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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현장의 접지 및 전기적 연속성 시험에 따른 표준적용

The Application of Standard in According to Ground and Electrical Continuity     
Testing of Lightning Protection Equipment in Field

송 길 목*․구 경 완†

(Gil-Mok Song․Kyung-Wan Koo)

Abstract  -  In this study, there are examined to the grounding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 and electrical continuity 

tests in the field. The standard for lightning protection system is different design or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Ground is measured and compared at least four locations. According to the measured 

results in the field, the sampled values of the ground resistance are measured 5Ω or less and the difference between 

each value is suitable as 0.2Ω or less. The values of the electrical continuity test between ground and metal bodies are 

measured 3 groups such as isolated portion, the mechanical contacted portion, and the electrical continuity portion 

measuring 0.2Ω or less. It is measured to be less than 0.2Ω at all in metal bodies of underground. A metal body installed 

inside the structure is not isolated, but the resistance values are higher than 0.2Ω. Therefore, It must be carried out the 

structure having lightning protection system confirm the LPL(lightning protection level) and design th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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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뢰설비는 지구환경에서 기후의 향  하나로 발생되

는 낙뢰로부터 인체, 건축구조물  구조물 내부의 낙뢰에 

민감한 기 자시스템을 보호하기 한 설비이다[1],[2]. 피

뢰설비를 포함하는 건축 구조물은 기 자시스템이 복합

으로 용된 생활환경 변화로 미세한 제어가 필요한 제어시

스템이 속하게 보 되고 있다. 기에 지의 사용은 필연

으로 안  설비  장치가 필요하다. 기에 지로부터 

인체  설비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류가 흐르지 않도록 

연하는 방법, 의도하지 않는 류의 흐름을 감지하여 차단

하는 방법, 류의 흐름을 지로 방류하는 방법이 있다

[3]-[5]. 연을 통해 류의 흐름을 방지하는 기술은 제조 

단계에서 재료의 선택이 요하며, 이후 시공에서 연 이격

거리 등을 들 수 있다. 류의 흐름을 감지하여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고 압에서 보호계 기에 의해 검출하여 고압차

단기를 동작한다든지 압에서 과 류 는 지락에 의한 부

분을 검출하여 차단하는 배선용 는 차단기 등이 있

다. 류의 흐름을 지로 방류하는 방법으로는 지가 이

용된다. 지기술은 인체 는 설비보호, 계통보호 등에 매

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낙뢰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기에 지로서 에 보이는  

번개와 소리에 의한 천둥 이외에도 열, 오존, 력 등이 

발생한다[6]. 최근 력설비가 지능화 용량화 되면서 환경

향에 민감하게 되어 낙뢰에 의한 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보호방법으로는 피뢰

설비가 있으며, 과거의 설비에 비해 기 자시스템의 보호

가 필요하여 구조물 내부에 서지보호장치가 설치되었다

[7],[8].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피뢰시스템과 내부 피뢰시스템

의 기설비에 한 평가가 필연 으로 이루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안 을 확보하기 

한 노력은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어 국지성 호우의 장기화, 

습도변화에 한 민감성 낙뢰 등 IT시스템 는 험물이 

장된 구조물에 한 취약성을 근본 으로 개선해야 되는 

필연  계를 가지고 있다[9]. 본 논문은 기존에 설치된 피

뢰설비 환경에서 설비 변경에 따른 구조물 변화와 기  

연속성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따라서 제안사

항 는 장 측정기술이 더 효과 인 장 용 기술을 개

발하는 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2. 본  론

2.1 국내외 피뢰설비 규정비교와 특징

피뢰설비에 련된 표 이나 규정은 구조물의 특성으로 

지정되어지는 기 자시스템이나 통신, 방폭과 련된 부

분, 화재, 다수의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 문화재, 공항시설물 

등에 따라 피뢰등 이나 피뢰구역 선정이 달라지고 피뢰시

스템의 구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피뢰시스템 설계는 기 

산정과 유지 리에 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설계의 기

이 되는 표 은 매우 요하며, 장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낙뢰에 련된 규

정의 심에는 IEC62305에 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설명되

어 진다. 따라서 장에 용 기술 규정을 악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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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항 주요내용 비고

