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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역률 개선 커패시터 및 직렬리액터 유지관리』 관련한 사항을 

복잡한 이론보다는 전력설비 유지관리에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

어야 할 기초 지식과 기본적인 이론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배우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로 보면 될 것이다.

  커패시터를 기초부터 공부하시거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분

들에게 활용되어 도움을 준다면 작성한 보람을 느낄 것이다.  

  필자는 전기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시청 

전기직 (電氣職) 공무원 (지방공업주사) 으로 재직하고 있다.

  본 설명서는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에 대하여 궁금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항

들을 나중에 참고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의미로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필자의 전기관련 실력은 부족하지만 오랜기간 경험한 시행착오와 어렵게 이해한 내용

들을 전기 초보자 분들에게도 참고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는 생각으로 나

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였으며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역률 개선 전력용 커패시터에 고조파 대책으로 직렬리액터를 조합할 때 리액턴스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용량 비율을 적용하는 종래의 관행적 선정방식에 대한 비교 검토 

및 합성리액턴스가 감소되면서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중점

적으로 조사하여 현장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서를 작성하다보니 내용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와 직접

적인 관련은 없으나, 역률 개선과 관련한 전기요금 제도와 유지관리 점검 등과 관련한 전

기안전관리자 업무도 참고하도록 하였는데 관심분야가 아니라면 이런게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넘어가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설명서를 작성한 계기는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조합시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에 

따른 대책방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선정시에는 이론적으로 리액

턴스(Ω)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현장에 설치된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는 리액턴스 

비율이 아닌 용량(kVA) 비율로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리액턴스 비율과 용량 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

하지 않는데, 제조회사에서는 기기 규격에 리액턴스 대신에 용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관련 전문서적이나 인터넷 등을 검색하였으나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고조파대책으로 역률 개선 전력용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에 대한 기술발전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였는데 리액턴스 비율과 용량 비율과 관련한 비교 자료나 설명 자료가 

전문서적이나 제조회사 공개 자료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률 개선 커패시터 및 직렬리액터 유지관리』 설명서를 작성하여  

전기관련 종사자들에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력설비 유지관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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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명서에 인용된 내용이나 각종 사례와 도면 등은 특정업체와는 일체의 관련이 없

으며, 전문서적, 논문, 업체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참고서적,  참고자료 등은 마지막 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일부 자료는 미처 출

처를 표시 못한 것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혹시라도 저작권에 저촉

되는 문제되는 내용은 연락주시면 삭제하도록 하겠다.

  본 설명서는 역률 개선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작성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실력부족 및 자료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해하길 바란다.  

  또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내용은 꾸준히 보완할 예정이며,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환영한다.

  전력설비 고조파 대책으로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기종 선정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 설명서가 현장에서 유지관리를 담담하시는 분들에게 역률 개선 

전력용 커패시터 설비를 이해하는데 초석이 됨은 물론 유지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는 소

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본 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무단복제 및 무단배포를 조건없이 허용하며, 사전에 작성자 

동의가 전혀 필요없음을 알려드린다. 다만 오랜 기간동안 끈기를 갖고 노력한 작성자의 

정성과 열정을 생각하여 출처를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  ^^;

  끝으로 궁금한 사항은 작성자 개인 홈페이지 “육해공을 주름잡는 오리 에이블덕닷컴” 

www.ableduck.com 게시판 또는 이메일 ableduck@ableduck.com 으로 연락바란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요. ~랄라♬ 

  작성자 : 2016년 03월28일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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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률

2-1 역률 (Power Factor) 정의

  ○ 교류회로의 특성

     - 직류회로에서 전원공급측에서 부하로 전달되어 실제로 일(Work)을 하는데 필요한 

소비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압과 전류와의 곱이 유효전력

이 된다.  그러나 교류 전력계통에서는 주파수에 의하여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

적으로 변하므로 전류와 전압의 실효치 곱이 반드시 유효전력으로 되지 않는다. 

     - 교류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는 정현파 모양으로 변동하지만 전열기, 백열전구와 같

이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저항 부하는 정현파 위상이 일치한다.

  그런데 전동기, 변압기와 같이 철심에 코일(도선을 감은 것)을 이용하여 자속(磁束)을 

발생시켜 자기(磁氣)적으로 동작하는 유도성 부하는 전압이 전류보다 90° 앞선 위상차를 

갖게 된다. 또한 커패시터와 같이 전하(電荷)를 축적하여 정전(靜電)적으로 동작하는 용량

성 부하는 전류가 전압보다 90° 앞선 위상차를 갖게 된다.

  ○ 역률 정의 및 공식 

     - 교류회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력부하는 저항분(R)과 유도성 Reacter(XL)로 구

성되며, 저항 성분에서 소비되는 유효전력(P)과 유도성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무효전력

(Pr)의 벡터(Vector) 합을 피상전력(Pa)이라 한다. 

  유효전력은 부하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전력이며, 무효전력은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

지 않아 부하에서는 전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전력이며, 피상전력은 전압의 실효값과 전

류의 실효값의 곱셈으로 구할 수 있다.

     - 교류회로에서 전압을 V, 전류를 I로 하고 위상각 차이를 θ로 표시하면, 피상전력

은 전압과 전류와의 곱 V I, 유효전력은 V I cosθ, 무효전력은 V I sinθ이며, 역률은 유효전

력과 피상전력의 비율로 정의한다. <그림 2-1> 참고

     - 교류회로의 저항부하에서 위상차 θ=0이므로 무효전력=0이 되고 cosθ=1이 되어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이 같아지고 역률은 1이 된다.  

  그런데 유도성 부하는 뒤진 무효전력으로 인한 위상차로 인하여 지상(lag) 역률이 되고, 

용량성 부하에서는 앞선 무효전력으로 인한 위상차로 인하여 진상(lead) 역률이 된다.

  <그림 2-1> 교류회로 전력 벡터도 및 역률 공식

 · 역률 정의 :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율

 · 역률 범위 : 최저 0부터 최고 1 ( 0~100% )

 · 역률피상전력
유효전력

유효전력무효전력

유효전력

       ·
· ·cos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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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률 개선 효과

  ○ 역률 개선 필요성

     - 전기요금은 전력량계에서 계측한 유효전력량을 적산하여 유효전력 사용량만을 대

상으로 부과하므로,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서는 무효전력이 많아져서 역률이 낮아도 

전기요금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는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송전하였는데 

무효전력으로 인한 전력손실 및 전압강하가 불필요하게 발생하여 송배전설비 용량을 증

가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효전력 사용량은 전기요금 청구도 못하므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참고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저압 수용가에서 전기요금 대부분은 역률과 관련이 없으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고압 수용가는 한국전력에서 유효전력량과 무효전력량을 전자식 전력

량계에서 시간대별로 원격 검침하여 역률관련 요금을 정산한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09~23시 지상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추가하고, 지상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0.5%를 감액하는 요금제도를 마련하여 수용가에

서 역률을 높여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또한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가 입장에서도 역률개선이 되면 부하전류 감소로 인한 

전력손실 감소와 전압변동률 개선, 구내 변압기 설비용량 증가, 역률개선 요금감면 등으

로 전력부하를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역률 개선 효과

     - 교류전력 계통의 부하설비는 변압기, 전동기, 용접기, 방전식 조명등 등 기기 자체

에 코일성분이 많은 유도성 부하이며 지상(lag) 무효전력에 의한 뒤진 역률이 대부분이다.

  역률개선은 유도성 부하의 지상 무효전력에 용량성 부하인 커패시터를 병렬 접속하여 

진상(lead) 무효전력으로 지상 무효전력을 상쇄하여 무효전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결국

은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위상각 cosθ를 1에 근접시키는 것이다. 

     - 역률이 개선되면 유효전력은 일정하지만 무효전력이 감소되어 피상전력이 유효전

력에 근접하므로 부하(수전)측은 부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전원(송전)측은 피상전력이 

줄어들어 동일용량 부하에 전류를 적게 흘려 보낼 수 있다.

  역률개선 효과는 선로 전력손실 감소, 선로 전압강하 감소, 전기요금 절감, 변압기 설비

용량증가, 전력계통 안정 등으로 대부분 전원측에 나타난다. 

     - 유도성 부하(유도전동기)에 병렬로 커패시터를 접속하면 접속점 하단은 부하측 유

효전류와 무효전류가 역률개선용 커패시터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흐르므로 소비

전력은 동일하고 역률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커패시터 접속점 상단 전원측

은 유효전류는 일정하나 무효전류가 감소하므로 역률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역률개선 효과는 부하(전동기)와 커패시터가 접속된 전기계통의 상단부분에만 나타나고 

부하와 커패시터의 위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전원측 보다는 부하측에 가까운 위치

에 커패시터를 설치하여야 개선효과가 극대화 된다. 또한 역률이 개선되어도 유효전력은 

변함 없으므로 부하 자체의 소비전력 절전효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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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역률 개선 원리

  ○ <그림 2-2> 결선도에서 전동기(M)에 흐르는 전류 은 유효전류( cos)와 무효

전류( sin )의 합성전류이다. 유효전류는 전동기 저항(R) 성분에 흐르는 전류이며 전압

(E)과 같은 위상이고, 무효전류는 전동기 유도성 리액턴스(XL) 성분에 흐르는 전류이며 전

압(E)보다 90° 뒤진 위상차를 갖는다.

  전동기 부하와 병렬로 진상용 커패시터를 접속하면 용량성 리액턴스 XC에 의하여 진상

용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는 전압(E)보다 90° 앞선 위상차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  cossin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흐르나 전

원측에서 공급하는 무효전류는 sin  만큼 상쇄되어 에서 로 감소한다. 

  즉 진상용커패시터 설치 전 역률 cosθ1이 설치 후 역률 cosθ2로 개선되어 역률이 1에 

근접하면서 전원측 공급 무효전류의 크기가 감소되면서 역률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그림 2-2> 유도전동기 역률 개선 결선도 및 벡터도(vector diagram)

    P : 부하용량(kW),  Q : 커패시터 용량(kvar),  cosθ1 : 개선 전 역률, cosθ2 : 개선 후 역률

    

  ○ 역률 개선에 필요한 커패시터 용량 구하는 공식

      <그림 2-2> 에서 역률 개선 커패시터용량  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tan cos

sin
cos

sin
cos


× 


 tan



       tan  tan


 이므로 tantan  


      ∴  tantan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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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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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cos
cos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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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상 회로에서 역률계산 ( 전압,  전류, cos 역률)

     - 유효전력 cos  에서, 역률cos 


피상전력
유효전력



     - 무효전력 sin ,  피상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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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제 2-1> 역률 개선 문제

     - 3상 22900/380V 200kVA 특고압변압기가 3상 380V 110kW 역률 75% 유도전동기 

1호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현장여건으로 3상 380V 45kW 역률 69% 유도전동기 2호를 

추가하여 2대를 동시 운전할 필요가 생겼다. ①변압기용량 적정성 검토 ②전동기 1호는 

역률 75%→95%, 전동기 2호는 역률 69%→90%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커패시터 용량계산 

③역률개선 전, 후 전동기 1, 2호 2대 운전시 종합역률을 계산하세요?

  ① 개선 전 1호 피상전력=


=146.7 kVA,  개선 전 2호 피상전력=


=65.2 kVA 

    역률 개선 전 전동기 2대의 피상전력 합계 = 146.7 + 65.2 = 211.9 kVA

    특고압변압기 전원설비의 필요한 용량은 피상전력으로 결정하며, 200kVA를 초과한 

106% 과부하운전으로 특고압변압기 용량을 200kVA에서 300kVA로 증설이 필요하다. 

  변압기 증설은 수배전설비 교체까지 영향을 주므로 공사기간과 공사방법이 복잡해지고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향후 계약전력 상승으로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상승된다.

  그러나 간단히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110kW 전동기 1호 역률을 75%→95%로 개선하고, 

45kW 전동기 2호 역률을 69%→90%로 개선하면 피상전력이 감소(211.9→165.8kvar) 한다.

  개선 후 1호 피상전력=


=115.8 kVA,  개선 후 2호 피상전력=


=50.0 kVA 

  역률 개선 후 전동기 2대의 피상전력 합계 = 115.8 + 50.0 = 165.8 kVA

  200kVA 특고압변압기는 83% 부하운전이므로 특고압변압기 용량증설 필요없이 전동기 

1호와 2호를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커패시터로 역률을 개선하면 무효전력

을 감소시켜 피상전력이 감소되므로 변압기 용량증설 효과가 있다. 또한 선로전류 감소로 

선로전력손실과 선로전압강하가 감소하고 전기요금 절감효과 등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② 커패시터 용량  tantan = 


cos



 


cos



  

      






 






 =    

    ∴ 전동기 1호 (110kW) 역률개선 (75%→95%) 커패시터 용량은 60(kvar)을 선정한다. 

       참고로 커패시터 제조업체에서 용량 60(kvar)는 생산되지 않으므로, 30(kvar) 2대

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면 된다. 

       






 






 =    

     ∴ 전동기 2호 (45kW) 역률개선 (69%→90%) 커패시터 용량은 25(kvar)을 선정한다. 

  ③ 역률 개선 전, 후 전동기 2대 운전시 종합역률=전동기 피상전력전동기 피상전력
전동기 유효전력전동기 유효전력

      개선전 종합역률=


=73.1%,  개선후 종합역률=


=93.5%

     ∴ 역률의 개선 전, 개선 후와 관계없이 전동기 1호, 2호의 유효전력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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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역률 과보상 문제점

  ○ 진상 역률에 의한 폐란티 효과

     - 역률(cosθ) 범위는 2-1에서 0~1로 설명하였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유도성부하에 

의한 지상(lag)역률 0~1과 용량성부하에 의한 진상(lead)역률 0~-1) 두 가지가 있다.

  유도성 부하용량에 비하여 커패시터 용량을 크게 하여 역률개선을 과도하게 보상하거

나, 심야시간 경부하일 때 커패시터를 항상 연결시켜 사용하면 진상(lead) 역률이 발생하

면서 전력계통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2-3> 전력계통 배전선로 등가회로

Es : 송전전압  

R : 저항

I : 선로전류

Load : 부하

Er : 수전전압

L : 인덕턴스

Z : 임피던스

cosθ : 역률

     - 유효전류= cos , 무효전류= sin 이므로 저항에서는 전류의 유효성분이, 리액턴

스에서는 전류의 무효성분이 전력손실로 인한 전압강하가 발생한다. 

  송전전압(Es) = 수전전압(Er) + 전압강하(e) 이므로  로 표시하고   

     - 지상역률 부하인 경우 전압강하 e=cos sin 이고

         cos sin 

        즉 지상역률일 때는 전압강하 e가 +값이므로 페란티효과 없음

     - 진상역률 부하인 경우 전압강하 e=cos sin 이고

         cos sin

        즉 cos  sin 일 때 (진상역률로 인한 전압강하 e가 -값일 때) 

         수전전압이 송전전압보다 높은 페란티 효과 (Ferranti effect)가 발생한다.

     - 진상(lead) 역률은 커패시터의 충전특성에 의한 폐란티 효과로 수전전압이 송전전

압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여 전기설비 소손, 보호계전기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조파 왜곡심화, 진상역률 손실증가, 변압기 수명단축, 커패시터 고장유발 등 나

쁜 영향을 주므로 진상 역률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진상 역률에 의한 커패시터 전압상승

     - 직렬리액터 설치에 따른 영향으로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상승하여도 (예를들어 6% 

직렬리액터를 설치하면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6.38% 상승) 지상 역률일 경우에는 커패시

터 자체 단자전압만 상승하여 전력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진상 역률일 경우애는 폐

란티 효과가 상승작용을 불러와 전력계통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커패시터 제조사(삼화커패시터) 기술자료는 커패시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렬리액터에 의한 전압상승분을 포함하여 운전중 발생하는 최고전압을 최대 110% 이하

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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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도전동기 역률 개선 목표

  ○ 유도전동기 역률 개선

     - 유도전동기 역률은 종류별로 보통 지상 55~85% 정도이고, 커패시터를 설치하여 

역률개선시 지상 90~95%를 목표로 한다.  참고로 유도전동기 역률이 70% 이하일 때는 

역률개선 목표를 지상 90% 이하로 개선하여 경부하시 진상역률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역률개선 목표를 지상 95~100%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효과 미미

         - 역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률개선에 필요한 커패시터설비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되는데, 전기 사용자 입장에서 역률 95%와 100%의 

차이로 인한 부하효율 증가 및 전기요금 절감액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 또한 역률을 높게 관리하면 심야시간대 또는 경부하(輕負荷)시 진상역률이 발

생할 수 있어 전력계통에 나쁜 영향을 주고, 진상역률애 대하여 할증요금을 내야한다.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제41조에 고객에게 요구하는 기준역률은 

지상 9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용가의 역률개선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90~95%까지만 인정하므로 96%이상은 전기요금 추가 할인혜택이 없다.

       ② 커패시터 용량이 커지고 유도전동기 자기여자(self excitation) 발생

         - 유도전동기와 커패시터가 병렬로 접속되어 개폐기의 부하측에서 직결되어 있

을 경우, 개폐기에 의해 개방되면 모터는 관성에 의해 계속 회전하므로 자신의 잔류자기

에 의해 유도발전기가 되어 전압을 유기한다. 자기여자 현상은 유도전동기 개폐기를 개방

하였는데 전압이 즉시 0이 되지 않고 이상 상승하거나 오랜 시간동안 감쇄하지 않는 현

상을 말하는데, 이 전압에 의해 단시간이긴 하지만 유도전동기가 유도발전기로 작용하게 

되고 커패시터 전류가 증가하면서 유도전동기의 단자전압이 상승한다.

         - 즉 커패시터 용량이 전동기 무부하전류(여자전류) 용량보다 너무 크면 개폐기

를 개방한 후, 전동기의 고정자․회전자 철심의 자기회로에 남아있는 잔류자기에 의해 미

소한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커패시터로 미약한 진상전류가 흘러 그것이 전동기의 여자

전류 자속을 증대시켜 전동기의 단자전압이 이상 상승하고 커패시터 전류도 증가한다.

  이 결과 전동기와 커패시터의 절연물 열화로 전동기 소손, 과도 토오크 발생, 커패시터

의 절연파괴 등을 초래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커패시터 정격전류가 유도전동기의 무부

하전류(여자전류) 보다 크지 않도록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정

은 커패시터 정격전류를 대략 무부하 여자전류의 90%로 제안하고 있다. 

  역률이 낮은 유도전동기는 자기여자현상 방지를 위하여 커패시터 용량(kvar)은 유도전

동기 용량(kW)의 80% 이내로 선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 커패시터 용량을 크게 할 

경우에는 커패시터를 먼저 개방하고 그 후에 유도전동기를 회로로부터 개방한다거나 커

패시터를 회로로부터 개방하는 것과 동시에 유도전동기를 기계적으로 제동할 것 등을 고

려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많아진다.  자기여자현상을 고려하여 커패시터 

용량을 적게 선정시 종합 역률을 지상 90~95%로 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수전설비 

고압 모선측에 커패시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역률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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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커패시터 설치 방법

  ○ 커패시터 설치 위치 

     - 역률개선용 커패시터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며 각각

의 장,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집중설치 : 수배전반 고압측 모선에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방법

       - 장점 : 유지관리 편리, 역률 자동제어 용이, 설치비용 절감

       - 단점 : 역률개선 효과가 작다. 심야, 경부하시 진상역률이 될 수 있다.

    ② 분산설치 : 부하가 설치된 현장에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방법

       - 장점 : 역률개선 효과가 크다. 진상역률 가능성 적음

       - 단점 : 유지관리 불편, 설치비용 과다 소요

    ③ 혼합설치 : 집중설치 방법과 분산설치 방법을 절충하는 방법 

  ○ 역률개선용 커패시터 일반적인 회로구성은 <그림 2-4>과 같다.

   <그림 2-4> 역률개선용 커패시터 회로구성

SR

직렬리액터

DC

방전장치

88S

개폐장치

SC

커패시터

교류전원 < 커패시터 회로구성 주요 장치 기능 >

- 교류전원 (AC Power)

  · 상수에 따라 단상용, 3상용 구분

  · 사용전압에 따라 저압용, 고압용, 특고압용 구분

- 개폐장치 (88S)

  · 저압은 배선용차단기, 전자접촉기 사용

  · 고압은 진공차단기, 진공접촉기, 한류퓨즈 등 사용

- 방전장치 (Discharge Coil)

  · 커패시터 충전전하를 방전시켜 감전사고 방지

  · 고용량은 방전코일, 저용량은 방전저항 사용

- 직렬리액터 (Serial Reactor)

  · 고조파가 커패시터에 유입되는 것을 억제

  · 커패시터 전원투입시 돌입과대 전류 제한

- 커패시터 (Static Condenser)

  · 무효전력을 감소시켜 역률 개선

  · 상수에 따라 단상용, 3상용 구분

     3상용은 결선 방식에 따라 Y결선, Δ결선 구분

  · 사용전압에 따라 저압용, 고압용, 특고압용 구분

- 기타 운전 감시장치 및 고장확대 방지장치

  · CT, PT 등 변환장치 및 계측기

  · OCR, OVR 등 보호계전기

  · NCS, NVS, 팽창검출 리밋스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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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

3-1 한국전력공사 역률 요금제도

  ○ 역률 요금제도 변경 시행 배경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 칭함)는 국가적 에너지절감 및 전력관리 효율향상을 

위하여 전기공급약관(제42조, 제43조)을 개정(2011년 12월02일 지식경제부장관 인가)하

고, 개정된 역률 요금제도를 2012년 03월01일부터 변경 시행하였다.  

  개정전 전기공급약관(1999년 10월15일)에서 한전 전력계통 역률은 지상분 무효전력에 

영향을 받았고 무효전력량계에서 진상과 지상을 모두 측정할 수 없었으므로 지상분 무효

전력만 계량하여 1개월 평균 역률요금을 적용해 왔다.

  이와 같은 역률요금 제도하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커패시터를 수전설비에 항

상 연결시켜 사용함으로서 전력사용이 낮은 심야시간대에 진상역률이 발생하고,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증가로 송전선로와 대지간 정전용량(캐패시던스)이 증가하여 전력계통 

역률을 진상 쪽으로 만들면서 심야시간대 진상역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 디지털 전력량계 등장으로 원격검침과 무효전력에서 진상, 지상을 모두 계량이 가

능하게 되었고, 정보기술(IT) 발전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차세대 전력포털서비스 i-SMART

를 시행하여 전기요금 정보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 i-SMART 인터넷 주소는 http://pccs.kepco.co.kr 이다.

  ○ 기존 역률요금 제도 (2012년 02월29일 이전 적용)

     - 1개월 평균 역률제도, 역률 90%~95%까지 기본요금에서 1%당 1%감액

     - 90% 미달시 기본요금 추가 없음, 심야시간대 진상역률 요금부과 없음

  ○ 변경 역률요금 제도 한전 설명자료 (2012년 03월01일 시행)

     - 대상고객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

사용전력, 임시전력

       ‧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

사용전력, 임시전력

     -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전력량계에 의한 30분단위 역률을 

1개월간 평균(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1개월간 누

적된 계량값)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09시부터 23시까지 : 지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추가하

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0.5%를 감액

합니다.

       ‧ 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 진상역률을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추가합니다.(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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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 역률관련 전기공급약관 (제42조, 제43조) 

    개정(2011년 12월02일 지식경제부장관 인가), 시행 2012년 03월01일

제42조 (역률의 계산)

  ①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
하지 않은 고객의 역률은 지상역률(遲相力率) 90%로 봅니다.

  ②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은 전력량계에 의하여 30분 
단위로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고객
과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
산합니다

제43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①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대상 고객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고객으로 합니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2.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②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가. 지상역률(遲相力率)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감액합
니다.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 역률 60%로, 지상역률 95%를 초과하는 경우 역률95%로 간주
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평균역률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2. 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가. 진상역률(進相力率)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추가합니다.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
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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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역률요금 주요변경내용 (2012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 (자료 : 한국전력공사)

 

구     분 기     존 변     경

실시간 역률 요금제 도입 1개월 평균 역률울 기준으로 

역률 요금 부과

30분 단위 역률의 1개월간 평

균값 기준으로 역률요금 부과

심야시간대(23시~다음날 09시) 

진상역률 요금제 도입
없음

심야시간대 진상역류에 대한 

할증요금 부과

역률 요금 할인, 할증율 조정 역률 1%당 기본요금 1% 역률 1%당 기본요금 0.5%

  ○ 역률요금 시간대별 산정기준 (자료 : 한국전력공사)

     - 30분 단위의 사용량과 무효전력량 기준으로 산정 

     - 지상역률 시간대(09:00~23:00)에 사용량과 지상무효전력량이 0이고, 진상무효전력

량값이 존재할 경우 지상역률을 100%로 간주

     - 진상역률 시간대(23:00~09:00)에 사용량과 진상무효전력량이 0이고, 지상무효전력

량값이 존재할 경우 진상역률을 100%로 간주 

     - 지상역률 : 60%미달 시 60%로 보정 / 95%초과 시 95%로 보정 

     - 진상역률 : 60%미달 시 60%로 보정 

  ○ 역률 요금제도 변경에 따른 역률관리

     - 전기요금 계산을 위한 전력사용량에는 유효전력량과 무효전력량이 있는데 전기요

금 부과는 유효전력량만 해당하고 무효전력량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눈 피상전력을 보내주

어야 하므로 역률이 나빠질수록 발전설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은 발전설비 용량을 늘려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전기요금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역률개선 효과는 부하(수전)측 보다 전원(송전)측에 높게 나타나며 

역률개선 커패시터 설치위치는 전원측 보다는 부하측에 가까워야 효율이 극대화 된다.

  역률이 높으면 한전에서는 수용가에 공급하는 전력생산을 줄일 수 있고 남는 전기를 

다른 곳에 팔 수 있으므로, 역률이 좋은 수용가 측은 할인혜택을 주고 반대로 역률이 나

쁘면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역률 요금제도가 변경되었다.

     - 한국전력공사의 개정된 역률요금제도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입장에서는 역

률요금 추가발생을 줄이고 역률요금 할증 감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역률관리 방법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주간시간대(09시~23시) : 지상분 무효전력만 문제가 되므로 커패시터설비를 수전

계통에 접속하여 역률을 지상95% 이상으로 관리한다.

  주간시간대는 역률 과보상으로 인한 진상전력은 전기요금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 야간시간대(23시~09시) : 진상분 무효전력만 문제가 되므로 전력계통에서 분리가

능한 모든 커패시터 설비를 분리하여 진상분 무효전력의 발생을 억제한다.

  야간시간대는 역률 미보상으로 인한 지상전력은 전기요금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 지금까지 역률요금제도에 대하여 매우 길게 설명하였는데 최종결론은 주간시간대

는 지상역률 95%를 유지하고 심야시간대는 진상역률이 안되도록 관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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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전력공사 계약전력 관리

  ※ 전기공급약관에서 역률관련 전기요금과 관련된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 2013년 

11월21일부터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적용 전력요금제도 시행에 따른 검토를 하였다. 

  ○ 계약전력 정의

     - 계약전력은 전력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사용자인 고객이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기술적으로 고객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즉 고객 전기사용설비를 전력으로 환산한 값으로써 전기공급자가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이다.  계약전력은 전기사용 신청시 한전에 납부하는 고객부담 공사비 중에서 기본시

설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계산에도 기준이 된다.

     - 전기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산정하여 합의된 계약전력의 공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한 전기의 특성상 전력의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최대

수요에 대응한 전기공급설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전력 체결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약속이며, 전력사용자에게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상한이며 전력공급자에게는 전력공급 의무의 상한이 된다.

  계약전력의 준수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설비 유지에 매우 중요하므로 전기사용 고객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계약한 용량 한도(계약전력)내에서 전기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19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① 계약전력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

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압이상으로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

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③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①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환

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이 때 사용설비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구  분 계약전력 환산율 비  고

처음 75kW에 대하여 100%

계산의 합계치 단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음 75kW에 대하여 85%

다음 75kW에 대하여 75%

다음 75kW에 대하여 65%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60%

②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 ( 1 kVA를 1 kW로 봅니다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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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제도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수급안정

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전력수요패턴 변화를 감안,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을 개편하고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했다.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분하며,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이 포함된다. 기본요금은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계약관련 사항으로 저압고객은 계약

전력과 관련되고, 고압고객은 최대수요전력과 관련이 있고 요금적용전력이라고 한다. 

  사용량요금은 정해진 기간동안 전기사용 장소의 전력사용량을 측정하여 해당 계약종별

의 요금단가를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자인 고객이 월 평균 얼마의 전력량을 사

용하는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전력을 사용하도록 전력공급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공급에 필요한 발전설비, 변전설비, 송배전선로 등의 전력설비

에 대하여 고객인 전기사용자에게 계약전력에 맞추어 공급되도록 전력설비를 충분히 확

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된다. 

  전력요금에서 기본요금은 이와 같은 전력공급설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전기사용자인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고객이 신청한 계약전력 또는 

고객이 사용한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계산한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8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①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

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② 제1항 이외의 고객은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 알쏭달쏭 심심풀이 12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

  <예제 3-1> 어느 고압고객 수용가 1년간 월별 최대수요전력(kW)이 아래와 같을 때 

12월 전기요금청구서 요금적용전력은 어느 달을 적용하여 기본요금으로 부과될까요?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대전력 600 640 730 680 520 660 580 610 510 770 620 630

<정답> 2월의 640kW가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되어 기본요금으로 부과된다.

  최대수요전력 기본요금 12개월 피크연동제에서 예제의 3월, 4월, 6월, 10월은 12월

보다 높지만 해당 월에만 적용되고 12월 요금적용전력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만약에 2월의 최대수요전력이 12월보다 낮은 수치 (629kW이하) 였다면 이럴 경우에

는 해당 월인 12월 최대수요전력이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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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도

     - 초과사용부가금은 전기사용자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전력에 대하여 전기

요금에 부과하는 가산금으로, 최대수요전력과 관련된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의 3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①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의 사용전

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합니다.

    1.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4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

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중 세칙에서 정한 고객 

  

초과전력 (kW)
초과사용

횟수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

2회~3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150%

4회~5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00%

6회 이상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50%

    2. 제1호 이외의 고객

  

계약전력 1kW당
사용전력량

초과사용
횟수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451㎾h/월~
720㎾h/월까지

2회~3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

4회~5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00%

6회 이상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50%

720㎾h/월 초과분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3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여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1㎾마다 월간 450㎾h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에게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청

구하지 않습니다

③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의 최대

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 초과전력에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적용하여 초과사용부가금으로 청구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의 청구를 예고하

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며,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정상화한 달

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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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용자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공급 시설부담

금과 기본요금을 부당하게 적게 부담하는 것이 되며, 전력공급설비의 용량부족 이나 전기

안전상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 가격이 비싸 2012년 

이전에 한국전력공사는 대용량 고압고객에 한해서만 최대수요전력으로 기본요금을 적용

하였고, 저압고객은 신청전력 등으로 결정한 계약전력으로 기본요금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저압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전력사용에 대한 

판단은 유일한 계량값인 사용전력량을 근거로 월 사용량이 해당 계약전력(최대사용전력)

계약전력 1kW당 사용전력량으로 450시간 이상 연속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되는 경우에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가하는 최소한의 관리를 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 전력전자기술과 정보기술 발전으로 2000년 이후 전자식 전력량계가 보급되었고,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지금까지는 관리할 수 없었던 저압고객의 최

대수요전력을 직접 계량할 수 있게 되어 최대수요전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수급안정 명목으로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저압고객에게 이미 적

용하던 매 15분마다 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자식전력량계 부설을 계약전력 20 kW 

이상 저압고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012년 1월부터 월간 발생하는 수요전력중에서 가

장 높은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면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여 청구한다. 

