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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임피던스 분석을 위한 접지전극의 전류분포 수치계산

(Numerical Calculation of Longitudinal Current Distribution in Grounding Electrode for 

Analyzing the Grounding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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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distribution passing through grounding electrode is required for calculating an

impedance of grounding electrode using the electromagnetic field model. In this paper the numerical

calculation for currents passing through a grounding electrode as a function of frequency was given.

The proposed approach is based on the wire antenna model(AM) in the frequency domain. The

Pocklington’s equation driven from the wire antenna theory was numerically calculated by the

Galerkin’s method. The triangle function was applied to both the basis function and the weighting

function. The current distribution of a horizontal ground electrode was simulated in MATLAB. Also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data obtained from the CDEGS HIFREQ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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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기술의진전과전력망의지능화에따라지속적으

로 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접지시스템의 높

은성능이함께요구되고있다. 접지시스템의특성은

정상상태와과도상태로구분되는데, 전원주파수에서

접지시스템의 성능은 정상상태 해석이며, 낙뢰 또는

고장에 의한 임펄스 전류원에 대해서는 과도상태 해

석이된다. 그동안 접지전극에대한평가는정상상태

인 접지저항의 요소로만 이루어져왔던 대상이었다.

하지만 접지관련 국제 표준에서 접지전극에 대한 성

능을과도상태에서평가함에따라접지시스템의임피

던스의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1]. 접지전극의 접지임

피던스 해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는데

[2-7], 국내에서는 전자계 모델을 이용한 접지임피던

스의 해석이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다.

접지임피던스를 고려한 접지시스템의 성능 해석에

대한접근은 크게 2가지 방법이있다. 하나는 접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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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전송선로 ,  , , 로 구성된 집중정수 혹은

분포정수로 해석하는 전송선로 모델(transmission

line model, TL)이다[2-4]. EMTP가대표적인전송선

로모델을이용한프로그램으로접지임피던스해석에

활용된다. 전송선로 모델은 접지전극의 길이가 매우

긴 경우에 적합하며, TEM(transverse electromag-

netic) 모드의 전자계를전제로한다. TEM 모드에서

는접지전극방향의전계는존재하지않으며, 반경방

향의전계형상이정전계형상과같아과도현상을완

벽히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안테나 이론을 이용한 전자계 모델

(electromagnetic field model, EMF)이다[5-7]. 전자계

모델은 전송선로 모델 보다 최소의 가정을 기본으로

하기때문에보다정확한방법으로많이사용되고있

다. 전자계모델을통해얻어진방정식의해를구하기

위해서모멘트법(method of moment)이 사용된다. 모

멘트법은 1967년 Roger F. Harrington에의해서맥스

웰의전자방정식을풀기위해전자계이론에처음도

입되었다[8]. Leonid Grcev와 Farid Dawalibi가 접지

시스템의 임피던스 계산에 처음 적용한 이후로 접지

전극의 특성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5].

전자계모델은관련수식의물리적의미에대한이

해와그해석이매우어렵다는단점으로인하여전자

계 모델을 적용한 접지전극의 임피던스 해석 결과는

많지않으며, 국내에서수행된경우는없다. 뿐만아니

라 접지전극의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상용 프로그램

의이론적배경에대한이해없이시뮬레이션결과를

사용하고있기때문에그활용이제한적이다. 이와같

은 배경에서 전자계 모델을 이용한 접지전극의 특성

해석에 대한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있는 실정이다.

접지전극의 특성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지임

피던스를전자계모델을적용하여계산하기위해서는

우선 접지전극에서의 전류분포를 알아야 한다. 접지

전극의임피던스는모멘트법에의해계산된전류분포

와 맥스웰방정식을 통해서 구해진다. 따라서 접지전

극에서의 전류분포를 구하는 것은 전자계 모델을 이

용한 접지전극의 임피던스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본논문에서는안테나이론을기반으로하는전자계

모델을접지전극시스템의성능해석에적용하기위한

수치계산기법의 제안을 목적으로 균일한(homeo-

genous) 손실매질인 대지에 설치한 접지전극의 한쪽

끝에전류가인가되었을때, 접지전극의모든세그먼

트에서의전류분포를계산하였다. 전류분포는안테나

이론에바탕을둔포클링턴방정식에모멘트법을적용

하여 MATLAB으로 구현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를상용의 CDEGS HIFREQ 프로그램으로계산한결

과와 비교하였다.

