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 Korea Society for Naval Science & Technology 55

J o u r n a l  o f  t h e 2021; Vol.4, No.1; pp. 055-060

KNST
ISSN: 2635-4926 https://doi.org/10.31818/JKNST.2021.03.4.1.55

Received: 2021/01/28
Revised: 2021/02/10
Accepted: 2021/02/27
Published: 2021/03/29

*Corresponding Author:
So-Yeon Kim
Jungwon-ro, Jinhae-gu, Changwon-si, 
Gyungbuknam-do, 51704, Republic of Korea
Tel: +82-55-907-5315
Fax: +82-55-542-0033
E-mail: ksy4rang@navy.mil.kr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전압형 PWM converter가 적용된 
전기추진 함정의 LCL 필터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전압형 
PWM converter의 경우 PWM 스위칭에 의한 고조파 
성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조파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적절한 필터를 설치하게 된다. 특히 스위칭 주파수가 
제한되고 한정된 공간 활용 특성을 가지는 대용량 함정 
시스템의 경우 고조파 필터의 부피 및 크기 그리고 손실의 
최소화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전기추진 함정에 적용된 1MW급 converter의 고조파 
필터를 분석하고, 고조파 규제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손실 및 설치 공간에서 유리한 개선된 LCL 필터를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d electric propulsion ship’s harmonic 
filter and proposed the method of LCL filter design. In case 
of voltage source PWM converter, it needs harmonic filter 
to meet the harmonic regulation due to the PWM 
switching. Especially because of high power system such 
as naval ship is limited switching frequency, installation 
space and weight, proper harmonic filter design is 
important in terms of size and weight. In this paper, 
analyzed recently applied harmonic filter and proposed 
smaller and lighter harmonic filter with harmon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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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함정 설계 및 건조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기술 적용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정의 추진방식을 엔진 기반의 기계식 추
진장치에서 전동기를 이용한 전기추진체계로 변경하는 추세이다. 전기
추진 함정의 경우 기계식 추진 장치와는 달리 감속 기어가 필요 없이 일정 
속도 엔진-발전기의 출력을 전력변환장치(power converter)를 통해 추
진 전동기에 전달하기 때문에 연료 효율성 및 전력 운용성 측면에서 유리
하다. 이 때 사용되는 전력 변환 장치에는 회생 전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력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AFE(active front end) 방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AFE는 기본적으로 능동소자의 PWM(pulse width mod-
ulation) 스위칭에 의해 지령 전압을 합성하기 때문에 스위칭에 의한 고
조파 성분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게 된다. 이러한 고조파 성분이 과도하게 
전원 시스템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도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MIL-STD-1399-SECTION-
300-PART-1(2018)에서는 추진 배전반의 공통접속점(point of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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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에서 전류 고조파 왜율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PWM converter가 설치된 전기추진함정에서는 스위칭 고
조파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필터의 설계가 필수적이다.
최근 1MW급 converter에 실제 적용된 함정용 고조파 
필터의 경우 규제치는 만족하지만, 수동소자가 과도하게 
설계되어 에너지 손실 및 설치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함정은 중량과 함 크기가 결정된 상태에서 장비를 선정하고 
탑재하기 때문에 장비의 설치성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
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전기추진 함정에 적용된 1MW급 
converter의 고조파 필터를 분석하고, 고조파 규제를 만족
하는 범위 내에서 손실 및 설치 공간에서 유리한 개선된 
LCL 필터를 제안한다.

2.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기추진 함정은 Fig. 1과 같은 통합 
전력 시스템(integrated power system)을 바탕으로 한다. 
발전기에서 생성된 전력은 전력변환장치를 통해 추진전
동기에 요구되는 전압 및 주파수를 공급하여 함정의 추진
력을 발생시킨다. 또한 추진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회생전
력을 함내 계통에 공급할 수 있도록 AFE(active front end)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고조파 저감을 위해 PWM convert-
er와 switchboard 사이에 고조파 필터가 설치되어 있다.