국토해양부령

제458호

건축물의설비기  등에 한 규칙제

20조
낙뢰 방을 한 건축구조물 안

낙뢰 험 는 20m이

상 구조물

고용노동부령

제30호

산업안  기

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

화약류 는 험물을 장 는 취

 시설물의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 

방을 한 피뢰설비 설치

산업표 에 함

안 행정부령

제70호

험물안 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

조소의기 (별표 4)

기타설비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의 험물을 취 하는 제조소

산업표 화 제12조 한

국산업표   피뢰설

비 표

통령령

제24445호

방송통신설비기술기 규정제7조 제

24조보호기 지, 국선 속설비

기설비와 통신장비의 안정화를 

한 지, 서지보호장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산보안법시행규칙

제124조피뢰장치

고압배선 설비의 갱인입시 갱구부근

에 피뢰기 설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기사업법제67조 기설비기술기

단기

기설비에 한 범 한 지, 서지

보호장치 설치

표   1  국내피뢰설비 표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lightning protection standards in domestic

는 국내 피뢰설비 표 에 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표 1

에 국내 부처별로 용하고 있는 피뢰설비 설치 기술을 정

리하 다. 

산업안 보건공단은 KOSHA-E-107에서 피뢰설비에 

한 반  규정을 기술하고 있다. 내용은 KS C IEC 62305

를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낙뢰의 상이 기에 지에 

근거하므로 기분야의 피뢰설비에 한 세부 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설비 기술기   단기 에서 기술기  

제6조의 2항에는 뇌방 으로 인한 과 압으로부터 기설비

의 손상, 감  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피뢰설비를 시설

하고 그 밖의 한 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기술기  제34조, 단기  제 42조에 근거하여 고압  

특고압 로의 피뢰기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설치조건에 

한 규정은 기술기  제10조와 단기  제35조에 기술되

어 있다.

그림 1 국제표 에서 정의하는 피뢰설비 개념도

Fig. 1 Concepts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내부피뢰시스템에 련된 규정으로는 단기  제279조로

서 KS C IEC 60364-4-443에 명시된 기 상 는 개폐에

따른 과 압 보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규정의 다수가 

국제표 은 인용하고 있으나 국내 장은 이  지 시설에 

한 개선, 인하도선, 기  연속성에 한 이해, 내부피뢰

시스템 구성에 한 부분 등 많은 문제가 남게 된다. 선진

외국은 일반 구조물 외에 특수한 구조물의 피뢰설비 규정을 

운 하고 있다. 건축구조물내의 기시설물은 건축구조물의 

고층화와 내부시설물의 집도가 증가하여 설비간 향을 

미치고 있으며, 력설비 내 통신, 제어시스템의 증가로 주

변 환경에 극히 민감하다. 한, 도시화가 형화되면서 구

조물 지사이의 간섭이 커지고 서지유입 등에 의한 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표 은 낙뢰를 확률 으로 내부 

침입을 제한하는 목 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은 국제표

에서 정의하는 피뢰설비의 개념도이다. 외부피뢰시스템은 

직격뢰, 측격뢰, 유도뢰 등에 의한 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 고, 내부피뢰시스템은 낙뢰의 잔류 향과 서지로부터의 

향을 이기 한 목 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2 피뢰설비 규정 연계

Fig. 2 The association regulations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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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용 표 표 내용 검사내용

