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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부하 이차 고조파 발생 실증사례 분석 및
임피던스 변동 기법을 통한 이차 고조파 저감 기법

Case Study of Second Harmonic Generation under Nonlinear Load and Second 
Harmonic Elimination Method Based on Impedance Vari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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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second harmonic elimination method based on the impedance variation scheme. 

Through the power quality analysis from the nonlinear loads connected on the power system, the second harmonic 

problems have been analyzed with a case study analysis and the experiments. In the paper, the second Harmonic 

generation was simulated with a single phase SCR rectifier and the analytical model is proposed for the second harmonic 

generation. A novel impedance variation scheme is proposed and analyzed to eliminate the second harmonic. The 

experiment has been performed on the 60(MVA)  industry manufacturing plant. The experimental result demonstrates the 

proposed impedance variation scheme successfully operate on the 60(MVA) industry manufacturing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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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 제조 장비 랜트에서 사용하는 아크로, 기로

(Furnace) 설비는 수십 MVA 단  력사용량을 가지는 

용량의 력 소비 장치이다. 이러한 산업용 특수 기 설비

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력계통은 고조 로 인해 력계통

의 운 에 심각한 지장을 래 할 뿐 아니라, 력설비 연 

열화에 따른 변압기 소손, 력기기 효율 하 등 력품질 

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심지어 력회사의 송배  계통까

지 향을 주고 있다[1,2,3]. 

교류 력계통에 연계된 아크로, 기로(Furnace)에서 발

생되는 고조 (Harmonics)는 부분 홀수 고조  성분이지

만 설비 운   2고조  성분의 우수 고조 도 간헐 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산업용 특수 기로 설비에서 발생 되는 2

고조  성분의 우수고조  발생원은 주로 산업용 기로의 

정  온도제어용으로 사용하는 SCR(Silicon-Controlled 

Rectifier) 상제어(Phase Control) 방식을 사용하는 교류

압제어기이다. 이 방식은 SCR 력용반도체 소자의 열화, 

불량의 기기 결함 발생 등으로 상제어 형이 갑자기 

비 칭으로 되면서 2고조 가 발생될 수 있다[4,5,6].  다

른 2고조  성분의 우수고조  발생원은 력용 변압기 이

다. 변압기 철심의 자화특성은 직선 이 아니고 히스테리시

스(Hysteresis) 상이 있기 때문에 변압기의 여자 류는우수

고조 를 함유한 왜곡 형이 된다. 기 무부하 운 을 할 

경우 변압기 여자돌입 류(Inrush Current)가 발생되며 이때

우수고조 가 매우 짧은 순간동안 발생된다[7,8,9]. 여자돌입

류가 흐르는 시간이 매우 짧지만 그 크기가 변압기 정격

류의 최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변압기 연에 향을 

 수 도 있다. 한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고조  류는 변

압기의 용량, 정격 압, 결선방법 등에 따라 고조  발생 비

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10,11]. 

2고조  성분의 우수고조 는 일반 으로 그 크기가 매우 

기 때문에 력계통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이 보통

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우수고조  크기가 커지게 되면 

우수고조 가 력용 변압기를 통해 원측으로 유입되며 

력계통에 순환되기 때문에 력계통에 매우 심각한 운  

장해와 력설비 기기 연 하 등 치명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2고조  성분의 

우수 고조  분석  감 기법에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12,13].

고조  억제 책으로 고조  발생원(Sources of 

Harmonics) 에서 근본 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이

다. 이를 하여 력계통을 구성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고

조 에 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부하운  

시 계통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계통 임피던스가 변

화되어 고조 로 인한 각종 트러블에 한 조기 응이 어

렵다. 따라서 정기 으로 고조  측정, 분석을 통해 계통 변

화에 해 지속 인 응이 필요하다[14,15,16]. 고조  감

장치는 력계통을 고조 로부터 안정 으로 보호 할 수 있

으며 역률 하, 압강하, 압변동, 력기기 효율 하 등의 

력품질을 향상시켜 고품질의 안정 인 력공 을 필요로 

하는 산업 랜트, 건축물에서는 매우 요한 설비로 부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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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고조  발생 시 압, 류 형 x축: 16.67(msec)/div

Fig. 3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with Second 

Harmonic Component

고 있다[17,18]. 따라서, 고조 가 많은 수용가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고조  내량에 한 사  검토를 충분히 실시하고 

고조  감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60(MVA) 산업 제조 장비 랜트 수용가 

단상 력계통에서 발생한 2고조  발생 실증사례 분석을 

통해 2 고조  발생 원인에 한 고조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이들 2 고조  계통의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 추가를 

통한 임피던스 변동 기법을 제시 하여 2고조  감 방법을 

제시 하 으며 실증 실험을 통하여 제안 기법의 타당성을 

입증 하 다. 