M M

Harmonic filter

PWM converter

PWM converter

Generator-2Generator-1 Generator-n

Prime mover-1 Prime mover-2 Prime mover-n

Transformer

Ship service load

Switchboard

Propulsion motors

Fig. 1. Structure of electric propulsion system

일반적인 시스템의 고조파 규제는 IEEE 혹은 IEC 규정
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군 함정의 경우 통상 미국 국방 표준
인 military standard를 적용하므로 본 논문에서의 고조파 
규제는 MIL-STD-1399-SECTION -300-PART-1(2018)를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는 1 kVA급 이상의 converter 시스
템에 대해 전류 고조파 규제를 Fig. 2와 같이 제한하고 있
다. 주파수 60 Hz - 2 kHz 범위 내에서는 전류 고조파가 3 % 
이내여야 하고, 2 kHz - 20 kHz 범위에서는 6000/f % 이내
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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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mit line for currents for frequencies greater than 
60 Hz for equipment above 1 kVA

PWM converter의 출력전압은 일정 제어주기 동안 능
동소자의 스위칭에 의한 평균전압을 합성한 결과이기 때
문에 기본파 성분 이외에 기본파의 정수배 혹은 스위칭 주
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고조파 성분을 함유하게 되며, 
그 크기는 반송파 및 샘플링 방법 그리고 PWM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 

Generator M

Harmonic filter DC link
PWM converter PWM converter

Ig Ic

Lg Lc
Icf Cf

Fig. 3. Configuration of power conversion

전류 고조파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압 고조파원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Fig. 4는 정현파 형태의 지
령전압을 SVPWM으로 구현할 경우, 출력전압이 구형파
로 출력이 되며 주파수 분석결과 기본파 성분 외에 스위칭 
주파수 및 스위칭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 영
역에서 고조파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고조파 필터 분석

해군에서 운용 중인 전기추진 함정의 1 MVA급 convert-
er에 적용된 고조파 필터는 Fig. 5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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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구조는 LCL 필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LCL 
필터와 비교하여 구조적으로 다른 점은 Rg, Rc, Rf의 damp-
ing 저항 성분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Lf, Cf2가 직
렬 연결되어 impedance가 0이 되는 공진주파수가 존재
하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에서의 고조파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LC trap 필터가 설치되어 있다. 고조파 감쇄 측면에
서 수동소자의 증가는 유리하지만 설치공간과 중량의 제
한이 있는 함정의 경우 고조파 규제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
서 적절한 크기와 중량을 가진 필터의 설계는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Fig. 5의 harmonic filter를 Fig. 6과 같이 단순한 im-
pedance 모델로 나타낼 수 있으며 converter 출력전압
(Vc)과 계통전류(ig)의 전달함수는 식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Z1 Z2

Z3

Fig. 6. Simple equivalent model of harmonic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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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veform of input and output voltage in time domain and frequenc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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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iguration of Naval ship’s harmonic filter (1MVA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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𝑖𝑔

𝑉𝑐

=
𝑍3

𝑍1𝑍2 + 𝑍2𝑍3 + 𝑍3𝑍1

 (1)

여기서 Z1, Z2, Z3은

 𝑍1 =
𝑠𝑅𝑔 𝐿𝑔

𝑅𝑔 + 𝑠𝐿𝑔

 , 𝑍2 =
𝑠𝑅𝑐 𝐿𝑐

𝑅𝑐 + 𝑠𝐿𝑐

 ,

𝑍3 =

𝑠23𝐿𝑓 𝐶𝑓2(3𝑅𝑓 𝐶𝑓1 + 1) +

𝑠3𝑅𝑓 𝐶𝑓1 + 1

𝑠49𝑅𝑓 𝐿𝑓 𝐶𝑓1𝐶𝑓2𝐶𝑓3 +

𝑠3(9𝑅𝑓 𝐶𝑓1𝐶𝑓2 + 9𝐿𝑓 𝐶𝑓1𝐶𝑓2 + 3𝐿𝑓 𝐶𝑓2𝐶𝑓3) +

𝑠23𝑅𝑓 𝐶𝑓1𝐶𝑓3 + 𝑠(3𝐶𝑓1 + 3𝐶𝑓2)

 

고조파 성분이 포함된 Vc가 계통단으로 입력될 때 고조
파 필터에 의해 고조파 성분이 억제된 성분이 나타난다.

