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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igh Voltage Direct Current(HVDC) System용 AC 필터
는 특정 고조파 영역에서 낮은 임피던스를 제공하여 AC 계통으로 유입
되는 고조파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무효전력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대부분의 전류형 HVDC System은 12개의 Pulse로 동작하기
때문에 12n±1차의 특성고조파를 발생시키는데 HVDC System에서는 이
러한 특성고조파들을 저감시키기 위한 Harmonic AC Filter가 주로 사
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HVDC System용 AC 필터를 설계할 때 고조파
저감을 고려한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실제 HVDC System용 AC
필터 설계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    론

HVDC System용 AC 필터는 컨버터 운전을 통한 전력 변환 시에 발
생하는 고조파가 AC 계통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동
시에 무효전력 소모에 따른 무효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대부분의 전류형 HVDC System은 12개의 Pulse로 동작하기 때문에
12n±1차의 특성고조파를 발생시킨다. 한편, Double Tuned Filter 및
Triple Tuned Filter등 다수의 고조파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필터를
Multiple Tuned Filter라 하며, AC 계통 및 HVDC 시스템으로부터 발생
되는 고조파를 최소로 저감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조파 저감을 고려한 AC 필터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조파 저감을 고려한 HVDC System용
AC 필터의 설계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2. 본    론

  2.1 HVDC System의 일반적인 구성과 AC 필터
일반적으로,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System은 송전단
에서의 AC 전력을 DC 전력으로 변환하여 송전하고, 수전단에서는 DC
에서 AC로 재변환하여 전력을 송전하는 시스템으로 그림 1과 같은 구
성을 보인다. 이러한 전류형 HVDC System에서 컨버터는 대부분 12개
의 Pulse로 동작하며 이는 두 개의 6-Pulse 그룹의 직렬연결을 이용하
여 구성되어 있다. HVDC System 의 컨버터는 운전 시 AC측과 DC측
에 전압 및 전류 고조파를 생성시키며 정류 시 n차 고조파 및 Pulse 수
p에 대해 발생되는 고조파 차수는 아래의 표 1과 같다[1].

 <표 1> 12 Pulse 컨버터의 고조파 차수

HVDC 컨버터가 AC 계통으로부터 무효전력을 흡수함에 따라서, AC
필터를 통해 요구되는 무효전력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HVDC
컨버터는 직류단에서 정전압 고조파 전원으로 교류단에서는 정전류 고
조파 전원으로 모델링된다. 이러한 AC 필터는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고
조파의 AC 계통 유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류단에서 정전
류 고조파 전원을 이용한 고조파 등가 모델을 사용한다.

  2.2 HVDC System의 AC 필터 종류 및 설계
HVDC System에서 일반적으로,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
수의 Singlue Tuned Filter 보다는 Double Tuned Filter 혹은 Triple
Tuned Filter를 사용함으로써, 면적을 덜 차지하면서도 한 개의 스위치
기어만이 요구되는 장점을 활용한다. 특히 Triple Tuned Filter는 12n±1
차의 특성 고조파뿐만이 아니라 비특성 고조파까지 제거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개의 고전압 커패시터 뱅크와 저전압 공기
코어 리액터가 이중 병렬로 연결되어 구성된다. 또한 계통에 공진이
발생하여 고조파 과전압을 일으키거나 과도한 돌입전류가 흐르
게 되면 필터뿐 만이 아니라 다른 기기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댐핑 저항이 추가되기도 한다.