세계
IEC

62305/61400-24
국제표

미국

NFPA 780/IEEE std. 142, 1100 일반/특수 구조물

LPI-175, NASA, API, M440.1-1, 

AFI, FAA 등

지, 통신, 방폭, 군시설, 항

공, 우주 등

미국 검사기 UL96A NFPA780 반 LPS 인증, 서지보호장치

독일 DIN VDE 0185 DIN VDE 0185

독일 검사기 DEHN LPS 제조, 시험

국 BS 6651 BS EN 62305 부합

국 검사기
A. Harfield Ltd.,

STONE technical service, Thor LP
LPS 설치, 시험, 검사

일본 JIS A4201
IEC 61024 체,

62305 검토

호주/뉴질랜드 NZS/AS 1768 IEC 62305반

싱가포르/남아공/인도
CP33/SABS-03/

IS2309
BS 6651 반

국/러시아/폴란드 GB50057/RD34.21.122-87/PN-86 자체규정

랑스/스페인
NF C 17-102 

UNE-21186
국제표  미동참

표   2  각국의 표 과 활동

Table 2 The standards and activity in each country

국가별 황을 보면, 피뢰시스템에 련된 표 은 

IEC62305를 심으로 부합화 는 자체 규정을 운 하고 있

다. 공통 표 이 용되는 반면에 시설물의 특징에 따라 규

정을 탄력 으로 용하고 있다. 국, 러시아, 랑스 등과 

같이 국제표 에 동참하지 않고 독자 인 피뢰설비 규정을 

운 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 환경에 맞도록 구성하여 운

되는 특징을 가진다. 표 2에는 각국의 표 과 검사기  

그리고 그들의 활동내용을 정리하 다.

2.2 장 측정결과 비교

피뢰설비에서 지 항은 재 10Ω 이내로 한 통합 지

를 근거로 한다. 기존의 지설비를 확인하기 해서는 여

러 가지 이론  방법이 있겠으나 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는 구조물의 네 방 를 심으로 하는 지 항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효과 이며, 효율 이다. 방폭시설

물이나 통신시스템과 같은 민감한 내용물이 포함된 구조물

은 5Ω 이하의 지 항을 가지므로 피뢰등 을 선정하는 것

은 곧 지 항 기 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군데 

이상에서 측정한 지 항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지보강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 항이 규정 값 이내에 있더

라도 각각 차이가 큰 경우가 있다면, 뇌 류에 의한 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측정 장은 여수산단 △△공장으로 단

 생산시설을 24시간 운 하여야 되는 장소이다. 외부기온

은 5℃내외이며, 습도는 50±5% 다. 장조건은 마사토의 

토지 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내부는 자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다. 외부의 특징은 내부 시스템에 공 하는 

속배 이 외부 건물에 노출되어 있으며, 7층 구조로 되어 있

다. 옥상은 크고 작은 다수의 속배 이 설치되어 운용된

다. 외부의 속물이 다수 존재하여 낙뢰에 의한 향을 쉽

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뢰설비 평가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 

실시한 지 항 측정결과에 의하면,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지포인트별 항 값은 5Ω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측정값의 차이는 모두 0.2Ω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와 

주변 속배  는 속 구조물간 기  연속성 시험에 

의하면,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 으로 분리된 부분

과 기계 으로는 속되었으나 기  연속성이 부족한 부

분, 0.2Ω 이내의 기  연속성이 확보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 각 지포인트에 한 항측정값 비교

Fig. 3 Comparison of measure the resistance in each 

groun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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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조물 내 속체간 기  연속성 시험결과 비교

Fig. 6 The comparison of electrical continuity test to metal 

bodies in structures

공장이나 랜트 설비인 경우에는 인입/인출되는 배 이

나 소방시설이 많기 때문에 각 포인트별 검은 필수 이

다. 다만, 모든 측정단자에 의해 보완하는 것은 장여건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조물의 지하에 치한 부분은 

지 측과 매우 착되어 있고 구조물 자체 속물의 기계

 기  연결이 강한 부분이다.

그림 4 주변 속 구조물간 기  연속성 비교

Fig. 4 The comparison of electrical continuity between 

grounding and metal structures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하 구조물의 지 는 속 

구조물 간 기  연속성은 모두 0.2Ω 이하로 양호하 다. 

그림 5 지하 구조물의 기  연속성 시험결과 비교

Fig. 5 The comparison of electrical continuity test to 

underground structures

피뢰설비 평가 상 구조물 내에 있는 속체의 기  

연속성을 측정하면, 그림 6에 나타낸 것처럼 규정치에 해당

하는 0.2Ω 이하의 측정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는 반면, 기계

으로 결합되어 항치가 낮게 측정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기  연속성에 한 규정치를 벗어나는 측정결과에 

한 상물은 기존의 시스템이 외부에서 건물내부로 설치된 

경우와 추가로 설비를 확보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구조

물 내부 시설물의 이동, 변경이나 추가 설치시 기  연속

성에 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옥상에 치한 배

이나 기시설물은 수뢰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

 연속성에 한 평가의 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호 기  연속성을 규정

하는 시험기 치 0.2Ω보다는 높은 값을 보인다. 속체간 기

방  는 자계 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따

라서 피뢰도선과 피뢰침 등 수뢰부에 하여 검토하고 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7 옥상에 치한 속물의 기  연속성 시험결과 비