2. 전자계모델 적용 이론의 고찰

2.1 가정과 근사법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에서 유도되는 완전한 전자계

수식을계산하는것은매우어렵고, 해석시간도상당

히오래걸린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전

자계 수식을 단순화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

된다. 단순화하는 방법에는 가는선 근사법(thin wire

approximation)과 완전도체(perfect conductor) 가정

이 대표적이다. 입체적인접지전극을가는선으로가

정하는 가는선 근사는 체적적분방정식을 선적분방정

식으로단순화하기때문에복잡한계산과정을간소화

시킨다[9-10]. 또한접지전극의저항성분이없다고고

려한 완전도체 가정을 적용하면 접지전극 내부의 전

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접지전극 표면에서 얻어지

는 경계조건에 의해 수식이 간소화된다[11].

일반적인경우대지속에서전체전계 는입사전

계  와 산란전계  의 합으로 표현된다. 산란전계

는 입사전계에 의해 접지전극에 유도되어지는 전류

와전하에의해발생된다. 접지전극의세그먼트표면

에서 전계의 접선 성분에 대한 경계조건을 얻을 수

있다. 완전도체인 접지전극에서 접선성분의 전체 전

계는 도체 표면에서 사라지게 되며,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10].

×      (1)

은전극표면과수직인단위벡터이다. 가는선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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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때문에식 (1)은 단지 도체표면에서 전계의축

성분만 고려되며, 대지에 위치한 가는선 완전도체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대지에 위치한 가는선 완전도체
Fig. 1. Thin-wire perfect conductor located in the

ground

2.2 포클링턴방정식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은 스칼라전위()와 벡터자위

()로표현이가능하며, 이둘은전류의함수이다. 전류

′와전하 ′에의해만들어지는전극표면의한
점 에서의산란전계  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 (2)

여기에서 Lorentz조건[9]과 벡터자위 는 다음과

같다.

∇·    (3)

  

′  ′′ (4)

여기에서 ′ 는 그린함수(Green function)이며
[9], 다음과 같다.

′  



(5)

여기에서 은   ′이며, 는대지에서의전파

속도로 다음과 같다.

   (6)

유효 유전율(effective permittivity) 은 손실 매

질인 대지 속에서의 복소유전율로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11].

   


(7)

은토양의비유전율이고, 는접지전극주위토양

의저항률이다. 접지전극이매설된장소의토양의종

류에 따라 비유전율과 대지저항률을 선택한다. 접지

전극의각지점에서흐르는전류(longitudinal current)

는바로전지점에서흐르는전류에서해당지점에서

대지로 빠져나간 전류(leakage current)를 제외한 값

이 된다.

가는선근사를도입하였을때접지전극에서의전류

밀도는 다음과 같다.

  

 
 (8)

는 접지전극의 반지름이다. 식 (8)의 관계에 따라

식 (4)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0].

   




 ′ ′ ′ (9)

식 (3), (8)에 의해 식 (2)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10)

따라서 식 (10)은 식 (1)과 식 (9)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포클링턴방정식으로 유도된다[10].


 

 




′ 





 










′ (11)

여기에서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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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멘트법 

접지전극의임피던스를구하기위해서는식 (11)에

서 접지전극의 전류분포  ′ 를 구해야 한다.
식 (11)은 비제차(inhomogeneous) 형태의 방정식

   (12)

으로 표현이가능하다[8]. 여기서 은선형 연산자인

적분항과 미분항을 의미하며, 는 입사전계로 소스

(source)함수이고, 는 구하고자 하는 각 위치에서의

전류밀도이다. 만약 식 (12)의 해가 존재하고 모든 

에대해유일하면,  이존재하여식 (13)의 관계에

의해서 가 구해진다.