 

2. 60(MVA) 산업 제조 장비 랜트 2고조  사례 분석

2.1 2고조  발생 력 계통도 

2고조  분석을 수행한 60(MVA) 산업 제조 장비 랜트 

수용가 력계통 구성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부하 측에 

154(Kv)를 6(Kv)로 감압하는 변압기가 사용되었으며 부하는 

480(V)/12(MVA) 산업 기로(Furnace)부하, 460(V)/24(MVA) 

사이리스터 드라이 , 220(V)/8(MVA)산업용 로 , 440(V)/ 

5(MVA) 용량 유틸리티 장비  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선형부하는 정류기 심벌로 표시 하여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주 변압기는 수개의 뱅크로 구성되어 상호 연결

되어 있으나 그 에서 2고조 가 발생되는 계통의 력설비 

구성만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에 선부분으로 

표시한 단상 력계통의 비선형부하에서 발생되는 2고조

에 한 력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1 154(KV)/ 60(MVA) 산업 제조 장비 랜트 력 계통

도

Fig. 1 154(KV)/ 60(MVA) Industry Manufacturing Power Plant

2.2 2고조  발생 력계통 고조  측정  분석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선부분으로 표시된 단상 력

계통의 비선형부하에서 발생되는 고조  력품질 측정을 

해서 그림 2와 같이 력 분석기를(HIOKI 3196 Power 

Analyzer) 이용하여 단상 변압기의 원측과 부하측 2개의 

배 반에 있는 압측정단자(PTT)와 류측정단자(CTT)에

서 각각 고조  력품질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에서 비선

형 부하에서 발생되는 고조  성분을 감시키기 하여 능

동 필터를 연동하 으나 능동 필터는 홀수 고조  성분을 

감 하는 데만 기여하고 2고조  성분 감에는 기여 하지 

않는다.

고조  력품질 측정을 해 그림 2와 같이 력 분석기 

2개의 채 을 연결하여 동시에 측정하 다. 채녈 CH1은 단

상 변압기의 부하측에서 측정한 압, 류 로  센서이며 

채  CH4는 원측에서 측정한 압, 류 로  센서이다. 

그림 2 력 분석기를(HIOKI 3196 Power Analyzer) 이용한 

력분석

Fig. 2 Power Analysis with Power Analyzer(HIOKI 3196 

Power Analyzer)

 

그림 3은 력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압과 류에 

한 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a)는 그림 2의 변압기 

입력  부하 측의 압 형을 나타낸 것이다. CH4는 변압

기 원입력 측의 압 형(3,000V/div) CH1은 변압기 부하

측 압 형(436V/div)이다. 그림 3(b)는 변압기 입력  

부하 측 류 형으로 CH4는 변압기 원 입력 측 류

형(800A/div), CH1은 변압기 부하 측 류 형(3,000A/div)

이다.

여기서 주목 하여야 은 그림 3(b) 변압기 입력  부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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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형이 2고조  성분 발생 시 류 형 변화가 시작되어 

양구간(1/2주기,8.835(msec)) 음구간(1/2주기, 8.835(msec)) 

류 형이 상호 비 칭이 된 것이다.

그림 3의 2고조  발생 시 압, 류 형에 한 주

수 FFT 분석 결과 2고조  발생 시 원 측에 비하여 부하 

측 압고조  함유율이 2.24(%) 증가 하 다. 이러한 증가

는 그림 3(a) CH1 변압기 부하측 압 형이 CH4는 변압

기 원입력 압 형에 비하여 상 으로 왜곡된 부분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계통 정상 운  시 2고조  발생  

류고조  함유율은 평균 2(%) 수 이었으나 2고조  발생 

시 14.79(%) 로 7.4배 증 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증

한 2고조 는 다른 4 ,8 우수고조 를 발생시키며 이들 우수

고조 는 력용 변압기를 통해 원 측으로 유입된다. 유입

된 고조  우수 고조  류는 력계통에 순환되기 때문에 

력계통에 매우 심각한 운  장해와 력설비 기기 연 

하 등 치명 인 향을 미치게 된다.

