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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enerally, series reactor is connected to the power 
capacitor in series to attenuate the distortion of voltage waveform 
and to reduce an inrush current of power capacitor. Also, harmonic 
current of power capacitor is highly dependent on the series reactor 
because it is operated with the power capacitor as a passive filter 
against nonlinear loads.
In this paper, harmonic current of power capacitor from nonlinear 
loads is analyzed by the computer simulation and is experimentally 
verified.

1. 서    론

력용 커패시터는 배 계통에서 선형부하의 역률을 보상하기 해
서 변압기의 2차측에 설치되어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배 계통에 
존재하는 6펄스 정류기, 모터구동용 가변속장치와 같은 력 자기기는 
원측으로 많은 양의 고조 를 반송하는 비선형 부하이다. 이와 같은 

고조 는 원측에 치한 역률보상용 커패시터에 유입되어 그 수명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
직렬 리액터는 역률보상용 커패시터에 직렬로 삽입되어 압 형의 

왜형을 경감시키고 커패시터 투입시의 돌입 류를 억제하는 목 으로 
설치하는데 커패시터와 조합되어 1차 수동필터로 작용하여 계통으로 부
터의 고조 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직렬 리액터 용량에 따라서 
커패시터에 인가되는 압  류 형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커패시
터의 수명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부하의 종류에 따라 합한 직렬 리액

터의 선정 를 제시하고 시뮬 이션 소 트웨어를 이용해서 커패시터
의 압  류 특성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실측한 결과와 비교 분석
하 다.

2. 시스템 구성 및 등가회로

  2.1 시스템 구성
그림 1(a)는 6펄스 사이리스터 정류기, PWM 인버터, 선형 부하, 역

률보상용 콘덴서  직렬리액터로 구성된 형 인 원 시스템의 구성 
이다. 그리고 그림 1(b)는 그림 1(a)의 고조  발생원인 6펄스 사이리
스터 정류기와 PWM 인버터의 입력측에 각각 5 고조  필터(Lh  Ch) 
 필터 리액터(Linv)를 각각 설치한 경우의 원 시스템 구성 이다.

2.2 등가 회로 및 커패시터 유입전류
그림 2는 그림 1(a)  1(b)의 등가회로를 나타낸 것으로써 그림 2에

서 ZLn은 선형부하의 n차 고조  임피던스, Zcn은 력용 커패시터(Cpf)
와 직렬리액터(Lpf)의 n차 합성 고조  임피던스, Ztn은 입력측 변압기의 
n차 고조  임피던스, Zsn은 원측 n차 고조  임피던스이다. 일반 으
로 원측 단락용량이 매우 크므로 Zsn은 Ztn에 비해서 충분히 작은 값
이기 때문에 해석상에서 무시할 수 있고 선형부하의 n차 고조  임피던
스는 상 으로 크기 때문에  비선형 부하로부터의 고조  성분의 
부분은 Zsn과 Zcn측으로 분류되어 달된다. 
따라서 두 종류의 비선형 부하로부터 발생하는 합성 고조  류(Ihn)

는 식(1)과 같이 나타내지고 이 고조  류(Ihn) 에 력용 커패시터측
으로 유입되는 류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hn = Ih1n + Ih2n                                  (1)

Icn = Ihn × Zpn / (Zpn + Zcn)                      (2)
           (여기서, Zpn : ZLn과 Ztn의 병렬 합성 임피던스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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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조  발생원에 필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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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조  발생원에 필터를 설치한 경우
그림 1.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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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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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률보상용 커패시터와 직렬 리액터의 선정

역률보상용 커패시터(Cpf)와 직렬 리액터(Lpf)의 선정 방법은 그림 3
과 같다. 컴퓨터 시뮬 이션 소 트웨어를 이용해서 비선형 부하와 선형
부하 운 시, 유효 력(PL)와 역률(PFL)을 구하고 일정한 역률을 유지하
기 해 보상되어야 할 커패시터값을 선정한 후, 압 형의 왜형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고조  차수에 합한 직렬 리액터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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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정 방법

표 1은 시뮬 이션 결과로 구한 비선형 부하  선형 부하의 총 유
효 력과 역률을 0.95 이상 유지하기 해 주 변압기 2차측에 설치하는 
역률보상용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선정 결과이다.

 표 1  선정 결과

시스템 구성 그림 1(a) 그림 1(b)

총 유효 력 (PL) 10.3kW 10.3kW

역률 (PFL) 0.88 0.93

역률보상용 
커패시터 (Cpf)

45uF 15uF

직렬 리액터 (Lpf) 3.191mH 18.763mH

4. 시뮬레이션 및 측정 결과 비교

  4.1 고조파 발생원에 필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림 4는 그림 1(a)의 원 시스템에서 역률보상용 커패시터에 유입

되는 류(Icn)를 시뮬 이션 소 트웨어로 해석한 결과와 실측한 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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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측 결과
그림 4. 고조파 발생원에 필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2 고조파 발생원에 필터를 설치한 경우
그림 5는 그림 1(b)의 원 시스템에서 역률보상용 커패시터에 유입

되는 류(Icn)를 시뮬 이션 소 트웨어로 해석한 결과와 실측한 형이
다. 그림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고조  발생원에 필터를 설치한 경
우는 그림 4와 같이 필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히 은 
고조  류가 역률보상용 커패시터에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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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조파 발생원에 필터를 설치한 경우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부하와 선형부하로 구성되는 원 시스템에 
합한 역률보상용 커패시터  직렬 리액터의 선정 를 제시하 고  

비선형 부하로부터 발생한 고조  류가 직렬 리액터와 연결된 역률보
상용 커패시터에 주는 향을 컴퓨터 시뮬 이션으로 분석하 고 그 결
과를 실측한 형과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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