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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364의 접지방식에 기반한 안전성 평가 시험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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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접지방식은 2021년부터 IEC 60364에서 제시하는 접지방식을 새롭게 채택하고 있다. 이 접지방식은 인체
접촉사고 발생 시, 접촉전압과 통과전류에 대한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인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나 대한전기협회에서 IEC 60364의 접지방식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을 부분적으
로 수행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가 미흡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EC 60364의 접지방식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모델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장치를 구현한다. 즉, 전력계통 상용해석 프로그램인 PSCAD/EMTDC를 이용하여, 계통 전원부, 접지방식별 시험장
치부, 보조장치부로 구성된 안전성 평가 시험장치의 모델링을 제시하고, 계통전원부, TT접지방식 시험장치부, TN-S접지
방식 시험장치부, 모니터링부로 구성된 안전성 평가 시험장치를 구현한다. 상기의 모델링과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TT접
지방식과 TN-S접지방식의 인체 안전성 특성을 분석한 결과, TT접지방식의 경우 고장점 임피던스가 0[Ω], 10[Ω], 100
[Ω]에서 인체 통과전류는 각각 104[mA], 87.4[mA], 35.5[mA]가 산정되었고, TN-S접지방식의 경우 54.9[mA], 
4.1[mA], 0.4[mA]가 산정됨에 따라, TN-S접지방식이 TT접지방식에 비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가 우수함을 알 수 있고,
저압수용가에서 사용 중인 TT 접지방식에서 TN-S 접지방식으로 전환하면 감전에 대한 보호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A novel grounding system, which is presented in IEC 60364, has been adopted since 2021. A
safety evaluation for the human body on the grounding system is required due to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touch voltage and current passing when the human body experiences an electric 
shock. The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KESCO) and Korea Electric Association (KEA) have been
conducting a safety technical education on the grounding system.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instruct the electrical safety manager because of a lack of safety evaluations for the test equipment on
the grounding system. Therefore, this paper modeled and implemented a test device for a safety evaluation
depending on the grounding system of IEC 60364. Namely, this paper presents the modeling of the test 
device for a safety evaluation using PSCAD/EMTDC S/W, which is composed of an AC grid section, s test 
device section on the grounding system, and a sub-device section. This paper implemented a test device
for safety evaluation, which consisted of an AC grid section, TT grounding system section, TN-S grounding 
system section, and monitoring section. From the simulation and test results with the safety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body in the TT and TN-S grounding system, when the fault impedances are 0[Ω], 10[Ω], 
and 100[Ω], the currents passing through the human body in the TT grounding system are 104[mA], 
87.4[mA], and 35.5[mA], respectively. The corresponding currents in the TN-S grounding system are 
54.9[mA], 4.1[mA], and 0.4[mA],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the protection performance for an 
electric shock to the human body in the TN-S system is better than the TT system. This can be improved
when the existing grounding system is changed from the TT system to the T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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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에 설치된 저압 전기설비는 접지종별에 따라 접지
저항을 기준 값 이하로 제한하여 설치하고 있지만, 인체 
및 전기기기 보호수준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접지방식
은 2021년부터 IEC 60364에서 제시하는 접지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1-3]. 여기서, IEC 60364 접지방식은 설비
의 노출 전도성 부분과 보호도체의 접속방식에 따라, TT 
접지방식, TN 접지방식, IT 접지방식으로 분류된다. 이
러한 접지방식에 따라 인체접촉사고 발생 시, 접촉전압과 
통과전류에 대한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인체
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4-8]. 또한, 한국
전기안전공사나 대한전기협회에서 IEC 60364의 접지방
식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치가 미흡하
여,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EC 60364의 접지방식별 안
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모델링 하고, 이
를 바탕으로 안전성 평가 시험장치를 구현한다. 먼저, 전
력계통 상용해석 프로그램인 PSCAD/EMTDC를 이용하
여, 계통 전원부, 접지방식별 시험장치부, 보조장치부로 
구성된 안전성 평가 시험장치의 모델링을 제시한다. 여기
서, 계통 전원부는 수변전실과 분전반으로, 접지방식별 
시험장치부는 접지저항 모의요소와 인체저항 모의요소
로, 보조장치부는 선로 임피던스, 보호도체 임피던스로 
구성한다. 상기의 모델링에 의한 특성을 바탕으로  계통
전원부, TT접지방식 시험장치부, TN-S접지방식 시험장
치부, 모니터링부로 구성된 안전성 평가 시험장치를 구현
한다. 여기서, 계통전원부는 수용가의 구내 배전계통을 
축소하여 모의하고, TT 접지방식 및 TN-S 접지방식 시
험장치부는 접지방식별 회로계통으로 구성하고, 모니터
링부는 선로 임피던스 및 각 접지극의 저항 값을 설정하
거나, 사고전류 및 인체 통과전류를 측정한다. 상기의 모
델링과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TT접지방식과 TN-S접지
방식의 인체 안전성 특성을 분석한 결과, TN-S 접지방식
이 TT접지방식에 비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가 우수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저압수용가에서 사용 중인 TT 접지
방식에서 TN-S 접지방식으로 전환하면 감전에 대한 보
호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안전성 평가 모델링과 시험장치의 유용
성을 확인하였다.

