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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breakthrough in the power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s an

important part of our life culture and should continue to develop.

In particular, if part of the high-tech industry stops functioning or accidents

such as human casualties, damage to equipment, and malfunction of damage

occur, the damage can be seen as an unimaginable disaster.

Therefore, major equipment should be prevented from being damaged in advance

by high-speed discharge of a strong inrush current from the outside or from the

indirect induced brain to the site.

However, depending on the geological form, the earth resistance is considerably

high and the ground age changes are severe, so a grounding design for securing

stable and reliable ground resistance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is paper, the ground design method was discussed in the high resistance

zone considering the correction factor.

This is an example of securing ground resistance required by applying and

analyzing the site resistance data measured in the ground resistance program of

Korea Electric Power Corp. by measuring ground resistance using the Wenner 4

electrode method and analyzing the site resistance data measured in the ground

resistance support program of Korea Electric Power Corp. and substituting the

optimal depth and deep ground resistance to the ground resistance calculation

formula, and applying correction factors to the calculated composite resistance if

the analyzed in depth of land resistance rate is 500 ohms or higher.

In today's era, when planning a grounding design, the ground resistance should

be measured several times for the grounding design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grounding suitable for the grounding purpose, and for securing the required

ground resistance rate for the earth-pole system and ground-desig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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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접지란 다양한 전기, 전자, 통신설비 기기를 대지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며, 접속을 위한 단자가 접지극이다. 이 전극이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적 저항, 소위

접지저항을 가지며, 지락전류와 함께 옴의 법칙에 따른 전위상승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장해를 일으키게 된다. 이상적으로 접지저항이 0일 경우에는 어떠한 장해도

발생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접지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접지의 설

계기술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가 검토됐으며, 대표적으로 대지 저항의 계

산방법이다. 그러나 설계하기 위해서는 봉형 전극의 병렬접지저항 또는 직육면체

전극계의 접지저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접지저항은

대지 토양의 전기적 저항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1].

일본의 경우는 기존의 접지방식을 폐지되고 국제표준의 접지설계 방식 도입을 통

한 현장 특화된 접지 시스템 구분선정과 접지설계방식의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 선정, 저·고압 수용가, 수전 전압별 접지설계 시 고려사항

으로 새로운 접지방식이 적용되고 있다[2].

프랑스의 접지 관련 RCC-E 규정은 발전소 접지저항을 1 Ω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 접지 관련 규정 또한 CSA C22.1-1994에서 최대 대지 전위

상승을 5,000 V로 제한하고 최대전위상승의 억제와 동시에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안전 허용치 이하로 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

국내 접지기술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며, 현재 대부분 전기설계용역을 담당하

는 엔지니어링 회사는 접지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대지 저항률 특성을 분석하지 않

으며 접지저항 값의 계산도 하지 않고 설계도면에 접지공사의 종류만 표시하고 있

는 경우도 있다[4].

요구하는 접지저항 확보를 위한 접지설계에서는 대지 고유저항이 가장 중요한 요

소로써 대지 고유저항이 높은 지역은 접지설계에 어려움이 있어 낮은 대지 저항 확

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저항 지역의 접지설계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다층지질 구

조이면서 고저항 지역의 지층구조를 파악하고 설계부지의 대지 저항을 여러 번 측

정해서 대지 저항률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대지 저항률을 이용하여 다층지질분석과

등가 대지 고유저항을 분석하였으며, 균질매질에 관한 비저항 산출 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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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겉보기 비저항과 이론 비저항을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심층 대지 저항률이 높은 지역은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고저항지대의 접지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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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접지

양호한 접지 시스템은 장비 보호, 정전기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장비 운용자를 안

전하게 보호하고 지락전류, 낙뢰 전류, 그리고 전력선 혹은 내외부의 강한 서지전압

혹은 전류로부터 통신 및 각종 제어장치의 손실을 예방한다. 그러므로 접지 시스템

이 이러한 본래의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IEEE, ANSI

등의 규정에 따른 권고 사양을 만족하게 하는 높은 신뢰성의 접지 시스템이 요구되

며, 이러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닌 접지 시스템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접지

저항 측정 및 설계가 중요하다[5].

2.1 접지저항 측정방법

접지저항 측정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으나 많이 사용하는 3점 전위차 방식을 사용

한 접지저항 측정과 클램프온 식을 사용한 접지저항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2.1.1 3점 전위차 방식을 사용한 접지저항 측정

3점 전위차 측정법은 접지 시스템의 접지저항을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측

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위차 측정법(fall of potential)이라고도 한다. 그림 2.1은

3점 전위차 측정법의 기본원리를 나타내는 등가회로이다.

그림 2.1 3점 전위차 측정법의 기본원리를 나타내는 등가회로

측정방법은 2개의 극점 탐침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접지봉으로 부터

일직선상으로 원거리로 떨어진 지점(H점)에 고정으로 탐침 하나를 박아놓고 다른

하나(S점)를 일정 간격으로 H점을 향해 박아 나가며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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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정하려는 접지 시스템(E)과 원거리 (H점)에 고정된 측정 전극(H) 사이로 장비

의 전류원에서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고, 다른 한 개의 측정 전극(S)은 접지봉(E)과

측정전극(H)사이에서 일직선 등거리 간격으로 H점을 향해 대지에 박아 접지봉(E)

과 측정 전극(S) 사이의 전압강하를 측정하는 것이다.

