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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저감을 위한 접지시스템 진단 엔지니어링

Diagnosis Engineering of Grounding System to Reduce Noise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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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sources of system malfunctions by measuring and diagnosing various surges and 

noise signals from grounding system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s and install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the system operations. We measured performance or structural problems detected in the grounding systems currently 

in operation and analyzed the measured data in order to eliminate noise currents and interferences causing the systems to 

malfunction and be damag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proposed improving grounding systems and the wiring 

arrangements most appropriate for the grounding systems and carried out the installations as per the proposed engineering. We

verified that the proposed engineering made the status of system operations improved by measuring the ground noise signals

during the system operations and comparing them before and after improvements being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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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각종의 다양한 전기전자 설비는 낮은 노이즈 전압이나 전류에

도 쉽게 손상되며, 또한 오동작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동작과 손상의 원인이 되는 노이즈 

전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안으로 접지시스템의 개선

에 대해 연구하였다. 설비 운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성분의 노이

즈 신호를 진단 분석하여 노이즈 제거에 최적의 접지시스템을 개

선 제안함으로써 노이즈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최적의 접지시스템은 인명 및 설비 보호와 안정적 설비 운용에 

절대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접지시스템을 통해 노이즈 신호가 신

속히 방전되지 못하면 설비의 오동작 및 시스템 손상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게 된다[1]. 접지시스템의 노이즈 신호는 전력설비로 

부터 발생하는 Surge, Impulse, Sag/Swell, Over/Under Voltage, 

고조파(Harmonics) 등과 같은 큰 에너지의 노이즈가 있고[2], 전

자 설비에서 발생하는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노이

즈 및 고주파 노이즈가 있다. 이 같은 노이즈는 정전 결합

(Capacitance Coupling)과 전자유도 결합(Conductive Coupling) 

현상에 의해 발생하여 신호의 간섭을 일으키며, 또한 장비 간에 

발생하는 전위차는 전기전자 설비에 다양한 신호 간섭에 주 원인

이 되며, 배선 루프 구조에 의한 순환 전류는 노이즈 신호를 증

폭시킨다. 노이즈 대책으로는 차폐(Shielding), 등전위 본딩

(Equipotential Bonding), 필터링(Filtering), 절연(Isolation), 분리

(Separation)등과 같은 여러 보호 기술을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접지시스템의 노이즈 분석을 통해 노이즈의 제거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3]. 전기전자 설비의 운용 중에 발생하는 노

이즈 신호의 진단을 통해서 인접 설비 간의 노이즈 순환, 간섭 

회로, 케이블 간의 노이즈 유도 그리고 설비간의 전위차 발생 경

로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노이즈 신호 특성에 맞는 접지시

스템의 구성과 배선은 노이즈 순환을 효율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개선된 접지 성능은 도선, 도체 그리고 배관과 같은 전도 노이즈

와 인접 장비로 부터 유입되는 노이즈 신호를 신속하고 빠르게 

방전시키며, 노이즈로 인한 설비 오동작과 간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용 설비에서 노이즈 신호를 측정 진단

하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이들 노이즈 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 

개선된 접지시스템 설계 및 구성을 제안하였고, 개선 구조의 접

지시스템을 실제 시공하였다. 노이즈 개선을 위한 제안된 접지시

스템의 설계는 4-점 웨너법(4-point Wenner Method)을 이용하

여 실측한 대지 저항률을 적용하였고, 실측한 대지 저항률은 SES

사의 CDEGS RESAP 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5,6]. 접지전극

은 낮은 임피던스와 방전성이 뛰어난 접지봉을 적용하였으며, 접

지 계산 및 시뮬레이션은 CDEGS MALT, MALZ와 HIFREQ 모

듈을 이용하였다[6]. 접지시스템의 개선은 운용중인 설비의 노이

즈 진단 결과를 기본으로 제안하였고, 개선 시공 후 노이즈 신호

를 재 측정하여, 개선 전과 후의 노이즈 신호 크기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접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실제적인 노이즈 제거 및 개선 

