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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역상수관, 가스관 등과 같은 금속성의 지중 매설물은 전력유도 현상에 대한 차폐 효과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금속성의 지중 매설물이 많이 분

포하게 되어 동일한 유도원에 의한 전력 유도 현상에 대하여 더 높은 차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

으며 이를 도시 차폐 계수라 한다. 이러한 도시 차폐 계수의 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고속 전철이

경과하는 도시 환경과 시골 환경으로 분류 가능한 개소를 각각 30개소씩 선정하여 고속 전철 선로

와 병행하는 1km의 통신선을 임의 포설하고 전력 유도 종전압을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 결과를 분

석하여 도시 차폐 계수치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도출된 도시 차폐 계수를 일반적인 도시와 시골 환경을 갖는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정확한 도시와 시골의 구분 기준의 모호함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도시와 시골의 구분 방법론의 하나로서 해당 지역의 적용 범위 내 분포하는 건물의 밀집도

를 이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metallic underground pipes like as metropolitan water supply pipes and gas pipes have a screening 
effects for power induction phenomenon. Generally, urban area has more metallic underground facilities than 
rural areas because of its buildings or population density. So we can expect high screening effects for the 
power induction in urban areas, and we call it the city screening factor. We had carried out the measuring 
test in urban and rural area respectively 30 sites to prove the actual effects of city screening factor and 
we derived the numerical value of city screening effects. But we faced with a difficult question that how 
we can classify the real urban areas or rural areas correctly.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lassification method using density of building in test area to apply the city 
screening factor reaso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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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립전파연구원의 ‘전력유도에 대한 구체적 산

출 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설비나 고속 전철 시설의 급전 시스템으

로부터 야기되는 유도 장애에 대한 예측하여 산

출하는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1]. 이 기술기준에

서는 유도 전압에 대한 경감 계수로서 통신 케이

블이나 가공 또는 지중 송배전선의 지선, 중성선

의 차폐 분류 계수, 유도 잡음의 경감 계수, 터널

차폐 계수, 고가 차폐 계수, 타궤도 차폐 계수 등

유도 전압에 대한 차폐 효과를 갖는 다양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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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밀집도 최소(%) 최대(%) 평균(%)
도시 개소 16 95 60.2
시골 개소 0 30 6.3

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금속성의 지중 매설물에

대한 차폐 계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지중 매설물에 의한 도시 차폐를 실증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2].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와 시골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중 해당 측정 개소의 통신선

과 고속전철시설의 급전선으로부터의 양쪽 수직

이격 거리 300m의 범위 내에 있는 건물의 밀집

도를 이용하여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전체 60개소에 대한 건물밀집도의 분포

를 분석하여 도시 환경과 시골 환경의 개소에 대

한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건물밀집도 산출 방법

식 1은 그림 1과 같은 전력 유도 측정 개소의

유도 대책 해당 범위 내 건물 밀집도를 산출하는

기본 식을 보인다. 전체 평가 대상 부지의 면적에

서 실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의 비로

서 건물 밀집도를 산출하고 있다.
             (식 1)

       Mu : 건물밀집도

       AB : 도시 평가 대상 부지 면적[㎡]
       SB : 건물의 토지 점유 면적[㎡]

        ⋯

Sb2

Sb1

Sb3

ℓ

Da

그림 1. 유도 측정 개소의 건물밀집도 계산 평면의 예

 = 950 × 610 = 579,500m
2

 = 107,566 + 210,946 = 318,512m
2

Mu = /=318,512/579,500≒0.55≒55%
그림 2. 경산 옥곡 개소에서의 건물밀집도 계산 예

여기서 전체 평가 대상 부지의 면적 는 그

림 1에서 고속 전철 선로와 통신선의 병행거리

()와 통신선 또는 고속 전철 선로로부터의 수직

이격 거리(=300m)의 곱으로서 계산된다. 또
한 건물의 토지 점유 면적 는 해당 건물의 실

제 점유 면적을 이용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그림

2와 같이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산출된 건물의 상

면적의 합으로 대신한다.

