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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피뢰 관리 시스템
Intelligent Lightning Protective Management System

Introiduction

Necessity of ILPMS

일반적인 피뢰설비의 구성 Ordinary Lightning Protection System

지능형 피뢰설비 관리시스템(ILPMS)의 필요성

ILPMS 개요 

Advantages
적용효과

◈ 수뢰부 (피뢰침, 수평도체 등) Lightning Rod, Lightning Conductor
◈ 본딩도체 (인하도선, 접지선) Bonding (conduct wire, ground wire)
◈ 서지보호장치 SPD (Surge Protective Device)
◈ 접지단자함 Ground Terminal
◈ 접지도체 Ground Conductor

    일반적인 피뢰설비는 통상적으로 최소한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낙뢰로 인한 뇌서지 유입이 빈번한 여름철이나 우기철에는 수 
 시로 정상 동작상태 및 본딩기구의 접속상태 점검을 통하여 주요 보 
 호대상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신설비와 전자, 제어기기가 밀집된 전산센터나 복합 주거 
 단지, 자동화 공장, 옥외 대규모 운영시설 환경 등에서는 피뢰설비가  
 건축물내 또는 옥외 현장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며, 인력과 시간의 제 
 약이 따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신속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규모의 시설일 수록 복잡한 전원, 통신, 신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지기 때문에, 뇌서지의 유입경로 파악이나 원인분석이 불가능하고,  
 서지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 대책도 형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 
 여 동일한 피해상황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LPMS 는 
 복잡 다양해지는 전원, 통신 네트워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성  
 높은 피뢰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진보된 IT기술의 도입 
 된 지능화된 첨단 신기술입니다.

Ordinary Lightning Protection System are needed semi-annual checking. 
Especially in summer and rainy season which are frequent surge 
invasion from lightning needed bonding connection and operation 
status checking for normal working of protected device.

But the lightning equipment located various place at the outside 
and inside of building in the environment of densely installed tele-
communication and electric, control device such as complex residence 
automation factory, and large scale of out-side operation equipment. 

Because larger scale facility consist of more complex power, tele-
communication, signal system, so it’s impossible to check the surge 
invasion route and cause analysis. Even after damaging from surge, 
there’s no solution for original problem.
ILPMS is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for high trust lightning 
protection system to protect complex power, tele-communication 
network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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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on
기존 피뢰설비와의 차별성

피뢰설비
운영 신뢰도 향상

실시간 관리체계로
유지보수 시간 단축

누적 데이터로 
광범위한 DB구축

지능화된
리스크(Risk)관리

민원감소

전력/통신 서비스
운영환경 안정성 증대

인건비,시간비용
운영비 절감 효과ILPMS

피뢰침 인하도선
Lightning Rod
Conducting Wire

접지시스템
Ground System

사후관리체계
Maintenance

SPD

정기적 수동점검
본딩 여부 파악 불가
Periodical Inspection
Impossible Checking Bonding System

접지저항 수동 측정
접지성능 변화 예측불가
Manual Check of Ground Impedance
Impossible to forecast Ground Performance

설치 후 관리품질 유지불가 
열화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
Difficult Manage Operation Status
Cause an Accident when Life-time over

형식적인 접지보강 또는 
피뢰침 교체 
유사 피해 반복
Formal Reinforce Ground 
or Changing Lightning Rod
Repeat Similar Damage

실시간 본딩 여부 점검
낙뢰시 보호동작 유무 파악
및 현장별 뇌우일수 경향 파악
Real Time Checking Bonding System
Check Operation Condition when Lightning &
Collecting Lightning Date

접지저항 실시간 모니터링
접지성능 변화 예측
Real Time Monitoring Ground Impedance
Possible to Forecast Ground Performance

SPD 동작상태 실시간 확인
서지 발생시 계수 및 전송
수명예측 자기진단 원격 경보
Real Time Checking Operation SPD
Counting & Transferring Surge data
Self-Diagnostic Life-time & Remote Alarm

낙뢰 및 접지 사고 발생예측
사후 취약구간 파악 및 
데이터 분석으로 재발방지
Forecast Accident from Lightning and 
Ground Checking Weak Point and Prevent 
Damage by Studying Data

다단계 디지털 낙뢰카운터 
Multi-Step Digital Lightning Counter

능동형 접지단자함 (AGT)
Active Grounding Terminal

자기진단기능 서지보호장치
Self-Diagnostic type SPD

전력감시 / IBS / BAS 
연동 Software 

피뢰설비
Lightning 

Protection System
기존의 운영 체계
Previous System

지능형 피뢰관리 시스템
ILPMS

ILPMS's Structure
ILPM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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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시스템 구현 예

수변전설비 구간의 SPD,AGT 감시

메인(Main)화면

설비별 보호상태 감시 실시간 계측, 누적 데이터 관리

SPD,AGT 감시 상세(Sub)화면

SPD & AGT Main Surveillance for ACB Panel

Surveillance for each equipment Real time surveillance, accumulated data manage

SPD & AGT Detail Surveillance for ACB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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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Rod

Technical Survey of GEM -Rod

GEM 전해질 접지시스템(GEM-Rod Grounding System)은 시공 지역에서 토양
의 종류와 지질 구조, 토질 성분, 수분의 함유 상태 및 계절적인 온도 변화 등 해
당 지역의 환경 요인에 관계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저저항, 저임피던스 
접지를 유지시켜줍니다. 순간적인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하여 서지 임피던스를 
감소시키는 접지 방식입니다. 

전해질 성분을 포함하는“고전도 친환경 접지봉" 을 이용한 접지 방식으로, 첨단
화 되어가는 통신설비 및 기타 전기, 전자 기기들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
록 고안된 신개념의 차세대 접지 시스템입니다. 특히, 시공 자체가 어려운 암반 
지대나 마사토 지역과 같은 현장에서 고효율의 접지 품질을 얻을 수 있으며, 재
래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만족스러운 접지환경을 보장합니다.

GEM-RodTM Grounding System maintains the most efficient and stable low 
resistance, low impedance grounding regardless of the installation site’s 
environmental situation such as geological condition, moisture, or seasonal 
changes. 

It is a new generation grounding system devised to stably manage various 
info-communication facilities and other electric equipments. It uses a “high 
conductance environment-friendly grounding rod” that contains electrolytes 
for grounding. It shows high grounding performance even in rocky and sand 
soil areas where installation is difficult, and thus ensures better grounding 
environment than any other grounding method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Grounding Enhancement Method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개요

고강도 보링 방식 Intensive boring system

• 친환경 전해질 접지방식으로 저항구역 확대 / 안정적인 접지 품질 확보 가능.
 Environment-friendly electrolyte grounding method for increasing grounding area and stable quality

•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값보다 안정적인 저항, 임피던스 값 유지.
 Maintenance of lower resistance & impedance as time goes by

• 현장의 환경 여건에 영향이 없는 고품질의 높은 효율성.
 High efficiency unaffected by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 접지전류의 임계 표면적을 극대화 시키는 특수 보링 전극(GEM-Rod) 사용.
 Using special boring GEM-Rods for maximization of critical surface area
 ※접지 측정 및 시공 위치의 선정이 용이! (Easy to measure and installation!)

전위분포 접지설계 시스템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grounding design system

• 전위 분포 해석을 위한 3차원 Digital Simulation 방식으로 계산 후 현장 적용.
 Using the 3D digital simulation method to calculate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before application

• IEC 60364 / 62305 규격을 적용한 안정적인 접지 설계.
 According to IEC 60364 / 62305 standard for stable grounding design

전해질 접지 시스템 Electrolyte grounding system

• 친환경 저감재(GEM 파우더) 사용 Using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서지 전압 및 Noise 제거를 위한 최적의 접지임피던스 구현. 대용량의 뇌전류를 신속하게 대지로 방출
 ※Getting of lowest grounding impedance for effective surge suppression and noise removal.
     Fast discharging of large amount of lightning current to earth

메쉬와 본딩 MESH system Bonding

• 건축물 기초의 메쉬 설계와 본딩
 Bonding and Mesh design of building’s foundation

• 메쉬 접지 보강용 친환경 접지 저감재 사용으로 시공비 절감
 Achievement of lower installation cost by Using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지능형 피뢰 관리 시스템

Intelligent Lightning Protectiv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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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피뢰 관리 시스템
Intelligent Lightning Protective Management System

