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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접지시스템은 전력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접지가 시
공된 시설물에 낙뢰가 침입하는 경우와 같이 고장 전류나 써지가 발생
하였을 때 대지로 신속하게 방전시켜 전력기기의 파손 및 고장을 방지
하고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하여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한
다. 본 논문에서는 대지저항률이 높은 암반지형에서 접지시스템을 설계
하기 위해서 대지저항률을 측정하여 토양모델을 모의하였으며, 접지망
설계를 통해 대지 전위 상승을 모의하여 인체 안전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서    론

해를 거듭할수록 계통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락고장전류가 증가되고
있다. 지락고장전류의 증가는 접지계통으로의 유입전류와 접지전위를 상
승시킴에 따라 인체에 대한 위험이 증가되고 써지 전류를 상승시킨다.
일반적인 발전소는 냉각수의 수급 용이성이 좋고 낮은 접지저항을 가
지고 있는 해안가 또는 강가에 주로 설치되어 있지만, 대지저항률이 높
은 암반지역에서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규정 접지저항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리고 부지의 토양특성이 접지기능을 크게 좌우하
기 때문에 기존의 토양 모델링 방법인 균일 등가에 의한 분석보다 대지
에 대한 정확한 토양특성분석이 가능하도록 심층토양특성을 고려하여
접지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인체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
하여 접지망 내의 위험전압인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의 계산이 필요하다.

2. 본    론

  2.1 대지저항률 측정
암반지역에서의 대지저항률을 측정하기 위해 스웨덴 ABEM 社의
SAS 1000과 프랑스 Chauvin Arnoux 社의 C.A 6472을 이용하였다. 측
정지역은 강원도에 위치한 석회암 광산으로 사용중인 지역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지와는 달리 전 지역이 표토부터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
문에 일반적인 방법인 해머링을 통한 접지봉의 설치는 불가하며, 드릴을
이용한 보링작업을 진행한 후 접지전극을 설치하고 접지저감재를 이용
하여 고정하였다. 그림 1은 대지저항률 측정 전경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대지저항률 측정 전경

대지저항률 측정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Wenner의 4전극법을 이용하
였으며 전극 간격은 측정부지의 상황에 따라 1 m ~ 100 m까지 변화시
켜 측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2> 대지저항률 측정방법

표 1은 대지저항률을 측정한 결과 중 한 예를 정리한 것이다. 대지저
항률 측정은 측정값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동일 전극간격에서 3회를 측
정하여 측정값의 평균을 구하였으며, 측정 축을 변경하여 측정을 진행하
였다.

 <표 1> 대지저항률 측정 예

  2.2 토양구조 분석
표 1에 나타낸 대지저항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접지설계용 프로그램
인 SES 社의 CDEGS의 RESAP 모듈을 이용하여 토양구조를 모의하였
다. 입력값은 동일한 측정부지 내에서 측정 축을 달리하여 측정한 결과
를 이용하였으며 결과값은 지질탐사결과를 참고하여 가장 유사한 토양
구조를 가진 4층 구조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3과 표 2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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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Ω)

전극간격 측정 1 측정 2 측정 3

1 m 963 6727 1855

2 m 870 4030 896

3 m 371 2500 784

4 m 245 1727 614

5 m 244 1270 460

6 m 261 1115 341

7 m 231 882 253

10 m 228 518 178

18 m 183 208 80

30 m 128 100 59

40 m 104 69 47

54 m 77 46 37

70 m 60 43 34

80 m 48 38 32

90 m - - 32

100 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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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토양구조 모의 결과

 <표 2> 토양구조 모의 결과

항목 대지저항률(지층두께)

제 1 층 17,000(2 m)

제 2 층 35,000(2 m)

제 3 층 12,000(18 m)

제 4 층 18,000(∞)

  2.3 접지망 설계
접지망 설계는 앞서 구한 토양구조 모의 결과를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CDGES 프로그램의 MALZ 모듈을 이용하였다. 접지망은 그림 4와 같이
480 m × 330 m의 면적에 10 m 간격을 가진 메쉬를 이용하였다.

<그림 4> 접지망 설계에 이용된 메쉬

위의 조건으로 MALZ 모듈을 이용하여 계산된 접촉전압, 보폭전압 계
산 결과를 각각 그림 5, 그림 6에 나타내었고, 그 결과를 표 3에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그림 5> 접촉전압

<그림 6> 보폭전압

 <표 3> 접지망 설계 모의 결과

접지저항 접촉전압 보폭전압

19 Ω 4,900 V 700 V

3. 결    론

본 논문은 강원도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에서 대지저항률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구조 모의를 진행하였으며, 접지망 설계를 통해
인체 안전 측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메쉬를 설치했을 때의 접지저항은 약 19 Ω으로 계산되었으
며, 접촉전압은 약 4,900 V, 보폭전압은 약 700 V로 인체 안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접지설계에 대한 검토
가 필수적이며, 예로써, 접지망 모서리에 접지전극을 추가 시공을 할 경
우 접지저항 및 인체 위험 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접지전극은
심타접지 및 보링접지를 이용하여 최대한 깊이 접지전극을 시공할 경우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