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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t with the design, fabrication and application of a risk voltage measurement
system (RVMS) which analyzes the step and touch voltages in electrical grounding systems. The RVMS
supply 300 V and 1.4 A in ranges from 40 Hz to 1 kHz as the test power source. A DAQ module
having resolution of 400 kS/s and 16 bit is equipped with 7 inputs for measuring voltage and current.
Also, a noise elimination algorithm of digital filter was applied to reduce the measurement error caused
by external noises as a commercial frequency current. The performance of the RVMS was evaluated by
measurement of the step and touch voltage according to the IEEE standard 80 and 81 in a grounding
system with a 10 m counterpoise. The result showed that the RVMS analyzes the risk voltage with the
error below 5%.
Keywords: Risk voltage measurement system (RVMS), Step and touch voltage, Grounding system,
Noise elimination algorithm, Digital filter.

1. 서 론1)

대지저항률, 접지임피던스와 더불어 접지시스템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3,4].
현재 IEC나 IEEE 등의 국제규격에서는 위험전압

접지시스템은 기기의 기준 전위를 설정하고, 절연
파괴에 의한 단락이나 지락 시 고장전류를 대지로 안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유럽 등

전하게 흘려보내는 기능을 한다. 이는 대지전위의 상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를 고려한 접지시스템의 성능평

승을 억제하여 인체의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전기․전
자통신기기의 오동작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부분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접지저항 허용값의 충족

[1,2]. 특히 인체가 접지시스템 성능이 저하된 전력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용주파수와 같은 저주파에

비 및 건축물에 직접 접촉을 하게 되거나, 주변에 있
게 되면, 대지전위의 상승으로 인한 전위차로 감전되

서 접지저항만으로 접지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5]. 또한, 시중의 상용 접지

어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체나 기기 등

파라미터 측정기는 접지저항과 대지저항률을 측정하

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압을 위험전압이라고 하며,

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접지시스템의 성능평
가시 위험전압의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측

a. Corresponding Author; kilgs@hhu.ac.kr

정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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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접지시스템의 위험전압을 분석하여
접지시스템에서 인체의 감전이나 기기의 소손방지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전압 측정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
다. 본 측정기는 정현파 전원 발생부, 전압·전류 측정
부, 표시부로 구성된다. 또한, 외부 노이즈의 영향에
의한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대역통과
필터를 사용한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제작한 위험전압 측정기의 성능은 무유도 저항에 의
한 교정실험과 IEEE Std. 80, 81에 따른 접촉 및 보
폭전압의 측정으로부터 평가되었으며, 최대 측정오차
는 5%로 평가되었다.

2. 실험 방법
접지극이 시설된 구조체에 뇌격으로 인한 서지전류
또는 고장전류가 유입되면 주변의 대지에는 전위상승
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사람이 구조체에 접촉하거
나 인근에 있게 되면 대지전위상승에 따른 전위차로
인하여 감전으로 심실세동에 이를 수 있으며, 전자기

Fig. 1. Prototype RVMS. (a) configuration, (b) photograph.

기는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를 위
험전압이라고 하며 대지저항률, 접지임피던스와 함께
접지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으로 구별된다 [9].

[7]. 접지시스템의 설계 시에는 이러한 위험전압을 고

다. 시제작 측정기는 크게 전원출력부, 측정부, 표시
부로 구성된다. 전원출력부는 정현파 300 V, 1.4 A까지

려하여 전기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고 인체에
대한 감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감전에 대한 인체의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
요한 요소는 인체를 통과하여 흐르는 전류값이며, 인
가되는 전압의 크기는 2차적 요소로써 전기적 충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체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허용
한계는 전류의 크기, 주파수, 통전시간, 체중 등에 의
존하게 된다. 즉, 인체의 안전한계전류 는 통전시간
을  라고 하면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8].