2. 접지방식에 따른 인체안전특성

2.1 접지방식의 특성
IEC 60364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지방식은 설비의 노

출 전도성 부분과 보호도체의 접속방식에 따라, TT 접지
방식, TN 접지방식, IT 접지방식으로 분류된다. 먼저,  
TT 접지는 Fig. 1과 같이 한 점을 직접접지 하고, 설비의 
노출 전도성 부분은 전력계통의 접지극과 전기적으로 독
립한 접지극으로 접속한다. 여기서, Fig. 1(a)와 같이 설
비 전체에서 별도의 중성선이 있는 계통과, Fig. 1(b)와 
같이 설비 전체에서 접지된 중성선이 없는 경우, 설비 내
에서 PE의 추가 접지가 가능하다.

        (a) with neutral-line         (b) without neutral-line 

Fig. 1. Configuration of TT grounding system

또한, TN 접지는 Fig. 2와 같이 TN-S, TN-C, 
TN-C-S로 분류된다. 여기서, TN-S 접지는 Fig. 2(a)와 
같이 계통 전체에 대해 별도의 보호도체를 사용하고, 
TN-C 접지는 Fig. 2(b)와 같이 계통 전체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하나의 도체로 사용하며, TN-C-S은 Fig. 
2(c)와 같이 계통의 일부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
을 단일 도체로 결합한 계통이다.

            (a) TN-S                       (b) TN-C

(c) TN-C-S 
Fig. 2. Configuration of TN groun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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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ponse curve of human body with current
passing

한편, IT 접지는 Fig. 3과 같이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
부터 절연시키거나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대지에 접속시
키는 방식이다. 여기서, Fig. 3(a)와 같이 설비 전체에서 
별도의 중성선이 있는 계통의 경우와, Fig. 3(b)와 같이 
설비 전체에서 접지된 중성선이 없는 경우, 설비 내에서 
PE의 추가 접지가 가능하다. 

       (a) with neutral-line          (b) without neutral-line

Fig. 3. Configuration of IT grounding system

상기의 접지방식의 특성에 따라, TT접지방식의 경우, 
차단장치의 오동작으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TN 접지방식은 사고전류가 큰 특징이 있으므로, 접
지방식에 따른 안전성 평가가 요구된다. 한편, IT 접지방
식은 저압 설비에서 적용된 사례가 적어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2.2 감전 사고시 인체통과 전류에 따른 안전특성
국제전기위원회(IEC)에서 제시한 인체통과전류에 따

른 인체의 반응 곡선은 Fig.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통전시간과 인체통과전류의 크기에 따른 인체반응은 AC 
1 ~ AC 4의 구간으로 구분된다[9]. 여기서, AC 1은 전
류를 감지할 수 있지만, 인체에 생리학적 영향이 없는 구
간이고, AC 2는 감지 및 비자의적인 근육수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해한 전기 생리학적 영향은 없
는 구간이다. 한편, AC 3은 강한 비자의적인 근육수축, 

호흡곤란, 회복 가능한 심장기능의 장애, 마비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구간이며, AC 4는 심장마비, 호흡정지, 화상, 
세포의 손상 등의 병리생리학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
는 구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1절의 접지방식과 Fig. 4의 
인체 반응곡선을 기반으로 인체를 통과하는 사고전류와 
인체 접촉전압을 분석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용 시험장
치를 모델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장치를 구현한다.