  이것은 전기공급자나 전기사용자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력거래 기준이 되고, 그동

안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던 계약전력 한도를 초과사용하는 고객의 자발적인 계약전력 

증설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정상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의 3 ①에 따르면, 저압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첫 번째 초과하는 월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 증가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초과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향후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

시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사용횟수에 따라 해당 월 전기요금에 초과사용부가금(초과전력

에 대해 정상단가의 150%~250%가 추가 청구되어 부과된다. 

     - 고압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

급약관 제67조의 3 ③항에 의하여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

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에 해당되므로 초과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전기요금에 초과사용

부가금이 초과전력에 대해 정상단가의 150%가  추가청구되어 부과된다. 

  또한 고압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면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

월중 12월, 1월, 2월과 7월, 8월, 9월의 가장 높게 발생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

로 적용하는 기본요금 12개월 피크연동제를 적용받게 된다.

  고압고객은 구내 변압기설비를 포함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사용하므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고압고객의 기본요금은 최대수요전력으로 12개월 피크연동제 영향을 받으므로, 계약전

력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거나 계약전력

의 30% 이하일 때 요금적용전력을 계약전력의 30%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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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제 3-2> 전력계약 25㎾ 저압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횟수 5번이고, 월 최대수요전력이 37㎾, 계약종별 기본요금단가

가 7,500원 이라고 가정하면 초과사용부가금은 얼마인가? 

     - 초과전력=최대수요전력-계약전력=37-25=12kW이고 횟수가 5회이므로 200%적용

       ∴ 초과사용부가금=12kW × 기본요금단가 7,500원 × 200%=180,000원

       즉 계약전력 25㎾ 초과분 12 kW에 대하여 ㎾당 기본요금단가 7,500원에 200%를 

곱한 180,000원을 초과사용부가금으로 더 내야한다. 

   ○ 전력사용 부하율

    - 일반적으로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주간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냉, 난방 기구의 보급으로 인하여 여름철 6, 7, 8월과 겨울철 12, 1, 2월의 전력수요가 급

증됨으로서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력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부하율은 어느 기간내의 소비전력사용량(평균전력)을 그 기간내의 최대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부하변동에 대하여 얼마나 부하전력을 골고루 쓰느냐를 판단하는 값으로 활용되

며, 보편적으로 부하율이 높을수록 전비설비 가동이 특정시간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

산되어 있음을 뜻하므로 바람직한 유지관리 방법이다. 

 1개월 평균전력(kW) = 1개월 소비전력사용량(kWh) / (사용기간 일수 × 24시간)

 부하율최대전력 

평균전력 
×

 월부하율개월최대전력 

개월평균전력 
×최대전력 ×사용기간일수×

개월소비전력사용량 
×

  최대수요전력 관리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부하평준화(Load Leveling)인데, 가장 좋

은 방법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최대부하시간대 전력부하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전력 

소모가 적은 경부하시간대인 심야시간(23:00~09:00)에 전력부하를 증가시켜서 부하의 변

동량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다. 

※ 대단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심심풀이 주관식 문제 *^^*

   아래와 같이 12시~13시까지 15분 단위로 아래와 같이 전력사용시 1시간동안 
   평균전력 사용량과 최대수요전력을 구하고 부하율을 계산하세요? 
   - 12시00분~12시15분 사용량 : 100 kWh
   - 12시15분~12시30분 사용량 : 130 kWh
   - 12시30분~12시45분 사용량 : 110 kWh
   - 12시45분~13시00분 사용량 : 150 kWh

<정답> 1시간 평균전력 사용량 = 100+130+110+150=490 kWh, 
      1시간 최대수요전력 = 150 kWh×4 = 600 kW 
      1시간동안 15분 수요전력 자료중 가장 높은 값에 4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간부하율최대전력 

평균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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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대수요전력 관리

  ○ 최대수요전력 정의

     - 산업 및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 예비율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전력사용기기의 효율성과 수요전력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급동시성(需給

同時性)의 기술적 특성이 있어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는 항상 하루 중 전기사용이 집중되

는 최대수요시간을 기준으로 확보해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기 쪽에서 보았을 때, 전력을 소비하는 쪽은 

발전할 때 최대 저항요인이 되므로 부하(負荷)라고 하며, 전력부하의 시간적인 변동을 부

하변동이라고 한다. 1일 중 전력부하가 가장 클 때의 수치를 최대부하 라고 한다.

     - 최대수요전력 관리는 수요전력을 관리하고 이로 인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으

로, 전력사용량을 상시 감시하면서 현재전력이 설정된 목표전력을 초과할 것이 예상될 경

우 에어컨, 냉동기, 펌프, 공조기, 조명 등 잠시 꺼도 되는 부하를 순차적으로 차단하고 

현재전력이 목표전력 이하로 내려가거나, 수요시한이 끝나면 부하 전원을 투입시켜 줌으

로써 최대수요전력을 목표값 이하로 항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최대수요전력 관리의 중요성

     - 최대부하가 걸려 있을 때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여 최대수요전력이라 하고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전력예비율 저

하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전력수급 부족으로 인한 정전사태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상

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발전소는 서로 송전수요를 보충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어 만약 과부하로 용량이 큰 발전기 한두 개가 동시에 고장나면 주변의 다른 

발전기나 송전기가 연쇄적으로 정지되는 “대규모 정전사태” (블랙아웃)가 발생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설비를 늘려야 하는데 환경단체와 발전소 건립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기가 어렵고, 최대수요 전력만 감안하여 무작

정 발전소를 늘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발전소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보통 7~10년이 걸리는데 발전소 건설 후 최대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계절에

는 전력이 남아도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석탄, 석유를 이용하는 화력 발전이나, 

원자로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 등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자원 낭

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전력은 저장하기가 쉽지 않아 생산하는 즉시 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전력이 남아돈다고 비축해 두었다가 부족한 여름철에 쓸 수가 없는 것이다. 

     - 특히 국내자원이 희박한 우리나라는 소요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

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운동 및 여름철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적극적으

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대수요전력 관리는 현재로서는 특효약과 같은 비방책이 

없으므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와 관련된 종사자들만 노력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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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수요전력 관리 효과

     - 전기요금 절감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에 따르면 최대전력 억제와 전력사용 수용가의 자발적

인 전력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

개월중 동절기(12월, 1월, 2월)와 하절기(7월, 8월, 9월)의 가장 높게 발생한 최대수요전력

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하는 기본요금 12개월 피크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동절기(12월, 1월, 2월), 하절기(7월, 8월, 9월)에는 어느 한 달이라도 전

력관리를 소홀히 하여 최대전력이 상승하면 1년 내내 높은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 계약전력의 상승 방지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계약전력을 높여야 하는데 최대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계약전력의 상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수전설비의 여유율 확보

       최대전력 절감에 따른 수전설비의 여유율 확보로 향후 부하증설로 인한 설비 투

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 효율적인 전력관리 : 전력부하 가동율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 효율적인 전력관리

를 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전력공급 예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 최대수요전력 측정방법 및 참고 자료

     - 수요전력이란 일정한 시간내의 평균전력을 의미하고 그 값은 수요시간 내의 사용 

전력량에서 구하며,  수요전력 = 수요시간내 사용전력(kWh) / 수요시간(h) 이다.

  우리나라 수요시간은 15분 기준이며, 15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5/60=1/4시간이므로, 

1시간에 4회 최대수요전력을 측정한다.

  그러므로 한 달 동안 최대수요전력이란 그 기간 동안(30일이면 30일×24시간×4회

=2880회) 측정한 15분 평균전력 중 가장 높은 수치의 평균전력을 의미한다.

   15분 수요전력 (kW) = 수요시간(15분) 내에 사용한 평균전력량 (kWh) × 4

     - 수요시간(Demand Time) 15분간 소비한 전력량 P(15min) <kWh>을 4배한 15분간

의 평균전력 <kW>을 수요전력이라 한다. 측정대상 기간중 가장 높은 값을 최대수요전력

(Peak전력)이라 하고 이를 근거로 기본요금을 적용하므로 요금적용전력 이라고 한다. 

  수요시간을 15분이 아닌 1시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대용량 기동부하나 부하변동률이 

높은 전기사용자가 기본요금(요금적용전력)에서 이득을 보고 최대수요전력관리가 변질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 전력공급 상황이 여유가 생기고 좋아진다면 수요전력 기준시간

을 20분 또는 30분으로 연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력공급 상황이 여유가 없고 나빠

진다면 수요전력 기준시간을 10분, 5분으로 단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기본요금에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전력수요관리 차원에서 전력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대전력 부하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서 관리하는 것으로 최소 비

용으로 전기사용 패턴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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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한국전력공사 15분 최대수요전력계 정의 및 설명자료 

  - 15분계 최대수요전력계란 15분동안 누산된 전력량을 말함

     한국전력공사에서 적용하는 15분계 누산형 최대수요전력계란 15분동안 사용한 

전력량(kWh)을 전력(kW)로 환산한 평균전력을 의미합니다.

  - 1시간동안 100(kWh)의 부하를 사용하면 보통전력량계는 15분 동안에 25 (kWh)를 

계량하고 1시간동안 100(kWh)를 계량하지만, 15분계 최대수요전력계는 15분동안 

100(kWh)를 계량하고 100(kWh)로 표시합니다.  

  즉 원판 1000회/kW 전력량계가 있는 경우 1시간동안 원판이 100,000 회전할 때 

100(kWh)를 표시하지만 15분계는 15분동안 원판이 25,000회 회전할 때 100(kWh)로 

표시합니다.  보통 한당동안 15분씩 전력량을 계량하면서 제일 많은 전력량을 최대수

요전력으로 기록됩니다.  

  즉 15분동안 10(kWh)를 사용하였다면 평균전력은 40kW가 됩니다.

  다시 말해 사용전력의 15분간 평균치중 가장 높은 수치를 말합니다. 

  15분계 누산형 최대전력량계는 15분 단위로 계속 평균전력을 측정해서 (30일이라면 

30×24×4=2880회) 매월 검침일에 검침기간중 측정한 15분간의 평균전력중 제일 높은 

수치(kW)를 검침지침으로 환산해서 보여줍니다. 

  순간적으로 상승한 전력이 피크치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매 15분마

다 측정해서 가장 높은 수치가 피크로 적용됩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

한 대체에너지 생산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 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

기안전 조사, 연구, 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그의 위탁을 받은 전력기반조성사

업센터가 수행한다.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의 1,000분

의 65 범위내에서 부과되며 현재 부담금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

요금의 1000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에 병과하여 부과, 징수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7조 제3

항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징수업무 위탁 계약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부담과중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다. 

  부담금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전기요금과 같이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1개월내에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1.5%, 납기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경과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2.5%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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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규정된 12월분, 1월분, 2월분 최대수요전력은 2012

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요금의 계산) ⑨항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은 (별표 3)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에 정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함.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 3)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표

1.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계절별

 시간대별

여름철
(6월1일~8월31일)

봄․가을철
(3월 1일~5월30일,
9월 1일~10월31일)

겨울철
(11월 1일~익년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시간대
09:00~11:00
12:00~13:00
17:00~23:00

09:00~11: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시간대
10:00~12:00
13:00~17:00

11: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다만, 1. 공휴일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경부하시간대에 계량하고,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최대부하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은 중간부하시간대에 계량합니다.

     2. 요금적용전력은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제1호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

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별표 3) 2.항에 의하면 요금적용전력 산정시 최대수요전력은 경부하시간대는 제

외하고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의 큰 것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경부하시간대(23:00~09:00)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내는 최

대전력(피크전력)을 산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전력 최대치까지 사용할 수 있다.

  즉 경부하시간대에 부하가동을 많이하여 최대전력이 갱신된다 하여도 계약전력이하로 

사용하면 전기공급약관 제68조의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변압기용량 5000(kVA), 계약전력 4200kW이고 기본요금 12개월 피크연동제로 

적용받는 현재 최대수요전력이 3300kW인 전기사용자가 있다. 경부하시간대(23:00~09:00)

에 전력부하를 많이 가동하여 최대수요전력이 3300kW을 초과한 4190kW를 사용하여도 

계약전력 이하의 경부하시간대이므로 요금적용전력은 현재보다 상승하지 않는다.

  전기요금이 싼 경부하시간대에 기본요금 상승없이 부하운전을 최대로 하고, 전기요금이 

비싼 최대부하시간대는 부하운전을 최소로 하면 전기요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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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패시터

4-1 커패시터 명칭의 당위성

  ○ 커패시터 및 콘덴서 명칭 비교

     - 커패시터(capacitor)는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와 함께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3대 핵심 수동부품이며, 전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넣어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기부품이다. 미국에서는 물체가 전기를 축적하는 능력(정전용량)을 의미하는 영문 

단어 Capacity로 부터 Capacitor(커패시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또한 미국에서 Condenser(콘덴서) 명칭은 응축기(수증기를 식혀서 물을 만드는 장치) 

또는 집광기(빛을 한곳에 모으는 장치), 압축기(보일러 압축장치) 등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므로 전기용어 보다는 기계용어에 가깝다. 

     - 일본에서는 미국의 Capacitor 영문 명칭을 번역하면서 커패시터 발음을 일본어로 

표현이 어려우므로, 전기를 압축(Condense)하는 의미로 콘덴서(Condenser) 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본을 모방하여 콘덴서란 명

칭을 사용하였으며, 2000년 이후 콘덴서와 커패시터 명칭을 혼용하는 추세이나 콘덴서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커패시터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커패시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라는 뜻이 있으며, 그

래서 한국식 표현은 축전기(蓄電器) 라고도 부르나, 축전지(蓄電池, Battery)란 의미와 혼

동하기 쉬워서 전기부품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권장사항은 아니다. 

     - 콘덴서 명칭은 축전기, 응축기, 집광기, 압축기 등 의미가 다양하므로 커패시터 명

칭을 사용하는 것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커패시터에 대한 의미를 갖는 순수한 우리말을 발굴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커패시터 명칭은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처럼 우리말로 대체하

여 표현하기가 어려워 국어처럼 쓰이는 외래어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 나라에서 전기용어나 부품명칭을 미국식 영문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콘덴서 명칭보다는 커패시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고 명칭에 대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른 전기용어 명칭과 일관성이 있어 합리적이다. 

  예를들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저항(Resistance)이라 하고, 저항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을 저항기(Resistor) 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또한 커패시터(Capacitor)와 정반대 성질을 가진 도선을 감은 코일소자를 인덕터

(Inductor)라 부르고, 전자기유도로 생기는 역기전력 비율을 인덕턴스(Inductance)라는 미

국식 명칭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용한다. 

     - 전기부품 콘덴서 명칭에 익숙한 분들이 커패시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자주 사용하여 숙달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편리하다.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일본식 ‘국민학교’ 명칭을 일제 잔재청산 및 민족정기 바로 세

우기를 위해 1995년 08월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지금은 초등학교 명칭이 자연스럽지만 처음에는 어색하였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는 

콘덴서 명칭은 사용하지 말고 커패시터 명칭을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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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커패시터 역사 및 발전과정

  ○ 커패시터 역사

     -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Thales)는 호박(琥珀, 송진이 

오래되어 굳은 것)을 문지를 때 작은 물체가 달라붙는 것을 보고 마찰에 의한 현상이라

는 것을 기원전 550년경에 발견하였는데 정전기(靜電氣)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 탈레스로부터 2000년이 넘는 1600년에 자기학(磁氣學)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길버트(Gilbert)는 자기(磁氣)와 마찰전기에 대한 실험을 실행하여 대전된 두 물체사이의 

힘을 마찰전기라 불렀다. 최초로 전기와 자기를 구분한 길버트는 전기가 서로 끌어 당기

거나 밀어내는 성질을 발견하였다. 길버트는 마찰에 의해서 호박이 전기를 띠는 성질을 

일렉트리카(Electrika)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어원은 호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lectron

이며 여기서부터 전기(electricity)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다.

     - 1745년 독일 발명가 클라이스트(Kleist)에 의하여 최초의 커패시터 형태인 라이덴 

병(Leyden jar)이 발명되었다. 최초의 라이덴 병은 물을 일부 채운 유리병에 코르크 마개 

중앙으로 긴 못을 꽂아서 못 끝이 물에 닿게 하여 정전기를 충전시키는 형태였다.

  그 후 1년 뒤인 1746년 네덜란드 뮈센브루크(Musschenbroek)가 라이덴 병에 물을 채

우지 않고 유리병 안과 밖을 금속으로 코팅하고, 코르크와 같은 절연물질 뚜껑에 구멍을 

뚫어 금속봉과 금속 쇠사슬을 내부 금속 코팅에 접촉하여 극성이 서로 다른 전하를 충전

하였고 유리병 안과 밖의 금속 코팅을 도선으로 연결하여 방전을 실시하였다.

  라이덴 병에서 유리가 유전체, 유리병 안과 밖의 금속 코팅은 전극 역할을 하면서 완전

한 커패시터 기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752년 미국의 프랭클린(Frankin)은 비오는 날 연을 날려 번개로 라이덴 병을 충전시키

는 방법으로 번개가 마찰전기의 불꽃방전과 같은 전기현상이라는 것을 실증하였다. 

     - 1775년 이탈리아 볼타(Volta)는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전기를 운반하는 전기쟁반

(Electrophorus)이라는 도구를 제작하여 마찰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condensatore”라는 

축전기를 고안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정전기유도방식 기전기(起電機,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기구)라

고 볼 수 있으며, 커패시터의 일본식 명칭인 콘덴서(condenser)의 어원이 되었다. 

     - 1800년 이탈리아 볼타(Volta)는 구리판과 아연판 사이에 소금물을 적신 천 조각을 

끼운 것을 여러 층으로 쌓아올려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발명품으로 전퇴(電堆, electric pile) 라고 부른다.  

  그때까지의 전기를 만드는 장치는 모두 정전기를 만드는 장치로 방전시키면 불꽃을 내

면서 저장된 전기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전퇴’는 전기를 계속 흘릴 수 있

으므로 인류가 정전기 수준에서 벗어나 흐르는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다. 

  인류가 마침내 전류를 발견한 것이다. ~박수 ^^

  ‘전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볼타전지(Volta Cell) 이며, 현재 사용하는 화학전지 

기원이 되었으며, 전압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V(Volt)는 볼타(Volta) 이름을 딴 것이다.

     - 1827년 독일 옴(Ohm)은 전기 기본법칙인 ‘옴의 법칙’을 발견하였고, 1831년 영국 

패더데이(Faraday)가 전자기 유도법칙을 발견하면서 전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였다.



- 24 -

  ○ 커패시터 발전과정

     - 19세기 후반들어 공업발전으로 새로운 유전체 재료가 개발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을 전후하여 독일에서 금속증착기술이 개발되면서 커패시터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19세기 후반에 기름, 파라핀을 함유한 종이를 알루미늄으로 코팅한 후, 롤 형태로 감은 

종이 커패시터가 발명되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필름을 유전체로 이용하는 필

름커패시터가 개발되어 1933년 독일 시멘스 사가 폴리스틸렌을 원료로 하는 필름 커패시

터를 실용화하고, 1956년 독일 바이에이르 사가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으로 제품화하였다. 

     - 전해 커패시터의 기본 원리는 1855년 영국의 C.휘트스톤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현

재 형태의 원통형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는 1908년 미국 GE사가 실용화하였다. 

  1946년 미국 GE사가 탄탈 박형습식 전해 커패시터, 1949년 Fanstell이 탄탈 소결형습식 

전해 커패시터, 1953년 미국 벨연구소가 탄탈 소결형고체 전해 커패시터를 개발하였다. 

  1977년 일본의 삼양전기가 도전성 유기착체 전해 커패시터를 개발하였으며, 구조는 알

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와 같지만 전해액이 다르고 유기 반도체 재료가 함침(含浸 )되어 있

으며, 그 후 유기착체 타입에서 도전성 고분자 커패시터 개발로 이어졌다. 

     - 자기 커패시터는 1872년 Bayeye가 Mica(운모) 커패시터 대용으로 연구하였고 본

격적으로 1920년경 독일, 미국 등에서 자기(세라믹) 커패시터를 개발하였다. 

  1931년 독일에서 티탄 자기 커패시터가 개발되었고, 온도보상용 자기 커패시터가 약 

10년 후 상품화 되었다. 1942년에 일본 小用建男, 미국 Waimer, 소련 B.M.Vul 이 거의 

동시에 고유전율 자기 커패시터를 개발 되었다. 

  1958년 미국에서 티탄산바륨(BaTiO3) 등을 유전체로 하는 반도체 자기 커패시터가 개

발되었고, 1960년 일본에서 표층형(재산화형) 반도체 자기 커패시터가 실용화 되었다.

  1970년 미국에서 소형으로 대용량의 커패시터를 얻기 위해서 적층 자기 커패시터

(MLCC)가 개발되었다.  MLCC는 정전용량 및 정격전압 용도에 따라 유전체 층과 전극면

적을 소형 박막으로 다층화한 Chip Type의 커패시터이다.

     - 전기이중층 커패시터(EDLC)의 이중층개념은 1879년 독일 헬름홀츠(Helmholtz)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다. 그후, 1910년 Gouy, 1913년 Champman이 각각 확산설에 기초

한 모델을 제시, 1924년 Stern은 Helmholtz Gouy-Champman을 기초로 이온이 최근접하

는 Helmholtz층과 이온의 분산층으로 구성된 복합된 형태를 주장하였으나 1940년대 까

지 EDLC 상품은 개발되지 않았다.  최초의 특허는 1945년 미국 GE사의 Becker가 

Tar-lump black/H2SO4을 분극성 전극으로 이용하여 신청했지만 상품화는 되지 못했다. 

  1970년에 들어와서 미국 SOHIO사, 일본의 마쯔시다전기에서 EDLC 관련사업을 추진하

게 되었고, 1978년 일본 마쯔시다전기는 활성탄을 분극성 전극으로 이용, 유기계 전해액

을 사용해서 제품화 했다. 

     - 1995년 일본, 미국 등에서 고성능 전기저장이 가능한 슈퍼커패시터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슈퍼커패시터는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2차전지와는 다르게 전극과 전해질 계

면으로의 단순한 이온이동이나 표면화학반응에 의한 충전현상을 이용한다.  

  슈퍼커패시터는 급속충전이 가능하고 환경오염이 없고 충방전 효율이 높으며 반영구적

인 수명 특성으로 기존의 배터리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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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용 커패시터 발전과정

     - 1863년 영국 와일드(Wilde)는 영구자석을 사용한 작은 발전기로 발생한 전기를 

큰 발전기 전자석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강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를 개발하였다.

  최초 전력공급 사업은 1878년 미국 에디슨(Edison)의 전등회사가 설립되고 1882년 3대

의 직류 발전기로 3000여개의 백열전등에 직류전력을 공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직류전력은 송전선로가 많아지면서 전력손실 증가로 전력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직류송전 손실문제의 해결 실마리는 1881년 프랑스 골라드(Gaulard)와 영국 깁스(Gibbs)

가 전압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변압기를 발명하면서 부터이다

  1886년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의 스탠리(Stanley)는 교류전력 공급사업을 준비하여 교류

송전이 가능함을 입증하였으며, 상용전원 결정과 관련하여 에디슨의 직류와 테슬라(Tesla)

의 교류가 수많은 논쟁과 청문회를 거치면서 1893년 교류가 채택되었다. 

     - 1930년경 광물유를 사용한 함침유와 절연지를 유전체로 제조한 유입커패시터가 

개발되어 송배전계통의 역률개선, 전압조정을 위하여 동기조상기 대신 사용하게 되었다.

     - 1940년대 후반에는 불연성 절연유인 PCB 가 개발되어 함침유로 사용되었으나, 환

경공해와 인체에 해로운 영향으로 1970년대 초반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 1970년대 이전까지는 유전체로 절연지, 전극으로 알루미늄 Foil을 사용, 고지공으

로 건조하여 절연유를 함침하였으나, 플라스틱 필름류의 가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극히 

얇은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절연지와 함께 유전체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커패시

터의 유전손실의 감소, 부피의 감소와 중량감소를 실현하게 되었다.

     - 1970년대 이후 고분자 플라스틱 재료인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

격이 낮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커패시터 유전체로 도입되었다. 

  또한 종이/필름 복합유전체 방식이 개발되면서 소형화 경향이 시작되었고, 고분자 플라

스틱 유전체는 고압전력용 커패시터의 주력 유전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 1970년대 후반들어 플라스틱 필름의 표면 조면화(粗面化) 기술이 개발되면서 필름

단일 유전체 방식으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소형화의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고, 품

질면에서도 자체 손실이 1/2로 감소하여 사용온도 조건이 대폭 향상되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들어 고분자 플라스틱에 아연과 알루미늄 등 금속을 증착하는 기

술이 상용화되면서 저압 커패시터에서는 증착필름커패시터의 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하

였다. 당시 전극으로 사용되던 10마이크론 이상의 알미늄 박이 증착전극으로 대체되면서 

전극두께가 사라지게 되어 대폭적인 소형화와 경량화가 달성되었다.

     - 1980년 이후 고압전력용 커패시터는 알루미늄 박과 유전체 필름이 저압 커패시터

에서는 증착필름의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 

     - 1990년대 들어 조면화 필름에 직접 금속을 증착하여 고압 진상용에 적용하는 기

술이 시도되어 고압 커패시터에서도 증착필름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또한 액체 절연유를 대체하여 화재 위험성이 없고 절연내력이 매우 높은 SF6(육불화황)

가스를 커패시터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SF6가스는 고압차단기 아아크(Arc) 소호용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했으나 전력용 커패시터에 적용시점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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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패시터 발전전망

     - 커패시터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품이며 휴대폰, 

TV, 가전제품, 자동차, 심지어 발전플랜트까지 그 수요처는 무궁무진하다.

  전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만큼 적용범위도 다양하여 디지털 가전분야

와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전력계통 분야, 산업전기, 조명기기, 자동차까지 폭넓게 쓰이므

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 커패시터 기본구조는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전극판과 그 사이에 유전체로 이루

어져 있어 구조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커패시터 용량은 유전율(ε), 전극면적(s), 전극거리(d)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유전체 

개발과 전극면적과 전극거리가 고품질 커패시터를 만드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두 전극 사이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균일하게 면적을 넓히는 것이 고품질

의 커패시터를 만드는 기술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커패시터 자체가 전기제품

의 부품인 만큼 크기를 무한정 늘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도체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

까우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만들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이유로 허

용오차 범위를 줄이는 것이 고용량 커패시터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이다.

     - 커패시터 기술발전도 결국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경쟁은 공정기술의 정도에 따라 유전체 단위 두께당 전기적 스트레스를 어느 정

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획기적인 신소재 발견 및 제조기술 발전이 계속된다며 고성능, 소형화, 경량

화, 안전성, 경제성 방향으로 커패시터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커패시터 분류

     - 유전체에 따른 분류

       커패시터 분류방법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필름 커패시터, 세라믹 

커패시터, 탄탈 커패시터, 전해 커패시터, 마이카 커패시터, 종이 커패시터 등이 있으며 

각각 유전체에 있어서도 특성이나 조성에 따라 많은 종류로 세분된다.

     - 형상에 따른 분류

       제품상에 따른 분류방법으로서 공식적인 분류보다는 제조현장이나 상담시 편의적

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권취형 커패시터, 원통형 커패시터, 사각형 커패시터, 원판형 

커패시터, 칩 커패시터, 적층형 커패시터, 관통형 커패시터 등으로 분류된다. 

     - 기능에 따른 분류

       전기회로에서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역률보상용 커패시터(전력용 커패시터), 접지

보상용 커패시터, 써지흡수용 커패시터, 에너지저장용 커패시터, 전류용 커패시터, 바이패

스용 커패시터, 커플링 커패시터, 동조/발진용 커패시터, 필터용 커패시터 등이 있다.

     - 전압이나 SET제품에 따른 분류

       고압 커패시터, 저압 커패시터, 교류용 커패시터, 직류용 커패시터, 전기기기용 커

패시터, 전자렌지용 커패시터, 방전등용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커패시터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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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커패시터 기초

  ○ 유전체 및 전기분극

     - 전기(electricity)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 형태가 없이 존재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에너지이다.  두 종류의 물체를 마찰하면 주위의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

기는 힘이 발생하는 것을 마찰전기(triboelectricity)라 하며 전하가 정지상태로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므로 정전기(靜電氣)라 한다. 가정이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류가 

흐르므로 동전기(動電氣)이며 일반적으로 동전기를 줄여서 그냥 전기(電氣)라고 한다. 

     - 전기적 관점에서 물질은 자유전자(free electron)가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conductor)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insulator),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갖

는 반도체(semiconductor)로 나눌 수 있다. 

  도체에는 금, 은, 구리, 금속, 탄소, 전해질 용액 등이 있고, 부도체에는 고무, 유리, 플라

스틱, 공기 등이 있으며, 반도체에는 실리콘(Si), 게르마늄(Ge) 등이 있다. 

     -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절연체(絶緣體, insulator)를 말하지만 절연체 역

시 도전성이 ‘0’이라 할지라도 직류가 아닌 교류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교류를 인가하게 

되면 절연체 역시 유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소하게 유전율의 크기에 비례하여 변

위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유전체(dielectric material)의 유전(誘電)은 전기를 유도한다는 

뜻이며 유전율은 전기를 유도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유전체 범위에 절연체가 포함되며, 절연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

체를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절연체, 유전체 용어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도체 중에서 유전율이 없는 절연체는 없기 때문에 절연

성이 매우 우수한 절연체라고 할지라도 유전손실이 발생한다.

  즉 부도체 = 절연체 = 유전체 이고, 부도체를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연체가 되는 

것이고 유전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유전체가 되는 것이다.

     - 유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압을 가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만 전기적 

평형상태가 깨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형태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쪽은 (+)극성이 

강하고 다른 쪽은 (-)극성이 강하게 정렬되면서 전기적 극성을 가지는 전기 쌍극자

(electric dipole)가 되는 현상을 전기분극(electrical polarization)이라 한다. 

  즉 자유전자도 없고 전기도 통하지 않는 절연체(insulator) 중에서 분극현상이 일어나는 

유전체가 전기회로에서 전기를 저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커패시터는 금속판 사이에 유전체를 채우고 전압을 인가하면 금속판 사이에 전기

를 저장하는 전기부품이다.  전기가 저장되는 기본원리는 유전체의 분극(polarization) 현

상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급전압과 금속판의 전압이 같아지면 그 때부

터는 전하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하를 이동시키는 것은 공급전압에서 가해지는 

압력이며 전압이 같아지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주파수가 높을수록 +, - 전하 방향이 자주 바뀌므로 전류는 쉽게 흐르는데 이것

이 교류 주파수와 커패시터의 전기적 저항이 반비례하는 원리이다.  커패시터에 직류전압

을 가하면 처음 전압이 인가된 순간만 유전체가 분극을 일으키고 전하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므로 절연체로 작동하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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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류 및 교류

     - 전기는 전류가 흐를 때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직류(直流, Direct Current)와 전류

의 흐름과 방향이 변화하는 교류(交流, Alternating Current)가 있다.

  전기이용 측면에서 보면 축전지 충전, 전기분해, 전자회로 등은 직류만 가능하고, 변압

기, 및 회전자기로 동작하는 유도전동기 등은 교류만 가능하며, 전열이나 백열전등은 교

류와 직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교류와 직류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류는 주파수가 있고, 직류는 주파수가 없다. 

  ② 교류는 극성이 없고, 직류는 +, - 극성이 있다. 

  ③ 교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있으나, 직류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④ 교류는 저장할 수 없고 직류는 저장할 수 있다. 

  ⑤ 교류는 전압 변경이 쉽고, 직류는 전압 변경이 어렵다. 

  ⑥ 교류는 단상, 3상, 6상 등 다상전원이 가능하나 직류는 다상전원이 없다.

  ⑦ 교류에서 직류 변환은 쉽고, 직류에서 교류 변환은 어렵다. 

