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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 시급한 문제
고조파는 원하는 모델 정현파 AC 입력 전압과 전류 파형의 편차를 나타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편차 또는 고조파 왜곡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력 전자 장치, 비선형 상업 및 산업 부하, 
그리고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VFD)의 사용으로 인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편차는 연결된 
장치의 최적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고조파 왜곡이 전기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는 다음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 컴포넌트 과열

• 공급 변압기의 과열

• 회로 차단기의 무작위적 트립

• 모터 수명 단축

• 장치 생산성 감소

• 손실 증가 및 역률 감소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증가

혁신을 통해 간소화된 솔루션 
왜곡을 줄이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엔지니어는 전원에서 고조파 왜곡을 
완화해야 합니다.  

다행히 고조파 왜곡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시스템에서 허용 가능한 고조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IEEE(International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지침이 
자주 사용됩니다 

• 고조파 활동의 수준을 예측하고 완화 
솔루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툴이 있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제공하는 솔루션
고조파 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고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하여  잠재적인 시스템 
오작동을 방지하십시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비선형 부하로 인한 고조파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고조파 요구 사항, 시설 제한 사항 및 예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AFE(Active Front End) 기술, 18 펄스 배열, 그리고 능동형 및 수동형 고조파 필터와 
같은 고조파 감소 솔루션을 갖춘 Allen-Bradley® PowerFlex® 인버터는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IEEE 519 표준을 
충족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고조파 완화  
솔루션 체크리스트

AFE(Active Front 
End)를 갖춘 

PowerFlex 755T 

DC 링크 쵸크가 
있는 6 펄스 인버터

자동 변압기가 
있는 18 펄스 

변환기

수동형 필터 및 
6 펄스 인버터

능동형 전력 필터

일반적인 전류 고조파 왜곡(ITHD) 3 - 5% 30 - 45% 4.5 - 6% 5 - 8% 3 - 5%

IEEE 519 충족 있음 없음 있음 일부 있음

효율 97% 97% 96.5% 96.5% 96%

전체 크기(6 펄스 인버터 관련) 1.5 - 2.5 1.0 3.0 - 5.0 2.0 - 6.0 2.5 - 5.0

경제적

IEEE 519 준수 
및 공통 DC 버스 
시스템의 비용 

절감

고조파 요구 
사항이 없는 최저 

비용

IEEE 519 준수를 
위한 평균 비용

125 Hp 미만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용 절감

다수의 인버터에 
대한 비용 절감

1% 전압 불균형 효과 최소 큼 보통 최소 최소

잠재적인 낮은 DC 버스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잠재적인 시스템 공진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일반적인 총 역률, 무/정격 부하 1.0 0.75 - 0.95 0.90 - 0.99 0.3 - 1.0 선행 0.90-0.98

주요 부품들의 예측 유지보수 있음1 있음2 인버터 만2 인버터 만2 인버터 만2

High 라인측 고조파 감지(알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간편한 유지보수 있음 있음 인버터 만3 인버터 만3 인버터 만3

1: PowerFlex 755T는 팬, IGBT 및 커패시터를 비롯한 핵심 부품들에 대해 제품의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예측 유지보수 분석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2: PowerFlex 753과 PowerFlex 755 6-펄스 및 DC 입력 인버터는 타이머 기반 예측 유지보수를 포함하며 저 하모닉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PowerFlex 753과 755 6-펄스 및 DC 입력 인버터를 포함한 시스템은 인버터의 쉽게 부품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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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완화 기술

A

AFE(Active Front 
End)를 갖춘 
PowerFlex 755T 
인버터 

이 솔루션은 입력 전류를 능동적으로 추적하고 

조절하여 사인파 전류를 유지합니다. 이 기술은 전압 

왜곡을 최소화함으로써 입력 전력 변환기가 인버터의 

입력 단자에서 IEEE 519를 충족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50 마력을 초과하는 단일 인버터 

애플리케이션이나 다수의 인버터를 사용하는 대형 

커먼 버스 시스템에 비용 효율적입니다. 회생 AFE 

(Active Front End) 인버터를 선택하면 전통적으로 회생 

제동 저항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B
DC 링크 쵸크가 
있는 6 펄스 
인버터

DC 링크 쵸크는 DC 링크 쵸크가 없는 6 펄스 인버터에 

비해 인버터가 생성하는 고조파를 크게 감소시켜 

줍니다.

C 자동 변압기가 있는 
18 펄스 변환기

18-펄스 변압기 형태의 표준 마그네틱을 포함하는 IEEE 

519 적합 솔루션입니다. 고조파 저감 솔루션을 얻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D 수동형 필터 및 
6 펄스 인버터

125 마력 이하에서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6 펄스 

솔루션에 비해 고조파를 크게 줄이지만 IEEE 519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설치에서는 전원 

시스템 공진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 능동형 전력 필터

능동형 필터 연결의 입력에서 IEEE 519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조파 왜곡 레벨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라인에 상쇄 고조파 전류를 공급하는 외장형 

솔루션입니다. 단일 배전 시스템에 다수의 인버터가 

있는 대형 시스템에서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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