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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형 필터 적용시 무효전력의 변화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Variation of Reactive Power When Applying the Passive Filter

김 지 명* · 김 종 겸

(Ji-Myeong Kim · Jong-Gyeum Kim)

Abstract - Generally, the low-voltage customer has been used with a linear load and nonlinear load in the 3-phase 4-wire 

distribution system. Linear load has usually configured the resistance and inductance, current phase is slower than the 

voltage phase, so power factor is low. It is required for the power factor correction device prior to the phase of the current 

than the voltage. The capacitor is connected in parallel to the load in order to ensure a low power factor. Power converter 

such as an inverter is a typical non-linear load. Non-linear load generates harmonic currents in the energy conversion 

process. Many electrical equipment may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harmonic current. There, passive or active filter have 

been used to reduce these harmonics current. Passive filter consisting of inductor and capacitor generates a reactive power.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filter inductor and capacitor, reactive power can be adjusted. In this paper, we analyzed how 

the combination of inductor and capacitor affects the overall power factor by simulation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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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용가에 사용되는 부하로 저항성 부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

우 코일이 포함된 유도성 부하인 선형부하(linear load)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코일은 유도성 부하로서 역률이 낮을 경우 

콘덴서를 추가하여 역률을 보상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회전력

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도성 부하인 

유도전동기는 부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인버터와 같은 

가변속 구동장치(ASD)를 앞단에 설치하여 속도 조절을 통해 에

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선형 부하

(non-linear load)인 인버터의 적용시 교류를 직류로 변환과정에

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는 전동기 손실의 증가는 물론이고, 임

피던스가 낮은 전원측에 연결된 설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특정 차수에 해당되는 고조파 저감용 수동 필터를 설치하여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4].

수용가 설비에서는 선형부하와 비선형 부하가 함께 사용될 경

우 선형부하의 낮은 역률 보상을 위해서는 역률 보상 장치가 필

요하고, 비선형 부하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필터가 필요하다. 수동형 필터는 리액터와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

결된 것으로서 무효전력 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량성 리액턴

스와 유도성 리액턴스의 성분 조합에 따라 전류의 위상 조절이 

가능하므로 전체 역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선형 부하의 사용시 역률은 변위 역률에 해당되고, 전류 고

조파 성분에 의해서는 왜형 역률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두 역

률을 곱할 경우 전원측에서의 전체 역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장치인 인버터의 

앞단에 설치하는 고조파 저감용 수동형 필터의 리액터와 콘덴서 

파라미터 조합에 의한 무효전력이 전체 역률에 어떤 변화를 나타

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와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2. 선형 및 비선형 부하, 필터, 전력과 역률

2.1 선형 및 비선형 부하

선형부하란 본래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인가전압의 주기 내

내 전력원에 일정한 부하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전기적인 부하장

치를 말하고, 비선형 부하란 불연속적으로 전류를 끌어들이는 전

기적인 부하 또는 부하의 임피던스가 정현적인 전압원의 주기 동

안 내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1,5~8].

인버터와 같은 전력변환장치는 비선형 부하로서 부하의 임피

던스가 전압이 인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를 나타나게 하여 

기기의 손실 증가 및 연결된 다른 기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

고 있다[1~4,9].

2.2 수동형 필터

비선형 부하에 의해 발생된 전압 및 전류 고조파는 전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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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역상분의 존재로 인해 전동기 출력 감

소 및 연결된 다른 설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 차수의 고조파를 줄이기 위해 수동형 필터를 

적용하고 있다[1~4].

리액터와 커패시터로 이루어진 수동형 필터의 무효 전력 성분

이 비선형 부하에 의해 발생된 고조파를 지배할 수 있을 경우 역

률 개선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수동형 필터에 사용되는 

리액터의 L과 커패시터의 C는 무효전력의 성분이기 때문에 고조

파가 발생하는 비선형 부하의 앞단에 연결했을 때 전원측의 무효

전력성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동형 필터의 무효전력()은 

다음과 같이 단자전압과 필터의 리액턴스로부터 구할 수 있다.

 


 ⑴

식 ⑴에서 필터의 리액턴스는 식 ⑵와 같이 리액터와 커패시

터의 조합으로 구성하면 된다. 이때 운영되어야 할 설비에서 무

효전력성분을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리액터와 커패시터 

조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⑵

수용가 부하는 정격으로 운전하는 경우보다 무부하나 경부하

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동형 필터의 용량 설계시 피

상전력에 대한 무효전력의 비율을 일정 이하로 제한하여야 역률

이 진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조파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4,8,9].

2.3 전력 및 역률

전원에서 부하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평

균전력을 최대로 하고, 실효치 전류와 전압은 최소로 하면 된다. 