    (13)

식 (13)과 같은방정식을해석적으로바로풀수있

는경우는매우드물기때문에방정식을선형연립방

정식의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지함수 는 의 정의역에서 무한 함수열로 표현

이 가능하다.

 


∞

 (14)

여기에서 은 결정해야 할 정수이다. 은 기저함

수(basis function)로서 서로 정규직교(orthonormal)

함수의집합이다. 무한함수열대신 개의유한함수

열로표현한다면미지함수 와유사한값을갖는함수

를 얻을 수 있다.

≅  
  



 (15)

식 (15)을 식 (12)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16)

를 영사(projection) 연산자라 한다[8]. 이 때

참값()과 유사값()의 차를 오차 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내적의정의에따라오차 은가중함수(weighting

function)에 의해서 영(zero)이 될 수 있다[8].

〈〉    …  (18)

여기서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9)

여기서 는해당되는영역이다. 이와 같이미지항

이있는복잡한미적분방정식을연립선형대수방정

식계로 근사해서 풀이하는 과정을 모멘트법이라 한

다[8].

포클링턴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기저함수와 가중

함수의 선택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진다. 기

저함수와 가중함수의 선택 방법에는 점정합법

(point-matching)과 캘러킨법(Galerkin’s method)이

있다[10]. 기저함수와 가중함수를 서로 다른 함수로

정의하여도체의전류분포를구하는것이점정합법이

며, 기저함수와가중함수를서로같은함수로정의하

여전류분포를구하는것이캘러킨법이다[12]. 점정합

법은파장에비해도체가짧은경우이상적인전류분

포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캘러킨법

을 선택하였다.

    

   ,   ≤  ≤ 

    

  
,  ≤  ≤   (20)

캘러킨법에 사용되는 함수는 펄스함수, 삼각함수,

부분정현함수가있다. 펄스함수보다삼각함수와부분

정현함수가보다정확한해를구할수있기때문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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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삼각함수를 선택하였다[10]. 삼각함수는

식 (20)과 같이 정의된다.

식 (20)에서 삼각함수는 두 개의 모노폴(monopole)

로 구성된한개의다이폴(dipole)이며, 개의세그먼

트에서  개의 삼각다이폴이 존재하게 된다.

접지전극의 모든 세그먼트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할

때, 식 (1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1)

여기에서 은 도체 세그먼트의 전체 수이며, 

는 번째세그먼트에있는소스에의한 번째세그먼

트의 관측점에서 상호임피던스(mutual impedance)

매트릭스를 나타낸다[7]. 상호임피던스는 오직 접지

전극의형상, 주파수그리고토양의특성에의존하는

값이다.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전류를 인가하고 접지

전극에서 전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전류값이 기준이

된다. 전압으로 표시된 식 (21)의 우측항은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류로 표현해야 계산이 가능하다.

전류소스가 접지전극의 첫 번째 세그먼트에 인가되

었을 때 인가점의 삼각모노폴(injection triangular

monopole)에서의 전류는 소스의 전류와 같다. 접지

전극에서 전류분포의 구분적 삼각 근사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전류분포의 구분적 삼각 근사
Fig. 2. Piecewise-triangular approximation of

current distribution

삼각다이폴(triangular dipole)의 수가 개라고 했

을때인가점의삼각모노폴전류는   이고, 끝점의

전류는영이된다[13]. 이때식 (21)의우측항은임피

던스와 전류의 곱으로 표현되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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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은 개 삼각다이폴간의

상호임피던스이며, ,   …은구하고자하는삼

각다이폴전류이다. 또한 ′,   …은인가점의

삼각모노폴과 개의 삼각다이폴간의 상호임피던스

이다.

3. 수치해석 결과

기저함수와 가중함수가 삼각함수인 캘러킨법을 적

용하여 접지전극에서의 전류분포를 MATLAB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정확도

를 2가지방법으로확인하였다. 하나는세그먼트수에

따른시뮬레이션결과의비교이고, 다른 하나는상용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결과와의 상호 비교이다.

