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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compared and demonstrated the performance of the earth plate for conventional type and early streamer 
discharging type developed a new plate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ground plate for use in grounding. The results 
obtained are shown below; early streamer discharge earth plate was high 5 kV on DC flashover voltage and corona discharge current was 
higher than about 2 times under the same test condition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earth plate. From the experiential result, streamer 
discharge earth plate had a function of rapid inflow/out flow than the general ground plane because of by corona discharge current to be 
generated in the sharp serrated in formed the ground plane when strike current occurred. In the future, the newly developed early streamer 
discharge ground plate would be beneficial for grounding work to be widely used to promote the convenience and economy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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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뇌전류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과전류⋅전

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장비의 오작동을 막기 위하

여 접지설비를 한다. 이러한 접지를 실시하는데 이용

되는 것으로는 일반 접지봉1), 침상 접지 동봉2) 및 아크 

유도형 접지봉3) 등이 있다. 특히 근래에는 접지저항을 

낮추고 대지로 조기 방전을 시키기 위하여 접지 저감

재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접지설비를 추가하여 시공하

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 접지설비 시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접지공사 시의 주된 착안사항 중에 뇌전류를 신속하

게 대지로 방출시키기 위하여 접지저항을 낮추는 것과 

대지로 뇌전류를 조기에 방전시켜 충격 방전개시 전압

을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구되고 있는 조기방전

용 접지판(EDEP; Early Discharge Earth Plate)은 시험규

격, 성능의 입증, 기존제품보다 고가라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기방전용 접지판의 개발하여 그 특

징을 국가공인기관에서의 시험 등을 통하여 입증하고 

아울러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EDEP의 원리 및 특징

2.1 EDEP의 원리

접지의 목적은 낙뢰와 같은 과전류⋅과전압의 건물

내부 유입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뿐

만 아니라 전기⋅전자장비의 손상 및 오동작을 방지하

는데 있다. 
접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접지저항이 작

을수록 좋다. 이를 위하여 습기가 많은 토양을 이용하

거나 접지저항 저감재 등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여 대

지 저항률을 0 Ωm에 가깝도록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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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항률은 전류의 흐름에 대하여 물질이 저항하는 

비율 즉, 1 m 또는 면적 1 ㎡당의 저항치를 말하며 재질

에 따른 저항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균일한 

단면적을 가진 도체의 저항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R=저항 (Ω), ρ=저항률 (Ωm), l=길이 (m), S=
단면적 (㎡)이다.

즉 대지의 조건에 따른 저항률이 동일하고, 접지판

의 단위길이가 같다면 접지판에서의 저항을 저감시키

기 위해서는 단면적 S를 크게 하면 된다. 또한 방전 전

류밀도 A/㎡와 관계된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침을 

통하여 방전이 잘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이다4). 접지판이 토양과 매우 밀착된 상태가 아니라면 

접지판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형성하면 방전이 잘 발생

되어 뇌 전류와 같은 과전압⋅전류의 내부 유입을 효

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Fig. 1은 접지공사 시 사용되고 있는 일반 접지판을 

Fig. 1. Earth plate for convention type.

Fig. 2. Earth plate for early streamer discharge.

나타낸 것이며, Fig. 2는 조기방전용 접지판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2.2 EDEP의 특징

조기방전용 접지판은 과전압, 과전류를 흡수하여 대

지로 방류하는 기존 접지판에 톱니형상을 적용하여 절

단/절곡 가공하여 단면적을 크게 하여 저항률을 낮추

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다수 형성하여 대지 방전효과

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접지판은 피뢰도선을 

연결할 때 단순한 용접방식으로 연결하여 시간이 지나

면서 부식으로 인하여 쉽게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기방전용 접지판은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여 접지판 사방에 피뢰도선 연결 홈을 형성하여 

보다 견고히 부착 용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5).
Fig. 3은 기존 일반 접지판과 조기방전용 접지판에

서의 도선 체결부를 비교한 사진이다.

3. 개발품의 평가

3.1 실험 회로 및 사진

개발된 조기방전용 접지판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접

지판보다 성능이 우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전기

연구원에 DC 섬락전압 및 코로나 방출전류를 일반 접

지판과의 비교실험을 의뢰하여 Fig. 4의 회로도에 의해 

Fig. 3. Comparison of the connection method of earth plate 
for convention type and early streamer discharge type.

Fig. 4.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set-up.



최상원⋅허 용

Journal of the KOSOS, Vol. 29, No. 6, 201448

Fig. 5. Photo of test of earth plate for convention type.

Fig. 6. Photo of test of earth plate for early streamer discharge 
type.

시험을 하였다. Fig. 5는 기존에 사용하는 접지판을 1
차적으로 실험한 사진이며, Fig. 6은 조기방전용 접지

판을 실험한 사진이다.

3.2 실험 결과

동일한 시험조건을 부여하여 실험한 결과 조기방전

용 접지판과 일반접지판의 비교 시험은 조기방전용 접

지판이 2배 이상 코로나 방출전류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방전용 접지판에 다수 형성되어 

있는 톱니형상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 조기방전한 것으

로 판단된다6). Table 1은 실험결과를 나타낸 값이다.

3.3 개발품의 성능 한계성

본 논문에서 개발된 EDEP의 성능평가는 실험실 수

준의 대기 중에서 평가된 것으로 Table 1에 나타낸 DC 
섬락전압 및 코로나 방출전류는 실제 접지전극이 토양 

Table 1. Experimental result

Test specimen DC flashover 
voltage (㎸)

Corona discharge current

DC applied 
voltage (㎸)

Measured 
current (㎂)

Earth plate for 
convention type 315

100 30

200 150

300 450

Earth plate for early 
streamer discharge type 320

100 50

200 400

300 900

에 매설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시험이 필요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판의 성능

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판의 접지

판과 새롭게 개발한 조기방전용 접지판과의 성능을 비

교⋅입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조기방전용 접지판은 일반 

접지판에 비해 DC 섬락전압은 5㎸ 높게 나타났으나, 
코로나 방출전류는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위 결과로부터 조기방전용 접지판은 일반 접지판

에 비해 뇌전류 유입 시 접지판에 형성된 돌기부분에

서 발생되는 코로나 방출전류에 의해 뇌전류를 신속하

게 유입/소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 개발된 조기방전용 접지판은 시공의 편리성 및 경

제성이 개량된다면 접지시공 현장에서 널리 이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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