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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mong ground impedance measurement methods, the fall-of-potential method is the most thorough and
reliable method. In the fall-of-potential method, ground electrode and auxiliary probes are placed in a straight line, and
then, auxiliary potential probe is moved away from the ground electrode. The point at which plotted resistance curve
flattens out is taken as right position of auxiliary potential probe. However, in some cases, it is hard to place ground
electrode and auxiliary probes in a straight line. Therefore, we provided alternative placement method in this research.
The method can be easily applicable to placing auxiliary probes. Also, this paper analyzed and compared ground
impedance measurement standards of large grounding systems. Based on the analysis, practical measurement method
using an earth tester wa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s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be useful when determining
locations of auxiliary probes in alternative positions, and the methods can be applied practically and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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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접지임피던스 측정방법 중 가장 신뢰성이 높으면서도 간
편한 측정방법은 전위강하법이다. 전위강하법을 이용하여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측정용 보조전극은 피측정 접지
전극으로부터 충분히 적절한 거리를 이격하여 일직선상에
전류보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을 배치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
장 일반적인 방법이다[1-2]. 또는, 상황에 따라서 측정선 사
이에 유도결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보조전극간 각도를
9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3-4]. 그러나, 현장에서 실측할 때, 어떤 경우에 보조전극을
일직선으로 배치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보조전극간 각도를
90[°]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관련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잘못
적용하기 쉽다. 또한, 보조전극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경우
에도 어떤 경우에 전위보조전극의 위치를 전류보조전극의
위치의 50[%] 지점에 배치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61.8[%]
지점에 배치해야 하는지도 국내의 측정기준에 명확하게 제
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외에도, 측정용 보조전극을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들 경우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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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전극을 전류보조전극으로부터 이탈하여 측정하는 방법
이 국내 기준에 제시되어 있으나 제시된 방법은 측정오차가
클 수 있으므로, 보다 개선된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접지임피던스의 측정방법을 일반
적인 경우의 측정방법과 특수한 경우(대규모 접지전극인 경
우)의 측정방법 두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따른 측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오차를 최소화
하면서도 실용적인 측정방법이 되도록 하였다.

2. 일반적인 경우 접지임피던스 측정 방법
그림 1은 전위강하법에 의한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보조전
극의 배치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림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지전극에서 보조전극을 일직선상에 배
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 때 적절한 전위보
조전극의 위치를 찾기 위해 전위보조전극을 접지전극과 전
류보조전극 사이로 이동시켜 저항값을 거리에 따라 그렸을
때, 평탄한 부분이 형성된 지점의 값을 접지저항으로 채택하
는 것이 일반적인 접지임피던스 측정 방법이다[2]. 만약 평
탄한 지점을 찾기 어렵다면, 접지전극에서 전류보조전극까지
의 거리를 더 멀리 이격한 후 전위보조전극을 이동시키면서
저항값의 평탄한 지점을 찾도록 한다. 그림 2는 전위보조전
극을 접지전극과 전류보조전극 사이로 이동시키면서 저항값
을 거리에 따라 그린 그래프의 예로써, 이때 사용된 분석 조
건은 다음과 같다. 전극의 형태는 반구형 전극이며, 전극의
반경은 10[m], 대지저항률은 100[Ωm]인 경우를 모의하였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120[m]지점에 평탄면이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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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 경우 이지점을 보조전위전극의 적절한 위치로 선
정한다. 접지임피던스 및 접저저항 용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리액턴스 성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접지임피던스는 접
지저항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2]. 상기한 바와 같
이 접지전극에서 보조전극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측정여건상 장애물 등으로 인해 일
직선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전극간 각도를 지정된 각도
(약 29[°]) 이내로 배치하여 측정하는 경우 접지임피던스의

보조전극을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이며, 이때 전위보조전극의 위치는 접지전극에서 전류보
조전극까지 거리의 50[%] 지점에 배치하는 방법과 61.8[%]
지점에 배치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 적용시 어
느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잘못 적
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방법을 보다
구체화 하고자 한다.
(1) 보조전극을 50[%] 지점에 배치하는 경우 증명

참값이 존재하는 보조전위전극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5-7], 국내의 일부 기준에만 전위전극의
위치변형 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실정이다[8].