3점 전위차 측정법에 따른 접지전극의 저항 결정은 보조 귀환전류 전극과 측정

대상 접지전극으로부터의 거리를 증가시키면서 측정하는 일련의 대지표면 전위측정

이다[6].

2.1.2 클램프온 방식을 사용한 접지저항 측정

클램프온 측정법은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한 독특한 측정방법으로 3점 전위차 측

정법을 대치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접지저항

을 측정할 때, 기존의 설치되어 운영되는 접지 시스템을 장비와 분리하지 않고 측

정할 수 있으며, 접지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클램프온 측정법은 장비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므로 안전하며 측정 절차가

쉽고 일정 수준의 정확성을 갖추고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측정방법은 계측기를 이용하여 내부에 내장된 전원으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접지

전극에 전류가 인가되고, 인가된 전류를 접지 도선을 통해 검출하여 접지저항을 측

정하게 된다[5].

 
2.2 대지 저항률 측정방법

대지 저항률은 토양의 종류, 습도, 계절 및 온도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지의 깊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므로 토양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결정한다

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실제로 여러 층으로 구분된 토양구조를 단일구조의 등가

모델로 변환하여 접지설계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토양이 균등하게

분포할 때만 비교적 정확한 해를 얻을 수 있어, 현실에 가깝도록 2지층 또는 3지층

구조로 토양을 모델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5].

통상적으로 전극배열법 가운데 2차원 탐사에 사용될 수 있는 전극배열로는 단극자

(pole-pole), 단극-쌍극자(pole-dipole), 쌍극자(dipole-dipole), Wenner 및 Schlumberger

배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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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접측정방법으로 Wenner 4전극법, Schlumberger 4전극법, 단극자(pole-pole)

전극법과 쌍극자(dipole-dipole) 전극법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그중에서 Wenner 4전극

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5].

그림 2.2는 Wenner 4전극법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측정법은 사용되는 기기가 다양하고 측정결과의 해석방법이 간단하므로 적당

한 대지 저항률 측정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Wenner 4전극법의 배열은 그림 2.2와 같이 측정선 일직선상의 안쪽에 전위 전극

P 1,P 2를 두고 외부에 전류 전극 C 1,C 2를 설치하여 C 1-P 1 , P 1-P 2 , P 2-C 2

의 거리 를 등 간격이 되도록 한다. 외부전류 C 1,C 2 에 전류 I를 주입시키고 내부

의 전위전극  간의 전위차  를 측정하여 대지 저항  

를 구한다. 이 대지

저항 R 은 전극간격 a일 때 겉보기 대지 저항률 에 비례하여 식 (1)와 같다[7].

  ㆍ

 ⋅ (1)

K 는 전극간격 거리계수로 Wenner 4전극법인 경우 K=2πa이므로 식 (2)는 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2)

C2

V

I

P1 P2
a a a

C1

그림 2.2 Wenner 4전극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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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반 접지설계

접지극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지표가 되는 기준 접지저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

다. 전기공작물을 크게 나누면 건물, 공장, 상점, 주택 등의 일반용, 자가용 전기공

작물과 전력회사의 발·변전소와 같은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 있다[5].

그림 2.3은 일반접지 순서도이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로서, 접지를 요하는

설비 기기를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접지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선정된

설비 기기를 목적별로 분류하고 접지공사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그 후 접지공사

장소를 파악하고 분류된 설비를 개별로 접지할 것인가, 통합하여 공용접지로 할 것

인가 즉, 접지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접지저항을 계산하기 위해, 접지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지 저항률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지 파라미터나

토질 조사 등의 단계를 밟기 위한 사전조사가 필요할지 판단한다. 이상의 작업에

의해 접지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접지설계에 들어가기 전

에 접지공법을 선정하면서 우선 접지공사가 가능한 장소를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1].

접지극 공법에는 봉형, 판형, 선형 전극 등을 이용하는 소규모 공법으로부터 보링

전극에 의한 병렬접지, 메시 접지, 루프 형 대형접지와 같은 대규모 공법이 있고,

이러한 접지공법에 대한 접지극 계산식이 있다. 그 계산식으로 접지저항을 계산한

결과 소요접지저항을 비교하여, 계산된 접지저항보다 소요접지저항이 크면 접지극

설계는 종료되고, 계산된 접지저항보다 소요접지저항이 작으면 접지공법을 재검토

하여 각각의 접지공법에 대한 접지 설계를 실시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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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일반접지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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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저항 지대의 접지설계

고저항 지역의 접지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접지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지 저

항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질구조가 다양하고 암반 송이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대지 저항률이 높은 곳이 많은 편이라 대지 저항측정이나 토질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을지 판단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고저항 지역의 대표적인 제주지역의 지층구

조를 제시하였고 대지 저항을 측정 분석하여, 접지극 시공개수와 심층 저항률에 따

라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접지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3.1 지층구조

그림 3.1은 실제 현장에서 접지설계를 하고 시공한 일부 제주지역의 지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점토를 제외하고는 송이(일명 스코리아)층, 연암 층, 암반층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제주지역의 해발이 높은 곳이 대부분이 고저

항지역이고 심층구조가 다양하여, 다양한 지층구조에서의 시설물 및 인명보호를 위

한 접지설계는 어려운 실정이다.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성산읍

그림 3.1 제주지역 지층구조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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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지 저항과 대지 저항률 관계

접지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 저항을 측정하고 지층별 균질 대지의 접지저항률

계산식에 적용하려면 다층대지를 등가 균질대지로 치환하기 위한 평균적 또는 등가

적인 대지 저항률을 검토하여야 한다[1].

