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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송전선로의 지지물로 쓰이는 철구조물인 송전철탑의 4개의

탑각이 별도의 저항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송전선이 운전 중에 송전철탑에 늘 존재하는 탑각 누설전류

를 이용하는 송전철탑의 탑각 접지저항 측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종래에 전압극 2개와 전류극 2개를 합해서 4개의 전극을 지표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작업 대신, 전압극 2개만으로 작업하면 접지저항 측정이 가능하므로 지역상 산악지역에 설치된 송전철탑의 접지저항 

측정에 상당히 간편한 접지저항 측정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일반 접지저항 측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류극을 

없애고, 기본적으로 송전철탑에서 늘 대지로 흐르고 있는 누설전류로 전류극의 전류를 대신함으로써 접지정항 측정

장치의 사용방법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간단하면서도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로는 측정이 곤란했던 송전철탑의 고

조파별 접지저항 측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전력설비의 안정운전과 고품질의 전력전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도

도 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접지저항 측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상기 도 1의 방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지저항 측정방법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하고자하는 

접지극(11)의 대지전위(34)와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타설한 접지극(16)의 대지전위(35)가 전류극C1, C2(15,16)

에서 송출하는 전류(14)에 의해 형성되고, 거리별로 전압극 P2(18)를 전류극 C2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압극P1과의 

사이에 전압계로 측정한 전압(15)을 측정하여 거리별로 전압(15)/전류(14)값을 종축(19)으로 하고 거리를 횡축(20)

으로 하여 나타내면 전형적인 접지곡선(21)이 얻어진다. 이 접지곡선에서 횡으로 평탄한 부분의 값(22)이 측정하고자

하는 접지극(11)의 접지저항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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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올바른 접지저항이 측정되는 조건은 첫째, 전류극C1 및 전류극C2에서 나오는 전류(14)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자 하는 접지극(11)과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임의로 타설한 접지극(16)을 통과하는 단일 전류 루프가 형성되어야

하고, 둘째, 반드시 전류(14)는 대지를 귀로로 해야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전형적인 접지저

항곡선이 얻어질 수 없고, 설령 전형적인 접지저항 곡선 형태가 얻어진다해도 측정된 접지저항 값은 부정확한 값이 

된다.

도 2는 상기 도 1의 일반전인 접지저항 측정방법의 원리를 추가 설명하기 위한 도면.

상기 도 2는 상기 도 1의 원리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로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의 전류극C1, C2(15,16

)에서 나오는 전류가 단일 경로를 통해 흐르고, 반드시 대지를 통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대지전위(34, 35)는 접지저항 측정기의 전류극C1, C2에서 송출되는 전류(14)만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설

명하고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서 접지저항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송전선의 구조 및 형태를 쉽게 설명하는 개략도.

도 4는 상기 도 3의 접지저항 측정대상인 송전철탑의 기초 및 접지도면.

도 5는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 방법으로 송전철탑을 대상으로 접지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상기 도 5의 설명을 부연하면 송전철탑을 대상으로 접지저항 측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가공지선(42)이 다른 송전철탑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하고, 둘째, 누설전류가 없어야 하므로 전

력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도 6은 운전중인 즉,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송전선의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상기 도 6의 도면을 부연 설명하면 전류극C1, C2(15, 16)의 전류 경로가 대 지를 통하지 않는 경로가 존재하여 정확

한 접지저항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전류경로(63)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타설한 전류극 C2(16)의 대지전

위와 측정대상인 송전철탑(41)의 대지전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또한 누설전류(64)가 탑각인 주주재(51)

를 통해 대지로 흐름으로서, 전류극에서 송출되는 전류(14)에 의한 대지전위와 별개의 대지전위를 송전철탑의 기초 

접지선(54, 55, 56)에 형성하여 정확한 접지저항 측정을 방해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운전중인 송전선을 대상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의 도면을 

부연 설명하면 전류극C1, C2(15,16)에서 전류를 내보내지 않고, 송전철탑(41)의 탑각인 주주재(51)에 흐르는 누설전

류(64)를 체결형 변류기(73)로 측정하여 이 누설전류(64)를 전류요소로 하고 전압극 P1, P2(17,18) 사이의 대지전위

를 전압요소로 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도 8은 체결형 변류기를 철탑의 다리인 주주재(51)에 체결한 상태에서 누설전류(64)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한 도면. 도 8의 도면을 부연 설명하면 손쉬운 동작으로 로고스키 코일형 전류센서(73)의 착탈이 가능해진다.

