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극성이 일정한 주기로 교번되는 교류 접지 환경과 달리, 직
류 접지 환경에서 접지극은 지속적으로 (+) 또는 (-) 극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때 (+) 극성을 가지는 접지극은 산화반응에
의해 전식이 진행된다. 이러한 (+) 접지극의 전식을 막기 위해,
보호전극을 사용하여 (+) 접지극에 흐르는 누설전류의 극성과
반대로 직류전류를 흘려줌으로써 (+) 접지극에 흐르는 전류가
0A가 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 접지극을 보호하는 과정
에서 보호전극은 산화반응으로 인한 전식 현상이 발생하여 손
상이 진행된다. (+) 접지극을 전식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보호
전극의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보호전극에 흐르는 전류
의 평균값이 (+) 접지극에 흐르는 누설전류의 크기와 같으면서
PWM 펄스파형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보호극 전원의 주파수에 따른 보호극의 전식
정도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에서 PWM 펄스파형의
주파수는 0.1Hz, 1Hz, 8Hz, 10Hz, 20Hz, 50Hz, 100Hz, 1kHz를
고려하였다. 실험 및 분석을 통해 저압직류(LVDC) 접지 환경
에서 (+) 전극 및 보호전극의 전식손상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주파수 조건을 제시한다.

1. 서론

직류 배전 시스템이 교류 배전 시스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짐에 따라, 직류 배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
라 직류 배전 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접지는 직류 배전 시스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필수대책 중 하나이며, 인명과 설비를 감전 및 지락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일차적 역할을 한다.
극성이 일정한 주기로 교번되는 교류 접지 환경과는 달리

직류 접지 환경에서 접지극은 각각 (+) 또는 (-) 극성을 일정
하게 유지한다. 이때 (-) 극성을 가진 접지극은 환원 반응에
따라 전식이 발생하지 않지만, (+) 극성을 가진 접지극은 산화
반응에 의해 전식이 진행된다. (+) 접지극에서 발생하는 전식
으로 인한 손상은 직류 배전 시스템에 안전사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량을 구성하는 철제 빔이나 지하에 설치된 금속 가스
관에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다[1]-[2].
전식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 접지극을 보호하

기 위해 보호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보호전극은 (+) 접지극에
흐르는 누설전류의 극성과 반대로 직류전류를 흘려주어 (+) 접

지극에 흐르는 전류가 0A가 되도록 한다. 하지만 보호전극은
(+) 접지극을 보호함에 따라 산화반응으로 인한 전식 현상이
발생하여 손상이 진행된다. (+) 접지극을 전식으로부터 보호함
과 동시에 보호전극의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보호전극
에 흐르는 전류의 평균값이 (+) 접지극으로 흐르는 누설전류의
크기와 같은 PWM 펄스파형의 전류형태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때 키르히호프의 전류법칙에 의해 (+) 접지극에 흐르는 전류
는 일정한 주기로 교번되는 PWM 교류파형 형태가 되며 평균
값은 0A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보호극 전원의 주파수에 따

른 보호극의 전식 정도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에서
주파수는 0.1Hz, 1Hz, 8Hz, 10Hz, 20Hz, 50Hz, 100Hz, 1kHz를
고려하였으며, 보호전극에 직류전류(DC)를 흘릴 경우도 같이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저압직류(LVDC) 접지 환경에서 주
파수에 따른 (-) 접지극과 (+) 접지극, 보호전극의 전식 정도를
분석하고 전식 정도가 낮은 최적의 주파수 조건을 제시한다.

2. 접지실험

2.1 실험환경
직류 접지 환경에서 (+) 접지극에 보호전극을 연결하여 (-)

접지극과 (+) 접지극, 보호전극의 손상정도에 관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그림 1은 실험 환경을 나타낸다. 실험을 빠른 시간 안에 진

행하기 위해, 접지극을 땅속에 매립하는 대신 소금물에 담그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이때 사용된 소금은 총 1.5kg이며, 소금물
의 부피는 39.23L이다. 실험 진행 전 염도는 평균 3.4∼3.5%로
관리 되었다.