효과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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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중 및 도선의 노이즈 전파 현상

Fig. 1 Noise Propagation of Underground & Cable 

             (a)                         (b)

그림 2 노이즈 전도 파형 (a) 노이즈 파형, (b) 노이즈 주파수

Fig. 2 Waveform of Noise signal (a) Noise Waveform, (b) 

Noise Frequency

그림 3 운용 접지시스템의 배선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 cable connection of grounding 

system

2. 본  론

2.1 전기 노이즈 유입 및 간섭 현상

설비 내에서 발생되는 노이즈 신호들은 각종 배선(통신선, 전

력선, 신호선), 도체(철골, 트레이, 수도관, 가스관), 장비외함 그리

고 차폐선 등을 통해 전도 혹은 유도된다. 또한 외부 노이즈 원

으로부터도 다양한 노이즈 전달 매체를 통해 설비로 유입된다. 

이렇게 유입된 노이즈가 안전한 방전경로를 통해 제거되지 못하

고 순환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 [그림 1]은 대지 

전위 상승에 따른 기본적인 노이즈 전파 현상과 내부 유입 경로

를 나타낸다.  

큰 에너지의 노이즈가 산업 현장 내 전동기, 발전기, 용접기, 

UPS 등으로부터 발생하며, 높은 주파수의 노이즈 신호들이 저 전

압의 전자기기들로 부터도 발생한다. 이러한 노이즈 신호들이 파

형의 변형이나 신호 간섭을 일으켜 설비의 오동작과 손상을 유발

한다. [그림 2]는 오실로스코프 Fluke 199C를 이용하여 측정한 

전기전자 설비의 접지선에 흐르는 노이즈 신호 파형을 나타낸다. 

신호 파형은 크게 왜곡되어 있으며, 주파수는 다양한 크기가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이즈 신호가 접지선에 유입된 

후 방전되지 못하고, 설비 간에 순환하게 되면, 전력차단, 제어 오

동작 그리고 통신 장해와 같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2,4]. 

2.2  접지 노이즈 측정 진단

민감한 전자설비에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면 오동작 및 처리 

결과의 불량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간헐

적으로 설비가 차단되고, 프로세스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설비

의 노이즈를 진단하였다. 노이즈 진단시 노이즈 전달 경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력선과 접지시스템이다. 본 구성 설비

의 노이즈 측정에서 전력선 노이즈는 거의 유입되지 않는 양호한 

상태였으며, 운용 시 다양한 노이즈가 발생 순환되는 접지시스템

을 측정 진단하였다. [그림 3]은 운용 설비의 접지시스템 구성도

를 나타내며, 노이즈 순환 및 간섭의 경로를 보여준다. [그림 3]

의 구성도에서 전력 설비 및 전산설비 간의 접지배선의 다양한 

혼성 구성과 많은 루프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접지시스템은 모

든 노이즈의 방전로이므로, 간섭 및 유도 전류가 빠르고 안전하

게 방전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에서 볼 때 [그림 

3]의 접지시스템 구성은 매우 취약한 구성이다. 설비의 접지시스

템 구성은 하나의 주 접지단자함에서 각 운영실로 주 접지선을 

인출하여 인입하는 형태이다. 또한 장비와 장비사이 그리고 장비

와 접지단자함 사이에 아주 많은 루프 배선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이 때 측정된 각각의 접지배선에 흐르는 노이즈 전

류값을 나타낸다. 접지저항은 측정기 AEMC 3711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측정치는 10.5ohm 이다. [표 1]에서 보면 큰 전류가 