대지 저항은 접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대지 저항의 측정치는 토양

구조, 토양성분, 측정 장소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다층구조 및 고저항 현장

에서는 신뢰성 있게 대지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대지 저항은 식 (3)과 같이 구하며 여기서, 은 2개의 대지 전구계 사

이로 흐른 전류의 평균거리이며, S는 반경 a를 갖는 반구의 표면적이다.

대지 저항 R과 대지 저항률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3)

대지 저항률을 구하는 식은 식 (4)과 같다.   

 


(4)

(3), (4) 식을 이용하여, 전극의  간격 을 구하면, 

 









(5)

여기서 대지 저항률 ρ를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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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d는 금속 탐침의 길이이며, R은 측정 장비로부터 얻은 저항값이다.

만일, ≻이라면, 대지 저항률은  이며단위는 Ω·m로 정리된다[3].

측정된 대지 저항을 대지 저항률로 계산하면 접지설계 장소의 지질 형태를 추측

할 수 있다.

3.3 보정계수를 이용한 접지설계

산악지대나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지방이 고저항률 지역에 해당하며 지

질 구조를 보면 주로 암반이나 송이, 자갈 그리고 일부 점토로 구성되어 있어 대지

저항률 자체로만 보아도 접지설계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림 3.2는 고저항 접지설계 시공 순서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값은 대지 저항 측정치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등가심층 저항

율 값으로 등가심층 저항이 낮은 위치의 설계심층 저항값 으로 정하여진다.  값은

등가대지 저항을 분석한 심층대지 저항  으로 대지 저항 반복 측정을 하기 위한

기준 값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기준 값 이상은 여러 번 대지 저항을 측정하여 분석

하여야 한다.  값은 분석이 끝나서 접지 전극 위치의 심층 대지 저항 기준 값 으

로 하고, 기준 값 이상의 경우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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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고저항 접지설계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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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치 대지 저항율(Ω·̇m)=6.28*측정거리(m)*저항치(Ω)
TEST  결과

장소
측정거리

(m)
P극 C극 저항치(Ω)

계산 저항율
(Ω-m)

비고

1차
　

2 1 3 64.50 810.1 　
4 2 6 57.60 1,446.9 　
6 3 9 53.30 2,008.3 　
10 5 15 34.50 2,166.6 　
30 15 45 26.90 5,068.0

가. 설계 시공부지 선정

설계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일이라도 순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

히 접지공사는 기초에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시공 후 수정하려면 어렵다.

먼저 접지를 설계해야 할 접지시공 부지가 결정이 되면 접지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

나. 대지 저항 측정

접지설계 장소의 토질조사 등을 위하여 대지 저항 측정이 필요하고 대지

저항률 측정을 위한 대지 저항 측정방식은 Wenner법, Schumberger법, 단

극자 전극법, 쌍극자 전극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Wenner

4전극법 측정기를 이용하여 설계부지의 대지 저항을 측정한다. 전위 전극

P, P를 내부에 두고 전류 전극 C, C를 외부에 설치하여 C-P, P-P

, P-C의 측정 거리 간격(a)을 늘리면서 대지 저항 측정하는데 여기서는

2, 4, 6, 10, 30 m 전극간격을 유지하면서 측정하였다.

다. 대지 저항률 계산

대지 저항률은  이며 Ω·m로 정리된다. 측정거리ɑ는 Wenner 4전

극법의 배열에 전위전극과 전류전극의 간격이고,  은 측정된 저항치 이다.

표 3.1는 측정된 대지 저항을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

다.

표 3.1 대지 저항률 측정표

Wenner 4전극법의 배열에 전위 전극 P, P 1/2지점을 기준점으로 측정 거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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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a)을 2 m로 측정하면 전위 전극 P은 기준점에서 1 m이고 전류 전극 C는 기

준점에서 3 m로 간격을 유지하여 대지 저항을 측정하였을 때 저항치가 64.5 Ω이

측정되었다.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결과 810.1 Ω·m로 계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같은 방법으로 측정 거리 4, 6, 10, 30 m의 격을 유지하면서 측정한 대지 저항을 대

지 저항률로 계산한 결과로 측정 거리가 30 m로 하고 대지 저항을 측정했을 때 저

항치는 26.9 Ω이고, 계산된 대지 저항률은 5,068 Ω·m을 보여 주고 있다.