전위보조전극을 전류보조전극의 50[%] 지점에 배치하는
근거는 IEEE 81의 Annex C 및 IEEE 논문에 제시되어 있
으며, 증명과정은 다음과 같다[2,9-10].
만약  을 전극 G에 의해서 발생된 M지점의 전위이고,
전극 G에 1[A]의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면,  은 1[A]당
전위[V](즉 [V/A])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림 3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보조전극 배치시 Up와 UE가 각각 P지점과 E지점의
전위라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된다.
   ×   × 
 

(a) 일직선 배치
(a) straight line placement

 × 

 × 

(1)
(2)

(b) θ각도 배치
(b) θ angle placement

그림 1 일반적인 경우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보조전극의 배
치방법
Fig. 1 Placement method of auxiliary electrodes for ground
impedance measurement in general case

그림 3 보조전극의 배치조건
Fig. 3 Placement condition of auxiliary probes

따라서, 전위 강하법에 의해 측정된 전압 V는 다음과 같
다.
            

여기서,

 는

(3)

정의에 의해서 접지전극 E에 1[A]의 전류

가 흘렀을 때의 전위상승값을 나타내며, 접지저항 참값인
RE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식 (3)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그림 2 일직선 배치시 전위보조전극 위치변화에 따른 저항
곡선
Fig. 2 Resistance curve according to locations of potential
probe in straight line placement

 ,

 는

(4)

전극 사이의 거리, 전극의 구성 및 토양

의 특성에 대한 함수로서, 다음과 같은 함수(η, φ, ψ) 로 나
타낼 수 있다.
 = η(C1)

(5)

 = φ(C1-P1)

(6)



(7)

= ψ(P1)

식 (4)에서 접지저항의 참 값이 존재할 조건은 R=RE인

2.1 일직선 배치가 가능한 경우
(보조전극간 각도가 0[°] 인 경우)

경우로서,        가 성립하며, 식 (5), 식 (6), 식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 접지전극에서 전류보조전극과 전위

(7)을 대입하면, 다음 수식이 성립된다.
φ(C1-P1) - η(C1) - ψ(P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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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서 접지전극 E와 전류보조전극 C가 동일하다면,
이에 따른 함수 φ와 ψ도 동일하며(φ=ψ), 접지전극에서 전
류보조전극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크다면, C전극에 의한 E전
극의 전위상승값  = η(C1) ≅ 0 이 된다. 따라서, 식 (8)
은 다음과 같이 된다.

φ(C1-P1) - ψ(P1) = 0
(9)
(식 9)에서 φ=ψ 이므로, 접지저항의 참 값이 존재하는 전
위보조전극의 위치 P1은 다음식이 성립된다.
P1 = C1/2
(10)
따라서, 식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조전극을 50[%]지
점에 배치하는 조건은 접지전극 E와 전류보조전극 C가 동
일한 규모의 형상이고 접지전극에서 전류보조전극까지의 거
리가 충분히 멀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수식적인 방법에 의한 증명이외에도 직관적인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만약 접지전극 E와 전류보조전극 C가 동일규모 형상의 전
극이고, E와 C사이의 거리가 충분하며, E와 C 부근의 대지
구조가 동일하다면, E 주변에 형성되는 저항구역과 C 부근
에 형성되는 저항구역의 영역은 동일하다. 따라서, 전위보조
전극의 위치는 접지전극 E와 전류보조전극 C의 중앙에 배
치(50[%] 지점)될 경우 저항 곡선의 평탄한 지점을 50[%]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5 61.8[%] 법 증명을 위한 보조전극 배치도
Fig. 5 Auxiliary probes placement for proof of 61.8[%] rule

식 (11)과 식 (12)로부터, 접지전극 E의 접지저항의 측정
값 Rm은 다음의 식 (13)과 같으며, 이 때 참값의 저항값은

이므로 식 (13)에 이 값을 대입하였을 때의 조건을 구



하면, 식 (14)가 된다.
  



 



        

  ′ 
 
  



   

   
′

(13)
(14)

식 (14)에서 만약 전류보조전극의 반경 r'의 반경이 C1의
길이에 비해 충분히 작다면, C1≈C1'의 조건이 성립되며, 따
라서, 식 (14)는 식 (15)와 같이 된다.



