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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armonic distortions in current waveform may cause significant problems in electric power system facility 

and operation. This paper presents an adaptive parameter estimation method to detect harmonic current components 

caused by nonlinear loads. In addition, a coordination strategy for multiple inverter-interfaced distributed generators to 

compensate the harmonic currents is discussed. The coordination strategy is realized by distributing the harmonic 

compensation participation index to individual distributed generators. The harmonic compensation participation index can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remaining power generation capacity of each distributed generator. Simulation results 

based on switching-level inverter models show that the proposed harmonic detection method has good performance and 

the coordination strategy can improve harmonic problems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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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기 제어회로, IT 부하의 원공 회로 등 력 자회

로를 기반으로 한 비선형부하의 증가로 인해 력계통에 고

조 에 의한 기품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조

는 력시스템의 손실이나 설비의 수명 하, 보호기기의 오

동작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IEEE나 IEC 등 국

제 규격단체는 고조  리기 을 제안하 다 [1-2]. 고조

를 보상을 해서는 일반 으로 가격이 렴하고 설치가 간

단한 수동필터(Passive Power Filter)를 많이 사용한다. 수

동필터는 인덕터와 커패시터로 구성되며 노치필터 역할을 

한다. 수동필터는 가격이 렴하고 신뢰성이 높은 장 이 

있지만 보상할 수 있는 주 수 성분이 설계 시에 결정이 되

는 단 이 있다. 이에 한 개선책으로 능동필터(Active 

Power Filter)의 사용이 증가하는데 능동필터는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등의 력 자소자로 

구성된 인버터 회로를 기반으로 하고 PWM (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압, 류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농동필터는 수동필터와 달리 여러 

고조 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으며 력제어 등의 다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고품질의 력을 요구하는 스마트 

배 계통에 합하다 [3-4]. 

본 논문에서는 인버터로 연계된 분산 원에서 고조 를 

제거하기 한 원리를 설명한다. 일반 으로 분산 원의 제

어는 유효 력 제어성능을 극 화 하기 하여 Unity Power 

Factor 방식을 사용하여 유효 력만을 공 하지만 필요할 

경우 무효 력제어  고조  보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분산 원에 사용된 인버터가 기본 으로 능동필터와 동일한 

회로구성을 갖기 때문이다 [5].

고조 의 효율 인 보상을 해서는 먼  고조  성분에 

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고조 를 측정하는 방법은 

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Prony 방법 등 주 수 역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DQ 변환

이나 Kalman 필터 등 시간 역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6-8]. 본 논문에서는 시간 역에서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인 

응형 라미터 추정방법 (On-line Adpative Parameter 

Estimation)을 이용하여 고조 를 측정한다. 이 방법은 먼  

기본  성분의 주 수를 추정하고 그의 정수배 되는 각 차

수에 해당하는 고조  성분의 크기와 상을 추정하는 방법

이다.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된 고조  성분을 보상하기 

해서는 분산 원에서 유-무효 력의 공 이 필요하다. 특히 

유효 력이 필요한 경우는 분산 원에서의 에 지 공 이 

없는 경우는 지속 인 보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고조  보상을 해 필요한 유효 력의 양을 상하

여 분산 원의 출력 여유를 고려하여 여러 의 분산 원으

로 고조 를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제어를 

통해 배 계통에 추가 인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도 고조

를 제거할 수 있으며 분산 원의 이용을 최 화할 수 있다

는 장 을 가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응형 추정이

론(On-line Parameter Estimation)을 이용한 고조  측정원리

를, 3장에서는 인버터 연계형 분산 원을 이용한 고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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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한다.

2. 고조  측정원리

2.1 고조  성분의 크기  상 측정

기본  성분의 각주 수를 이라고 할 때, 고조 가 포

함된 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1)

이때 는 DC 성분의 크기, 과 은 기본  성분의 

크기와 상,  , (=)과 은 차 고조  성분의 크

기, 주 수와 상을 나타낸다.