라. 등가 토양 모델 분석과 등가 대지 저항분석

대지 저항률 계산이 끝나면 분석된 대지 저항을 대지 파라미터로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가 토양 모델 분석과 등가 대지 고유저항분석을 한다. 여기

서는 접지기술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림 3.3은 측정된 대지 저항을 입력하여 등가 토양 모델 분석과 등가 대지 고유

저항을 분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등가 토양 모델 분석을 위한 접지 시뮬레이

션 시, 다층 대지 모델의 다양한 조건이 많이 고려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수평 4층

까지로 하였다. 지표면에서 1층 두께 1.259 m 이하는 대지 저항률 401.095 Ω·m, 심

도 4.501 m 이하 2층 두께 3.242 m는 대지 저항률 3,310.437 Ω·m, 심도 17.33 m 이

하 3층 두께 12.829 m는 대지 저항률 4,430.923 Ω·m이고, 심도 17.33 m 이후 4층

심층의 0으로 무한대를 표시하고 있고 대지 저항률이 1,228.823 Ω·m로 저항률이 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가 대지 저항 분석표에 의하여 등가심도의 등가 저항

을 분석한다. 등가 고유저항 분석을 보면 등가심도 25 m 이후로 등가저항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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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등가 대지 고유저항 분석

마.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분석

등가 토양 모델 분석 및 등가 고유저항 분석이 끝나면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

항 분석으로 이동한다. 그림 3.4는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 비교를 나타내고 있

고 전극 간격 2 m로 측정한 대지 저항 59.2 Ω이 겉보기 저항은 743.929 Ω·m, 이론

비저항은 774.394 Ω·m로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고, 4, 6, 10, 30 m의 전극 간격의 겉

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도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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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 비교

바. 등가 대지 저항 분석과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 분석 판정

등가 대지 저항 분석과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 비교 분석하여 접지설계 하는

심층대지 저항률  이 (기준값)이상이면 고저항률 지역이라 대지 저항측정을 원

점에서 다시 여러 번 측정하여 분석한다. 심층대지 저항률  값이  이하이면 다음

순서로 이동한다. 여기서는 심층대지 저항률  이 심도깊이 25 m에서 1,886 Ω·m로

이상이므로 대지 저항 측정을 원점에서 다시 여러 번 측정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대지 저항 반복 측정을 위한 는 1,500 Ω·m 정도이다.

사. 시공방법 및 접지극 선정

시공 대지의 접지 저항률 분석이 완료되면 시공방법과 접지극을 선정해야 한다.

심층대지 저항률이 낮으면 일반접지로 설계할 수 있지만 심층대지 저항률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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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보링에 의한 접지방법을 병렬로 시공하는 효과적인 접지형태도 이용되고 있

다.

아. 접지저항 접지극수 확보

고저항 지역의 요구하는 접지저항과 접지극의 수를 선정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등가 고유저항에서 분석한 평균대지 저항률, 접지극과 접지극의 접지선 연결 길이,

접지극 연결하는 나동선인 매설지선 폭, 접지선 매설 깊이, 등가 고유저항 분석에

의한 적정한 위치의 등가심도인 심층 대지 저항률, 보링반경, 보링과 보링의 시공

간격을 정하여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프로그램에서 접지극 수를 조

정하면서 설계에 요구하는 합성저항(R) 및 접지극 수를 확보한다.

자. 보정계수(N)

심층설계 대지 저항률  이 (기준값) 이하 이면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접지

설계를 종료하고,  이상이면 접지설계 값과 실제 시공 값이 달라 설계 저항치(R)

에 보정계수(N)를 적용하여야 설계의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원하는 출력값()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접지전극 위치의 심층 접지저항 는 500 Ω·m 정도이다.

                             ×             (7)

여기서,  : 설계저항 [Ω]

 : 계산된 합성저항[Ω]

 : 보정계수[%]

차. 접지설계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최종 요구 합성저항이 확보되면 심층 접지극 개수, 시공 길

이, 매설 지선 폭, 접지선 연결 길이, 매설 깊이가 결정되어 고저항 지대의 접지설

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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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연구

해발이 높은 지역이나 산악지대는 대부분 고저항 지역이다. 본 장에서는 사례 연

구로서 대표적인 현장으로 제주 동부지역의 A 현장의 접지설계 및 시공사례를 통

하여 고저항 지대에서의 보정계수를 통한 설계방법의 사례를 제시한다.

4.1 지질구조 및 분석

제주도에는 용암분출로 인해 형성된 화산암과 화산폭발 때문에 형성된 화산 쇄설

암이 있으며, 용암과 용암 사이에 퇴적암도 나타난다. 시추조사에 의하면 제주도 동

부는 해수면 하부로 150 m까지, 서부 지역은 해수면 하부 50～70 m까지 현무암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미 고결 퇴적층(U층)이 더 깊은 곳에는 중생대 화강암

과 용결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4.1은 제주지역 암석분포와 지질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8].

 

그림 4.1 제주지역 암석분포와 지질구조

그림 4.2는 실제 시공한 동부지역 A 현장의 지층구조를 보여준다.

부지 내의 4곳의 지층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4곳 모두 표피층의 표토와 중간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암반과 송이(일명 스코리아) 사층(모래층)으로 구성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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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지층구조가 다양한 지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1, 2, 3, 4 총 4곳이 붙어있는 인

근이지만 그림에서와 같이 지층구조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 동부 지역 A 현장의 지층구조

4.2 접지설계 및 시공사례

접지설계 장소가 결정되면 토지분석을 위하여 지층구조 파악과 대지 저항을 측정

해서 대지 저항률을 계산하여야 하고, 대지 저항률이 높은 고저항 지역은 대지 저

항을 여러 번 측정하여 적정한 접지설계 시공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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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대지 저항 측정 및 대지 저항률 계산

대지 저항 측정은 설계부지 내에서 Wenner 4 전극법을 이용하여 대지 저항을 측

정하였다. 같은 부지에서도 여러 번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동부지역 A 현장 내의

심정 입구 오른쪽, 심정 입구 왼쪽, 연못 남쪽 세 군데 장소를 측정분석하였고 심정

입구 오른쪽의 측정한 대지 저항을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값을 표 4.1에 나타내었