  ⑧ 교류는 대용량 부하에 적합하고, 직류는 소용량 부하에 적합하다.

  ⑨ 교류는 가정, 공장 등의 고정부하에 적합하고 직류는 이동부하에 적합하다.

     - 전력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상용전원은 대부분 교류를 사용한다.

  ① 구조가 간단한 교류 발전기로 손쉽게 대용량 교류 발전이 가능하다.

  ② 변압기로 전압 변경이 쉬워서 설비가 간단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③ 송전선의 전력손실이 적어서 송전효율을 높일 수 있다.

  ④ 전력망 구성이 간단하다. 

  ⑤ 구조가 튼튼한 교류 전동기를 경제적으로 제작가능하다.

  ⑥ 교류는 정류기를 사용하면 직류변환이 쉽다. 

     - 전력분야에서 교류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① 표피효과 때문에 전선의 실효 저항이 증가하고 손실이 커진다.

  ② 직류 방식에 비해 계통의 안정도가 저하한다.

  ③ 페란티 효과 현상, 자기여자 현상 등의 이상 상태가 발생한다.

  ④ 인근 통신선에 유도장해가 발생한다.

  ⑤ 주파수가 서로 다른 계통은 연계가 불가능하다.

     - 최근에 전력분야에 대용량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면서 직류송전의 가장 큰 단점인 

전압변성과 전력변환 기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류송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새로

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직류송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송전을 

직류송전으로 대체하거나 신규 전력망을 직류송전으로 건설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류송전은 전력제어가 가능하고 위상이나 주파수에 상관없이 전력연계가 가능하여 

500km 이상의 장거리 대전력송전, 해저 케이블, 계통간 비동기 연계 또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두 계통의 연계 등에 유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교류송전이 유리하다. 

  교류와 직류는 고유의 특징을 가지면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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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류회로 주파수 및 위상

     - 교류에서 1개 파형이 시작하여 끝나는 시간을 주기(週期)라 하고, 주기()의 역수, 

즉 1초 동안 전기적 파형의 진동수(  


)를 주파수(frequency)라 하며 단위는 ㎐ 이다. 

  교류파형은 수학의 삼각함수에서 정현(Sine)의 값과 똑같이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므로 

정현파(사인파) 교류라고 하며 교류의 기본파형이다. 

     - 정현파 교류에서는 주파수가 존재하므로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부하종

류에 따라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각각 다르게 동작한다.

  교류에서 위상차란 전기적 각도의 차이를 말하며 파형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나타내므

로, 전압과 전류를 서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전기적 각도 360°를 호도법으로  라디언

(Radian)으로 표시하므로 180°=, 90°=


로 표시한다.

    

 · 저항() 부하회로 전류   sin   ∴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 인덕터() 부하회로 전류   sin  


 ∴ 전류가 전압보다 90° 늦다.

 · 커패시터() 부하회로 전류   sin 


 ∴ 전류가 전압보다 90° 빠르다.

     는 전류 순시값,  은 전류 최대값,  ω는 각주파수(角周波數),  는 시간이다. 

  ○ 리액턴스 (Reactance)

     - 커패시터는 직류를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직류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저항역할을 

하면서 전기를 저장하는 작용을 하며, 교류에서는 주파수에 의하여 저항수치가 결정되며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용량성 저항(리액턴스) 기능을 한다.

  커패시터와 정반대 성질을 가진 코일소자 인덕터(Inductor)는 직류에 대해서는 역기전

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교류에서는 주파수에 의하여 저항수

치가 결정되며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유도성 저항(리액턴스)기능을 한다.

  교류회로에서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 직렬연결된 저항성분을 임피던스()라 

하며 
 이고,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있으며 전류  


이다.

  직류회로는 주파수가 없어  ,  는 존재하지 않아 위상차가 없으며 전류  


이다.

     - 교류에서 유도성부하는 유도계수에 의한 자기력선 변화를 방해하려는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여 전류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성분을 유도성 리액턴스 라고 한다.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하는 공식     이며, 주파수가 클수록 유도성 리액

턴스가 커지므로 전류는 작아진다.

  교류에서 용량성부하는 정전용량 에 의한 충전과 방전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커패

시터 작용으로 전류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성분을 용량성 리액턴스 라고 한다.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는 공식     이며, 주파수가 클수록 용량성 리액

턴스가 작아지므로 전류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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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용량

     - 커패시터는 정전(靜電)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기소자이며, 절연된 도체간에 전압을 

가하면 전하(電荷)를 축적하여 정전적으로 작동하므로 직류에서는 흐르지 못하지만 교류

에서는 주파수가 높고 정전용량이 크면 잘 통하게 된다. 

  정전용량(Capacitance)은 커패시터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이며, 구성하는 전극판 면적

(), 간격(), 유전율()에 의하여 결정되며 전압과 주파수에 관계없는 고유용량이며, 정전

에너지는 커패시터에 전압을 가하여 충전했을 때 축적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 정전용량  인 커패시터에 전압  를 가하면 축적된 전하량  () 가 되므로 

커패시터에 전기를 많이 저장하려면 정전용량( )과 전압()을 높이면 된다.

   
 커패시터 정전용량 


 또는   

  이므로   ∴ 


 



  즉 커패시터는 전극판 면적()이 넓고, 유전체 유전율()이 크고, 전극판 간격()이 가

까우면 전하가 머물 공간이 많아지고 흡입력이 증가하여 정전용량이 증가한다. 

  정전용량은 1V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1C(쿨롬)의 전하가 충전되는 용량을 1F(패럿) 

으로 정하였으며 기본단위는 F(farad)이고 μF (10-6), pF (10-12 )를 많이 사용한다.

     - 정전에너지는 커패시터에 전압을 가하여 충전했을 때 유전체 내에 축적되는 에너

지를 말하며, 커패시터 정전에너지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에서이므로 


   ,   


에서 

 이므로

 

 

     - 커패시터는 정전용량이 적은 것이어도  공식에 의하여 전압이 높으면 많

은 전하가 충전되며, 공급전원이 차단되어도 충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감전사고 방

지를 위하여 반드시 방전을 시키고 방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커패시터는 정격 내압(사용가능한 최고한도의 전압) 이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커패시터 직렬, 병렬 연결시 합성 정전용량

     - 커패시터를 직렬 또는 병렬일 때의 합성 정전용량은 직렬회로에선 감소하고, 병렬

회로에선 증가하여, 저항의 직병렬 연결시 합성저항 계산방법과 반대 개념으로 계산된다.

       · 커패시터 직렬연결 : 커패시터 내압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

         C1, C2가 직렬일 때 합성 정전용량 


 





∴  

  × 
 

       ·  커패시터 병렬연결 : 커패시터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

         C1, C2가 병렬일 때 합성 정전용량         

     - 정전용량과 내압이 동일한 규격의 커패시터 2개를 직렬연결하면 합성 정전용량은 

1/2로 줄지만 내압은 2배 증가하고. 커패시터 2개를 병렬연결하면 합성 정전용량은 2배

로 증가되고 전압의 변화는 없으므로 내압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50㎌ 220V 커패시터 2개를 직렬연결하면 합성 정전용량은 25㎌ 440V가 되

고, 병렬연결하면 합성 정전용량은 100㎌ 220V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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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패시터 용량 (무효전력)

     - 교류에서 커패시터에서 발생하는 무효전력의 크기를 커패시터 용량으로 하며, 단

위는 <var>를 사용하며 커패시터 정격전압, 정격전류 일 때 무효전력을 나타낸다.

  저압커패시터는 정전용량<μF> 또는 무효전력<kvar>를 사용하며 고압이상의 커패시터

는 무효전력<kvar>를 주로 사용 한다. 

     - 단상 커패시터 용량  < f=주파수 (㎐), C=정전용량 (F), V=선간전압 (V) >

       · 단상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이므로

         단상 커패시터 용량    ×   (var) 

     - <예제 4-1> 정전용량 20μF, 단상220V 60㎐의 용량성 리액턴스 및 커패시터 용량? 

       · 용량성 리액턴스     =    ××× ×  ≒ 133 

       · 커패시터 용량    = 2×3.14×60×20×10-6×220×220=365 (var)

     - 커패시터 3대를 Y결선시 3상 커패시터 용량은? 단자전압=선간전압의 


이므로

       · Y결선 커패시터 용량   


 ×     (var) 

     - 커패시터 3대를 Δ결선시 3상 커패시터 용량은? 단자전압=선간전압 이므로

       · Δ결선 커패시터 용량 ∆   ×     (var) 

         ∴ 정전용량 이 동일하면 커패시터 용량은 Δ결선이 Y결선의 3배가 된다.

     - <예제 4-2> 전압 6600V 60㎐, 10μF 3대를 Y결선, Δ결선시 커패시터 용량?

       · Y결선 커패시터용량  =2×3.14×60×10×10-6×6600×6600=164 (kvar) 

       · Δ결선 커패시터용량∆  =6×3.14×60×10×10-6×6600×6600=492 (kvar) 

     - 3상 커패시터 정격전압 600V미만 저압회로에서 대부분 Δ결선 하는 이유는 정전

용량 이 동일한 경우에 용량은 Δ결선이 Y결선의 3배가 되어 경제적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3상 커패시터 고압 및 특별고압에서 대부분 Y결선 하는 이유는 커패시터 단자전

압이 공급전압보다 0.577 ( )배 작게 인가되어 절연이 유리하다.

  또한 커패시터 고장발생시 중성점에 발생하는 전류(NCS 방식) 또는 전압(NVS 방식)을  

검출하여 전원회로를 차단시키기 위한 제어회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다. 

  참고로 Y결선에 의한 커패시터 회로의 NCS 방식 또는 NVS 방식은 커패시터 보호가 

목적이 아니고, 커패시터가 과전압, 과전류 등으로 유전체 이상 등이 발생하였을 때 전력

계통으로 2차 사고로 파급되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일반적으로 3상 커패시터의 기기명판 또는 제품 카다로그에 표시된 정전용량(μF)

은 3상 일괄용량을 나타내므로, 커패시터 내부결선 방식과 관계없이 무효전력으로 환산

한 커패시터 용량은  (kvar)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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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덕터 기초

  ○ 인덕터 (Inductor)

     - 인덕터는 도선을 감은 코일로 전기회로의 기본적인 부품이며 주요 성질은 아래와 

같으며, 역률개선 커패시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직렬리액터는 인덕터 종류에 해당한다.

     ① 전류변화를 안정시키려고 자속(磁束)이 변화하여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 

     ② 상호유도작용을 한다.

     ③ 자기장이 형성되면 전자석 성질이 있다.

     ④ 커패시터와 결합하여 직렬공진 또는 병렬공진을 한다.

     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류흐름을 방해하여 전원 노이즈 차단기능이 있다. 

  ○ 인덕턴스

     -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크기가 변화되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유도(自己誘導 self 

induction)작용에 의하여 전류 변화량에 비례하는 전압을 유도함으로써, 코일에 전류변화

가 있으면 전압을 안정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즉 인덕터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류흐름을 방해하는 전압이 발생하고, 반대로 전류를 

감소시키면 오히려 더 흐르게 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한다.

  인덕터의 전류변화에 따라 자기유도 작용으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 비율을 인덕턴스

(Inductance) 또는 유도용량 이라고 하며, 자기(磁氣) 에너지의 저장능력이며 코일을 많이 

감고 자성체의 철심을 많이 넣을수록 커진다.

  인덕턴스 단위는 H(헨리)이며 1[H]의 인덕턴스란 매 초당 1[A]의 전류 변화에 의하여 

코일에 1[V]의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인덕턴스 영문 첫 글자가 전류 I 와 같아서 혼동방지를 위하여 기호 표시는 자기적인 

결합을 뜻하는 링키지(Linkage)의 을 사용한다. 

     - 인덕터는 전자유도작용에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자속()의 변화율로 결정되지만 

회로 또는 코일의 모양이 일정한 경우 자속의 변화량은 전류 변화량에 비례()하고, 

이때 비례상수가 인덕턴스가 된다.  따라서 유도되는 유도기전력() 크기는 인덕턴스와 

전류의 시간당 변화율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유도기전력   


 


  이다. 

  


는 매 초(second)당 변화하는 전류 크기의 변화율이며,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은 항상 공급전류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만 발생하므로 역기전력이라고도 하며 

() 부호는 전류가 변화하는 방향과 반대를 의미한다.

  즉 인덕터에서 인덕턴스( )가 크고 전류가 클수록 유도기전력이 높아진다. 

  참고로 인덕터와 정반대 특성인 커패시터는 정전유도작용에서 전류()의 크기는 전하

()의 변화율로 결정되지만 회로 또는 전극의 모양이 일정한 경우 전하의 변화량은 전압  

변화량에 비례( )하고, 이때 비례상수가 커패시턴스가 된다. 따라서 전류() 크기는 

커패시턴스와 전압의 시간당 변화율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이다.

  즉 커패시터에서 커패시턴스( )가 크고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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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커패시터 및 인덕터 비교

구  분 커패시터 (Capacitor) 인덕터 (Inductor)

기본기능

 캐패시턴스 (정전용량)

 단절된 금속사이에 전압변화가 있
으면 전류를 통과시키려는 성질.
  유전체 전기분극 현상으로 축적된 
전하량 비율.  단위는  (패럿)  

  인덕턴스 (유도용량)

  코일에 전류변화가 있으면 전압을 
안정시키려는 성질.
  자기유도작용 자속 변화로 발생한 
유도기전력 비율.  단위는  (헨리)

기본공식

    


 




 직류에서


  으로    이므로,

 커패시터는 단선(斷線) 회로로 작용.

    


 


 

 직류에서 


  으로    이므로,

 인덕터는 단락(短絡) 회로로 작용.

기본작용
  전기장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

   


   

  자기장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교류에서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원활하게 잘 흐른다. 

  유도성 리액턴스   

  교류에서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류의 흐름을 더 방해한다. 

교류위상
    sin 




  전류가 전압보다 90° 빠르다.

    sin  




  전류가 전압보다 90° 늦다.

     -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교류회로에서 정 반대의 특성을 나타낸다. 상기 <표 4-1>은 

커패시터 및 직렬리액터와 관련한 역률개선, 고조파 회로, 직렬공진, 병렬공진 등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 인덕터 관련 주요 전기법칙

     - 덴마아크 외르스테드(Orsted)는 1820년 전지의 전류를 개폐하면 근처 나침반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전류로 자기장이 생성되는 것을 외르스테드 법칙이라 한다.

  외르스테드 법칙을 거꾸로 생각하여 연구한 사람이 영국 패러데이(Faraday) 이다.

  패러데이 전자기유도(電磁氣誘導)법칙은 1831년 패러데이가 발견되었으며, 전류가 흐르

지 않는 코일에 외부에서 자기장 변화를 주면 전자유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고 코일의 감긴 횟수에 비례하는 것을 말한다.

  패러데이 전자기유도법칙의 유도기전력 공식   


 이다.

  위 공식에서  부호의 의미는 유도기전력은 항상 자속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생긴

다는 것을 뜻하며 렌츠(Lentz)의 법칙이라 한다.

     - 앙페르 오른나사법칙은 프랑스 앙페르(Ampére)에 의해 1820년 전류와 자석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발견한 법칙으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사용한다. 오른손 엄지로 전류방향을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네 손가락이 감싸고 있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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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조파

5-1 고조파 개요

  ○ 고조파 정의

     - 교류에서 기본파(정현파)가 아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파형은 그 기본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파와 사인파의 정수배(整數倍)의 주파수를 갖는 파동으로 분해되는데, 이 때 

반복 파형을 구성하는 기본파 이외의 파동들을 고조파(高調波, harmonics)라고 정의하고 

기본 주파수에 대해 그 배수(倍數)에 따라 n배인 파동을 제n차 고조파라 한다. 

  <그림 5-1> 정현파 합성 (기본파 + 제5고조파)

  좌측 그림에서 기본파와 제5고조파는 개별적으로는 

정현파이나, 합성된 파형은 진폭과 주파수가 다르므로 

찌그러짐이 생기면서 왜형파가 된다.

  왜형파에 포함된 많은 정현파 중에서 가장 낮은 주파

수의 정현파를 기본파라고 정의하며, 기본파의 2배는 제

2고조파, 3배는 제3고조파, 4배는 제4고조파, 5배는 제5

고조파, n배는 제n고조파 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파형의 일그러짐이 복잡한 왜형파에는 많은 

정현파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본파 주파수 60㎐ 라면 제3고조파는 60㎐×3=180㎐, 

제5고조파는 60㎐×5=300㎐ 가 된다.

  기본파 주파수 50㎐ 라면 제3고조파는 50㎐×3=150㎐, 

제5고조파는 50㎐×5=250㎐ 가 된다.

     - 교류에서 1개 파형이 시작하여 끝나는 시간을 주기(週期)라 하고, 주기()의 역수, 

즉 1초 동안 전기적 파형의 진동수(  


)를 주파수(frequency)라 하며 단위는 ㎐ 이다. 

  교류의 파형은 전입과 전류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각 시각에 있어서의 값을 순시값

(瞬時値)이라 하고, 파형 중심에서 순시값의 최대값을 진폭(amplitude) 이라 정의한다. 

     - 왜형파에서 기본파 진폭 크기를  라고 하면 제3고조파 진폭 크기는 


가 되고, 5

고조파의 진폭 크기는 


가 되고, 제고조파의 진폭 크기는 


이 된다. 

  또한 왜형파에서 기본파 주기를  라고 하면 제3고조파 주기는 


가 되고, 5고조파 주

기는 


가 되고, 제고조파의 주기는 


가 된다. 

  즉 왜형파에서 고조파 차수()가 커질수록 진폭() 크기는 작아지므로 강도는 


배로 

약해지며, 동시에 파형의 주기() 는 짧아지므로 주파수는 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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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리에 급수(級數) (Fourier series)

     - 1830년대, 프랑스 수학자 푸리에(Fourier)는 찌그러진 파형을 각 파의 기본 주파수

에 정수를 곱하고 특정 진폭으로 된 여러 개의 사인(sine)파형을 합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왜형파 교류 = 직류분+기본파+고조파(정수배 주파수) 이다.

  기본 주파수와 각 고조파를 합한 것을 푸리에 급수(Fourier級數, Fourier series)라 하고, 

주파수와 진폭을 달리하는 무수히 많은 성분을 갖는 왜형파를 무수히 많은 정현(sine)항

과 여현(cosine)항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고조파 파형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된다. 

   

  푸리에 급수   coscoscos··· cos 

                       sinsin sin ··· sin

                   


∞

cos


∞

sin 

                     여기서 cossin sin 이므로

  푸리에 급수  


∞

sin

  즉 왜형파 주기함수는 직류분와 각주파수(   )로 된 정현파 교류 함수
     (최대치    및 위상차    )의 합으로 나타낸다.

  ○ 대칭좌표에 의한 고조파 구분

     - 대칭좌표법은 교류 전력계통의 불평형 전압이나 전류를 대칭성의 3성분(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성분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 후, 각각

의 성분을 중첩하는 방법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고조파에 의한 불평형 이해를 위하여 교류회로의 대칭좌표 개념을 도입하는데, 정상분

(1, 4, 7, 10, …), 역상분(2, 5, 8, 11, …), 영상분(3, 6, 9, 12, …) 고조파로 구분한다. 

  <표 5-1> 대칭좌표에 의한 고조파 구분

구 분 벡터도 고조파 차수 고조파 설명

정상분

고조파

h=3n＋1

4, 7, 10, 13, ...

  정상분은 전력계통 상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상순 Va-Vb-Vc로 
120°의 위상차를 갖는 전압
  대칭분 요소 : +

역상분

고조파

h=3n＋2

5, 8, 11, 14, ...

 역상분은 정상분과 상회전이 반대 
방향으로 상순 Va-Vc-Vb로 120°의 위
상차를 갖는 전압
  대칭분 요소 : -

영상분

고조파

h=3n＋0

3, 6, 9, 12, ...

  영상분은 전압의 크기가 같고 위상
이 동상인 성분으로 접지선과 중성선
에 존재한다.
  대칭분 요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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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형파 파형

     - 고조파와 고주파(高周波)는 명칭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며, 고주

파는 주파수가 높은 전자기파(high frequency)이며, 고조파는 원천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의 배수 주파수 성분을 말한다. 

  기본파에 고조파가 발생하면 이를 합성한 왜형파(비정현파)가 되며, 일반적으로 제50조

파(3k㎐) 까지를 고조파로 취급하고 그 이상은 고주파로 분류하며, 전력계통에서 논의되

는 고조파 범위는 제3고조파부터 제37고조파까지이다. 

     - 고조파 전류가 발생하면 전원으로부터 부하까지 임피던스에 의하여 전압강하로 

인한 고조파 전압발생으로, 비록 전원측 전압파형이 순수한 정현파라 할지라도 부하단에

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압과 합성되면 전압파형이 왜형파가 된다. 

 복잡한 수학계산을 고려하지 않아도 왜형파 모양을 보면 고조파의 구성 방식을 대략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파형이 사인(sine)곡선에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을수록 고조파

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 기본파와 홀수 고조파 (1, 3, 5, 7, 9, ...)만 합하면 대칭 왜형파 (X축을 중심으로 

180°접어 합하면 완전히 겹침)가 되며, 기본파와 짝수 고조파 (2, 4, 6, 8, 10, ...)만 합하면 

비대칭 왜형파 (X축을 중심으로 180°접어 합하면 완전히 겹치지 않음)가 된다.

  아래 <그림 5-2>에서 X(시간)축에 대해 대칭인 좌측 왜형파는 홀수 번째 고조파가 들

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대칭인 우측 왜형파는 짝수 번째 고조파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2> 홀수(기본파 + 제3고조파) 및 짝수(기본파 + 제2고조파) 고조파 합성

     - 고조파의 발생 요인은 크게 4가지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전력변환 설비와 ② 변압기 및 회전기 등의 자화특성을 이용한 기기 ③ 아크로

(arc 爐), 용접기 등의 아아크 발생기기 ④ 교류 특성에 의한 과도현상(전압의 순시동요, 

계통서지, 개폐기 개폐) 및 공진발생, 코로나 등에 의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전기기기는 발전기와 같이 스스로 전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

니지만, 전력계통에서 기본파 전력을 받고, 그것을 고조파 전력으로 변환하여 전력계통측

에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므로 고조파 전류 발생원으로 볼 수 있고 발생된 고조파 전류는 

전력계통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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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조파 원인 및 발생 차수

     - 반도체 소자는 내부 성분과 접합의 관계로 인해 입력과 출력의 전류/전압 특성이 

비선형이므로 비선형 소자라고 부르는데, 트랜지스터(Transistor)와 다이오드(Diode) 등과 

전류나 전압제어기능 소자인 SCR, TRIAC, IGBT 등의 사이리스터(thyristor)를 응용한 전력

변환장치(인버터, 소프트스타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속도제어장치 등)에서는 공급전압의 

파형과 동일하지 않은 파형의 전류가 흘러 고조파가 발생하게 된다.

  전력전자 분야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기 전에는 고조파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으나, 반도체 기술발전으로 반도체소자를 사용한 전기기기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므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소에는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전력변환장치 내부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 회로

에서는 짝수 고조파는 발생하지 않으며 홀수 고조파만 발생하게 된다. 

  전력변환장치의  정류기 고조파 발생차수 h = np ± 1 이며, 이 식에서 정류기 상수(p)에 

따라 발생하는 고조파 차수(n)는 아래 <표 5-2>와 같다.

  <표 5-2> 정류방법에 따른 고조파 발생 차수

  

정류방법 정류기 상수 고조파 발생 공식 고조파 발생 차수 (h)

단상 
전파정류

  단상 
  (P=2)

 h=n×P ± 1 
 n=1, 2, 3, 4, 5, ...

 3, 5, 7, 9, 11, 13, 15, 17, 19, ......

3상
전파정류

  6상 
  (P=6)

 h=n×P ± 1 
 n=1, 2, 3, 4, 5, ...

 5, 7, 11, 13, 17, 19, 23, 25, ......

6상 
전파정류

  12상
  (P=12)

 h=n×P ± 1 
 n=1, 2, 3, 4, 5, ...

 11, 13, 23, 25, 35, 37, ......

  위 <표>에서 단상정류기는 3, 5, 7, 9, ... 홀수 고조파가 차례대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상 및 12상 정류기에서는 3의 배수로 되어 있는 순서의 고조파 성분(3, 6, 

9, 12, 15, 18, 21)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조파를 3배수(triplen) 고조파라 하는데 

대부분 전력변환장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 <표>를 자세히 보면 정류기 상수(P)가 

6상이나 12상에서는 짝수 고조파 및 3배수 고조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로 단상전파정류는 겹치는 파형이 없어 하나의 파형이 ‘0’ 전위에서 시작하여 

최대로 상승한 후 다시 ‘0’ 전위로 떨어지므로 리플(전기파동의 잔물결) 값이 크다.

  3상 전파정류는 전원전압의 한 주기내에 펄스폭이 3/π인 6개의 펄스형태의 선간전압으

로 직류출력을 얻으므로 ‘6펄스 정류기’ 라고도 하며, 전원 전압의 6배의 주파수가 맥류로 

나타나며 각 맥류 파형간 위상은 60°가 된다.  즉 1주기 동안에 6개 파형이 겹치고 겹친 

부분의 합성출력 파형은 ‘0’ 전위까지 내려오지 않아 전압 리플이 적게 된다. 

  6상 전파정류 12펄스 정류기는 두 개의 3상 전파정류 직류출력을 직렬로 구성한다.  

한 쪽은 △결선 변압기, 다른 한 쪽은 Y결선 변압기로 전력이 공급되므로 두 개의 3상 

전원간 위상차는 30°가 되며 전원 전압의 12배의 주파수가 맥류로 나타난다. 

  6상 전파정류 방식은 필터(평활회로) 없이도 상당히 평활한 직류(DC)를 얻을 수 있고, 

우수한 안정도, 빠른 응답특성, 고조파발생 감소, 필터용량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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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류 전력계통의 변압기, 회전기 등은 철심의 자기포화 특성이 직선적이지 않으며 

히스테리시스 현상 등으로 인하여 정현파 교류전압을 인가하면 고조파가 발생한다. 

  변압기, 회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는 제3고조파 성분이 가장 크고 제5고조파, 제7

조고파 순서로 나타난다. 

  그런데 변압기 Δ결선에서 3배수 고조파는 각 고조파별 위상과 크기가 같은 동상이므로 

서로 상쇄되어 외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변압기의 Δ권선은 3배수 고조파에 

대한 여과기(Filter) 역할을 하며,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3배수 고조파는 변압기 권선내부에

서 순환하면서 열로 소비되므로 외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조파 전류가 변압기 내부에서 순환되면 변압기 손실(동손, 철손)이 증가하고, 

권선온도 상승으로 변압기 열화촉진, 변압기 출력감소, 역률저하 등 나쁜 영향을 준다.

  참고로 선로에 3배수 고조파가 있으면 수배전설비 영상전압 검출용 Open Δ결선에서 

실제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영상전압이 검출되어 지락과전압계전기(OVGR)가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짝수 번째 고조파는 아크로(arc furnace) 및 형광등, 용접기 등과 같이 

무작위 형태로 전류를 끌어 오는 기계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짝수 고조파는 교류회로 과도현상에 의한 스위치 개폐, 투입시 순간적으로 발생되

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부하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되므로 전력설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지금까지 고조파 원인 및 발생 차수에 대하여 검토한 것을 종합하면 전력계통에서 

홀수 고조파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홀수 고조파 중에서도 제7고조파 이

상은 크기가 작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고조파 관리대책으로 가장 많

이 사용하는 것이 제3고조파와 제5고조파에 대한 대책이다.

  결국 전력계통 유지관리에서 제3고조파와 제5고조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 두 고조파 성분을 감소시키면 대부분의 고조파 관련 관리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고조파 영향

     - 고조파로 인하여 전력기기에 과전류가 흘러서 과열, 소손될 수 있으며 기기수명 

단축과 손실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소음 및 진동 발생, 전압왜곡에 의한 전

원품질 저하 등 나쁜 영향을 미친다. 

     - 전력계통에 고조파전류가 발생하면 고조파 잡음의 발생원이 되면서 유도장해의 

원인이 되고, 전압파형을 왜곡시켜 감도가 예민한 보호계전기, 누전차단기 등은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 전력계통의 변압기나 배전선로의 유도성 임피던스가 고조파로 인하여 용량성 임

피던스로 바뀌거나 직렬공진 또는 병렬공진 현상이 발생하면 고조파전류가 더욱 증폭되

면서 과전압 또는 과전류 발생으로 기기의 절연파괴, 소손을 유발하여 위험하다.

     - 3상4선식 중성선에 고조파 전류가 증가하면 대지전위가 상승하여 큰 전위차를 발

생하여 중성선 케이블이 과열로 소손될 수 있다. 또한 고조파의 높은 주파수 성분은 표피

효과로 케이블 유효단면적이 감소되어 선로저항 증가로 과열현상은 더욱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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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조파 관리 목적

     - 고조파 관리목적은 전력계통 기기 및 전력설비가 고조파로 인해 장해를 초래하지 

않는 적절한 기준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고조파 발생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

으므로 고조파 발생원인 분석과 대책으로 고조파 발생를 억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조파가 많아질수록 전력계통의 품질이 떨어지고 국가적으로 전력계통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조파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조파 전류는 고객의 고조파 발생원에 의해 전력 계통으로 유입되며 고조파 전압은 

고조파 전류와 임피던스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고조파 전류/전압으로 인한 배전계통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배전계통에 유입되는 고조파 전류를 제한해야 한다. 

  고조파는 전력수용가에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기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공급측면 보다는 부하측 수용가에서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

     - 고조파 전류는 전원측 임피던스가 부하측 임피던스보다 크면 부하측으로 유출되

고, 반대로 부하측 임피던스가 전원측 임피던스보다 크면 전원측으로 유출된다.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의 흐름은 전원측에서 부하측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

조파 전류는 부하측에서 전원측으로 흐른다고 이해하면 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를 응용한 전력변환기기(정류기, UPS, 인버터 등)는 파형을 왜곡시키는 비선형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는 부하측에 고조파 전류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원측으로 유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커패시터회로의 고조파 대책

     - 전력회로의 역률개선을 목적으로 커패시터를 설치시 반드시 고조파 확대에 대하

여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고 고장발생시 대비한 보호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교류회로에서 커패시터의 용량성 리액턴스   이므로 주파수에 반비례 

하고, 직렬리액터의 유도성 리액턴스   이므로 주파수에 비례한다. 

  예를들어 기본파에 대하여 커패시터의 용량성 리액턴스가 100,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

액턴스가 100일 경우, 제5고조파가 발생하면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는 5배 감소한 

20이 되고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는 5배 증가한 500 이 된다.

  커패시터는 고조파 차수가 높아질수록 용량성 리액턴스가 감소하여 고조파 전류가 증

가하므로 파형 짜그러짐이 크게 되어 고조파를 발생시키게 된다.

  반대로 직렬리액터는 고조파 차수가 높아질수록 유도성 리액턴스가 증가하여 고조파 

전류가 감소하므로 파형 짜그러짐이 작게 되어 고조파를 제거하는 역항을 한다.

     - 커패시터는 고조파가 발생하여 주파수가 높아지면 교류회로의 저항성분인 용량성 

리액턴스 가 감소하여 과전류가 흘러 커패시터가 소손되므로, 커패시터를 고조파로부

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도성 성분인 직렬리액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된다. 