Fig. 7의 bode plot로부터 고조파 필터의 고조파 성분 
억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크기
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필터의 출력에는 높은 주파수 성분
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 A와 B지점은 
공진주파수와 스위칭 주파수를 나타낸다.

Fig. 7. Bode plot of harmonic filter

Fig. 4(b)에서 알 수 있듯이 고조파 성분이 스위칭 주파수 
영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PWM 스위칭에 의한 고조파 성
분이 995 Hz에 존재한다면, 고조파 필터는 이 주파수 성분
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6.03 dB 증폭시켜 출력하
게 된다. 따라서 공진주파수는 스위칭 주파수로부터 적절
히 떨어져 있어야 하며, 통상 계통 주파수로부터 10배 주파
수와 스위칭 주파수의 1/10배 사이의 값으로 결정한다[1].

Fig. 8은 고조파 필터 출력단인 계통 전류의 파형과 주파
수 spectrum을 나타내었다. Fig. 8(b)에서 알 수 있듯이, 전

류 고조파는 0.5 % 이하 수준으로 MIL-STD-1399 300B에
서 요구하는 전류 고조파 기준을 만족한다. 과도한 수동소
자의 설치로 고조파 특성은 좋아졌지만 함정에 설치되는 
장비로써 크기 및 중량 측면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규제치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전류 고조파는 
현재 수준보다 증가하더라도 크기 및 중량 등 설치성 측면
에서 유리한 고조파 필터의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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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lots of grid current and harmonic spectrum of 
grid current

4. 고조파 필터 제안

Fig. 2의 고조파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능동소자의 
스위칭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 성분을 적절하게 억제해
야 하며, 현재 전기추진 함정에 설치된 고조파 필터는 과도
한 수동소자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설치공간 및 중량이 증
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산업계 전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LCL 필터를 1MW급 시스템을 대상으로 적
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고조파 필터와 비교 분석한다. LCL 
필터는 impedance가 0이 되는 공진주파수를 가지지만, 상
대적으로 더 작은 inductance 값으로 우수한 고조파 저감 
효과를 갖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하
지만, LCL 필터의 제정수 선정에 있어 세 가지 값을 설계해
야 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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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er의 출력전압(Vc)에 대한 계통 전류(ig)의 전달
함수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𝑖𝑔

𝑉𝑐

=
1

𝑠3𝐶𝑓 𝐿𝑐 𝐿𝑔 + 𝑠(𝐿𝑐 + 𝐿𝑔 )
=

𝜔𝑟𝑒𝑠
2

𝑠𝐿𝑇 (𝑠2 + 𝜔𝑟𝑒𝑠
2 )

 (2)

Fig. 10은 식 (2)의 bode plot을 나타냈는데, Fig. 8과 같
이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 현상을 보이며 공진주파수를 넘
어서면 ‒60 dB/dec의 기울기로 고조파를 제거하는 특징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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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ode plot of LCL filter

LCL 필터의 제정수 선정은 참고문헌 [3]의 방법을 따라 
적용하였으며, Fig. 11에서는 Lc와 Lg를 각 0.02 [P.U]와 Cf

를 0.234 [P.U]로 결정하였을 경우 bode plot과 고조파 
spectrum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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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ode plot and harmonic spectrum for LCL filter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전기추진 함정에 설치된 고조파 필
터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크기 및 중량 등 설치성 측면에
서 유리하도록 고조파 규제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LCL 필

Generator

PCC

ig ic

icf
Cf

LcLg

Vc

Vdc

Fig. 9. Configuration of LCL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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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제안하였다. LCL 필터 적용결과 기존 필터 대비 적은 
impedance 값으로 고조파 규제치를 만족하였으며, 중량 
및 설치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과
제로 함정에 설치되는 고조파 필터의 제정수 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정립하고 손실, 효율, 설치성 측면에서 유
리한 필터 형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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