다. 전위 전극 P, P 1/2지점을 기준점으로 측정 거리 간격 (a)을 0.5 m로 측정 하

면 전위 전극 P은 기준점에서 0.25 m이고 전류 전극 C는 기준점에서 0.75 m로

간격을 유지하여 대지 저항을 측정하였을 때 저항치가 314 Ω이 측정되어 대지 저

항률로 계산한 결과 986 Ω·m으로 계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측

정 거리 1, 2, 3, 5, 7, 10, 15, 20, 25, 30 m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측정한 대지 저항

을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계 산 치 대지 저항율(Ω·m)=6.28*측정거리(m)*저항치(Ω)
TEST  결과　

횟  수
측정거리

(m)
P극 C극

저항치
(Ω)

계산 저항율
(Ω-m)

비고

심정입구R

0.5 0.25 0.75 314 986.0 　
1 0.5 1.5 183.4 1,151.8 　
2 1 3 146.9 1,845.1 　
3 1.5 4.5 122.8 2,313.6 　
5 2.5 7.5 84.5 2,653.3 　
7 3.5 10.5 74.5 3,275.0 　
10 5 15 65.4 4,107.1 　
15 7.5 22.5 48.7 4,587.5 　
20 10 30 42.3 5,312.9 　
25 12.5 37.5 32.8 5,149.6 　
30 15 45 29.4 5,539.0 　

표 4.1 대지 저항률 측정표_ 심정입구 오른쪽

동부지역 A 현장 내의 심정 입구 왼쪽의 대지 저항을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값

을 표 4.2에 나타내었다. 전위 전극 P, P 1/2지점을 기준점으로 측정 거리 간격

(a)를 0.5 m로 측정하면 전위 전극 P은 기준점에서 0.25 m이고 전류 전극 C는

기준점에서 0.75 m로 간격을 유지하여 대지 저항을 측정 하였을 때 저항치가 778

Ω로 측정되며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결과는 2,442.9 Ω·m로 계산 되었음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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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같은 방법으로 측정 거리 1, 2, 3, 5, 7, 10, 15, 20, 25, 30 m의 간격을 유지하

면서 측정한 대지 저항을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계 산 치 대지 저항율(Ω·m)=6.28*측정거리(m)*저항치(Ω)
TEST  결과　

횟  수
측정거리

(m)
P극 C극

저항치
(Ω)

계산 저항율
(Ω-m)

비고

심정입구L

0.5 0.25 0.75 778 2,442.9 　
1 0.5 1.5 553 3,472.8 　
2 1 3 423 5,312.9 　
3 1.5 4.5 356 6,707.0 　
5 2.5 7.5 297 9,325.8 　
7 3.5 10.5 174.1 7,653.4 　
10 5 15 118.5 7,441.8 　
15 7.5 22.5 83.7 7,884.5 　
20 10 30 60.8 7,636.5 　
25 12.5 37.5 41.5 6,515.5 　
30 15 45 31.4 5,915.8 　

표 4.2 대지 저항률 측정표_ 심정입구 왼쪽

 
동부지역 A 현장 내의 연못남쪽을 측정한 대지 저항을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값

을 표 4.3에 나타내었다. 전위 전극 P, P 1/2지점을 기준점으로 측정 거리 간격

(a)을 0.5 m로 측정하면 전위 전극 P은 기준점에서 0.25 m이고, 전류전극 C는 기

준점에서 0.75 m로 간격을 유지하여 대지 저항을 측정하였을 때, 저항치가 418 Ω로

측정되어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결과 1,312.5 Ω·m로 계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측정 거리 1, 2, 3, 5, 7, 10, 15, 20, 25, 30 m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측정한 대지 저항을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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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치 대지 저항율(Ω·m)=6.28*측정거리(m)*저항치(Ω)
TEST  결과

횟  수
측정거리

(m)
P극 C극 저항치(Ω)

계산 저항율
(Ω-m)

비 고

연못 남쪽

0.5 0.25 0.75 418 1,312.5 　
1 0.5 1.5 305 1,915.4 　
2 1 3 159.9 2,008.3 　
3 1.5 4.5 122 2,298.5 　
5 2.5 7.5 137 4,301.8 　
7 3.5 10.5 103.6 4,554.3 　
10 5 15 82.4 5,174.7 　
15 7.5 22.5 69.5 6,546.9 　
20 10 30 51.3 6,443.3 　
25 12.5 37.5 34.7 5,447.9 　
30 15 45 27 5,086.8 　

표 4.3 대지 저항률 측정표_ 연못남쪽

상기 대지 저항 측정표만 보아도 같은 부지 내에서 인접 지역인데도 계산된 저항

률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2.2 등가 토양 모델 분석 및 등가 대지 저항분석

등가심도란 다층구조의 대지를 등가의 균일한 토양의 깊이 대지로 나타내는 방법

이고, 등가 저항 또한 다층구조의 대지의 등가의 균일한 토양의 대지에 저항을 등

가 저항이라 하고 있다. 분석은 접지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림 4.3은 동부지역 A 현장 심정 입구 오른쪽의 대지 저항률을 분석한 자료로,

4층의 지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지표면에서 1층 두께 0.706 m 이하는 대지 저항