  즉 커패시터와 리액터 직렬회로에 고조파가 유입하면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 가 

감소하여 전류가 증가하는데,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된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 

은 반대로 증가하게 됨으로서 합성 리액턴스를 유도성 회로로 유지시켜 고조파 억제 효

과로 커패시터의 과전류 손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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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조파 왜형율

  ○ 왜형률 개요

     - 고조파 왜형률 (Harmonic Distortion Factor) : 고조파 성분이 파형의 찌그러짐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고조파 왜형률 = 고조파 실효값 / 기본파 실효값

     - 전압  (Total Harmonic Distortion) : 고조파 전압 실효치와 기본파 전압 실효

치 비율로 고조파 발생량의 정도이며, 0(%)이면 왜곡이 없음을 의미한다.

 

  THD =기본파의 실효값
전체 고조파의 실효값

= 



  





 


으로 정의하며,

   는 전류나 전압, 은 기본파 실효치, 는 고조파 차수, 는 차 고조파 실효치

  전압 




·· · · · ·


×,   전류 


· · · · · ·



×

   기본파 전압,    각 차수별 고조파 전압

   기본파 전류,    각 차수별 고조파 전류

  는 고조파 전압 규제치의 판단 기준값으로 사용한다. 

   전류  (Current Total Demand Distortion, 전류 총수요 왜형률) 

    최대 부하전류 대비 고조파 전류의 함유율이며 고조파 전류 규제치의 판단기준이다. 

    전류  평균최대부하전류
전체전류고조파의실효값




·· · · · ·



×

    전류 는 고조파 전류 규제치의 판단 기준값으로 사용한다.

    국제적으로 고조파는 전력회사(국가)에서 계통의 고조파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허용치

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고조파 유출량을 제한하는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

  ○ <예제 5-1> 고조파 전압과 고조파 전류 측정값이 아래 표와 같고 1년 평균 최대부

하전류값이 115A 일 때  ,  , 를 계산하세요?

    

항목 기본파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 9고조파 11고조파 13고조파
전압   220 2 6 4 3 2 1
전류    60 5 14 7 6 3 2

    




· · · · · ·


×=


×=3.8%

    


· · · · · ·



×=


×=29.8%

    


· · · · · ·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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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조파 관리기준

  ○ 고조파 관련 제 규정, 기준 현황

     - 고조파 관리기준은 국가별, 전압별, 설비별 등 계통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정을 

운용하므로 단순히 어떤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현재 국내 기준으로는 전기사업법 제18조에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5-3> 고조파 관련 제 규정, 기준 현황

항   목 규   정   내   용

▷ 전기사업법 제18조  -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유지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 고시 전력
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7조

 - 전기사업자는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조파 허용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운영하여야 함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제39조

 - 고객은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 한전의 전기설비
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객부담으로 보호장치
를 시설해야 함
 - 파형에 현저한 왜곡, 고조파를 발생할 경우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제26조

 - 아크로, 전기철도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객으로 고조
파가 발생하여 고조파 허용치를 초과 할 경우 고객의 부담
으로 보호장치를 시설

▷ 한국전력공사 신규업무
처리지침 제4절-1

 - 66㎸ 이상 및 변전소에서 전용으로 공급하고 고조파발
생 전력변환장치를 신․증설하는 고객은 고조파허용 잠정기
준(‘82.6)을 적용하고, 예측계산치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때
에는 수급개시전에 대책을 강구한 후 송전조치

▷ 내선규정 제115-2절  - 고조파 등으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에 장애를 미
칠우려가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후 시설하여야 함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 처리지침 고조파 기준 

     - 한국전력공사 시행세칙이 규정한 전압왜형률 허용기준치는 지중선로, 가공선로 동

일하게 66kV 이하(배전선로) 일 때 3%이고, 66kV를 초과하고 154kV 이하는 1.5%이다.

  <표 5-4>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기본약관 시행세칙9 < 전압종합왜형율(THD)만 규제 >

  

        구분
 전압

지중선로가 있는 S/S에서 공급 가공선로가 있는 S/S에서 공급
전압왜형률(%) 등가방해전류(A) 전압왜형률(%) 등가방해전류(A)

  66 kV 이하 3 - 3 -
 154 kV 이하 1.5 3.8 1.5 -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6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의 규정에 의

하여 고객의 설비에서 플리커․고조파가 위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조파로 분류

되고 고객의 부담으로 고조파를 저감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전력공사 고조파 기준치는 국제기준 (IEEE 5%, IEC 6.5%) 보다 높고, 기준의 

근거 및 세부 적용 방법이 없어 신규수용가 고객의 고조파 검토가 곤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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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EE (IEEE 519) 고조파 기준

  <표 5-5> IEEE (IEEE 519) 고조파 전압 THD 기준

  

회 로 전 압  각 고조파성분의 최대(%)  최대 종합왜형률 (THD)(%)
69 KV 이하 3.0  5.0

 115 KV∼161KV 1.5 2.5
 161 KV 이상 1.0 1.5

  

회 로 전 압  왜 형 율
 각차 고조파 전압

기수 고조파  우수 고조파
415 V 5 4 2
6.6 kV 4 3 1.75
33 kV 3 2 1
132 kV 1.5 1 0.5

     - IEEE (IEEE 519) 고조파 전류 THD 기준

  

SCR=Isc/IL h<11 11<h<17 17<h<23 23<h<35 35<h TDD
 20 이하    4.0     2.0     1.5     0.6    0.3    5.0
20 ∼50    7.0     3.5     2.5     1.0    0.5    8.0
 50∼100   10.0     4.5     4.0     1.5    0.7   12.0

 100∼1000   12.0     5.5     5.0     2.0    1.0   15.0
 1000이상   15.0     7.0     6.0     2.5    1.4   20.0

   TDD : Total Demand Distortion, 짝수 고조파의 관리기준은 상기 홀수 고조파의 25% 이내
   SCR : Short Circuit Ratio, ISC: 단락전류, IL: 기본파 최대부하 전류, h: 고조파 차수

  <표 5-6> 고조파 국제기준 ( IEC, IEEE ) 비교

구  분 IEC 61000-3-6 IEEE 519

전압 왜형률
- 적합성 레벨 : 8%
- 계획레벨 : 특고압 6.5%, 송전 3%

- 69㎸ 이하 : 5%, 
- 69～161㎸ : 2.5%
- 161㎸ 이상 : 1.5%

전류 제한치
- 계약전력, 임피던스 등을 고려  
고객별 허용 전류왜형률 설정

- 고객 부하전류와 단락전류비
()에 따라 전류왜형율 설정

이론적 배경
- 계통/기기의 전자기적합성 및 내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성, 계획
레벨 설정

- 경험 및 실험으로 고조파  허용기
준치 설정(전압이 5% 이상 찌그러
지면 문제 발생)

기준 제정
- 국가별 전문가(대표)로 구성된 워
킹그룹에서 제정

-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정

기준 효력 - 국가기준, 강제적으로 적용 - 이해, 교육자료로 활용

장, 단점

- 기준의 이론적 배경이 명확하여 
환경에 맞도록 변형가능  
- 고객은 계통에서 차지하고 있는 
용량만큼 고조파 방출량을 나누어 
가짐(공평함)
- 기준적용 및 계산과정 복잡

- 기준의 이론적 배경 불명확  
- 기준의 간략화로 고객간 불평등 
존재(고객 계약전력이 클수록, 모선
과 떨어져 있을 수록 불리)
- 기준적용 및 계산과정 용이

검토 면제 - 설비용량이 단락용량의 0.1% 이하면 고조파 검토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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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 고조파 관리

     - 전력회사는 계통의 고조파와 관련하여 고객과 책임을 분담한다. 고객은 할당된 범

위 이내에서 고조파 전류를 유출하여 계통의 고조파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로 될 수 있도

록 협조해야 하며, 전력회사는 공통접속점(PCC)에서 고조파 전압왜형률이 일정 수준 이하

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조파 전류유출원은 배전선로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회사는 관리기준을 설정하

여 신규공급방안 검토단계에서 고조파 전압 왜형이 제한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통의 고조파 전압 관리기준(계획레벨)은 아래 <표 5-7>과 같다.

  <표 5-7>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통의 고조파 전압 계획레벨

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 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 우수 고조파

차수 h
고조파 전압 %

차수 h
고조파 전압 %

차수 h
고조파 전압 %

MV HV-EHV MV HV-EHV MV HV-EHV

5 3.8 1.7 3 4 1.4 2 1.8 0.6

7 3.1 1.4 9 1.2 0.4 4 1 0.3

11 2.2 1.0 21 0.2 0.1 6 0.5 0.1

13 1.9 0.9 >21 0.2 0.1 8 0.5 0.1

17

{1.36

×

(17/h)}

-

0.16

0.6

>8

{(0.15

×

(10/h)}

+

0.15

0.1

19 0.5

23 0.4

25 0.4

29 0.3

31 0.3

35 0.2

37 0.2

41 0.2

43 0.2

47 0.2

49 0.1

 주) 종합고조파 왜형률(THD) : MV에서 5%

  ○ 한국전력공사 고조파 측정 평가기준

     - 개별 고객의 고조파 전류/전압은 공통접속점(PCC)에서 IEC 기준(61000-4-7)에 의

거 최소 일주일 동안 측정하기를 권장한다. 

  일주일을 측정주기로 하는 이유는 부하량과 부하패턴이 주중과 주말에 상이하기 때문

이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하루동안 측정한 3초 측정값의 99% 누적 확률값이 계획레벨 *Khvs을 초과하지 않

아야 함 (단,  


) 

  나. 일주일 동안 10분 측정값의 95% 누적확률 값이 계획 레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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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조파 저감대책

  ○ 고조파 원인 분석

     - 현장에서 고조파로 인한 고장이나 장애의 원인은 현장여건이나 전력계통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피해현상 및 고장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원인에 맞는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력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는 ①과도현상 ②고조파 ③전압변동, ④주파수 변동 ⑤전압 

불평형 등이 있으며 피해현상이 고조파가 주 원인이라면, 전력계통 진단 및 분석으로 경

제성과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최적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고조파 억제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조파 저감대책의 기본개념

     - 고조파 전류가 발생하여 발생원측에서 전원측으로 유출하고 있는 경우, 고조파 유

출전류를 저감하기 위한 억제대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에서 고조파를 고려할 때는 ①고조파 발생원, ②회로의 임피던스, ③ 대

상기기 고조파 내량(耐量, 견딜 수 있는 정도) 강화 등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조파 장해를 받으면 ①, ②를 조사하여 고조파 분류계산을 하고, 해당 기기의 전압, 전류를 

구하여 이 값과 ③기기의 고조파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상한치를 초과하면 장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조파 저감대책의 기본 요소는 아래 <표 5-8>과 같다.

  <표 5-8> 고조파 저감대책의 기본 요소

대책 방법 발생 기기 배전 계통 피해 기기

고조파 발생원
발생량 저감

- 정류기 상수 증가
- 유도성 리액턴스 증가
- 제어 지연각 저감
- 반송주파수 고주파화
- 능동필터 설치

- 선로 상전압 평형 -

회로 임피던스
분류조건 변경

- 수동필터 설치

- 단락용량 증가
- 공급배전선 전용화
- 계통 변경
- 수동필터 설치

- 커패시터에 직렬리
액터 설치

- 수동필터 설치

대상 기기의
내량 강화

- -
- 위상제어 필터채택
- 특수 내량품 설치

     - 고조파 유출전류의 억제방법은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를 저감시키는 방

법과 기기에서 발생한 고조파 전류를 수용가 구내의 설비로 분류시켜 외부로 유출하는 

양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다.  고조파 발생원 정류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류기 

상수 증가법으로 고조파 장해의 주된 요인이 되는 제3차, 제5차, 제7차 고조파를 중심으

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를 대폭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전력계통에서는 커패시터와 리액터를 조합하여 고조파 전류를 흡수시키는 수동필터

(Passive Filter)와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기기에서 유출하는 고조파 전류를 능동

적으로 저감시키는 액티브 필터(Active Filter)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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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렬리액터

6-1. 직렬리액터 개요

  ○ 직렬리액터 설치목적

     - 전력계통의 커패시터는 고조파 발생시 용량성 리액턴스가 감소하여 고조파를 확

대시키고, 정격을 초과한 과전류로 소손 위험이 있다.  또한 커패시터에 전원 투입시에는 

돌입 과대전류가 발생하고, 전원 차단시에는 재점호 현상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조파 발생시 용량성 임피던스인 진상용 

커패시터 설비가 유도성 임피던스가 되도록 직렬리액터(Serial Reactor)를 설치한다. 

  직렬리액터는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직렬로 결선한 것으로 교류회로에서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한 인덕턴스 성질을 이용하여, 고조파가 발생하면 용량성리액턴스가 증가하여 

커패시터회로의 고조파전류 확대를 방지하여 왜형파를 억제하여 전압파형을 개선한다. 

  또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성분은 교류회로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므로 고조파 억제기

능 외에도 커패시터 전원투입시 돌입 과대전류 및 이상전압 발생방지, 커패시터와 전력계

통 유도성 임피던스와 병렬공진 방지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전력계통 커패시터는 반드시 직렬리액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

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에서 고조파에 대한 영향이 적다거나 커패시터 

용량이 작다는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직렬리액터를 생략하는 것은 대단히 위

험한 발상이며 추후 유지관리시 소탐대실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직렬리액터의 커패시터 돌입과대전류 억제 기능

     - 직렬리액터가 생략된 커패시터 단독 회로의 전원투입 초기에는 커패시터에 축적

된 전하가 없으므로 순간적으로 단락회로가 형성되어 돌입전류가 100배 이상 흐르는 경

우가 발생하므로 개폐장치 접점 및 계기용 변류기(CT) 등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커패시터회로에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가 설치되면 용량성 리액턴

스()와 유도성 리액턴스()의 직렬회로가 구성되어 커패시터 전원투입시 최대 돌입전

류가 5배 이하로 억제되고, 주파수 배수는 4배 이하로 억제한다. 

      - 리액턴스 비율 6% 직렬리액터가 설치되면 





 





 ≒

        최대 돌입전류 배수 =  





 배,  주파수 배수 = ×






배 

      - 리액턴스 비율 13% 직렬리액터가 설치되면 





 





 ≒

        최대 돌입전류 배수 =  





 배, 주파수 배수 = ×






배 

  이와 같이 직렬리액터는 커패시터 전원투입시 돌입과대전류를 제한하는 목적도 있으므

로 전력계통의 고조파 유, 무 또는 커패시터 용량의 대, 소에 관계없이 커패시터에는 직렬

리액터를 반드시 채택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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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직렬리액터 동작 원리

  ○ <예제 6-1> 유도성 리액턴스() 6Ω의 직렬리액터와 용량성 리액턴스() 100Ω인 

커패시터를 <그림 6-1>처럼 직렬연결시 ①직렬리액터 을 계산하고, ②기본파와 ③제3

고조파, ④제5고조파, ⑤7고조파에서 합성 리액턴스를 각각 계산하세요?

   <그림 6-1> 제5고조파 발생시 직렬리액터 및 커패시터의 리액턴스 변화

        

    ① 직렬리액터  진상콘덴서리액턴스 

직렬리액터리액턴스 
 


  

    ② 기본파에서 합성 리액턴스( ) = j6 + (-j100) = -j94Ω으로 용량성 회로가 됨.

    ※ 수학에서 실수는 1의 배수로 표시하고, 허수는 제곱하여 –1로 되는 수를 기본으로 

복소수 i로 표시하는데, 전기회로에서는 전류 I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j로 표기한다.

  교류 전기회로를 복소수로 표현하면 크기와 각도(시간차)를 함께 표현할 수 있고, 복소

평면은 가로축 저항성분은 실수로 표기하고, 세로축 유도성 리액턴스 +j는 실수축에 90° 

앞서는 것을 의미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j는 실수축에 90° 뒤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제3고조파에서 주파수가 3배가 되므로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는 j6Ω에서 

3배 증가한 j18Ω이 되고,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는 -j100Ω에서 1/3배 감소한 –j33.3Ω

으로 되므로 합성 리액턴스= j18 + (-j33.3) = -j15.3Ω 으로 용량성 회로가 된다. 

    ④ 제5고조파에서 주파수가 5배가 되므로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는 j6Ω에서 

5배 증가한 j30Ω이 되고,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는 -j100Ω에서 1/5배 감소한 -j20Ω으

로 되므로 합성 리액턴스= j30 + (-j20) = j10Ω 으로 유도성 회로가 된다. 

    ⑤ 제7고조파에서 주파수가 7배가 되므로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는 j6Ω에서 

7배 증가한 j42Ω이 되고,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는 j100Ω에서 1/7배 감소한 -j14.3Ω

으로 되므로 합성 리액턴스= j42 + (-j14.3) = j27.7Ω 으로 유도성 회로가 된다. 

  <그림 6-1>에서 커패시터 리액턴스(100Ω)의 6%에 해당하는 직렬리액터 리액턴스(6Ω)

을 조합시 합성 리액턴스( )는 기본파에서 –j94Ω, 제3고조파에서 -j15.3Ω 으로 용

량성 회로가 되지만, 제5고조파에서는 j10Ω, 제7고조파에서는 j27Ω, 유도성 회로가 된다.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6%는 제5고조파와 제7고조파 이상의 고조파 에서 커패시터회

로를 유도성으로 유지시켜 고조파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나, 제3고조파 발생시에는 커패

시터회로가 용량성으로 되어 전원측의 고조파 전류가 증폭되면서 확대하는 원인이 된다. 

  즉 커패시터 전원계통에 고조파 발생시 고조파 전류가 증대하여 기본파(정현파)의 파형

을 더욱 왜곡시켜 확대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해당 고조파 차수에 적합한 직렬리액터를 

설치하여 커패시터를 유도성 회로로 작용시켜 고조파 확대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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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L) 비율

     - 이론상으로 제5고조파에 대한 직렬리액터의 기본파 임피던스는 커패시터 기본파 

임피던스의 4% 이상, 제3고조파는 11% 이상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시 직렬리액터의 %리액턴스 () 비율은 이론상 계산값에 

2% 포인트 증가시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제5고조파 직렬리액터 비율 :  

 ‧


∴ 


 ⇒  6% 적용

     - 제3고조파 직렬리액터 비율 :  

 ‧


∴ 


 ⇒ 13% 적용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을 이론상 계산값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고조파 발생시 직렬

리액터 리액턴스()와 커패시터 리액턴스()가 같아져 직렬공진이 발생하게 된다.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을 이론상 계산값에 2% 포인트 증가시켜서 커패시터와 직렬

리액터의 직렬공진 주파수를 해당 차수보다 낮은 고조파로 이동시켜(리액턴스 비율 6%는 

제4고조파 근처에서 0Ω 된다) 해당 차수 고조파 유입시 직렬공진을 방지한다.

  또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을 이론상 계산값에 2% 포인트 증가시켜 공급전원 주파

수 변동에 따른 파형 왜곡방지 등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커패시터 투입시 돌입 

과대전류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현장에서 제5고조파 대책은 리액턴스 6%를 표준으로 적용하고, 정류기, 용접기 부하는 

리액턴스 8~10%를 적용하며, 전철, 아크로(arc 爐) 부하는 리액턴스 13~15%를 적용한다.  

  ○ 수동 필터 (Passive Filter)

     - 직렬리액터는 커패시터 회로에서 왜형파 확대를 억제시켜서 회로 본래의 파형으

로 개선효과가 있으므로, 직렬리액터를 부속한 커패시터 회로를 일종의 필터(Filter, 여과

기) 로서 전압파형 개선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전력회로의 역률개선용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는 전원측에서 보면 LC직렬 회로이

며 특정 차수의 고조파에 대하여 합성 리액턴스가 매우 작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 6-1>에서 기본파에 대하여 합성 리액턴스(임피던스)가 용량성 -j94Ω

의 회로가 제5고조파 발생시 유도성 j10Ω으로 부하측 임피던스가 약 90% 감소한다. 

  특히 제4고조파가 발생하면 주파수가 4배가 되므로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는 

6Ω에서 4배 증가한 24Ω이 되고,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는 100Ω에서 1/4배 감소한 

25Ω으로 되어 합성 리액턴스= j24 + (-j25) =- j1 Ω으로 교류회로 저항성분인 임피던스가 

매우 작아져 고조파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 이와 같이 LC직렬 회로에서 특정 차수의 고조파가 잘 흐르는 성질을 역으로 이용

하여 전원계통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가 유출되는 것을 커패시터로 흡수하는 목적으

로 사용하면 진상 커패시터라고 하지 않고 “수동 필터 (패시브 필터)” 라고 한다. 

  즉 수동 필터 사용목적은 고조파 흡수용이며 진상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LC직렬회로 

기본구성과 거의 동일하지만 역률 개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동 필터는 커패시터와 리액터 용량 비율에 따라 흡수할 수 있는 고조파 차수가 정해

지므로 각각의 고조파 차수마다 적합한 전용의 수동 필터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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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직렬리액터와 커패시터 직렬공진

  ○ -- 직렬공진 개요

     - 고조파에 대한 대책으로 커패시터에 직렬리액터 리액턴스를 조합하여 사용할 경

우에 선로저항, 직렬리액터, 커패시터 직렬회로가 된다.

  -- 직렬회로에서 주파수가 0에 가까울 때는 직렬리액터 리액턴스는 작아지나 커패

시터 리액턴스가 커져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반대로 주파수가 아주 높으면 커패시터 

리액턴스는 작아지나 직렬리액터 리액턴스가 커지므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된다. 

  -- 직렬회로의 합성임피던스 
 이고 직렬공진은 커패시터와 직

렬리액터 합성리액턴스가 서로 상쇄되어 0 Ω되는 현상으로, 리액턴스 성분이 없어   

저항만 존재하므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고   되면서 전류는 최대가 된다. 

  -- 직렬공진 조건은    ∴ 


이고, 이 때 가 공진주파수이다. 

  위 식에서  


 이고, 공진주파수  


 이 된다.

  즉 공진주파수는  과  가 작아지면 높아지고, 반대로  과  가 커지면 낮아진다.

     - -- 직렬공진 주파수에서 회로전류는 같으나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

턴스가 동일 하고 합성임피던스가 0 이므로,  과  에 인가되는 전압크기는 

동일 하지만 전압위상은 180° 차이가 난다. 즉 직렬공진시  과   각각에 인

가전압은 확대되나 합성전압은 0 가 되고 공급전압()이 저항() 양단에 인가된다.

  -- 직렬회로에 고조파 발생으로 직렬공진 발생시 직렬리액터에 걸리는 전압과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공급전압 보다 수십 배 이상의 높은 전압이 확대된다.

  전원전압  에 대한  과,  의 비율을 전압확대율 또는 양호도 (Quality factor) 라 

하며, 저항의 평균전력에 대한 직렬리액터나 커패시터의 무효전력 비율이며, 공급전원에 

대한 직렬리액터에 걸리는 전압비율 또는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비율을 의미한다

  의평균전력
또는의축척에너지

이므로,  ×

 ×



 또는  ×

 ×




  전압확대율 





이므로 




이고 









 이다

  그러므로 


×


  이다.     

×




 


×


   ∴  

 





  -- 직렬공진시 합성임피던스 이므로 전압분배에 따른 직렬리액터 전압과 

커패시터 전압는 같아지며, 공급전압보다  배 만큼 상승하여 최대값을 갖는다.

  직렬공진시 직렬리액터 전압  


×


×  

  직렬공진시 커패시터 전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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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 직렬회로의 선택곡선

     -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LC직렬회로에서 주파수()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할 

때, L에 의한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하여 0에서 무한대까지 커지지만, C에 의한 

리액턴스()는 L과 정반대로 주파수에 반비례하므로 무한대에서 0까지 작아진다.

  LC직렬회로에서 공급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공진주파수()에서 

합성임피던스()는 0으로 가장 큰 전류가 흐르고, 공진주파수보다 더 높으면  임피던

스가 더욱 커지고 유도성회로가 되면서 전류가 감소하고, 반대로 공진주파수보다 더 낮으

면  임피던스가 더욱 커져서 용량성 회로가 되면서 전류가 감소한다.

  그러므로 LC직렬회로의 전류( )와 주파수() 관계는 <그림 6-2> 선택곡선(selectivity 

curve)과 같은 형태로 변화한다. 

   <그림 6-2> LC 직렬회로의 선택곡선 

  : 공진전류 (최대전류=


)

    : 공진주파수 

  ,   : 반전력주파수

 첨예도 =


∆


=선택도 

 ∆ : 대역폭 (Band Width)

     - 공진전류()의 


일 때 주파수를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 또는 반전력주파

수 (half-power frequency)라 한다. 또한  과  라 부르는 둘 사이의 주파수 범

위를 공진회로의 대역폭(BW, Band Width)이라 한다. 

  대역폭 BW = =


=

×


이고 아래 식을 참고하면 BW = 





=



  
   에서 


이고 


=


,  




에서 이고 

 




  그러므로  가 클수록 대역폭(BW)이 작아지고,  가 작을수록 대역폭(BW)이 커진다.

     - 반전력주파수(, )일 때 전력()은 공진주파수에서 구한 최대전력의 1/2 이다.

       반전력주파수 전력 = 
× = 


 × = 


× max

× =  max

     - 첨예도(sharpness)  는 공진주파수와 차단주파수 차의 비율로, 공진곡선의 뾰쪽한 

정도를 나타내며  가 크면 주파수 선택성이 커지므로 선택도(selectivivity)라고도 한다.

        첨예도 =


∆


=





선택도  이므로,  와  는 같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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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렬공진 예제 문제

     - <예제 6-2> R-L-C 직렬회로 <그림 6-3>에서 교류전원 220V 주파수 60 , 선로

저항 1Ω, 직렬리액터 리액턴스=6Ω, 커패시터 리액턴스=100Ω 이다. 

  ①직렬리액터 인턱턴스(L) ? ②커패시터 정전용량(C) ? ③공진주파수 ? ④직렬공진 발생

시 고조파 차수 ? ⑤직렬공진시 커패시터 리액턴스 ? ⑥직렬공진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 

⑦기본파일 때 합성임피던스 및 전류 ⑧직렬공진시 합성임피던스 및 전류 ⑨전압확대비

(Q) ? ⑩기본파일 때 R-L-C 단자전압 ? ⑪직렬공진시 R-L-C 단자전압을 계산하세요? 

   <그림 6-3> R-L-C 직렬회로 

     



×  

      



×  

      



×      

   ① 직렬리액터 인턱턴스 


××


=15.92 

   ② 커패시터 정전용량 


×××


=26.54  

   ③ 공진주파수 



××  × × 


=245 

   ④ 전원주파수가 60이므로 공진주파수의 고조파 차수


= 제4.083고조파

   ⑤ 직렬공진시 커패시터 리액턴스  


=
×××× 


=24.5Ω

       다른 방법으로 =직렬공진고조파차수
기본파리액턴스

=


=24.5Ω

   ⑥ 직렬공진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 =24.5Ω

       다른 방법으로 =기본파리액턴스×직렬공진고조파차수=×=24.5Ω

   ⑦ 기본파 합성임피던스
 = =94Ω

       기본파 전류    =2.34A

   ⑧ 직렬공진시 합성임피던스 
 = =1Ω

       이 되고 전류   




=220A  ∴ 공진시 기본파의 94배 고조파전류 발생

   ⑨ 전압확대비  
 





=




× 

× 

=24.5  또는 








=24.5

       직렬공진시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에는 공급전압의 24.5배의 고조파 전압이 각각 

인가된다.  ∴ 직렬공진시   ×=539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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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기본파     ∼ 



× =


×=2.34V

      기본파    ∼ 



× =


×=14V

      기본파    ∼ 



× =


×=-234V

   ⑪ 직렬공진시    ∼ 



× =


×=220V

      직렬공진시    ∼ 



× =


×=5390V

      직렬공진시     ∼ 



× =


×=-5390V

      고조파 발생으로 직렬공진 발생시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인가전압이 ⑨항에서 공

급전압 220V×전압확대비(24.5)로 계산한 전압 5390V와 동일하다.

  ○ 직렬리액터가 설치된 커패시터회로의 공진 차수

     - 직렬리액터 기본파 리액턴스 , 커패시터 기본파 리액턴스 , 고조파 차수를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일 때, 직렬공진조건   에서  


 (공식 1)

      리액턴스비율 


 이므로    이므로 을 (공식 1)에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 고조파 차수 


 이 된다.

     - 제3고조파 적용, 직렬리액터 13% 공진 고조파 차수 


=2.774 고조파

       공급전원 주파수가 60이면 고조파 주파수 = 60×2.774 = 166

     - 제5고조파 적용, 직렬리액터 6% 공진 고조파 차수 


=4.083 고조파

       공급전원 주파수가 60이면 고조파 주파수 = 60×4.083 = 245

     - 커패시터 회로에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6%이면 4.083차 고조파에 해당하는 245

주파수에서 직렬공진이 발생하여, 합성임피던스에서 리액턴스 성분은 없고 저항( ) 

성분만 남게 되며 4.083차 차수에서 가까운 5차 고조파 전류를 일부 흡수하면서 고조파

전류 저감효과가 있다. 직렬리액터의 제5고조파에 대비한 %리액턴스가 이론상 4% 이상

이지만 4%를 적용하면 제5고조파에서 직렬공진이 발생한다.  즉 이론상 계산값에 2% 포

인트 증가한 6%를 표준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렬공진 주파수를 해당 고조파 보다 

낮은 고조파로 이동시켜서 해당 차수의 고조파 발생시 직렬공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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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커패시터 회로의 병렬공진

  ○ -- 병렬공진 개요

     - -- 병렬회로는 아래 <그림 6-4> 좌측 그림이지만, -- 병렬공진 회로를 

분석할 때는 인덕터 에 권선저항 이 있으므로 우측 그림을 사용한다.

  <그림 6-4> -- 병렬회로 및 -- 병렬공진 회로 

  

  에 흐르는 전류  =


이고,  에 흐르는 전류  는 


  이다.

  전체전류  =+ =


+  =


  가 된다.

    


 분모, 분자에  곱하면 


×


=  


 



  그러므로  = 


 


 =  


  


 

  여기서 임피던스 의 역수를 어드미턴스 라 하고 로 정의하는데, 실수부 

를 콘덕턴스, 허수부 를 서셉턴스 라고 정의하면  =   이다.

  병렬공진 조건은 어드미턴스  허수부()가 ‘0’ 이고, ≪  이므로 


이다.

  위 식에서 허수부가 ‘0’, 즉 서셉턴스 0 되면 어드미턴스  가 되므로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같아지면서 전류 의 크기가 최소로 되는 현상이 병렬공진 이다. 

     - 병렬공진 조건 허수부   


0 결국에    


 이므로

       ×  에서     ➪     된다.

         


 


=


 



 ➪  





 



이다.  


≫ 



이므로

       ≒








 ➪  


 이므로, 병렬공진 주파수  






     - 병렬공진시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 역수이므로   



  





  

       여기서 이 매우 작거나 주파수가 높은 고조파 전원이면 ≪  이므로

         
 

이다.  여기에    ×





을 대입하면

       병렬공진시 임피던스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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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렬공진 특성

     - 병렬공진 회로의 전체 전류   







=


(A) 이고,

       ≪ 이라고 하면  


 이고,  





 이므로

       전체전류  에 대한  과  비율인 전류확대율( )=











 된다.

       즉 직렬공진에서  또는  의 단자전압이 전원전압의 


배 또는 


로 확대

          병렬공진에서  또는  의 선로전류가 전원전류의 


배 또는 


로 확대

       이런 의미에서 직렬공진을 전압공진, 병렬공진을 전류공진 이라고도 한다. 

     - 병렬공진시  과   각각에 흐르는 전류는 확대되나 합성전류는 ‘0’() 가 되고 

전원측 공급전류( )는 저항() 회로에만 흐르게 된다.  즉 병렬공진시 어드미턴스 가 최

소로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 는 최대가 되고 전류가 최소로 된다. <그림 6-5>참고

  그러나 병렬공진시 인덕터 에 흐르는 전류와 커패시터  에 흐르는 전류는 

전원공급 전류  보다 수십 배 이상의 대전류로 확대된다. 

