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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철도 시스템은 전력변환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고조

파 문제와 무효전력 발생으로 인해 전기품질(power quality)

문제를 수반하고 이는 철도 시스템과 연계된 기존 계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1].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는 수동필터 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동필터 회

로는 제거하려는 고조파의 주파수에 따라 각각의 필터회로

를 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되고 대용량

의 수동필터는 공진 등 계통에 원치 않는 영향을 끼치게 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동부하이고 계통 내에서 역행

과 회생이 동시에 발생하는 전기철도 시스템의 특성상 수

동필터 회로만을 통해 고조파를 제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한편, 전력용 반도체 소자와 DSP

등의 발전에 따라 능동필터 회로를 이용하여 전기철도 시

스템의 전기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25 kV AC 급전시스템에 단상 능동필터를 설치하여 고

조파를 보상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용량인

철도 시스템의 특성에 부합하는 수동필터와 능동필터가 더

해진 하이브리드(hybrid) 능동필터를 통해 고조파와 무효전

력을 보상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3]. 수

동필터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앞에 언급한 여러 가

지 한계가 뒤따르고 능동필터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정격에 의한 제한이 뒤따르며 능동

필터의 용량이 커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하이브리

드 능동필터의 경우에는 수동필터와 능동필터가 고조파 및

무효전력의 보상을 나누어 담당하기 때문에 수동필터가 단

독으로 쓰이는 경우나 능동필터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

비해서 각각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4-6]. 또, [7]에 의하

면 기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필터 회로는 의도했

던 전기품질 보상 능력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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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은 고조파 왜곡 및 무효전력으로 인한 역률저하 등의 전기품질 문제를 동반

한다.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의 고조파 전류 및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해 SRF(synchronous-reference-frame)

제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능동필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능동필터 제어 알고리즘은 3상에서만 응

용되었던 MSRF(multiple-synchronous-reference-frames)를 통해 저차 고조파를 추출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고

차 고조파를 능동필터에서 보상하고 크기가 큰 저차 고조파를 수동필터에서 보상하며, 능동필터 또는 수동필터만

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보완한다. 또한, 폐루프 무효전력 보상알고리즘을 통해 무효전력을 보상한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능동필터의 SRF 제어 방법의 제어 성능과 타당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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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런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필터 회로를 이

용하여 하이브리드 능동필터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능동필터 회로를 통해 저차 고조파를 보

상하고 수동필터 회로를 통해 고차 고조파를 보상하는 하

이브리드 능동필터가 제안되었는데 이 같은 방법은 능동필

터의 스위칭 주파수를 줄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차 고

조파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능동필터의 용량이 늘어나

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

이브리드 능동필터를 이용하여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

에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저차 고조파를 수동필터를 이

용하여 보상하고, 나머지 고차 고조파와 무효전력을 능동

필터를 통해 보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3상에서만

응용되어 왔던 MSRF를 이용한 고조파의 선택 제거 알고

리즘과 폐루프 무효전력 보상 루프를 포함하는 능동필터의

SRF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단상인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

스템의 능동필터에 관한 연구에서 능동필터의 제어는 일반

적으로 natural-frame 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교류 신호

를 그대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고조파를 추출하는데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역 통과 필터나 일반적인 PI 제어기

를 사용하는데 있어 위상의 지연이나 정상상태 오차 같은

문제를 수반한다 [9]. 그러나 본 논문은 제어 변수들을 SRF

상의 d-q 신호로 변환하여 dc 신호를 제어하기 때문에 위

상지연이나 정상상태 오차와 같은 문제가 없고, d-q 변수

를 각각 제어함으로써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독립적, 순

시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안한 하이브리드

능동필터의 SRF 제어 방법이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에

생길 수 있는 고조파 전류와 무효전력을 보상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2. 하이브리드 능동필터

하이브리드 능동필터를 적용한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을

Fig. 1에 보인다. 하이브리드 능동필터는 Scott 변압기의 2

차측에 각각 설치되며, 수동필터 회로는 차량으로 유입되

는 전류, 즉 부하전류의 고조파 성분 중 저차 고조파에 동

조되어 있고 능동필터는 고차 고조파를 보상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능동필터 제어기의 입력으로는 부하전류 iL, 공급

전류 is, 인버터 출력전류 iinv, DC-link 커패시터 전압 Vdc

를 요구한다.