접지선을 통해 흐르고 있지만, 대지로 방전되는 노이즈 전류는 

17mA의 아주 작은 전류만이 방전되고 있다. 이 설비는 장비간의 

직렬 연속 연결과 루프(Loop) 배선 등에 의해 노이즈 전류가 지

속적으로 유입되고 순환 증폭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접지선의 굵기도 노이즈 전류의 방전을 어렵게 함으로써 

내부의 순환 증폭된 노이즈 전류가 방전되지 못하고 장비의 오동

작을 일으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노이즈 전류는 도선 혹은 도

체를 통해 정전 결합과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 발생되고, 접지배

선의 루프 구조마다 순환되고 증폭 된다. [표 1]에서 발생 노이

즈 와 방전 노이즈의 크기를 살펴보면, 장비 간에 순환되는 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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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측정선
접지 노이즈 

전류

노이즈 방전 

전류 (ⓗ)
위 치

컴퓨터실 ⓙ+ⓚ 2.92A+0.38A

17mA
주 

접지단자함

운영자실 1 ⓛ+ⓜ 0.98A+2.00A

운영자실 2 ⓞ+ⓟ 0.86A+0.74A

전산기기실 ⓠ+ⓡ 0.014A+0.475A

확 인
 접지 노이즈 전류의 측정은 AEMC3711을 활용.

 접지 노이즈 전류는 측정치의 가장 큰 값을 기록.

표 1 접지 노이즈 측정 전류

Table 1 Measured noise current of Grounding system

             (a)                        (b)

그림 5 접지시스템 설계; (a) 접지전극 구조, (b) 접지 전위

Fig. 5 Design of Grounding System; (a) Ground electrode 

(b) Ground potential rise

그림 6 서지저감 접지 전극 시공

Fig. 6 Installation of Surge-reduction ground rod 

즈의 증폭과 순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7mA의 아주 작은 

노이즈 전류만이 대지로 방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접지전극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것으로 분석된다[6]. 

2.3 접지 배선 구조의 개선 

노이즈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접지배선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는 접지단자함을 통한 등전위 배선과 전체 설비의 

통합접지 구조를 나타낸다. 에너지가 큰 전력 계통 접지와 통신, 

제어 및 전산설비와 같은 약전 설비간의  접지배선은 분리하여 

구성한다. 또한 혼성 배선, 직렬 연접, 루프 배선, 원거리 편단 접

속 등은 피하고, 접지단자함을 이용해 최단 거리로 독립 배선한

다. 장비 혹은 인접 도체에서 발생한 노이즈 전류가 다른 설비로 

유입되지 않고 접지전극까지 빠르게 방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장비간의 전위차를 없애고, 배선간의 등전위가 되는 트리 구조 

배선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건물 철골 구조체와의 내부 도체의 

등전위 본딩을 통해 건물 전체의 전위차를 개선한다[7,8].

그림 4 개선된 접지 배선 구성도

Fig. 4 Cable configuration of Improved grounding system

2.4 접지시스템 개선 설계 및 시공

노이즈 진단 결과에 의한 접지시스템 개선은 노이즈의 순환 

차단과 신속한 방전 그리고 주파수에 따른 라인 임피던스가 최소

가 되는 접지 배선의 구성이다. 접지전극은 고주파 전류에 대해 

낮은 임피던스와 임펄스 서지에 대한 큰 내구성을 갖는 것이 좋

다. 본 설계에는 빠른 방전 성능과 접지 임피던스의 저감이 뛰어

난 XIT 서지저감 접지봉을 적용하였다[9,10]. 접지 설계를 위해 

대지저항률은 4-점 웨너법으로 실측하여 CDEGS RESAP 모듈로 

분석된 측정치를 적용하였다[6]. 대지저항률 값은 수평 3-지층 

구조로 상층-176.2Ω.m, 중층-45.63Ω.m, 하층-185.2Ω.m 이며, 두

께는 상층-1.18m, 중층-0.39m, 하층-10,000m로 적용하였다. 연

구에 적용된 접지시공 방식은 보링방식이며, 접지전극은 현장 시

설물을 고려하여 배치하였고, 개선 설계대로 방전 경로를 확보하

였다. 설계 접지저항은 0.9 ohm이고, 시뮬레이션은 CDEGS 

MALT로 실행하였다[6]. [그림 5]는 접지전극의 설계이며, (a)는 

접지전극 배치, (b)는 접지 전위를 나타낸다.

