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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 AT급전계통에 Low-Pass Filter를 이용한 직류옵셋 

제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C Offset Removal using Low-Pass Filter in AT Feeder System

for Electric Railway

이 환*ㆍ정 노 건*ㆍ김 재 문†

(Hwan LeeㆍNo-Geon JungㆍJae-Moon Kim)

Abstract – The cause of failure in the AT feeding system is divided into grounding, short-circuit of feeding circuit and 

internal faults of the railway substation. Since the fault current is very high, real-time current is detected and the failure 

must be immediately removed. In this paper, a new DC offset elimination filter that can remove component to decrease in the 

form of exponential function using low-pass filter was proposed in order to extract the fundamental wave from distorted fault 

current. In order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filter method, AT feeder system was modelled by simulation tool 

and simulations were performed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fault location, fault resistance and fault voltage phase angle 

in case of trolley-rail short-circuit fault. When applying the proposed DC-offset removal method, it can be seen that the 

phase delay and gain error did not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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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고속철도 개통을 시점으로 전철구간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교통수요 변화에 따라 고급화된 철도 교통수단

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분야에서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기철도 차

량에 공급되는 전력은 안정적이고 품질도 향상되어야 하므로 계

통 안정도 유지에 중요한 보호계전기(Protective Relay)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1].

교류전기철도 급전계통사고 원인은 변전소 내부 및 급전회로 

내의 단락사고, 지락사고 등이 있으며 사고전류의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시간 전류의 검출을 통하여 사고를 신속하게 제거

해야 한다[2]. 전력계통 사고시 전류는 정현파 성분뿐만 아니라 

고조파 성분과 지수함수 형태로 감소되는 직류 옵셋 성분으로 표

현된다. 그러므로 디지털계전기의 동작속도는 지연되고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오⋅부동작이 나타날 수 있다. 고조파 

성분은 전압 위상각 90° 또는 270°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저하고 직류옵셋 성분은 전압 위상각 0° 혹은 180° 근처에

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보호계전기는 이러한 왜곡된 신호 및 최소의 변화에도 사고를 감

지할 수 있도록 민감해야 한다. 또한 사고보호구간을 최단시간으

로 판별하여 사고구간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3]. 

일반적으로 디지털 계전기법은 왜곡된 계전 신호내에서 기본

파 성분만 추출하여 계통정보를 가져왔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

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직류옵셋 성분의 형태를 어떤 함수로 정

하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차 선형 함수, 구간별 선형 함

수, 구간별 상수 함수와 지수 함수 등으로 가정하여 제안되어 왔

다. 직류옵셋 성분을 1차함수 또는 상수함수 형태로 가정한 필터

는 위상지연(Phase delay)이 발생되고 부분적으로 감소한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지수함수 형태로 보고 처리한 필터는 위상보정과 

이득 보정이 필요한 단점들이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기본파만을 추출하기 위해 저역통과 필

터를 사용하여 지수 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성분을 제거할 수 있

는 새로운 직류옵셋 제거 필터를 제안하였다. 제시된 기법의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AT급전계통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도구인 

PSIM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후, 전차선-레일 간 단락사고를 대상

으로 여러 가지 고장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교류 AT 급전계통

국내에서 전기 철도차량에 공급하기 위한 교류 AT 급전회로

는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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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류급전회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Diagram of AC Feeder Circuit

교류 전철급전회로는 한전전력 3상 154[kV]를 수전받아 단상 

55[kV]로 변성하는 급전용 전철변전소(Sub Station, 이하 SS), 

급전구간의 구분과 인접 전철변전소 사고시 급전이 가능하도록 

연장 역할을 하는 급전구분소(Sectioning Post, 이하 SP), 작업 

또는 사고시에 전력사고 또는 정전으로부터 제한하기 위한 보조

급전구분소(Sub-Sectioning Post, 이하 SSP), 유도장해의 감소와 

전차선로 말단에 가공전차선의 전압강하 보상을 위한 단권변압기

(AT)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전기철도 급전계통에 전기공급 방법 중 국내에서 대

부분 사용되고 있는 AT급전방식이다. 단권변압기는 전차선과 급

전선에 설치되며 레일에 중성점이 접속된다. 그러므로 전위는 레

일보다 전차선이 높으며, 급전선 전위는 레일 및 대지보다 낮다. 

