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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수력 154kV 옥외변전소 낙뢰대책 및 접지보강 연구

남궁혁, 전규남, 옥광석, 최형철, 이남형, 장정호

한국수자원공사

A Study on the Lightning Protection and Earthing Supplement 

for 154kV Switch yard of Hapchon Hydro-Power Station

Hyuk Nam-kung, Kyu-Nam Jeon, Gwang-Seok Ock, Hyong-chul Choi, Nam-hyong Lee, jung-ho jang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bstract - The Gas Circuit Breaker for the Main Transformer 
in switch yard at the 1st Hapcheon hydraulic power station, 
has broken down by direct lightning stroke and induced 
stroke. so, this paper present the stable operation of equipment 
in switch yard through the improvement of earthing system 
and the protection to the lightning 

1. 서    론
합천수력 154kV 옥외변 소는 낙뢰로 인해 변 소 내부기기에 수회의 
고장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른 피뢰 책과 지시스템의 신뢰성 정도를 
분석․평가하여 운   안 성 확보와 력공 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
고자 하 다.

2. 본    론

  2.1 개 요
  합천수력 옥외변전소의 주변압기용 154kV 차단기는 합천수력 
준공이후 20여년간 운영되어오면서 8,000회 이상 개폐빈도수가 
있으며, 과거 10여년 동안 낙뢰로 인한 사고를 동반하여 차단기 
내부부품의 열화정도와 아울러 변전소의 피뢰대책과 그에 따른 
접지보강을 통해 신뢰성있는 설비운영방안을 제시코자 함.

구 분
고장
횟수 고 장 원 인

개폐
빈도

152T2 2회
뇌 서지로 인한 차단기 연 괴(1997.05.04~06.06) 8,144

회뇌 서지로 인한 차단기 연 괴(2008.7.25~8.8)

152T1 2회
낙뢰로 인한 연 괴 (1998.04.19~05.18) 8,261

회189T-1 조작  차단기R상 연불량 (2003.12.04~12.17)

<표1> 차단기 고장발생 및 개폐빈도 이력
 
  2.2 피뢰 및 접지 보강 방안

  2.2.1 대지저항률 측정 및 분석

   가. 대지저항율 측정

   합천수력 변 소에서 본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Wenner의 
4 극법을 이용하여 지 항률을 측정하 으며, 분석 로그램
을 이용하여 지층구조  기  특성을 해석하 다.

 

<그림 1> 대지저항률 측정데이터 입력 및 분석

  나. 대지저항률 분석 및 지층예측

  CDEGS(Current Distribution,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Grounding 
& Soil structure analysis)를 이용하여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후  
식을 이용하여 등가 지 항률을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 등가 지 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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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 결과와 같이 합천  지역의 지 항률은 637[Ω․m]로 
해석 되었으나, 측정 장소와 시간 등에 따라 항률이 다르기 때
문에 그 항률의 값을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2.2.2 접지저항 측정 및 분석

  가. 목표접지저항값 계산

    접지계에 고장전류가 유입할 경우 대지전위가 상승하여 인
축 또는 기기의 저압회로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지전위상승을 제한 할 필요가 있으며, 1선 지락전류가 최대 
고장전류로 주어지므로,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의 가공지선과 발
전소 접지망이 접촉되어 있을 경우에는 접지고장전류의 (40～
60%)가 접지망으로부터 가공선로로 분류된다.

    - 1선지락 류
          ×～분류계수 × 
    - 압회로의 연내력에 의한 지 항 값

    ≤고장전류×
회로의절연내력

≤×


≤ 

    ∴ 목표 지 항값 : 0.71[Ω]이하

<그림 2> 합천댐발전소 메쉬접지망 도

   나. 접지저항 측정
  지 항은 옥외변

소의 22.9kV 철탑에

서 1차측정을 하 으

며, 한  154kV로 송

되는 철탑에서 2차측

정을 시행하 다. 변

소의 지망과 한  송

라인 측 지는 공통

으로 연결된 상태로 측

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그림 3> 접지저항 측정위치

2009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7. 14 - 1 7



- 84 -

   다. 접지저항 측정결과
    - 22.9kV 철탑에서 측정한 지 항(1차) : 5.5[Ω]
    - 154kV 철탑에서 측정한 지 항(2차) : 6.0[Ω]
      ※ 측정선의 61.8%지  기

변전소 접지저항 측정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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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접지저항 측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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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전소 접지저항 측정결과
   - 시스템의 지 항
     두 차례의 지 항 측정결과 합천 옥외변 소의 지 항
값은 5.5[Ω]과 6.0[Ω]으로 측정되어 통상 변 소의 지 항값
인 1～5[Ω]을 다소 과하 으며, 과거(2005년 12월)의 측정값
은 동 기임에도 불구하고 2.4[Ω]으로 측정된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시스템의 지 항 변화 추이를 지속 으로 찰 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며, 향후 측 결과가 규정된 값을 계속 
과할 경우 보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라. 접지저항 보강방안
   - 지극의 병렬 연결
     합천수력 옥외변 소의 지 항를 낮추기 하여, 기존에 
포설된 매쉬 지망에 별도의 매쉬망을 포설하여 두 지망에 
한 병렬 연결을 통하여 지 항을 감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시행 
할 필요가 있으며, 물리 으로 공사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해야 한다.