3. 2고조  성분의 우수고조  발생 원인 분석

본 에서는 2고조  발생 원인과 형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PSIM 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2고조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 154(kV) 수용가의 

단상 력계통에서 수집한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자 하 으나 산업 장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기로 정 제어에 필요한 운  조건의 변화, SCR 

상제어 방식에서 호각 α의 변화, 단상 력계통에서 운

 변경에 따른 계통 임피던스 변화를 고려한 2고조  시뮬

이션 수행은 불가능 하 다. 따라서, 본 에서는 력계

통에서 운  변경에 따른 계통 2고조  유발에 표 으로 

향을 주는 호각 변화에 따른 2고조  발생 모델링회로

를 이용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3.1 2고조  발생 모델링 회로

본 에서는 기로의 비선형 부하에서 발생되는 우수고

조 로 인해 단상 력계통의 운  장해와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2고조  발생 모의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단상 력계통에서 2고조  발생 원인은 주로 

산업용 기로에 해 정  온도용으로 사용하는 SCR 력

변환기이므로 본 논문의 시뮬 이션 상으로 하 다. SCR 

상제어 방식은 간헐 으로 SCR 스 칭 소자의 발열과 

 불량 등의 기기 결함 발생 등으로 제어 형이 비 칭으

로 되어 2고조 가 발생된다. 

그림 4는 그림 1의 선부분으로 표시된 단상 력계통의 

단상 기로 비선형부하에 한 2고조  발생 모델링 회로

를 나타냈다. SCR 정류기는 그림의 THY1에서 THY4 4

개의 SCR소자를 사용하 으며 상 [0-π]구간에서 THY1과 

THY4는 게이트(Gate) 호각 60°에서 트리거(trigger)제어

되도록 하 으며 상 [π -2π] 구간에서 THY2과 THY3은 

게이트 호각 π+30°에서 트리거(trigger)제어가 되도록 설

정하 다. 

그림 4 2고조  발생 모델링 회로

Fig. 4 Simulation Scheme with Second Harmonic Component

3.2 2고조  시뮬 이션 결과 특성 분석

그림 5는 PSIM 로그램을 활용하여 SCR 상제어 방

식에 따른 비선형부하에서 발생된 교류 압변환기의 입력

류 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의 SCR 정류 제어기의 

THY1과 THY4의 게이트 호각 60°, THY2과 THY3의 게

이트 호각 π+30°에서 상제어를 통해 입력 류 형을 

분석하 다. 그림 5는 SCR 입력 류 형에서 2고조  

류 형 향으로 류 형의 양, 음의 형이 비 칭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2고조  발생 입력 류 형

Fig. 5 Input Current Waveform with Second Harmonic 

Component

그림 6은 그5의 2고조  발생 입력 류 형에 한 주

수 FFT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주 수 FFT 분석 

결과기본  성분을 제외한 2고조 , 3고조 , 4고조 , 5고조

가 발생되었고 단상 부하의 3, 5고조  성분의 홀수고조  

외에도 2, 4고조  성분의 우수고조 가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FFT 분석에서 2고조  입력 류의 크기는 

1.65(A)이며 4고조  입력 류의 크기는 1.63(A) 가 되었으

며 이로부터 2고조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입력 류 주 수 FFT 분석

Fig. 6 FFT Analysis for the Inpu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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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CR 정류기 호각에 따른 우수 고조  변동 분석

시뮬 이션에 사용한 그림 4의 SCR 제어 정류기의 

THY1과 THY4의 호각을 (그림 7), THY2와 THY3의 

호각을 (그림 7)라고 하면 SCR 제어기가 정상 으

로 동작 시 즉, 인 경우에는 그림 7과 같이 류 형

의 양의 형(A), 음의 형이(B) 서로 칭이 되게 된다. 

