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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방전 경로를 이용한 편상접지체의 접지저항 및 전류특성

Grounding Resistance and Current Characteristics of the Planar Earth Structure using 

Multiple Discharge Paths

김 영 선* ․ 김 동 민* ․ 이 기 식

(Young-Sun Kim ․ Dong-Min Kim ․ Ki-Sik Lee)

Abstract - This study proposes a newly modified form of existing ground electrodes in order to secure  trust of grounding 

system for large current caused by a stroke of lightning. Proposed planar earth structure has a several needle electrodes around

a circular rod and 4 plane electrodes in all directions. The plane electrodes are fused with the insulator on the linear rod, so that 

they're electrically isolated. The concept is to increase the discharge amount of earth structure using multiple discharge paths 

like  needle and plane electrodes. To check the discharge efficiency of the suggested scheme, the discharge currents are 

compared with typically used two kinds of ground rods. To ensure accuracy in the measurement of the discharge current, the 

same material was used for the comparison model. Also, the ground resistance are simulated by CDEGS commercial software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measured data. Based on this kind of experimental study, the suggested ground rod can be used 

when designing a ground system or  when constructing a ground system at the site.

Key Words : Grounding resistance, Planar earth structure, Multiple discharge path, Discharge current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 Korea.

   E-mail: kisiklee@dankook.ac.kr

* Dep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Joongbu 

University, Korea.

Received : April 21, 2016; Accepted : June 17, 2016

1. 서  론

오늘날 VLSI 회로를 테스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본질

적으로 검침(probing)을 위해 내부 접점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기

인한다. 이와 같은 VLSI를 테스트하기 위해 회로 내에서 패턴을 

만들기 위해 메모리 소자를 사용해서 테스트 패턴 생성기(TPG : 

Test Pattern Generator) 같은 추가 로직으로 묶는 것이다[1]. 결

과 분석도 출력결과 분석기(ORA : Output Response Analyzer) 

등을 통해 칩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2]. 이와 같은 방법을 

내장된 자체 테스트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BIST가 가중되는 회로

의 복잡도와 집적도에 기인한 테스트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해결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3]. 만일 256개의 의사 무작위 패턴이 가

해졌을 때, 66개의 결정 패턴만을 가하면 고장 검출률 100%를 

보장할 수 있다.

낙뢰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에 뇌격전류가 유입되며, 그 지점을 

중심으로 근방의 전위가 상승하게 된다. 접지시스템은 낙뢰에 의

해 발생된 이상전압, 전류를 대지로 방류하여 전위상승을 억제하

게 된다. 건축물의 첨단화, 고성능 기기들의 발달로 인하여 낙뢰

로 인한 피해 범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및 전자기기

들의 정밀화 및 대중화로 이상전압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자장비 및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상전압에 대한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

다. 그러나 현재의 접지 시스템은 일반적인 메쉬 접지 설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성을 중시한 천공 방식의 접

지시스템은 비용적인 부담이 큰 편이다. 접지시스템은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접지시스템이 필요하다[1]-[2]. 

접지는 전기 관련 설비기기(전기, 전자, 통신기기 또는 설비)들

과 대지 사이에 확실한 전기적 접속을 실현하려는 기술로 전기 

관련 설비기기에 부속된 금속 등의 도전성 물체를 대지와 전기적

으로 접속하여 접지된 설비와 대지를 등전위화 시키거나 전위차

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3]-[5].

현재 접지분야에서 많이 시공되는 있는 접지 전극은 일반접지

봉으로서 다양한 크기와 재료의 모델이 있고, 재료비도 저렴한 

편이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접지봉은 시공 면적이 

넓고, 대지 저항률이 낮은 지역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발휘하며, 

접지봉의 추가 시공이 용이하고 타 접지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좋

은 장점이 있다. 단점은 대지저항률이 높은 지역이나 암반 지역

에서는 시공시 접지봉이 부러지거나 구부러져 시공이 매우 어렵

고, 아주 많은 수의 접지봉이 사용되며, 접지 성능도 크게 저하된

다. 또한 뇌서지와 같은 강한 전류에 대해 접지봉이 쉽게 파괴되

며, 부식에 의한 접지봉의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접지의 수

명이 매우 짧다. 그리고 계절적 기후적 영향과 같은 외부 환경요

인에 의해 접지저항의 변화가 심한 단점이 있다. 일반접지봉이 

지닌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접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 조건

에 맞는 확실한 접지 설계와 다른 접지체와의 연계 사용을 통해 



Trans. KIEE. Vol. 65, No. 9, SEP, 2016

다중방전 경로를 이용한 편상접지체의 접지저항 및 전류특성              1565

일반 접지봉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6].

