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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ground impedance according to arrangement of auxiliary probe around 
ground grid using the fall-of-potential method and the testing techniques to minimize the measuring errors are proposed. The 
fall-of-potential method involves passing a current between a ground electrode and a current probe, and then measuring the voltage 
between a ground electrode and a potential probe. To minimize interelectrode influences due to mutual resistances, the current probe is a 
generally placed at a substantial distance from the ground electrode under tes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ground impedance due to 
the arrangement of auxiliary probe and frequency, ground impedances were measured in case that the arrangements of auxiliary probe 
were straight line, perpendicular line, and horizontal line. The distance of current probe was located from 10[m] to 200[m] and the 
measuring frequency was ranged from 55[Hz] to 513[Hz]. As a consequence, the ground impedance increases with increasing the 
distance from the ground electrode to the point to be tested, but the ground impedance decreases with increasing th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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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의 접지기술은 감전의 방지와 전기의 안전

한 사용을 위한 보안용 접지를 주체로 검토하여 왔지

만 고도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용 접지의 중요성

이 부각되었다. 특히 지능형 건축물의 구성요소인 통

신․신호․제어설비용 전자장비의 충분한 기능발휘와 

안정된 동작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됨에 따

라 시스템화된 접지의 형태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능

형 건축물에서는 전파장해와 전자장해의 문제가 심각

하게 나타나면서 접지기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접
지임피던스는 이러한 접지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중요

한 기술적 요소중의 하나이다. 피측정 접지전극과 전

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는 전위강하법을 이용하여 저

주파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기본이 되는 사항이

며, 접지임피던스 측정의 정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 피측정 접지전극과 전류보조전극 사이의 이격거리

가 너무 가까운 경우 피측정 접지전극과 전류보조전

극의 저항구역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며 상대

적 영전위점에 전위보조전극을 위치시키기가 어렵다. 
또한 전위분포의 수평부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위보조전극의 위치가 상대적 영전위점(61.8%)에서 

조금만 이동하여도 큰 오차가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에

는 전류 폐회로를 형성하는 측정리드선의 영향이 나

타나게 되며,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위강하법을 이용하여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피

측정 접지전극으로부터 적절한 전류보조전극의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 
또한 접지저항이 낮은 접지시스템의 경우라도 큰 규

모로 시설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접지시스템의 리액턴

스 성분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지시스템

에서 접지전류의 주파수가 증가할 때는 높은 접지전위



접지 그리드에서의 보조전극 배치에 따른 접지임피던스 측정 및 분석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4호, 2015년 47

가 발생할 수 있다1-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보조전

극 배치 및 이격거리, 측정 주파수 등이 피측정 접지전

극의 접지임피던스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실측을 통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위보조

전극의 위치 변화에 따른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하여 보

조전극 상호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적정

한 측정 주파수 등을 제안하고자 하며 향후 접지시스

템의 안전성 평가기술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접지임피던스 측정법들 중 가장 대표

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전위강하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전위강하법은 접지전극(E)과 

전류보조전극(C) 사이에 전류를 통과시켜 접지전극과 

전위보조전극(P)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상호 

저항으로 인한 전극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류

보조전극을 시험 중인 접지 전극에서 상당힌 먼 거리

에 위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이 거리

는 시험 중인 접지전극 최대 치수의 최소 5배가 된다. 
전위보조전극은 일반적으로 전류보조전극과 동일한 

방향에 위치하지만, 반대 방향에 놓일 수도 있다. 실제

로 전위보조전극의 거리는 전류와 전위보조전극이 동

일한 방향일 때 전류보조전극의 61.8% 거리로 선택되

도록 IEEE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4.0026 

/R1’에서 60% 또는 62% 지점에서 측정하여도 상관없다

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60% 지점의 접지임

피던스를 기준값으로 하였고, 전류보조전극 및 전위보조

전극의 위치를 변화시키며 측정 및 분석하였다9). 실험에 

사용한 장비는 CA 6470(Chauvin Arnoux, France)이었으

며, 인가전압과 주파수는 각각 32 V, 128 Hz였고, 인가주

파수를 55∼513 Hz로 변화시키며 측정하였다.