그러나 SCR 반도체 발열과 불량, 도통각 제어 동작 이

상의 경우에는 ,의 크기가 같지 않아 입력 류에 2, 4고

조  성분이 발생되어 우수고조 가 발생된다. SCR 제

어기가 비정상 으로 동작 시 즉, ≠인 경우에는 2고조  

향으로 그림 8에 보인바와 같이 류 형의 양의 형

(A), 음의 형이(B) 서로 비 칭이 된다

       

그림 7 SCR 제어 정류기의 정상 동작 시 입력 류 형

Fig. 7 Input Current Waveform for the Normal Operted 

SCR Rectifier

그림 8 SCR 제어 정류기의 이상 동작 시 입력 류 형

Fg. 8 Input Current Waveform for the Abnormal Operted 

SCR Rectifier

 

호각 ,의 크기 불균형에 따른 2, 4고조  발생 정도

를 분석하기 하여 호각의 차 del A 식(1)과 같이 정의 

하 다.

del                       (1)

del A 와 입력 류의 2, 4 우수고조  성분의 계를 분

석하기 하여 del A 값을 10°에서 60°까지 변경하면서 입

력 류의 FFT 우수고조  성분을 시뮬 이션 분석하 다. 

그림 9는 입력 류의 FFT 우수고조  성분과 del A 사

이의 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del A 

값이 60°의 입력 류 우수고조  성분의 크기는 del A가 

10°안 경우와 비교하여 7배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호각 차 (del A)에 한 입력 류의 우수고조  크기

Fig. 9 Second Harmonic Current Variations for the 

Triggering Angle Difference(del A)

  

4. 임피던스 성분 변동 기법을 통한 2고조  감

4.1 2고조  감 회로

력계통에서 설치된 리액터와 커패시터는 계통 임피던스

와 항상 공진 역을 만들기 때문에 공진 역을 제거하기

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고조 가 발생하는 구간

에서 공진 역을 이동시킴으로써 2고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12는 선 안에 표시된 인덕터 성분 ZS2를 추

가하여 계통 임피던스 값을 변화시켜 2고조  공진필터를 

구 하여 2고조  감 효과를 얻는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단상 력계통에 임피던스를 추가하여 정한 용량을 선정

하면 2고조  공진주 수 역을 조정하여 2고조  감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0 임피던스 성분 변동 기법을 통한 2고조  감 회로  

Fig. 10 The Second Harmonic Elimation Scheme with the 

Impedance Variation Method

4.2 2고조  감 기법 합성 임피던스 분석

   

본 에서는 2고조  감기법의 고조  감 특성을 분

석하기 하여 합성 임피더스 해석을 수행 하 다. 그림 11

은 2고조  감 기법 용  력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변압기 원 측 Bus-Bar 임피던스와 부하측 

Bus-Bar 임피던스는 설치 길이가 매우 짧아 임피던스 계산

을 무시하 다. 변압기 원측 선로는 단심 이블 185SQ 2

가닥을 18(m)로 포설 하 으므로 변압기 이블 선로의 

(Km)당 2고조 (120(Hz)) 주 수에 한 임피던스는 

0.841+j0.901(Ω)이 된다. 한 6.6(Kv) 선로 임피던스는 력

회사의 154(Kv) 모선 기 용량 100(MVA) 로 환산하면 2고

조 (120(Hz)) 주 수에 한 변압기 원 측 선로 임피던

스 값은 1.732+j1.856(Ω)이다. 그림 15의 2고조 (120(Hz)) 

주 수에 한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0.61+j6.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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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100MVA 기 용량으로 환산하면 2

고조 (120(Hz)) 주 수에 한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34.857+j362.285(Ω) 이다. 단, 2고조  발생 시 변압기 부하

측의 능동필터 조건은 정지 조건으로 한다.  