    

   

(15)

식 (15)를 P1에 대해 정리하면 식 (16)이 유도되고,
       

(16)

식 (16)에서 양의 값을 갖는 근은 다음과 같다.
   

     ≅ 


그림 4 접지전극과 전류보조전극의 형상이 동일한 경우
Fig. 4 In case ground electrode E and auxiliary current
probe C are identical

(2) 보조전극을 61.8 [%] 지점에 배치하는 경우 증명
전위강하법에 의한 접지저항 측정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칙이 61.8[%]법칙이다. 이 경우 증명방법은 두가지가 있으
며, 두 가지 증명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i) 첫 번째 증명방법
그림 5에서 측정대상 접지전극 E와 전류보조전극 C가 반
구형 전극이고, 접지전극 E의 반경이 r이며, 접지전극에서
전위보조전극까지의 거리가 P1이고, 접지전극에서 전류보조
전극까지의 거리가 C1이면, 대지저항률이 ρ인 균일대지인
경우 접지전극 E의 전위 VE와 전위보조전극 P의 전위 VP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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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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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식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지저항의 참값이 존재하는
위치는 전류보조전극의 61.8[%]지점에 존재하며, 이를
61.8[%] 법칙이라고 한다. 만약 접지전극에서 전위보조전극
까지의 거리가 접지전극에서 전류보조전극 까지의 거리보다
멀다면, 식 (15)에서 C1-P1 대신 P1-C1을 대입하여 양의 근
을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8)

따라서, 접지전극에서 전위보조전극까지의 거리가 접지전
극에서 전류보조전극보다 멀 경우 161.8[%]지점에서도 접지
저항의 참값이 존재한다.
(ii) 두 번째 증명방법
두 번째 증명방법은 보조전극을 50[%] 지점에 배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IEEE 81의 Annex C에 다음과 같이 제
시되어 있다[2,9-10].
그림 3에서 만약 접지전극 E와 전류보조전극 C가 반구형
전극이고 반구형 전극의 반경이 접지전극에서 전류보조전극
까지 거리 C1 및 접지전극에서 전위보조전극까지 거리 P1에
비해 작으며, 토양의 대지저항률이 균일하다면, 식 (8)에 나
타낸 함수 η, φ, ψ는 반구형 전극의 중심에서의 거리에 반
비례한다. 만약 거리에 대한 축의 중심이 반구형 전극 E의
중앙이면 첫 번째 증명방법에서 유도한 식 (15)가 성립된다.
이 후의 증명과정은 첫 번째 증명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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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 방법과 61.8[%] 방법의 적용방법
보조전극의 위치설정과 관련하여 전위보조전극을 접지전
극에서 전류보조전극까지 거리의 50[%] 법을 기본으로 평탄
지점을 찾는 방법과 61.8[%] 법을 기본으로 평탄지점을 찾
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의 관련 기준이나, 접지저항 측정기
매뉴얼상에서는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상기 증명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로, 50[%]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 경
우는 접지전극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
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접

그림 6 61.8[%] 법 증명을 위한 보조전극 배치도
Fig. 6 Auxiliary probes placement for proof of 61.8[%] rule

식 (19)와 식 (20)으로부터, 접지전극 E의 접지저항의 측

지전극(E)의 규모나 형상이 전류보조전극(C)과 거의 비슷하
고, 대지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접지전극의 크기가 작아서 거의 전류보조전극의

정값 Rm은 다음의 식 (21)과 같으며, 이 때 참값의 저항값

규모에 상당할 경우 전위보조전극의 위치는 50[%] 지점에
배치하여 평탄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61.8[%]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다. 만

구하면, 식 (22)가 된다.

약, 접지전극이 규모나 크기가 전류보조전극보다 상당히 크
고, 대지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며, 접지전극이 반구형 형
상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전류보조전극의 거리가 충분한 경
우 61.8[%] 지점에 의한 방법이 적용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접지전극의 크기는 전류보조전극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훨
씬 크므로 61.8[%]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50[%] 방법 및 61.8[%] 방법 이외의 방법
만약, 대지구조가 크게 변하는 경우라면, 평탄지점은
50[%]∼61.8[%] 지점에서 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50[%]
∼61.8[%]지점을 벗어나 좀 더 넓은 면적에서 평탄지점을
찾도록 한다.