Fig. 1. Fall-of-potential method.

Fig. 2. Schematic diagram of ground grid.

또한 측정방법은 각 경우에 5회씩 측정하여 이의 평

균값을 취하였으며 실험장비의 오차는 ±1% 이내이었

다. 피측정 접지전극은 깊이 0.75 m에 매설된 가로 15 
m × 세로 15 m, 굵기 25 mm2의 접지 그리드를 사용하

였으며 전극 내부의 4군데에 1.8 m의 접지봉을 연결하

였다. 전류보조전극을 피측정 접지전극으로부터 10~200 
m 이격시킨 후 전위보조전극의 거리를 변화시키며 접

지임피던스를 측정하였고, 전위보조전극과 전류보조전

극의 배치를 일직선, 90°, 180°로 하였을 경우 전류보

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의 위치변화에 따른 접지임피

던스를 측정하였다. 실험대상인 접지 그리드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접지 그리드 우측 하단에 1.8 m 접지봉

이 4개 설치된 형상이다. 
접지임피던스 측정전에 접지전극이 시설된 장소의 

대지저항률을 Wenner의 4전극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측정용 보조전극간의 이격거리를 60 m까지 변화

시키며 측정하였으며 대지저항률은 240∼533 Ω·m를 

나타내었다. 이격거리에 따라 대지저항률이 감소 및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아 3층 구조의 대지로 유추 해석

된다10). 

3. 결과 및 고찰

3.1. 보조전극의 일직선 배치

접지전극과 일직선 배치는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Arrangement in a straigh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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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지 그리드의 외부에 일

직선으로 전위보조전극과 전류보조전극을 설치한 경

우이다.
Fig. 4(a)는 전류보조전극의 거리가 200, 100, 50, 30, 

20, 10 m이고 주파수가 128 Hz일 때, 전위보조전극의 위

치변화에 따른 접지임피던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Fig. 5(b)는 전위보조전극이 전류보조전극의 60% 지점인 

120, 60, 30, 18, 12, 6 m에 위치한 경우 주파수를 55∼513 
Hz로 변화시키며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전류보조전극이 멀리 위치할수록 접지임

피던스 곡선의 평탄부분이 넓게 나타났다. 전류보조전

극의 이격거리가 작은 10 m, 20 m, 30 m의 경우 평탄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이 평

탄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오

차를 유발할 수 있다11-12). 
또한, Fig. 4(b)와 같이 주파수 변화에 대한 접지임피

던스는 주파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1 kHz 미만

의 저주파에서는 측정선간의 유도 커플링에 의한 영향

(a) Ground impedance according to position of auxiliary probe. 

(b) Ground impedance according to frequency.

Fig. 4. Ground impedance according to position of auxiliary 
probe and frequency(arrangement in a straight line).

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3.2. 보조전극의 90[°] 배치

Fig. 5는 접지 그리드의 외부에 90°로 전위보조전극

과 전류보조전극을 설치한 경우이다.

Fig. 5. Arrangement in a perpendicular line.

(a) Ground impedance according to position of auxiliary probe. 

(b) Ground impedance according to frequency.

Fig. 6. Ground impedance according to position of auxiliary 
probe and frequency(arrangement in a perpendicula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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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측정방법은 전류보조전극 및 전위보조전극의 측

정 리드선 사이의 유도결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Fig. 6(a)는 측정선간의 유도 커플링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0°의 각도로 배치한 경우로서, 전
류보조전극의 거리가 각각 150, 100, 60, 40, 20, 10 m
이고 주파수가 128 Hz일 때, 전위보조전극의 위치변화

에 따른 접지임피던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6(b)는 전위보조전극이 각각 90, 60, 60, 40, 20, 10 m에 