그림 11 2고조  감 기법 용  력계통도 

Fig. 11 Power Line Diagram without the Second Harmonic 

Elimination Scheme 

 

그림 12 2고조  감 기법 용  임피던스 계통도  

Fig. 12 Impedance Line Diagram without the Second 

Harmonic Elimination Scheme

그림 12는 2고조  감 기법 용  임피던스 계통도를 

나타낸 것으로 ①부터 ⑦의 직렬 임피던스는 그림 15의 

력 계통 항목들에 한 임피던스를 계산한 것이다. 2고조

(120(Hz)) 주 수에 한 한 측의 정상분 임피던스 ①은 

100(MVA) 기 용량기  0.054+j0.898(Ω)이다. 한 변 소에

서 수용가까지 설치된 선로는 2개이며 각 이블의 2고조

(120(Hz)) 주 수에 한 임피던스 ➁,➂는 0.056+j0.118(Ω)

이며 154(KV) 수 선로는 상시 루  운  조건 상태에 있

다. 수  변압기의 2고조 (120(Hz)) 주 수에 한 임피던

스➃는 0.866+j26(Ω)이며 주변 실에서 장 기실까지 2고

조 (120(Hz)) 주 수에 한 선로 임피던스 ➄는 

0.841+j0.901(Ω)이며 장 기실은 그림의 차단기(Circuit 

Breaker)CB1 2차측에서 단상변압기 원측까지 2고조

(120(Hz)) 주 수에 한 선로 임피던스 ➅은 0.841+j0.901

(Ω)이고 기로 원공 용 단상 변압기 2고조 (120(Hz)) 

주 수에 한 임피던스 ➆은 0.61+j6.34(Ω) 이다. 직렬 회로

의 2고조 (120(Hz)) 주 수에 한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

하면 102.137+j539.535(Ω)이고 단상 력계통에서의 비선형

부하 인입 에서 합성 임피던스 값은 549.11 (Ω) 이다. 

 

그림 13 2고조  감 기법 용 후 력계통도

Fig. 13 Power Line Diagram with the Second Harmonic 

Elimination Scheme 

그림 14 2고조  감 기법 용 후 임피던스 계통도  

Fig. 14 Impedance Line Diagram with the Second Harmonic 

Elimination Scheme

그림 13은 2고조  감 기법 용 후 력계통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15에서 2고조  감을 하여 원측 모선

에 CABLE(L2) 과 변압기로(TR01 S/P) 구성된 계통 임피

던스를 추가된 회로이다. 력 계통은 변압기 병렬운  시스

템으로 운 이 가능하도록 변경 구성 되었다. 그림 14는 2고

조  감 기법 용 후 임피던스 계통도를 나타낸 것으로 

①부터 ⑨의 직렬 임피던스는 그림 17의 력 계통 항목들

에 하여 임피던스를 환산한 것이다. 그림의 CB3 2차측은 

33(m)길이의 CABLE(L2)을 포설하 으며 각 도체 항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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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91 (Ω/km)이며 2고조 (120(Hz)) 주 수에 해서 

CABLE 185SQ 단면 의 임피던스 ➇은 0.841+j0.901(Ω/km)

이다. 한 변압기(TR01 S/P)의 권선 항은 2고조

(120(Hz)) 주 수에 해 1차측 0.0668(Ω), 2차측 0.0001982

(Ω)이며 단상 변압기 임피던스 ➈는 2고조 (120(Hz)) 주

수에 해 0.61+j6.34(Ω)이다. 직렬 회로의 2고조 (120(Hz)) 

주 수에 한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81.296+j327.659

(Ω)이며 비선형부하 인입 에서 합성 임피던스 값은 337.59 

(Ω)이다. 단상 력계통에 2고조  발생 시 그림과 같이 

CB3를 투입하여 변압기(TR01 S/P)변압기 단독 무부하 운  

는 병렬 운 을 통해 계통의 임피던스 인덕터 성분을 변화

시켜 계통 운 방법 변경을 하 으며 이를 통하여 2고조  

감을 얻을 수 있다. 2고조  제거 기법을 용하여 얻어진 

2고조  성분에 한 임피던스 변화는 력회사 기 용량 

100 (MVA) 기 으로 211.52 (Ω) 감 효과가 있으며, 비선

형부하 원공 용 단상 변압기 정격용량 1.5 (MVA) 기

으로 3.17 (Ω) 감 효과가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계통

에 임피던스 용량을 변화시켜 2고조  합성 임피던스를 감 

시켜 2 고조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 으

며 실증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입증 하 다.