Fig. 1 Hybrid active filter in AC railway systems

2.1 능동필터 제어기의 구성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능동필터에서는 수동필터에서 상대

적으로 크기가 큰 저차 고조파를 보상하고 이를 제외한 나

머지 고조파를 능동필터에서 보상하므로 부하전류의 고조파

성분 중 본 논문에서 수동필터가 보상하는 3차, 5차 고조파

성분을 뺀 나머지 고조파 성분이 제어기의 기준전류로 주어

진다. 3차, 5차 고조파 성분을 기준전류에서 제거하기 위해

서는 먼저 부하전류에서 3차, 5차 고조파만을 추출하는 과

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MSRF를 이용하여 이루어

진다 [10]. MSRF를 통한 고조파 추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

다. PLL(phase-locked loop)에서 얻어지는 위상 정보를 가지

고 Fig. 2와 같이 각각 3차, 5차 고조파의 주파수를 이용하

여 부하전류를 park 변환을 통해 SRF로 변환 하게 되면 기

준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 성분인 3차, 5차 고조파만이 DC

성분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를

이용하면 3차, 5차 고조파의 d-q 성분만을 얻을 수 있다. 이

3차 5차 고조파의 d-q 성분을 역변환하게 되면 부하전류의

3차, 5차 고조파 성분만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부하전류 iL

에서 빼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3차, 5차 고조파를 뺀 나머지

성분만이 남게 된다. 3차, 5차 고조파를 제외한 부하전류는

식 (1)과 같이 park 변환을 이용하여 다시 SRF 상으로 변

환된다. 여기서 iLdq-3,5는 3차, 5차 고조파를 뺀 부하전류의

d-q 성분을, 는 DC 성분으로 기본파 성분을 의미하

고 는 AC 성분으로 3차, 5차 고조파를 뺀 나머지 고

조파 성분에 기인하며 능동필터에서는 이 고조파 성분만을

보상하게 된다. 

(1)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 고조파 성분만이 능동필터 제어기

의 기준전류(current reference)가 된다. 여기서 고조파 성분

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흔히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하는 방

법이 많이 사용된다. 간단하게 식 (1)의 DC 성분만을 저역

통과필터를 통해 검출하고 이를 원래 신호에서 빼주게 되면

고조파 성분만을 검출할 수 있게 된다. 차량의 부하전압 vL

은 식 (2)와 같이 d축 성분 vLd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식

(2)와 부하전류 iL의 d-q 성분 iLd, iLq를 이용하면 부하의 단

상 순시유효전력 p(t)와 단상 순시무효전력 q(t)를 식 (3)과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11]에

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

(3)

(4)

식 (3), 식 (4)를 통해 단상 순시유효전력은 d축 전류에 관

계되고, 단상 순시무효전력은 q축 전류에 관계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공급전

류의 q축 전류 isq를 0으로 제어하는 폐루프 형태의 무효전

 

iLdq 3 5,–

ĩLdq 3 5,–

iLdq 3 5,–
iLdq 3 5,– ĩLdq 3 5,–+=

vL vLdcosωt=

p t( ) vLdcosωt iLdcosωt⋅
1

2
---vLdiLd 1 cos 2ωt( )+[ ]= =

q t( ) v– Ldcosωt iLqsinωt⋅
1

2
---vLdiLqsin2 ω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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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보상 루프를 추가한다. 또한, 제어안정성과 유효전력 손

실 보상을 위한 DC-link 커패시터 전압제어 루프가 추가된

다. 부하의 고조파 전류를 보상하는 능동필터의 특성에 따라

전류 제어기는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제어기를 적용한다.

2.2 수동필터 회로

국내 25kV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중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조파는 3~5차 고조파로

나타난다 [12]. 따라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3차, 5차 고조

파를 능동필터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차 고조

파를 제거하기 위한 수동필터는 다음과 같이 제거하려는 공

진주파수(resonant frequency)에 동조된다.

(5)

여기서, Lpf
m

은 수동필터의 인덕턴스, Cpf
m

은 수동필터의 커

패시턴스를 의미하고 ωm=m2πf이다. 본 논문에서는 3차, 5

차 고조파를 보상하기 위해 m= 3,5를 적용하고 f는 기본 주

파수인 60 Hz를 대입한다. 수동필터의 임피던스 특성은 다

음과 같다.