[그림 1]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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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에서 사용된 접지극 

[그림 3] 실험 개념도 (보호전극을 DC로 구동할 경우)

[그림 4] 실험 개념도 (보호전극을 펄스전류로 구동하는 경우)

그림 2는 실험에서 사용된 접지극을 나타낸다. 접지극은 (-)
접지극과 (+) 접지극, 그리고 보호전극으로 총 세 대를 사용하
였다. 사용된 접지극의 재질은 단심 구리 전선이다. 소금물에
담굴 접지극 선의 길이는 22cm이며, 무게는 22cm 기준 7.6g이
다. 접지극은 그림 1과 같이 왼쪽으로부터 (-) 접지극, (+) 접
지극, 보호전극 순으로 소금물에 담갔다.
먼저 보호전극에 주파수를 가진 전류가 흐를 경우와 직류

전류(DC)가 흐를 경우에 대한 접지극의 손상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호전극에 전류(DC)가 흐를 경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보호전극을 DC로 구동할
경우의 실험 개념도를 나타낸다. 누전사고를 모의하는 (-) 접
지극과 (+) 접지극 사이에 연결된 전원은 150VDC 전압의 전

접지
실험

(-) 접지극 (+) 접지극 보호전극
전체
접지극

무게
(g)

손상
정도
(%)

무게
(g)

손상
정도
(%)

무게
(g)

손상
정도
(%)

손상
정도 합
(%)

DC 7.4 2.63 7.2 5.26 3.2 57.89 65.78
0.1Hz 7.4 2.63 7.4 2.63 3.3 56.58 61.84
1Hz 7.4 2.63 6.9 9.21 3.4 55.26 67.11
8Hz 7.4 2.63 7.3 3.95 3.5 53.95 60.53
10Hz 7.4 2.63 7.4 2.63 3.7 51.32 56.58
20Hz 7.4 2.63 7.3 3.95 3.2 57.89 64.47
50Hz 7.4 2.63 7.3 3.95 3.0 60.54 67.11
100Hz 7.4 2.63 7.2 5.26 2.9 61.84 69.74
1kHz 7.4 2.63 7.4 2.63 2.5 67.11 72.37

[표 1] 접지극 전식실험에 대한 실험 결과 

압원으로 설정하였다. 누설전류는 (-) 접지극에서 (+) 접지극으
로 전류 1A가 흐르도록 150Ω값을 갖는 부하저항을 접속하였
다. 보호전극 측의 전원은 누전사고 회로와 동일하게 150VDC
전압원과 부하저항 150Ω을 연결하여, 보상전류가 1A 흐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 접지극에 흐르는 누설전류의 크기가 키
르히호프 전류법칙에 의해 0A가 되어, 누전사고가 발생하는
(+) 접지극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때 실험은 총 세 시간 동
안 진행하였다.
그림 4는 보호전극을 펄스전류로 구동할 경우의 접지극 전

식 실험 개념도를 나타낸다. 보호전극은 그림 3과 동일한 구조
로서 전압원을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보호전극에 흐르는 전류
가 듀티비 0.5에 일정 주파수를 가지는 PWM 펄스파형의 형태
를 갖도록 하기 위해, MCU를 통해 MOSFET의 Gate를 구동
하여 MOSFET로 보호전극 전원을 PWM 파형의 형태로
On/Off 시켰다. 또한 PWM 파형의 전류 평균값 I2 avg가 (+)
접지극에 흐르는 누설전류 크기 1A와 일치하도록, 보호전극 전
압원의 전압은 300VDC으로 설정하고 보호전극 측에 부하저항
150Ω을 연결하였다.
실험에서의 주파수는 총 0.1Hz, 1Hz, 8Hz, 10Hz, 20Hz,

50Hz, 100Hz, 1kHz를 고려하였으며, 보호전극에 직류전류(DC)
가 흐를 때의 실험과 동일하게 총 세 시간 동안 실험을 진행하
였다. 실험이 끝난 후 접지극의 길이 22cm 기준 무게를 측정
하여 세 개의 접지극의 손상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보호전극에
직류전류가 흐를 때의 경우와 주파수에 따른 접지극의 전식정
도를 같이 비교분석 하였다.