그림 1에 위험전압 측정기의 하드웨어를 나타내었

출력할 수 있으며, 주파수를 40 Hz∼1 kHz까지 가변
할 수 있다. 측정부는 전압․전류 검출모듈과 데이터
취득모듈로 구성되며, 전류보조전극(C)에서 접지극(E)
로 인가되는 전류의 검출에는 출력특성 0.1 V/A, 주
파수대역이 30 Hz∼100 kHz (-3 dB)인 변류기를 사
용하였으며, 6 채널의 검출모듈을 제작하여 이를 이
용하여 위험전압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데이터
취득모듈은 수평분해능이 400 kS/s, 수직분해능이 16
bit이며 공통모드에서 16 채널, 차동모드에서 8 채널
의 아날로그 입력부로 구성된다. 측정된 전압, 전류는



  


(1)

데이터 취득장치에 입력되며 이를 PC에서 연산하여
화면에 나타낸다.
LabVIEW를 이용하여 RVMS의 인가 전압 및 주

여기서,

 = 인체의 체중에 따른 상수

(평균 체중 50 kg : 0.116, 70 kg : 0.157)

파수 설정과 위험전압의 측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인가 전압은 300 V까지, 1 V 단위로 설
정 가능하며, 인가 주파수는 대지를 흐르는 상용주파

인체의 감전에 대한 위험전압을 일률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위험성의 한계에 대한 기준으로는 대지
에 접촉하고 있는 인체에 인가되어 감전을 일으키는

수 60 Hz 및 이의 고조파에 대한 중첩을 피하기 위
해 65 Hz, 128 Hz, 513 Hz, 768 Hz, 999 Hz를 선택
할 수 있다. 외부 노이즈의 영향으로 인한 측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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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Fig. 4. Example waveform with an external noise.

Fig. 2. Graphical configuration of the RVMS software

(a) Measurement algorithm, (b) Front panel.

Fig. 5. Frequency response of the 65 [Hz] digital band-pass

filter.

시제작 위험전압 측정기의 동작 흐름을 그림 3에 나타
내었다. 측정을 개시하면 미리 설정한 주파수의 전압을
인가하며, 측정부의 검출모듈과 데이터 취득모듈에 의하
여 접촉 및 보폭전압의 파라미터를 산출한다. 본 과정은
이를 PC에서 연산하여 표시부에 나타낸 후 종료된다.
접지계에는 전자 유도작용 또는 누설전류 등으로 위험
전압 측정을 위해 인가하는 주파수 성분 이외의 각종의
노이즈가 존재하며, 그림 4와 같이 시험 전압파형에 중첩
되어 나타나므로 측정값에 오차를 유발한다. 따라서 위험
Fig. 3. Flowchart of the operation.

전압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이즈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하다 [10].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여

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터워스 5차 방식의 디지털 필
터를 적용하였으며, 측정 주파수에 따라 자동으로 필
터의 중심주파수가 설정된다. 그림 2는 위험전압의
측정 알고리즘과 화면을 나타낸 것으로 실험계의 구
성에 따라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의 동시 또는 개별
측정이 가능하다.

외부 노이즈의 영향을 제거하고 인가 주파수 성분만
을 분리하여 위험전압을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
다. 디지털 대역통과 필터는 5차의 버터워스 구성으
로 인가한 주파수만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차단 주파수 대역폭은 인가 주파수의 ±3%이다. 그
림 5에 상기 디지털 대역통과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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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ms)

Fig. 6. Noise elimination by the band-pass filter. (a)

Fig. 7. Measurement of risk voltages. (a) configuration

before filtering, (b) after filtering.

of the experimental setup, (b) lay-out of the electrodes.

그림 6은 60 Hz 전원 주파수 성분이 존재하는 환
경에서 위험전압 측정 주파수로 128 Hz를 인가하였
을 때, 검출된 파형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a)
는 측정 주파수 128 Hz가 외부 노이즈에 해당하는
60 Hz에 중첩된 것이다. 그림 6(b)는 디지털 대역통
과 필터의 적용으로 외부 노이즈가 완전히 제거된 파
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위험전압을 측정할

보폭전압(VS1∼VS5)은 접촉전압 측정시의 전위보조
전극(PT)을 중심으로, 5개 전극(PS1∼PS5)을 1 m 간격
의 원형으로 배치하여 전극 PT와의 전위차를 측정하
였다. 전류 및 전위보조전극은 길이 0.5 m, 직경 14
mm의 동봉을 사용하였다. 또한, 디지털 대역통과필
터의 외부 노이즈 차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지
에 220 V, 60 Hz의 전원을 인가하였다.

