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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rge aluminium electrolytic capacitors are widely 
used in inverter systems for smoothing dc-link voltage. If 
capacitors in dc-link are deteriorated by ageing, dc-link 
voltage is fluctuated by lessened capacitance and their bodies 
are heated by raised ESR(equivalent serial resistance) and 
finally system faults can be occurred. In this paper, on-load 
ageing test method of electrolytic capacitor in inverter system 
is proposed and test results are shown. 
 

1. 서    론

  재 산업용 동기는 인버터가 채용 AC 드라이버가 주종을 
이루며 기존 사용 이던 DC 드라이 도 교체 에 있다. 일반
으로 인버터 시스템은 장품  냉각 팬을 제외하면 부분 
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버터의 수명은 반 구 으로 알
려져 있으나, 필수 구성품  평활용 해 커패시터는 그 수명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열화가 진 되면 자체  주변기기의 오
동작을 유발시키며 생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제조업체별로 
차이를 가지나 부분 6년 정도의 사용 수명을 보장하는데, 재 
산업 설비에 운용 인 인버터의 커패시터 뱅크를 업체 권장 사
용 수명에 맞춰 교체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실제 사용 
수명을 다한 해 커패시터의 정 용량 감소나 등가 직렬 항 
증  등의 특성을 검해보면 정상으로 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커패시터 특성 분석을 해 인버터에서 커패시터를 분리
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버터 내부 직류 평활용 해 커패시터의 노
화 평가에 있어서 인버터의 동작  진단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 다. 해 커패시터의 동작 특성 진단
을 통한 노화 정 후 커패시터의 교체여부를 결정한다면 인버
터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한 손실 감과 더불어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2. 본    론

  2.1 전해 커패시터의 특성
  커패시터는 하 충  기능을 가지는 기 부품으로 압을 충 하고 
기 신호를 평활 는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평활용 커패시터

는 정 용량이 크고 부분 해 커패시터가 사용된다. 해 커패시터 
에서 알루미늄 해커패시터가 가장 범용으로 사용되며, 용량 
화가 용이하고 가격 비 성능이 우수하다. 다음 그림은 알루미늄 
해 커패시터의 제작 구조와 극 막 형성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1>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제작 구조

 

<그림 2>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전극 막 형성

 알루미늄 해 커패시터는 <그림 1>과 같이, 리드 선을 속한 
두 알루미늄 박막을 해액을 묻힌 해지를 사이에 두고 둘둘 
마는 구조로 제작되는데, 두 박막 사이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알루미늄 해커패시터의 (+)박은 알루미늄 
표면에 형성된 산화 피막을 형성하여 유 체로 사용하고 (-)박은 
단순 알루미늄박으로 형성된다. 두 극막 사이에 해액을 묻힌 
해지로 구성된다. 여기서 두 극 박의 표면은 돌기가 나 있는
데, 이는 표면 을 넓히기 한 것이다. 그리고 해액도  음극
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두 극의 간격은 산화알루미늄 피막 층
이 되므로 아주 얇은 간극을 유지한다. 이러한 에칭 돌기를 이용
한 표면  향상과 산화 피막  해액을 이용한 극 간 간격
의 최소화 구조는 알루미늄 해 콘덴서가 아주 큰 정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데 산화 피막 층은 무 얇기 때
문에 500V 이상 고 압용 커패시터를 생성하기에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2.1.1 전해 콘덴서의 동작 특성 및 열화 특성
  해 커패시터의 등가 회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고유의 커패시턴스를 
가지는 C와 직렬로 등가 직렬 인덕터스 E.S.L과 등가 직렬 항 S.S.R
로 표 된다. 여기서 등가 직렬 인덕턴스는 제작 구조가 둘둘 마는 형태
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형성되는 값이며, 등가 직렬 항은 해액이 형
성하는 도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 전해 커패시터의 등가 회로

  해 커패시터가 노화되면 나타나는 표 인 상이 정  용량 값이 
낮아지고 등가 직렬 항 값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동일 충방  류에 
해 보다 큰 리  압을 형성하고 발열량이 많아져서 동작 온도가 높

아지게 된다. 동작 온도가 높아지면 노화 속도는 보다 가속되게 되고 노
화가 진행될수록 발열 과다로 인한 동작 온도 상승도 가속화 되고, 내부 
압력 팽창으로 인한 안 변(pressure relief)이 동작하거나 폭발하는 경
우도 보고되고 있다. 동작 온도 10℃ 상승은 동작 수명은 반으로 단축시
킨다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버터 직류 단에 노화된 커패시터
를 지속 으로 동작시키면 압 피 의 상승을 유발하고 시스템의 오동
작을 유발한다.