2.2 실험 결과
표 1은 보호전극에 직류전류(DC)가 흐를 때와 PWM 펄스

형태의 전류가 흐를 때, 주파수에 따른 (+) 접지극과 (-) 접지
극, 보호극의 무게 및 손상 정도에 대한 실험 결과와 각 접지
극의 손상정도를 합한 결과를 나타낸다. 손상정도(damage %)
는 식 (1)과 같이 실험이전 접지선 무게 mbefore와 실험이후 접
지선 무게 mafter의 차이를 백분율로 구한 값을 100에서 빼준

값이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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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파수에 따른 접지극의 손상정도

[그림 6] 주파수에 따른 전체 접지극의 손상정도의 합

그림 5는 표 1의 결과를 바탕으로 PWM 펄스전류의 주파수
에 따른 (+) 접지극과 (-) 접지극, 보호전극의 손상 정도를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전체 주파수 조건에서 보호전극은 다른 접
지극에 비해 전식으로 인한 손상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주파수
10Hz에서 보호전극의 손상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주파수
에 따른 보호전극의 손상 정도는 10Hz 이상 및 이하의 주파수
대에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 접지극은 보호전극에 의해 전식으로부터 보호되지만 주

파수에 따라 손상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주파
수 10Hz 이하에서 주파수가 1Hz로 감소함에 따라 (+) 접지극
의 손상정도가 증가하며, 1Hz에서 0.1Hz로 감소함에 따라 (+)
접지극의 손상정도가 다시 감소한다. 한편 주파수 10Hz 이상에
서 주파수가 100Hz로 증가함에 따라 (+) 접지극의 손상정도가
증가하며, 100Hz에서 1kHz로 증가함에 따라 손상정도가 다시
감소한다. 이를 통해 주파수 10Hz 이하에서는 주파수가 1Hz에
근접할수록 (+) 접지극에 대한 보호정도가 감소하며, 주파수
10Hz 이상에서는 주파수가 100Hz에 근접할수록 (+) 접지극에
대한 보호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접지극은
환원반응에 의해 손상정도가 높지 않으며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림 6은 표 1의 3개 접지극의 전체 손상정도의 합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그림 5의 경향과 비슷하게 나
타나지만, 주파수 1Hz에서 (+) 접지극의 손상정도가 높음으로
인해 1Hz에서 세 개 접지극 전체의 손상정도는 0.1Hz에서 세
개 접지극 전체의 손상정도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7은 보호전극에 직류전류(DC)가 흐를 때와 PWM 펄

스 전류가 흐를 때의 세 개 접지극 전체 손상정도의 합에 대한

[그림 7] 각 실험에서의 접지극 손상정도의 합 비교

비교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다. 1kHz와 100Hz, 50Hz, 1Hz에서
는 보호전극에 직류전류(DC)가 흐를 경우보다 전체 접지극의
손상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20Hz와 0.1Hz, 8Hz,
10Hz에서는 보호전극에 직류전류(DC)가 흐를 경우에 비해 전
체 접지극의 손상이 덜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 6과 그림 7을 통해 (+) 접지극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호전
극의 전식정도가 낮은 최적의 주파수는 10Hz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본 논문은 저압직류(LVDC) 접지에서 전식에 의한 안전사고
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인 (+) 접지극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을 통해 저압직류 접지 환
경에서 보호전극에 펄스 주파수를 인가하는 경우와 직류전류를
인가하는 경우에 따른 각 접지극의 전식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 접지극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호전극의 전식손상 정도가 낮
은 최적의 주파수 조건을 찾아보았다. 전체 주파수 조건에서
모든 접지극은 주파수 10Hz 조건에서 전식에 의한 손상정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보였다. 이 주파수에서는 (+) 접지극을 보호함
과 동시에 보호전극의 사용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본 연구
는 직류 배전 시스템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량을 구성하는 철제
빔이나 지하에 설치된 금속 가스관을 전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을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2016R1D1A3B0100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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