수 있다.
접지계에서 위험전압 측정기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그림 7과 같이 IEEE Std. 80, 81에 근거한 실험계를
구성하였다. 접지극(E)은 10 m 매설지선의 중앙부로
전위기준전극(Vref)과 공결하고, 인가전류는 1 A, 주파
수는 128 Hz로 설정하였으며, 전류보조전극(C)을 접
지극으로 부터 10 m∼100 m까지 이격시키며 이에
따른 위험전압을 측정하였다. 접촉전압(VT)은 매설지

3. 결과 및 고찰
시제작 위험전압 측정기의 성능평가를 위해 1 ㏀,
100 W 무유도 저항을 사용하여 인가전압 10 V∼300
V, 주파수 128 Hz에서 검교정된 오실로스코프의 측

선의 종단으로부터 1 m 지점에 전위보조전극(PT)을

정값과 비교실험을 수행하여, 측정결과를 표 1에 나
타내었다. 위험전압 측정기의 결과는 오실로스코프의

설치하여 접지극과의 전위차를 측정하였다.

측정값과 비교하여 최대 2% 이내의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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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ative measurement result of V and I.

Oscilloscope

RVMS

Deviation
[%]

Input
Voltage
[V]

V [V]

I [mA]

V [V]

I [mA]

V

I

10

10.10

10.08

10.26

10.13

1.58

0.49

50

50.28

50.22

50.69

50.43

0.81

100

100.20

100.00

100.81

100.44

150

150.04

150.16

151.21

200

200.43

200.09

250

250.31

300

300.18

Table 2. Comparative measurement result of the touch
and step voltage.

Distance
[m]

Touch
Voltage
[V]

0.42

10

0.79

0.44

150.86

0.78

0.47

201.78

201.22

0.67

0.56

250.15

248.87

249.33

0.58

0.33

300.24

297.52

298.43

0.89

0.60

Step Voltage [V]
VS1

VS2

VS3

VS4

VS5

26.06

1.55

1.67

2.80

1.85

0.87

20

24.90

1.33

1.62

2.28

1.80

0.61

30

23.21

1.19

1.45

2.03

1.61

0.54

50

16.35

0.78

0.79

1.34

1.07

0.39

100

15.30

0.73

0.74

1.21

0.95

0.35

그림 7의 실험계에서 측정된 위험전압은 표 2와 같
으며,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접촉
및 보폭전압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접촉전압의 측정값은 그림 8에서와 같이, 전류보조
전극의 이격거리가 10 m일 때 26.06 V로 가장 높았
으며, 10 m∼50 m 구간에서는 26.06 V∼16.35 V로
점차 감소하고, 50 m∼100 m 구간에서는 16.35 V∼
15.30 V로 일정한 값이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접지
극으로 부터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
으면 접촉전압의 측정값이 높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측정 결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 접촉전압 측정 시 전류보조전극의

Fig. 8. The touch voltage as the distance of auxiliary

current electrode.

이격거리는 최소 50 m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폭전압
의 측정값은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가 10 m일 경
우에 가장 높았으며, 10 m∼50 m 구간에서는 점차
감소하고, 50 m∼100 m 구간에서는 일정한 값이 유
지되었다. 이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에 따른 보폭전압의 변화
는 접촉전압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전위보
조전극의 위치에 따른 보폭전압의 측정값은 각각 다
르게 나타났다. 중심전극을 기준으로 접지극 반대 방
향에 위치한 전위보조전극과의 보폭전압 측정값(VS2
∼VS4)이, 접지극 방향에 위치한 전위보조전극과의
측정값(VS1, VS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전위보조전극이 접지극에서 먼 거리에 위치할수록
그 전위차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9. The step voltage as the distance of auxiliary

current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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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접지계에서 접촉전압과 보폭
전압을 분석할 수 있는 위험전압 측정기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측정기는 300 V, 40
Hz∼1 kHz의 정현파 전원 발생부, 전압·전류 측정부,
표시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외부 노이즈의 영향에
의한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터워스 5차
디지털 대역통과필터를 사용한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다.
제작한 위험전압 측정기의 성능평가를 위해 무유도
저항을 사용하여 교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오실로스
코프와 비교하여 2% 이내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또한
IEEE Std. 80, 81에 근거하여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
리에 따른 위험전압 실험계를 구성하고 접촉 및 보폭
전압을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가 최소 50 m 이상일 때 정확한 위험전압을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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