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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간섭을 기초로 한 병렬 접지봉의 합성접지임피던스의 분석

(An Analysis on Resultant Ground Impedance Based on the Potential Interference Of 

Parallel Ground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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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ple ground rods are commonly used to obtain the low ground impedance, but they will not

reduce the ground impedance unless the spacings between the ground rods are sufficient. This paper

presents the experimental results of frequency-dependent resultant ground impedance of two ground

rods in parallel. The resultant ground impedance of two ground rods in parallel were measured as

functions of the spacing and length of ground rods and the frequency of test currents and were

discussed based on the potential interferences. As a consequence, the frequency-dependent ground

impedance of single ground rod and two combined ground rods give capacitive.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potential interference on the ground impedance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dependent ground impedance and is strong in low frequency. Also, in order to reduce the

increasing rate of resultant ground impedance of two ground rods due to potential interference to

within 10(%), two ground rods in parallel will be placed over one rod length 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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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직 접지전극을 시공할 경우 1본의 접지전극으로

구하고자 하는 접지저항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경우접지전극의길이를길게하는것보다접

지전극을 여러 개 병렬로 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원하는접지저항값을얻을수있다[1]. 그러나근접하

여병렬시공된 2개의접지전극에이상전류가유입될

경우그림 1과같이접지전극사이에전위간섭이발생

하게되며, 접지저항은개별접지극의이론적합성저

항값처럼 감소하지 않는다. 접지전극이 병렬로 시공

될경우그림 1과 같이접지전류의흐름에따라전위

가발생되며, 발생된전위로인하여주변접지전극의

전위는상승하게된다. 또한 다수의접지전극을시공

하였을 경우 주변 접지전극으로부터 더 많은 전위간

섭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접지전극에 중첩되는 전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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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이커지므로합성접지임피던스도증가하므로접

지전극의 병렬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2-3].

접지전류

접지전극 A 접지전극 B

I

합성전위분포

접지전극 B만에
의한 전위분포

접지전극 A만에
의한 전위분포

접지전류

접지전극 A 접지전극 B

I

합성전위분포

접지전극 B만에
의한 전위분포

접지전극 A만에
의한 전위분포

그림 1. 2개의 접지봉 사이의 전위간섭
Fig. 1. Potential interference between two ground

rods

접지전극의병렬효과를증가시키기위해서는접지

전극사이의충분한이격거리가필요하며, 전위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접지전극간 거리를

무한대의 거리만큼 떨어뜨려야 한다[4]. 그러나 현실

적으로 병렬접지전극간 거리를 무한대로 이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부지에서 접지전극

사이의이격거리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그러나 현

재 병렬 시공할 접지전극간의 적정한 이격거리에 관

한데이터는제시되어있지않으며, 이격거리에따른

합성접지임피던스의 특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구

가이루지지않은상태이다. 또한실제시공현장의부

지는제한적이기때문에전위간섭에의한합성접지저

항및합성접지임피던스의증가는피할수없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접지봉 상호간의 전위간섭이 합성

접지임피던스에 미치는 영향과 주파수의존성을 분석

하여 접지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실험적 연구결과를 제안하였다. 접지봉의

길이에따른 3종류및이격거리에따른 2개의접지봉

을조합하여합성접지임피던스의주파수의존성과전

위간섭에 따른 합성 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또

한단일접지봉의접지임피던스에대한합성임피던스

에 미치는 전위간섭의 영향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병렬접지봉의 간이모델

병렬로시공된수직접지전극의접지임피던스에대

한간이모델을그림 2에나타내었다. 수직접지전극의

경우그림 2와같이L, C, G 회로정수로나타낼수있

다. 의경우접지전극B의간섭영향이고, 의경

우 접지전극 A에 의한 간섭영향이다. 이때 전위간섭

에의해증가된접지임피던스()는식 (1)과같이표

현할 수 있다[2,5].

그림 2. 2개의 접지봉의 접지임피던스에 대한 간이모델
Fig. 2. Simplified model of the ground impedance

of two ground rods

 (1)

 

× (2)

여기서 는 접지봉 2개의 합성접지임피던스이다.

전위간섭에의한접지임피던스의증가율은식 (3)과

같이 정의하였다.

 


× (3)

여기서 는각개별접지전극의이론적합성접지임

피던스이며, 또한 전위간섭이 배제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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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계 및 실험방법

병렬로 시공된 접지봉의 합성접지임피던스를 분석

하기위해설치한접지전극의치수및설치간격을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본 연구에 사용한 접지봉의 치수 및 간격
Table 1. Spacings and size of ground rods used in

this work

분류
접지전극의

반경[m]

접지전극의

길이[m]

접지전극 간의

이격거리[m]

가 0.0075 1.8 1, 2, 3

나 0.0075 4 2, 4, 6

다 0.0075 6 2, 4, 6

합성접지임피던스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계를 그림

3과같이구성하였다. 수직접지전극의전위간섭을측

정하기에 앞서 측정대상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의

측정에는 IEEE Std. 81.2-1991에서 제안한 전위강하

법을 사용하였으며[6], 전위보조전극과 전류보조전극

을측정대상접지전극의길이의 10배 이상이격된위

치에 설치하여 도전유도에 의한 영향이 배제되도록

하였다[7].