  직렬공진시 전압확대율  는 공급전압에 대한  과  의 전압 확대비율을 의미하고, 

병렬공진시 전류확대율  는 공급전류에 대한  과  의 전류 확대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6-5>  병렬공진 회로의 주파수(), 전류( ) 곡선

  주파수 변화에 따른 전류 변화 곡선

   병렬공진 회로에서 전원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주파수를 변화시킬 때 전류 곡선을 

그리면 좌측 <그림 6-5>와 같이 된다. 

  공진주파수일 때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되므로 

전류는 최소이고,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다.

  공진주파수보다 낮은 경우  회로에 전류가 

많이 흐르므로 뒤진전류가 되고, 

  공진주파수보다 높은 경우  회로에 전류가 

많이 흐르므로 앞선전류가 된다.

     - 역률 개선 전력용 커패시터에서 중요한 것은 전원과 커패시터 회로의 임피던스가 

고조파 전류에 의해 병렬공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용 커패시터 유지관리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전력계통에 존재하는 고조파에 의해서 전원측 변압기와 커패시터간에 

병렬공진 회로가 형성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병렬공진이 발생하면 고조파 전류의 증폭뿐 

아니라 전력계통 전체에 대해서 전압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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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렬공진, 병렬공진 비교

     - 커패시터 회로의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는  직렬 회로이므로 고조파 발생시 직

렬공진이 발생할 수 있고, 역률 개선 커패시터는 큰 틀에서 보면 전원측 유도성 변압기 

또는 유도전동기 등과  병렬 회로이므로 고조파 발생시 병렬공진이 발생할 수 있다.

  직렬 또는 병렬로 조합된  회로에서 캐패시터 전기장과 인덕터 자기장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평형을 이룬 상태를 공진이라 한다.

  공진주파수  


 에서 (저항성분 과 관계없고)  과  에 의해 결정되므로, 

 과  가 조합되면 분명히 어떤 주파수에서 직렬공진 또는 병렬공진이 발생하게 된다.

  공진주파수에 가까운 고조파 전압이나 전류는 비록 성분이 작더라도 왜곡된 고조파를  

발생시켜 전력계통 전체에 고조파 전류를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커패시터는 고조파 발

생시 고조파 확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공진이 되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표 6-1> -- 직렬공진, 병렬공진 비교

  

구  분 -- 직렬공진  -- 병렬공진

 회로 구성도

 공진 조건   


  



 공진 주파수    


    




 회로의      


    







 공진시       (최소)   ∴ 전압공진    


 (최소)   ∴ 전류공진

 공진 전류     

 


 (전류 최대)     


 (전류 최소)

 확대율 (  )   전압 확대율  





  전류 확대율  





     - 직렬공진 공진주파수에서 직렬 회로는 대단히 낮은 임피던스가 되어 직렬

회로는 단락(短絡)되는 현상이 나타나 회로전류가 최대가 되며, 공진주파수가 전압성분을 

증폭시켜 인덕터와 커패시터 단자에 대단히 높은 전압이 인가되므로 전압공진이라 한다. 

     - 병렬공진 공진주파수에서 병렬 회로는 대단히 높은 임피던스가 되어 병렬

회로는 단선(斷線)되는 현상이 나타나 회로전류가 최소가 되며, 공진주파수가 전류성분을 

증폭시켜 인덕터와 커패시터 선로에 대단히 많은 전류가 흐르므로 전류공진이라 한다.

  또한 병렬공진 회로는 고조파 발생원, 전원측 임피던스, 커패시터 회로 등 전력계통 전

체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야 하므로 범위가 넓고 직렬공진 회로보다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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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조파 전력계통도 및 등가회로

     - 고조파 발생원이 있는 전력계통도는 <그림 6-6> 좌측 고조파 발생원이 정전류 

전원이므로 가운데 계통도로 변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우측 등가회로로 다룰 수 있다. 

  <그림 6-6> 고조파 발생원이 있는 전력계통도 및 등가회로 

  등가회로의 고조파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n차 고조파전류  =  +  이며, 전원공급측

으로 가 흐르고, 커패시터 회로측으로 가 흐르며 아래 식 (1)과 (2)로 구한다. 

 

    ×
 









  식 (1)     ×
 





  식 (2)

  여기서,  : 고조파 차수

          : 기본파 주파수에 대한 전력계통의 리액턴스 (전원 임피던스)

          : 기본파 주파수에 대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 기본파 주파수에 대한 진상 커패시터 리액턴스

   - 식 (1)과 식 (2)에서 제n차 고조파 전류는 직렬리액터와 커패시터의 합성 임피던스 




의 결과가 음(-) 이면 확대되고, 양(+) 이면 억제된다. 

  


   이면 식 (1)과 식 (2)의 분모가 작아지므로 와 는 증가되고

  


   이면 식 (1)과 식 (2)의 분모가 커지므로 와 는 감소된다.

  결국 


  의 조건은  


이고, 제n차 고조파발생시 직렬리액터와 커

패시터의 합성리액턴스를 유도성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56 -

  ○ 고조파 발생시 커패시터 회로의 병렬공진 검토

     - <그림 6-6> 등가회로 식 (1)과 식 (2) 분모에 해당하는  


  에서, 

  


이고  ≪ 이므로, ≒


 고조파 차수에서 병렬공진이 된다. 

  병렬공진시 식 (1)과 식 (2) 분모가 ‘0’이 되므로 전원공급측 고조파전류 와 커패시터 

회로측 고조파전류 가 고조파 발생원 전류 보다 매우 크게 (거의 무한대로) 비정상적

으로 증폭되면서, 과전류에 의한 과열, 소손 및 전력계통 전체에 고조파 전류에 의한 왜

곡이 발생하면서 나쁜 영향을 준다. 

  <표 6-2> 고조파 등가회로의 고조파 영향에 의한 현상

커패시터 회로
리액턴스

고조파 전류 흐름 상태 고조파 영향에 의한 현상

〔회로 패턴 1〕






  제n차 고조파에 대하여 커패시터 회

로는 유도성 회로이므로, 제n차 고조파

가 확대되지 않는 바람직한 회로 

〔회로 패턴 2〕






  커패시터 회로 직렬공진이며, 제n차 

고조파 전류는 모두 커패시터 회로에 

유입 및 커패시터 회로에 과전압 인가

〔회로 패턴 3〕






  제n차 고조파에 대하여 커패시터 회

로는 용량성 회로이므로, 제n차 고조파 

확대 및 전원계통 왜곡이 증대된다.

〔회로 패턴 4〕

  



  전원측과 커패시터 회로의 병렬공진

이며, 제n차 고조차의 극단적 증폭 및 

과전류가 흘러 절대로 피하여야 한다.

  <표 6-3> 전력용 커패시터의 허용 최대 사용전류 

전압 구분 한국산업규격
최대 사용전류

직렬리액터 없음 직렬리액터 있음

저압회로용 KSC 4806, 4801
130% 이하 120% 이하, 

제5고조파 35% 이하

고압회로용 KSC 4806, 4802
고조파 포함 
135% 이하

120% 이하, 
제5고조파 35% 이하

특별고압회로용 KSC 4806, 4801
고조파 포함 
135% 이하

120% 이하, 
제5고조파 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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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6-3> 전력용 커패시터의 허용 최대사용전류는 한국산업규격 KSC 4802에서

직렬리액터가 있으면 정격전류의 120% 이하 및 제5고조파는 3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고조파 발생으로 고조파 전류 등으로 인해서 정격전류를 초과하여 많이 흐르게 

되거나, 전원측 유도성 리액턴스와 병렬공진이 발생하면 고조파 전류가 확대되면서 전력

용 커패시터 및 직렬리액터가 과열, 소손될 우려가 있다.

  <그림 6-6> 커패시터 회로 고조파 전류   ×
 





≒








  은 제n차 고조파 전압으로   ×

     - 제5고조파 (n=5)에 대응하기 위하여 커패시터에 직렬리액터 6%를 조합하면 

  ≒
× 











이다.  는 제5차 고조파전압

  여기서 전장 [5-3 고조파 관리기준]의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 처리지침 고조파 기준의 

<표 5-4>에서 전압 왜형률 기준치는 3%이하 이다. 

  그러므로 제5고조파 전압이 기본파 전압의 3%가 되는  이 포함된 경우 

  








 으로, 기본파 전류의 30% 고조파 전류가 유입한다.

  <표 6-3>에서 커패시터 회로의 최대 사용전류는 직렬리액터가 있을 때 제5고조파는 

35% 이하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전압왜형률을 3% 이하로 하면 기본파 전류의 30% 고조

파 전류가 유입하므로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된다.

     - 그런데 위에서 계산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력계통의 제5고조파 전압이 기

본파 전압의 3.5%를 초과하면 기본파 전류의 35% 고조파 전류가 유입하여 기준치 허용

값을 초과하게 되므로 고조파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고조파 대책으로 직렬리액터의 커패시터의 리액턴스 비율(%L)을 증가시켜서 공진주파

수를 낮게 하면 제5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가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제5고조파에 대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을 6%에서 8%로 증가시키면 

   
× 








이다. 그러므로 





 으로, 

  %L이 6%일 때 기본파 전류의 30%의 고조파 전류가 유입하는데, %L이 8%일 때는 기

본파 전류의 15%의 고조파 전류가 유입되므로 제5고조파 전류가 50% 감소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제5고조파에 대한 직렬리액터 %L을 13%로 증가시키면 

   
× 








이다. 그러므로 





 으로, 

  커패시터 회로의 제5고조파 전류유입은 %L 6%의 에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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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조파 대책으로 직렬리액터 %L 증가의 한계

     - 커패시터 회로의 제5고조파 대책으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L)은 커패시터 

기본파 임피던스의 6%를 표준으로 적용하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채용되고 있다.

  전장에서 제5고조파 대책으로 직렬리액터의 %L을 6%에서 8%로 증가시키면 고조파 전

류 유입이 에서 으로 감소되고, 13%로 증가하면 으로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L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단순하게 고조

파 전류의 억제효과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전력계통에 다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실제로 현장에 채용되지 않는 편이며 적용할 때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나하면 고조파 대책으로 직렬리액터 %L을 증가할 때는 아래에 설명하는 커패시터의 

전압 상승, 용량 증가, 전류 증가에 따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다

음 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① 전압 상승 :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를 조합하면 합성 임피던스가 감소되면서 커

패시터 단자단압이 상승한다. 직렬리액터 %L이 높아질수록 단자전압은 더욱 상승하게 되

며 커패시터 내부소자나 직렬리액터 층간절연 및 대지절연을 파괴할 수 있다. 

     ② 용량 증가 : 커패시터의 단자전압 상승에 따라 커패시터 용량은 단자전압의 제곱

에 비례하며 증가한다. 커패시터 용량 증가로 유전체 손실이 증가하고, 내부소자의 온도

상승이 커지면서 열화를 촉진시켜 수명을 단축시킨다. 

     ③ 전류 증가 : 커패시터 회로전류는 커패시터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전류가 

증가하면 커패시터에서 소음, 진동이 커지고 직렬 리액터가 소손될 수 있다.

  직렬리액터가 있는 커패시터는 <표 6-3>에서 정격전류의 120% 이하로 규정되어 (직렬

리액터가 없을 때 저압회로 130%, 고압이상 135%) 전류허용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 전력계통 고조파 대책 필요성

     -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회로에서 공진주파수는 아니지만 공진주파수에 가까운 고

조파는 비록 그 성분이 작아도 결국에는 전력계통에 왜곡된 고전압을 확대시켜서 고조파 

과전류를 발생시키므로 반드시 고조파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전력변환 반도체 소자를 채택한 비선형 부하의 급증과 전력외란에 민감한 기기의 사용 

확대에 따라 배전계통의 고조파를 일정수준 기준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전력계통에는 각 수용가에서 유출한 고조파가 존재하고 있다. 전력계통으로는 직

렬 리액터가 없는 커패시터가 접속돼 있기 때문에 고조파 확대로 인해 전압변형이 증대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하는 구내 전기설비에 고조파 발생 기기가 없다고 해도 배전계통

의 고조파 전압왜곡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고주파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조파 발생 기기가 많이 설치돼 커패시터 회로에 유입되는 고조파가 많거나 앞

으로 고조파 발생기기를 증설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고조파에 대응하는 올바른 

직렬리액터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조파의 확대현상은 변압기 철심의 포화특성, 비선형 부하, 회로 전체의 조건 등에 의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결정은 곤란하며 각각의 특성, 계통조건, 사용조건, 부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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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직렬리액터 조합시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

  ○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 원리

     -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는 전압이 전류보다 90° 앞서고, 커패시터 용량성 리

액턴스는 전류가 전압보다 90° 앞서므로,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직렬회로의 인가되는 전

압의 위상 차이는 180°가 된다.

  그러므로 교류의 저항성분인 임피던스 성격이 서로 반대이므로 커패시터와 직렬리

액터의 합성임피던스는 커패시터 개별 임피던스 크기보다 오히려 감소한다.

     -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를 조합하여 설치하면 공급전압  에서 보면  직

렬회로이므로 합성임피던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는 

공급전압 와 직렬리액터에 걸리는 전압 을 더한 만큼 상승한다.  ∴   

  참고로 <예제 6-2> 예제 ⑩항 기본파 공급전압 =220V, 직렬리액터 전압 =14V 이

므로, 커패시터 전압 =220+14=234V이고 과 는 전압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그림 6-7>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   )  조합시 단자전압? 

 


×  


×

   


× ≒

 


×  


×

   

 
×  ≒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일 때 <그림 6-7>에서 전원전압   이고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에 선로전류는 같지만 합성임피던스가 6% 감소되면서, 직렬리액터 

인가전압은 -가 인가되고, 커패시터 인가전압은 가 인가된다.

  결국 커패시터( )에는 직렬리액터 인가전압과 공급전압 을 합한 전압이 인가

되어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공급전압보다 6.38% 상승한다.  전기회로의 부분전압이 전체 

전압보다 커지는 현상은 직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교류에만 나타나는 특수 현상이다.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α %, 공급전압 이면 커패시터 전압 


× 이다.

       리액턴스 비율 6% 직렬리액터 조합시  = 


×= (6.38% 상승)

       리액턴스 비율 13% 직렬리액터 조합시  =


×= (14.94% 상승)

     - 커패시터의 정격전압은 전원측 공급전압(공칭전압)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

미이므로 커패시터가 정격전압을 초과한 높은 전압에서는 유전체 절연이 파괴되어 위험

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직렬리액터를 커패시터와 조합하여 사용시에는 반드시 전압

상승에 따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고 평상시 유지관리시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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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에 따른 주의사항

     - 커패시터는 24시간 연속사용시 허용되는 과전압 범위가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차

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정격전압의 110% 이하이며, 과전압으로 사용시 제품수명 단축 및 

위험에 노출된다. 

  (과전압 범위가 정격전압의 110% 이하인 경우에도 24시간중 8시간 이내라고 구체적으

로 과전압 허용범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커패시터는 내부가 완전밀봉된 구조이기 때문에 과전압으로 사용하면 커패시터 

용량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유전체 발열량 증가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명

이 급격히 단축되고, 압력상승으로 팽창에 의한 배부름, 소음, 진동현상과 폭발사고로 인

명피해와 재산손실로 이어진다.  커패시터 사고원인 대부분이 결국 과전류와 과전압이다.

  결국 전력회로 무효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역률개선 커패시터 사용시 고조파 영향

에 의한 과전류 발생 및 투입시 돌입전류가 과대해지는 1차 문제를 직렬리액터와 조합하

여 사용하는 1단계 조치로 해결하였다고 할 때, 1단계 조치로 인하여 커패시터 단자전압

이 상승하는 2차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한 2단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제3고조파에 대한 대책으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8% 적용시 커패시터 단자

전압은 8.7% 상승하여 정격전압 110% 허용범위에 근접한다. 그러므로 직렬리액터 8%이

상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전압상승 대책이 필요하다.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8% 조합시 커패시터 단자전압 =


× =  

  제5고조파에 대한 대책으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 적용시 커패시터 단자전압

은 6.38% 상승하여 정격전압 110% 허용범위 이내지만, 공급전압 변동 및 고주파 발생시

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압상승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직렬리액터 6% 적용시 전원측 공급전압이 3.0%만 소폭 상승하여도 커패시터 단자전압

은 1.0638×1.030=1.096으로 과전압 허용기준 110%와 거의 같다.

  그러므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와 커패시터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장소에서 커

패시터 정격전압 규격이 전원측 공급되는 공칭전압과 동일한 제품이라면 전원측 전압상

승분이 정격전압보다 3%이상 높게 되면 커패시터가 과전압 위험에 노출됨을 명심하고 

과전압이 공급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커패시터 정격전압이 380V일 

때, 커패시터에 공급하는 전원측 전압이 395V로 공칭전압 380V보다 4.0% 높으면, 커패시

터 단자전압은 395V×1.0638=420V로 정격전압의 110.5% 과전압이 인가되므로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20V, 380V, 6600V, 22900V의 표준공칭전압에서 3%이상일 때 

전압은 220V×1.03=227V, 380V×1.03=391V, 6600V×1.03=6798V, 22900V×1.03=23587V 

이고, 직렬리액터 사용시 공급전압 상승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평상시 전원측 공급전압 상승분이 커패시터 정격전압의 3%이하라고 할지라도 한

전 전기공급규정에서 표준공칭전압의 전압유지범위가 220V는 220V±13V (±6%)이고 380V

는 380V±38V (±10%)이다. 그러므로 주간, 야간의 전압변동이 심한 곳에서는 커패시터가 

과전압에 노출되는 것이 장기간 누적되면 위험하므로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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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에 따른 커패시터 용량() 증가

     - 커패시터 용량 공식   ( : 주파수,  : 정전용량,  : 전압)이다.

       그러므로 커패시터 용량 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단위는 ()이다.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일 때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6.38% 상승하므로

       커패시터 용량상승은 1.0638×1.0638=1.1317 이므로 13.2% 증가한다.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13%일 때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14.94% 상승하므로

       커패시터 용량상승은 1.1494×1.1494=1.321 이므로 32.1% 증가한다. 

  ○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에 따른 커패시터 전류() 증가

     - 삼상 커패시터 전류  


이고 단위는 ()이다. ( : 용량,  : 공급전압)

       공급전압 가 일정하므로 커패시터 회로의 전류는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일 때 커패시터 용량이 13.2% 증가하므로 

       커패시터 전류도 용량중가에 비례하여 13.2% 증가한다.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13%일 때 커패시터 용량이 32.0% 상승하므로

       커패시터 전류도 용량중가에 비례하여 32.0% 증가한다.

  ○ 직렬리액터 인가전압() 및 용량() 계산

     - 커패시터에 직렬리액터를 직렬연결하면 커패시터 단자전압()은 공급전압()과 

직렬리액터에 인가되는 전압() 만큼 높아진다.     ∴  

  직렬리액터 정격전류()은 직렬연결되는 커패시터 전류()와 같다. ∴   이다.

  

 - 단상 리액턴스비율 6%일 때 직렬리액터 인가전압= ×=

   단상 리액턴스비율 13%일 때 직렬리액터 인가전압= ×=

      이므로, 단상 직렬리액터 정격용량 =  ·   ·   

 - 3상 리액턴스 비율 6%일 때 직렬리액터 인가전압=


×=

   3상 리액턴스 비율 13%일때 직렬리액터 인가전압=


×=

      이므로, 3상 직렬리액터 정격용량  = · ·  · ·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일 때 단상에서 직렬리액터 인가전압 = ×

로 공급전압의 6.38% 전압이 걸리고, 3상일 때 직렬리액터는 공급전원측에서 Y결선으로 

직렬리액터 인가전압 =


×=로 공급전압의 3.68% 전압이 걸린다.

     - 직렬리액터와 커패시터는 공급전원에 직렬연결되어 있으므로 회로전류는 동일하

며, 직렬리액터 사용으로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공급전압보다 상승하여 커패시터 용량이 

증가하면 직렬리엑터에 흐르는 전류도 커패시터 용량상승분 만큼 동일하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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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패시터 및 직렬리액터 기기명판에 리액턴스() 표시 필요성

     - 직렬리액터 는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 와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

 의 비율이며, 직렬리액터  커패시터리액턴스 

직렬리액터리액턴스 
 

 
 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를 조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대응하고자 하는 고조파 

차수에 대하여 리액턴스 비율로 적용하여야 올바른 동작이 가능하다. 

    에서 인덕턴스  이 일정하여 주파수  에 비례하고,  





에서 커패시턴스  가 일정하여 주파수  에 반비례한다.

  위 식에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이다.

     -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를 조합하여 사용할 때 리액턴스 비율의 확인이 필수적인

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제조회사의 기기명판 또는 카다로

그, 기술자료 등에는 리액턴스 규격에 대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기기명판에는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 있

지만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 그리고 리액턴스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점검

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도 불편하다. 

  필자 의견은 커패시터 제조회사는 ①커패시턴스() ②용량성 리액턴스() ③내부결선(Y 

또는 Δ결선)상태를 기기명판에 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직렬리액터 제조회사는 ①인덕턴스

()와 유도성 리액턴스()를 기기명판에 표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커패시터나 직렬리액터 제조회사에서 전력설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을 

배려하여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한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에

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므로, 규정을 고쳐서라도 제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표시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박수 ^^; 

     - 정격용량()과 정격전압()이 명판에 표시되어 있으면 [4-3 커패시터 기초]에서 

정전용량 
 


으로 계산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으로 계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산식으로 커패시터 정전용량이나 리액턴스를 구한다고 하여도 커패시터 내부

결선(Y 또는 Δ결선) 방식을 모르면 정확한 계산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향후 유지관리

하면서 각종 항목의 점검시에도 측정값에 대한 이상유무 비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

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전기장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커패시터와 달리 자기장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

하는 직렬리액터는 인덕턴스 계산에 필요한 자속()이나 코일 감긴 횟수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식에 의한 인덕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제조회사에서 기기명판에 규격을 표시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직렬리액터 제조회사에서 기기명판에 인덕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를 표시함으로

서 커패시터회로 유지관리가 편리해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63 -

  ○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리액턴스 비율 및 용량 검토

     - 직렬리액터 정격전압은 공급되는 전원전압이 아니고 직렬리액터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을 의미하고, 조합하는 커패시터에 따라서 회로전류가 변하므로 직렬리액터 용량도 

변하게 된다.  결국 커패시터회로에 고조파 발생에 대비하여 직렬리액터 선정시 대응 고

조파에 적정한 직렬리액터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리액턴스 비율 정의는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리액턴스 비율이나, 제조사에서 

리액턴스 규격을 표시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용량 비율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즉 커패시터 용량에 직렬리액터 을 곱한 것을 직렬리액터 용량으로 선정한다.

  커패시터 용량은 무효전력 단위 (), 리액터 용량은 피상전력 단위 ()를 사용한다. 

  결국 직렬리액터  커패시터리액턴스 

직렬리액터리액턴스 
≒커패시터용량 

직렬리액터용량 
 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대부분 적용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리액턴스 비율  = 6% 적용시 3상 직렬리액터 정격용량 계산

     -  = 6%일 때 직렬리액터에 인가되는 전압은 공급전압()의 6.38% 이며

       직렬리액터 결선은 전원측에서 보면 Y결선 이므로

       3상 직렬리액터 정격전압은 공급전압


의 6.38% 이다.  ∴ 


× 

       3상 직렬리액터 정격전류 = 커패시터 정격전류 = ·


 이므로

      ∴ 직렬리액터 용량  · · · ·  이다.

                           =  ×


×× ·


  ()

         그러므로 리액턴스 비율( 

 
)이 6%는 용량 비율( 

 
)은 6.38% 이다.

     - 커패시터 회로의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의 정격용량 계산시 직렬리액터에

는 공급전압의 6.38%가 인가되므로, 직렬리액터 정격전압은 6.38%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조회사 카다로그나 논문자료에 직렬리액터 정격전압을 공급전압 6.0%로 적용한 것은 

리액턴스 비율이 아닌 용량 비율일 때 적용방법이다. 즉 리액턴스 비율 6.0%일 때 커패

시터 전압상승분은 6.38%이고, 용량 비율 6.0%일 때 커패시터 전압상승분은 6.0% 이다. 

  <표 6-4> 리액턴스비율 6% 및 용량비율 6%에 따른 3상 직렬리액터 전압  비교

  

항 목 비율 적용 직렬리액터 3상 380V 3상 6600V 3상22.9kV 3상 154kV

 

  리액턴스 비율
 6.0 % 


× 14.0V 243V 844V 5673V

 

  용량 비율
6.0 % 


× 13.2V 229V 793V 533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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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제 6-3> 제5고조파에 대응하는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및 용량 관련 문제

     - 3상 60㎐, 6600V 300 커패시터에 사용하는 ①직렬리액터 6600V의 용량 계산?

       ②커패시터 정전용량? 리액턴스? ③직렬리액터 인덕턴스? 리액턴스? 계산하세요?

     ① 일반적 계산방법 직렬리액터 용량 = 3상 커패시터 용량 300kvar × 6% = 18

        그러나 아래에서 리액턴스 비율 6%로 계산하면  19.1가 적정 용량이 된다.

        직렬리액터 정격전압 


×   =


×    =   

        직렬리액터 정격전류= 커패시터 정격전류  = ·


=×

×
=  

        ∴ 3상 직렬리액터 정격용량 = · ·  = 3 × 243 × 26.24 =  

     ② 6600V 300kVA 커패시터 정전용량 
 




×××
×

 ㎌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  



×××× 


  

     ③ 커패시터 회로의 리액턴스 비율 = 

 
이므로  × 이다.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  = 0.06%×145.18 = 8.71

        직렬리액터 인덕턴스 


××


   

     ※ 상기 예제는 정격전압, 정격용량을 적용한 계산이며, 직렬리액터 라액턴스 비율

6% 영향으로 커패시터 단자전압 6.38%증가 및 용량 증가 13.2%를 감안하면 

        실제 커패시터용량 는 정격 보다 13.2% 증가. 300×1.132=339.6 () 이다.

        직렬리액터는 공급전원 에서 보면 Y결선이고 공급전압의 6.38%가 인가되므로 

        실제 직렬리액터 인가 전압 


×  =


×   =   

        실제 직렬리액터 선로 전류 = 커패시터 전류  =×


= ×

× 

                                    =×

××
=  

        실제 직렬리액터 용량  = · · = 3 × 243 × 29.71 = 21659 ≒ 

        실제 용량비율 =커패시터용량 

직렬리액터용량 
=


≒ 0.0638 = 6.38% 변함없음

        또한 리액턴스 비율 은 커패시터 정전용량(), 직렬리액터 인턱턴스()는 

         전류증가, 용량증가와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실제 리액턴스 비울 =진상콘덴서리액턴스 

직렬리액터리액턴스 
=


= 0.06 = 6% 변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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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리액턴스 비율 및 용량 비율 차이발생 검토

     - 전장의 예제 문제에서 커패시터 회로에 제5고조파에 대응하는 직렬리액터 리액턴

스 비율  = 6%일 때 커패시터의 단자전압 6.38% 상승으로 커패시터의 용량은 13.2% 

증가한다. 동시에 커패시터 용량증가분 만큼 직렬리액터에 흐르는 선로전류도 비례하여 

13.2% 증가하므로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용량 비율은 변하지 않고 6.38% 동일하다.

  커패시터 및 직렬리액터 정격으로 계산한 용량 비율= 

 
=


 

  커패시터 용량 증가분 비율 = 

 
=×

××
=


 

  이와 관련하여 커패시터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 선정방법인 커패시터 용량에  

을 곱하여 직렬리액터 용량 규격을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제 문제에서 커패시터 6600V 300kvar 용량비율로 직렬리액터를 선정하면 리액턴스 

비율은 전압 증가분만큼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리액턴스 비율이 6%인 직렬리액터 규

격은 6600V 18kVA 보다는 6600V 20kVA (300×0.064=19.2)가 적당하고, 이 13%인 직

렬리액터의 규격은 6600V 40kVA 보다는 6600V 45kVA (300×0.1494=44.8)가 리액턴스 비

율로 6%에 근접하므로 대응하고자 하는 고조파에 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5고조파에 대응하는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와 용량 비율 6%는 엄밀히 말하면 

동일하지 않고 리액턴스 차이가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커패시터 용량이 크거나 이 

8% 이상일 때는 용량 비율로 직렬리액터를 선정하면 오차가 커져서 실제 리액턴스 비율

이 감소하므로 반드시 감소분만큼 직렬리액터 용량 증가가 필요하다. 

     - <표 6-4>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 6.0%일 때 리액턴스 비율은 전압 증

가율이 6%이므로 커패시터 리액턴스 100Ω일 때 직렬리액터 리액턴스를 구하면 된다.

  커패시터회로 전압증가율


이므로 


에서 을 계산하면 된다.

  위 식에서  이다.  이므로 =5.660377≒5.66Ω 이다.

  결국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용량 비율이 6.0%일 때 리액턴스 비율은 5.66%이다.

  그러므로 직렬리액터 비율을 말할 때는 그냥 몇 %라고 하지말고 리액턴스 비율 몇 % 

또는 용량 비율 몇 %라고 하여야 정확한 표현이 되고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직렬리액터 선정시 용량 비율로 계산하여 설치하더라도 대응하는 고조파에 대하여는 

리액턴스 비율로 계산하여야 올바른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아래 <표 6-5>

에서 제5고조파에 대응하는 리액턴스 비율 6%과 용량 비율 6%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 6-5>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리액턴스 비율 6% 및 용량 비율 6% 비교

  

리액턴스 비율 용량 비율 전압 증가율 용량 증가율 전류 증가율














 




6.00 % 6.38 % 6.38 % 13.2 % 13.2 %

5.66 % 6.00 % 6.00 % 12.4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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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일 때 커패시터 단자전압 및 전류 측정 예제 문제

     - <예제 6-4> 3상 6600V 200 kvar 커패시터 ①정격전류는?  <그림 6-8> 커패시터

회로의 직렬리액터 6600V 리액턴스 비율 6% 조합시 ②커패시터 용량변화는? ③직렬리액

터 전원측 선간전압 ④직렬리액터 커패시터측 선간전압? ⑤직렬리액터 자체 인가전압? 

⑥직렬리액터 전원측 전류? ⑦직렬리액터 커패시터측 전류를 구하시오?  

    ※ 6600V 200kVA 커패시터 정전용량 
 




×××
×

= 12.19 ㎌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  



×××× 


= 217.7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 = 217.7 × 6% = 13.06 

  <그림 6-8> 3상 커패시터 회로의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일 때 전압, 전류 측정

직렬리액터

방전장치

진공접촉기

커패시터

3상 6600V   ① 3상 6600V 200 kvar 커패시터 단독사용시 정격전류?

      = ·


=×

×
= 17.5 A 

  ② 리액턴스비율=6.0%일 때 커패시터 용량 13.2% 증가

       ×=200×1.132=226.4 kvar

  ③ 직렬리액터 전원측 선간 ( A~B, B~C, A~C ) 전압?

    - 공급전압과 동일하므로 선간전압 = 6600V

  ④ 직렬리액터 커패시터측 선간 ( D~E, E~F, D~F ) 전압?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조합시 커패시터 전압

       =  ×


= (6.38 % 상승) 

      ∴ 커패시터측 선간전압=1.0638 × 6600 = 7021 V

  ⑤ 직렬리액터 자체 ( A~D, B~E, C~F ) 인가 전압?

    - 직렬리액터는 Y결선으로 직렬리액터 인가전압

       =


×


=


× = 243 V

  ⑥ 직렬리액터 전원측 선로 ( A, B, C ) 전류?

    - 커패시터 용량이 13.2% 증가하므로

         = ·

×
=×

××
= 19.81 A

  ⑦ 직렬리액터 커패시터측 선로 ( D, E, F ) 전류?