접지 시공은 전류 방전성과 임피던스의 저감 성능의 서지저감 

방사침 접지봉 6mX5세트를 설계 구조와 동일하게 건물 주위에 

분산 배치하였고, 접속은 나동선 BC100SQ로 매설하여 접속하였

다. [그림 6]은 보링공법에 의한 접지봉 시공을 나타낸다[8].

접지저항 측정은 측정장비 AEMC 4500을 이용하여 3점 전위

차 측정법으로 측정하였다[7]. [그림 7]은 접지저항 실측치를 나

타내며, 접지저항치는 0.7ohm으로 설계 접지저항 0.9ohm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2.5 접지시스템의 내부 배선 시공 

접지배선의 개선은 장비 간에 직렬로 연접된 배선을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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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접지저항 측정치

Fig. 7 Measured ground resistance 

그림 8 개선된 접지배선 및 접지단자함

Fig. 8 Improved configuration of Ground master bar

그림 9 접지시스템 개선 구성도

Fig. 9 Improved configuration of Grounding system

항    목 측정선 접지 노이즈 전류 
노이즈방전 
전류 [ⓗ]

위 치

컴퓨터실
기존  ⓙ+ⓚ 2.92A+0.38A 

기존 17mA

주 접지 

단자함

개선 ⓙ+ⓚ+ⓚ" 0.27A+0.43A+0.47A

운영자실 

1

기존 ⓛ+ⓜ 0.98A+2.00A

개선 ⓛ+ⓜ+ⓜ" 0.75A+0.43A+0.54A

운영자실 

2

기존  ⓞ+ⓟ 0.86A+0.74A

개선 2.92A
개선  ⓞ+ⓟ 1.1A+0.58A

전산

기기실

기존  ⓠ+ⓡ 0.014A+0.475A

개선 ⓠ+ⓡ 0.33A+0.10A

확 인
 접지노이즈 전류의 측정장비는 AEMC3711.

 접지 노이즈 전류는 측정치의 최대 값을 기록.

표 2 개선된 접지시스템의 노이즈 전류

Table 2 Measured noise current of Improved grounding 

system 

발생원에 따라 분리하여 배선하였고, 전원용과 약전의 통신 및 

제어 설비용 접지단자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접지선을 장비별로 

인출하였다. 또한 노이즈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루프 배선을 제

거하였으며, 접지단자함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인출하여 장비

간의 전위차를 제거하였다. 주 접지선은 GV120SQ로 접지봉에서 

접지단자함까지 인입하였고, 접지단자함에서 각 장비까지 GV선을 

독립적으로 인출하여 노이즈 방전경로를 단순화하였다. 내부의 

케이블 트레이와 도체들을 등전위 본딩하여 노이즈 순환경로를 

제거하였다[9]. [그림 8]은 개선된 접지배선 및 접지단자함을 나

타낸다.  

2.6 결과 및 개선 효과  

[그림 9]는 노이즈 신호가 개선된 접지시스템의 전체 설치 구

성도를 나타낸다. 현장 설비의 진단과 설비 사양을 분석하여 노

이즈 전류의 신호 특성을 예측하고, 접지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또한 등전위 구성으로 설비간의 전위차를 

없앰으로써 설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노이즈 전류의 순환을 

차단할 수 있었다. 통신시스템의 고주파 신호에서 발생하는 고주

파 노이즈는 접지 임피던스와 라인 임피던스를 증가시키므로 고 

기능의 접지봉과 개선된 설계 구조를 통해 최적 성능을 확보하였

고, 전력설비와 같은 큰 에너지의 노이즈 전류는 독립적 접지배

선을 통해 타 설비에 영향 없이 안전하게 방전시킬 수 있게 하

였다[3,4,6. 이와 같은 노이즈를 안정적으로 차단 제거하기 위한 

접지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최적의 설비 운용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2]는 접지시스템의 개선 후에 측정된 노이즈 전류의 측정 

결과이다. 개선 전에 측정한 [표 1]의 측정위치와 동일한 배선 

위치에서 재 측정한 노이즈 전류 측정값이다. 

