충족하여야 할 고조파 함

유율을 측정하는 지점이며, 일반적으로 사양에서 규정

을 적용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입력 단자에 해당되며,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전체 지켜야 할 하모닉 수준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하기와 같이 PCC 지점을 사양

에서 지정한다.

 

THD : Total Harmonic Distortion 

총 입력 고조파 왜곡율로 TDD와 동일한 계산 수식

을 사용한다. 이는 기본파 RMS 값에 대한 고조파 성분

의 비율로, 하기 수식으로 정의한다. 

 

TDD : Total Demand Distortion

총고조파 전류에 대한 기본파 전류(IL) 크기에 대한 

비율로서 40차수 또는 50차수까지 개별 고조파 성분을 

합하여 하기와 같은 수식으로 정의한다. 

Current Distortion Limits for General Distribution Systems
(120V Through 69000V)

Maximum Harmonic Current Distortion in Percent of IL

Individual Harmonic Order (Odd Harmonics)

Isc/IL ＜11 11≤h＜17 17≤h＜23 23≤h＜35 35≤h TDD

＜20 4.0 2.0 1.5 0.6 0.3 5.0

20＜50 7.0 3.5 2.5 1.0 0.5 8.0

50＜100 10.0 4.5 4.0 1.5 0.7 12.0

100＜1000 12.0 5.5 5.0 2.0 1.0 15.0

＞1000 15.0 7.0 6.0 2.5 1.4 20.0

Even harmonics are limitd to 25% of the odd harmonic limits above.

The table is applicable to six-pulse rectifiers. However when converters with pulse numbers (q)
higher than six are used, the limits for the characteristic harmonic orders are increased by a factor equal to q/6 provided that  
the amplitude of the noncharacteristic orders are less than 25% of the Limits specified in the table.

[표 4] IEEE519-1992, 전류 고조파 한계값

THD =            

 

n=2
I 2

n

I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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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IL : 부하전류에 대한 단락전류 비율

PCC에서의 부하 기본파 최대 전류 대비 단락전류의 

비율에 대한 값으로 상기 IEEE519-192 한계치 표에서 

어느 값을 적용하느냐의 기준이 된다. 즉, 고조파 왜곡율 

한계치는 네트워크의 단락용량이 얼마이고, 부하 전류가 

얼마이냐에 따라 제한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다르게 표

현하면, 동일 네크워크에 VSD나 UPS와 같은 Non Liner 

Load에 비하여 일반적인 등이나, 직입 모터 등의 부하 용

량이 많이 있다면 TDD의 크기는 많이 작아진다.

일반적인 고객의 사양서에서는 THD라는 용어를 많

이 사용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IEEE519-1992에 의

거하여 준수하는 제품을 선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

지만 이 사양서에서 전압에 대한 THD(v)인지? 전류에 

대한 THD(i)인지? 일반적으로 VSD나 UPS와 같은 3

상 전파 정류회로를 갖는 부하인 THD(v)는 거의 저압

이나, 13.8kV급 미만에서 요구조건인 THD(v) 5% 미만

의 조건은 모두 만족한다. 그러므로 THD 5%를 맞추라

고 할 경우 이것이 전압에 대한 THD(v)라고 하면, 일

반적인 제품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THD(i) 전

류 고조파라고 하면 많은 검토가 필요하나, PCC 지점

은 어디인지가 일반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프로젝트 및 고객에 따라 요구

하는 것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초기에 사양에 

대한 정의를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플

랜트 전체의 입력(IPC)에 대하여 보증해야 하는지, 어

느 특정 부하 Bus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품 개별

적으로 THD 값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선정하거나 개별 

필터를 부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

이 된다. ABB는 EPC 건설사에 따라 어떤 건설사는 최

악의 조건에 대비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

가의 필터를 설치하거나 고사양의 제품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설사는 동일한 프로젝트에 최종 

고객과의 협상을 통하여(PCC 지점을 명확히 하여) 비

용을 많이 줄이는 경우를 보았다.

[그림 3] 전형적인 드라이브 시스템 네트워크와 PCC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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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저감 대책 및 고려 사항

그러면 이러한 고조파를 발생하는 장치에서 어떻게 

하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상기 ISC/IL 부하전류에 대한 단락전류 비

율에 보듯이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즉 단락용량을 큰 

곳에 연결하거나 크게 하면 전압 고조파를 줄일 수 있

다. 하지만 단락용량은 자의적으로 마냥 크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대용량, 고압 

시스템에 해당한다. 