Introiduction

Necessity of ILPMS

일반적인 피뢰설비의 구성 Ordinary Lightning Protection System

지능형 피뢰설비 관리시스템(ILPMS)의 필요성

ILPMS 개요 

Advantages
적용효과

◈ 수뢰부 (피뢰침, 수평도체 등) Lightning Rod, Lightning Conductor
◈ 본딩도체 (인하도선, 접지선) Bonding (conduct wire, ground wire)
◈ 서지보호장치 SPD (Surge Protective Device)
◈ 접지단자함 Ground Terminal
◈ 접지도체 Ground Conductor

    일반적인 피뢰설비는 통상적으로 최소한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낙뢰로 인한 뇌서지 유입이 빈번한 여름철이나 우기철에는 수 
 시로 정상 동작상태 및 본딩기구의 접속상태 점검을 통하여 주요 보 
 호대상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신설비와 전자, 제어기기가 밀집된 전산센터나 복합 주거 
 단지, 자동화 공장, 옥외 대규모 운영시설 환경 등에서는 피뢰설비가  
 건축물내 또는 옥외 현장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며, 인력과 시간의 제 
 약이 따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신속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규모의 시설일 수록 복잡한 전원, 통신, 신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지기 때문에, 뇌서지의 유입경로 파악이나 원인분석이 불가능하고,  
 서지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 대책도 형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 
 여 동일한 피해상황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LPMS 는 
 복잡 다양해지는 전원, 통신 네트워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성  
 높은 피뢰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진보된 IT기술의 도입 
 된 지능화된 첨단 신기술입니다.

Ordinary Lightning Protection System are needed semi-annual checking. 
Especially in summer and rainy season which are frequent surge 
invasion from lightning needed bonding connection and operation 
status checking for normal working of protected device.

But the lightning equipment located various place at the outside 
and inside of building in the environment of densely installed tele-
communication and electric, control device such as complex residence 
automation factory, and large scale of out-side operation equipment. 

Because larger scale facility consist of more complex power, tele-
communication, signal system, so it’s impossible to check the surge 
invasion route and cause analysis. Even after damaging from surge, 
there’s no solution for original problem.
ILPMS is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for high trust lightning 
protection system to protect complex power, tele-communication 
network equipment.

IEC 피뢰설비 증가
사후대책
관리 낙후

사후대책
관리 낙후

의뢰

Increase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

A/S 
Problem/ 
Difficult 
Managing

Need 
Management
System

Necessity of 
ILPMS

Distinction
기존 피뢰설비와의 차별성

피뢰설비
운영 신뢰도 향상

실시간 관리체계로
유지보수 시간 단축

누적 데이터로 
광범위한 DB구축

지능화된
리스크(Risk)관리

민원감소

전력/통신 서비스
운영환경 안정성 증대

인건비,시간비용
운영비 절감 효과ILPMS

피뢰침 인하도선
Lightning Rod
Conducting Wire

접지시스템
Ground System

사후관리체계
Maintenance

SPD

정기적 수동점검
본딩 여부 파악 불가
Periodical Inspection
Impossible Checking Bonding System

접지저항 수동 측정
접지성능 변화 예측불가
Manual Check of Ground Impedance
Impossible to forecast Ground Performance

설치 후 관리품질 유지불가 
열화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
Difficult Manage Operation Status
Cause an Accident when Life-time over

형식적인 접지보강 또는 
피뢰침 교체 
유사 피해 반복
Formal Reinforce Ground 
or Changing Lightning Rod
Repeat Similar Damage

실시간 본딩 여부 점검
낙뢰시 보호동작 유무 파악
및 현장별 뇌우일수 경향 파악
Real Time Checking Bonding System
Check Operation Condition when Lightning &
Collecting Lightning Date

접지저항 실시간 모니터링
접지성능 변화 예측
Real Time Monitoring Ground Impedance
Possible to Forecast Ground Performance

SPD 동작상태 실시간 확인
서지 발생시 계수 및 전송
수명예측 자기진단 원격 경보
Real Time Checking Operation SPD
Counting & Transferring Surge data
Self-Diagnostic Life-time & Remote Alarm

낙뢰 및 접지 사고 발생예측
사후 취약구간 파악 및 
데이터 분석으로 재발방지
Forecast Accident from Lightning and 
Ground Checking Weak Point and Prevent 
Damage by Studying Data

다단계 디지털 낙뢰카운터 
Multi-Step Digital Lightning Counter

능동형 접지단자함 (AGT)
Active Grounding Terminal

자기진단기능 서지보호장치
Self-Diagnostic type SPD

전력감시 / IBS / BAS 
연동 Software 

피뢰설비
Lightning 

Protection System
기존의 운영 체계
Previous System

지능형 피뢰관리 시스템
ILPMS

ILPMS's Structure
ILPM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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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시스템 구현 예

수변전설비 구간의 SPD,AGT 감시

메인(Main)화면

설비별 보호상태 감시 실시간 계측, 누적 데이터 관리

SPD,AGT 감시 상세(Sub)화면

SPD & AGT Main Surveillance for ACB Panel

Surveillance for each equipment Real time surveillance, accumulated data manage

SPD & AGT Detail Surveillance for ACB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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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Rod

Technical Survey of GEM -Rod

GEM 전해질 접지시스템(GEM-Rod Grounding System)은 시공 지역에서 토양
의 종류와 지질 구조, 토질 성분, 수분의 함유 상태 및 계절적인 온도 변화 등 해
당 지역의 환경 요인에 관계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저저항, 저임피던스 
접지를 유지시켜줍니다. 순간적인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하여 서지 임피던스를 
감소시키는 접지 방식입니다. 

전해질 성분을 포함하는“고전도 친환경 접지봉" 을 이용한 접지 방식으로, 첨단
화 되어가는 통신설비 및 기타 전기, 전자 기기들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
록 고안된 신개념의 차세대 접지 시스템입니다. 특히, 시공 자체가 어려운 암반 
지대나 마사토 지역과 같은 현장에서 고효율의 접지 품질을 얻을 수 있으며, 재
래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만족스러운 접지환경을 보장합니다.

GEM-RodTM Grounding System maintains the most efficient and stable low 
resistance, low impedance grounding regardless of the installation site’s 
environmental situation such as geological condition, moisture, or seasonal 
changes. 

It is a new generation grounding system devised to stably manage various 
info-communication facilities and other electric equipments. It uses a “high 
conductance environment-friendly grounding rod” that contains electrolytes 
for grounding. It shows high grounding performance even in rocky and sand 
soil areas where installation is difficult, and thus ensures better grounding 
environment than any other grounding method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Grounding Enhancement Method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개요

고강도 보링 방식 Intensive boring system

• 친환경 전해질 접지방식으로 저항구역 확대 / 안정적인 접지 품질 확보 가능.
 Environment-friendly electrolyte grounding method for increasing grounding area and stable quality

•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값보다 안정적인 저항, 임피던스 값 유지.
 Maintenance of lower resistance & impedance as time goes by

• 현장의 환경 여건에 영향이 없는 고품질의 높은 효율성.
 High efficiency unaffected by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 접지전류의 임계 표면적을 극대화 시키는 특수 보링 전극(GEM-Rod) 사용.
 Using special boring GEM-Rods for maximization of critical surface area
 ※접지 측정 및 시공 위치의 선정이 용이! (Easy to measure and installation!)

전위분포 접지설계 시스템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grounding design system

• 전위 분포 해석을 위한 3차원 Digital Simulation 방식으로 계산 후 현장 적용.
 Using the 3D digital simulation method to calculate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before application

• IEC 60364 / 62305 규격을 적용한 안정적인 접지 설계.
 According to IEC 60364 / 62305 standard for stable grounding design

전해질 접지 시스템 Electrolyte grounding system

• 친환경 저감재(GEM 파우더) 사용 Using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서지 전압 및 Noise 제거를 위한 최적의 접지임피던스 구현. 대용량의 뇌전류를 신속하게 대지로 방출
 ※Getting of lowest grounding impedance for effective surge suppression and noise removal.
     Fast discharging of large amount of lightning current to earth

메쉬와 본딩 MESH system Bonding

• 건축물 기초의 메쉬 설계와 본딩
 Bonding and Mesh design of building’s foundation

• 메쉬 접지 보강용 친환경 접지 저감재 사용으로 시공비 절감
 Achievement of lower installation cost by Using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지능형 피뢰 관리 시스템

Intelligent Lightning Protectiv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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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시스템 구현 예

수변전설비 구간의 SPD,AGT 감시

메인(Main)화면

설비별 보호상태 감시 실시간 계측, 누적 데이터 관리

SPD,AGT 감시 상세(Sub)화면

SPD & AGT Main Surveillance for ACB Panel

Surveillance for each equipment Real time surveillance, accumulated data manage

SPD & AGT Detail Surveillance for ACB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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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Rod

Technical Survey of GEM -Rod

GEM 전해질 접지시스템(GEM-Rod Grounding System)은 시공 지역에서 토양
의 종류와 지질 구조, 토질 성분, 수분의 함유 상태 및 계절적인 온도 변화 등 해
당 지역의 환경 요인에 관계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저저항, 저임피던스 
접지를 유지시켜줍니다. 순간적인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하여 서지 임피던스를 
감소시키는 접지 방식입니다. 