     직렬회로이므로    ,    ,     ∴ 19.81 A

     ※ 직렬리액터의 리액턴스 비율 6% 영향으로 커패시터는 정격 200kvar에서 226.4

kvar로 13.2% 용량증가 및 커패시터 전류는 정격 17.5A에서 19.81A로 13.2% 증가한다. 

  직렬리액터 정격용량  · · .=3×243×17.5=12.76 이고 커패시터 용량증가로 

 · ·=3×243×19.81=14.44 이고, 용량 비율은 14.44 / 226.4 = 6.3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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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 6%일 때 커패시터 단자전압 및 전류 측정 예제 문제

     - <예제 6-5> 3상 6600V 200 kvar 커패시터 ①정격전류는? <그림 6-9> 커패시터 

회로의 직렬리액터 6600V 용량비율로 6%인 6 kvar 조합시 ②커패시터 용량변화는? ③직

렬리액터 전원측 선간전압 ④직렬리액터 커패시터측 선간전압? ⑤직렬리액터 자체 인가

전압? ⑥직렬리액터 전원측 전류? ⑦직렬리액터 커패시터측 전류를 구하시오? 

     ※ 3상 커패시터 회로의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와 용량비율 6%일 때 전압, 

전류 측정을 비교하였다. <예제 6-4>와 <예제 6-5>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하자.

  <표 6-5>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 6%일 때 리액턴스 비율은 5.66% 이므로

  리액턴스 비율=5.66%일 때 커패시터 용량=


 =112.4% 증가한다.

  <그림 6-9> 3상 커패시터 회로의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 6%일 때 전압, 전류 측정

직렬리액터

방전장치

진공접촉기

커패시터

3상 6600V   ① 3상 6600V 200 kvar 커패시터 단독사용시 정격전류?

      = ·


=×

×
= 17.5 A 

  ② 리액턴스비율=5.66%일 때 커패시터 용량 12.4% 증가

       ×=200×1.124=224.8 kvar

  ③ 직렬리액터 전원측 선간 ( A~B, B~C, A~C ) 전압?

    - 공급전압과 동일하므로 선간전압 = 6600V

  ④ 직렬리액터 커패시터측 선간 ( D~E, E~F, D~F ) 전압?

    -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5.66% 조합시 커패시터 

       전압  =  ×


≒ (6.0 % 상승) 

      ∴ 커패시터측 선간전압=1.06 × 6600 = 6996 V

  ⑤ 직렬리액터 자체 ( A~D, B~E, C~F ) 인가 전압?

    - 직렬리액터는 Y결선으로 직렬리액터 인가전압

       =


×


=


×=229 V

  ⑥ 직렬리액터 전원측 선로 ( A, B, C ) 전류?

    - 커패시터 용량이 12.4% 증가하므로

         = ·

×
=×

××
= 19.67 A

  ⑦ 직렬리액터 커패시터측 선로 ( D, E, F ) 전류?

     직렬회로이므로    ,    ,     ∴ 19.67 A

     ※ 직렬리액터의 용량 비율 6% 영향으로 커패시터는 정격 200kvar에서 224.8 kvar로 

12.4% 용량증가 및 커패시터 전류는 정격 17.5A에서 19.67A로 12.4% 증가한다. 

  직렬리액터 정격용량  · · .=3×229×17.5=12.0 이고 커패시터 용량증가로 

 · ·=3×229×19.67=13.51 이고, 용량 비율은 13.51 / 224.8 = 6.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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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렬리액터 사용시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에 따른 대책

     - 고조파 대책으로 커패시터 회로에 이 6% 이상의 직렬리액터를 조합하면 유지

관리시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과전압 허용범위 11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전압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직렬리액터 사용시 경제성만 강조하여 커패시터 정격전압을 공급전압에 딱 맞는 제품

을 선정하면 유지관리시 과전압에 노출되어 위험하므로,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직렬리액

터 리액턴스 비율에 따른 전압상승을 반드시 검토하고 커패시터 정격전압 선정시 공급전

압이 아닌 커패시터에 인가되는 전압을 기준으로 상향하여 사용할 것을 강력 주장한다. 

     - 예를들어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용량 비율 6% 사용시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6.0% 증가하므로 공급전압이 380V라면 커패시터 단자전압은 402.8V가 인가되므로 커패

시터 정격전압은 380V용을 설치하지 말고 440V용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용량 비율 6% 사용시 공급전압이 6600V라면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6.0% 증가하

여 6996V가 인가되므로 커패시터 정격전압은 6600V용을 설치하지 말고 7200V용을 설치

함으로서 전압상승에 대비한 내전압성을 확보함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커패시터 정격전압을 공급전압보다 높은 것을 사용함으로서 초기 설치비용이 조

금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전한 유지관리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방지한다

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방법이다.

  ○ 직렬리액터 설치시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에 따른 용량증가 검토

     - 커패시터를 과전압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정격전압

과 실제 운전하는 공급전압의 차이로 발생하는 커패시터 용량감소에 대하여 적정용량으

로 관리되도록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커패시터 정격전압을 공급전압보다 높은 것을 사용하면 커패시터용량  ( :

주파수,  : 정전용량,  : 공급전압)에서 주파수와 정전용량는 일정하므로 커패시터 

용량은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 정격전압 440V 커패시터를 380V 전원에서 사용시 정격용량은 74.6%로 감소한다.

       커패시터 용량감소  콘덴서정격전압

콘덴서공급전압
 ×  


× 

      그런데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 6%사용시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에 따른 용량증가

분 12.4%을 포함하면 실제 커패시터 용량은 = ×1.124=가 되어 최종적

으로 커패시터 용량은 16.2% 감소한다.

     - 정격전압 7200V 커패시터를 6600V 전원에서 사용시 정격용량은 84%로 감소한다.

       커패시터 용량감소  콘덴서정격전압

콘덴서공급전압
 ×  


× 

      그런데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 6%사용시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에 따른 용량증가

분 12.4%을 포함하면 실제 커패시터 용량은 =  × 1.124 = 가 되어 최종적

으로 커패시터 용량은 5.6% 감소한다.



- 69 -

 ※ 엄청나게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논술고사 –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예제 6-6> 커패시터 회로의 공급전압이 6600V이나 전압상승에 대비하기 위하여 

3상 정격전압 7200V, 정격용량 300kvar의 커패시터를 사용하려고 한다. ①커패시터 정

전용량은? ② 6600V에서 사용시 커패시터 정격용량은? ③ 6600V에서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 6% 설치시 커패시터 단자전압은? ④ 직렬리액터에 인가되는 전압은? ⑤ 6600V에

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 설치시 커패시터 용량은? ⑥ 6600V에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의 적정용량은? 

  ① 7200V 300kvar 단독사용 정전용량  
 




×××
×



     정전용량은 제조회사 제품제작시 결정되며 공급전압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② 6600V에서 커패시터   


×   ×   

     또는 커패시터 용량 에서 f=60㎐, C=15.36㎌, V=6600V를 대입하면

      =  ×  ×  ×  ×   ×    

     즉 정격전압 7200V 정격용량 300kvar 커패시터를 6600V에서 사용하면, 전압감소 

영향으로 커패시터 용량은 84%로 감소하여 정격용량은 252kvar로 감소한다.

  ③ <표 6-5>에서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 6%일 때 커패시터 단자전압은 6.0% 상승 

     6600V 운전시 커패시터 단자전압은 = 6600V×1.06=6996V

     공급전압 6600V보다 직렬리액터 전압증가분 396V가 높은 6996V 과전압으로 운

전하지만, 커패시터 정격전압 7200V보다 낮은 전압이므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④ 직렬리액터에 인가되는 전압 


×  =


×   =   

  ⑤ 정격 7200V보다 낮은 6600V에서 사용하여 커패시터 용량이 84%로 감소하지만,

     용량 비율 6% 영향으로 커패시터 단자전압 6%상승, 용량은 12.4% 증가함

    ∴ 직렬리액터 설치시 커패시터 용량  × 


×   .

  ⑥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 6% 선정시 커패시터 용량 적용 기준은? 

    

A적용 : 7200V 300kVA – 커패시터 단독사용 제조사의 정격전압, 정격용량
B적용 : 6996V 283kVA - 직렬리액터 6% 운전시 커패시터 단자전압 및 용량
C적용 : 6600V 252kVA - 공급전압으로 계산한 커패시터 용량

     제5고조파 대책의 직렬리액터는 커패시터 용량 비율 6%를 선정하려면 커패시터 

용량의 6.0%를 계산하면 된다. 즉 직렬리액터는 공급전압 (6600V)으로 계산 (C적용)된 

커패시터 정격용량의 6.0%를 적용하여 252kVA × 0.06 = 15.1kVA를 설치한다. 

  공급전압 6600V에서 커패시터 정격용량은 252kVA로 감소하지만,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6% 조합으로 커패시터 용량이 283kVA로 증가하고 직렬리액터 정격용량 15.1kVA

는 전류증가(1.124배)로 17.0kVA로 증가하므로 용량 비율(15.1/283)은 6.0%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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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전압에 대비하여 커패시터의 정격전압을 공급전압보다 높은 것 사용시 주의사항. 

     - 커패시터 용량   에서 정전용량  가 일정하므로 공급전압의 제곱

에 비례하여 커패시터 용량이 변하고, 직렬리액터 용량  = · · 에서 조합되는 

커패시터 전류 크기에 따라 직렬리액터 용량이 변하게 된다. 

     -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회로에서 전압상승을 대비하여 커패시터 정격전압을 공급

전압보다 110~120% 높은 것을 사용하면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① 정격전압보다 공급전압이 낮아 정격전압
공급전압

 만큼 커패시터 용량이 감소된다.

     ② 직렬리액터 영향으로 


 만큼 커패시터 용량이 증가된다.

     ③ 직렬리액터 용량 선정은 정격전압
공급전압

으로 계산한 커패시터 용량에, 커패시터 단

자전압 증가율(


)을 곱하여 선정하면 원하고자 하는 리액턴스 비율이 된다. 

  즉 커패시터 회로의 직렬리액터 은 리액턴스비율이며, 용량 비율과는 차이가 있다.

  <예제 6-6>에서 정격전압 7200V, 정격용량 300kvar의 커패시터를 6600V에서 사용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 적용시 직렬리액터 6600V 용량 선정은?

     ① 커패시터 용량   


×   ×   

     ②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 사용시 커패시터 단자접압이 6.38% 증가함

        커패시터 용량은 전압제곱에 비례하여 


×  증가된다.

     ③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 적용시 직렬리액터 6600V 용량 선정은

          


× ×


 × 6600V 16.1 이다.

  <예제 참고> 3상 정격전압 7200V 정격용량 300kvar의 커패시터를 6600V에서 사용시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13% 적용시 직렬리액터 6600V 용량 선정은?

     ① 커패시터 용량   


×   ×   

     ②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13% 적용시 커패시터 단자전압 14.94% 증가함

         6600V 운전시 커패시터 단자전압은 = 6600V×1.1494=7586V

         공급전압 6600V보다 14.94% 높은 7586V의 과전압이 커패시터에 인가되지만  

         정격전압 7200V보다 5.4% 높고 과전압 허용기준 110%미만이므로 사용 가능함. 

        커패시터 용량이 


× 로 증가된다.

     ③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13% 적용시 직렬리액터 6600V 용량 선정은

          


× ×


 × 6600V 3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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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제 6-7> 공급전압 3상 6600V 커패시터를 전압상승에 대비하여 커패시터 정격

전압 7200V 300kvar에 조합하는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 적용시 직렬리액터 적정

용량 선정은 <예제 6-6>에서 6600V 16.1 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리액턴스 비율이 아닌 커패시터 정격전압 7200V의 용량 비율 6%를 적용하여, 

직렬리액터 정격용량을 6600V 18kVA (300kvar×6%)를 설치하면 고조파 발생시 어떤 영향

이 있을까 논술하여 보아요? 

     ① 7200V 300kvar 정전용량  
 




×××
×



        커패시터 리액턴스  




×××× 


= 172.78 Ω

        커패시터 용량   


×   ×   

     ※ <표 6-5>의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용량 비율과 리액턴스 비율을 이해하자

        리액턴스 비율 6%일 때 용량 비율은 6.38%, 커패시터 전압증가율은 6.38%이다. 

        리액턴스 비율 5.66%일 때 용량 비율은 6.0%, 커패시터 전압증가율은 6.0%이다.

     ② 6600V 300kvar 정전용량  
 




×××
×

 

        커패시터 리액턴스  




×××× 


= 145.18 Ω

        직렬리액터 18kVA의 유도성 리액턴스 = 145.18 × 0.0566 = 8.22 Ω

     ※ 결국 3상 6600V에서 전압상승에 대비하여 커패시터 정격전압 7200V, 300kvar에 

용량비율 6%를 적용하여 직렬리액터 6600V 18kVA를 설치하면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리액턴스 비율=


= 4.76 % 이다. 즉 제5고조파에 

대응하는 리액턴스 비율은 표준 6%와 비교하여 21%가 감소된다.

     ※ 리액턴스 비율 4.76%의 직렬공진 고조파 차수 


≒ 4.6 고조파이다.

        결국 리액턴스 비율 4.76%의 직렬공진 고조파 차수는 4.6고조파로, 제5고조파 

발생시 직렬공진 주파수에 근접하므로 유효한 성능발휘가 곤란하고, 직렬공진시 

고조파 확대 및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가 과전압으로 소손될 수 있다. 

     ③ 직렬리액터에 인가되는 전압 


×  =


×   =   

        커패시터 전류  ×

×
= 22.04 A이므로

        직렬리액터 정격 18kVA 용량  = · · =3×229×22.04=15.1 kVA로 감소한다.

        직렬리액터 전류    , 리액턴스비율 5.66% = 용량(


) 비율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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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제 6-8> 공급전압은 3상 6600V이고 커패시터는 정격전압 6600V 250kvar이며, 

직렬리액터는 용량 비율 6% 적용하여 정격전압 6600V 15kavr를 사용하고 있다.

  커패시터를 전압상승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렬리액터는 그대로 사용하고 커패시터 정격

전압을 7200V로 교체하고자 할 때 ①커패시터의 적정 용량을 계산하고 ②커패시터 정전

용량을 비교하여 용량 선정이 적정하게 된 것을 증명하세요? 

     ※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에 대비하기 위하여 커패시터 정격전압을 상승시킬 때, 

커패시터 정격전압만 변경하고 용량을 그대로 적용하면 커패시터 실제 용량이 감소하고, 

직렬리액터와 리액턴스 비율이 맞지 않게 된다. <예제 6-7> 참고

     ① 커패시터 정격전압을 7200V 바꾸고, 용량을 동일하게 250kvar를 설치한다면 

        실제용량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 6600V 250kVA 커패시터 정전용량 
 




×××
×

 ㎌

         커패시터 리액턴스  



×××× 


  

       · 7200V 250kVA 커패시터 정전용량 
 




×××
×

 ㎌ 

         커패시터 리액턴스  



××××


  

         결국 커패시터 리액턴스가 174.26Ω에서 207.34Ω으로 증가하고,

         커패시터 용량은 250kvar에서  


× ×210 kvar 감소된다.

     ∴ 커패시터 정격전압 7200V 적용시에는 용량이 감소하는 만큼 보상이 필요하므로 

        커패시터 용량  


× ×297.5 kvar ≒ 300kvar 설치가 적정함

     ② 7200V 297.5kVA 커패시터 정전용량 
 




×××
×

 ㎌ 

        즉 커패시터의 정격전압 6600V 250kvar와 정격전압 7200V 297.5 kvar 는 

        정격전압과 용량은 다르지만, 정전용량()이 동일하므로 리액턴스() 가 같다.

     ③ <표 6-5>에서 용량 비율 6% 일 때 리액턴스 비율 = 

 
=5.66% 이므로

        기존 직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  × = 5.66%×174.26 = 9.86이다.

        커패시터 6600V 250kVA 및 7200V 297.5kVA 리액턴스 비율


5.66%

        커패시터 7200V 250kVA 리액턴스 비율


= 4.76%이므로 개선 필요함.

     - 직렬리액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커패시터 정격전압만을 상승시켰을 때 고조파발

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기 <예제 6-8> 방법으로 커패시터 용량이 감소되

는 것을 보상하고 정전용량을 계산하여 리액턴스를 비교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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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커패시터 용량감소 및 용량증가에 따른 리액턴스 비율 검토

  ○ 커패시터 용량 감소 및 증가

     - 전장에서 커패시터 단자전압 상승과 관련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한 근본적인 원

인은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제조회사에서 기기 명판이나 제품자료에 정격전압, 정격전

류, 정격용량은 표시하지만, 핵심자료인 커패시턴스( ), 인덕턴스()를 표시하지 않아서 

용량성 리액턴스( )와 유도성 리액턴스( )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커패시터 회로의 용량 감소 및 증가 검토 내용도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 )와 직

렬리액터 유도성 리액턴스( )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단순하게 용량으로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예제 6-9> 3상 커패시터 회로의 용량 감소 예제

     동일 정격의 커패시터 3상 6600V 30 kvar 2대를 병렬연결하여 직렬리액터는 용량 

비율로 6%를 적용한 3.6kVA(60×0.06)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6-7> 참고

  커패시터2가 고장이 발생하여 회로에서 분리시키고 커패시터1 1대만을 운전하는 경우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용량 비율과 리액턴스 비율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림 6-10> 3상 커패시터 회로의 용량 감소 검토

직렬리액터

방전장치

진공접촉기

3상 6600V

3상 6600V

3상 6600V 3상 6600V

3.6 kVA

커패시터 용량 60 → 30 kvar

30 kvar 30 kvar

  ① 커패시터1과 커패시터2를 2대 병렬연결 사용할 때 

     - 용량비율=


=0.06=6%

  ② 커패시터 2대 병렬을 1대만 연결하여 사용할 때

     - 잘못된 계산 : 용량비율=


=0.12=12%

     - 올바른 계산 : 용량비율=
×

=0.06=6% 

       직렬리액터 용량=· · 에서  =50% 감소함

       ∴  에서  × 감소하므로

         용량 비율은 6% 동일

  ③ 커패시터1과 커패시터2를 2대 병렬연결 사용할 때 

     - <표 6-5> 용량 비율 6% = 리액턴스 비율 5.66%

  ⑤ 커패시터 2대 병렬을 1대만 연결하여 사용할 때

     - 커패시터 리액턴스는 2배 증가하므로

       리액턴스 비율 =×


≒ 2.83% (50% 감소)

     ∴ 리액턴스 비율 2.83% 직렬리액터 효과가 있어

       제5고조파 발생시 커패시터 회로가 용량성으로 

       되므로 고조파 확대를 일으킬 수 있다.

     - 직렬리액터를  에서 로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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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제 6-10> 3상 커패시터 회로의 용량 증가 예제

     커패시터 3상 6600V 30 kvar 1대를 단독으로 연결하여 직렬리액터는 용량 비율로 

6%를 적용한 1.8kVA(30×0.06)가 설치되어 있다. 

  직렬리액터 1.8kVA는 그대로 사용하고 동일 정격의 커패시터2를 병렬연결하여 2대를 

운전하면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용량 비율과 리액턴스 비율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림 6-11> 3상 커패시터 회로의 용량 증가 검토

직렬리액터

방전장치

진공접촉기

3상 6600V

3상 6600V

3상 6600V 3상 6600V

1.8 kVA

커패시터 용량 30 → 60 kvar

30 kvar 30 kvar

  ① 커패시터1을 1대 단독 사용할 때 

     - 용량비율=


=0.06=6%

  ② 커패시터 1대에서 2대 병렬연결하여 사용할 때

     - 잘못된 계산 : 용량비율 = 


=0.03=3%

     - 올바른 계산 : 용량비율= 

× 
=0.06=6% 

       직렬리액터 용량=· · 에서  =2배 증가함

       ∴  에서  × 증가하므로

         용량 비율은 6% 동일

  ③ 커패시터1을 1대 단독 사용할 때 

     - <표 6-5> 용량 비율 6% = 리액턴스 비율 5.66%

  ⑤ 커패시터 1대에서 2대 병렬연결하여 사용할 때

     - 커패시터 리액턴스는 50% 감소하므로

       리액턴스 비율 =×


=11.32% (2배 증가)

       ∴ 리액턴스 11.32%의 직렬리액터 효과가 있어

          커패시터 단자전압은 112.8% 과전압 위험 및

          직렬리액터는 2배 과전류로 소손됨

     - 직렬리액터를  에서 로 교체 필요

     - <예제 6-9> 및 <예제 6-10>의 커패시터 회로에서 직렬리액터의 용량비율 6%일 

때 커패시터 용량 증감에 대응하여 직렬리액터 용량도 비례하여 증감하므로, 용량 비율 

6%는 변하지 않으므로 고조파발생 검토시에는 반드시 리액턴스 비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조파 발생시 커패시터에 직렬리액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직렬리액터 용량이 적

으면 커패시터에 고조파 전류가 많이 유입하여 소손될 수 있다.

  커패시터 정전용량() 및 직렬리액터 인턱턴스()는 전압상승, 전류증가, 용량증가, 고

조파 등과 관계없이 제조과정에서 결정되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러므로 커패시터 리액턴스( 


)와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에서 리액

턴스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오직 주파수 (고조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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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도전동기 역률 개선 사례
 

 

7-1 유도전동기 개요 (사례의 펌프는 “A펌프”, 유도전동기는 “A전동기” 라고 칭한다)

  ○ 커패시터 역률개선 사례로 설명할 A펌프, A전동기 주요규격은 <표 7-1>과 같다.

  <표 7-1> A펌프, A전동기 주요 규격  (자료 : 준공도서, 시험성적서, 기기 명판)

 

 기계 사양  A펌프 (Pump) 전기 사양  A전동기 (Motor)
 동력  110kW (150HP) 동력  110kW (150HP)
 회전수  395 RPM (Full Load) 회전수  395 RPM (Full Load)
 형식  횡형양흡입 볼류트펌프 구조   농형 3상유도전동기
 모델  DS 8070-18D 형식  DPFC
 유량  49.6㎥/min 프레임 NO.  355L (회전기 크기)
 양정  6.5m 전원  3상 380V, 60Hz
 펌프효율  77% 이상 극수  18P
 흡입경.토출경  Φ800 × Φ700mm 무부하전류  174.5A (No Load)
 펌프 제조일  2010년 10월 정격전류  296.2A (Full Load)

기동시전류  1333A
 기타 사양 기동방식 등 절연계급  F종 (155℃)

 기동방식  Soft Starter 역률  62.0% (Full Load)
 Soft Starter  3상 150kW 토크(Torque)  271.2 kg·m (Full Load)
 커패시터  3상 380V 100kvar 전동기 효율  91.5% (Full Load)

  ○ A펌프(110kW), 비속도 (specific speed , 比速度)

     - 비속도는 펌프의 형식ㆍ구조ㆍ성능을 일정한 표준으로 고쳐 비교 검사하는 경우

에 사용되는 것으로 펌프의 크기에 관계없이 임펠러(impeller)의 형상을 나타내는 값이다.

     - N : 회전수(RPM), Q : 토출량(㎥/Min) 양흡입펌프 1/2적용, H : 양정(m) 라고 할 때

       A전동기 비속도=  ×











×






×







 (RPM‧㎥ / Min‧m)

  ○ A펌프(110kW) 축동력 (brake horse-power, 軸動力)

     - 원동기(전동기)에 의해 펌프 회전축에 작용하는 동력을 축동력이라 하며 원동기에 

의하여 펌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실제 동력이다.  펌프를 구동시키는 원동기의 동력은 

구동방법(직결, 벨트, 기어)에 따라 기계손실을 일으키므로 전달계수(k, 직결 1.1~1.2, 벨트

1.15~1.35, 기어 1.15~1.25)를 곱한 값이 축동력보다 커야 안전하다.

     -  γ : 액체 비중 Q : 토출량(㎥/Min) ,  H : 양정(m),  η : 펌프효율 라고 할 때

        A전동기 축동력×

 ‧ ‧
×

 × ×
  

        전달계수 1.2 적용시 펌프 최소동력은 80.9kW.  A전동기는 110kW이므로 안전. 

  ○ A펌프 동력 P= 3 ·V·I·cosθ·η (kW),  V=전압, I=전류, cosθ=역률, η=전동기 효율 

     - A펌프 동력 P=1.732×380×296.2×0.620×0.915=110.6kW ≒ 11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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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율 (Load Factor, 負荷率)

     - 펌프의 성능은 실제 필요한 유량 및 양정에 비해 과용량인 경우가 많아 효율저하 

요인이 되고 있어 전력절감 가능성이 매우 큰 부분이다. 따라서 펌프의 선정, 성능파악, 

성능곡선관리 등 펌프 전반에 걸쳐 에너지절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하율은 원동기 등의 동력 관계에서 실제 운전하는 동력과 정격용량 비율을 %로 표

시한 값이며, 평균동력의 추정이나 부하변동의 정도를 나타낸다.

  펌프의 유량, 양정, 회전수 등이 변동하여 부하율이 증감하게 되면 동일한 비율로 전동

기 축동력도 증감한다. 

  여기서 전동기 입력 P=cos , =전동기 전부하(Full Load) 효율이라고 하면,

  펌프 부하율 =정격
입력××

,  전동기 부하율 =정격
입력×



  예를들어 정격용량 45kW 펌프의 전동기 입력이 36kW, 전부하 효율 92%일 때 

  펌프 부하율=
××

=73.6%,  전동기 부하율=
×

=80.0% 이다.

     - 유도전동기는 80～100%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설계되고 50% 부하 이

하로 내려가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경부하 운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도전동기의 용량을 산정할 때 부하변동 혹은 전압변동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용량에 약간 여유를 두지만 이 안전율을 너무 많이 잡아주면 전동기의 용량이 필요 이상

으로 커지고 전력손실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유도전동기는 부하율 90%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예를들어 상시 저부하 운전하는 부하율 36% 정격37kW 유도전동기의 실제

부하인 입력은 13.3kW (0.36×37)에 불과하므로, 부하율 90% 정격15kW로 부하율 조

정 및 용량을 변경하면 입력은 13.5kW (0.9×15)로 동일하여 전동기 효율상승 및 속도

차이에 의한 손실감소로 전력비 절감효과가 있다.

  유도전동기 회전속도는 부하율에 따라 차이가 나고 전류 역시 이에 따라 변하게 되며, 

변하는 궤적은 속도-토크 특성곡선 및 속도-전류 특성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즉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부하에 따라 변하게 되며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가 감소하고 

부하가 감소하면 속도가 증가하는 서로 상반적인 관계가 있다.

     - 그럼 어느 정도 속도가 변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계산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들어 정격출력 750kW, 동기속도 1800RPM인 4극 유도전동기 명판의 정격속도가 

1750RPM 이면 부하율에 따라 유도전동기 속도는 다음과 같이 추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부하가 정격출력의 50%인 375kW가 걸려 있다면 전동기의 속도는 정격속도 1750RPM

에서 슬립 50RPM (1800-1750)의 50%인 25RPM 만큼 빠르게 회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775RPM으로 회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부하가 전혀 걸리지 않은 무부하 (No Load, 부하측 커플링을 풀어낸 상태)인 경우 

유도전동기는 동기속도인 1800RPM에 근접하여 회전한다.

  즉 부하율 여유가 많은 전동기는 동기속도에 가깝게 운전되며, 부하율이 여유가 적은 

전동기는 정격속도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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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A전동기 부하율 100%일 때 커패시터 역률개선 

  ○ A전동기 전동기 정격은 <표 7-1>에서 정격전류 296.2A, 역률 62.0%. 

     - 소프트스타터 LCD 디스플레이에서 측정되는 전동기 전류는 커패시터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부하율 100%이면 운전시 296.2A가 일정하게 흐른다.

     - <그림 7-1>에서 만일 역률개선 커패시터 (100kvar)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A전동기 

운전시 소프트스타터 LCD 디스플레이에서 측정되는 A전동기 전류 296.2A와 전동기 기동

반 메인 배선용차단기 (MCCB) 2차에 설치된 디지털전력보호감시장치(GIPAM 115FI)에서 

측정되는 운전전류는 296.2A로 동일하게 흐른다. 

  ○ 커패시터 (3상 380V 100kvar) 정격전류 및 전압, 용량, 전류 증가분 계산

     - 커패시터 단독 사용시 용량   에서     이다.

       커패시터 제조사 정격전류 I=100kvar×1000 / 1.732×380V ≒ 151.9A

     - 직렬리액터 6kVA는 커패시터 용량 비율로 6% (6kVA/100kvar)이고, <표 6-5>에서

       리액턴스 비율 5.66%, 커패시터 전압증가율 6.0%, 전류 및 용량 증가율12.4% 이다.

       직렬리액터 설치로 용량 Q=100×1.124=112.4kvar, 전류 I=151.9×1.124=170.7A

       커패시터 단자전압 = 380×1.06=402.8V 

  ○ A전동기 부하율 100%일 때 커패시터(100kvar) 설치에 따른 개선후 역률 계산

     - 역률개선 커패시터용량 Q=P(tanθ1 - tanθ2) Q : 커패시터용량(kvar), P : 부하용량(kW)

       전동기(부하) 개선전 역률 cosθ1 =0.620, cosθ1 을 tanθ1 으로 환산하면 1.2655이다

       직렬리액터 설치 용량증가분 적용하면 100kvar×1.124=110kw (1.2655 - tanθ2 )

       위 식에서 tanθ2 를 구하여 cosθ2로 환산하면 개선후 역률을 계산할 수 있다.

       112.4=139.2 - 110 tanθ2이므로 tanθ2=(139.2 - 112.4) / 110=0.2436

       tanθ2=0.2436를 cosθ2로 환산하면, 개선후 역률 cosθ2=0.9716≒ 97.2%

       즉 A전동기 부하율 100%일 때 동력 110kW를 유지하며, 커패시터는 직렬리액터 

설치로 용량이 증가(100→112.4kvar)하며, 역률은 62.0%에서 97.2%로 개선된다.

  ○ A전동기(110kW) 부하율 100%일 때 역률개선에 따른 메인 MCCB 운전전류 계산

     - A전동기 전류    cos = 110×1000 / 1.732×380×0.9716= 172.0A≒ 172.0A

       즉 A전동기 (110kW)와 커패시터 (100kvar)를 병렬 연결하면 A전동기 (지상)전류 

296.2A와 커패시터 (진상)전류 170.7A는 각각 일정하게 흐른다.

  그러나 접속점 상단의 전동기 기동반 메인 MCCB 운전전류(A전동기와 커패시터의 합성

전류)는 역률 개선(62.0% → 97.2%) 효과로 296.2A에서 172.0A로 41.9%가 감소한다.

  즉 역률개선으로 무효전력이 감소되면서 운전전류가 감소되는 효과는 A전동기 (110kW)

와 커패시터 (100kvar)가 접속된 전기계통 상단에만 나타나며, 전동기와 커패시터가 접속

된 전기계통 하단에는 전류감소 효과가 없다.

  다음 장 <그림 7-1> A전동기 (110kW) 100% 부하율 일 때 역률개선에 따른 운전전류 

계통도의 정격 운전전류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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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 A전동기 (110kW) 100% 부하율 - 역률개선에 따른 운전전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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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역률개선 전류 계산은 A전동기가 100% 전부하(Full Load) 정격사양으로 운전

할 때 시험성적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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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A전동기 실제 운영자료에 의한 부하율 계산

  <표 7-2> A전동기 부하율과 현장 운영자료 비교 (100%, 75%부하는 시험성적서 자료)

 

A전동기 100%부하 75%부하 현장평균 현장범위 비   고 
 전동기동력 110kW 82.5kW 81.9kW 81.1~82.6kW  GIPAM 115FI 측정 
 운전전압 380V 380V 380V 377~383V  GIPAM 115FI 측정
 운전전류 171.9A 126.5A 125.5A 121~130A  GIPAM 115FI 측정
 전동기전류 296.2A 239.1A 239.0A 234~244A  Soft Starter 측정
 커패시터전류 170.7A 170.7A 170.7A 167.8~173.6A   계측기 측정
 개선전 역률 62.0% 55.5% 55.2%  계산값 (7-4 참고)
 개선후 역률 97.2% 99.1% 99.2%  계산값 (7-4 참고)

  ○ A전동기 현장 운영자료에 의한 실제 부하율 계산

     - 현장운영 평균자료는 계측기, PT, CT 등의 오차 및 펌프장 수위, 운전전압, 부하율 

등이 미세하게 변화하므로 현장측정시 여러 변수들이 작용한다.