위치한 경우 주파수를 55∼513 Hz로 변화시키며 접지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전류보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이 모두 150 

m에 위치한 지점의 접지임피던스는 10.5 Ω이었으며, 
이 값을 기준값으로 두었을 때, 전류보조전극이 최소 

100 m 이상 위치해야 접지임피던스가 1% 오차 이내로 

유지되었다. 또한, Fig. 6(b)와 같이 주파수 변화에 대한 

접지임피던스는 주파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보조전극의 일직선 배치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접지임피던스 값이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주파 대역에서는 측정선간의 유도결합은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보조전극의 180[°] 배치

Fig. 7은 접지 그리드의 우측 끝부분에 180°로 전류

보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을 설치한 경우이다.
측정방법은 보조전극이 90° 배치인 경우와 동일하다. 

Fig. 7. Arrangement in a horizontal line.

Fig. 8(a)는 측정선간이 180°의 각도로 배치된 경우

로서, 전류보조전극의 거리가 각각 150, 100, 60, 40, 
20, 10 m이고 주파수가 128 Hz일 때, 전위보조전극의 

위치변화에 따른 접지임피던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

며, Fig. 8(b)는 전류보조전극의 거리가 각각 150, 100, 
60, 40, 20, 10 m일 때 전류보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이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경우 주파수를 55∼513 Hz로 변

화시키며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a) Ground impedance according to position of auxiliary probe. 

(b) Ground impedance according to frequency.

Fig. 8. Ground impedance according to position of auxiliary 
probe and frequency(arrangement in a horizontal line).

측정결과 전류보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이 모두 150 
m에 위치한 지점의 접지임피던스는 9.02 Ω이었으며, 
전류보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접지임피던스 값이 작게 측정되었다. 또한, Fig. 8(b)와 

같이 주파수 변화에 대한 접지임피던스는 주파수 증가

에 따라 감소하였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류보조전극이 접지전

극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접지

임피던스 값이 작게 나와 측정 위치로는 부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IEEE 표준에서는 접지전극 규모의 5배 

이상을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전극 사이의 각도가 일직선, 90°, 180°로 

둔각으로 될 경우 접지임피던스 값은 점차적으로 감소

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다른 배치와 마찬가지로 주

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접지임피던스는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접지 그리드의 경우 1 k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용량성 성분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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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접지 그리드의 접지임피던스 측정에 

관한 보조전극의 배치 및 주파수에 따른 영향을 분석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보조전극을 접지전극에 대해 일직선 배치하고 측정

하였을 때,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는 100 m 이상으

로 하여야 측정값의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IEEE 표준에서 제안하는 전류보조전극 이격거리 관련

사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측정선의 유도결

합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조전극의 배치를 일직선, 90° 및 180°로 하

였을 경우 각도가 둔각으로 되면서 더 낮은 접지임피

던스 값이 측정되었고, 3가지 경우 모두 측정오차를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접지전극 규모에 대해 적합한 보조

전극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일직선, 90° 및 180° 배치 

등 보조전극의 배치 3가지 경우에서 모두 저주파수 대

역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접지임피던스는 감소

하는 용량성 특성을 나타내었다. 저주파수 대역의 접

지임피던스 측정시 전력계통과 통신망 등으로부터 유

출되는 직류전류 또는 누설전류와 같이 대지에 흐르는 

표유전류로 인한 오차를 피하기 위해 시험전류는 교류

전류가 바람직하며, 상용주파수와 이의 고조파가 아닌 

주파수가 좋다. 이러한 측정을 위해 50∼600 Hz의 주

파수인 교류전압을 사용하나, 주파수 변화에 따른 접

지임피던스 변화폭이 크면 85∼135 Hz의 주파수를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접지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접지임피던스 측정시 현장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

며, 향후 낙뢰 성분이 포함된 고주파 접지임피던스에 

대한 평가방법을 관련 표준 조사, 현장 실험 및 분석 

등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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