전해질 성분을 포함하는“고전도 친환경 접지봉" 을 이용한 접지 방식으로, 첨단
화 되어가는 통신설비 및 기타 전기, 전자 기기들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
록 고안된 신개념의 차세대 접지 시스템입니다. 특히, 시공 자체가 어려운 암반 
지대나 마사토 지역과 같은 현장에서 고효율의 접지 품질을 얻을 수 있으며, 재
래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만족스러운 접지환경을 보장합니다.

GEM-RodTM Grounding System maintains the most efficient and stable low 
resistance, low impedance grounding regardless of the installation site’s 
environmental situation such as geological condition, moisture, or seasonal 
changes. 

It is a new generation grounding system devised to stably manage various 
info-communication facilities and other electric equipments. It uses a “high 
conductance environment-friendly grounding rod” that contains electrolytes 
for grounding. It shows high grounding performance even in rocky and sand 
soil areas where installation is difficult, and thus ensures better grounding 
environment than any other grounding method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Grounding Enhancement Method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개요

고강도 보링 방식 Intensive boring system

• 친환경 전해질 접지방식으로 저항구역 확대 / 안정적인 접지 품질 확보 가능.
 Environment-friendly electrolyte grounding method for increasing grounding area and stable quality

•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값보다 안정적인 저항, 임피던스 값 유지.
 Maintenance of lower resistance & impedance as time goes by

• 현장의 환경 여건에 영향이 없는 고품질의 높은 효율성.
 High efficiency unaffected by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 접지전류의 임계 표면적을 극대화 시키는 특수 보링 전극(GEM-Rod) 사용.
 Using special boring GEM-Rods for maximization of critical surface area
 ※접지 측정 및 시공 위치의 선정이 용이! (Easy to measure and installation!)

전위분포 접지설계 시스템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grounding design system

• 전위 분포 해석을 위한 3차원 Digital Simulation 방식으로 계산 후 현장 적용.
 Using the 3D digital simulation method to calculate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before application

• IEC 60364 / 62305 규격을 적용한 안정적인 접지 설계.
 According to IEC 60364 / 62305 standard for stable grounding design

전해질 접지 시스템 Electrolyte grounding system

• 친환경 저감재(GEM 파우더) 사용 Using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서지 전압 및 Noise 제거를 위한 최적의 접지임피던스 구현. 대용량의 뇌전류를 신속하게 대지로 방출
 ※Getting of lowest grounding impedance for effective surge suppression and noise removal.
     Fast discharging of large amount of lightning current to earth

메쉬와 본딩 MESH system Bonding

• 건축물 기초의 메쉬 설계와 본딩
 Bonding and Mesh design of building’s foundation

• 메쉬 접지 보강용 친환경 접지 저감재 사용으로 시공비 절감
 Achievement of lower installation cost by Using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지능형 피뢰 관리 시스템

Intelligent Lightning Protectiv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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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식 및 부식방지 기능 
 Anti-corrosion function

◈ 친환경 접지저감재의 서지 및 노이즈 억제효과
 Surge and Noise removal effect of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 50~80년 이상의 긴 수명 보장 
 Guarantee of 50-80 years of lifecycle

Characteristics of GEM-Rod

◀ GEM-Rod 설치도 
    Organization

조작용 캡  I  Handling cap

접지선  I  Grounding conductor 

충진재  I  Electrolyte filler

배출구멍  I  Electrolyte hole

GEM 저감재  I  GEM powder

전해질 저장소
Electrolyte storage

지름50mm2  I  Diameter 50mm2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특징 

저임피던스 접지방식 친환경 저감재 충진

◈ 고성능 High Performance : 저저항 접지, 낮은 접지 임피던스 확보
 Low grounding resistance (below 1 ohms) & low grounding impedance

◈ 안정성 Stability : 기후 변화와 토양의 환경과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 유지
 Stable quality regardless of climate, weather or soil conditions

◈ 경제성 Economical : 최소 면적, 최소의 비용으로 접지저항 확보
 Ensures minimum resistance value with minimum area and minimum cost

◈ 편리한 유지보수 Maintenance :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환경 제공
 Providing of control environment to maintain optimum quality

GEM 접지공법은 대지와의 접촉면적 
극대화를 통하여 최저의 접지저항 확
보를 실현했으며, 또한 토질에 적합한 
친환경 저감재 적용을 통하여 최적의 
접지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낮은 접
지 임피던스 확보를 통하여 낙뢰전류
나 사고전류 유입시 대지전위 상승
(GPR)을 억제하고 신속하게 대지로 
방류시키는 기능을 극대화시켰습니
다.

Grounding Enhancement Grounding 
Method maximizes the contact area 
with the earth to realize minimum 
grounding resistance, and it also 
mainta ins opt imal  grounding 
system through use of environment-
friendly GEM powder. It also has low 
grounding impedance, which allows 
it to suppress GPR and discharge 
lighting and AC fault current quickly 
to the ground.

적용 분야 Application :

• 낙뢰보호시스템 Lightning protection system

• 발·변전소 접지시스템 Power plant, transformer station’s grounding system

• AC전원의 접지시스템 AC power euipments’ groundings system

• 각종 통신 센터 및 중계국 시스템 Communication center and relay station system

• 대규모 빌딩접지시스템 Huge building grounding system

• 연구 센터, 병원 접지 Research center or hospital grounding system

Low Impedance Grounding Method  GEM Powder filling

◈ 특수 전해질의 침투효과 Effects of penetration of special electrolytes
 전해질의 대지침투를 통하여 대지와의 접촉을 극대화 시켜 접지면적의 확장  

Realization of the maximum electrode contact area through the penetration 
of electrolytes into the ground

◈ 주변토양의 이온화 Ionization of surrounding soil
 GEM-Rod 주변에 접지저감재를 충진하여 주변토양의 전도성 극대화
 Maximization of the conductance of surrounding soils by filling the GEM Powder

저임피던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악의 환경에서도 저임피던스 실현
을 통하여 최적의 접지환경 제공
It is designed to provide low impedance, and it provides optimum low impedance 
grounding environment even in worst conditions.

GEM-Rod
Grounding Enhancement Method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학적 접지설계 서비스

데이터 분석 보고서

Simulation for grounding system design 

Analyzed Data Reporting 

높은 신뢰성 High reliability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접지저항, 대지전위 분포를 시
뮬레이션 하고 적합한 접지 시공법을 제안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접지환경을 확보합니다.
We simulates grounding resistance and distribution of GPR(grounding potential rise) by 
the PC software based on field data to provide proper grounding installation method, 
and to obtain economic efficiency and ideal grounding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광범위한 적용성 Variety of application fields
접지 뿐만 아니라 EMI/EMC 환경 분석도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엔지니
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 can provide high quality engineering services of various fields because not only it 
can provide for grounding system but also EMI/EMC environmental analysis.

GEM 접지공법의 공학적 설계를 통한 설계 데이터 제공
Providing of the GEM grounding design data
1. 지층 구조에 따른 대지저항률 분석, 접지임피던스, 각 수평 지점에서의 대지저항률 데이터
    The geographic structure and its earth resistivity, grounding impedance and each earth 
 resistivity at every horizontal measuring points

2. IEEE Std.80/ IEEE 479-1의 의한 접촉전압, 보폭전압 분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
 Safety evaluation through contact voltage and step voltage analysis based on IEEE 
 Std.80/ IEEE 479-1

3. 접지 관련 규정 
 Regulations regarding grounding system

4. 접지설계 도서, 시방 
 Grounding design manuals and specifications

전문가에 의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Providing of Exclusive Engineering Service by
프라임솔루션의 GEM 공법은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석·박사급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취득, 분석하며 가장 전문화된 엔지니어링 정보를 제공합니다.