3. PSCAD/EMTDC에 의한 접지방식별 
안전성 시험장치 모델링

3.1 계통 전원부 모델링
수변전실과 분전반으로 구성된 계통 전원부를 모델링

하면 Fig.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수변전실은 
MOF반, ∆-결선방식의 주변압기로 구성하고, 분전
반은 누전차단기(ELB)와 전류계, 접지방식 전환용 스위
치(MC)로 구성한다.

Fig. 5. Modeling of distribution system

3.2 접지방식별 시험장치부 모델링
접지방식별 시험장치부는 Fig. 6과 같이 접지 저항 모

의요소와 인체저항 모의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서, 접지저
항 모의요소는 Fig. 6(a)와 같이 ~ 저항으로 분
류하며, 는 2종 접지 저항 값을 나타내고, 는 3
종 접지저항 값, 는 철골 및 수도관 접지저항 값으로 
상정한다. 또한, TT 접지방식은 접지 단자부의 접지극을 
분리하고, TN-S 접지방식은 접지 단자부의 접지극을 통
합하여 결선한다. 한편, 인체저항 모의요소는 Fig. 6(b)
와 같이 기기 외함, 대지저항(), 인체저항()으로 구
성한다. 여기서, 기기 외함의 임피던스()는 완전 지락
사고(직접접촉)와 부분 지락사고(간접접촉)를 상정하여 
산정하며, 대지저항 및 인체저항은 IEC 61200-413과 
IEC 60479-1에 따라 산정한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6호, 2021

602

(a) element of grounding resistance

(b) element of human body resistance

Fig. 6. Modeling of test device with grounding system

3.3 전체 시험장치 모델링
상기에서 제시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안전성 시험장치

의 전체 모델링은 Fig. 7과 같이 계통전원부, 접지방식별 
시험장치부, 보조장치부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보조
장치부는 선로 임피던스(~ ), 보호도체 임피던스
(, , )로 구성된다.

Fig. 7. Modeling of entire system

4. 접지방식별 안전성 시험장치의 구현

4.1 계통 전원부
접지 방식별 안전성 시험장치는 Fig. 8과 같이 수배전

반과 분전반으로 구성되며, 수용가의 구내 배전계통을 축
소하여 모의한다. 여기서, 수배전반은 변압기(∆-)와 
사고전류 측정용 누설전류계로 구성되고, 분전반은 
30mA용 누전차단기와 전류계로 구성되는데, 고장전류, 
인체 통과전류, 보호도체의 전류를 측정한다. 

Fig. 8. Configuration of distribution system

4.2 TT 접지방식 시험장치부
TT접지방식에 의한 시험장치부는 Fig. 9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접지저항 모의요소, 인
체저항 모의요소로 구성되며, 분전함에서 분기되는 보호
도체와 전기기기의 외함, 수도관 및 피뢰침을 각각 단독
접지 형태로 구성한다. 또한, 시험장치부의 회로도는 
Fig. 10(a)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전압이 인가되면 
Fig. 10(b)와 같이 등가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인체대상기기 A에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고장전류()는 
접지저항 모의요소 측 전류()와 인체저항 모의요소 측 
전류()로 각각 분류되어 흐른다. 

Fig. 9. Test device for TT groun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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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rcuit for test device

(b) equivalent circuit

Fig. 10. Circuit of test device for TT grounding system

상기에서 제시한 등가회로도를 바탕으로, 고장전류를 
구하기 위한 합성 임피던스()는 Eq. (1)과 같이 산정되
며, 고장전류는 Eq. (2)와 같이 선로공급전압을 합성임피
던스로 나누어 산정된다. 또한, 인체 통과전류( )는 Eq. 
(3)과 같이 임피던스의 분담비를 통해 비율적으로 적용하
여 산정된다. 한편, 인체 접촉전압( )은 Eq. (4)와 같이 
인체저항과 인체에 통과하는 전류를 곱하여 산정된다.

