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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ault level of power transmission lines caused by
natural disaster such as lightning and rainstorm has been on the rise.
Especially, the cause of lightning stokes is large part of transmission
faults. In order to reduce the lightning failures, it is necessary to
measure and analyze the lightning characteristics. This paper deals
with observation of the lightning strokes by KEPCO Lightning
Detection Network(KLDNet) and analysis including lightning density
,multiplicity and amplitude distribution.

1. 서    론

국내 송전선로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가공송전선로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전력공사의 고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낙뢰, 풍우, 빙설해 등의 자연
재해에 의한 고장은 전체 송전선로에서 발생한 고장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특히 낙뢰에 의한 고장은 평균적으로 전체 송전고장의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뢰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은 차폐실패에 의
한 전력선 직격뢰와 뇌격전류가 가공지선이나 탑정을 통해 침입하여 아
킹혼간에 역섬락이 발생하는 역섬락 고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고장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절연설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낙뢰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취득과 분석이 필요하다.
낙뢰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송전선로에 낙뢰가 유입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낙뢰 데이터가 송전 선로 절연 설계에 필
수 요인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낙
뢰감지네트워크(KLDNet)를 운영하여 국내의 낙뢰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낙뢰관측연구의 일환으로
2014년도까지의 관측 결과와 분석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도별 송전고장 현황

2. 본    론

  2.1 연도별 낙뢰발생 분포
그림 2는 1996년부터 한전에서 운용중인 낙뢰관측시스템인 KLDNet
에 의해 관측된 연도별 낙뢰 발생 현황이다. 총 낙뢰 관측 수는 2007년
도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낙뢰 발생이 전년도의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정극성의 경우 낙뢰 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1의 송전 고장발생 현황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
었다.

<그림 2> 연도별 낙뢰발생 현황

  2.2 지역별 낙뢰발생 변화
표 1은 지역별 대지 낙뢰 밀도이다. 2014년의 대지 낙뢰수는 전년
도 대비 감소하여, 대지 낙뢰 밀도가 19년간(1996∼2014년)의 평균값
보다 적었다. 19년간의 대지 낙뢰 밀도는 평균 0.99[회/Km²]로
2014년은 평균의 60% 수준인 0.57[회/Km²]이다. 대도시로 보
면 대전이 가장 높은 값이며, 지역별로써는 경기 지역이 높은
값이다. 연간뇌우일수 IKL은 30∼40일 이상인 지역이 많다.

 <표 1> 지역별 낙뢰 밀도

지역
면적

[Km²]

1996～2014 연평균 2014

합계

[회]

낙뢰밀도

[회/Km²]

낙뢰밀도

[회/Km²]

서울 605.7 675 1.22 1.42

부산 769.5 377 0.49 0.65

대구 880.4 971 1.22 0.25

인천 1,026.0 549 0.56 0.11

광주 498.4 659 1.36 0.28

대전 539.5 680 1.44 1.85

울산 1,055.0 674 0.67 0.48

세종 465.2 535 1.34 0.92

경기 10,162.7 9,727 1.07 0.70

강원 16,635.5 9,523 0.60 0.41

충북 7,414.6 7,434 1.14 0.65

충남 8,217.8 10,556 1.44 0.55

전북 8,063.7 9,837 1.36 0.48

전남 12,130.3 9,617 0.83 0.18

경북 19,025.2 13,889 0.80 0.41

경남 10,515.1 9,518 0.98 0.39

제주 1,846.7 627 0.36 0.02

전국평균 223,127.0 87,844 0.99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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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월별, 시간대별 낙뢰발생 분포
그림 7과 8은 연중 월별 낙뢰발생 현황과 하루 중 시간대별 낙뢰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9년간의 평균값을 보면 연간 강우가 집중하는 6
∼9월 사이에 연간 낙뢰의 84%가 발생하여 강우량이 가장 많은 8월에
낙뢰발생이 집중되었다. 최근에는 과거 6월말에서 7월초에 뚜렷하게 나
타나던 장마의 특징이 약해지면서 낙뢰가 많이 발생하는 발생 시기도
변화하였다. 2014년도의 월별 낙뢰발생은 전체수에서는 적었지만 발생하
는 패턴은 평균값과 유사하였다. 또한 하루 중 시간대별 발생 패턴은 19
년간 연평균을 보면 새벽시간과 오후 늦은 시간에 낙뢰가 많이 발생하
였으나, 2014년도는 오후에만 낙뢰가 많이 발생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월별 낙뢰 발생 분포

<그림 4> 시간대별 낙뢰 발생 분포

  2.4 다중도
1개 또는 2개 이상의 stoke가 하나의 낙뢰를 형성하는데 낙뢰에 포함
된 stoke의 수를 다중도라 한다. 낮은 전류의 크기를 갖는 낙뢰일지라도
다중도가 높다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낙뢰의 다중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3]. 그림 5는 1996부터 2014년까지의 낙뢰 다중도를 나타
낸 것이다. 201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다중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전반적으로 낙뢰활동이 예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의 영향으로 추정된
다.

<그림 5> 낙뢰 다중도

  2.5 연도별 낙뢰 전류
낙뢰전류는 송전선로 낙뢰고장 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
이다. 낙뢰 전류가 클 경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국내에
서 발생되는 낙뢰전류의 크기를 관측하여 절연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
다. 표 2는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 관측 영역 전체의 낙뢰에 대한 중
앙값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2009∼2012년 사이의 정극성 중앙값은 다른
연도들에 비해 매우 큰 값을 보였는데 이는 신규시스템의 관측비율이
높고 400kA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관측 값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정극성 낙뢰와 달리 부극성 낙뢰의 중앙값은 연도별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

 <표 2> 연도별 낙뢰 전류의 중앙값

3. 결    론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중인 낙뢰관측시스템인 KLDNet에 의한 관측
기록을 통계 분석하고 1996년도 이후 19년간의 낙뢰발생자료와 비교하
였다. 2007년을 정점으로 낙뢰의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장발
생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낙뢰밀도
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월별 낙뢰발생에서는 평균적으로 8월에 낙뢰
발생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2014년에는 7월의 낙뢰 비중이 증
가한 특징을 보였다. 또한 시간대별 낙뢰발생에서는 오후에 낙뢰 발생이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다. 중앙값은 1996∼2014년 사이에는 26.61 kA이
며, 2014년에는 25.2 kA이다.
낙뢰의 발생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뇌우일수인 IKL은
30∼40일 이상인 지역이 많으며 대지낙뢰밀도는 연평균 0.99[회/Km²]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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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관측영역전체[kA]

전체 정극성 부극성

1996 24.7 20.2 25.0

1997 29.1 33.3 28.1

1998 29.4 26.7 29.6

1999 23.9 18.7 25.6

2000 28.5 23.0 30.1

2001 20.0 14.6 21.5

2002 28.2 33.9 27.4

2003 18.6 20.8 17.6

2004 15.9 17.3 15.1

2005 16.1 12.9 16.0

2006 24.1 23.5 24.2

2007 20.3 23.1 20.1

2008 22.1 27.2 21.7

2009 31.3 145.2 21.4

2010 36.3 152.5 23.8

2011 42.6 187.4 26.7

2012 47.6 224.1 28.9

2013 21.7 22.1 21.5

2014 25.2 32.2 24.6

평균 26.61 55.72 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