률이 864.196 Ω·m, 심도 3.111 m 이하 2층 두께 2.406 m는 대지 저항률이 2,501.812

Ω.m, 심도 22.574 m 이하 3층 두께 19.463 m는 대지 저항률이 6.048.175 Ω·m, 심도

22.574 m 이후 4층 두께는 0으로 무한대를 표시하고 있고 대지 저항률이 6,425.472

Ω·m로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가 대지 고유저항 분석을 보면 등가심도 8 m 이후로 등가 저항이 3,000 Ω·m

이상으로 등가심도가 깊을수록 등가저항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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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동부 지역 A 현장 심정 입구 오른쪽의 등가 저항분석

그림 4.4는 동부지역 A 현장 심정 입구 왼쪽의 대지 저항률을 분석한 자료로 4층

의 지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지표면에서 1층 두께 0.676 m 이하는 대지 저항률이 2,025.68 Ω·m, 심도 3.066 m

이하 2층 두께 2.39 m는 대지 저항률 13,635.689 Ω·m, 심도 23.909 m 이하 3층 두

께 20.843 m 대지 저항률이 7,604.379 Ω·m, 심도 23.909 m 이후 4층 두께가 0로 무

한대를 표시하고 있고 대지 저항률이 3,080.521 Ω·m로 저항률이 점점 높아지다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가 대지 고유저항 분석을 보면 등가심도 30 m 이후

로 등가 저항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지만, 대지 저항률이 5,000 Ω·m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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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동부 지역 A 현장 심정 입구 왼쪽의 등가 저항분석

그림 4.5는 동부지역 A 현장 연못 남쪽의 대지 저항률을 분석한 자료로 4층의 지

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지표면에서 1층 두께 0.28 m 이하는 대지 저항률 1,022.582 Ω·m, 심도 2.674 m

이하 2층 두께 2.394 m는 대지 저항률이 1,918.29 Ω·m, 심도 12.73 m 이하 3층 두

께 10.055m는 대지 저항률이 14,596.669 Ω·m, 심도 12.73 m 이후 4층 두께가 0로

무한대를 표시하고 있고, 대지 저항률이 1,618.772 Ω·m로 저항률이 심층부로 갈수

록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등가대지 고유저항 분석을 보면 등가심도 20 m

이후로 등가저항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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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동부 지역 A 현장 연못 남쪽의 등가 저항분석

4.2.3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분석

그림 4.6는 동부지역 A 현장 내의 심정 입구 오른쪽의 대지 저항률을 분석한 자

료이며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을 비교·분석한 ρ-ɑ곡선과 3개의 지층구조를 보

여주고 있다. 표피층에서 2.33 m 까지는 대지 저항률 1,583.9 Ω·m, 2.33 m에서 21

m 까지는 대지 저항률 7,919.5 Ω·m, 21 m에서 52.5 m 이하에서는 대지 저항률이

4,386.2 Ω·m로 나타나고 있고, 평균대지 저항률은 6367.41 Ω·m으로 높은 대지 저항

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6  동부 지역 A 현장 심정 입구 오른쪽 ρ-ɑ곡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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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는 동부지역 A 현장 내의 심정 입구 왼쪽의 대지 저항률을 분석한 자료

이며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을 비교 분석한 ρ-ɑ곡선과 3개의 지층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표피층에서 2.41 m 까지는 대지 저항률 8,749 Ω·m, 2.41 m에서 17.87 m

까지는 대지 저항률이 6,999.2 Ω·m, 17.87 m에서 30 m 이하에서는 대지 저항률이

16,191.9 Ω·m로 나타내고 있고, 15 m 이하 평균대지 저항률은 7,280.36 Ω·m으로 높

은 대지 저항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7 동부 지역 A 현장 심정 입구 왼쪽 ρ-ɑ곡선 분석

그림 4.8는 동부지역 A 현장 부지 내의 연못 남측의 대지 저항률을 분석한 자료

이며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을 비교 분석한 ρ-ɑ곡선과 3개의 지층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표피층에서 2.11 m 까지는 대지 저항률 1,819.5 Ω·m, 2.11 m에서 14.74

m 까지는 대지 저항률 12,736.5 Ω·m, 14.74 m에서 30 m 이하에서는 대지 저항률

3,918.9 Ω·m로 나타내고 있고, 30 m 이하 평균대지 저항율은 7,483.48 Ω·m로 심층

저항률보다 평균대지 저항률이 높게 나타내고 있고 저항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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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동부 지역 A 현장 연못 남측 ρ-ɑ곡선 분석
 
그림 4.9는 동부지역 A 현장 부지 내 심정 입구 오른쪽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

항 그래프로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의 비슷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극 간격이

멀어질수록 대지 저항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9 동부 지역 A 현장 심정 입구 오른쪽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 분석

그림 4.10는 동부지역 A 현장 부지 내 심정 입구 왼쪽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

항 그래프로 심도 5 ｍ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의 비

슷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극 간격이 멀어질수록 대지 저항률이 서서히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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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동부 지역 A 현장 심정 입구 왼쪽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 분석

그림 4.11는 동부 지역 A 현장 부지 내 연못남쪽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 그

래프로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의 비슷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극 간격이 멀

어 질수록 대지 저항률이 높다가 극 간격 23 ｍ 이후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1 동부 지역 A 현장 연못 남쪽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 분석

4.2.4 등가 대지 저항 분석과 겉보기과 이론 비저항 비교 분석판정

동부 지역 A 현장은 현장 내 심정 입구 오른쪽 지역을 먼저 대지 저항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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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심층 대지 저항률  값이 이상 이어서 원점에서 다시 대지 저항을

여러 번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같은 부지 내 인접 지역 3곳의 대지 저항을 측정 분석하였고, 심정입구 오른쪽은

대지 저항률이 심층부로 갈수록 계속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심정입구 왼쪽

은 중간층에서 대지 저항률이 상당히 높았고, 깊은층 에서는 낮아지는 모습이었으

나 ρ-ɑ곡선 분석에서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 내었다.