고조 가 포함된 류는 CT 등의 측정설비를 통과하고 

주 통과필터인 anti-aliasing filter를 통해 고주  성분

을 제거한 후에 검출된다. 이와 같은 검출의 과정을 
라는 달함수(Transfer Function)로 나타내면 측정된 류

신호(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 (1)에 표 한 류는 사인-코사인의 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3)

이 때, 각 사인, 코사인 함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          (4)

이때, 구하고자하는 최 고조 성분의 크기를 50차 이내

로 제한하면 측정설비  필터링에 의한 측정값의 감쇄는 

거의 0에 가깝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측정하려는 고조  

성분에 한  는 거의 1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상에서 식 (2), (3), (4)로부터 류측정값( )을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9].

 ≃       (5)

이때 는 추정하려는 값의 벡터이며 는 기본주 수로

부터 생성할 수 있는 사인, 코사인 신호로 추정기의 입력벡

터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6)

의 추정값을 이라고 정의하고 를 이용하여 구한 식 

(5)의 값, 즉 의 추정값을 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7)

식 (5)와 (7)에서 추정오차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8)

추정회로의 목 함수  를 각 고조 성분 추정오차의 

제곱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9)

그러면 목 함수의 gradient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

정원리(adaptive law)를 구할 수 있다.

  (10)

이때 는 adaptive gain  로 구성된 diagonal 

matrix이다 ( ).  따라서 각각의 고조  성분의 

adaptive law는 식 (11)과 같다.  

   
 ⋯

   
 

 

  (11)

식 (11)에서 추정된 가 시간 t가 커질 때 (→∞), 으
로 수렴하기 해서는 추정기의 입력신호가 persistent 

excitation (PE)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 일 

때 추정기 입력 가 0보다 큰    에 해서 

식 (12)를 만족해야 한다 [9].

≤

 



≤   (12)

식 (6)과 같이 는 사인 혹은 코사인함수로 주어지기 때

문에 는 표 1과 같이 사인-코사인 함수의 곱으로 

표 된다.   일 때, 이를  에서 분하면 

최 로 이 되므로     

와   


에서 와 

을 찾을 수 있어 PE 조건을 만족한다. 즉 식 (11)의 고조

 추정기는 asymptotically stable하며 추정오차는 0으로 수

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11)을 이용하여 구한 를 통해 식 (1)의 고조  성분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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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추정회로의 입력에 한 PE 조건확인 (≠ )
Table 1 Examination of PE condition of the estimator input

    

 


 


 

 


 




 









 









   

 


  


  

 


    

  

 


   

  

 


그림 1 고조   주 수 추정원리

Fig. 1 Concept of harmonics and frequency detection

2.2 주 수 측정

각 고조  성분은 기본  성분의 주 수 (fundamental 

frequency)의 정수배에 해당하므로 기본  성분의 주 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  주 수 성분() 추정에 

한 목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4)

식 (14)의 목 함수를 에 해 Steepest Descent 방법

을 용하면 의 추정원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5)

이때, 는 식 (11)의 와 같이 업데이트 게인으로서 게

인이 크면 수렴속도가 빠르지만 특정한 경우 발산하는 문제

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추정기의 업데이트 게인의 선정은 

매우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 으로 실험 인 방

법(heuristic method)를 이용하며 Genetic Algorithm (GA)

이나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등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최 에 가까운 게인을 구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실험 인 방법과 PSO를 이용하여 식 (11)과 (15)의 추

정기 테스트하여 본 결과, 와 는 략 100 ~ 2000 사이

에서 정하면 안정 으로 수렴되는 각 고조  성분과 기본  

주 수의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고조  성분 

 주 수 추정원리를 그림 1에 도시하 다. 