2.2 일직선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은  이므로 식 (21)에 이 값을 대입하였을 때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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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2)에서 근이 존재할 조건을 구하면, 보조전극간 각도
θ가 약 29[°](보다 정확히는 28.955[°]) 이하일 경우이며, 접
지저항의 참값이 존재하는 보조전극의 정확한 위치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5-7, 9-10].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
위보조전극의 상대위치를 나타낸 곡선은 원에 가까운 타원
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조전극간 각도가 약 29[°]이
내일 경우 배치 가능한 보조전극의 위치는 2개의 지점이 존
재하며, 29[°]를 초과할 경우 배치가능한 보조전극의 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1은 보조전극간 각도를 약 29[°]이내에
배치할 경우 접지전극에서 전류보조전극까지의 거리를 C1이
라하고, 접지전극에서 전위보조전극까지의 거리를 P1이라 할
때, 접지저항의 참값이 존재하는 보조전극의 상대 위치를 나
타낸 것이다[5-7, 9-10].

(보조전극간 각도가 0[°] 가 아닌 경우)
측정여건상 장애물 등으로 인해 보조전극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전극을 일직선으로 배치
하지 않아도 접지임피던스의 참값이 존재하는 보조전위전극
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과정은 다음과 같
다[5-7, 9-10].
그림 6에서 측정대상 접지전극 E와 전류보조전극 C가 반

구형 전극이고, 접지전극 E의 반경이 r이며, 접지전극에서
전위보조전극 까지의 거리가 P1이고, 접지전극에서 전류보조
전극 까지의 거리가 C1, 보조전극 사이의 각도가 θ 라면, 대
지저항률이 ρ인 균일대지인 경우 접지전극 E의 전위 VE와
전위보조전극 P의 전위 VP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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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림 7 일직선 이외의 배치시 보조전극의 상대위치
Fig. 7 Relative position of auxiliary probes including non
straight lin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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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값이 존재하는 보조전극의 위치
Table 1 Exact locations of auxiliary probes

보조전극간
각도[〬]
0
±1
±2
±3
±4
±5
±6
±7
±8
±9
±10
±15
±20
±25
±26
±27
±28
±28.955(≅29)

P1/C1×100≤100[%]
인 경우
61.8
61.8
61.9
62
62.1
62.3
62.5
62.7
63
63.3
63.7
66.3
70.6
78.5
81
84.1
88.5
100

P1/C1×100≥100[%]
인 경우
161.8
161.8
161.6
161.4
161.1
160.6
160.1
159.5
158.8
158
157.1
150.9
141.6
127.4
123.5
118.9
113
100

일직선 배치되었을 때, 61.8[%] 되는 지점을 K라고 가정하
였을 때 두 지점을 잇는 직선(직선 B) 상에 전위보조전극이
배치되도록 한다. 이 경우 곡선궤적과 직선궤적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오차가 최소화 될 수 있다.

그림 8 위치변형시 전위전극 배치방법(정보통신단체 표준)
Fig. 8 placement method of auxiliary probes according to
location variations(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그림 7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조전극간 각도가
0[°]일 때(일직선 배치의 경우) 전위보조전극의 위치(P1)는
전류보조전극의 위치(C1)의 61.8[%] 또는 161.8[%] 지점에
위치하였을 때 오차가 0이 되며, 각도가 ±5[°] 일 때, P1이
C1의 62.3[%] 또는 160.6[%] 지점에 위치하였을 때 접지저
항의 오차가 0이 되는 정확한 보조전극의 위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보조전극간 각도를 29[°] 이내로 배치하는 방

법은 장애물 등에 의한 일직선 배치가 어려울 경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보조전극간 각도를 29[°] 이상으로 배치할 경우 접지저
항이 참값에 비해 항상 작게 측정된다는 것과, 대지구조가
크게 변할 경우 접지저항의 참값이 존재하는 보조전극간 각
도는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직선 배치 이외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정
보통신단체 표준에 보조전극의 배치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8]. 그림 8은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을 나
타낸 것으로, 전위보조전극을 장애물로 인하여 적정위치에
배치하기 힘들 경우 전류전극선상으로부터 30[°] 이내 범위
로 이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직선상에 두고 측정하는 것
과 동일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8에 나타낸 방법은 장애물로 보조전극을 적정위치에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일직선상에 수직으로 투영하므로, 그림 7에 나타낸 이상적인
타원의 궤적과는 오차가 다소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곡선 A의 궤적과 거의
유사하면서도 현실상 측정이 가능하면서도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곡선 B의 배치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의
세부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9에서 보조전극간 각
도가 약 ±30[°](보다 정확히는 약 ±29[°])일 때, 접지전극에
서 전위보조전극까지의 거리는 접지전극에서 전류보조전극
과 동일하며(전류보조전극까지 거리의 100[%]), 이 지점을
J1과 J2라 하고, 접지전극과 전류보조전극, 전위보조전극이