도 10은 본 발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송전선을 대상으로 본 발명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행한 시험을 설명

하기 위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활선 상태에서 누설전류를 이용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측정장치의 개략도.

도 12은 상기 도 11의 전류측정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3은 상기 도 11의 전위 측정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4는 상기 도 11의 변환기 회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5는 상기 도 11의 접지저항 계산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6은 상기 도 11의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로 상기 도 10에서 철탑의 진행방향(101)으로 측정한 실측접지저항 곡선.

도 18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로 상기 도 10에서 철탑의 45°방향(102)으로 측정한 실측접지저항 곡선.

도 19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로 상기 도 10에서 철탑과 수직방향(103)으로 측정한 실측접지저항 곡선. 도 20은 특

정 송전철탑에서 실측한 대지전위신호의 파형. 도 21은 도 20에 도시된 파형의 주파수 분석 결과 그래프. 도 22는 특

정 송전철탑에서 실측한 전류신호의 파형. 도 23은 도 22에 도시된 파형의 주파수 분석 결과 그래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1. 접지저항 측정대상 접지극(연동선으로 구성된 메쉬 및 접지동봉등)

12. 접지동선 및 접지동봉등의 금속체로 이루어져 있고 접지저항 측정대상이 되는 접지극.

13. 접지저항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접지극(11)에 대지전위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전류를 전류극C1, C2로 송출

시키는 전압원 혹은 전류원(직류, 혹은 교류)

14. 측정하고자 하는 접지극(11)에 대지전위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전류 I를 측정 하는 전류계

15. 접지저항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접지극(11)에 흐르는 전류의 통로가 되는 두 개의 전류극 중 한쪽 요소인 전류

극C1

16. 전류극C1(15)과 함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폐루프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전류극C2

17. 접지저항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전압요소인 대지 전위를 측정하는 전압극P1

18. 접지저항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전압요소인 대지 전위를 측정하는 전압극P2

19. 전형적인 접지저항 곡선의 종축으로 저항을 나타냄.

20. 전형적인 접지저항 곡선의 횡축으로 전류극C1과 전류극C2간의 거리가 최대가 됨.

21. 전형적인 접지저항곡선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면 횡으로 직선구간이 나타남.

22. 전형적인 접지저항 곡선에서 직선구간의 값으로 측정 대상 접지극(11)의 접지저항 값.

23. 지표면

24. 접지저항을 측정하고자 대상 접지극(11)과 측정을 위해 타설한 접지극(16)사이의 직선거리(D)로 거리가 길수록 

전형적인 접지곡선이 얻어진다.



등록특허  10-0402062

- 3 -

31.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접지저항 측정기

31. 전압극P2를 전압극P1에서 전류극 C2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거리별로 측정한 접지저항값을 나타내는 표시창(숫

자, 바늘, 눈금등)

33. 전류극 C1과 C2사이의 전류경로로서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31)에서 송출되는 전류가 전류극 C1, C2를 통하

는 전류경로를 갖으면서 전부 대지를 통해 흐르는 경우에 양호한 접지저항곡선(21)이 얻어진다.

34. 전류극 C1과 C2사이의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생긴 측정 대상 접지극의 대지전위로서 순수하게 접지저항측정기(

31)에서 송출된 전류에 의해서만 형성된 대지전위를 말한다.

35. 전류극 C1과 C2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생긴 측정하기 위해 타설한 보조 접지극인 C2 접지극의 대지전위로서 

순수하게 접지저항측정기(31)에서 송출된 전류에 의해서만 형성된 대지전위를 말한다.

41. 전력의 공급경로인 송전선로로서 크게 나누어 철구조물(44), 전력선(43) 가공지선(41), 절연물(45), 기초(55)로 

구성된다.

42. 상기 41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낙뢰 등으로부터 송전선로의 전력선(43)을 보호하고 전력선의 사고시 사고전류

의 귀로가 되는 가공지선

43. 상기 41의 송전선로의 구성요소로서 전력의 공급경로인 전력선으로 전력공급을 담당한다.

44. 상기 41의 송전선로의 구성요소로서 공간에 상기의 42, 43이 자연환경으로부터 기계적으로 견고히 지탱할 수 있

도록 하는 철구조물인 철구조물.

45. 상기 41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전력선(43)과 송전철탑(44)간에 전기적인 절연이 필요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유

리나 자기 혹은 고분자물로 제조된 지지물로 절연체를 구성하게 되고 이를 애자라고 부른다.