Ⅲ. 도시와 시골 환경 구분 기준 제시

Ⅱ장의 건물밀집도 산출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60개소에 대한 건물 밀집도를 구하고 일반적인

도시와 시골의 환경을 갖는 개소에 대한 건물밀

집도 분포를 분석하여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다.
표 1은 도시와 시골 개소 60개소에 대한 건물

밀집도의 최소/최대/평균값을 보인다. 도시 개소

건물 밀집도는 최소 16%, 최대 95%의 분포를

보였으며, 시골 개소 건물 밀집도 최소 0%, 최대

30%로 도시 개소에 비해 시골 개소에서는 전반

적으로 낮은 건물 밀집 분포를 보인다. 
표 1. 도시와 시골 개소에서의 건물밀집도 분포값

그림 3은 도시 30개소와 시골 30개소 전체에

대한 건물 밀집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표 1 및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개소에서의 최소

밀집도(16%)와 시골 개소에서의 최대 밀집도

(30%)가 중복된다. 이 중복되는 범위에 해당하

는 개소의 특성 상 주변 환경 조건에 의한 분류

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 개소로 분류되나 건물 밀

집도를 이용한 분류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의한 재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3. 도시와 시골 전체 개소의 건물 밀집도 분포

또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건물 밀집도

분포를 세분하여 그 분포 범위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개소의 경우 80~90%의 건물 밀집도를 보이는

개소가 전체의 27%로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범위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시골 개

소의 경우 모든 개소가 0~30%의 건물 밀집도

분포 범위 해당하였으며 10% 이하의 건물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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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소 시골 개소

범위 개소 
수 분포 밀집도 개소 

수 분포

0~10 이하 0 0% 0~10 이하 24 80%
10~20 이하 1 3% 10~20 이하 5 17%
20~30 이하 3 10% 20~30 이하 1 3%
30~40 이하 5 17% 30~40 이하 0 0%
40~50 이하 1 3% 40~50 이하 0 0%
50~60 이하 5 17% 50~60 이하 0 0%
60~70 이하 1 3% 60~70 이하 0 0%
70~80 이하 4 13% 70~80 이하 0 0%
80~90 이하 8 27% 80~90 이하 0 0%
90~100 이하 2 7% 90~100 이하 0 0%

도를 보이는 개소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 
표 2. 도시와 시골 개소의 건물 밀집도 분포 범위

 이와 같이 시골 개소에서의 건물 밀집도는 주로

20%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대 30%의 밀

집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 개소에서의 최저

분포 레벨 역시 대략 30%대에 있으며 최저 16%
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어 건물 밀집도를 이용하

여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유도 측

정 개소의 평가 대상 전체 부지 면적 대비 건물

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을 이용하는

건물 밀집도를 적용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도시

와 시골의 구분 기준으로서 30%를 제시하고자

한다. 

Ⅳ. 결 론

금속성의 지중 매설물은 고속 전철 시설의 급

전선으로부터 야기되는 유도 전압에 대한 차폐

효과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같은 지역에서

는 건물과 사람이 많이 존재하고 이를 위한 상/하
수도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과 같은 금속 지중

매설물뿐만 아니라 철골 구조물이나 금속 펜스

등과 같은 시설물도 많이 분포하고 있어 유도 전

압에 대한 높은 차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변 환경 조건상으로 분류되는

도시와 시골 개소 각각 30개소에 대하여 유도 전

압 측정을 수행하여 시골 개소에 대한 도시 개소

에서의 유도 전압에 대한 거시적인 차폐 효과를

수치적으로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폐 효과

에 대한 도시와 시골에의 적용 상 직면하는 문제

는 도시와 시골의 명확한 구분 적용의 문제이다. 
도시와 시골의 중간적인 환경 조건을 갖는 개소

에서 이러한 차폐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도 측정 현장의 평가 대

상 전체 부지 면적에 대비하여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건물의 점유 면적의 비율로서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밀집도 30%를

기준으로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고 도시에서의 차

폐 효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각 개소에서 측정된 유도 전압 값과 건물

밀집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건물 밀집도의 증가에 따른 유도 차폐 효과에 대

한 실증 연구를 통하여 보다 적절한 수준의 수치

적 차폐 효과의 도입과 이의 적용을 위한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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