  

구분 수식계산(1) 수식계산(2) 병렬연결(3)

계산방법
동일 면 에 L(m)
을 2배로 하여 
지 항 수식계산

L(m), A(㎡)를 
각각2배로 하여 
지 항 수식
계산

L(m), A(㎡)로 
2개소 지하고 
각각 병렬연결 
한 것으로 계산

기본(L(m), 
A(㎡))
지 항값(Ω)        2.49                   

계산결과값(Ω) 2.32 1.71 1.24

설계 도면
 

<표 2> 접지저항 변화 검토 예시

    병렬 지극 상호연결로 지 항을 반감하기 하여 매쉬
망 상호간의 거리가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이
격되어야 한다.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거리는 무한이격을 원칙
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무한이격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매쉬망의 경우 지망 등가면  각선 길이의 2배 이상을 띄
우고, 보링 지의 경우는 보링 깊이의 2배 이상을 띄우는 것이 
간섭 상을 최 한 이는 방법이라 할수 있다.

 2.2.3 피뢰시스템 검토 및 분석
 합천수력 옥외변 소의 피뢰시스템은 가공지선과 능동형 피뢰
침이 혼용되어 시설되어 있다. 피뢰시스템의 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재 설치되어 있는 피뢰침에 한 체 방안과 회 구
체법을 용하여 보호범 의 정성을 분석하 다.

   가. 옥외변전소 직격뢰에 대한 차폐 검토
   주요 시설물을 낙뢰로부터 방호하기 의해 사용되는 피뢰방호
설비는 일반 으로 랭크린 피뢰침을 이용한 돌침방식과 수평
도체를 이용한 수평도체방식을 주 여건에 따라 단독 는 혼용
하여 용토록 설계되었으나, 합천수력 옥외변 소의 경우 공
시 수평도체방식인 가공지선에 의한 피뢰방식이 용되었으며, 
운  직격뢰에 의한 차단기 고장사고가 발생되어 보호범 를 
검토한 결과 보호범 는 98%로 검토되어, 추가 피뢰 책으로 
DAS방식의 능동형 피뢰침을 5개소에 추가 설치하 다.
  그러나, DAS방식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DAS로는 낙뢰발
생을 억제할 수 없으며, 일반피뢰침에 비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물의 높이가 300m 이하인 경우에는 
DAS에 의한 낙뢰발생빈도를 감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발
표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 경제 인 측면을 
고려하여 피뢰침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 피뢰침의 설치가 바람
직하다고 사료되어, 일반 돌침방식의 피뢰침에 한 보호범 와 
설치방안에 해 살펴본다.

   나. 옥외변전소 직격뢰에 대한 차폐보강 방안
   돌침방식의 피뢰침 설치방안은 회 구체법을 용하여(보호등
Ⅱ-화재, 폭발에 의한 랜트  주변에 한 향을 주는 
구조물) 옥외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 다.(KS C IEC 62305) 
검토 결과 필요한 피뢰침의 물량은 재 옥외변 소에 설치되어 
있는 5개의 능동형피뢰침을 치하여 설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5> 피뢰침 설치위치 및 보호범위 평면도

 회 구체법(보호등 Ⅱ-반경 30m)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기
존의 능동형 피뢰침 설치 치에 돌침형 피뢰침을 설치하면 변
소 내부의 기기는 모두 보호범  내에 치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림 6> 옥외변전소 보호범위

  다. 절연설계의 기본 방안
   - 직격뢰에 한 연 설계
     직격뢰는 도  고치가 가장 크고, 변 소의 연 내력
을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
뢰기 등으로서도 완 히 보호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직격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변 소에서는 변 소자체는 물론 변 소
에서 약 1km 이내의 범 내의 가공 송 선에 하여 가공 지
선을 설치하고 그것을 다  지해서 그 지 항을 극력 
하시켜 직격뢰의 변 소 침입을 방지한다.
   - 유도뢰에 한 연 설계
     유도뢰에도 도나 고치가 큰 것이 있으므로 피뢰기를 
정하게 배치(피보호기기 50m 이내)해서 변 소내의 과 압
을 일정 벨이하로 떨어뜨리고, 피뢰기의 지 항도 낮게 
하여, 회로 압 10kV 이상의 피뢰기의 지 항은 교류측정
치로 10Ω이하, 3～6kV의 피뢰기에는 5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결    론
  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과거 직격뢰  유도뢰의 침입으로 
인해 변 소 내부의 154kV 차단기의 고장이 야기되어 그에 따른 
지  피뢰시스템에 해 검토하 다. 
지 항은 2005년과 2008년에 걸쳐 측정하여, 2.4～6.0[Ω]으로 
측정이 되었다. 합천수력 옥외변 소의 목표 지 항치는 0.7[Ω]
이나, 일반 인 지 항치는 5[Ω]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지 항치를 주기  측정 분석하여 필요시 지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단되나, 합천 의 여유공간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메쉬 지  보링 지를 병행 시공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피뢰침은 능동형피뢰침이 설치되어있으나, ESE방식의 
피뢰침 경우 두드러진 보호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
으며, DAS방식에 의한 낙뢰발생빈도 감 효과도 없다고 발
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의 검토내용에 따라 DAS 방
식의 피뢰침을 기술 , 경제 인 측면에서 일반피뢰침으로 교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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