51. 상기 44의 송전철탑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대지의 기초(56)와 송전철탑(44)을 연결하는 철구조물로 주주재 혹

은 탑각이라고 한다.

52. 상기 44의 송전철탑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주주재(51)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위한 보조 철구조물로 보조재 혹

은 사재라고 부른다.

53. 상기 44의 송전철탑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기초(56)의 콘크리트 내부에 함몰된 철구조물로 이를 주각재라고 한

다.

54. 상기 44의 송전철탑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기초(56)와 결합된 철구조물로 지표면과 횡으로 구성된 철구조물로 

앵커재라고 한다.

55. 상기 44의 송전철탑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대지에 굳건하게 버티도록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철탑기초라고 한

다.

56. 상기 41의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전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감전등의 인축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인 접지동선으로 동연선으로 구성된다.

57. 설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정한 송전선 진행방향

61. 여러 개의 송전철탑이 존재하는 경우의 전기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송전철탑

62.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31)로 접지저항을 측정할 경우 정확하게 접지저항이 측정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정

상적인 전류 경로

63.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31)로 접지저항을 측정할 경우 정확한 접지저항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류 경로

64.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31)로 접지저항을 측정할 경우 정상적인 접지측정이 불가능하게 하는 전류로 누설전류

라고 한다.

71. 누설전류(63)를 이용한 송전철탑 접지지항 측정기

72.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 측정신호로 사용하기 위한 실행 스위치

73. 누선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로고스키 코일형 전류센서로 이는 착탈이 가능한 크램프형 변류기로서 어떠한 형태의

철탑의 주주재(51)에도 손쉽게 채결되는 장점을 갖는다.

74. 송전선로(41)가 운전 중에 주주재(51)에 흐르는 누선전류(64)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표면 대지전위로서 이 대지

전위 때문에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방법으로는 접지저항의 측정이 불가능하게 되고, 본 발명에서는 이 대지전위 이용

하여 접지저항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대지전위.

75. 상기 74의 대지전위를 이용하고 이 대지전위를 이용하고 전압극 P1, P2를 이용하여 구한 접지저항 측정곡선

76. 상기 75의 접지저항 측정곡선에서 구하고자 하는 접지저항값

77. 상기 73의 전류센서의 구성요소로서 누설전류(64)에 의해서 발생된 자계와 코일(79)의 유도현상으로 다시 전류

로 되어 코일(79)에 순환된다. 이 순환전류가 전류전압변환기(78)에 의해 변환되어 코일을 통과하는 누설전류(64)가 

전압형태로 전달되는 전류측정단자. 이 단자를 통해 누설전류가 전압형태로 측정된다.

78. 센서코일(79)에서 유기된 누설전류를 전압형태로 변환하는 전류전압 변환기

79. 누설전류(64)의 전류에 의해 발생된 자계에 의해 전자유도 현상 원리에 의해 전류를 센싱하는 코일

80. 기계적, 전기적으로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어 착탈이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101, 102, 103, : 345kV 실선로를 대상으로 한 접지저항 실측 경로

110: 본 발명에서 제안한 장치의 구성도

111. 전류측정장치

112. 전위측정장치

113. 접지 임피던스 계산부

114. 변환기 회로

115. 표시장지,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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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연산증폭기

122. 필터회로

123. offset회로

124. 위상보정회로

131. 고입력 임피던스 회로

132. 대역저지회로

133. offset저지회로

134. 위상보정회로

141. 전류변환회로

142. 전위변환회로

143. 동시 변환시스템

151. 디지털 필터

152. 위상 계산 알고리즘

153. 주파수 분석 알고리즘

154. 임피던스 계산 알고리즘

155. 표시장치 제어

161. 저항표시 램프

162. 위상표시 램프

163. 측정명령 제어키

164. 표시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력수송에 기본이 되는 전선로의 구성요소인 송전선의 지지물인 송전철탑(도 3)의 접지저항 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31)로는 접지저항측정이 불가능했던 점을 극복한 접지저항 측정장치에 관한 것

이다. 점차적으로 산업화, 정보화 및 도시화되어 가는 현대사회는 밀집된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에너지중 가장 사용이 편리하고 수송이 간단하며 공해가 없는 깨끗한 에너지로서 사용되는 전력에너

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에너지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낙뢰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은 물론, 전기의 고품질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발전소에서 발전

된 고품질의 전력을 일반 수용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려면 송전선의 품질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품질의 안정

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양호한 접지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접지는 전력이나 낙뢰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력사업의 측면에서 기준전위를 제공하고 낙뢰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한다. 또한, 접지는 전력