일반 접지봉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지니며, 기본구조는 본체, 

슬리브, 리드선으로 구성된다. 일반접지봉은 단순한 강봉에 동피

막을 입히고 나동선을 슬리브 접속하여 사용한다. 일반접지봉의 

종류로는 순동의 구리봉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순동봉이나 강철

봉에 구리를 도금한 동도금강봉 혹은 강철봉에 동 피막을 입힌 

동피복 강봉 등이 있다[7].

접지체는 지상에 노출되지 않고 땅속에 묻히므로 지상에서의 

접지재료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한번 설치되면 보강이 불가능

하므로 설치되는 설비의 사용 전력과 지락사고 발생시 지락전류

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접지체의 재료와 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8].

본 연구에서는 전력계통, 신호 통신계통 등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압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 방전 경로

를 가지고 있는 편상접지체를 제안하여 접지저항 및 전류특성을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2. 편상접지체의 제안 및 방전실험

2.1 접지체 제작

본 접지체는 전력계통에 적용되는 접지전극의 접지저항 감소

효과와 더불어 방전 특성 개선을 위한 편상형 다중 방전경로를 

이용한 낙뢰 전류 방전 기술을 적용하였다. 뇌격 시 발생되는 이

상전류가 접지전극을 통해 방전되는 전류를 기존의 접지전극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제안한 접지체의 제원

과 개략도를 표 1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표    1 편상접지체의 제원 

Table 1 Details of Planar Earth Structure

명칭 크기(mm) 재질 수량

내관 7.94 × 1500L × 2t 구리 1

외관 13.8 × 1500L × 2t STS 1

침전극 2 × 10L STS 20

평판전극 20 × 1000L × 1.5t STS 4

지지대 20 × 45L × 2t STS 8

볼트/너트 8 × 20 절연제 8

평와샤 8 절연제 8

 

그림 1 제안한 편상접지구조체의 개략도

Fig. 1 Schematic Diagram of Proposed Planar Earth Structure 

편상접지체는 그림2와 같이 일자형 봉에 직사각형의 편전 극

이 사방으로 4개가 설치되고, 침전극이 사방으로 4개씩 5개의 층

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전극은 일자형 봉에 연결된 지지대와 절

연체(평와샤와 볼트/너트 조합)로 결합되어 전기적으로 분리된 

구조이다. 

그림 2 제안한 편상접지 구조체의 구조 및 치수

Fig. 2 Structure and Dimension for Proposed Planar Earth 

Structure

2.2 편상접지체의 다중 방전경로

접지봉은 대지와 연결되므로 접지봉으로부터 방사선 모양으로 

대지의 저항력을 측정하면 접지봉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기하급

수적으로 감소함. 대지 속의 봉의 길이가 1.1배 되었을 때 저항

력의 변화는 무시할 만큼 적어지고 실제적으로 접지봉 길이의 

95%±2 % 정도에서 대지와 연결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저항구

역이 정해진다.

편상접지봉은 일자형 접지봉의 본체에 침을 부착하여 접지전

극으로 사용한 것으로써, 접지봉과 같은 전극에 침과 같은 뾰족

한 물체를 부착할 경우 접촉저항이 크면 뾰족한 부분에 높은 전

압이 걸리게 되고 전위경도가 높게 되어 낮은 전압에서도 지중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뇌격전류가 지중으로 방류되는 순간의 플라즈마에 의한 방전

으로 유입된 에너지를 소호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대지전위상승

이 억제되어 각종 전력기기 및 통신설비 등을 보호할 수 있으므

로, 궁극적으로 이에 의해 전력계통의 종합적인 신뢰도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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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전전류 시험

Fig. 5 Experiment for Discharge Current

 그림 6 뇌격 전류 파형(8/20과 10/350 [ ] )

 Fig. 6 Lightning Stroke Currents(8/20과 10/350 [ ])

기여한다.