PrimeSolution’s GEM Grounding method provides expert engineering information from 
analysis of various environments given by expert electrical/electronic engineers.

GEM-Rod 공학적 설계 엔지니어링
System desig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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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시스템 구현 예

수변전설비 구간의 SPD,AGT 감시

메인(Main)화면

설비별 보호상태 감시 실시간 계측, 누적 데이터 관리

SPD,AGT 감시 상세(Sub)화면

SPD & AGT Main Surveillance for ACB Panel

Surveillance for each equipment Real time surveillance, accumulated data manage

SPD & AGT Detail Surveillance for ACB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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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Rod

Technical Survey of GEM -Rod

GEM 전해질 접지시스템(GEM-Rod Grounding System)은 시공 지역에서 토양
의 종류와 지질 구조, 토질 성분, 수분의 함유 상태 및 계절적인 온도 변화 등 해
당 지역의 환경 요인에 관계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저저항, 저임피던스 
접지를 유지시켜줍니다. 순간적인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하여 서지 임피던스를 
감소시키는 접지 방식입니다. 

전해질 성분을 포함하는“고전도 친환경 접지봉" 을 이용한 접지 방식으로, 첨단
화 되어가는 통신설비 및 기타 전기, 전자 기기들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
록 고안된 신개념의 차세대 접지 시스템입니다. 특히, 시공 자체가 어려운 암반 
지대나 마사토 지역과 같은 현장에서 고효율의 접지 품질을 얻을 수 있으며, 재
래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만족스러운 접지환경을 보장합니다.

GEM-RodTM Grounding System maintains the most efficient and stable low 
resistance, low impedance grounding regardless of the installation site’s 
environmental situation such as geological condition, moisture, or seasonal 
changes. 

It is a new generation grounding system devised to stably manage various 
info-communication facilities and other electric equipments. It uses a “high 
conductance environment-friendly grounding rod” that contains electrolytes 
for grounding. It shows high grounding performance even in rocky and sand 
soil areas where installation is difficult, and thus ensures better grounding 
environment than any other grounding method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Grounding Enhancement Method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개요

고강도 보링 방식 Intensive boring system

• 친환경 전해질 접지방식으로 저항구역 확대 / 안정적인 접지 품질 확보 가능.
 Environment-friendly electrolyte grounding method for increasing grounding area and stable quality

•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값보다 안정적인 저항, 임피던스 값 유지.
 Maintenance of lower resistance & impedance as time goes by

• 현장의 환경 여건에 영향이 없는 고품질의 높은 효율성.
 High efficiency unaffected by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 접지전류의 임계 표면적을 극대화 시키는 특수 보링 전극(GEM-Rod) 사용.
 Using special boring GEM-Rods for maximization of critical surface area
 ※접지 측정 및 시공 위치의 선정이 용이! (Easy to measure and installation!)

전위분포 접지설계 시스템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grounding design system

• 전위 분포 해석을 위한 3차원 Digital Simulation 방식으로 계산 후 현장 적용.
 Using the 3D digital simulation method to calculate electric potential distribution before application

• IEC 60364 / 62305 규격을 적용한 안정적인 접지 설계.
 According to IEC 60364 / 62305 standard for stable grounding design

전해질 접지 시스템 Electrolyte grounding system

• 친환경 저감재(GEM 파우더) 사용 Using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서지 전압 및 Noise 제거를 위한 최적의 접지임피던스 구현. 대용량의 뇌전류를 신속하게 대지로 방출
 ※Getting of lowest grounding impedance for effective surge suppression and noise removal.
     Fast discharging of large amount of lightning current to earth

메쉬와 본딩 MESH system Bonding

• 건축물 기초의 메쉬 설계와 본딩
 Bonding and Mesh design of building’s foundation

• 메쉬 접지 보강용 친환경 접지 저감재 사용으로 시공비 절감
 Achievement of lower installation cost by Using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지능형 피뢰 관리 시스템

Intelligent Lightning Protectiv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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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식 및 부식방지 기능 
 Anti-corrosion function

◈ 친환경 접지저감재의 서지 및 노이즈 억제효과
 Surge and Noise removal effect of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 50~80년 이상의 긴 수명 보장 
 Guarantee of 50-80 years of lifecycle

Characteristics of GEM-Rod

◀ GEM-Rod 설치도 
    Organization

조작용 캡  I  Handling cap

접지선  I  Grounding conductor 

충진재  I  Electrolyte filler

배출구멍  I  Electrolyte hole

GEM 저감재  I  GEM powder

전해질 저장소
Electrolyte storage

지름50mm2  I  Diameter 50mm2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특징 

저임피던스 접지방식 친환경 저감재 충진

◈ 고성능 High Performance : 저저항 접지, 낮은 접지 임피던스 확보
 Low grounding resistance (below 1 ohms) & low grounding impedance

◈ 안정성 Stability : 기후 변화와 토양의 환경과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 유지
 Stable quality regardless of climate, weather or soil conditions

◈ 경제성 Economical : 최소 면적, 최소의 비용으로 접지저항 확보
 Ensures minimum resistance value with minimum area and minimum cost

◈ 편리한 유지보수 Maintenance :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환경 제공
 Providing of control environment to maintain optimum quality

GEM 접지공법은 대지와의 접촉면적 
극대화를 통하여 최저의 접지저항 확
보를 실현했으며, 또한 토질에 적합한 
친환경 저감재 적용을 통하여 최적의 
접지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낮은 접
지 임피던스 확보를 통하여 낙뢰전류
나 사고전류 유입시 대지전위 상승
(GPR)을 억제하고 신속하게 대지로 
방류시키는 기능을 극대화시켰습니
다.

Grounding Enhancement Grounding 
Method maximizes the contact area 
with the earth to realize minimum 
grounding resistance, and it also 
mainta ins opt imal  grounding 
system through use of environment-
friendly GEM powder. It also has low 
grounding impedance, which allows 
it to suppress GPR and discharge 
lighting and AC fault current quickly 
to the ground.

적용 분야 Application :

• 낙뢰보호시스템 Lightning protection system

• 발·변전소 접지시스템 Power plant, transformer station’s grounding system

• AC전원의 접지시스템 AC power euipments’ groundings system

• 각종 통신 센터 및 중계국 시스템 Communication center and relay station system

• 대규모 빌딩접지시스템 Huge building grounding system

• 연구 센터, 병원 접지 Research center or hospital grounding system

Low Impedance Grounding Method  GEM Powder filling

◈ 특수 전해질의 침투효과 Effects of penetration of special electrolytes
 전해질의 대지침투를 통하여 대지와의 접촉을 극대화 시켜 접지면적의 확장  

Realization of the maximum electrode contact area through the penetration 
of electrolytes into the ground

◈ 주변토양의 이온화 Ionization of surrounding soil
 GEM-Rod 주변에 접지저감재를 충진하여 주변토양의 전도성 극대화
 Maximization of the conductance of surrounding soils by filling the GEM Powder

저임피던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악의 환경에서도 저임피던스 실현
을 통하여 최적의 접지환경 제공
It is designed to provide low impedance, and it provides optimum low impedance 
grounding environment even in worst conditions.

GEM-Rod
Grounding Enhancement Method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학적 접지설계 서비스

데이터 분석 보고서

Simulation for grounding system design 

Analyzed Data Reporting 

높은 신뢰성 High reliability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접지저항, 대지전위 분포를 시
뮬레이션 하고 적합한 접지 시공법을 제안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접지환경을 확보합니다.
We simulates grounding resistance and distribution of GPR(grounding potential rise) by 
the PC software based on field data to provide proper grounding installation method, 
and to obtain economic efficiency and ideal grounding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광범위한 적용성 Variety of application fields
접지 뿐만 아니라 EMI/EMC 환경 분석도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엔지니
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 can provide high quality engineering services of various fields because not only it 
can provide for grounding system but also EMI/EMC environmental analysis.

GEM 접지공법의 공학적 설계를 통한 설계 데이터 제공
Providing of the GEM grounding design data
1. 지층 구조에 따른 대지저항률 분석, 접지임피던스, 각 수평 지점에서의 대지저항률 데이터
    The geographic structure and its earth resistivity, grounding impedance and each earth 
 resistivity at every horizontal measuring points

2. IEEE Std.80/ IEEE 479-1의 의한 접촉전압, 보폭전압 분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
 Safety evaluation through contact voltage and step voltage analysis based on IEEE 
 Std.80/ IEEE 479-1

3. 접지 관련 규정 
 Regulations regarding grounding system

4. 접지설계 도서, 시방 
 Grounding design manuals and specifications

전문가에 의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Providing of Exclusive Engineering Service by
프라임솔루션의 GEM 공법은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석·박사급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취득, 분석하며 가장 전문화된 엔지니어링 정보를 제공합니다.