선형 및 비선형 부하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설비에서 역률을 표

현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식들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부하

가 선형이고, 전압이 정현파일 경우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의

한 역률은 식 ⑶과 같이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로서 표현할 수 있다. 

  cosss




 ⑶

식 ⑶은 전력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하에 전달되었는

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압은 정현파인데 부하가 비선형일 경우 전류에는 기본파 전

류 성분 외 고조파 전류성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역률을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다.

  cos


  ×  ⑷

식 ⑷ 우측항의 첫 번째 cos은 변위 역률
(displacement power factor)이고, 두 번째 항은 왜형 역률

  (distortion power factor) 이라고 한다. 변위 역률과 왜

형 역률의 곱이 전체 역률(total power factor or true 

power factor)이 된다. 변위 역률은 전압과 전류의 기본파 성분 

위상각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선형 부하와 정현파 전압으로 계산

한 것이다. 왜형 역률은 전류 고조파 왜형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결국 비선형 부하가 사용될 경우 전체 역률은 식 ⑸와 

같이 변위 역률과 고조파에 의한 왜형 역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⑸

3. 모의 및 측정결과 분석

비선형 부하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를 저감하기 위해 수동

형 필터를 설계하고, 이를 인버터 앞단에 적용 전후 전압, 전류, 

전력 및 역률의 관계를 확인하여 부하에 따른 최적 용량의 필터

를 설계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에 적용된 비선형 부하가 연결된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비선형 부하는 3마력의 유도전동기의 속도 조절

을 위한 가변속 드라이브 구동장치(ADS)인 인버터가 연결되어 

있다. ASD의 전력변환부인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중에서 

유도전동기에 부(-) 토크를 제공하고, 손실을 증가시키는 5고조파

를 저감시키고 역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동형 필터를 

고려하였다.

S

TR

linearNon −

filterPassive −

그림 1 비선형 부하와 수동형 필터

Fig. 1 Non-linear load & passive filter

그림 2는 그림 1에서와 같은 회로의 조건을 사용하여 수동형 

필터를 적용하기 전의 전압과 전류파형을 모의한 결과이다. 해석

에는 전자계과도해석 프로그램(EMTP)을 사용하였다[10].

그림 2에서 전압과 전류파형 모두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었으

며, 전압보다는 전류 파형에서 고조파가 더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조파는 비선형 부하인 인버터 장치의 전력변환과정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이오드 소자 6개가 사용된 경우에 

±에 해당되는 전류 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에서 전압 고조파 왜형율()는 2.66%로 높지 않지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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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전류 고조파 왜형율은 68.22%로 좀 높은 편이다.

그림 3은 비선형 부하의 사용시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 필터

를 적용하기 전에 측정한 전압 및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에 

사용한 장비는 Hoiki 3196 Power Analyzer 이다. 모의한 그림 2

의 해석과 측정한 그림 3의 측정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50

-300

-150

0

150

300

450
[V]

전압

-15

-10

-5

0

5

10

15
[A]

전류

그림 2 비선형 부하 적용시 전압 및 전류

Fig. 2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at the time of non- 

linear load

그림 3 필터 투입 전 측정한 전압 및 전류

Fig. 3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before using filter

비선형 부하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차수 중에서 가장 크게 문

제가 되는 5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 필터의 리액턴스와 커패시턴

스를 구하여 고조파 저감과 역률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와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4는 수동형 필터를 사용한 조건하에서 모의한 전압과 전

류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필터를 적용하기 전과 필터를 적용한 

이후 전압파형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류는 고조파 

성분이 조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전압 고조파 

왜형율()는 2.12%이고, 그림 4⒝의 전류 고조파 왜형율은 

40.37%가 되어 필터 적용 전에 비해 전압 고조파 왜형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전류 고조파 왜형율은 조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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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필터 적용시 전압 및 전류

Fig. 4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at the time of non- 

linear load

그림 5는 5차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 계산된 파라미터를 비

선형 부하의 앞단에 설치하고서 측정한 전압 및 전류 파형이다. 

측정된 파형은 그림 4의 계산한 파형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필터 적용 전후 전압 및 전류 파형

Fig. 5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before and after 

applying filters

수용가의 설비에서 알아야 하는 역률은 전체 역률이다. 이 역

률의 인지를 위해서는 비선형 부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변위 역

률과 왜형 역률을 알아야 한다. 그 첫 번째로 변위 역률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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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수동형 필터의 적용에 따른 전압과 전류의 크기와 위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은 측정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림 6은 수동형 필터 적용 전후 기본파 상전압 및 전류의 크

기와 위상 벡터도이다.