전류보조전극(C)

전위보조전극
(P)

2
0
 m

20 m

A B C D

접지임피던스
분석기

함수발생기

전력증폭기

전압프로브

전류프로브

시험 접지전극

전류보조전극(C)

전위보조전극
(P)

2
0
 m

20 m

A B C D

접지임피던스
분석기

함수발생기

전력증폭기

전압프로브

전류프로브

시험 접지전극

그림 3. 측정계의 구성
Fig. 3. Configuration of the measurement system

정현파교류 80[MHz]까지발생시킬수있는함수발

생기와 DC-250[MHz]의주파수대역을갖는전력증폭

기를이용하여시험전류를인가하였으며, 전위보조전

극과 측정대상 접지전극 사이에서 측정한 전위차를

기반으로 접지임피던스를 산출하고 주파수의존성을

분석하였다. 시험전류는 10[MHz] 주파수대역의전류

프로브로 그리고 전위차는 100[MHz] 주파수대역의

차동전압프로브로 측정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합성접지임피던스를분석하기위해서는접지임피던

스의주파수의존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 병렬로 시

공된 접지전극의 합성접지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전에

측정대상개별수직접지전극의접지임피던스를측정

하였다. 접지전류의 주파수에 따른 접지임피던스의

변동특성은 PC기반의 접지임피던스분석기로 측정하

였다. 측정대상 수직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를 인

가전류의 주파수를 100[Hz]에서 1[MHz]까지 변화시

키며 측정한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길이 1.8[m]의 수직 접지전극의 경우 인가전류의

위상이 접지전극의 전위보다 앞서는 용량성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길이 4[m]와 6[m]의 수직 접지전극의

경우도 용량성 특성이 나타났다.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용량성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약 400[kHz]부터

유도성 특성으로 주파수 의존성이 나타났다. 길이

1.8[m] 접지봉의경우접지봉 D의접지임피던스가가

장낮고접지봉B가 2번째이며, 접지봉A와C는거의

같으며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길이 4, 6[m] 접지봉의

경우 접지봉 D의 접지임피던스가 가장 크게 그리고

접지봉 B가 가장낮게나타났으며각접지봉이매설

되는위치의깊이별토양의저항률이다른것으로판

단된다. 접지봉 A를 기준으로 하여 표 1의 이격거리

조건에따라접지봉 2개씩병렬로조합하여측정하였

다. 접지봉의 길이별 설치간격에 따른 합성접지임피

던스의측정결과를그림 5에나타내었다. 합성접지임

피던스는개별접지전극의주파수의존성과거의일치

하는경향으로나타났다. 즉접지봉 A와 D의조합으

로측정한결과를보면길이 1.8[m]의 접지봉의경우

가장낮게나타났으나길이 4, 6[m]의 접지봉의경우

가장크게나타났으며, 이는토양의저항률의영향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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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접지봉의 길이별 접지임피던스의 주파수 의존성
Fig. 4. Frequency-dependent ground impedance

as a function of the length of ground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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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병렬 접지봉의 설치간격에 따른
합성접지임피던스의 주파수의존성

Fig. 5. Frequency-dependent resultant ground
impedance as a function of the spacing of
parallel ground rods각 조건에서 접지봉 A와 접지봉 B의 조합에 대한

합성접지임피던스와 개별 접지전극의 이론적인 합성

접지임피던스값을그림 6에나타내었다. 이론적인합
성접지임피던스는 개별 접지전극의 접지임피던스를

식 (2)를 이용하여 주파수에 따라 산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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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m] 접지봉

(a) 4[m] 접지봉

(c) 6[m] 접지봉

그림 6. 접지임피던스의 주파수 의존성에 대한 이론적 값과
측정값의 비교

Fig. 6. Comparison of the theoretical and
measured values for the frequency-
dependent ground impedances

그림 6에서 측정된 값과 이론적 합성접지임피던스

의차는전위간섭에의해기인된것으로식 (1)의 

이다. 를비교했을경우 100[Hz]에서가장크게나

타났고주파수가증가할수록감소하는추세가도출되

었다. 이러한결과는접지임피던스의주파수의존성이

용량성으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전위상승의 영향이

작아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 결과에따라

본 연구범위에서 접지임피던스의 증가가 가장 큰

100[Hz]에서의 을평가하였다. 전위상승에의한접

지임피던스의증가에대한평가를위해식 (3)을이용

하여전위간섭에의해증가한합성접지임피던스를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100[Hz]에서 접지임피던스의 증

가율 을 이격거리에 따라 나타내었다.

표 2. 접지전극의 길이 및 이격거리에 따른 전위간섭에
의한 접지임피던스의 증가율 (%)

Table 2. Increasing rate n(%) of ground
impedance due to potential interference
as functions of the spacing and length of
ground rods

이격거리

접지봉의 길이
1[m] 2[m] 3[m] 4[m] 6[m]

1.8[m] 12.6 9 2.5 - -

4[m] - 12.9 - 7.3 5

6[m] - 15.9 - 9.9 6.2

표 2에서각조건의이격거리가증가할수록전위상

승에 의한 접지임피던스의 증가율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지봉의 길이가 길수록 이격거리

에 따른 접지임피던스의 증가율의 감쇠는 작은 경향

이다. 길이가대략 1.8[m] 이상인접지봉의경우접지

봉의 길이에 상응하는 이격거리의 경우 전위간섭에

의한접지임피던스의증가율은대략 10[%] 이내인것

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본논문에서는접지봉의길이와이격거리에따른합

성접지저항을 실측과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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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병렬시공된접지봉사이의이격거리가멀어질수

록 전위간섭에 의한 접지임피던스의 증가율은

감소한다.

② 접지임피던스의 주파수의존성이 용량성인 경우

전위간섭의 영향은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작게

나타난다.

③ 길이가 대략 1.8[m] 이상인 접지봉을 병렬로 시

공한경우접지봉의길이에상응하는만큼이격

시키면전위간섭에의한접지임피던스의증가는

대략 10(%) 이내로 됨이 밝혀졌다.

여러개의접지봉을병렬로시공하는경우본논문

에서 제시한 결과를 활용한다면 실제 시공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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