        

  ×     (1)

 

      

  ×   


A (2)

      

   
× A (3)

   × V  (4)

여기서, : 합성임피던스[Ω],  , : 선로 임피던스[Ω], 
: 기기 외함 임피던스[Ω],  , : 보호도체 임피던스
[Ω], : 대지저항[Ω], : 인체저항[Ω],  : 고장전류
[A],  : 인체 통과전류[A],  : 인체 접촉전압[V]

4.3 TN-S 접지방식 시험장치부
TN-S 접지방식에 의한 시험장치부는 Fig.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접지저항 모의요소, 
인체저항 모의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접지저항 모의요소
에 공통접지바를 연결하여, 접지계통의 회로가 등전위 본
딩이 되도록 구성된다. 또한, 시험장치부의 회로도는 
Fig. 12(a)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Fig. 12(b)와 같이 
등가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인체대상기기 A에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고장전류()는 접지저항 모의요소 
측 전류()와 인체 통과전류()로 각각 분류되어 흐른다. 

Fig. 11. Configuration of test device for TN-S 
grounding system

(a) circuit for test device

(b) equivalent circuit
Fig. 12. Circuit of test device for TN-S groun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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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ntire configuration of test device

상기에서 제시한 등가회로도를 바탕으로, 고장전류를 
구하기 위한 합성 임피던스()는 Eq. (5)와 같이 산정되
며, 고장전류는 Eq. (6)와 같이 선로공급전압을 합성 임
피던스로 나누어 산정된다. 또한, 인체 통과전류( )는 
Eq. (7)과 같이 임피던스의 분담비를 통해 비율적으로 적
용하여 산정된다. 한편, 인체 접촉전압( )은 Eq. (8)과 
같이 인체저항과 인체로 통과하는 전류를 곱하여 산정된다.

      

  × 
 (5)

 
   

  × 


A (6)

  

  
× A (7)

   × V  (8)

여기서,  : 합성 임피던스[Ω],  , : 선로 임피던스
[Ω], : 기기 외함 임피던스[Ω],  , : 보호도체 임피
던스[Ω], : 대지저항[Ω], : 인체저항[Ω],  : 고장전
류[A],  : 인체 통과전류[A],  : 인체 접촉전압[V]

4.4 전체시스템 구현
상기에서 제시한 구성을 바탕으로, 안전성 시험장치의 

전체 시스템을 구현하면 Fig. 13과 같이 계통전원부, TT
접지방식 시험장치부, TN-S접지방식 시험장치부, 모니
터링부로 구성된다. 여기서, Fig. 13의 A section은 계
통전원부를 나타내고, B section은 접지방식별 시험장치
부(TT, TN-S), C section은 모니터링부를 나타낸다. 여
기서, 모니터링부는 선로 임피던스 및 각 접지극의 저항 
값을 설정하거나, 사고전류 및 인체 통과전류를 측정한다.

5. 시뮬레이션 및 시험 결과 분석

5.1 시뮬레이션 및 시험조건
접지방식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및 시험조건은 Fig. 14와 같이 변압기에서 분전반과의 
거리를 10m, 분전반에서 인체감전 대상기기 까지의 거
리는 20m, 대상기기에서 접지단자부까지의 거리는 30m
로 상정한다. 또한, 각 구성부의 임피던스는 Table 1과 
같고, 케이블의 저항 값은 제조사의 규격을 참고하여 
3.08(Ω/Km)를 적용한다. 한편, 접지저항 모의요소는 저
항 ~로 분류하며, 저항 는 2종 접지 저항 값
인 2[Ω], 저항 는 3종 접지 저항 값인 100[Ω], 저항 
는 철골 및 수도관 접지 저항 값인 3[Ω]으로 상정한
다. 또한, 인체저항 모의요소의 경우 대지저항()과 인
체저항()은 각각 1000[Ω]을 적용하고 고장점 임피던
스()는 기기의 직접접촉 또는 간접접촉에 의해 발생되
는 사고를 고려하여 0[Ω], 10[Ω], 100[Ω]으로 상정한다. 