필터 투입 전

필터 투입 후

그림 6 필터 적용 전후 전압 및 전류 기본파 벡터도

Fig. 6 The fundamental voltage and current vectors 

before and after applying filters

그림 6⒜에서 전압에 대해 전류는 지상(lag)이지만, 위상차가 

아주 낮아 역률이 높고, 그림 6⒝에서는 필터의 무효전력 성분에 

의해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앞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류

도 필터 투입 전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비선형 부

하의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동형 필터의 커패시턴

스 성분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조절할 수 있지만, 5고조파를 

저감하여 기본파 성분은 설치 전에 4.1A에서 설치 후는 5.16A로 

약 0.96A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은 그림 6의 필터 적용 전후 기본파 상전압 및 전류에 

대한 위상각을 나타낸 것이다. 필터 적용 전후 전압은 각 상별로 

의 위상차를 나타내지만, 전류는 상별로 의 범위를 약

간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케이블의 상별 선로 임피던스 

차이 또는 부하의 상별 임피던스에 차이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7⒜에서 필터 투입 전에 기본파 전압의 상에 

대한 전류 의 위상차는 로 늦기 때문에 지상이지만, 위상

차가 낮으므로 역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림 7⒝에서는 

필터 투입후 전압에 대한 전류의 위상각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본

파 전압의 상에 대한 전류 의 위상차는 로 앞서기 때

문에 진상이 되므로 필터의 적용시 간선에서의 부하 역률 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필터 투입 전

필터 투입 후

그림 7 필터 적용 전후 전압 및 전류 기본파 위상

Fig. 7 The fundamental voltage and current phase before 

and after applying filters

5차 고조파를 저감하기 위해 사용된 수동형 필터는 공진을 피

하기 위해 4.7차로 차수를 결정하고, 먼저 커패시턴스를 선정하여 

식 ⑵에 의해 리액턴스를 구한 다음, 식 ⑴에 대입할 경우 

2,280[var]에 해당되는 무효전력이 구해진다. 이 값을 3상 3마력

의 가변속 구동장치의 앞단에 설치하였다.

그림 8은 필터 투입 전후의 측정한 전압, 전류, 전력 및 왜형

파 역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변위역률을 나타내는 DPF는 

전압 및 전류의 기본파에 해당되는 위상각을 의미한다. 전체 역

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구하면 된다.

그림 8에서 전압과 전류의 곱이 피상전력이고, 피상전력으로부

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할 수 있지만, 그림 8에서 제시된 

변위 역률  을 적용해서는 피상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 역률()을 구하기 전에 먼저 전류 

고조파 성분에서 왜형 역률을 구해야 한다. 그림 8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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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투입 전

필터 투입 후

그림 8 필터 적용 전후 전압, 전류, 전력 및 변위 역률

Fig. 8 Voltage, current, power and  before and after 

applying filters

필터 투입 전

필터 투입 후

그림 9 필터 적용 전후 전류 및 고조파 왜형률

Fig. 9 Current and THD before and after applying filters

필터 투입 전

필터 투입 후

그림 10 필터 적용 전후 전압, 전류, 전력 및 전체 역률

Fig. 10 Voltage, current, power and  before and after 

applying filters

위 역률은 그림 6, 7에서 전압에 대한 전류의 위상각 차이를 코

사인 값으로 환산한 것과 일치한다.

그림 9는 필터의 적용 전후 상별 전류와 상별 전류고조파 왜

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값에 그림 8에 제시된 변위 

역률을 가지고서 식 ⑷에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필터 투입 전의 

전체 역률은 지상으로서 0.86이 되고, 필터 투입 후의 전체 역률

은 진상으로 0.72가 된다. 

그림 10은 그림 8과 같은 조건에서 전압, 전류, 전력 및 전체 

역률이 표시된 것이다.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무효전력이 양

(1.67kvar)으로 역률은 지상이지만, 필터를 적용할 경우 무효전력

은 반대로 음(-2.49kvar)이 되어 역률은 진상으로 바꾸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선형 부하 단독으로 구성된 설비에서 

수동형 필터는 고조파 전류의 저감 이외에 유도성 부하가 많은 

지상 부하의 역률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8에서의 무효전력과 그림 10에서의 무효전력은 그림 8의 

변위 역률과(:DPF) 그림 9의 전류 고조파 왜형율(THD-I)

을 이용하여 계산한 왜형 역률()을 곱을 구하고서 피상전력

으로 구하면 필터 사용전과 사용 후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비선형 부하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특정 차수를 저감하

기 위한 수동형 필터를 설치할 경우 고조파에 의한 왜형 역률, 

기본파 전압과 전류에 의한 위상차에 해당되는 변위 역률 그리고 

이 둘의 곱에 해당되는 전체 역률을 알 수 있었다. 해석과 측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동형 필터의 무효전력 성분이 전체 역률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상 부하인 선형부하와 비선형 부하

가 함께 사용되는 수용가 설비에 수동형 필터가 고조파 저감과 

역률 보상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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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부하에서 발생되는 고조파 전류를 저감

하기 위해 설계하여 사용되고 있는 수동형 필터가 무효전력 성분

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적정하게 조절할 경우 수용가의 역률 

보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계산과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

다. 측정 및 분석결과 필터를 구성하는 리액터와 커패시터를 적

절하게 조정할 경우 고조파 저감 외 지상부하의 역률을 진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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