하기 도식에서 보듯 시스템 단락용량이 크면 전압 고조

파는 줄어들고, 전류 고조파는 커지며, 변압기의 인피던

스를 키움으로써 전압 및 전류 고조파를 저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소용량 및 저압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리액터를 적용한다. 이는 AC 라인 

입력의 AC 리액터나 DC 라인에 DC 리액터를 설치하

는 것으로 일반적인 6펄스 저압 드라이브의 전형적인 

솔루션이다. 이는 리액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72% 

정도의 THD(i)가 나오는 것을 30~40% 대로 낮출 수 

있다. 보통 리액터 3%~6% 정도를 설치하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것마저도 비용을 이유로 설치하

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및 일본 드라이브 제조사

는 판매가격 경쟁을 위하여 이를 선택 사양으로 구매하

도록 하고 있다. 수 kW 미만의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부하라서 고조파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드라이브는 고조파원으로 가능하면 리

액터는 기본 장착을 고려하기 바란다. 물론 비용이 더 

들지만 72%에서 30%대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한 전류 고조파율 30% 미만으로 고조파율을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세 번째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중펄스 방식으

로 일반적인 드라이브가 6펄스, 즉 6개의 다이오드 브

리지를 사용하여 정류를 한다. 다중 펄스 방식은 12펄

스, 18펄스, 24펄스 등 다이오드 브리지를 여러 개 사

용하는 방식이다.

다중 펄스 방식은 THD(i) 전류를 풀 로드에서 12펄

스의 경우 8~12%, 18펄스의 경우 5~8%, 24펄스의 

경우 2.5~5% 미만으로 저감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

으로 고압, 그리고 대용량 방식에 적용한다. 여기서 12

펄스의 경우 3권선 변압기가 필요하고, 입력 변압기는 

[표 5] 네트워크 용량에 따른 고조파 영향

[그림 4] 전형적인 정류회로에 리액터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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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측이 델타 결선과 Y 결선으로 구성하며, 두 이차 

변압기의 전기적 상은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위

상차로 인하여 1차 입력 전류에서는 5고조파, 7고조

파, 17고조파 등이 상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이전에 

설명하였던 N-1차수 12-1, 즉 11고조파부터 나타나

게 되어 전체 THD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차수

의 5, 7고조파가 없어 지기 때문에 커다란 고조파 저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입력 전용 상 변환 변압기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입력다이오드 브리지, 그리고 변

압기와 컨버터 간의 케이블 결선 작업, 변압기 설치 공

간 등의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입력 수동 필터(Passive Filter)를 구성으

로 정류회로 입력에 저주파 패스(Low Pass Filter ; 그

림 6A)를 정류회로와 1대1 직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때 하모닉은 5~12% 정도 저감할 수 있으며, 여러 대

[그림 5] 다중 펄스 정류회로의 시스템 구성과 입력전류 고조파 파형 

[그림 6] 수동 필터 외형과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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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류회로를 갖는 시스템의 네트워크 또는 변전실에 

공용으로 하모닉 트랩 필터(Harmonic Trap filter ; 그

림 6C)를 설치하여 특정 고조파, 특히 30~50%를 차지

하는 5차 고조파 성분과 7차 고조파 성분을 조율하여 

상쇄시킴으로 전체 부하에서의 THD(i)를 10~14%로 

저감할 수 있다. 이는 전체의 역율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나, 전원 라인의 불평형으로 인한 성능 저

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모닉 트랩 필터는 

전체 풀 로드에 최적화하여 부하율이 떨어질 경우 성능 

저감 및 진상 역율(Leading)이 나타나고, 일반 라인 리

액터의 성능 정도 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로, 능동 필터(Active Filter)로 변화하는 부

하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고조파를 감지하여 능동적으

로 고조파를 상쇄하는 시스템이다. 고가의 비용이 요구

되지만 효과는 확실하며, 설치 전 하모닉 스터디 및 설

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동

필터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고조파를 측정하고, 이 고

조파의 반대되는 고조파를 만들어 전원부로 보내줌으로 

입력 파형은 그대로 기본파를 유지하게 하는 제품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능동 필터의 기능을 내장한 입력 

정류회로를 구성한 제품이다. 이는 입력부를 일반적인 

정류 소자인 다이오드 브리지나, 사이리스터 브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버터 부에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반도체 소자인 IGBT 소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

[그림 7] 능동 필터

[그림 8] 능동 필터의 파형과 하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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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방식으로 입력에 리액터와 캐패시터로 구성된 