1988

그림 9 제안하는 보조전극의 배치방법
Fig. 9 Proposed auxiliary probes placement method

3. 특수한 경우(대규모 접지전극의 경우)
접지임피던스 측정방법
일반적인 경우 접지임피던스 측정은 보조전극을 일직선
배치하고, 전위보조전극의 위치를 전류보조전극 위치의 약

50∼62[%]지점에 배치한 후 보조전극을 이동시키면서 저항
이 평탄해지는 지점을 저항값으로 채택하거나, 장애물 등으
로 인하여 일직선 배치가 어려울 경우 보조전극간 각도를
29[°] 이내로 배치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
련하여 오차를 줄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와
접지저항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접지전극의 규
모가 상당히 커서 리액턴스 성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접
지임피던스는 접지저항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정확한 접지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크기와 위상을 측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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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1].

대규모 접지전극의 접지저항을 측정할 경우에는 일직선
배치시 측정용 리드선간에 유도 결합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측정시 보조전극은 90[°]∼270[°] (90[°]가 이상적인 배치) 각
도로 측정용 보조전극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소규모 접지전극의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서지 임피던스 측정 장치와 같이 인가전압(전류)
의 주파수가 kHz∼MHz 단위 이상으로 상당히 큰 경우
90[°]∼270[°] (90[°]가 이상적인 배치) 각도로 측정용 보조전
극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규모
접지전극이란 접지전극의 규모가 대단히 커서 접지저항이
1[Ω]이하가 되는 접지전극을 말하며(예를 들면, 대규모 변전
소, 산업용 공장, 발전소 등), 접지전극이 메시 및 구조체 접
지라 하더라도 접지전극의 규모가 대단히 크지 않다면, 접지
저항 측정시 보조전극을 일직선상에 배치하여 측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 측정방법
은 크게 대전류를 인가하는 방법과 소전류를 인가하는 방법
으로 분류할 수 있다[3,11].
3.1 대전류를 인가하는 방법

수십 암페어 이상의 대전류를 이용하여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휴대용 발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진동
주파수 방법, 크기-위상 보상법, 이중채널 신호분석기를 이
용한 방법)과 전력시스템의 저전압원을 사용하는 방법(측정
전류 반전법, 간섭 보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중 우리나라와 일본의 발변전규정
에서는 대규모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IEEE

측정시 보조전극간 각도는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
으며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는 접지망 1변 길이의 4∼5배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접지전극에 유입하는 전류는 20[A]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발변전규정에서 적용하는 측정전류 반
전법은 IEEE 81.2-1991에 제시된 방법과 거의 유사하나 임
피던스 측정시 위상을 측정하지 않는 점등이 상이하다.
3.2 소전류를 인가하는 방법

대규모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항상 수십 암페
어 이상의 대전류로 측정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
호발생기와 전력증폭기를 이용한 방법은 0.1[A]에서 10[A]
의 소전류로도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주파수가 50∼600[Hz]
범위에서 측정 가능하다. 이러한 측정방법에는 동조전압계
를 이용한 방법, 이중 채널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3,11].
3.3 대규모 접지전극의 실용적인 측정방법

상기 제시된 대규모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 측정방법은
접지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을 측정하기 때문에 접지임피던
스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시 소요되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 접지전극의 정확성을 엄밀히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
라면, IEEE 141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측기를 이용한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9,14].