편상접지체는 그림 3과 같이 저항과 콘덴서의 구성으로 등가

화 할 수 있고, 낙뢰에 의한 대전류가 인가될 경우 구조적 특성

에 의해 임피던스가 작아져 다른 형태의 접지봉에 비해 방전개시 

전압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그림 3 제안한 편상접지체의 등가회로

Fig. 3 Equivalent Circuit of Proposed Planar Earth Structure

편상접지체는 침전극과 편전극 구조로 되어있어 구조적으로 

그림 4와 같이 다수의 방전경로 즉, 낙뢰전류를 소호할 수 있는 

다수의 갭이 존재한다. 일자형 봉과 편전극 사이에는 절연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두 전극 사이에는 절연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두 

전극 사이에는 갭(GAP)이 형성되고 형성된 방전갭(Gap_a1∼an)

은 1차적으로 방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침전극과 편전극 사이

에서도 갭(GAP)이 형성되며 봉과 편전극 사이의 갭(GAP)과는 위

치적으로 다른 방전갭(Gap_b1∼bn)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갭을 통해서 2차적으로 방전이 발생하여 다수의 방전 경로를 형

성한다.

그림 4 제안한 편상접지체의 방전경로

Fig. 4 Discharge Paths of Proposed Planar Earth Structure

2.3 실 험

실험은 Impulse Current Test System(Haefely 사) 장비를 사

용하여 그림 5와 같이 제품의 양단에 전선을 연결한 후 그림 6

의 10/350 [㎲] 파형의 100[kA]의 전류를 시료 양단에 정극성으

로 인가하였다. 

전류를 인가할 때, 인가하는 전류를 측정하고 전류 인가 후 측

정되는 방전전류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전위강하법을 이용

하여 시공되어진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된 접지 저항값과 비교하였다. 

편상접지체의 방전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편상접지체의 

방전되는 전류의 양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방전되는 양

의 정확성을 위하여 편상접지체의 재질인 스테인리스 재질로 비

교군의 재질을 동일하게 하였다. 실험조건과 재질을 동일하게 하

여 형태 변화에 따른 방전되는 전류의 양을 비교하였다. 그림 7

에서 (a) 모델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작하였고 (b)와 (c)는 

방전되는 전율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 모델로써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접지봉 모델을 근거로 제작하였다. (b)모델은 (a) 모델에서 

침전극을 제거된 형태, (c) 모델은 기술이 적용된 모델에서 편전

극이 제거된 형태로 각각 제작하였다.

2.4 접지저항 시뮬레이션

접지저항 측정은 현장에서 접지체를 통한 실측 방법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상되는 접지저항 값을 확인할 수 있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접지전문 컨설팅 회사인 캐나다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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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술적용 모델

(a) Model with the suggested scheme applied

(b) 비교 모델 1

(b) Comparison model 1

(c) 비교 모델 2

(b) Comparison model 2

그림 7 방전전류시험 시료

Fig. 7 Discharge Current Test Samples

10m

10m

그림 8 접지시스템 시뮬레이션 설계

Fig. 8 Design Domain for Ground System Simulation

표    2 접지시스템 시뮬레이션 적용 조건

Table 2 Conditions for Ground System Simulation

Mesh 10 x 10 [m]

도체 반경 0.06 [m]

매설 깊이 0.2 [m]

대지저항률 1,000 1,300 [Ω m]

그림 9 방전실험을 위한 입력파형

Fig. 9 Input Waveform for Discharge Current Test

표    3 방전전류 실험결과

Table 3 Test Results of Discharge Current

실험방법 시료 극성
방전 전류 

[kA]

- 인가파형 : 10/350 [ ], 100

[kA]

- 실제 측정 전류 : 103.45 [kA]

- 시험모드 : 시료양단

- 인가극성 : 정극성

- 인가횟수 : 각 1회

기술적용 

모델
+ 42.01

비교 모델 

1
+ 39.63

비교 모델 

2
+ 38.42

(Safe Engineering Service & Technologies)社에서 개발한 

CDEGS(Current Distribution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Grounding & soil structure analysis)를 활용하였다. CDEGS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평 2 지층으로 모델링된 토양을 기준으로 

같은 수량의 편상접지체를 설계하였을 경우와 실제 시공 후 측정

하여 나타나는 저항 값을 비교하였다[10].

 CDEGS프로그램 모듈로 고장전류 1 [kA]로 설정하여 계산한 

접지저항 값과 실제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을 측정하였고, 그림 8

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위한 메쉬 구조를 설계하여 표 2와 같은 

동일한 조건일 때의 접지저항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림 8은 접

지저항 시뮬레이션을 위한 해석 영역을 나타낸다.