계통사고가 발생할 때 고장전류의 귀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로의 가

속화가 진행되면서 일반 가정에도 팩시밀리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정보, 인터넷등의 설비가 이용되고 있어 사고

의 피해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접지저항의 측정에 의한 접지저항의 관리는 국가적으

로도 큰 이익에 해당한다.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방법으로 송전철탑의 접지저항 측정이 불가능한 이유중 하나는 3상(t

hree phase)과 대지간의 유도현상 및 3상(phase) 불평형 전류에 의한 누설전류(64)이다. 이 누설전류(64)에 의해 접

지극(15,16)에 발생하는 대지전위는 전류극C1, C2(도2의 15, 16)의 전류(14)가 접지극(15,16)에 발생시키는 대지전

위와 간섭을 일으켜, 전압극P1, P2(도2의 17, 18)에 의해 측정되는 대지전위차의 값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즉, 바람

직한 전류극C1, C2에 의한 전류에 의한 대지전위차만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누설전류(64)에 의한 대지전

위가 포함되어 접지저항 측정원리에 의한 접지저항값보다 큰 접지저항 값이 측정되어 측정값에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에서는 도 3의 송전철탑(41) 접지저항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한가지 원인이 되는 누설전류(64)를 역으로 사

용하여, 접지저항측정법에서의 전류극을 송출되는 전류로 사용하는 탁월한 개념의 방법으로, 이 방법에 의하면 기존

의 측정방법보다 측정작업이 훨씬 간편해지고, 측정시간이 단축되고, 측정기의 구조도 간단해지는 특징을 가진다.

도 7에서와 같이 송전철탑의 탑각(51)에 흐르는 누설전류(64)를 전류극(도 7의 15,16)으로 대신 이용하면 전압극(도

7의 17, 18)으로 대지전위만을 측정함으로서 측정작업이 편리해지고 전류극(도 7의 15, 16)의 리드선을 간결하게 함

으로서 수십 혹은 수백m 씩 거리를 두고 전류극C2를 타설해야 하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없앨 수 있

음으로, 대부분 산악지형에 설치된 송전철탑을 대상으로 한 접지저항 측정작업을 행할 경우 엄청난 편리성과 시간절

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즉, 기존 접지저항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전류극 C2를 전류극 C1에서부터 수십 혹은 수백 m 떨어져서 타설한 후, 전

압극 P2를 전류극 C2방향으로 거리별로 이동시키면서 측정하는 방법을 대신해서, 전압극 P2만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일정한 저항값이 얻어지면 측정을 종료하는 아주 단순한 측정방법으로 변경된다. 결국, 본 발명은 현장

적용방법이 편리하고 활선상태에서 측정불가능 했던 접지저항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개념이지면 적용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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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탁월한 효과를 지닌 발명이다.

기본적으로 접지저항 측정방법(도 1)은 전류극(15, 16)을 상당한 거리D(도1의 24)를 두고 측정대상인 접지극(11)과 

보조전류극(16)사이에 전류를 인가한 후 전압극P2(18)를 P1(17)점에서부터 점진적으로 C2(16)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류I(14)에 대한 전위V(15)비를 즉, 저항값인 I/V를 종축으로 하고 측정한 거리를 횡축으로 한 그래프(21)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대상으로 한 접지극(11)의 접지저항 값은 평행선이 되는 부분(22)의 값이 접지저항 값이 된다.

이때 올바른 접지저항이 측정되는 조건은 첫째, 기존의 접지저항측정기(31)의 전류극C1 및 전류극C2에서 송출되는 

전류(14)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고자 하는 접지극C1(11)과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임의로 타설한 접지극C2(16)을 

통과하는 단일 전류루프가 형성되어야하고, 둘째, 반드시 전류(14)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단일 경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전형적인 접지저항곡선이 얻어질 수 없고, 설령 전형적인 접지저항 곡선이

얻어진다해도 측정된 접지저항값은 부정확한 값이 된다.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방법으로 송전철탑의 접지저항 측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첫째, 3상(three phase)과 대지간의 유도현상 및 3상(phase) 불평형 전류에 의한 누설전류(64)이다. 전류극C1, C2(