3. 분산 원을 이용한 고조  보상원리

그림 2는 여러 의 분산 원을 이용한 고조  보상원리

를 보여 다. 직류부하는 정류기를 이용하여 교류 력을 직

류로 변환하는데 이때 고조  류가 발생한다. 발생한 고

조  류가 력계통으로 되는 것을 막기 해 그림 2

와 같이 분산 원의 인버터 제어를 통해 고조  류를 보

상한다. 즉 비선형 부하의 고조  류를 분산 원에서 공

하는 것이다. 

분산 원의 주된 목 은 기본 주 수 성분의 유효 력을 

공 하는 것으로 력공 을 최 로 하기 해서 일반 으

로 역률을 1로 운 한다. 부분의 분산 원은 PWM 

(Pulsed Width Modulation)을 이용한 고속스 칭을 통해 출

력 압, 류를 제어한다. 고조  류의 보상이 필요한 경

우 추가 인 회로나 설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제어원리만을 

바꿈으로서 유효 력의 공 이외에 고조  류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고조  류를 보상할 때 추가 인 유-무효

력의 공 이 필요하므로 분산 원의 용량을 고려한 

한 제어가 필요하다.  여러 의 분산 원이 있는 경우 

분산 원간의 조제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분산

원의 정격용량에 한 출력여유(Output Margin)를 고려하

여 각 분산 원이 고조  보상에 참여하는 정도

(Participation index)를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림 2 다  분산 원을 이용한 고조  보상원리

Fig. 2 Harmonic compensation using multiple DGs

분산 원의 정격용량은 다음과 같이 r.m.s 압과 류의 

곱, 피상 력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

  (16)

그림 2와 같이 상계통은 력계통에 연계되며 일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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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계통의 압유지율이 5% 이내이므로 출력 류의 크기

가 출력용량에 큰 향을 미친다. 고조  보상성분이 포함

된 분산 원의 출력 류를  라고 정의하면 사인함수

의 주기 T에 해 r.m.s 값은 다음과 같다.

 



 






 

 






∞

  








∞

 





 

(17)

식 (17)에서 ≠ 이면 근호 안의 값은 식 (18)과 같이 0

이 되며   이면 식 (19)와 같은 상수 값이 나온다.


 





     



 




    

  (18)


 





     

 
 






  











   



    (19)

따라서 식 (17)은 식 (20)과 같이 류의 각 고조  성분

의 크기에 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0)

식 (20)에서 류의 기본  성분의 크기 은 다음과 같

이 유효 류와 무효 류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


 


 (21)

분산 원 출력 류  기본 성분은 분산 원에서 계통에 

공 하는 유-무효 력에 해당하며 그 이외의 성분은 류 

고조 를 보상하기 한 성분이다. 계통 압이 거의 일정하

다고 할 때, 출력정격 류의 r.m.s를 로 고조  보상

류성분의 r.m,s를 으로 정의하면 식 (20)은 다음과 같

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22)

따라서 분산 원의 출력용량을 고려한 고조  보상 류의 

최 값은 다음과 같다.


      (23)

식 (23)은 여러 의 분산 원이 력계통에 연계되어 있

을 때, 각 분산 원의 고조  보상 참여도를 정하는데 이용

한다. 분산 원이 총 n개일 때, i번째 분산 원의 고조  보

상 참여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24)

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2장에서 설명한 고조  측정

원리로 측정된 각 고조  성분에 곱하여져서 각 분산 원의 

류제어명령으로 달된다. 즉, i번째 분산 원의 출력 류 

제어명령은 다음 식과 같이 식 (1)에서 고조 에 해당하는 

성분과 의 곱으로 결정된다. 






      (25)

그림 3은 여러 의 분산 원을 이용하여 비선형 부하의 

고조 류를 보상하기 한 제어개념도를 보여 다. 각 분

산 원의 출력 력( 류)와 정격용량을 비교하여 각 분산

원의 고조  보상 참여도를 구하며 이 값에 보상해야 하는 

고조  류를 곱하여 각 분산 원으로 보낸다. 그림 4는 

각 분산 원에서의 류제어 블록선도를 보여 다.  