AT에는 전차선과 급전선 사이에 55[kV]의 전압이 인가되고 중

성점에 전차선과 급전선 사이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차선과 

레일 그리고 레일과 급전선에는 27.5[kV]의 전압이 인가된다[5].

그림 2 교류 전기철도 AT급전방식

Fig. 2 AT Feeder method in AC Electric Railway

2.2 직류옵셋 제거 필터

전력계통에서 고장발생 시 과도상태의 고장전류는 기본파 이

외에 병렬 커패시터의 에너지 방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조파와 

직렬 인덕턴스에 저장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발생되는 

직류옵셋 성분이 있으며 형태는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 

직류옵셋 성분을 지수 함수 그대로 반영하고 고조파 차수를 

, 직류옵셋의 시정수는 , 상수를 라 하면 고장전류는 식 (1)

과 같이 표현된다.

  exp 
  

∞

sin[Ω] (1)

사고전류가 단지 기본파와 직류옵셋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식 

(2)와 같이 표현가능하다.

  expsin (2)

이것을 이산(Discrete) 형태로 변형하면 식 (3)과 같다.

  exp∆sin (3)

여기서, ∆는 Sampling 간격, 은 주기당 Sample 수직류옵

셋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반주기 전의 전류를 이용한다. 보다 

반주기 전의 전류 Sample값  는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exp∆
sin 
 exp∆exp∆
sin 

 exp∆exp∆
sin (4)

식 (3)과 반주기 전의 전류 식 (4)를 더하면 식 (5)와 같이 되

고 직류옵셋 성분만으로 식을 정리하면 식 (6)과 같다.

    exp∆  exp∆ (5)

 exp∆      exp∆  (6)

식 (3)에서 식 (6)을 빼면 직류옵셋 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 

직류옵셋 성분이 제거된 전류 ′는 식 (7)과 같다.

′      exp∆ (7)

한편 직류옵셋의 감쇠율을 표현하는 시정수 는 일반적으로 

해당 급전계통의 전차선로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와 저항에 의해 

결정된다[6].

2.3 저역통과 필터를 이용한 직류옵셋 제거

저역통과 필터(Low-Pass Filter, 이하 LPF) 블록선도는 그림 

3과 같이 표현된다. 전류 센서를 통해 사고전류( )를 받아 위

상차가 인 신호가 발생되는 부분이다. 입력사고전류 ( )가 

   sin일 때 차단주파수 가 추정 각주파수()인 1차 

LPF를 거치면 ≅인  sin의 경우가 된다. 따라

서   ,   는 식 (8), 식 (9)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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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류전기철도 AT급전계통 모델링

Fig. 4 AT feeder system modeling of AC electric railway

구 분 데이터

스코트 변압기 2차측 전압 55[kV]

단권변압기 2차측 전압 27.5[kV]

자기 임피던스

[/km]

전차선 0.1960+j0.7353

레일 0.1851+j0.6219

급전선 0.1782+j0.8672

표 1 전원 데이터 및 전차선로 데이터

Table 1 Source data & catenary data

그림 5 전차선과 레일사이의 단락사고지점

Fig. 5 Short fault location between Trolley and Rail

그림 3 저역통과 필터 블록선도

Fig. 3 Low Pass Filter block diagram

    ×
 sin

 sin× sin
 cos (8)

  sin   (9)

1차 LPF를 통해 사고전류( )를 기준으로 만큼 위상차

가 발생된 신호( )를 한번 더 LPF를 거치면 사고전류

(  )를 기준으로 위상차가 인 신호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사고

전류 반주기 전 신호( )는 식 (10)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cos

 cos× cos
 (10)

따라서 사고전류( )와 반주기 전 신호( )를 통하여 

지수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직류옵셋 성분만 남게 하여 원래의 사

고전류(  )에서 빼주면 직류옵셋 성분이 제거된 정확한 기본파

만 추출할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3.1 AT급전계통 모델링

저역통과 필터를 이용한 직류옵셋 제거를 입증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은 AT급전계통을 PSIM을 이용하여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을 하였다. 