도2의 15, 16)의 전류(14)가 발생시키는 대지전위와 누설전류(64)가 발생시키는 대지전위가 간섭을 일으켜, 전압극P

1, P2(도2의 17, 18)에 의해 측정되는 대지전위차의 값이 바람직한 전류극C1, C2에 의해 발생된 대지전위차에 의한 

값이 아니라 불필요한 누설전류(64)에 의한 대지전위차에 의한 값이 포함되어 접지저항 측정원리에 의한 접지저항값

보다 큰 접지저항 값이 측정되어 측정값에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접지저항 측정기(31)에서 발생시키는 전류(14)의 경로이다. 접지저항 측정기에서 송출되는 전류(14)는 전류극

C1(도2의 15)과 전류극C2(16)를 반드시 경유해서 흘러야 함과 동시에 전부 대지를 경로(33)로 해야한다. 즉, 접지저

항을 측 정하는데 필요한 접지극(11, 16)이외의 구조물에는 대지전위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전류경로를 

운전중이거나 혹은 건설이 완공된 송전선에 적용시키면 두 개의 송전철탑의 경우, 가공지선(42)을 통해 각각의 송전

철탑마다 대지로 통하게 되므로 새로운 대지를 통하지 않는 전류경로(63)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개의 송전철탑을 감

안하면 전류경로(63)와 같은 수십 개의 바람직하지 않은 전류경로가 생겨 접지저항을 측정하고자하는 송전철탑(41)

의 접지저항 측정은 올바른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운전중인 혹은 건설이 종료된 송전철탑(41)의 경우 접지측정에 조건인 유일한 전류경로가 아니고 수십 혹은 수

백 개의 전류경로가 존재하는 이유와, 운전중인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누설전류(64)에 의해 발생하는 대지전위 

때문에 접지저항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운전중인 송전선을 대상으로 한 송전철

탑의 탑각 접지저항 측정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송전철탑의 탑각 접지저항 측정장치는 운전중인 송전철탑에 구성

된 접지극(56, 99)의 접지저항을 측정함에 있어 방해의 요인으로 작용하던 누설전류를 전류극으로 사용함으로써 기

존의 접지저항 측정기에서 존재하던 전류발생장치를 없애는 것이 가능해지고, 전류극을 대신하여 누설전류를 측정하

는 측정회로를 구성함으로써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원장치의 설계가 필요없게 되고, 전류극의 타설작업을 없앰으로써

작업의 용이성과 함께 작업시간의 단축까지 달성하게 된다.

본 발명의 장치 사용법(도 7)은 사용자가 익숙해져 있는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방법(도 1)보다 간단하다. 왜냐하면 전

류극의 타설작업이 없고, 전압극의 측정방법은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 방법과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본 발명의 구성을 크게 6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에서 전류(14)를 송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원장치가 운전중인 송전철탑에서 존재하는

누설전류(64)를 이용함으로써 필요 없게 되고, 전원장치에 대응하는 장치로 착탈형의 누설 전류측정장치(도 8)를 사

용한다. 착탈형의 전류측정장치는 철탑의 다리부분인 주주재(51)를 감쌀 수 있도록 된 구조(80)로 손쉽게 주주재(55)

에 착탈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80) 때문에 전류센서를 끊지 않고 필요한 누설전류(64)의 측정이 가능해 진다.

송전철탑의 주주재(51)에 흐르는 누설전류(64)는 외부로 자장을 발생하고 이 자장이 코일(79)을 관통함으로써 누설

전류(64)에 대응하는 전류가 코일(79)내부를 순환하게 되고, 이 순환전류는 전류 전압변환 장치(79)에 의해 전압형태

로 누설전류(64)를 출력단자(77)로 내보내게 된다. 전압출력단자(77)에서 얻은 전압형태의 누설전류(64) 정보를 전

류측정장치(111)에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31)에서의 전류극을 대신하게 된다. 이 부분의 내용이 본 

발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운전중인 송전철탑의 접지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전류전압 변환기(78)에서 전달되는 누설전류의 크기는 전압형태의 전류정보를 처리하는 전류측정장치(111)이

다.

도 12는 전류측정장치(111)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전류극 C1, C2사이에는 전압형태인 누설전류(64) 정

보가 입력단자인 도 12의 C1, C2단자에 전달된다. 단 전류극에서 인가되는 전류가 검출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절연증폭기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검출된 전류정보의 최대값을 연산증폭기(121)에서 증폭하여 변환기 회로(114

)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최대값인 ±10V이하로 되도록 증폭한다. 또한, 상기 연산증폭기(121)를 거친 전류신호는 

필터회로(122)에 의해 노이즈에 해당하는 성분을 제거하고, offset 회로(123)에 의해 노이즈 성분이 제거된 전류신호

에 포함된 DC성분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드웨어로 증폭된 후 노이즈 성분과 DC성분이 제거된 신호는 위상이 다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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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연산증폭기로 구성된 위상보정회로(124)를 통과시켜 정확한 전류정보를 갖도

록 보정한 후 변환기회로(114)로 전달한다.