그림 3 고조  보상을 한 류제어명령의 달

Fig. 3 Central supervisory control for harmonic current 

compensation

그림 4 인버터 류제어 블록선도

Fig. 4 Control block diagram of inverter current controller

4. 시뮬 이션을 통한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해 MATLAB/ 

Simulink 기반의 해석모델을 개발하 다. 회로결선은 그림 

2와 같이 비선형부하와 2개의 분산 원으로 구성되며 시스

템 라미터는 표 2와 같다. 

고조 성분의 측정을 해 직류성분  기본 성분부터 23

차 고조 까지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각 차수에 해당하는 고조 성분을 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각 차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선택  방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일반 으로 력계통에 많이 발생하는 홀수

차 고조   DC 성분을 보상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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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석모델 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the simulated system model

라미터 값

계통주 수 60Hz

계통 압 480V(line-to-line)

다이오드 정류기 선로 

임피던스
R=0.05Ω, L=1.2mH 

다이오드 정류부하 R=30Ω, L=0.05H

DG 연계인버터 선로 

임피던스
R=0.05Ω, L=1.2mH

DG 연계인버터 

정격 압/ 류
480V(line-to-line), 20A(line)

DG 연계인버터 

DC 링크 압
700V

고조 측정 23고조 까지

그림 5는 앞에서 설명한 추정회로를 이용하여 고조   

기본 성분 추정한 결과를 보여 다. 첫 번째 그래 는 정

류기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  류를 보여주며 두 번째 

그래 는 23차까지 고려하여 추정한 각 고조  성분을 이용

하여 원래 신호를 측한 값이다. 즉, 각각 식 (8)에서 (첫 

번째 그래 )와 (두 번째 그래 )에 해당한다. 세 번째 그래

는 기본  성분을 추정한 값이고, 네 번째 그래 는 기본

 성분을 제외하고 분산 원에서 보상할 고조  류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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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류 고조  추정결과

Fig. 5 Estimated fundamental and harmonic currents

그림 6은 인버터 연계형 분산 원을 이용하여 그림 7에서 

추정한 고조  성분을 보상한 결과를 보여 다. 두 번째 그

림은 정류기 부하에 의해 발생한 고조  류를 보여주며 

세 번째 그래 는 분산 원에서 공 하는 고조  보상 류

이다. 고조  보상의 성능을 보이기 해 분산 원에서는 

고조 만을 보상하도록 모의하 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래

와 같이 력계통에는 정 의 류가 흐름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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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산 원을 이용한 류 고조  보상

Fig. 6 Harmonic current compensation of a distributed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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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 의 분산 원을 이용한 류 고조  보상

Fig. 7 Harmonic current compensation using multiple 

distributed gen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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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는 정격이 4.5kVA로 같은 두 의 분산 원 DG 

#1과 DG #2가 각각 정격의 30%와 20%의 유효 력을 계통

에 공 하고 있는 상황을 모의하 다. 두 분산 원이 각각 

70%와 80%에 해당하는 충분한 보상여유를 갖고 있으므로 

식 (24)에 의하여 각 분산 원이 보상해야 하는 고조  보

상참여지수는 다음과 같이 DG #1과 DG #2가 각각 46.67%

와 53.33%가 된다.

 


 

 


 

그 결과 그림 7의 첫 번째 그래 와 같이 부하의 고조  

류가 두 의 분산 원의 조운 으로 보상되어 력계

통에는 정 의 류가 흐름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 를 온

-라인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측정하는 원리를 제안하 다. 

비선형 부하의 크기가 변하면 고조 의 크기도 따라서 변하

는데 이를 응형 라미터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빠르게 검

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 게 측정된 결과를 바탕

으로 고조 를 보상함에 있어 력계통에 인버터 연계형 분

산 원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산 원의 여유 용량을 

고려하여 고조 를 보상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

법으로 능동필터 등의 추가 인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효과

으로 보상할 수 있음을 시뮬 이션을 통하여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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