표 1 임피던스 변동 기법 용 후 임피던스 변동 비교 

Table 1 Impedance Comparision after Adoption of the 

Second Harmoni Eleimination Scheme 

구 분

 비선형 부하 인입점 

임피던스(Ω) 임피던스 

차이(Ω)2고조파 저감 

기법 적용전

2고조파 저감 

기법 적용후

100 MVA 549.11 337.59 211.52

1.5 MVA 8.23 5.06 3.17 

    

5. 실험 결과

본 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낸 력계통도의 부하  선

으로 표시된 480(V)/12(MVA) 산업 기로(Furnace)부하에 

하여 2고조  임피던스 변동 감 기법 용 실험을 수행 

하 다. 단상 력계통 2고조  발생 시 그림 13에서와 같이 

CB3를 투입하여 변압기(TR01 S/P)변압기 단독 무부하 운

 는 병렬 운 을 통해 계통의 임피던스 성분을 변화시

켜 2고조  감기법의 성눙을 확인하기 한 실험을 수행 

하 다 .

5.1 2고조  감 기법 용 ·후 실험

그림 15는 그림 1에 나타낸 부하  선으로 표시된 

480(V)/12(MVA) 산업 기로(Furnace)부하에 하여 2고조

 감 기법 용  력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압

과 류에 한 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a)는 그림 2

의 변압기 입력  부하 측의 압 형을 나타낸 것이다. 

CH4는 변압기 원입력 측의 압 형(3,000V/div) CH1은 

변압기 부하측 압 형(436V/div)이다. 그림 15(b)는 변압

기 입력  부하 측 류 형으로 CH4는 변압기 원 입

력 측 류 형(800A/div), CH1은 변압기 부하 측 류 형

(3,000A/div)이다.

그림 16는 2고조  임피던스 변동 감 기법 용 후(그

림13에서 CB3 투입하여 변압기(TR01 S/P) 운 ) 압, 

류 형을 나타낸 것이다. CH4는 변압기 원입력 측의 

압 형(3,000V/div) CH1은 변압기 부하측 압 형

(436V/div)이다. 그림 16(b)는 변압기 입력  부하 측 류 

형으로 CH4는 변압기 원 입력 측 류 형(800A/div), 

CH1은 변압기 부하 측 류 형(3,000A/div)이다. 

그림 16에서 알 수 있듯이 2고조  제거 후 부하측 류

형은 음과 양 칭을 이루게 되었으며 비선형부하 SCR의 

호각 불균형 상도 완 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고조  제거로 계통이 정상운  상태로 복귀된 것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15 2고조  발생 시 압, 류 형

Fig. 15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without Second 

Harmonic Component

x axis: 16.67(msec)/div

  

그림 16 2고조  감 기법 용 후 압, 류 형

Fig. 16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with Second 

Harmonic Component

x axis: 16.67(msec)/div

5.2 2고조  감 기법 용 ·후 주 수 FFT 분석

그림 17, 18는 그림 15의 2고조  발생시 압, 류 형

에 한 주 수 FFT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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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고조  발생시 압 형 FFT 분석

Fig. 17 FFT Analysis for the Input Voltage with Second 

Harmonic

그림 18 2고조  발생시 류 형 FFT 분석

Fig. 18 FFT Analysis for the Input Current with Second 

Harmonic

그림 19 2고조  제거 시 압 형 FFT 분석

Fig. 19 FFT Analysis for the Input Voltage after Eliminating 

the Second Harmonic

에서 2고조  발생 시 원 측에 비하여 부하 측 압고조

 함유율이 2.24(%) 증가 하 다. 이 부분은 그림 15(a) 

CH1 변압기 부하측 압 형이 CH4는 변압기 원입력 

압 형에 비하여 상 으로 왜곡된 부분과 일치하는 결

과 이다. 