PrimeSolution’s GEM Grounding method provides expert engineering information from 
analysis of various environments given by expert electrical/electronic engineers.

GEM-Rod 공학적 설계 엔지니어링
System desig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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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식 및 부식방지 기능 
 Anti-corrosion function

◈ 친환경 접지저감재의 서지 및 노이즈 억제효과
 Surge and Noise removal effect of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 50~80년 이상의 긴 수명 보장 
 Guarantee of 50-80 years of lifecycle

Characteristics of GEM-Rod

◀ GEM-Rod 설치도 
    Organization

조작용 캡  I  Handling cap

접지선  I  Grounding conductor 

충진재  I  Electrolyte filler

배출구멍  I  Electrolyte hole

GEM 저감재  I  GEM powder

전해질 저장소
Electrolyte storage

지름50mm2  I  Diameter 50mm2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특징 

저임피던스 접지방식 친환경 저감재 충진

◈ 고성능 High Performance : 저저항 접지, 낮은 접지 임피던스 확보
 Low grounding resistance (below 1 ohms) & low grounding impedance

◈ 안정성 Stability : 기후 변화와 토양의 환경과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 유지
 Stable quality regardless of climate, weather or soil conditions

◈ 경제성 Economical : 최소 면적, 최소의 비용으로 접지저항 확보
 Ensures minimum resistance value with minimum area and minimum cost

◈ 편리한 유지보수 Maintenance :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환경 제공
 Providing of control environment to maintain optimum quality

GEM 접지공법은 대지와의 접촉면적 
극대화를 통하여 최저의 접지저항 확
보를 실현했으며, 또한 토질에 적합한 
친환경 저감재 적용을 통하여 최적의 
접지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낮은 접
지 임피던스 확보를 통하여 낙뢰전류
나 사고전류 유입시 대지전위 상승
(GPR)을 억제하고 신속하게 대지로 
방류시키는 기능을 극대화시켰습니
다.

Grounding Enhancement Grounding 
Method maximizes the contact area 
with the earth to realize minimum 
grounding resistance, and it also 
mainta ins opt imal  grounding 
system through use of environment-
friendly GEM powder. It also has low 
grounding impedance, which allows 
it to suppress GPR and discharge 
lighting and AC fault current quickly 
to the ground.

적용 분야 Application :

• 낙뢰보호시스템 Lightning protection system

• 발·변전소 접지시스템 Power plant, transformer station’s grounding system

• AC전원의 접지시스템 AC power euipments’ groundings system

• 각종 통신 센터 및 중계국 시스템 Communication center and relay station system

• 대규모 빌딩접지시스템 Huge building grounding system

• 연구 센터, 병원 접지 Research center or hospital grounding system

Low Impedance Grounding Method  GEM Powder filling

◈ 특수 전해질의 침투효과 Effects of penetration of special electrolytes
 전해질의 대지침투를 통하여 대지와의 접촉을 극대화 시켜 접지면적의 확장  

Realization of the maximum electrode contact area through the penetration 
of electrolytes into the ground

◈ 주변토양의 이온화 Ionization of surrounding soil
 GEM-Rod 주변에 접지저감재를 충진하여 주변토양의 전도성 극대화
 Maximization of the conductance of surrounding soils by filling the GEM Powder

저임피던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악의 환경에서도 저임피던스 실현
을 통하여 최적의 접지환경 제공
It is designed to provide low impedance, and it provides optimum low impedance 
grounding environment even in wors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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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학적 접지설계 서비스

데이터 분석 보고서

Simulation for grounding system design 

Analyzed Data Reporting 

높은 신뢰성 High reliability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접지저항, 대지전위 분포를 시
뮬레이션 하고 적합한 접지 시공법을 제안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접지환경을 확보합니다.
We simulates grounding resistance and distribution of GPR(grounding potential rise) by 
the PC software based on field data to provide proper grounding installation method, 
and to obtain economic efficiency and ideal grounding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광범위한 적용성 Variety of application fields
접지 뿐만 아니라 EMI/EMC 환경 분석도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엔지니
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 can provide high quality engineering services of various fields because not only it 
can provide for grounding system but also EMI/EMC environmental analysis.

GEM 접지공법의 공학적 설계를 통한 설계 데이터 제공
Providing of the GEM grounding design data
1. 지층 구조에 따른 대지저항률 분석, 접지임피던스, 각 수평 지점에서의 대지저항률 데이터
    The geographic structure and its earth resistivity, grounding impedance and each earth 
 resistivity at every horizontal measuring points

2. IEEE Std.80/ IEEE 479-1의 의한 접촉전압, 보폭전압 분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
 Safety evaluation through contact voltage and step voltage analysis based on IEEE 
 Std.80/ IEEE 479-1

3. 접지 관련 규정 
 Regulations regarding grounding system

4. 접지설계 도서, 시방 
 Grounding design manuals and specifications

전문가에 의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Providing of Exclusive Engineering Service by
프라임솔루션의 GEM 공법은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석·박사급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취득, 분석하며 가장 전문화된 엔지니어링 정보를 제공합니다.

PrimeSolution’s GEM Grounding method provides expert engineering information from 
analysis of various environments given by expert electrical/electronic engineers.

GEM-Rod 공학적 설계 엔지니어링
System desig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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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Rod 엔지니어링 절차
Engineering Flow

STEP1.  Equipment set-up & Boring 

STEP3.  Pouring GEM Powder

STEP2.  Installation of GEM-Rod

보링 천공 Boring for burying
• 지름 φ150mm 이상, 깊이는 GEM-Rod 접지봉 길이보다 최소 0.75m 이상 깊게 천공
 Bore with a diameter of at least φ150mm and make the depth at least 0.75m deeper than the length of GEM-Rod.

• 천공시 실시간으로 접지저항 측정 
 Measure the grounding resistance in real time while boring

• 대지저항률 측정 데이타를 참고하여 목표 깊이까지 천공
 Bore to the target point of depth by using the data of measured earth resistivity.

그라우팅 Grouting
• 천공시 토양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케이싱 작업 실시
 Bore along with casing so that the bored ground wall doesn't collapse.

GEM-Rod 매설 Burying the GEM-Rod
천공된 구멍에 GEM-Rod 접지봉을 천천히 바닥까지 매립한다.
Insert the GEM-Rod to the bottom of the bored hole slowly.

접지 저감재 GEM-Powder
접지 저감재(GEM-Powder)와 물을 섞어 젤(Gel)형태가 되도록 혼합한 후 보링 접지봉 주위 
천공 구멍에 주입 
Mix GEM powder with water to make a gel-type and pour it into the hole around the GEM rod.

GEM-Rod 시공 방법
Construction

보링 기기 설치 및 천공

전해질 접지봉 설치

천연 접지 저감재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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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식 및 부식방지 기능 
 Anti-corrosion function

◈ 친환경 접지저감재의 서지 및 노이즈 억제효과
 Surge and Noise removal effect of Environment-friendly GEM Powder

◈ 50~80년 이상의 긴 수명 보장 
 Guarantee of 50-80 years of lifecycle

Characteristics of GEM-Rod

◀ GEM-Rod 설치도 
    Organization

조작용 캡  I  Handling cap

접지선  I  Grounding conductor 

충진재  I  Electrolyte filler

배출구멍  I  Electrolyte hole

GEM 저감재  I  GEM powder

전해질 저장소
Electrolyte storage

지름50mm2  I  Diameter 50mm2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특징 

저임피던스 접지방식 친환경 저감재 충진

◈ 고성능 High Performance : 저저항 접지, 낮은 접지 임피던스 확보
 Low grounding resistance (below 1 ohms) & low grounding impedance

◈ 안정성 Stability : 기후 변화와 토양의 환경과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 유지
 Stable quality regardless of climate, weather or soil conditions

◈ 경제성 Economical : 최소 면적, 최소의 비용으로 접지저항 확보
 Ensures minimum resistance value with minimum area and minimum cost

◈ 편리한 유지보수 Maintenance :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환경 제공
 Providing of control environment to maintain optimum quality

GEM 접지공법은 대지와의 접촉면적 
극대화를 통하여 최저의 접지저항 확
보를 실현했으며, 또한 토질에 적합한 
친환경 저감재 적용을 통하여 최적의 
접지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낮은 접
지 임피던스 확보를 통하여 낙뢰전류
나 사고전류 유입시 대지전위 상승
(GPR)을 억제하고 신속하게 대지로 
방류시키는 기능을 극대화시켰습니
다.