셋째, 누설전류(64)의 영향으로 전압극에 유기된 대지전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접지저항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대지전위 입력단(P1, P2)의 입력임피던스가 20MΩ이상의 값

을 갖는 입력단을 설계하여 대지전위가 전압극 인가선 길이의 영향없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위측

정에 오차를 최소화하는 특징을 갖는 전위측정장치(112)를 갖고 있다. 도 13은 대지전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설명도이다. 대지 전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측정단자인 P1과 P2사이의 입력임피던스를 원

칙적으로는 무한대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 연산증폭기로 voltage follow회로로 설계하여 입력

임피던스가 20MΩ이상이 되도록 고입력임피던스회로(131)를 설계, 제작하여 대지전위가 전압극P1, P2를 구성하는 

전선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고 입력저항이 큰 입력단에 전부 걸리게 함으로써 전압강하없이 입력되는 대지전위를 측

정하는데 오차를 최소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입력된 대지전위 정보는 운전중인 전력설비에서 접지극으로 

흐르는 누설전류와 노이즈를 최대한 제한하도록 연산증폭기로 구성되는 대역저지회로(132)에 의해 대역저지된다. 실

제로, 송전선의 철탑에 흐르는 전류의 성분은 주로 60㎐를 기준으로 할 때 9고조파(540㎐) 성분까지 관측되므로, 이 

540㎐보다 큰 고조파성분은 노이즈로 처리해도 무관하며, 상기 대역저지회로(132)는 1㎑이하의 값만을 통과시키고 

그 이상의 대역은 통과하지 못하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대역저지된 대지전위 정보는 전류측정회로(111)의 정

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과 동일한 기능으로 offset 저지회로(133)에 의해 DC성분이 제거된다. 이렇게 하드웨어로 대

역저지되고 DC성분이 제거된 신호는 위상이 다소 변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연산증폭기로 구성된 위

상보정회로(134)를 통과시켜 완전한 교류정보만을 갖도록 보정한 후 변환기회로(114)로 전달한다.

넷째, 위에서 변환된 탑각 전류신호와 대지전위신호는 전류측정장치(111)의 전류정보와 전압측정장치(112)를 통한 

대지전위의 전압정보는 이를 디지털화하는 기능을 갖는 변환기 회로(114; 도 14)의 전류변환장치(141)와 전압변환

장치(142)로 각각 입력된 후 동시변환시스템(143)에 의해 동시에 디지털신호로 변환된다. 이 회로의 기능은 전류정

보와 전압정보를 동시에 디지털화(A/D 변환)함에 있어 대지전위인 전압정보와 전류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여 전기적

으로 전압정보와 전류정보와의 위상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도 14는 변환기 회로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일반적으로 전압과 전류신호로부터의 정보를 디지털신호로 바꾸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느냐를 결정하는 sampling time과 한번 sampling할 때 몇 bit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제어장치에서 보내준 주파수 신호의 한 주기를 최소 32번 이상 sampling하도록 설계되었고 한번 sampli

ng 할 때 16bit A/D처리를 함으로서 1/65536의 분해능을 갖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전압정보와 전류정보를 이용하여

전압정보와 전류정보와의 위상차를 계산할 때는 전압정보와 전류정보를 동시에 sampling해야 정확한 위상정보를 계

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전압정보와 전류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16bit A/D 변환기로 된 전류변환회로(141)와

전위변환회로(142)에 동시에 신호를 주어 변환하고 이를 32bit의 프로세서로 받아들임으로써 동시에 전압정보와 전

류정보의 시간차 없이 디지털화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회로인 동시변환 시스템(143)을 갖는 특징이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대지전위신호와 전류신호를 동시에 변환하는 이유는 전위와 전류의 위상정보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렇게 함

으로써 정확한 위상이 계산되고, 실제로 전위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면 위상차가 되며, 이 위상차에 의해 정확

한 고조파별 임피던스가 계산된다.