3. 실험결과 및 검토

3.1 방전전류 실험

낙뢰로부터 전기설비의 보호를 위한 다중 방전경로 방전 기술

을 이용한 편상접지체는 크게 기기의 보호를 위한 보호효율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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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공장비를 이용한 천공 

(a) Boring using boring equipment

(b) 편상접지체 매설

(b) Laying of ground rod

그림 11 편상접지체 시공

Fig. 11 Construction of Planar Ground Rod

(a) 제안한 모델

(a) Proposed Model

(b) 비교 모델 1

(b) Comparison model 1

(c) 비교 모델 2

(c) Comparison model 2

그림 10 방전전류시험에서 측정파형

Fig. 10 Measured Waveforms for Discharge Current Test

제성에 중점을 두었다. 전류의 방전, 접지저항에 대하여 각각 실

험하였다.

시료의 대상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

였으며, 표 3에서와 같이 기술이 적용된 모델에서 10/350 [㎲] 

파형의 임펄스 전류 103.45 [kA]를 인가하였을 때 방류되는 전류

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는 인가 입력파형이고 그림 

10은 방전전류 측정결과이다.

방전시험에서 방류되는 전류가 많다는 것은 낙뢰가 발생하였

을 때 접지시스템보에서 이상전류를 더 많이 대지로 방류함을 의

미한다. 이는 낙뢰로 인하여 발생된 이상전류가 접지시스템의 접

지전극을 통하여 대지로 방류되면서 기기 및 인명으로 흘러 들어

갈 수 있는 이상전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접지저항의 정확한 성능분석을 위해서 

접지시스템을 현장에 시공하여 접지저항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

상의 오류를 막기 위해 IEEE에서 권고한 전위강하법 측정방법으

로 접지시스템에 대한 접지저항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측정 장

비는 IEEE, NEC 규정을 만족하는 접지저항 측정기 C.A6462 

EARTH & RESISTIVITY TESTER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서로 

다른 곳에 매설된 두 곳을 측정하여 나타나는 저항 값을 비교하

였다.

3.2 접지저항 측정 실험

3.2.1 편상접지체 시공

접지체 시공은 시뮬레이션에서 적용된 대지 저항률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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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토양에서 시공하였다. 시공 방법은 천공장비를 이용한 보

링접지공사 방식을 적용하여 그림 11에서와 같이 보링접지 시공

시 접지체를 매설하기 위하여 천공 장비를 이용하여 지름 150 

[mm] 이상으로 15 [m] 깊이로 천공한 후 편상접지체를 천공된 

구멍에 넣고 접지 저감제를 채워 시공을 완료하였다.

3.2.2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은 전위강하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림 12와 같

은 접지저항 값이 측정되었다 [10].

(a) 전체장면                 (b) 확대장면

 (a) Full shot                (b) Zoom shot 

그림 12 접지저항 측정 값

Fig. 12 Ground resistance measurement

편상접지체를 시공 후 측정 한 저항 값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접지저항 값을 비교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접지저항 값

Table 4 Value of ground resistance

구분 시뮬레이션값 실측값

접지저항[Ω] 27.128 28.2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중 방전경로 방전 기술을 이용

한 편상접지체가 비교 시료에 비하여 방전되는 양이 많고 접지시

스템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오차 범위 내 근접한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낙뢰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전류에 의해 접지시

스템의 접지저항 및 전류의 방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접지시스템

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접지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

지체 형태와 다중 방전 경로를 적용한 제안한 접지체를 유사 접

지체와 비교하였다.

낙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지로 방류되는 전류의 양이 적으

면 상대적으로 전위의 상승과 기기로의 유입되는 전류의 양이 많

아 이상전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접지시스템은 대지로 방전시키는 

전류의 양이 많을수록 효과적이 접지라보았다. 낙뢰 임펄스 모의

실험으로 유사 접지체와의 비교실험에서 근소하게 편상접지체가 

효과적으로 임펄스 전류를 방전시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지 

저항률이 좋지 않은 토양(대지저항률 1,000∼1,300 [Ω·m])에서 

편상접지체를 적용하였을 때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접지저항 값과 

실제 시공하여 얻은 접지저항 값이 거의 같게 나온 결과로 편상

접지체가 접지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적 고찰을 바탕으로 접지시스템별 설계와 현장에

서의 접지시스템 선택 및 시공 시 활용될 수 있으며 고주파 노

이즈 및 각종 이상전류에 대한 접지시스템측면에서 보호대책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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