전기철도에서 사용되는 스코트 변압기는 한전 계통에서 공급

된 3상 154[kV]전압을 단상 55[kV]로 변압하여 M상，T상으로 

전압이 공급된다. 따라서 급전계통 방식은 단독급전방식으로 스

코트 변압기 2차측 전압 55[kV]를 인가하여 일반적으로 구성되

는 순서대로 전철변전소(SS)，보조급전구분소(SSP)，급전구분소

(SP)로 PSIM을 이용하여 단권변압기를 모델링하였다. 상선과 하

선에 27.5[kV]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차선로도 상세 

모델링하였다. AT와 AT간 사이 거리는 10km로 하였으며 8200

호대 전기기관차 용량인 5.2[MW]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전차선로 임피던스는 원주∼강릉

사이의 실제 급전계통 데이터이며 표 1과 같다[7]. 

고장조건은 그림 5에서 보듯이 전철변전소의 단권변압기와 보

조급전구분소의 단권변압기 사이에 전차선과 레일간 단락사고를 

발생시켜 전류를 검출하였다. 직류옵셋 성분 추출시 시뮬레이션

의 주기당 샘플링 수는 1660[s/cycle], 샘플링 주파수는 99.6 

[kHz]로 하였다.

3.2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 설정

그림 6은 차단주파수 변화에 따른 직류 옵셋 제거필터의 통과 

전후의 전차선-레일간 단락사고 전류 파형이다. 

그림 6(a)와 같이 차단주파수를 전력계통 주파수 60[Hz]의 

1/2인 30[Hz]로 설정한 경우, 위상지연이 발생되고 정상상태시 

단락전류 오차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b)와 같이 

차단주파수를 전력계통 주파수보다 크게 설정한 90[Hz]인 경우 

위상이 앞서게 되고 정상상태 오차도 발생되었다. 그림 6(c)에서

와 같이 차단주파수를 전력계통주파수를 60[Hz]로 동일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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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t-off frequency : 30[Hz]

(b) Cut-off frequency : 90[Hz]

(c) Cut-off frequency : 60[Hz]

그림 6 차단주파수에 따른 직류옵셋 필터링 결과

Fig. 6 Result of DC offset removal filtering according to cut-off 

frequency

고장저항 전압사고각 (고장발생시점) 고장발생지점

0.01[]
0° 

(50.01[ms])

1[km], 3[km]

5[km], 7[km]

9[km]

표 2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2 Simulation condition

(a) 고장발생지점 : 1[km]

(b) 고장발생지점 : 5[km]

(c) 고장발생지점 : 9[km]

그림 7 고장발생지점에 따른 직류옵셋 필터링 결과

Fig. 7 Result of DC offset removal filtering according to fault 

location

그림 8 고장발생지점에 따른 직류옵셋

Fig. 8 DC offset according to fault location

정한 경우,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상태시 오차도 거의 나

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파수 

설정은 전철전력계통의 주파수와 동일한 값을 설정하였다.

3.3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3.3.1 고장발생지점에 따른 파형 비교

단락사고로 인한 직류옵셋의 고장발생지점에 따른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고장저항은 임의의 값 0.01[]으로 설

정하고 고장발생지점은 1∼9[km]를 2[km] 간격으로 전압사고각

이 0° 에서 발생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그림 7은 고장발생지점에 

따른 직류옵셋 필터링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7(a), (b), (c)는 고장발생의 일례로서 1[km], 5[km], 

9[km]지점인 경우를 나타내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차선과 

레일 등으로 인한 단락임피던스가 감소하므로 단락전류가 증가하

게 된다.

그림 8은 고장발생지점에 따른 직류옵셋 성분을 나타내었다. 