상기와 같이, 같은 접지장소가 인접한 지역인데도 심층 대지 저항률이 다르게 나

타나기 때문에, 접지설계 장소 선정이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심층부로 갈수록 저

항률이 낮아지는 연못 남쪽을 선정하여 접지설계 장소로 정하였다.

4.2.5 접지시공 방법 및 접지극 선정

그림 4.4에서 그림 4.12까지 등가 고유 저항과 겉보기 저항과 이론 비저항, 평균

대지 저항률과 심층부 대지 저항률을 분석하여 심층 저항치가 낮은 연못 남측의 접

지설계 위치를 정하였다. 연못 남쪽이 등가 고유저항 분석을 보면 20 m 이후로 심

층 저항률이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심층저항률이 2,329 Ω·m로 다른

부지보다 낮아 설계깊이로 정하였다. 접지극은 6 m로 하여 설계하였으며 표피층에

서 증간 층까지 대지 저항률이 높게 나타나 심도 0.75 m 이하 깊이의 심층저항률

1,446 Ω·m의 장소에 매설지선을 연결하는 시공방법을 사용하였다.

4.2.6 합성저항과 접지극 수 확보

시공 심도 깊이와 접지극을 선정하여 합성저항과 접지극수를 선정하였다. 심층

접지간 연결선 접지저항 확보를 위하여 평균대지 저항률, 접지선 연결 길이, 매설지

선 폭, 매설지선 깊이에 의하여 저항을 확보하였다. 심층 접지저항(병렬접지저항)을

확보하기 위해선 심층부 대지 저항률, 심층 시공 깊이, 보링굴착 깊이, 시공 간격,

심층 접지극 1본의 접지저항에 의하여 심층 접지저항을 확보하고, 연결선과 심층

접지의 간섭현상의 저항확보는 평균대지 저항률, 접지간 연결선 접지저항, 심층 접

지저항을 병렬식에 의하여 확보된다. 확보된 저항을 합성저항 식에 의하여 합성저

항을 구하는데, 요구되는 합성저항에 가깝도록 심층 접지극 수를 늘리면서 합성저

항과 접지극 수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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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심층대지 저항률과 접지전극 심층 저항 기준 값의 비교

합성저항과 접지극 수가 결정되고, 접지설계를 종료하여야 하는데, 심층대지 저

항률  값이 이상 높은 지역은 설계 값과 시공 값이 달라 합성저항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접지설계를 하였다. 동부지역 A 현장 연못남쪽 부지도 심층부 설계 시공

위치 저항률이 2,329 Ω·m로 높은 고저항 지역이라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시공한 사

례이다.

4.2.8 보정계수(N) 적용

보정계수는 측정값의 접지저항 확보를 위한 여유율을 의미한다.

동부지역 A 현장 연못 남쪽 부지는 심층 30 m의 대지 저항률이 2,329 Ω·m으로

높고 설계 시공부지도 여유가 있었지만, 상기 방법으로 시공한 결과 요구되는 접지

저항이 5Ω 이하였는데 심층깊이 30m에 6m 접지극으로 21공을 병렬로 깊이 0.75m

에 접지극을 연결 매설 하였을 때 4.9 Ω의 합성저항이 설계치가 확보되었다. 하지

만 일정 기준 값 이상 고저항률 지대는 설계 치와 실제 시공치의 차이가 있어서 힘

들었던 현장으로 설계 합성저항 값에 보정계수 30%를 적용하여 심층깊이 30 m에

6 m 접지극으로 29공을 병렬로 깊이 0.75 m에 접지극을 연결 매설하여 요구되는

접지저항 5 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

4.2.9 접지설계

동부지역 A 현장과 같이 고저항 지역의 접지설계는 매우 어렵고 측정과 분석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요구되는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접지설계를 할 수 있

었다. 현장의 설계 내용을 보면 0.06 m의 반경으로 굴착하여 30 ｍ의 깊이에 6 m

접지극을 29공 시공하고 접지극과 접지극의 시공 간격을 30 ｍ를 유지하여 접지선

100 ㎟로 0.75 m의 깊이에 접지극과 접지극을 연결 매설하여 접지설계를 완성하였

다.

4.2.10 설계시공 사례

표 4.4는 고저항지역의 접지설계 방법으로 설계 시공한 실제 현장사례를 보여주

고 있으며, 심층대지 저항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요구한 접지저

항을 확보를 하였고, 심층대지 저항률이 낮은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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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한 사례이다.

표 4.4에서 A 현장인 제주시 위치는 평균대지 저항률이 4,244 Ω·m이고 심층대지

저항률이 2,869 Ω·m로 심층이 매우 높은 고저항 지역이라서 접지설계 시공이 어려

웠다. 하지만 설계치 합성저항 값에 보정계수 35%를 적용하고 넓은 부지에 시공 간

격을 충분히하여 접지극과 접지극을 연결하였고 지표면 표토를 최대한 활용하여 요

구 저항 값을 확보한 사례이다.