Grounding Enhancement Grounding 
Method maximizes the contact area 
with the earth to realize minimum 
grounding resistance, and it also 
mainta ins opt imal  grounding 
system through use of environment-
friendly GEM powder. It also has low 
grounding impedance, which allows 
it to suppress GPR and discharge 
lighting and AC fault current quickly 
to the ground.

적용 분야 Application :

• 낙뢰보호시스템 Lightning protection system

• 발·변전소 접지시스템 Power plant, transformer station’s grounding system

• AC전원의 접지시스템 AC power euipments’ groundings system

• 각종 통신 센터 및 중계국 시스템 Communication center and relay station system

• 대규모 빌딩접지시스템 Huge building grounding system

• 연구 센터, 병원 접지 Research center or hospital grounding system

Low Impedance Grounding Method  GEM Powder filling

◈ 특수 전해질의 침투효과 Effects of penetration of special electrolytes
 전해질의 대지침투를 통하여 대지와의 접촉을 극대화 시켜 접지면적의 확장  

Realization of the maximum electrode contact area through the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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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토양의 이온화 Ionization of surrounding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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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imulates grounding resistance and distribution of GPR(grounding potential rise) by 
the PC software based on field data to provide proper grounding installation method, 
and to obtain economic efficiency and ideal grounding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광범위한 적용성 Variety of application fields
접지 뿐만 아니라 EMI/EMC 환경 분석도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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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Rod 엔지니어링 절차
Engineering Flow

STEP1.  Equipment set-up & Boring 

STEP3.  Pouring GEM Powder

STEP2.  Installation of GEM-Rod

보링 천공 Boring for burying
• 지름 φ150mm 이상, 깊이는 GEM-Rod 접지봉 길이보다 최소 0.75m 이상 깊게 천공
 Bore with a diameter of at least φ150mm and make the depth at least 0.75m deeper than the length of GEM-Rod.

• 천공시 실시간으로 접지저항 측정 
 Measure the grounding resistance in real time while boring

• 대지저항률 측정 데이타를 참고하여 목표 깊이까지 천공
 Bore to the target point of depth by using the data of measured earth resistivity.

그라우팅 Grouting
• 천공시 토양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케이싱 작업 실시
 Bore along with casing so that the bored ground wall doesn't collapse.

GEM-Rod 매설 Burying the GEM-Rod
천공된 구멍에 GEM-Rod 접지봉을 천천히 바닥까지 매립한다.
Insert the GEM-Rod to the bottom of the bored hole slowly.

접지 저감재 GEM-Powder
접지 저감재(GEM-Powder)와 물을 섞어 젤(Gel)형태가 되도록 혼합한 후 보링 접지봉 주위 
천공 구멍에 주입 
Mix GEM powder with water to make a gel-type and pour it into the hole around the GEM rod.

GEM-Rod 시공 방법
Construction

보링 기기 설치 및 천공

전해질 접지봉 설치

천연 접지 저감재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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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Rod 시공 방법
Construction

최근의 친환경 전해질 접지 시스템은 재래의 접지방식에 비해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뢰설비의 접지 시스템은 접지저항의 저감 뿐만 
아니라, 접지 임피던스의 저감이 중요합니다. 뇌서지에 의한 대지전위 상
승시 접지 임피던스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접지임피던스의 증가는 뇌
서지 전류의 대지 방류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설비시스템의 고장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호대상물의 공공성, 중요도를 감안할 경
우, 시공성과 뇌서지 전류 방류 특성이 우수하고 설비시스템을 안정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전해질 접지 시스템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Nowadays, the environment-friendly GEM grounding system has many 
superior advantages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grounding 
method. Not only reduction in grounding resistance but also the decrease 
in grounding impedance is very important in the grounding system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 If grounding potential rise increase due 
to lightning surges, impedance will rise as well. Increase in grounding 
impedance acts against discharging abilities fo grounding system when 
lightning surge currents occur, and causes systems to fail.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ublic structures and gravities of facilities, 
it is recommended to choose the GEM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which allows easier installation, superior lightning current discharging 
performances and more stable maintenance.

전해질 접지 시스템 GEM-Rod 일반 접지 시스템 Driven Rod

고유 정전용량 값이 커서 낙뢰전류 유입시 고주파수 충
격전류에 의한 서지임피던스 저감과 임펄스 충격 전류의 
대지 방류에 적합하다. 
Because of its own high static capacitance, upon 
lightning strike, it can reduce the surge impedance and 
has good ground discharging characteristics against 
impulse currents.

접지임피던스 저감
Reducing ground impedance

안정성
Stability

신뢰성
Reliability

친환경성
Environment friendliness

유지보수성
Maintenance

경제성
Economical efficiency

고주파수 충격전류에 의한 인덕턴스 값이 증대되어 접지 
임피던스가 상승하며, 충격 전류의 대지 방류에 불리하다.
Inductance value increases under high frequency lighting 
current and causes grounding impedance rise. It is bad 
for discharging to the ground against the shock impulse 
currents.

인덕턴스가 높아서 기준전위 확보가 어렵다.
It is difficult to get stable ZSRG because of high 
inductances. 

접지계통이 불안정하여 설비의 오동작 및 에러 발생 확률이 높다.
Because grounding system is unstable, frequent data 
errors and malfunctioning of facilities increase.

다수의 접지봉 시공 및 화학 저감재의 사용은 부식 및 
화학성분에 의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킨다.
The installation of numerous grounding poles and use of 
chemical grounding powders cause corrosion and greatly 
increases chance of pollution

시공 후 수년 내 접지봉 부식에 의한 접지 성능의 저하가 
빈번하고, 열악한 환경의 경우 재시공 가능성이 크다.
Degradation due to corrosion of grounding poles is easy 
to occur frequently within several years and in the case of 
installation under worse soils, you might reconstruct.

자재 단가는 저렴한 반면, 저저항 확보를 위해 많은 부지
와 다량의 자재가 투입되므로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공기 
연장이 수반된다. 시공후 접지성능 저하가 급격하여 설비
의 오동작 및 소손 우려가 높아 전체적인 보수비용도 상승
된다. 
The unit prices of grounding materials are lower than 
GEM system, but to obtain low resistance you need to get 
much larger area and a lot of materials. The conventional 
method causes higher cost, longer construction period, 
and higher labor cost. Moreover, because it is easy to 
slow down the grounding performance, you need extra 
money for frequent system failures and errors.

기준 전위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 
It allows stable Zero Signal Reference Grid (ZSRG)

접지계통이 안정되므로 신뢰성 있는 설비의 운용이 가능하다. 
GEM grounding system allows you to manage your 
facilities stably.

토양에 무해한 천연의 점토 추출물을 이용하여 접지 성
능을 향상시킨 친환경적인 접지시스템이다. 
It is composed of non-chemical materials like as natural 
clay, so it is no harmless to the soil and the environment.

시공 후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시스템 수명이 50년 이상 유지된다.
Its maintenance after installation is easy, and the 
system’s life lasts more than 50 years.

협소한 부지에서도 저저항 접지 가능, 공기 단축, 적은 
인원 소요 등으로 전체적인 시공비용이 저렴하며, 설비 
운영 신뢰도 확보로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된다.
The installation cost to get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 is lower than conventional method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period and labor cost from it. Maintenance 
cost can also be reduced by preventing system failure.

비교 항목 Categories

Comparison between GEM-Rod and others

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전해질 접지 시스템의 비교

◈ 접지봉 길이 Length of GEM-Rod  :  1m / 2m / 3m / 6m / 9m

수평(L)형 Parallel L-type 수직(I)형 Vertical I-type

양방(T)형 Double sided T-type

나동선 Bare conductor

나동선 Bare conductor

나동선 
Bare conductor

수직봉 
Vertical Rod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용접 부위 Welding

용접 부위 Welding

수평봉 
Parallel column

수평봉 
Parallel column

수직봉 
Vertical 
Rod

수직봉 
Vertical Rod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Types of 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종류

STEP4.  Connecting wire & finish

발열용접
Exothermic Welding

발열용접 Exothermic welding
접지선을 발열용접 접속하여 접촉저항 및 접지임피던스를 최소화하고, 
접지저항 측정 및 유지보수함 설치로 시공을 마무리 한다. 