Fig. 3 Impedance of the passive filters

3. 시뮬레이션 결과

차량 전기시스템의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차량을 SCR

브리지 정류기와 인버터, 부하로 모델링 한다. 또 Fig. 4와

같이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 차량과 급전시스템, 하이

브리드 능동필터의 전력단을 PSIM을 통해 구현하고, 능동

필터 제어기를 Matlab/Simulink에서 구현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3.1 Case A(능동필터에 의한 고조파 보상)

수동필터가 없고 능동필터 제어기의 무효전력 보상 루프

가 없는 경우 능동필터는 3차, 5차 고조파를 제외한 나머지

고조파만을 보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의 시뮬레

이션 파형은 Fig. 5와 같다. 부하전류 파형은 차량의 비선형

특성으로 인해 많은 왜곡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공급전압에

도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급전류의 파형은 능

동필터를 통해 고조파 전류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가장 크

ωm
1

Lpf
m

Cpf
m

-------------------=

 

Table 1 System parameter for hybrid active filter

source voltage vs 25 kV, 60 Hz

active filter
Lf 3m H

Cf 30 uF

dc-link capacitor Cdc 30000 uF

passive filter

Cpf3 16 uF

Lpf3 50 mH

Rpf3 0.2 Ω

Cpf5 5.6 uF

Lpf5 50 mH

Rpf5 0.5 Ω

Fig. 2 Block diagram of active power filter contro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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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큰 3차, 5차 고조파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아직까지도

상당히 왜곡된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위상지연 역시

부하전류와 동일하게 나타나 역률의 저하를 야기하리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의 FFT 결과를 통해 부하전류와

공급전류의 고조파 특성을 살펴보면 부하전류는 3차 고조파

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어 5차 고조파가 크게 나타나는

Fig. 4 Simulation structure of the proposed hybrid active filter (a) PSIM schematic; (b) Matlab/Simulink block

Fig. 5 Case A (a) source voltage; (b) load current; (c) source current; (d) active filter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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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약 1kHz 대역 전후까지 고차 고

조파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전류에

서는 3차, 5차 고조파를 제외한 나머지 고조파들이 능동필

터에 의해 보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크기가 큰 3차, 5차 고조파의 영향으로 THD는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Fig.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6 Case A; FFT comparison of load (left bar) and source

current (right bar)

Fig. 7 Case A; THD of load current and source current 

Fig. 8 Case B (a) source voltage; (b) load current; (c) source current; (d) active filter current

Fig. 9 Case B; FFT result of source current

Fig. 10 Case C; THD of load current and sourc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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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ase B(능동필터+수동필터에 의한 고조파 보상)

능동필터에 의해 보상되지 않은 3차, 5차 고조파는 수동

필터 회로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다. Fig. 8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능동필터에 의해 보상되지 않은 저차

고조파의 보상을 수동필터에서 적절하게 분담하여 입력전류

의 파형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의 FFT

결과를 Case A와 비교하면 수동필터 회로를 통해 3차, 5차

고조파가 적절하게 보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능

동필터 제어기에서 무효전력 보상 루프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여전히 공급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위상차는 역률의 저하를 가져오는 원

인이 된다. 따라서 고조파 보상과 더불어 적절한 무효전력

의 보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2 Case C(능동필터+수동필터에 의한 고조파 보상

+무효전력 보상)

Case A와 Case B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차량으로 인한 고조파와 위상 차이는 역률의 저하를 야

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상차를 보상하여 역률을 보상하기

위해 능동필터 제어기에 무효전력 보상 루프를 추가하여 결

과적으로 역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무효전력 보상 루프가

추가된 경우의 시뮬레이션 파형은 Fig. 11과 같다. 부하전류

와 공급전류의 THD는 Fig. 10과 같고 부하전류의 THD는

약 41%로 많은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능동필터에 의해 보상된 공급전류

측에서는 약 1/25로 줄어든 1.6%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률의 경우 Table 2에서와 같이 displacement power

factor는 unity power factor로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능동필터와 수동필터의 고조파 보상 결과로 total power

factor 역시 0.99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은 단상 비선형 부하인 차량의

부하특성으로 인해 전기품질의 문제를 동반한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교류 전기철도의 전기품질 문제 중 대표적인 고

조파 전류와 무효전력을 보상할 수 있는 단상 하이브리드 능

동필터 시스템을 위한 SRF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시뮬레

이션을 통해 제안한 단상 하이브리드 능동필터 제어 방법에

의해 비선형 단상 부하인 차량으로 인해 급전시스템에 생길

수 있는 고조파 전류와 무효전력의 보상이 가능함을 증명한

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안한 SRF 제어 기반 단상 하이브

리드 능동필터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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