<그림 4> 인버터에서 커패시터 기능 열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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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해 커패시터의 노화 테스트.
  2.2.1 노화 테스트 방법 
  개별 커패시터의 노화 평가 방법은 LCR 메타를 이용한 정 용량 값
과 ESR 값의 측정 분석이 일반 인데, 인버터 시스템에 장착된 상태, 
특히 운용 에 있는 커패시터의 노화 평가는 일반화된 방법이 없다. 노
화된 커패시터와 정상 커패시터의 시스템 동작  특성 차이는 리  
압 증가이다. 다음 그림은 커패시터의 노화를 모의한 결과 동작 형인
데, (a)는 정상인 경우, (b)는 커패시터 용량의 10%를 감시킨 경우, 
(c)는 커패시터 용량의 20%를 감시킨 경우이고, 각 그림의 아래 형
은 인버터의 출력 압 형이고,  형은 평활용 커패시터가 가지는 
리  압 형이다. 커패시터의 정  용량이 감됨에 따라 리  압 
진폭이 커지고 출력 압 함유 고주  잡음이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그림 5> 인버터에서 커패시터 용량 변화에 따른 리플 및 고주파 잡음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커패시터 양단에 형성되는 리  
압의 크기와 부하 출력 류의 크기를 측정, 평가하여 인버터 내부 직류 
평활용 커패시터의 노화 진행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에서 부
하 류를 측정하는 이유는 커패시터가 가지는 리  압의 크기가 정  
용량의 변화에도 향을 받지만 충방  류의 크기에 더 큰 향을 받
기 때문이다. 

<그림 6> 인버터에서 커패시터 노화 테스트 장치 결선

  커패시터 노화 테스트 장치에 있어서, 부하 류 측정은 hall 센서 방
식 류 루 를 사용하고, 직류단 리  압 측정은 차동 압 측정 
루 를 사용하고, 형 분석  데이터 평가는 PC를 사용하 고, 데

이터 수집 수단은 USB 연결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 다. 
  데이터 평가 방법에 있어서, 실제 인버터의 사양이 다양할 뿐 아니라 
동일 용량 인버터 내부에 내장된 평활용 커패시터 사양도 다양하기 때
문에 동작  리  압을 부하 류와 단순 연결하여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 수식과 같은 리 율이라는 새로운 단 를 만
들었다. 수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리 율은 측정된 리  값을 부하 류 
값으로 나눠주고 다시 정격 류 값을 곱해주는 결과를 가진다. 여기서 
정격 류를 곱해주는 이유는 인버터의 정격 력 용량이 높아지고  정
격 류가 커짐에 따라 커패시터 뱅크의 총 용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식  1)

  2.2.2 인버터 내부 전해 커패시터의 노화 테스트 결과
  제안된 커패시터 노화 테스트 방법을 이용해 실제 사용 인 인버터
를 상으로 측정  평가가 이루어 졌다. 상 제품들은, 표 인 4개 
회사 제품에서 선정하 고, 직류단 압은 380V-420V이었고, 제품의 
60%정도는 단일 다이오드 리지 방식 정류기 채용 방식이었고, 나머지
는 공용 상제어 정류기 는 PWM 정류기에서 직류 압을 공 받는 
방식이었다. 
  <그림 7>은 제안된 방법을 사용한 신품 인버터와 장기간 사용 인버
터의 커패시터 노화 평가 결과를 산 도로 나타낸 결과 그래 이다. 왼
쪽 그룹이 7년이상 장기 사용된 인버터의 경우이고 오른쪽 그룹이 2년
이 경과되지 않은 신품의 경우이다. 그래 에서 보면 신품은 리 율이 
낮고 장기 사용품의 리 율은 분명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7> 인버터에서 커패시터 동작 중 리플율 분포도 

  사용 년 수 증가에 따라 리 율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데이터 상으로 리 율의 증가가 사용 년 수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다. 그 
이유는, 커패시터 노화 요인이 사용 시간, 사용 온도, 충방  류의 크
기, 충방  주 수 등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사용 시간 보다 사용 온도 
 충방  주 수에 더 큰 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용 년 수에 
따른 커패시터의 노화 평가보다 실제 특성 평가를 통한 노화 평가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말해 다. 
  동작 인 인버터의 부하 류는 부하 상황에 따라 변동하더라
도 측정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리  압 값은 수 V 마만
의 작은 값이고, 주변 잡음에 쉽게 향을 받는 신호이기에 측정
의 재 성 확보가 잘 되지 않았다. 측정 결과 그래 가 노화 경
향은 표 하고 있으나 노화 정도를 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다 
정확한 노화 정을 해서는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커패시터의 동작 온도 이력 데이터 등이 가미
된 새로운 평가 모델의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상된다.
 

3. 결    론

  해 커패시터가 노화되면 나타나는 상에는 정  용량 하와 
ESR 증가가 있는데, 노화된 해 커패시터를 가진 인버터는 동
일 부하상태에서 보다 큰 리  압을 유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버터에 내장된 평활용 해 커패시터의 노화
평가에 있어서 커패시터 양단 압의 리  값을 인버터의 부하
율에 비해 평가하여 노화 진행률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 결과를 보 다. 제안된 방법이 다양한 사양의 인버터에 곧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수 은 아니지만 련 데이터가 되고 
동작 온도 감안 평가 등의 평가 방법이 보완된다면 보다 정확하
고 신속한 노화 평가가 가능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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