교

Fig. 7 The comparison of electrical continuity test to metal 

bodies in rooftop

2.3 장 심의 표  용 제안

국내 낙뢰 환경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특징에 따라 표 을 

용할 필요가 있다. 방폭시설물, 통신시스템이나 국가 요시

설물 등에 한 세분류를 검토하고 각 시설물의 표 안을 마

련하기 한 장 심의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표 3은 장

에서 경험한 자료와 실측을 통해 기  연속성에 한 경향

과 시스템 구성을 악하여 검토한 내용을 심으로 정리하

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용표 과 평가항목들을 설정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을 요약정리 하 다. 피뢰설비는 시설물을 

구분할 때 내부시스템의 구성이나 구조물의 요성에 한 

상을 악하여 설치되므로 요도에 따른 평가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피뢰구역은 구조물의 특징과 궁극 으로 보호할 

상을 확인하는 장소이므로 피뢰 벨에 따른 표 인 시설물 

종류와 용표 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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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물의 종류 용 표 항  목 검  토

1 고층(도시 집) 건축구조물/산업표

지측정 근  구조물과 연 성 해석

수평도체 구조물 높이에 따른 벽이격거리

기 연속성 측정 과 간이 측정방법

인하도선 벽 내부인입에 한 향

속부 기계  속 규정, 이종 속간 속 규정의 세부사항

2 방폭시설물 험물안 리법
지 항 추가 인 지 항 측정기

기 연속성 측정방법 기

3 신재생발 설비
지측정 측정방법/측정기

기 연속성 측정방법 기

4 문화재

인하도선 인하도선 설치방법/조건

지시설물 기존건물에서 추가 지 방법

기 연속성 외부노출 속체의 연결방법

5
야외골 장/

유희시설물

지시설물 범 지역의 선택  지방법

수뢰부시스템 골퍼이동경로에 따른 수뢰부 설치방법/조건

안 지역 역안 지  설정과 리방법

6 공장지 산업표
지측정 실  지측정방법/기 , 외부유도뢰 유입방지 방법

간섭 향 력선, 통신/제어선간 이격/차폐기

7 통신/항공 설비
방송통신설비 

기술기

수뢰부조건 외부피뢰시스템의 기본선제조건

기 연속성 각 내부시스템 본딩 방법

서지보호장치 설치방법/클래스별 용방법 등

표   3  국내 장 심의 표 용 검토

Table 3 The review for application of field-based standard in domestic

낙뢰에 크기가 크지 않은 반면에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  

호우로 인한 낙뢰 발생건수가 증하는 추세이다. 낙뢰의 

방향에 있어서 수직으로 떨어지기보다 사선 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건수가 많은 특징이 있다. 산높이는 높

지 않으나 산악지형이 많아 정상보다는 턱에서 낙뢰로 인

한 향을 쉽게 받는다. 따라서 국내 장 환경에 필요한 

피뢰설비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결  론

피뢰설비에 련된 표 이나 규정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

라 설계나 시공이 달라지며, 표 용을 통한 기 과 특수한 

환경에 해 면 히 검토되어야 한다. 재 용되는 국제

표 은 낙뢰를 확률 으로 내부 침입을 제한하는 목 과 

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장 환경에 한 검토를 통해 

기안 을 구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 다.

장에서 샘 링된 설비의 지 항은 5Ω 이하로 측정되

었으며, 각 값의 차이가 0.2Ω 이내로 합하 다. 지  

속체간 측정결과, 체 으로 지 측과 속체간 기  

연속성은 속체의 설치환경에 따라 측정값이 달랐다. 구조

물내의 속체간 기  연속성은 0.2Ω 이하로 측정되었다. 

옥상의 속물은 기계 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기  연속

성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시설물의 표 안을 

마련하기 한 장 심의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

은 장 심의 측정 자료와 실측을 통해 기  연속성과 

시스템 구성을 악하여 검토한 내용을 심으로 개되었

으며, 향후 피뢰시스템 개발과 장 용 기술에 필요한 규정 

 연구개발 등에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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