먼저세그먼트수에따른시뮬레이션결과를비교하

기위해접지전극의세그먼트수에따른접지전극중

앙에서의 전류크기를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계산하

였다. 길이가 10m, 반지름이 5㎜인 수평으로 매설된

선형 접지전극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에는

균일매질인대지만을고려하였기때문에지표면을고

려한 영상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그먼트의

개수에 따른 접지전극 중앙에서의 전류 크기를 주파

수 1kHz, 1MHz 그리고 5MHZ에대해서각각계산하

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비유전율이 100이고 토양의 저항률이 1000Ω․m인

대지를 가정하였으며, 100A의 전류를 접지전극의 한

쪽 지점에 인가하였을 때 접지전극 중앙에서 흐르는

전류를주파수변화에따라계산하였다. 세그먼트수

가약 20 이상일때부터해당주파수에대한접지전극

중앙에서의전류크기가일정한것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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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전류분포의 계산은

세그먼트 개수를 51개로 결정하였다.

그림 3. 접지전극 중앙에서의 전류
Fig. 3. Current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grounding electrode

두 번째로, 접지시스템의 특성 해석에 많이 사용되

는 상용프로그램인 CDEGS HIFREQ로 산출한 결과

와 비교하기 위해서 토양의 저항률이 10, 100, 1000

Ω․m인 경우에 대해서 접지전극에서의 전류분포를

계산하였다. 대지저항률의변화에따라주파수 10kHz,

100kHz, 1MHz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CDEGS HIFREQ의결과를그림 4에각각나

타내었다.

1A의인가전류를접지전극의왼쪽에인가하였을때

오른쪽맨끝부분에서전류는 0이 되는것을확인할

수있다. 대지저항률과주파수의해당범위내에서접

지전극의전류분포가HIFREQ시뮬레이션결과와매

우잘일치하였다. 대지저항률이낮을때는접지전극

의 앞부분에서 대지로 전류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지저항률이 높을 때는 대지로 빠

져나가는 부분 보다 전파되는 전류가 많아 반사파의

영향으로접지전극에흐르는전류가 1MHz인경우인

가되는 전류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지저항률이 100Ω․m인 경우 1MHZ의 결과에서

HIFREQ결과보다최대 1.15%차이가발생하였다. 그

이유는HIFREQ 프로그램의경우인가전류가접지전

극의맨왼쪽에위치한세그먼트중앙을기준으로설

정되지만, 본논문에서는인가전류위치가맨왼쪽의

첫 번째 세그먼트의 시작점으로 설정되어 상호 임피

던스계산에서다소차이가발생하였다. 뿐만아니라

CDEGS HIFREQ 프로그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기저함수와가중함수를펄스함수를사용하였으며[14],

본논문에서는삼각함수를사용한것이또다른이유

가 된다.

(a) 대지저항률 10Ω․m

(b) 대지저항률 100Ω․m

(c) 대지저항률 1000Ω․m

그림 4. 대지저항률과 주파수에 따른 접지전극의 전류분포
Fig. 4. Longitudinal current distribution of

grounding electrode as a function of
frequency and resis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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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논문에서는전자계모델을이용하여접지시스템

의 임피던스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접지전극에 흐르는

전류분포를수치적으로계산하였다. 전자계모델에서

사용된포클링턴방정식은안테나이론에기본을두고

있으며, 모멘트법을적용하여전류분포를계산하였다.

기저함수와가중함수를동일한삼각함수를사용한캘

러킨법을 적용하였다.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대지속에 위치한 접지전극의 전류분포를 구하고,

접지전극의전류분포를계산하였다. 계산된전류분포

값과 CDEGS HIFREQ 프로그램의 계산값을 비교한

결과, 주파수와대지저항률에따른전류분포가매우

유사하였으며 접지전극에 흐르는 전류분포의 산출을

위한제안된알고리즘과계산프로그램의타당성을확

인하였다. 향후 접지전극에 흐르는 전류분포를 기반

으로접지전극의임피던스를계산하고, 지표면을고려

한 실제 대지에서 접지전극의 임피던스를 분석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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