  <표 7-2>의 현장평균 전동기동력이 81.9kW이고 펌프 부하율과 전동기 동력은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여, A전동기 현장평균 부하율 = 81.9kW / 110kW ≒ 74.5% 이다.

  A전동기 현장운영 부하율 74.5%는 설치된 4대의 평균값이며 <그림 7-2> A전동기

(110kW) 74.5% 부하율 일 때 현장 실부하 운전전류를 참고하면 된다. 

     - 커패시터 전류는 부하율과 관계없어, 부하율 100%, 75%, 현장평균이 동일하다.

       커패시터 단독 사용시 제조사 정격전류 I=100×1000 / 1.732×380 ≒ 151.9A

       직렬리액터 설치로 용량 Q=100×1.124=112.4kvar, 전류 I=151.9×1.124=170.7A 

7-4 A전동기 부하율 74.5%일 때 커패시터 역률 개선

  ○ A전동기 (110kw) 현장평균 부하율 74.5%일 때 개선후 역률 계산

     - 3상전동기 정격용량 P= 3 ·V·I·cosθ (kW)에서, 현장운영 역률 cosθ = P / 3 ·V·I (%)

       ∴ 개선후 역률 = 81.9×1000 / 1.732×380×125.5=0.9915 ≒ 99.2%

       ※ A전동기 현장평균 부하율 74.5%일 때 현장에서 수집한 운영자료로 커패시터 

100kvar 설치에 따른 개선후 역률은 99.2%이다.  

  ○ A전동기 (110kw) 현장평균 부하율 74.5%일 때 개선전 역률 계산

     - 개선전 역률은 Q=P(tanθ1 - tanθ2)에서, tanθ1을 구하여 cosθ1 으로 변환하면 된다.

       ∙부하율 74.5%일 때 P=110kW×0.745=81.9kW

       ∙개선후 역률인 cosθ2=0.9915을 tanθ2로 변환하면 tanθ2=0.1312

       ∙커패시터용량  에서 <표 7-2>의 현장 평균전류 170.7A를 대입하면

         커패시터가 실제 현장에서 작용하는 용량 Q=1.732×380×170.7≒112.4kvar 이다.

     - 위 자료들을 Q=P(tanθ1 - tanθ2)에 대입하면 112.4kvar=81.9kW×(tanθ1-0.137) 이다.

       112.4=81.9 tanθ1-11.22에서 tanθ1 구하여, cosθ1로 환산하면 개선전 역률이 된다.

        tanθ1=1.5094 이고 cosθ1 으로 변환하면 cosθ1=0.5523 ≒ 55.2% 이므로, 현장평균 

부하율 74.5%일 때 현장에서 수집한 운영자료로 계산한 개선전 역률은 5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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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2> A전동기 (110kW) 74.5% 부하율 - 역률개선에 따른 운전전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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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역률개선 전류 계산은 A전동기 부하율이 100% → 74.5%로 감소되어, 동력이 

110kW → 81.9kW 감소에 따른 현장에서 조사한 실제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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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A전동기 역률개선 커패시터 용량 적정성 검토 

  ○ A전동기 역률을 90% 및 95%로 개선하기 위한 커패시터 용량

     - 역률 90%개선 커패시터 용량






 






 =85.90kvar

       역률 95%개선 커패시터 용량






 






 =103.0kvar

     - A전동기 역률개선용 커패시터 용량은 100kvar가 설치되어 있어 상기 계산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역률 95%정도의 개선으로 적절한 용량선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커패시터 용량 선정시 고려사항 아래 4가지를 고려한다면 A전동기 역률개선 커

패시터 용량은 100→75kvar로 용량을 한 단계 낮춰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 역률개선 커패시터용량 선정시 고려사항

     ① A전동기 부하율 100%일 때 개선 전 역률이 (70% 이하인) 62.0%로 낮아, 개선후 

역률은 부하율이 낮은 경부하 운전에 대비하여 90% 이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직렬리액터 설치에 따른 커패시터용량 증가 검토

         - 직렬리액터가 커패시터 용량비율 6% 설치로 리액턴스 비율=5.66%, 전압 상

승분 6.0%이므로 커패시터 용량이 12.4% 증가되는 것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유도전동기 자기여자현상 검토

         - “2-5 유도전동기 역률 개선 목표”에서 자기여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

률 개선 커패시터의 정격전류가 유도전동기의 무부하전류(여자전류) 보다 크지 않도록 선

정할 필요가 있다.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정은 커패시터 정격전류를 대략 무부하 

여자전류의 90%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용량비율 6% 직렬리액터가 설치되면 커패시

터 용량이 12.4% 증가되므로 실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역률개선 커패시터의 최대용

량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역률개선 커패시터 최대용량   ·×




          여기서 1+0.124 : 직렬리액터 용량비율 6%설치에 따른 커패시터 용량증가분

          <표 7-1>에서 A전동기 무부하전류 =174.5A, 전압 =380V, 0.9 : IEC 제안율

         - 자기여자현상 및 직렬리액터 설치를 고려한 A전동기 커패시터 최대용량

           =1.732×380×174.5×0.9 / 1.124=91.96≒92kvar .   ∴ 92kvar 이하가 적당함

     ④ 전동기펌프 부하율 저하에 따른 진상역률 검토

         - 역률개선 커패시터용량 계산식은 부하율 100%일 때 전동기 출력으로 선정하

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부하율은 A전동기가 74.5%에 불과하다. 

  부하율이 100→74.5%로 감소하면 A전동기 축동력도 동일비율로 감소하여 유효전력은 

110→81.9kW로 감소하지만, 역률 개선 커패시터 (100kvar)는 용량의 변함없이 전동기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림 7-2>에서 역률이 55.2→99.2%로 100% 가까이 과보상

되고 있어, 부하율 74% 이하의 경부하로 운전할 경우에는 진상 역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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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도전동기 기동방식에 따른 기동장치 검토

     - 유도전동기는 기동전류가 정격의 5~7배 흐르므로 (소용량 직입기동를 제외하면) 

기동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동장치를 사용한다.  

  ① 직입(전전압) 기동 : 5마력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서 주로 이용

  ② Y-Δ 기동 : 전동기 결선을 기동시 Y, 운전시 Δ로 변경시켜 공급전압을 조정

  ③ 기동보상기 : 단권변압기를 이용하여 공급전압을 연속적으로 변경시켜 조정

  ④ 리액터 기동 : 전원과 전동기 사이에 기동 리액터를 삽입하여 기동전류 제한

  ⑤ 전력변환장치 : 소프트스타터, 인버터 등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기동전류 제한

  <그림 7-3> 유도전동기 기동장치와 커패시터의 바른 접속 및 틀린 접속

     

     - 유도전동기에 역률개선 커패시터 설치시에는 반드시 <그림 7-3> 왼쪽처럼 기동

장치 상단의 전원측에 접속하여야 바른 접속방법으로 안전하다. 

  <그림 7-3> 오른쪽처럼 기동장치 하위 2차 부하측에 커패시터 회로를 접속하면 기동

장치, 직렬리액터(SR), 커패시터(C)의 3개 기기가 직렬로 결선에 따른 합성 리액턴스 감소

에 따라, 커패시터에 과전압이 인가되고, 기동시 커패시터 돌입전류로 기동장치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 기동시간은 5~10초 정도로 짧지만 장기간 사용으로 커패

시터에 과전압이 누적되면 커패시터 고장 가능성을 높여 수명을 저하시키고 커패시터 내

부소자를 소손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기동장치 위치를 올바르게 접속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리액터 기동 또는 기동보상기 기동인 경우 직렬리액터 %리액턴스와 기동리

액터(기동보상기) %리액턴스에 의하여 커패시터에 과전압이 인가된다.

  Y-△기동인 경우 개폐장치가 고장나면 커패시터와 전동기 권선이 직렬로 결선되어 전

동기 권선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작용하면서 커패시터에 과전압이 발생한다. 

  특히 소프트스타터, 인버터는 기동시 커패시터 돌입전류 영향으로 전자부품이 소손되거

나 과전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적용하면 안되는 결선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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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리액터 기동방식 고압 유도전동기의 과전류 검출회로

  ○ 유도전동기 리액터 기동방식 개요

     - 유도전동기는 회전자(Rotor) 종류에 따라 농형과 권선형으로 구분한다. 유도전동기

는 기동시 기동전류가 전부하 전류의 5~7배로 매우 크므로 기동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동방법이 있다.

  농형방식의 고압 유도전동기(High Voltage Induction Motor)는 리액터 기동방식이 기

동전류 감소효과가 높고 부속장치가 간단하므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리액터 기동방식은 전동기회로에 기동리액터를 통하여 기동하고 속도가 어느정도 

가속되어 전류가 감소하면 기동리액터를 단락시켜서 전전압으로 운전하는 방식이다.

  리액터 기동방식의 기동 회전력은 기동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직입기동 방식에 비

하여 기동 회전력은 떨어진다.  그러나 유도전동기가 가속됨에 따라 기동전류가 감소하고 

기동시간이 지나면 기동리액터를 단락시키기 때문에 유도전동기 단자전압이 상승하면서 

가속이 빨라지고 회전력도 커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동리액터에는 탭(TAP)을 두어 부

하의 종류에 따라 탄력적으로 TAP(50, 65, 80%)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동리액터는 기동전류를 감소시켜 전동기 및 전원회로의 충격 감소가 목적이고, 기동

시간은 보통 5초~10초에 불과하므로 1분~3분 정도의 단시간정격이 많이 사용된다.

  ○ 커패시터 회로의 전용 과전류 검출회로 구성 필요성

     - 일반적으로 고압 유도전동기의 역률은 80~85%이고, 역률개선 커패시터 용량은 

고압 유도전동기 정격용량(kW)의 20~40%를 선정하여 역률을 관리하고 있다.

  고압 유도전동기 운전시 커패시터로 역률을 개선할 때에는 경부하 또는 야간에 진상역

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 후 역률을 100%로 하는 것보다는 지상역률 90~95% 정도로 

목표로 하여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 커패시터는 전력설비에서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등에 비하면 중요성이 떨어지나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다.

  고압 유도전동기는 전기적으로 과부하운전에 대비한 과전류 보호와 누전(지락)에 대비

한 지락보호, 서어지(Serge) 전압에 대비한 서어지 보호가 필요하고, 기계적으로는 유도전

동기 권선온도 및 베어링 온도 상승에 대비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역률개선을 위하여 고압 유도전동기와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되면, 지락보호와 서어지 

보호는 메인회로에서 공통으로 운영하여도 되지만, 과전류에 대비한 전류 검출회로는 유

도전동기와 커패시터는 각각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력 주장한다.

     - 정확히 말하면 전동기 회로의 과전류 검출은 전동기 보호가 목적이지만, 커패시터 

회로의 과전류 검출은 커패시터 이상발생에 따른 2차사고 확산방지가 목적이다.

  그러므로 유도전동기와 커패시터는 각각 과전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계기용변류기(CT)

를 별도로 설치하고 과전류 계전기(OCR)에서 과전류가 검출되면 메인 차단기(VCB)를 차

단(Trip)시켜 전동기 보호와 커패시터 이상발생에 대비한 제어회로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현장에서는 예전부터의 관행, 경제성, 잘못된 판단 등으로 유도전동기와 

커패시터의 과전류 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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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4> 리액터 기동방식 고압 유도전동기의 커패시터 회로 비교

       개선이 필요한 커패시터 회로1                    강력추천 커패시터 회로2 

     - <그림 7-4> 왼쪽 회로1은 오른쪽 회로2와 비교하면 4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① VCB 2차측에 이상전압 발생에 대비한 서어지 흡수기(SA) 설치가 필요하다.

      ② VCB 2차측에 지락발생시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ZCT)가 필요하다. 

      ③ 커패시터(SC)는 진공접촉기(VCS) 개폐와 관계없이 직렬리액터(SR)와 기동리액터

를 통하여 항상 유도전동기와 병렬연결되어 있어 방전장치(DC)가 불필요하다. 

      ④ 유도전동기와 커패시터의 과전류 검출용 CT를 공통으로 통합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림 7-4> 오른쪽 회로2 처럼 각각 독립적으로 CT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도전동기를 과부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전류계전기 한시전류 설정은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 정격전류의 130~150%로 설정하는데, <그림 7-4>의 왼쪽 회로1은 유도전동

기와 커패시터가 병렬연결되어 운영하면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①커패시터에 의한 역률개선으로 메인 VCB회로에 흐르는 운전전류가 감소되므로 유도

전동기의 정격전류 설정값에 의한 과전류보호가 곤란하고, ②커패시터 용량은 유도전동기 

정격용량의 20~40%에 불과하여 커패시터 내부이상으로 과전류 발생시 과전류계전기의 

한시전류 설정값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2차사고로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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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단상/삼상 겸용 저압 커패시터 

  ○ 단상/삼상 겸용 저압 커패시터 개요

     - 저압 커패시터에는 전원측 단자대 결선을 변경하여 단상과 삼상에서 겸용으로 사

용가능한 커패시터가 있는데, 유지관리 현장에서 단자대 결선이 잘못 접속되어 운영되는 

것이 의외로 많이 있으므로 설치시 공급전원에 따른 정확한 결선 확인이 필요하다. 

 <그림 7-5>에서 단상/삼삼 겸용 저압 커패시터 단자대 결선 방법은 단상전원일 때는 

①, ②와 ④, ⑤를 각각 연결하고 단자대 R과 T에 단상전원이 인가된다. 삼상전원일 때는 

②, ③, ④ 3개를 동시에 연결시키고 단자대 R, S, T에 삼상전원이 인가된다. 

  단상으로 결선시 커패시터 C1, C2, C3 3개가 병렬연결되고, 삼상으로 결선시 커패시터 

C1, C2, C3 3개가 Δ결선으로 연결된다. 

  <그림 7-5> 단상/삼상 겸용 저압 커패시터 단자대 결선 및 내부 회로도

     

     - 저압 커패시터 단상/삼상 겸용 제품의 유지관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단자

대를 단상으로 결선하고 삼상전원을 공급하면 R상과 T상에만 C1, C2, C3 3개가 병렬연결

되어 흐르고 S상은 전혀 흐르지 않으므로 커패시터 전류가 불균형이 발생한다.

  반대로 단자대를 삼상으로 결선하고 단상전원을 공급하면 R상과 T상에는 C2 1개만 연

결되어 흐르고 C1, C3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상/삼상 겸용 커패시터 설치직후에는 정전용량 측정 및 클램프메타(후크온 

메타) 계측기로 커패시터 선로전류를 측정하여 정상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커패시터 이상유무를 판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전용량[μF]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전용량 측정값이 커패시터 정격값에 대하여 –5% ~ +10% 이내를 정상으로 판정한다.

  정전용량계 측정기가 없으면 차선책으로 커패시터 운전전류를 측정하여, 삼상 커패시터

각 상의 선로전류가 정격전류의 허용범위 이내이면서 삼상 평형이라면 커패시터는 이상

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삼상 커패시터인 경우에 각 상간 선로전류 측정값이 정격전류보다 5%이상 감소되거나, 

상간 불평형률이 108% 이상이면 고장으로 판단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전력용 커패시터의 허용 최대사용전류는 <표 6-3> 한국산업규격 KSC 4802에서 직렬

리액터가 있으면 정격전류 120% 이하이다. 또한 과전압 허용은 직렬리액터 115%이하, 

커패시터는 110% 이내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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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전장치 및 기타

8-1 커패시터 방전장치

  ○ 방전장치 개요

     - 전력용 커패시터를 전원회로에서 차단기 등의 개폐장치로 개방(off)하였을 때 커패

시터의 충전전하가 잔류하므로 ①인체 감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②재투입시 커패시터 

잔류전하를 단시간에 방전시켜 과전압 발생을 방지하고 ③전원개방시 재점호현상으로 인

한 순간적인 전압 및 전류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전장치가 필요하다. 

  방전장치는 커패시터와 병렬연결하고, 방전코일과 방전저항 2가지로 구분한다.

  <표 8-1> 방전코일 및 방전저항 비교

  

구 분 방전코일 (Discharge Coil) 방전저항 (Discharge Resistance)

 방전 용량  대용량 200 kVA 이상에 적용  소용량 200 kVA 미만에 적용

 전원회로 개방 후  5초 이내  50 V 이하  고압이상 5분 이내 50V이하

  방전시간  저압에서 3분 이내 75V 이하

 설치 위치  직렬리액터 외부에 설치  직렬리액터 내부에 설치

 관련 규정  KSC 4805  KSC 4802, KSC 4801 

     - 방전코일은 커패시터 회로전압 및 용량에 맞는 것을 설치하여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최고 사용전압은 정격전압의 115% 이하 (24시간 평균치 110% 이하)이다.

  방전코일은 절연유 적용여부에 따라 유입식은 특고압, 건식은 주로 저압과 고압에 사용

하먀, 방전코일 결선방식에 따라 저압 및 고압에서는 커패시터와 병렬로 연결하는 일반형

과 전압차동방식이 사용되고 특고압에서는 OPEN DELTA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 방전장치 유지관리 주의사항

     - 커패시터 회로에 직렬리액터를 조합하면 직렬리액터 2차측의 커패시터 단자전압

이 상승되므로, 방전장치는 반드시 직렬리액터 1차측 (전원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전력계통에서 커패시터를 전원회로에서 개방시키고 점검시에는 정전용량에 의한 

충전된 잔류전하(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방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반드시 

검전기로 방전을 확인하고 접지를 시행한 후에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 커패시터 전원 개폐시 재투입 최소간격 시간준수

       커패시터에 방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전원을 개방하고서 완전히 방전하는데는 

일정시간이 필요하다. 잔류전하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빈번하게 재투

입하면 커패시터에 과전압이 발생하여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커패시터 제조사 기술자료에는 커패시터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하도록 커패시터 개폐

시 재투입 최소간격 시간을 고압 커패시터 5분 이상, 저압 커패시터 3분 이상을 요구하

고 있으므로 빈번하게 개폐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방전코일의 빈도 개폐조건으로 정격방전용량에 있어서 방전간격이 5초 이상이고 

연속방전 횟수는 5회 이내이며, 연속 5회 방전시킨 경우는 6시간 이상 휴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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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패시터 전원 개방시 재점호 현상

     - 커패시터에는 전원전압보다 90° 앞선 진상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 

전원 개방시 전류 영점부터 최대 전압값 사이에서 커패시터에 충전되어 있는 잔류전압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커패시터 회로를 단상회로에서 전원을 개방하면 개폐기 접촉자간 전

극전압은 개방순간은 낮지만 반(1/2) 사이클이 경과된 후에는 전원전압과 커패시터 전압

이 합성된 2배 높은 전압이 나타나고, 3상회로에서 전원을 개방하면 제1상 사이클이 경

과된 후에 2.5배 높은 전압이 나타나 개폐기의 접촉자 전극은 높은 전압에 노출된다.

     - 커패시터 회로의 전원을 개방하여 개폐기의 두 전극의 전류가 0이 되어도 접촉자

간 전극 사이에 나타나는 높은 전압 때문에 전극 간의 절연이 파괴되어 다시 아크 방전

을 발생하는 현상을 “재점호” 라고 한다. 재점호가 최초 발생하여 높은 전압이 걸린 상태

에서 다음의 회복전압에서 재점호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면 5, 7, 9배의 과전압으로 인하여 

커패시터와 모선에 접속된 기기의 절연파괴가 나타나게 된다. 

  즉 재점호가 회복전압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시각(커패시터 단자전압은 간단하게 3, 5, 

7배로 증대되고 전원측 과전압으로 커짐)에서 발생하고, 재점호 전류가 고조파전압의 최

대값을 나타내는 시각(재점호 전류가 고주파의 반파로 차단되면 개폐기 극간에 진폭이 

큰 과도회복 전압이 나타나 그 상승률은 매우 높으므로 재점호 전류가 고주파의 반파로 

차단되는 일이 없음)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커패시터 개폐장치는 전원투입시 과대 돌입전류 및 전원개방시 회복전압에 

의한 과전압을 견디고 재점호 현상 방지를 위하여 차단속도 및 접촉자간의 절연회복 성

능이 빠른 개폐기 선정이 필요하다.  커패시터 개폐장치로 고압이상은 진공차단기(VCB), 

가스차단기(GCB)가 저압회로는 배선용차단기(MCB), 전자개폐기가 많이 사용된다. 

  ○ 커패시터 회로에 방전장치가 불필요한 경우

     - 커패시터가 부하와 별도로 개폐되면 부하의 권선을 통하여 잔류전하를 방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전장치가 반드시 불필요하다. 

  예를들어 고압전동기 기동반에 역률개선을 하기 위하여 ①전동기와 커패시터가 각각 

별도의 개폐장치(VCB, VCS, 한류퓨즈 등)와 보호계전기로 구성되어 있으면 방전장치가 반

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커패시터 회로에 별도의 개폐장치 없이 전력부하(변압기, 전동기) 권선과 직접 

연결되어 운전하면 방전장치는 불필요한 것이다.

     - 커패시터가 부하와 직접 병렬연결되어 동시에 개폐되는 경우에는 부하의 권선을 

통하여 잔류전하를 방전할 수 있으므로 방전장치가 불필요하다. 

  예를들어 전력부하(변압기, 전동기)에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커패시터를 부하와 직접 

병렬연결하여 개폐하면 전력부하의 내부권선이 방전장치 역할을 한다.

  커패시터 방전장치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의 관행이나 막연히 방전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잘못된 판단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불필요한 방전장치 설치로 인하여 전력낭비, 전력계통 복잡, 유지관리 불편, 공

사비 증가, 방전장치 소손사고 발생 등으로 역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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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커패시터 보호장치

  ○ 보호방식 적용방안 

     - 전력용 커패시터 보호방식은 전력용 커패시터가의 과도현상, 계통전압 불평형, 계

통의 고조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전력용 커패시터가 보호장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고장에 대해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계통전압 이상시(과전압, 저전압) 커패시터 보호

     ② 커패시터 설비내의 단락, 지락고장에 대한 보호

     ③ 커패시터 내부소자 고장에 대한 보호

     ④ 붓싱파손 

     - 커패시터의 허용전압은 정격전압 110% 이상에 대하여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과전압 보호는 과전압계전기(OVR)를 사용한다. 전압상승으로 인한 보호 및 오동작 방지

를 위하여 정격전압의 130% 이상에서 동작되도록 하며 한시시간은 2초 정도이다. 

     - 커패시터 회로가 저전압 또는 정전발생시 커패시터가 투입되어 있으면 회로전압 

회복시 커패시터 단독운전에 의한 전압상승으로 타기기에 손상을 주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전압 보호는 부족전압계전기(UVR)를 사용하며 동작전압은 정격전압의 70%이하

에서 동작되도록 하며 한시시간은 2초 정도이다

     - 커패시터 허용전류는 정격전류 120% 이상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과전

류 보호는 과전류계전기(OCR)를 사용하며 한시동작과 순시동작 2가지를 설정한다.  

  한시동작은 반한시 특성을 가지며 한시설정은 커패시터 정격전류 130% 이상에서 동작

되도록 하며 한시시간은 2초 정도이다. 

  순시동작 정한시 특성을 가지며 순시설정은 단락전류 보호에 사용하므로 정격전류의 

500%에서 동작되도록 하고 순시시간은 0.04초(40ms) 정도이다. 순시동작은 커패시터 투

입으로 기동전류에 의한 과전류로 동작하지 않도록 투입시에는 잠금(lock) 시켜야 한다.

     - 전력용 커패시터 회로의 지락사고로는 모선지락, 직렬리액터 지락, 중성점지락 등

이 있겠으나 중성점 접지방식, 대지분포 용량, 고장점의 접지저항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호방식을 결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현장여건에 알맞은 지락 보호장치를 검토한다. 

  지락과전류계전기(OCGR) 설정에서 한시동작은 OCR 한시요소 설정값의 30% 설정하고, 

순시동작은 OCR 한시요소 설정값의 400% 정도 설정한다. 

     - 커패시터 내부소자 사고에 대한 보호는 일반으로 과전류 계전방식으로 일괄 보호

하기도 하나, 특히 중요한 계통에서는 과전압계전기를 사용한다.

  특별고압용 커패시터는 내부소자의 수가 다수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소자의 절연파괴, 

방전코일의 층간단락 및 배선단락 등이 문제가 되므로 차동전압방식을 사용한다. 차동전

압방식은 고조파, 계통불평 형 돌입전류 등에 의한 영향이 없으며 차동동작 전압설정은 

커패시터의 정격전압, 군(群) 용량 등에 따라 다르며 차 전압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 부싱 자기 부분의 균열, 파손, 오손여부, 누유, 부식상태, 변색이나 냄새 등으로 이

상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부싱은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부싱에 

열이 가해지면 충격에 약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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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용 커패시터 보호장치 규정

     - 보호장치는 전기설비 고장이나 전력계통의 불안정 상태를 감지하여 고장 또는 불

안정 요인을 전력계통으로부터 자동으로 분리하거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이다.

  전력용 커패시터 및 분로리액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9조에 의하여 <표 8-2>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표 8-2> 전력용 커패시터 보호장치 

뱅크용량 구분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500 kVA 초과 15,000 kVA 미만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작동하는 장치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작동하는 장치

15,000 kVA 이상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작동하는 장치 및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작동하는 장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작동하는 장치

  ○ 커패시터 외함 접지

     - 커패시터에 전기가 충전되어 있을 때 충전부와 외함에 절연이 양호한 상태에서는 

기기 외함에 인체가 접촉하여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나, 내부소자 결함이나 노후화 등으로 

절연이 불량하여 외함에 누전이 발생하면 대지와 기기 외함간에 전압이 나타나는데 이때 

인체가 외함에 접촉하게 되면 외함→인체→대지를 통해 전류가 흘러 감전이 된다. 

  외함접지는 커패시터 외함의 도전성 물체를 대지(지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대지의 

전위(전압)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전위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대지는 아무리 많은 전

류가 흘러도 대지 자체의 전위는 변하지 않고 항상 0V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외함이 대지와 접지되어 있으면 절연불량에 의한 누전 전류는 대지로 직접 

흐르고, 외함과 대지 사이의 전압은 0V에 근접하므로 인체가 외함에 접촉되어도 인체에

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감전사고를 방지하게 된다. 

     - 저압, 고압 및 특고압 커패시터의 금속제 외함은 누전에 의한 인체감전 재해방지

가 주목적이므로 <표 8-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지공사를 반드시 실시한다.

  <표 8-3> 커패시터 외함의 접지

사용전압 구분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 

400 V 미만인 저압용 커패시터 제3종 접지공사 100 Ω 이하

400 V 이상의 저압용 커패시터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 Ω 이하

고압 또는 특고압용 커패시터 제1종 접지공사 10 Ω 이하

     - 참고로 전력공급계통과 접지시스템에서 독립접지방식이었던 KSC 한국산업규격이 

2005년 1월에 KSC-IEC로 개정이 되면서 IEC, ITU와 같은 국제기술규격에서 규정 및 권고

하는 공통접지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접지관련 규정은 한국산업규격인 KSC-IEC 

60364, 61643, 62305 있고, 정보통신부령의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과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기술표준, 그리고 지식경제부 건축전기설비기술기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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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커패시터 내부소자 사고에 대한 보호 

  ※ 삼화엔지니어링 커패시터 기술자료 및 카다로그를 참고하여 작성함.

  ○ 전력용 커패시터 고장 특성

     - 커패시터 고장은 내부 전극간 (절연체 및 유전체) 절연저하로 인한 극간 단락 및 

아크(ARC)가 발생되어 커패시터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커패시터가 고장나

는 경우 커패시터를 신속하게 전원으로부터 개방시켜야 한다.

  전원 인가가 지속될 경우 극간 단락 및 아크 발생부위가 확대되고 아크에 따른 가스가 

발생하여 커패시터 내부압력 증가로 케이스가 팽창하며 밀폐능력 한계점을 초과할 경우 

2차 사고(커패시터 폭발 및 화재)로 확대되므로 반드시 고장검출 장치가 필요하다.

  전력용 커패시터 내부고장 검출장치 제1차, 제2차, 제3차 검출장치로 구분한다.

   ① 제1차 검출장치 : 과전류계전기(OCR) 기본적용 - 8.2 커패시터 보호장치 참고

   ② 제2차 검출장치 : 커패시터 뱅크 별로 적합한 고장검출 방식을 선택적용.

     - NCS : Neutral current sensor (중성점 전류 검출방식)

     - NVS : Neutral voltage sensor (중성점 전압 검출방식)

     - NCT : Neutral current transformer (중성점 불평형전류 검출방식)

     - 방전코일을 이용한 고장검출

   ③ 제3차 검출방식 : 내부고장이 확대 후 2차 사고 발생직전에 고장을 검출하는 방식. 

     - 압력스위치 방식 및 리밋스위치 방식

  ○ NCS : Neutral current sensor (중성점 전류 검출방식)

<그림 8-1> 커패시터 NCS 고장검출 결선도

  NCS는 커패시터 내부소자를 Y-Y결선하고 중성

점간에 전류검출 CT를 설치하여 커패시터 내부

고장시 전류검출 코일이 여자되어 동작되는 접점

이 있으며, 커패시터 내부에 설치한다. 

  커패시터 내부 소자파괴가 감지되면 중성선에 

전류가 흘러 NCS 접점이 동작하여 제어회로에서 

개폐기를 개방시켜 공급전원을 차단한다. 

     - NCS는 고압회로 3300V, 6600V 계통의 150~500kvar 커패시터에 많이 적용한다.

     - NCS 접점 및 제어회로 시이퀸스 구성방법

       ① 커패시터 회로 전용의 차단기나 개폐기는 커패시터 정격전류의 1.5배 이상의 

전류 차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선정한다.

       ② NCS 접점 전류용량이 DC 100V0.1A이므로 보조계전기 코일의 소비전력이 

10VA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AC 110V, AC 220V 또는 DC 220V 조작전원 사용금지)

       ③ 제어회로는 반드시 DC 110V를 사용하도록 하며, NCS 접점이 120Hz로 개폐하

므로 AC 110V 코일 정격의 Latched 릴레이를 사용하여 시이퀸스를 구성한다. 

       ④ Latched 릴레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어회로에 자기유지회로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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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VS : Neutral voltage sensor (중성점 전압 검출방식)

     - NVS는 커패시터 뱅크(Bank) 운전중 Condenser 내부소자의 절연파괴시 두 중성점 

간의 불평형 전압을 검출하는 장치이며 커패시터 외부에 설치한다. 

  NVS 동작원리는 평상시 운전중에는 N-N’간 중성선의 인가전압은 커패시터 제작상의 

용량 차이(-5% ~ +10%)로 인하여 약간의 전압이 걸려 있으나, 운전중 커패시터 소자가 

파괴되면 N-N’간 전위차가 크게 발생하며 일정값 이상의 전위차가 발생하면 NVS가 동작

하여 차단기를 개방(TRIP)시켜 전력계통의 2차사고 확대를 방지한다. 

  NVS는 고압회로 3300V, 6600V 계통에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커패시터 Bank의 구성은 

단상 커패시터 3대를 Y결선하며, 비접지, Y-Y결선의 고압 커패시터 뱅크에 적용이 가능하

며 결선방식에 따라 <그림 8-2>과 같이 Single-Star와 Double Star로 구분한다.