필터를 장착한다. 이는 고조파율을 5% 이내로 줄일 수

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입력의 역율을 1로 유지시킬 수 

있으며, 입력전압이 변동이 있더라도 DC 링크 전압을 

제어할 수 있어서 출력전압을 완전한 모터 전압으로 출

력할 수 있다. 드라이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

이 장착함으로 추가적인 외부 구성요소가 필요하지 않

으며, 네트워크의 전압 불평형, 변압기 불평형, 공진 

등에 강력히 대응하여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에 

대하여 ABB 제품을 조금 설명을 더하면, 능동 입력 컨

버터(AFE ; Active Front End 또는 Active Rectifier 

Unit라고도 부른다)를 입력 라인 필터와 같이 내장한 

울트라 저하모닉 드라이브는 컨버터부에 인버터부와 

동일한 IGBT를 사용하여 액티브 모듈레이션을 통하여 

이상적인 Sine파의 전류파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LCL 필터는 IGBT 전력반도체 소자에 의한 스위칭 전

압 리플을 줄여주어, 약한 네크워크에서도 뛰어나고 확

실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LCL 필터는 3상 코먼 리액터와 리액터 사이에 델타 결

선된 캐패시터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의 

목적은 고차수 전압의 하모닉을 제한하기 위함이며, 필

터는 라인 컨버터부에 내장되어 있어 작은 외형 사이즈와 

필터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설치 공간이 필요

하지 않다. 대용량 컨버터의 경우 다중 펄스 입력 컨버터

를 사용하는 경우에 별도의 전용 다권선 변압기를 장착하

여야 하는데, 울트라 저하모닉 드라이브의 경우 일반적

인 2권선 변압기 계통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

이 IGBT 형의 액티브 입력컨버터는 부가적으로 그

리드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즉, 전원계통으로부터 

상을 변환하여 전류와 전압을 재결정할 수 있으며, 전

원부에 캐패시터 성분, 그리고 유도 성분으로 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진상으로도 제어되고, 지상으로도 제

어가 가능하며, 결국 역율을 1로 유지시킬 수 있다. 이

러한 능동 유니트에 의한 전원 그리드 코드(Grid Code)

에 적합한 주파수로 연결함으로 별도의 역율 보상 목적

의 역율 보상장치 또는 전력 보상장치(SVC)가 필요 없

다. 어떠한 운전상태 하에서도 완벽한 역율 1을 구사할 

수 있으며, 무효전력에 대하여 일정하게 보상을 할 수 

있다. 더구나 하모닉 제거를 위하여 특별하고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결론 및 요약

지금까지 전력변환장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조파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현장과 설계 엔지

[그림 9] AFE 방식 울트라 저하모닉 드라이브 전력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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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가 사전에 전력변환장치를 설계 및 설치하는데 있

어서 고조파에 대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솔루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전력변환장치와 연관된 

전력품질에 대한 고려사항은 많을 것이다. 

상기 설명한 솔루션에 대하여 종합하여 요약하면 하

기 [표 6]과 같다.

하모닉은 설계 시에 분석 및 해석하여야 한다. 고조파 

분석은 PCC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

다. 빌딩 또는 플랜트의 유틸리티 메인 입력 단자인지? 

각각 기기의 입력 단자인지? 고조파는 컨버터(VSD, 

UPS…) 만의 문제가 아닌 컨버터가 연결되어 있는 네

트워크 전체로 해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ISC/IL이다.

적용하는 표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느 표준에 의

거할 것인가? 케이블 길이가 길면 저주파 네트워크 공

진이 있을 수 있다. 여러 대의 컨버터가 한 지점에 연

결되면 고조파는 선형적으로 추가된다. 고조파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현장 사용자 요구 사양 및 

프로젝트 성향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VSD

의 경우 기본으로 리액터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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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THD(current) Harmonic 
reduction Relative cost 

N0 mitigation (reference level) 72% - 100%

3-percent reactors(AC line or DC link) 39% 45.8% 112%

5-percent reactors(AC line or DC link) 33% 54.2% 118%

12-pulse input with 5-percent Z transformer 10% 86.1% 397%

Hybrid inductor-capacitor-inductor (LCL) filter 7% 90.3% 199%

18-pulse input with 5-percent Z transformer 5% 93.1% 474%

Active harmonic filter (or active front end) 3% 95.1% 317%

[표 6] 고조파 저감 방식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