Connecting grounding wires to each other by Exothermic welding 
method for minimizing the contact resistance and grounding 
impedance. And finally, check and record the grounding resistance 
and install a covered box for maintenance. 

접지선 연결 및 설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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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친환경 전해질 접지 시스템은 재래의 접지방식에 비해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뢰설비의 접지 시스템은 접지저항의 저감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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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할 수 있는 전해질 접지 시스템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Nowadays, the environment-friendly GEM grounding system has many 
superior advantages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grounding 
method. Not only reduction in grounding resistance but also the decrease 
in grounding impedance is very important in the grounding system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 If grounding potential rise increase due 
to lightning surges, impedance will rise as well. Increase in grounding 
impedance acts against discharging abilities fo grounding system when 
lightning surge currents occur, and causes systems to fail.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ublic structures and gravities of facilities, 
it is recommended to choose the GEM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which allows easier installation, superior lightning current discharging 
performances and more stabl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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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is lower than conventional methods, as well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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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can also be reduced by preventing system failure.

비교 항목 Categories

Comparison between GEM-Rod and others

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전해질 접지 시스템의 비교

◈ 접지봉 길이 Length of GEM-Rod  :  1m / 2m / 3m / 6m / 9m

수평(L)형 Parallel L-type 수직(I)형 Vertical I-type

양방(T)형 Double sided T-type

나동선 Bare conductor

나동선 Bare conductor

나동선 
Bare conductor

수직봉 
Vertical Rod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용접 부위 Welding

용접 부위 Welding

수평봉 
Parallel column

수평봉 
Parallel column

수직봉 
Vertical 
Rod

수직봉 
Vertical Rod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Types of 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종류

STEP4.  Connecting wire & finish

발열용접
Exothermic Welding

발열용접 Exothermic welding
접지선을 발열용접 접속하여 접촉저항 및 접지임피던스를 최소화하고, 
접지저항 측정 및 유지보수함 설치로 시공을 마무리 한다. 

Connecting grounding wires to each other by Exothermic welding 
method for minimizing the contact resistance and grounding 
impedance. And finally, check and record the grounding resistance 
and install a covered box for maintenance. 

접지선 연결 및 설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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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Rod 시공 방법
Construction

최근의 친환경 전해질 접지 시스템은 재래의 접지방식에 비해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뢰설비의 접지 시스템은 접지저항의 저감 뿐만 
아니라, 접지 임피던스의 저감이 중요합니다. 뇌서지에 의한 대지전위 상
승시 접지 임피던스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접지임피던스의 증가는 뇌
서지 전류의 대지 방류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설비시스템의 고장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호대상물의 공공성, 중요도를 감안할 경
우, 시공성과 뇌서지 전류 방류 특성이 우수하고 설비시스템을 안정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전해질 접지 시스템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Nowadays, the environment-friendly GEM grounding system has many 
superior advantages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grounding 
method. Not only reduction in grounding resistance but also the decrease 
in grounding impedance is very important in the grounding system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 If grounding potential rise increase due 
to lightning surges, impedance will rise as well. Increase in grounding 
impedance acts against discharging abilities fo grounding system when 
lightning surge currents occur, and causes systems to fail.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ublic structures and gravities of facilities, 
it is recommended to choose the GEM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which allows easier installation, superior lightning current discharging 
performances and more stable maintenance.

전해질 접지 시스템 GEM-Rod 일반 접지 시스템 Driven Rod

고유 정전용량 값이 커서 낙뢰전류 유입시 고주파수 충
격전류에 의한 서지임피던스 저감과 임펄스 충격 전류의 
대지 방류에 적합하다. 
Because of its own high static capacitance, upon 
lightning strike, it can reduce the surge impedance and 
has good ground discharging characteristics against 
impulse currents.

접지임피던스 저감
Reducing ground impedance

안정성
Stability

신뢰성
Reliability

친환경성
Environment friendliness

유지보수성
Maintenance

경제성
Economical efficiency

고주파수 충격전류에 의한 인덕턴스 값이 증대되어 접지 
임피던스가 상승하며, 충격 전류의 대지 방류에 불리하다.
Inductance value increases under high frequency lighting 
current and causes grounding impedance rise. It is bad 
for discharging to the ground against the shock impulse 
currents.

인덕턴스가 높아서 기준전위 확보가 어렵다.
It is difficult to get stable ZSRG because of high 
inductances. 

접지계통이 불안정하여 설비의 오동작 및 에러 발생 확률이 높다.
Because grounding system is unstable, frequent data 
errors and malfunctioning of facilities increase.

다수의 접지봉 시공 및 화학 저감재의 사용은 부식 및 
화학성분에 의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킨다.
The installation of numerous grounding poles and use of 
chemical grounding powders cause corrosion and greatly 
increases chance of pollution

시공 후 수년 내 접지봉 부식에 의한 접지 성능의 저하가 
빈번하고, 열악한 환경의 경우 재시공 가능성이 크다.
Degradation due to corrosion of grounding poles is easy 
to occur frequently within several years and in the case of 
installation under worse soils, you might reconstruct.

자재 단가는 저렴한 반면, 저저항 확보를 위해 많은 부지
와 다량의 자재가 투입되므로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공기 
연장이 수반된다. 시공후 접지성능 저하가 급격하여 설비
의 오동작 및 소손 우려가 높아 전체적인 보수비용도 상승
된다. 
The unit prices of grounding materials are lower than 
GEM system, but to obtain low resistance you need to get 
much larger area and a lot of materials. The conventional 
method causes higher cost, longer construction period, 
and higher labor cost. Moreover, because it is easy to 
slow down the grounding performance, you need extra 
money for frequent system failures and errors.

기준 전위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 
It allows stable Zero Signal Reference Grid (ZSRG)

접지계통이 안정되므로 신뢰성 있는 설비의 운용이 가능하다. 
GEM grounding system allows you to manage your 
facilities stably.

토양에 무해한 천연의 점토 추출물을 이용하여 접지 성
능을 향상시킨 친환경적인 접지시스템이다. 
It is composed of non-chemical materials like as natural 
clay, so it is no harmless to the soil and the environment.

시공 후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시스템 수명이 50년 이상 유지된다.
Its maintenance after installation is easy, and the 
system’s life lasts more than 50 years.

협소한 부지에서도 저저항 접지 가능, 공기 단축, 적은 
인원 소요 등으로 전체적인 시공비용이 저렴하며, 설비 
운영 신뢰도 확보로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된다.
The installation cost to get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 is lower than conventional method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period and labor cost from it. Maintenance 
cost can also be reduced by preventing system failure.

비교 항목 Categories

Comparison between GEM-Rod and others

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전해질 접지 시스템의 비교

◈ 접지봉 길이 Length of GEM-Rod  :  1m / 2m / 3m / 6m / 9m

수평(L)형 Parallel L-type 수직(I)형 Vertical I-type

양방(T)형 Double sided T-type

나동선 Bare conductor

나동선 Bare conductor

나동선 
Bare conductor

수직봉 
Vertical Rod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용접 부위 Welding

용접 부위 Welding

수평봉 
Parallel column

수평봉 
Parallel column

수직봉 
Vertical 
Rod

수직봉 
Vertical Rod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Types of 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종류

STEP4.  Connecting wire & finish

발열용접
Exothermic Welding

발열용접 Exothermic welding
접지선을 발열용접 접속하여 접촉저항 및 접지임피던스를 최소화하고, 
접지저항 측정 및 유지보수함 설치로 시공을 마무리 한다. 

Connecting grounding wires to each other by Exothermic welding 
method for minimizing the contact resistance and grounding 
impedance. And finally, check and record the grounding resistance 
and install a covered box for maintenance. 