<그림 8-2> 커패시터 NVS 고장검출 결선도

    NVS Single-Star 결선방식     NVS Double-Star 결선 방식

     - NVS Single-star 결선 방식의 경우, Y 결선된 커패시터의 중성점과 평형 Y 결선된 

저항기의 중성점 간의 불평형 전압을 검출하여 트립신호를 발생시킨다 

  NVS의 검출 전압은 커패시터 내부 직렬수에 따라 변화하므로 뱅크 설계시 결정됩니다.

     - Double star 결선 방식은 Y 결선된 각 커패시터군의 중성점간 불평형 전압을 검

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커패시터 뱅크는 6대의 커패시터로 구성되며 동작 원리는 

Single-star 방식과 동일하다.

     - NVS 고장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커패시터 보호에 따른 별도 조작전원이 필요 없음. 커패시터 내부 소자 고장시 

발생되는 중성점 전압에 의해 코일이 여자되어 릴레이가 동작한다. 

  NVS의 접점용량은 AC/DC 100V 0.1A 이나 트립코일 전류는 대개 5A 정도이므로, 반드

시 보조 릴레이를 사용하여 NVS 접점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접지 계전기가 오동작 하지 않음. 중성점을 대지에서 구하지 않고 절연되어 있

는 저항기에 의하여 구하므로 접지계전기가 오동작하지 않는다.

       • 돌입전류 및 고조파 전류에 대하여 오동작하지 않음. 전압검출 방식이기 때문에 

돌입전류나 고조파 전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전압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다. 

       • 실내외 적용가능하며 경제적이며 설치면적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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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T : Neutral current transformer

     - NCT 고장검출은 커패시터 고장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으로, 중성점 비접

지 방식의 경우에는 Double-Y 결선을 하고 두 중성점 간에 CT를 연결하며, 중성점을 접

지하는 경우에는 커패시터를 Single-Y 결선을 하여 중성점과 대지 간에 CT가 연결한다.

<그림 8-3> 커패시터 NCT 고장검출 결선도

    NCT 비접지 Double-Y 결선방식     NCT 접지 Single-Y 결선 방식

     - 커패시터의 고장이 발생하면, 중성점 간 또는 중성점-대지간에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위차에 의해 CT에는 불평형 전류가 흐르게 된다. CT와 연결된 계전기에는 이 

불평형 전류가 인가되며 트립신호를 차단기 측으로 보내 계통으로부터 커패시터 뱅크를 

분리하게 된다. NCT에 흐르는 불평형 전류는 커패시터 뱅크의 용량, 단기커패시터 형태 

및 뱅크 구성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NCT의 전류비는 일반적으로 각 구성품의 정격이 

결정된 후에 확정된다.

  ○ 방전코일을 이용한 고장검출

     - 대전력을 사용하는 전력계통의 특별고압 모선의 커패시터 뱅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고장검출 방법으로 대용량 고전압 커패시터는 내부소자 구성이 여러 개의 Element

(성분)으로 구성된다.  이 중 어느 하나의 Element가 열화되어 고장이 발생되게 되면 그 

때의 고장전류는 전체 뱅크용량의 정격전류에 비하여 직은 전류가 되어 전체 정격의 

1.3~1.5배로 Setting 되어 있는 과전류계전기(OCR)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특별고압 대용량 

커패시터 뱅크에 적용하고 있다. 오픈델타 보호방식과 전압차동 보호방식으로 구분한다.

  Element 절연파괴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로 발생된 차 전압에 의해 계전기(Relay)를 동

작시켜 커패시터 뱅크를 모선에서 신속정확하게 분리하며 신뢰성이 우수하다. 

     - Open Delta(오픈델타) 고장검출

       각 상의 방전코일 2차측을 <그림 8-4> 왼쪽의 Open Delta로 결선하여 평형상태 

전압은 0 Volt이나 내부고장시에는 계전기(Relay)에 이상전압이 검출되는 방식이며 일반

적으로 22.9kV 계통에 적용한다. 

  Y결선 커패시터 뱅크에 접속된 방전코일 2차측이 Open-Delta로 결선된 비접지이며, 계

통의 전압 불평형에 민감하지 않는 장점과 계전기에 인가되는 불평형 전압은 중성점 - 대

지간 전압의 3배이기 때문에 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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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방전코일을 이용한 커패시터 고장검출 결선도

   Open Delta 보호방식   전압차동 보호방식

     - 전압차동 고장검출

       Open Delta 고장검출과 같은 전압검출 방식이며 Y결선된 각 상에 방전코일을 2

개 설치하여 방전코일 2차측을 <그림 8-4> 오른쪽과 같이 결선한다.  

  특히 절연처리의 장점으로 특별고압 (22.9kV∼6.6kV)에 적용된다.

  전압차동 고장검출은 계통 및 커패시터 뱅크 고유의 불평형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고 

3대의 단상 과전압계전기(OVR)를 적용하기 때문에 커패시터 고장시 고장개소의 상 분별

이 가능하다. 고장전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병렬군 간의 전압을 비교하여 얻어지며, 정

상 운전시에는 두 병렬군 간의 차동전압이 0V를 유지하지만, 커패시터에 고장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전압차를 계전기가 검출하여 차단기를 개방(Trip)시킨다. 

  ○ 제3차 검출방식을 이용한 고장검출

     - 커패시터 내부고장이 발생된 후 2차 사고 발생 직전에 고장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제3차 검출방식에는 압력스위치 적용방식 및 리밋스위치 적용방식이 있다. 

  제3차 검출방식의 장점은 부품구성이 간편하고 경제적이지만 단점으로 커패시터 고장

이 발생한 후에 동작되므로 동작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케이스 파손 및 케이스 밀폐가 파

괴되었을 경우 동작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차 검출방식은 앞서 설명한 제1차 및 2차 검출장치를 기본으로 적용하면

서 추가로 보완하는 것으로, 제1차 및 제2차 검출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제3차 검출방식

으로만 고장검출 장치로 적용하면 않된다.

     - 압력스위치 적용방식 (Lead cut 방식)

       커패시터 내부소자가 절연파괴되어 내부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검출하여 설정압력

을 초과하면 압력스위치가 동작하여 차단기를 개방시키는 트립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 리밋스위치 적용방식 (Arm Switch 방식)

       커패시터 외함의 팽창변위를 검출하여 고장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커패시터 내부 

압력증가로 케이스 팽창이 설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치검출 리밋(Limit)스위치와 결합

된 팔(Arm)로 감지하여 차단기를 개방시키는 트립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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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커패시터 절연저항

  ○ 절연저항 개요

     - 절연저항은 절연된 물체에 전압을 가했을 때 약간의 누설전류가 흐를 때 전압과 

전류의 비를 말하며 단위는 ㏁이다. 

  절연저항 측정은 메거(megger)로 불리는 절연저항계로 직류전압을 인가하여 전기기기 

선로단자를 일괄한 것과 외함 또는 접지선을 점검한다.

     - 전력계통의 절연불량 전기설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기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절연저항 측정의 목적이며 전기설비 유지관리에서 절연저항 측정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절연저항 측정주기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저압회로, 고압회로, 특고압회로는 최

소한 1년에 1회 이상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 절연저항 측정의 장점은 절연저항계가 소형경량으로 간단히 취급할 수 있고 조작

도 간편하여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단점으로 열화진행이 매우 작은 열화를 측

정할 수 없고 온도, 습도, 절연물 표면의 오손 등에 의한 변동이 크다.

  그러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저압회로는 절연저항 기준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으나, 특별고압회로 및 고압회로에서 절연저항 측정방법은 절연저항계 직류전압이 측정대

상인 전력계통 전압보다 낮아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 참고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력계통 전압종별에 따라 절연저항계(Megger) 직류전압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고압(7000V를 초과) 회로 : 2000V Megger

  ② 고압(직류 750V,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회로 : 1000V Megger

  ③ 저압(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 회로 : 500V Megger

  ○ 특별고압회로 및 고압회로 절연저항

     -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저압회로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기준값이 규정되어 있으며, 

고압 및 특고압은 절연내력시험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고압회로는 1000V 절연저항계로 신설의 경우 1000㏁ 이상, 사용중인 

경우 500MΩ 이상을 양호한 것으로 판정하고, 특별고압회로는 20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하여 신설의 경우 2000㏁ 이상, 사용중인 경우 1000MΩ 이상을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다. 

  KSC4806(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커패시터용 직렬 리액터) 에 의하면 5.1 절연저항 6.3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절연저항은 500㏁ 이상이다. 

  ○ 절연내력시험 (絶緣耐力試驗)

     - 절연저항은 누설전류에 의한 저항을 측정하는 것으로 직류를 사용하고, 절연내력

시험은 높은 전압에 얼마나 견디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교류를 사용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절연내력시험 기준은 전로, 변압기, 전동기, 

기타 기계기구(계기용변성기 포함) 등을 교류 시험전압을 연속으로 10분간 가하여 이에 

견디어야 한다. (교류시험전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제17조 참고) 

  전압인가 방법은 전로는 전로와 대지간(케이블 : 심선 상호간, 심선 대지간), 변압기는 

1차-2차 권선간, 1차·2차 권선-대지간, 기타 기계기구는 충전부분-대지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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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압회로 절연저항

     - 저압회로의 전선로 또는 전기제품 등은 전기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취급

하므로, 인체감전, 전기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절연저항을 기준치 이상으로 안전하

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로 및 기기 등은 노후화 되면 오손, 열화 등의 원인으로 절연성능이 저하되어 누전에 

의한 인체감전, 전기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절연저항 점검이 중요하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압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

는 전로의 절연저항은 <표 8-4>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8-4> 저압회로 절연저항 기준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 

400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 이상

대지전압이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 간의 절연저항) 

0.2㏁ 이상

사용전압이 300V 초과 400V 미만인 경우 0.3㏁ 이상

400V 이상 0.4㏁ 이상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저압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며 향후에는 IEC규격과 동일하게 절연저항기준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국제규격인 IEC 60364에서 저압전로의 절연저항 기준은 500V 이하는 

DC 500V를 인가하여 절연저항 0.5㏁ 이상, 500V 초과시에는 DC 1,000V를 인가하여 절

연저항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높은 절연저항 기준이다.

     - 저압회로의 절연관리에는 절연저항계에 의한 측정이 널리 이용되며 절연저항 측

정시에 정전이 필요하므로 정전을 하지 않는 절연관리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누설전류

계에 의한 누설전류 측정방법은 무정전으로 절연관리가 가능한 방법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서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곤란하여 절연저항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절연저항계를 대신하는 측정으로서 교류 누설전류계에 의한 

측정이 인정되고 있다.  누설전류를 1mA까지 허용하는 이유는 저압회로의 1㎃ 전류는  

일반적인 정상인의 최소감지 전류이며, 누전에 의한 화재는 200㎃ 이상에서 발화되므로 

1㎃ 정도의 누전으로 반복되는 전류가 1개소에 집중되어도 화재발생 우려는 거의 고려하

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규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 최근에는 수배전반 및 전기시설물의 절연저항 감시측정을 정전시키지 않고 활선

상태에서 측정하는 활선 절연저항 측정장치가 보급되고 있다.

  활선상태에서 누설전류 및 절연저항을 실시간 감시하고 저항성분 누설전류(Igr)만을 검

출하여 미세한 절연열화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어 인체감전, 전기화재 사고예방에 효과적

이고 전기공급의 신뢰성 확보 및 인력에 의한 수시점검 비용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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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전력용 커패시터 기본점검

  ○ 기본점검의 중요성

     - 전력용 커패시터는 가동부분이 없는 정지기기이며, 내부가 밀폐된 구조이고 운전 

중에는 전류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내부고장 징후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커패시터에서 유일하게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내부고장에 의하여 절연유가 분해되

면서 가스화하여 내부압력 상승으로 케이스가 팽창하는 현상이다. 

  전력용 커패시터 내부 이상발생시 최악의 경우에는 폭발하여 전력설비의 막대한 피해

를 주고 정전, 화재,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나타나므로 평상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

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력용 커패시터의 수명단축이나 절연파괴 

현상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우발적인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과전압, 과전류, 과열 

등의 스트레스, 고조파 유입, 사용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전력용 커패시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점검사항은 ①전압 ②전류 ③온

도 ④습도 4가지이며, 정격 허용치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급전압이 정격전압의 110% 이하일 것

     - 커패시터 용량( )은   (kvar)으로 계산되므로 공급전압이 상승하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여 용량이 증가하여 발열량이 증가되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직렬리액터와 조합하여 사용시 합성저항 감소로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상승되고 

고조파에 의한 직렬공진이 발생하면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커패시터와 병렬연결된 주변 전력부하의 개폐 시 발생하는 과도전압에 의해서 커

패시터의 수명에 큰 영향을 준다.

  ② 운전전류가 정격전류의 120% 이하일 것

     - 전력용 커패시터 과전류 원인은 내부소자 소손, 직렬리액터에 의한 커패시터 단자

전압 상승 및 용량증가에 따른 전류증가, 고조파 전류의 유입을 들 수 있다. 고조파 전류

가 클수록, 차수가 낮을수록 발열량은 더욱 커지게 온도상승에 의한 열화가 발생한다.

  ③ 주위온도 40℃ 이하 및 케이스 온도가 윗면 기준 70℃ 이하일 것

     - 커패시터의 발열은 내부 유전체의 열화를 가속시키고 절연유 성능저하로 제품수

명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커패시터를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려면 특히 과전압 및 온

도상승이 허용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주위온도는 고압은 최대 40℃, 저압은 최대 45℃을 넘지 않도록 

하고, 커패시터 케이스 온도는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위온도 및 케이스 온도

를 허용범위 이내로 관리하여야 안전하다. 

     - 커패시터는 온도상승에 의한 내부압력 상승분을 외함(Case)의 팽창으로 흡수하므

로 배부름이 10~15mm은 보통이지만 20mm 이상일 때는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고압 진상커패시터는 절연유 및 가스가 가압 형태로 봉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

우에도 약간 부풀어 있지만, 배부름 정도가 20mm이상이면 사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내부 가스압이나 케이스 팽창으로 접점이 동작해 차단기 및 개폐기를 개방하는 장치가 

동작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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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용 커패시터 열화는 커패시터의 유전체가 전기적, 화학적인 작용으로 발생되

는 것이며, 이 열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온도, 전압, 전류 등이 있다.

  커패시터의 열화는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온도에 의한 영향이 커지는데, 일반

적으로 부품의 온도와 수명의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스웨덴 과학자 스반테·아레니우

스(1859-1927)가 발표한, ‘아레니우스의 법칙’이 있다.

  ‘아레니우스의 법칙’은 「10℃ · 2배칙」으로 알려져 부품의 수명산출에 사용하며 부품의 

노화 주요 요인이 온도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환경의 온도가 10℃ 높아지면 수명은 

1/2 단축되고, 반대로 10℃ 낮아지면 수명은 2배로 연장된다고 한다.

  예를들어 알루미늄 커패시터의 경우 「105℃, 2000 시간」과 수명이 공표되고 있다면, 

10℃ 낮은 95℃이면 4000 시간, 30℃ 낮은 75℃이면 16000 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커패시터의 수명에 있어 사용시 주위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④ 과도한 습도가 없을 것

     - 습도(Humidity)는 공기의 건습 정도를 가늠하는 것으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 또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절대습도와 상대습도로 구분한다. 

  절대습도는 대기 중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절대량을 말하며, 통상 대기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질량(g)으로 표시하며 단위는 g/m3 이다.

  보통 습도라고 하면 상대습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습도 변화가 주로 기온 변화에 의해 

생기고 습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물리량은 수증기압이기 때문이다.

   상대습도는 절대습도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현재의 수증기량과 그 온도에 있어서의 포

화수증기량의 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공기가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는 정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수증기상태가 바로 현재의 상대습도이며 단위는 %이다.

     - 실내에서 인체가 상대습도 40~70% 정도면 대체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며, 수

배전반 유지관리에서 상대습도의 일반범위는 45～85%로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상대습도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60~75% 범위이며, 7월과 8월은 

70~85%정도이고, 3월과 4월은 50~70%이다.

  ⑤ 기타 소음, 외관, 먼지 등에 의한 오물

     - 커패시터를 최초 설치하였을 때는 정격전압, 정격용량, 결선방식, 제작사, 제작년

월, 제작번호, 공사계획 신고서(인가)와의 일치 여부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시설방법,

설치장소의 적정여부 및 보호장치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 커패시터는 정지기기로 정상일 때는 소리가 나지 않으며, 계통에 고조파가 유입했

을 때에는 주로 직렬리액터 철심에서 울림소리가 발생한다.

     - 과열에 의한 변색, 손상, 오손, 균열, 누유, 부식, 팽창 등이 없는 지 점검하고, 이

상이 있으면 정전을 시켜 방전을 확인한 후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 케이스의 녹, 부식, 설치부의 느슨함 등은 누유, 가스 유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점검확인 하며, 조임부가 풀린 것 등도 점검한다.

     - 부싱의 설치부, 케이스 용접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누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누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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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9-1 전기안전관리자 제도 

  ※ 자료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업무 안내 (2014년 2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전기안전관리자 개요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

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

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 

     - 선임시기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 선·해임 신고기한 :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관할시·도회 

  [표 9-1] 전기안전관리 선임대상 설비 (전기사업법 73조 및 규칙40조)

구분 전기설비 종류 전기설비 용량 선임대상용량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
자가용 
전기설비 등

  전기수용설비 저압 75㎾이상 저압 75㎾이상

  발전설비 저압 10㎾초과 20㎾초과 저압10㎾초과 20㎾초과

  위험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저압 
20㎾이상 저압 20㎾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설치된 전기설비 저압 100㎾이상 저압 
600v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저압 100㎾이상

 저압 600v이하는 
선임대상제외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선임제외대상 : 휴지중인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20kW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 전기안전관리자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

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

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을 보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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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법제73조제1항내지제3항 및 시행규칙40조)

구분 형태 선임업체 등록/신고 관련법령

직접 
선임

소유자·점유자
소속직원
상주선임 

◎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위탁·대행
선임

위탁업체 소속직원 
상주선임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
    으로 하는 자로 등록한자
    (등록: 시행령별표1의2)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대행업체 소속직원 
대행선임(비상주)
(용량별 월주기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정기관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 대행사업자
   (등록: 시행령별표2)

 시/도지사
 등록

◎ 개인대행자
   (신고: 시행령별표3)

 시/도지사
 신고

  [표 9-3] 전기설비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형태 

          (법제73조제1항내지제3항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

전기수용
설비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 합계 

상주
선임

 소속직원 및
 위탁직원

 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 등)
  ※ [표 9-4] 전기설비용량별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참조 

위탁
선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1,000㎾
미만

500㎾
미만

1,000㎾
미만

300㎾
미만

300㎾
미만

2,500㎾
미만 

 개인대행자
500㎾
미만

300㎾
미만

250㎾
미만

150㎾
미만

150㎾
미만

1,050㎾
미만

  [표 9-4] 전기설비별 전기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안전관리 범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 전압 100,000V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000kw이상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압 100,000V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0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압 100,000V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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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5]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인력기준 

전기설비 구분
분야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원 선임인력기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모든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실비(선임면제대상 제외)
  - 전기1명

 용량1만kW이상 - 전기 2명 

 용량5,000kW이상 용량1만kW미만
  - 전기 1명  

  [표 9-6]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완화 : 법 제7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역 또는 전기설비 자 격 기 준

◎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 보
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이하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 
기계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
당분야에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자 

◎ 섬 또는 외딴곳에 설치된 용량 1,000㎾이하
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1,000㎾이하 발전설비 

◎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군 교육기관 소정교육 이수자 

  ○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법 제7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3조) 

     - 직무대행자 대행기간 : 30일이내

     - 직무대행자 지정서류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별지제36호 서식]

     - 직무대행자 지정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

지자로서 해당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이 가능한 사람 

  ○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법 제73조의4 및 시행규칙 제46조)

     - 교육대상자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  

안전관리자

  [표 9-7] 교육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비 고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년마다 1회이상

 교육과정별
 21시간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3년마다 1회이상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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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 자료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2013년 2월5일,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업무 및 전기안전관리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고객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계획

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법 제73조의4 및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성실의무 (법 제73조의3 및 시행규칙 40조)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함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법제73조제1항․2항 및 제4항)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여야 하고, 다른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음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법 제7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는 소유자가 총괄하고 전기안전관

리자가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

전교육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③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④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⑤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⑥ 전기설비 설치 및 변경공사의 감리업무

       ⑦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⑧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②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③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일상점검, 정기

점검, 정밀점검 계획

       ④ 부하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⑤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⑥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 102 -

  ○ 점검절차

     -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는 별표 1을 참

고하여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및 측정 결과가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전기설비의 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 및 검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을경우

에는 이를 준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 검사준비 및 절차 등

     -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법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검사예정월 2개월 전후 중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일

정을 수립 한 후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단,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부적합설비의 조치 : 전기안전관리자는 부적합설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사고 재발방지 조치 : 해당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기타 이상 발생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점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안전관리교육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세워야 하며,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

여야 한다.

  ○ 위험표시 :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

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기록의 보존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활

동에 대해 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공사실시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확인한다.

     - 작업시간 및 위험구역을 표시한다.

     -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를 한다.

     -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을 확인한다.

     - 작업종료 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한다.

  ○ 공사감리 :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다음의 전기공

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 원 미만인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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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

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2016.01.29.)로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정기검사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실시 한 기록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제6조)

     - 사용전 또는 정기검사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의무화(제7조)

     - 계측장비의 주기적 교정 및 안전장구의 성능유지를 위해 시험을 실시함(제9조)

     - 중대한 사고와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제21조) 등

     - 정기검사시 점검기록 서류 확인

      ㅇ 서류종류 : 고시 별지 제1호 ~ 별지 제8호 서식

      ㅇ 확인방법 : 고객이 비치하는 점검기록서류 현장확인 후 반납, 결과기록

      ㅇ 시 행 일 : 2016. 02.07. 이후 정기검사 신청분부터 적용

      ㅇ 경과조치 : 2016. 7. 26까지 시범‧홍보기간, 2016. 7. 27 부터 의무시행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제8조

     - 고시(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에 따

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제1항

의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

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9-8> 전기설비 용량별 점검 횟수 및 점검 간격

용 량 별 점검 횟수 점검 간격

저 압
1~300㎾이하 월 1회 20일 이상

300㎾초과 월 2회 10일 이상

고 압

1~300㎾이하 월 1회 20일 이상

300㎾초과~500㎾이하 월 2회 10일 이상

500㎾초과~700㎾이하 월 3회  7일 이상

700㎾초과~1,500㎾이하 월 4회  5일 이상

1,500㎾초과~2,000㎾이하 월 5회  4일 이상

2,000㎾초과~2,500㎾미만 월 6회  3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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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

항이 있는 경우

         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

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

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

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

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

는 경우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

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

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

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

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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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맺음말

  『역률 개선 커패시터 및 직렬리액터 유지관리』 설명서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전력설비 

현장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실력부족으로 논리적인 설명이 잘 안되는 부분들로 인하여 

진행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헝클어진 실타래를 한가닥 한가닥 풀듯이 끈기를 갖

고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통하여 원인을 밝히고 검증이 될 때는 성취감을 느꼈다.

  본 설명서는 2014년 10월~2016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틈틈이 작성한 것이며, 

A4 용지로 100쪽이 넘는 문서내용 중에서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로 다음 9가지로 요약하면서 맺음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① 역률개선 효과는 부하(전동기)와 커패시터가 접속된 전기계통의 상단부분에만 나타

나고 부하와 커패시터의 위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전원측 보다는 부하측에 가까운 

위치에 커패시터를 설치하여야 개선효과가 극대화 된다. 또한 역률이 개선되어도 유효전

력은 변함 없으므로 부하 자체의 소비전력 절전효과는 없다. 

  ② 한국전력공사의 개정된 역률요금제도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입장에서는 역률

요금 추가발생을 줄이고 역률요금 할증 감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역률관리 방법도 시

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의 역률요금제도 유지관리의 최종결론은 주간시간대는 지상

역률 95%를 유지하고 심야시간대는 진상역률이 안되도록 관리하면 된다. 

  ③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에 따르면 최대전력 억제와 전력사용 수용가의 자발적인 

전력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동절기(12월, 1월, 2월)와 하절기(7월, 8월, 9월)의 가장 높게 발생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하는 기본요금 12개월 피크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부하시간대(23:00~09:00)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내는 최

대전력(피크전력)을 산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전력 최대치까지 사용할 수 있다.

  즉 경부하시간대에 부하가동을 많이하여 최대전력이 갱신된다 하여도 계약전력이하로 

사용하면 전기공급약관 제68조의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콘덴서 명칭은 축전기, 응축기, 집광기, 압축기 등 의미가 다양하므로 커패시터 명칭

을 사용하는 것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커패시터에 대한 의미를 갖는 순수한 우리말을 발굴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커패시터 명칭은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처럼 우리말로 대체하

여 표현하기가 어려워 국어처럼 쓰이는 외래어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 나라에서 전기용어나 부품명칭을 미국식 영문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콘덴서 명칭보다는 커패시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고 명칭에 대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른 전기용어 명칭과 일관성이 있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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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전력계통 커패시터는 반드시 직렬리액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에서 고조파에 대한 영향이 적다거나 커패시터 용량이 

작다는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직렬리액터를 생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

상이며 추후 유지관리시 소탐대실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커패시터 전원계통에 고조파 발생시 고조파 전류가 증대하여 기본파(정현파)의 파형을 

더욱 왜곡시켜 확대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해당 고조파 차수에 적합한 직렬리액터를 설

치하여 커패시터를 유도성 회로로 작용시켜 고조파 확대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제5고조파 대책으로 커패시터 회로의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의 정격용량 계

산시 직렬리액터에는 공급전압의 6.38%가 인가되므로, 직렬리액터 정격전압은 6.38%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조회사 카다로그나 논문자료에 직렬리액터 정격전압을 공급전압 6.0%로 적용한 것은 

리액턴스 비율이 아닌 용량 비율일 때 적용방법이다. 즉 리액턴스 비율 6.0%일 때 커패

시터 전압상승분은 6.38%이고, 용량 비율 6.0%일 때 커패시터 전압상승분은 6.0% 이다. 

  <표 6-4> 리액턴스비율 6% 및 용량비율 6%에 따른 3상 직렬리액터 전압  비교

  

항 목 비율 적용 직렬리액터 3상 380V 3상 6600V 3상22.9kV 3상 154kV

 

  리액턴스 비율
 6.0 % 


× 14.0V 243V 844V 5673V

 

  용량 비율
6.0 % 


× 13.2V 229V 793V 5335V

  ⑦ 제5고조파에 대응하는 직렬리액터 리액턴스 비율 6%와 용량 비율 6%는 엄밀히 말

하면 동일하지 않고 리액턴스 차이가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커패시터 용량이 크거나 

이 8% 이상일 때는 용량 비율로 직렬리액터를 선정하면 오차가 커져서 실제 리액턴

스 비율이 감소하므로 반드시 감소분만큼 직렬리액터 용량 증가가 필요하다.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용량 비율이 6.0%일 때 리액턴스 비율은 5.66%이다.

  <표 6-5>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리액턴스 비율 6% 및 용량 비율 6% 비교

  

리액턴스 비율 용량 비율 전압 증가율 용량 증가율 전류 증가율














 




6.00 % 6.38 % 6.38 % 13.2 % 13.2 %

5.66 % 6.00 % 6.00 % 12.4 % 12.4 %

  ⑧ 전력회로 무효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역률개선 커패시터 사용시 고조파 영향에 

의한 과전류 발생 및 투입시 돌입전류가 과대해지는 1차 문제를 직렬리액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1단계 조치로 해결하였다고 할 때, 1단계 조치로 인하여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상승하는 2차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한 2단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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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리액터 사용시 경제성만 강조하여 커패시터 정격전압을 공급전압에 딱 맞는 제품

을 선정하면 유지관리시 과전압에 노출되어 위험하므로,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직렬리액

터 리액턴스 비율에 따른 전압상승을 반드시 검토하고 커패시터 정격전압 선정시 공급전

압이 아닌 커패시터에 인가되는 전압을 기준으로 상향하여 사용할 것을 강력 주장한다. 

  예를들어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용량 비율 6% 사용시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6.0% 

증가하여 공급전압이 380V라면 커패시터 단자전압은 402.8V가 인가되므로, 커패시터 정

격전압은 380V용을 설치하지 말고 440V용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용량 비율 6% 사용시 공급전압이 6600V라면 커패시터 단자전압이 6.0% 증가하

여 6996V가 인가되므로, 커패시터 정격전압은 6600V용을 설치하지 말고 7200V용을 설치

함으로서 전압상승에 대비한 내전압성을 확보함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커패시터 정격전압을 공급전압보다 높은 것을 사용함으로서 초기 설치비용이 조

금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전한 유지관리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방지한다

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방법이다.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 회로에서 전압상승을 대비하여 커패시터 정격전압을 공급전압

보다 110~120% 높은 것을 사용하면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1) 정격전압보다 공급전압이 낮아 정격전압
공급전압

 만큼 커패시터 용량이 감소된다.

     2) 직렬리액터 영향으로 


 만큼 커패시터 용량이 증가된다.

     3) 직렬리액터 용량 선정은 정격전압
공급전압

으로 계산한 커패시터 용량에, 커패시터 단

자전압 증가율(


)을 곱하여 선정하면 원하고자 하는 리액턴스 비율이 된다. 

  즉 커패시터 회로의 직렬리액터 은 리액턴스비율이며, 용량 비율과는 차이가 있다.

  ⑨ 전력용 커패시터의 수명단축이나 절연파괴 현상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우발적인 경

우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과전압, 과전류, 과열 등의 스트레스, 고조파 유입, 사용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전력용 커패시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점검사항은 전압, 전류, 온도, 습

도 4가지이며, 정격 허용치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력계통에서 커패시터를 전원회로에서 개방시키고 점검시에는 정전용량에 의한 충전

된 잔류전하(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방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반드시 검전

기로 방전을 확인하고 접지를 시행한 후에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커패시터가 부하와 직접 병렬연결되어 동시에 개폐되는 경우에는 부하의 권선을 통하

여 잔류전하를 방전할 수 있으므로 방전장치가 불필요하다.  끝.

  작성자 : 2016년 03월28일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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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정과 야망의 전기이야기 – 대영사

     - 전기인을 위한 알짜배기 전기기술 질의 해설집 - 동일출판사

     - 전기관계법령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전동기의 보수점검 및 고장진단 – 성안당

     - 접지설비 설계 - 성안당

     - 신 펌프 입문 - 성안당

  ○ 참고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2015.07.01.

     - 한국전력공사 요금업무처리지침 2013.12.04

     -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안)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용 커패시터의 점검 지침 2013년 12월20일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업무 안내 2014년 2월

     - 산업통상자원부 제2016-16호(2016.01.29.)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2013년 2월5일)

     - 전력계통 고조파 대책과 역률개선 기술 - 이성우 외 3명

     - 커패시터 및 직렬리액터의 고조파 장해 영향과 대책 - 김세동

     - 고조파를 포함한 회로에서 커패시터와 직렬리액터의 적용 - 한승천

     - 고조파 억제의 최신 기술동향 - 이노우에 아키라

     - 직렬리액터의 최신 기술동향과 기종 선정에 관해 - 니시구치 노보루

     - 진상커패시터 설비와 보호용 퓨즈의 보수 및 점검 - 사노 마스즈

     - 일본 부품소재 커패시터 기술동향 - 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 삼화커패시터 기술자료 및 제품설명서

     - (주)청우하이드로 펌프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

     - (주)효성 Corporation 모터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

     - 기타 인터넷 검색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