<그림 1> HVDC System의 일반적인 구성

  이러한 Triple Tuned Filter의 설계 방식에는 3개의 Single
Tuned Filter에 대하여 등가회로 방식을 이용한 설계 및 필터 개
별 소자의 직병렬 임피던스 특성을 활용하여 필터링 주파수와
공진 주파수의 값을 이용한 설계 방식이 존재한다. 등가회로 방
식을 이용한 설계는 무효전력에 대한 분할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필터링 주파수와 공진 주파수를 통한 설계 방식은 공진
주파수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2.3 고조파 저감을 고려한 AC 필터 설계 방법
HVDC System용 AC 필터를 설계할 때는 AC 계통 및 HVDC
System의 안전성 확보뿐만이 아니라 운전에 대한 효율성까지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고조파 저감을 고려
한 HVDC 시스템용 AC 필터 설계 방법에 관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기존의 HVDC System용 고조파 필터 설계에 필요한 계통의 정격전
압, 필터에 보상되는 무효전력, 필터의 튜닝 주파수 및 병렬 공진 주파
수들과 같은 입력파라미터들을 설정한다.
2) 공진 주파수의 초기치를 설정하고 및 저항 값은 계통 데이터 및
돌입전류량을 고려하여 최소치와 최대치를 설정한다.
3) 필터 파라미터 L, C값들을 기존 수식대로 계산한 뒤 필터의 임피
던스 특성을 확인한다.
4) 필터의 구성요소인 L, C의 가격 Data를 바탕으로 연산된 L, C조합
에 대하여 가격을 계산한 뒤 가격대의 범위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별
한다. 만약 가격대의 범위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진주파수를 재설정하
여 허용레벨에 충족될 때까지 2단계부터 알고리즘을 반복한다.

5) 선정된 조합들 중 총 고조파 전압 왜형률(THD) 및 총 전류
수요 왜형률(TDD)을 동시에 고려하는 고조파 저감 다목적 최적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필터 구성요소 조합을 찾게 된다. 이 때
고조파 전압 규제치 및 고조파 전류 허용 레벨이 모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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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그 필터는 사용될 수 없으므
로, 규정에 모두 만족하는 되는 R, L, C조합 중 최적의 조합을
찾아 필터를 설계한다.

여기서 가고조파 저감 다목적 최적 알고리즘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목적함수는 식 (1)과 같이 THD(Total Harmonic
Distortion)을 최소로 하는 함수로 구성한다.

 min  min



  






 (1)

  


여기서,
i : 고조파 차수
I1 : 기본파 고조파 전류
V1 : 기본파 고조파 전압
Vi : i번째 고조파 차수 해당 전압
YSi : I번째 고조파 차수 해당 필터의 어드미턴스

둘째, 목적함수는 아래의 식 (2)와 같이 TDD(Total Demand
Distortion)을 최소로 하는 함수로 구성한다.

 min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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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 고조파 차수
I1 : 기본파 고조파 전류
V1 : 기본파 고조파 전압
Ii : i번째 고조파 차수 해당 해당 전류

셋째, 제약 조건으로 필터의 무효전력 요구량을 선정한 뒤 개
별 목적함수에 대한 가중치를 선정한다. 가중치는  로

구성되며, 고조파 전압 규제치 및 고조파 전류 허용 레벨에 따라
과 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별 목적함수들의 통합에

이용된다.

    (3)

넷째, 목적함수에 의한 적합도 평가 단계로 개별 목적 함수들
에 가중치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통합된 적합도 함수를 구
성하여 적합도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고조파 전압 규제치가 명
시되어 있고, 고조파 전류 허용 레벨에 기준이 없다면
      =1이 되며, 반대로 고조파 규제치가 없이 고조파

전류 허용 레벨이 존재한다면      이 될 것이다. 고조

파 전압 규제치 및 고조파 전류 허용 레벨이 모두 존재한다면,
고조파 전압 규제치 및 전류 허용레벨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 하
에서 고조파 발생 전류를 최소로 하는 비율로 분배한다.

마지막으로, 필터 구성요소인 R, L, C 조합의 수가 최대반복횟
수가 되며, 최대반복횟수만큼 적합도를 평가한 뒤, 최소값의 적
합도를 갖는 해를 찾아서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그림 2> 고조파 저감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VDC System용 AC Filter를 설계할 때 AC 계통 및
HVDC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 고조파 저감 다목적 최적화 알
고리즘을 제시하였다. 현재 총 고조파 왜형률만을 고려한 필터 설계 방
식에서 더 나아가, 필터 손실을 비롯한 고조파로 기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대비하여 고조파 발생량에 대한 저감까지 고려하였으며,
시스템의 설계, 제조, 운영까지 모두 고려한 HVDC System용 필터의
최적화 설계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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