81.2-1991에 제시된 다양한 측정 방법 중 측정전류 반전법
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10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서 적용되고 있는 측정방법을 나타내었다[12-13]. 접지저항

(a) 측정 단계 1
(a) stage 1

(a)

(b)
그림 10 측정전류 반전법에 의한 접지임피던스 측정방법
Fig. 10 Ground impedance measurement method using
test current revers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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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 단계 2
(b) stage 2
그림 11 대규모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 측정방법 (IEEE 141)
Fig. 11 Ground impedance measurement using IEEE 141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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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접지전극에서 전류보조전극까지의 거리(L1)와 접지전극에서
전위보조전극까지의 거리(L2)는 가능한 멀리 이격해야 한다.
전위보조전극은 다수의 지점에서 박혀져 접지저항을 측정하
여야 하며 저항값의 곡선이 평탄해 지는 값을 접지저항으로
택한다. 만약, 저항값이 평탄해지지 않는다면, 전류보조전극
은 접지전극에서 더 많이 이격을 시킨 후 이러한 과정을 반
복한다. 각 보조전극의 접지저항은 500[Ω] 이하 이여야 한
다. 보조전극의 접지저항을 확인한 후, 그림 10(a)에 나타낸
방법으로 전류 보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을 연결하여 측정하
고, 그림 10(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결선을 반대로 한 후 값
을 측정한다. 각각의 방법으로 측정한 저항값의 차이가
15[%]이내이면 두 값의 평균을 접지저항으로 채택한다. 만
약 15[%]를 넘는다면,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를 더 멀리
한 후 이러한 측정 방법을 반복한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보통 접지임피던스가 1[Ω] 이하의 대
규모 변전소, 산업용 플랜트, 발전소 등의 접지저항을 측정
할 때 적용되는 방법으로써, 현장 여건상 접지임피던스의 정
확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 하나의 대안으로서 유용한 방법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를 측정할 때는 접지전극의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리액턴스
성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접지저항과 접지임피던스는
동일한 용어로 사용될 수 없으며,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크기
와 위상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전류보조전극용
측정선 및 전위보조전극용 측정선 사이에 유도결합을 고려
하여야 하므로, 보조전극간 각도를 90[°]∼270[°]의 각도로
배치해야 한다(90[°]가 가장 이상적 위치). 측정시 인가전류
로는 대전류를 인가하는 방법과 소전류를 인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내의 발변전 규정에서 적용되는 방법은 IEEE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법중 측정전류 반전법을 적용하고 있다.
(4) 상기 제시된 대규모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 측정방
법은 접지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을 측정하기 때문에 접지
임피던스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시 소요되는 장비

들이 많거나 측정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 접지전극의 정확성을 엄
밀히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EEE 141에서 제시된 접지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국내의 기준, 규정 등
에 이러한 측정법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의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장애물이
있는 경우 보조전극간 각도를 일정각도 이내로 배치하는 방
법도 국내에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
해 실용적이면서도 보다 정확한 측정방법의 도입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보조전극의 배치방법
을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대규모 접지전극인 경우)
로 크게 나누어서 분석하였으며, 측정시 오차를 최소화하면
서도 실용적인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1) 일반적인 경우의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접지저항 측정
용 보조전극은 피측정 접지전극으로부터 충분히 적절한 거
리를 이격하여 일직선상에 전류보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을
배치하여 측정하며, 전위보조전극을 접지전극과 전류보조전
극 사이로 이동시켜 저항값을 거리에 따라 그렸을 때, 평탄
한 부분이 형성된 지점의 값을 접지저항으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지임피던스 측정 방법이다. 대부분 접지전극의
크기는 전류보조전극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61.8[%]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접지전극의 크기
가 작아서 거의 전류보조전극의 규모에 상당할 경우 전위
보조전극의 위치는 50[%] 지점에 배치하여 평탄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조건은 대지구조의 변화가 심
하지 않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지구조가 크게 변
하는 경우라면, 평탄지점이 변할 수 있으므로, 50[%]∼
62[%]지점을 벗어나 좀 더 넓은 면적에서 평탄지점을 찾도
록 한다.
(2) 일반적인 경우의 접지임피던스 측정방법은 일직선 배
치가 기본이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일직선 배치가 어려울
경우 현실상 측정이 가능하면서도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
는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보조전극간 각도를 약

±29[°] 이내로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일직선 배치시
전위보조전극이 61.8[%]되는 지점과 ±29[°] 배치시 전류보조
전극이 100[%]되는 지점을 잇는 직선상에 전위보조전극이
배치되도록 한다.
(3) 특수한 경우(대규모 접지전극인 경우) 접지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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