E 현장은 평균대지 저항률이 2,180 Ω·m이고 심층대지 저항률이 1,791 Ω·m로 심

층대지 저항률이 A 현장보다 낮은 편이나 설계부지가 협소하여 요구한 접지저항

확보가 힘들었다. 하지만 합성저항에 보정개수를 35% 적용 하고 접지극 개수를 늘

려 요구하는 저항 값을 확보한 사례이다.

O 현장인 법환동 위치는 평균대지 저항률이 30,813 Ω·m이고 심층대지 저항률이

477 Ω·m로 중간층이 저항률 높아 평균대지 저항률이 높았었는데 심층부에서 대지

저항률이 낮고 설계부지도 여유가 있어서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요구하는 저항

값을 확보한 사례이다. 그 외에 다른 현장도 심층 저항률이 높은 지역은 보정계수

를 적용하여 시공한 사례이다.

명칭 위치 평균 저항률(ρ) 심층 저항률(ρ) 보정할증(%) 적용유무
A 현장 제주시 4,244 2,869 35% 　0
B 현장 조천읍 4,297 2,805 35% 　0
C 현장 구좌읍 3,649  2,112 30% 　0
D 현장 표선면 2,269 1,886 30% 　0
E 현장 제주시 2,180 1,791 35% 　0
F 현장 서귀포시 2,614 1,523 25% 　0
G 현장 한림읍 1,202 1,194 25% 　0
H 현장 제주시 1,121  754 20% 　0
I 현장 제주시 1,323  744 30% 　0
K 현장 구좌읍 1,543  606 30% 　0
L 현장 서귀포시 745 579 30% 　0
M 현장 한림읍 738 518 35% 　0
N 현장 표선면　 　4,644 279　 0% 　x
O 현장 　법환동 　30,813 477 0% 　x
P 현장 서귀포시　 　1,056 381　 0% 　x

표 4.4. 설계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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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및 고찰

제주 동부지역 A 현장은 여러 접지방법으로 접지설계 시공하였으나 실패를 하여

어려움이 많았던 현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 대상 부지에 대지 저항을 측정하여

대지 저항률로 계산한 결과 계산된 대지 저항률이 높아 여러 장소의 대지 저항률

확보를 위한 대지 저항 측정을 하였으며, 대지 저항률이 타 장소보다 낮은 세 군데

장소를 선정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심정 입구 오른쪽은 심층 4 m에서 등가저항

이 2,000 Ω·m 이상으로 깊이 갈수록 저항률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심정 입구 왼쪽은 심층 1 m에서 등가 저항이 2,000 Ω·m 이상으로, 깊이 갈수록 저

항률이 높고 심층 40 m 이후로 등가 저항이 4,000 Ω·m 이하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대체로 저항률이 높았다. 연못 남쪽은 심층 4 m에서 등가 저항이 2,000

Ω·m 이상으로 깊을수록 높아지다가 심층 20 m 이후로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

내었다.

심정 입구 오른쪽 ρ-ɑ곡선 분석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심층 30 m까지 평

균저항률은 6,367 Ω·m이었다. 심정 입구 왼쪽 분석은 ρ-ɑ곡선이 일정 부분에서 불

규칙하게 나타났으며, 심층 15 m까지 평균저항률도 7,280 Ω.m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못 남쪽은 ρ-ɑ곡선 분석이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심층 30 m까지 평균저항률

은 7,483 Ω·m으로 분석되었다. 세 곳을 심층 분석한 결과 심층부로 갈수록 대지

저항률이 감소하는 연못 남쪽을 접지설계 위치로 선정하였다. 연못 남쪽도 심층부

대지 저항률이 2,000 Ω·m 이상으로 높은 지역이였지만, 타 장소 보다 접지설계위치

가 적당하여 선정하였지만, 연못 남쪽이 심층대지 저항률  Ω·m 값이 보다 높아

실제 시공 치와 설계 치에 차이가 있어서 설계 합성저항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시

공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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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고저항 지역은 접지설계가 어려워 접지설계 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

고 설계가 이루어지는 현장도 있어서 시공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밖

에 다른 현장 설계에서도 심고대지 저항률이 높은 지역은 접지설계가 어려워 합성

저항 값에 보정계수를 적용 설계하여야 접지저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저항 지역은 접지설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계가 이루어져서도 문제

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심층대지 저항률 값이 1,500 Ω·m정도 이상은 대지저항을

여러 번 측정하여 분석을 하여야 하고 분석된 설계 심층대지 저항률 값이

500 Ω·m정도 이상은 합성저항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만 요구하는 조건의 접

지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은 접지저항 확보가 어려운 고저항 지역의 접지설계를 위한 것으로 같은

부지 내에서 여러번 저항을 측정하고 접지분석 프로그램에 의하여 요구하는 접지

값을 확보를 위한 설계방법으로 심층대지 저항률이 높은 지역은 접지저항 분석 값

에 보정계수를 꼭 적용하여야 접지설계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접지설계에 표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저항 지역의 접지설계 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접지설계 부지의 여러 번 대지 저항측정

(2) 접지설계 부지의 등가대지 고유저항분석

(3) 심층대지 저항률이 높은 부지는 합성 저항치에 보정계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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