Fig. 14. Concept for simulation and test device

items contents
line impedances

( ,  ,  ,  ,  ,  )
0.031(10m/line)

impedances of PE conductor
( ,  ,  )

0.031(10m/line)

element of 
grounding 
resistance

 2[Ω]

 100[Ω]

 3[Ω]

element of 
human body 

resistance

grounding resistance
( )

1000[Ω]

resistance of human body
() 

1000[Ω]

fault impedances 
( )

0[Ω],10[Ω],
100[Ω]

Table 1. Simulation and tes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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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델링에 의한 접지방식별 안전성 특성분석
5.2.1 TT 접지방식의 특성 
Fig. 14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조건을 바탕으로 인

체감전 대상기기(A)의 고장점 임피던스()가 0[Ω], 10[Ω], 
100[Ω]인 경우, 인체 통과전류는 Fig. 15(a), 15(b), 
15(c)와 같이, 각각 104[mA], 87.4[mA], 35.5[mA]가 
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0[Ω]인 경우의 인체 통과
전류는 Fig. 4의 AC-3 구간에 적용되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10[Ω]과, 100[Ω]은 
AC-2구간에 적용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유해한 전기 생리학적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a) 0[Ω]

(b) 10[Ω]

(c) 100[Ω]

Fig. 15. Current passing through human body in TT 
grounding system

한편, 고장점 임피던스()가 0[Ω], 10[Ω], 100[Ω]
인 경우, 인체 접촉전압은 Fig. 16(a), 16(b), 16(c)와 같
이 각각 107.5[V], 97.5[V], 53.0[V]로 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장점 임피던스()가 0[Ω], 10[Ω], 
100[Ω]인 경우, 접촉전압이 50[V]이상이 되어 IEC 
60479에서 요구하는 접촉전압을 초과함으로 인체에 악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a) 0[Ω]

(b) 10[Ω]

(c) 100[Ω]

Fig. 16. Touch voltage of human body in TT grounding 
system

5.2.2 TN-S 접지방식의 특성 
Fig. 14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조건을 바탕으로 인체

감전 대상기기(A)의 고장점 임피던스()가 0[Ω], 10
[Ω], 100[Ω]인 경우, 인체 통과전류는 Fig. 17(a), 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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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c)와 같이 각각 54.9[mA], 4.1[mA], 0.4[mA]가 산정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0[Ω]인 경우 인체 통과전류는 
Fig. 4의 AC-2 구간에 적용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10[Ω]과 100[Ω]의 인체 통과전류는 
AC-1구간에 적용되어, 인체에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a) 0[Ω]

(b) 10[Ω]

(c) 100[Ω]

Fig. 17. Current passing through human body in 
TN-S grounding system

한편, 고장점 임피던스()가 0[Ω], 10[Ω], 100[Ω]
인 경우, 인체 접촉전압은 Fig. 18(a), 18(b), 18(c)과 같
이 각각 54.9[V], 1.0[V], 0.1[V]로 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장점 임피던스(RF)가 0[Ω]인 경우, 접촉전압이 
50[V]이상이 되어 IEC 60479에서 요구하는 접촉전압을 
초과함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a) 0[Ω]

(b) 10[Ω]

(c) 100[Ω]

Fig. 18. Touch voltage of human body in TN-S 
grounding system

5.3 시험장치에 의한 접지방식별 안전성 특성분석
5.3.1 TT 접지방식의 특성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험장치 및 시험조건을 바탕으로 

인체 대상기기(A)의 고장점 임피던스()가 0[Ω], 10
[Ω], 100[Ω]인 경우, 사고전류는 Fig. 19와 같이 선로 
임피던스 과 를 통과하여 인체 대상기기(A)로 흐르
고, 외함 접지선(PE)을 통해 접지극(, )으로 유입
되는 전류와 인체 대상기기(A)에 접촉한 인체를 통과한 
후 접지극()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체 
통과전류를 구하면 Table 2와 같이 각각 107.4[mA], 
97.5[mA], 53.4[mA]가 산정됨을 알 수 있다.



IEC 60364의 접지방식에 기반한 안전성 평가 시험장치의 모델링 및 구현에 관한 연구

607

Fig. 19. Configuration of fault current flow in TT 
grounding system

impedances at 
fault point

( ) 

fault current
( )

current passing through 
human body

( )

0[Ω] 2.26[A] 107.4[mA]

10[Ω] 2.05[A] 97.5[mA]

100[Ω] 1.11[A] 53.4[mA]

Table 2. Current passing through human body in TT 
grounding system

한편, 고장점 임피던스()가 0[Ω], 10[Ω], 100[Ω]
인 경우, 인체 접촉전압은 Table 3와 같이, 109.1[V], 
90.2[V], 35.3[V]로 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장
점 임피던스()가 0[Ω], 10[Ω],인 경우, 접촉전압이 
50[V]이상이 되어 IEC 60479에서 요구하는 접촉전압을 
초과함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impedances at fault 
point
( ) 

fault current
( )

touch voltage
()