다섯째,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115)이다. 표시기능은 인가된 대지전위신호 또는 전류신호의 위상과 접지 임피던스를 

접지저항값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115)는 측정을 명령하는 측정스위치(163)와 저항값을 표시

하는 LCD(164) 및 표시내용이 저항값인지 위상인지를 나타내는 LED(161, 162) 부분과 그 값을 표현하는 LCD(164)

로 구성된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디지털 프로세서로 구성된 부분인 신호발생회로 및 접지 임피던스 계산부(113)이다. 이 장치는 

제어장치(115)에서의 실행명령 받아 이에 대응하는 전류극C1, C2에서부터의 전류정보와 전압극P1, P2로부터의 전

압극으로 부터의 전압정보를 변환기회로(114)를 거쳐 처리하여 대지전위정보와 누설전류정보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구한 접지 임피던스를 표시장치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15는 접지 임피던스 계산부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러한 기능은 전부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었고 본 발명에서는 32bit프로세서인 DSP32를 사용하였다. 동시

변환 시스템(143)에서 시간적으로 동시에 A/D변환된 누설전류정보와 대지전위정보는 디지털 필터(151)를 통과함으

서 노이즈 없는 깨끗한 누설전류 정보 및 대지전위정보가 된다. 이렇게 통과된 대지전압, 누설전류 정보는 각각의 주

파수에 해당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지고 이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처리하면 오차없은 위상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경우 0.1degree 이하의 오차를 갖는 위상을 처리하는 기능(152)을 갖고 있다. 위상 계산고리즘(152)과 주

파수 분석알고리즘(153)을 통과한 결과중 필요한 주파수 부분만의 전압정보와 전류정보를 처리하여 임피던스를 계산

(154)하여 표시장치에 전달될 수 있도록 메모리로 구성된 공간에 저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접지 임피던스 계

산부(113)로 전달된 상기 대지전위신호와 전류신호는 ON-LINE FFT연산에 의해 주파수별 위상과 크기가 구해진다.

이렇게 구한 전위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는 연산을 취하여 전위와 전류의 위상차를 구한다. 예컨대, 보통의 FF

T연산은 특정한 주파수성분을 갖는 cos함수와 sin함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신호, 즉 본 발명에서는 전위신호와 전류

신호와 상승적분을 취하면 특정한 주파수성분의 실수부(real)와 허수부(imag)가 각각 얻어지며, 이러한 실수부와 허

수부를 이용하면 크기( )와 위상(atan(imag/real))이 구해진다. 결국, 본 발명에서는 특정주파수에서의 

크기와 위상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해지며, 이러한 연산을 필요한 주파수마다, 예컨대 송전선의 철탑에 흐르는 전류

의 성분은 주로 60㎐를 기준으로 할 때 9고조파(540㎐) 성분까지 관측되므로, 60㎐, 180㎐(3고조파), 300㎐(5고조파

), 420㎐(7고조파), 540㎐(9고조파)에 대해서 전위와 전류신호를 처리하게 되고, 이러한 연산처리를 빠른 CPU를 통

해서 샘플링 시간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면 ON-LINE FFT가 된다. 또한, ON-LINE FFT에 의해 전위와 전류의 

고조파별 전위와 위상이 구해지므로 이를 이용하면 고조파별 접지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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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고조파별 접지 임피던스의 크기는 고조파별 전위의 크기를 전류의 크기로 나누어 구한다. 실제로, 특정 

송전철탑에서 실측한 대지전위신호의 파형과 이 파형의 주파수 분석 결과는 도 20과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나타

나고, 이 대지전위신호 파형의 실측값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주파수[㎐] 전압 크기[V] 위상[degree]

60 3.5051 43.8

180 0.092337 -38

300 0.10234 -73

420 0.01131 -34

540 0.011969 -66

상기 표 1에서 보듯이 실제 특정 송전철탑에서 측정한 대지전위에는 1,3,5,7,9 등의 다양한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값들을 이용하면 각각의 고조파 전위와 위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특정 송전철탑에서 실측한 전류

신호의 파형과 이 파형의 주파수 분석 결과는 도 22과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나타나고, 이 전류신호 파형의 실측

값은 아래의 표 2과 같다.

[표 2]

주파수[㎐] 전류 크기[A] 위상[degree]

60 0.095645 -20

180 0.002589 -17.6

300 0.0049730 46.5

420 0.0022095 -80.6

540 0.00070194 73.9

상기 표 2에서 보듯이 실제 특정 송전철탑에서 측정한 철탑의 탑각전류에는 1,3,5,7,9 등의 다양한 고조파 성분이 포

함되어 있어 이러한 값들을 이용하면 각각의 고조파 전류와 위상을 얻을 수 있다. 상기 표 1과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