1[km] 지점의 직류옵셋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후에 7[km]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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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발생지점 전압사고각 (고장발생시점) 고장저항[]

5[km]
0°

(50.01[ms])

0.01, 0.1

1, 10

표 3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3 Simulation condition

(a) 고장저항 : 0.01[]

(b) 고장저항 : 0.1[Ω]

(c) 고장저항 : 1[Ω]

그림 9 고장저항에 따른 직류옵셋 필터링 결과

Fig. 9 Result of DC offset removal filtering according to fault 

resistance

고장발생지점 고장저항 전압사고각(고장발생시점)

5[km] 0.01[]

0°(50.01), 45°(52.10)

90°(54.18), 135°(56.26)

180°(58.34)

표 4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4 Simulation condition

그림 10 고장저항에 따른 직류옵셋

Fig. 10 DC offset according to fault resistance

점까지는 직류옵셋이 점점 감소하다가 단권변압기에 가까울수록 

계통 임피던스가 감소함으로써 9[km] 지점에서는 직류옵셋 성분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3.2 고장저항에 따른 파형 비교

단락사고로 인한 직류옵셋의 고장저항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표 3과 같이 고장발생지점은 5[km]로 설정하고 전압사고각이 

0° 인 50.01[ms]에서 발생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고장저항은 

0.01[], 0.1[], 1[], 10[]으로 하였다. 그림 9는 고장저항

에 따른 직류옵셋 필터링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9(a), (b), (c)

는 고장발생의 일례로서 고장저항이 0.01[], 0.1[], 1[]인 

경우를 보여준다. 고장저항이 작을수록 전차선과 레일 등으로 인

한 단락임피던스가 감소하므로 단락전류는 증가하게 된다.

그림 10은 고장저항에 따른 직류옵셋 성분을 보여준다. 0.01

[]인 경우 직류옵셋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고장저항이 클수록 

직류옵셋 감쇠형태가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3.3 전압사고각에 따른 파형 비교

그림 11은 전압사고각에 따른 직류옵셋 필터링 결과를 보여준

다. Fault_angle은 고장이 발생되는 위상각(전압사고각)을 의미한

다. 단락사고로 인한 직류옵셋의 전압사고각에 따른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고장저항은 임의의 값 0.01[]으로 설

정하고 고장발생지점은 5[km]에서 전압사고각은 0°∼ 180°를 

각 45° 간격으로 하였다. 그림 11(a), (b), (c)는 고장발생의 일례

로서 전압사고각이 0°, 90°, 180°인 경우를 나타내었다.

그림 12는 전압사고각에 따른 직류옵셋 성분을 보여준다. 전압

사고각이 0°, 180°에서 직류옵셋 성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압사고각이 90°에서 직류옵셋 성분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역통과 필터를 거친 전류와 사고전류를 통해 

지수 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직류옵셋 성분만 남게 하여 원래의 

사고전류에서 빼줌으로서 기본파만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직류

옵셋 제거 필터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은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차단주파수 변화에 따른 직류옵셋 필터의 통과 전후의 전차

선-레일간 단락전류를 분석결과 상용주파수 전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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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압사고각 : 0°

(b) 전압사고각 : 90°

(c) 전압사고각 : 180°

그림 11 전압사고각에 따른 직류옵셋 필터링 결과

Fig. 11 Result of DC offset removal filtering according to 

fault voltage phase angle

그림 12 전압사고각에 따른 직류옵셋 

Fig. 12 DC offset according to fault voltage phase angle

60[Hz]로 설정한 경우 위상차와 정상상태시 오차도 거의 

나타나지 않아 차단주파수는 전철전력계통의 주파수와 동일

한 값을 설정하였다.

(2) 고장발생지점에 따른 직류옵셋 성분은 1[km] 지점에서 가

장 크고 이후에 7[km] 지점까지는 감소하다가 단권변압기

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고장저항에 따른 직류옵셋 성분은 0.01[]인 경우 가장 크

고 고장저항이 클수록 완만하게 감쇠하였다.

(4) 전압사고각에 따른 직류옵셋 성분은 전압사고각이 0°, 180°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압사고각이 90°에서 가장 작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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