0[Ω] 2.26[A] 107.5[V]

10[Ω] 2.05[A] 97.5[V]

100[Ω] 1.11[A] 53.4[V]

Table 3. Touch voltage of human body in TT 
grounding system

5.3.2 TN-S 접지방식의 특성 
TN-S 접지방식에서 인체 대상기기(A)의 고장점 임피

던스()가 0[Ω], 10[Ω], 100[Ω]인 경우, 사고전류는 
Fig. 20과 같이 선로 임피던스 과 를 통과하여 인체

대상기기(A)로 흐르고, 외함 접지선(PE)을 통해 접지극
(, )으로 유입되는 전류와 인체대상기기(A)에 접
촉한 인체를 통과한 후 접지극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인체 통과전류를 구하면 Table 4와 같이 각각 
54.9[mA], 1[mA], 0.1[mA]가 산정됨을 알 수 있다. 

Fig. 20. Configuration of fault current flow in TN-S
grounding system

impedances at 
fault point

( ) 

fault current
( )

current passing through 
human body

( )

0[Ω] 1182.8[A] 54.9[mA]

10[Ω] 21.6[A] 1.0[mA]

100[Ω] 2.2[A] 0.1[mA]

Table 4. Current passing through human body in 
TN-S grounding system

한편, 고장점 임피던스()가 0[Ω], 10[Ω], 100[Ω]
인 경우, 인체 접촉전압은 Table 5와 같이, 54.9[V], 
1.0[V], 0.1[V]로 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장점 
임피던스()가 0[Ω]인 경우, 접촉전압이 50[V]이상이 
되어 IEC 60479에서 요구하는 접촉전압을 초과함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impedances at fault 
point
( ) 

fault current
( )

touch voltage
()

0[Ω] 1182.8[A] 54.9[V]
10[Ω] 21.60[A] 1.0[V]
100[Ω] 2.20[A] 0.1[V]

Table 5. Touch voltage of human body at TN-S 
groun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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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종합분석
상기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험장치의 결과를 분석하

면 Table 6과 같이 거의 동일한 값을 산정 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링과 시험장치의 유효성을 알 
수 있었다. 

impedances at fault point
( ) 

simulation 
results

test 
results

current passing 
through human 

body
( )

TT

0[Ω] 107.5[mA] 107.4[mA]

10[Ω] 97.5[mA] 97.5[mA]
100[Ω] 53.0[mA] 53.4[mA]

TN-S

0[Ω] 54.9[mA] 54.9[mA] 

10[Ω] 1.0[mA] 1.0[mA] 
100[Ω] 0.1[mA] 0.1[mA] 

touch voltage
()

TT

0[Ω] 107.5[V] 107.5[V] 

10[Ω] 97.5[V] 97.5[V] 
100[Ω] 53.0[V] 53.4[V] 

TN-S

0[Ω] 54.9[V] 54.9[V] 

10[Ω] 1.0[V] 1.0[V]
100[Ω] 0.1[V] 0.1[V]

Table 6. Characteristics of current passing through 
human body and touch voltage in 
grounding system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IEC 60364의 접지방식에 기반한 안전
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계통 상용해석 프로그램인 
PSCAD/EMTDC에 의한 모델링을 제시하고 안전성 평
가 시험장치를 구현하여, 접지방식별 사고전류와 인체에 
통과하는 전류 및 접촉전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링 및 시험장치를 바탕으
로 인체 통과전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TT 접지방식의 경우 인체통과전류가 매우 높아 
감전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TN-S 접지방식의 경우, 인체 접촉전압은 50[V] 
이상의 전위차가 발생되어, IEC 60479에서 요구
하는 최대 허용접촉전압인 50[V]를 초과함을 알 
수 있었다.

(3) TN-S 접지방식에서는 인체 통과전류가 작아 사고 

발생 시에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TN-S 접지방식이 TT 접지방식에 
비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
고, 저압수용가에서 사용 중인 TT 접지방식에서 
TN 접지방식으로 전환하면 감전에 대한 보호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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