노이즈 전류가 순환 증폭되는 [그림 3]과 같은 배선 구조를 

제거하고, 높은 주파수로 인해 발생하는 접지 임피던스를 저감하

여 얻은 노이즈의 개선 효과를 [표 2]에서 알 수 있다. 

[표 1]과 [표 2]의 측정치를 비교해 보면, 노이즈의 순환과 

증폭의 주원인인 루프 배선과 전위차 발생 구조를 제거함으로써 

노이즈의 방전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고주

파 임피던스를 저감시키는 개선 구조를 통해 노이즈 전류의 방전

성이 기존 접지시스템 구성보다 170배 까지 개선됨을 확인하였

다. 루프 구조의 차단, 독립적 배선 구조, 등전위를 통한 전위차 

제거 그리고 장비간의 순환 전류를 차단함으로써 노이즈 방전성

능을 개선하였고, 노이즈 순환 구조를 제거함으로 노이즈 발생을 

크게 감소 개선하였다. 향후 개선 구조로는 높은 주파수 특성을 

갖는 노이즈의 저감을 위해서는 지중 접지전극의 방전성능과 내

구성 그리고 접지 임피던스 특성을 고려한 접지시스템의 구성이 

연구되어야 하겠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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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 설비에서 다양한 경로로 합성 순환되

는 노이즈 신호를 저감할 수 있는 접지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대

해 연구하였다. 다양한 신호 특성을 갖는 전기전자 설비의 운용

시 접지 배선 혼용, 접지선 루프 구성 그리고 접지 성능 악화에 

따른 노이즈 전류의 증가와 순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운용중인 

설비에서 접지시스템의 노이즈 신호를 실측 진단하여 신호 간섭

과 오동작의 원인이 되는 노이즈 신호와 경로를 분석한 후 접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노이즈의 유입과 전달을 차단하고 그리고 방

전 효과를 높이는 노이즈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선 제

안된 접지시스템의 현장 시공을 통해 설비의 안정성과 노이즈 개

선 효과를 확인하였고, 개선 전의 접지시스템의 노이즈 데이터와 

개선 시공 후 재 측정한 노이즈 데이터의 정량적 비교 값에 의

해 노이즈 개선 효과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접지시스템 구성 시 유사 신호간의 공통배선, 다른 신호 간

의 분리배선 그리고 등전위 본딩 등을 통해 내부 노이즈의 

전달 및 간섭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2) 접지배선의 루프 구조를 제거함으로써 노이즈 전류의 순환

과 증폭을 차단하여, 기존 노이즈 순환 전류의 방전 효율을 

약 170배까지 개선하였으며, 

3) 접지단자함을 통한 등전위 트리 배선구조로 장비간의 전위

차를 제거할 수 있고, 

4) 강전과 약전 접지 배선시 신호 특성별 독립배선을 통해 노

이즈 순환 간섭을 차단하고, 개별적 방전 경로를 확보하여 

노이즈 유입을 최소화하며, 

5) 임피던스 저감 및 서지 방전성이 개선된 접지 전극을 적용

하여 임피던스 저감과 신속한 노이즈 전류의 방전을 확보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력, 통신 및 제어 설비의 노이즈 간섭 문제

를 접지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향후에는 전기전자 설비에서 전도, 유도 및 충전되어 발생하

는 다양한 노이즈 신호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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