은 대지전위의 고조파성분과 전류의 고조파성분을 이용하면 각각의 고조파성분에 대한 접지 임피던스의 계산이 가능

하며, 실제 접지 임피던스의 크기는 각각의 고조파성분에 대한 전압의 크기를 전류의 크기로 나누고, 위상은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면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건설종료후 혹은 운전중인 송전철탑(41)을 대상으로 측정 불가능했던 탑각(51)의 접지저항 측정을 운

전중인 송전철탑(41) 탑각(51)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누설전류(65)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도 6)으로 측정

이 불가능했던 송전철탑(41)의 접지저항측정이 가능하므로 송전철탑(41)의 운용에 합리적이고 효율을 높여 양질의 

전력공급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송전선의 철탑에 흐르는 60㎐ 전류 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주파수 60㎐

와 그 3,5,7,9고조파별 접지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접지저항을 표시하므로, 송전철탑의 계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낙뢰가

철탑에 침입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접지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31)를 이용한 측정방법에서 전류극의 전류를 발생하는 전원장치 대신 지금까지 접지

저항측정의 방해요소로 작용했던 송전철탑(41)의 누설전류(64)가 기존의 접지저항 측정기(31)의 전류극에서 송출되

는 전류를 대신함으로써 장비의 구조가 간단해지는 효과와, 휴대용으로 제작하는 경우 충전지의 소비전력을 절감시

키는 효과가 있다.

넷째, 송전철탑(41)의 누설전류(64)를 이용함으로써 송전철탑(41)의 누설전류(64)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신하므로 접

지저항 측정시 전류극을 수십 혹은 수백 m 타설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없어지고 단순히 전압극(도 6의 18) 하나만을 

타설하여 측정함으로써 접지저항 측정이 간편해졌다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접지선은 동연선 및 동봉으로 포설하고, 토양에 포설된 동연선 및 동봉은 대지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 및 화학성분에 의해 부식되며, 또한 누설전류에 의한 이온화 현상에 의해 부식되어 접지성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접지성능의 저하를 운전중인 활선상태에서 접지저항의 측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송전선 및 배전선의 고품질 전력전

송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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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전철탑의 탑각 주주재(51)를 감쌀 수 있는 착탈형 구조로 되어 있고, 상기 주주재(51)에 흐르는 전압형태의 누설전

류(64)를 출력하는 로고스키 코일형 전류측정장치와;

상기 누설전류(64)가 전류극 입력단자(C1,C2)로 전달되면, 이 누설전류(64)의 최대값을 연산증폭기(121)에서 증폭

한 후 필터회로(122)에 의해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고, offset 회로(123)에 의해 DC성분을 제거한 다음, 위상보정회로

(124)를 통과시켜 정확한 전류정보를 갖도록 보정하는 전류측정장치(111);

대지전위 입력단(P1,P2)을 통하여 전압강하없이 대지전위를 입력받는 고입력임피던스회로(131)가 전달하는 대지전

위의 대역을 송전선의 철탑에 흐르는 60㎐ 전류의 성분를 기준으로 할 때 9고조파(540㎐) 성분까지 통과시키고 그 

이상의 대역은 저지한 다음, offset 저지회로(133)에 의해 대역저지된 대지전위의 DC성분을 제거한 후 위상보정회로

(134)를 통과시켜 완전한 교류정보만을 갖도록 보정하는 전위측정장치(112);

16bit A/D 변환기로 된 전류변환회로(141)와 전위변환회로(142)에 의해 상기 전류측정장치(111)의 전류정보와 전

위측정장치(112)의 전압정보를 동시에 전달받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고, 32bit의 프로세서가 내장된 동시변환 시스

템(143)에 의해 상기 디지털신호로 변환된 전압정보와 전류정보를 동시에 입력받아 시간차 없이 디지털화하는 변환

기회로(114);

상기 변환기회로(114)에 의해 디지털신호로 변환된 누설전류와 대지전위신호각각에 대한 상기 60㎐ 기준주파수와 

그 3,5,7,9고조파별 위상과 크기를 ON-LINE FFT연산에 의해 구한 후, 대지전위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는 연

산을 하여 누설전류와 대지전위의 위상차를 구하고, 대지전위의 전압 크기를 누설전류의 전류 크기로 나눈 결과값으

로 탑각의 접지 임피던스를 구하는 접지 임피던스 계산부(113); 및

상기 접지 임피던스 계산부(113)로부터 인가된 접지 임피던스를 접지저항값으로 표시하는 표시/제어장치(115)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전철탑의 탑각 접지저항 측정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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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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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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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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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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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등록특허  10-0402062

- 14 -

도면14

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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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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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도면21

도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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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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