그림 18에서 2고조  발생 시 원 측에 비하여 부하 측 

류고조  함유율이 14.79(%), 원 측 류고조  함유율

이 13.7(%) 증가 하 다. 계통 정상 운  시 2고조  발생 

 류고조  함유율은 평균 2(%) 수 이었으나 그림 18과 

같이 2고조  발생 시 14.79(%) 로 7.4배 증 하었다. 따라

서 이와 같이 증한 2고조 는 다른 4 ,8 우수고조 를 발

생시키며 이들 우수고조 는 력용 변압기를 통해 원 측

으로 유입된다. 유입된 고조  우수 고조  류는 력계통

에 순환되기 때문에 력계통에 매우 심각한 운  장해와 

력설비 기기 연 하 등 치명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9, 20은 그림 13의 2고조 에 감 기법 용 후 

그림 16의 압, 류 형에 한 주 수 FFT 분석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9에서 2고조  제거 시 부하측 

압고조  함유율은 0.4(%), 원측 압고조  함유율은 

0.15(%)가 발생되었다. 그림 20에서 2고조  제거 시 부하측 

류고조  함유율은 1.45(%), 원측 류고조  함유율은 

2.82(%)가 발생되었다. 그림 18에서 2고조  발생 시 원 

측에 비하여 부하 측 류고조  함유율이 14.79(%), 원 

측 류고조  함유율이 13.7(%) 에 비하여 2고조  함유율

이 격히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 2고조  제거 시 류 형 FFT 분석

Fig. 20 FFT Analysis for the Input Current after Eliminating 

the Second Harmonic

5.3 변압기 원측(변압기 1차측)  변압기 

부하측(변압기 2차측) 실효치 류변화 분석

그림 21은 2고조  제거 시 변압기 원측의( 압 

6,600(V)) 운 류 실효값 변화에 한 그래 를 나타낸 것

이다. 2고조  발생 시 변압기 원 측 기  평균 운 류

의 실효치가 252(A)(실효값)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계통 임

피던스 변동 기법을 용한 후 2고조 가 제거되었으며 변

압기 원측의 운 류는 그림 21과 같이 195(A)(실효값) 

되었다. 따라서 변압기 원측 기  변압기 운 류는 2고

 류 성분에 해당되는 57(A)(실효값) 감소되었으며 류 

감소율이 23(%) 효과가 있었다.

 

 

그림 21 2고조  제거 시 변압기 원측 류변화 그래

Fig. 21 Input Current Variation of The Transfromer after 

Eliminating the Second Harmonic

 
그림 22는 2고조  제거 시 변압기 부하측의( 압 

480(V)) 운  류 변화에 한 그래 를 나타낸 것이다. 2

고조  발생 시에 변압기 부하측 기  운 류가 2,819(A)

(실효값)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계통 임피던스 변동 기법

을 용한 후 2고조 가 제거되어 변압기 운 류가 

2,627(A)(실효값) 되었다. 

따라서 변압기 부하측 기  변압기 2고조  류가 192A

(실효값) 감소되었으며 류 감소율이 7(%)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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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고조  제거 시 변압기 부하측 류변화 그래

Fig. 22 Output Current Variation of The Transfromer after 

Eliminating the Second Harmonic

6. 결  론 

수십 MVA 단  력사용량을 가지는 산업 제조 장비 

랜트에서 발생되는 고조 (Harmonics)는 부분 홀수 고조

 성분이지만 설비 운   2고조  성분의 우수 고조 도 

간헐 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 입력 류 형 형태가 순간 

비 칭으로 변하면서 2고조  류가 발생되면서 크기가 

격하게 증폭되고 원계통으로 2고조 가 류가 유입되어 

계통에 순환되면서 변압기 편자 상을 일으켜 철심포화, 소

음, 진동 등을 동시에 수반하고 력설비에  고장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고조  류 증폭과 이에 따른 계통의 

력시스템 반에 악 향을 끼치는 2고조  발생 향을 실

증 사례를 통해 분석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한 계

통 임피던스 변동 기법을 제안 하 으며 이를 통하여 2고조

 제거 성과를 산업 장에서 실증 실험을 통하여 2고조  

류 함유율이 13.34(%) 감소효과와 2고조 로 인한 변압기 

운 류 변화에 한 이상 상이 발생 이 의 상태로 정

상 으로 회복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험을 통하여 변압기 

원측 기  변압기 운 류는 2고  류 57(A)(실효값)

를 감소 시켜 류 감소율 23(%) 효과를 얻었으며, 변압기 

부하측 기  변압기 2고조  류 192(A)(실효값) 감소시켜 

7(%) 류 감소율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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