접지선 연결 및 설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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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of GEM-Rod

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전해질 접지봉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접지파라미터 측정장비 사양

 노이즈 전압 UST Noise voltage 1V ... 50V DC+AC 0.1V ±(5% m.v.+5digit)

 간섭 주파수 FST Indirect frequency 16 ... 400㎐ 0.1 ... 1㎐ ±(1% m.v.+2digit)

 접지저항 RE Grounding resistance 0.020Ω...300㏀ 0.001Ω...100Ω ±(2% m.v.+2digit)

 프로브 저항 RS Probe resistance 0.020Ω...300㏀ 0.001Ω...100Ω ±(2% m.v.+2digit)

 접지봉 저항 RH Rod’s resistance 0.020Ω...300㏀ 0.001Ω...100Ω ±(2% m.v.+2digit)

 실 효 저 항 Effective resistance 0.020Ω...3㏀ 0.01Ω ±(2% m.v.+2digit)

측정 범위
Range of Measurement

분 해 능
Resolution

정 확 도
Accuracy

◈ Wenner의 4전극법에 의한 
 고정밀 대지저항률 측정 및 분석
 High precision measurement of 
 soil resistivity by 4-pole Wenner’s 
 method 

◈ 메쉬 접지와 같은 대규모 접지시스템 
 Large scale grounding system such as mesh grounding

◈ 다중 접지계통 Multiple Neutral-Grounding System

◈ 송전철탑의 탑각 접지 Power transmission tower’s grounding

◈ 통신선로 및 철도레일 접지
 Communication lines and railway grounding

◈ 원유/가스/화공약품 시설물 접지 
 Cure oil/gas/chemical facilities grounding

◈ 피뢰접지 Lightning Protection Grounding

◈ 건물 구조체 접지 Building structure grounding

Measurement of Earth Resistance

Measurement of Soil Resistivity 

Grounding System Engineering
접지 엔지니어링

다양한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측정

대지저항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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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Rod 시공 방법
Construction

최근의 친환경 전해질 접지 시스템은 재래의 접지방식에 비해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뢰설비의 접지 시스템은 접지저항의 저감 뿐만 
아니라, 접지 임피던스의 저감이 중요합니다. 뇌서지에 의한 대지전위 상
승시 접지 임피던스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접지임피던스의 증가는 뇌
서지 전류의 대지 방류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설비시스템의 고장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호대상물의 공공성, 중요도를 감안할 경
우, 시공성과 뇌서지 전류 방류 특성이 우수하고 설비시스템을 안정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전해질 접지 시스템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Nowadays, the environment-friendly GEM grounding system has many 
superior advantages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grounding 
method. Not only reduction in grounding resistance but also the decrease 
in grounding impedance is very important in the grounding system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 If grounding potential rise increase due 
to lightning surges, impedance will rise as well. Increase in grounding 
impedance acts against discharging abilities fo grounding system when 
lightning surge currents occur, and causes systems to fail.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ublic structures and gravities of facilities, 
it is recommended to choose the GEM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which allows easier installation, superior lightning current discharging 
performances and more stable maintenance.

전해질 접지 시스템 GEM-Rod 일반 접지 시스템 Driven Rod

고유 정전용량 값이 커서 낙뢰전류 유입시 고주파수 충
격전류에 의한 서지임피던스 저감과 임펄스 충격 전류의 
대지 방류에 적합하다. 
Because of its own high static capacitance, upon 
lightning strike, it can reduce the surge impedance and 
has good ground discharging characteristics against 
impulse currents.

접지임피던스 저감
Reducing ground impedance

안정성
Stability

신뢰성
Reliability

친환경성
Environment friendliness

유지보수성
Maintenance

경제성
Economical efficiency

고주파수 충격전류에 의한 인덕턴스 값이 증대되어 접지 
임피던스가 상승하며, 충격 전류의 대지 방류에 불리하다.
Inductance value increases under high frequency lighting 
current and causes grounding impedance rise. It is bad 
for discharging to the ground against the shock impulse 
currents.

인덕턴스가 높아서 기준전위 확보가 어렵다.
It is difficult to get stable ZSRG because of high 
inductances. 

접지계통이 불안정하여 설비의 오동작 및 에러 발생 확률이 높다.
Because grounding system is unstable, frequent data 
errors and malfunctioning of facilities increase.

다수의 접지봉 시공 및 화학 저감재의 사용은 부식 및 
화학성분에 의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킨다.
The installation of numerous grounding poles and use of 
chemical grounding powders cause corrosion and greatly 
increases chance of pollution

시공 후 수년 내 접지봉 부식에 의한 접지 성능의 저하가 
빈번하고, 열악한 환경의 경우 재시공 가능성이 크다.
Degradation due to corrosion of grounding poles is easy 
to occur frequently within several years and in the case of 
installation under worse soils, you might reconstruct.

자재 단가는 저렴한 반면, 저저항 확보를 위해 많은 부지
와 다량의 자재가 투입되므로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공기 
연장이 수반된다. 시공후 접지성능 저하가 급격하여 설비
의 오동작 및 소손 우려가 높아 전체적인 보수비용도 상승
된다. 
The unit prices of grounding materials are lower than 
GEM system, but to obtain low resistance you need to get 
much larger area and a lot of materials. The conventional 
method causes higher cost, longer construction period, 
and higher labor cost. Moreover, because it is easy to 
slow down the grounding performance, you need extra 
money for frequent system failures and errors.

기준 전위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 
It allows stable Zero Signal Reference Grid (ZSRG)

접지계통이 안정되므로 신뢰성 있는 설비의 운용이 가능하다. 
GEM grounding system allows you to manage your 
facilities stably.

토양에 무해한 천연의 점토 추출물을 이용하여 접지 성
능을 향상시킨 친환경적인 접지시스템이다. 
It is composed of non-chemical materials like as natural 
clay, so it is no harmless to the soil and the environment.

시공 후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시스템 수명이 50년 이상 유지된다.
Its maintenance after installation is easy, and the 
system’s life lasts more than 50 years.

협소한 부지에서도 저저항 접지 가능, 공기 단축, 적은 
인원 소요 등으로 전체적인 시공비용이 저렴하며, 설비 
운영 신뢰도 확보로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된다.
The installation cost to get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 is lower than conventional method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period and labor cost from it. Maintenance 
cost can also be reduced by preventing system failure.

비교 항목 Categories

Comparison between GEM-Rod and others

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전해질 접지 시스템의 비교

◈ 접지봉 길이 Length of GEM-Rod  :  1m / 2m / 3m / 6m / 9m

수평(L)형 Parallel L-type 수직(I)형 Vertical I-type

양방(T)형 Double sided T-type

나동선 Bare conductor

나동선 Bare conductor

나동선 
Bare conductor

수직봉 
Vertical Rod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용접 부위 Welding

용접 부위 Welding

수평봉 
Parallel column

수평봉 
Parallel column

수직봉 
Vertical 
Rod

수직봉 
Vertical Rod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고감도 천연 저감재 충진
GEM Powder filling

Types of 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의 종류

STEP4.  Connecting wire & finish

발열용접
Exothermic Welding

발열용접 Exothermic welding
접지선을 발열용접 접속하여 접촉저항 및 접지임피던스를 최소화하고, 
접지저항 측정 및 유지보수함 설치로 시공을 마무리 한다. 

Connecting grounding wires to each other by Exothermic welding 
method for minimizing the contact resistance and grounding 
impedance. And finally, check and record the grounding resistance 
and install a covered box for maintenance. 

접지선 연결 및 설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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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of GEM-Rod

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전해질 접지봉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접지파라미터 측정장비 사양

 노이즈 전압 UST Noise voltage 1V ... 50V DC+AC 0.1V ±(5% m.v.+5digit)

 간섭 주파수 FST Indirect frequency 16 ... 400㎐ 0.1 ... 1㎐ ±(1% m.v.+2digit)

 접지저항 RE Grounding resistance 0.020Ω...300㏀ 0.001Ω...100Ω ±(2% m.v.+2digit)

 프로브 저항 RS Probe resistance 0.020Ω...300㏀ 0.001Ω...100Ω ±(2% m.v.+2digit)

 접지봉 저항 RH Rod’s resistance 0.020Ω...300㏀ 0.001Ω...100Ω ±(2% m.v.+2digit)

 실 효 저 항 Effective resistance 0.020Ω...3㏀ 0.01Ω ±(2% m.v.+2digit)

측정 범위
Range of Measurement

분 해 능
Resolution

정 확 도
Accuracy

◈ Wenner의 4전극법에 의한 
 고정밀 대지저항률 측정 및 분석
 High precision measurement of 
 soil resistivity by 4-pole Wenner’s 
 method 

◈ 메쉬 접지와 같은 대규모 접지시스템 
 Large scale grounding system such as mesh grounding

◈ 다중 접지계통 Multiple Neutral-Grounding System

◈ 송전철탑의 탑각 접지 Power transmission tower’s g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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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Rod 전해질 접지시스템
Electrolytic Grounding System

전해질 접지봉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접지파라미터 측정장비 사양

 노이즈 전압 UST Noise voltage 1V ... 50V DC+AC 0.1V ±(5% m.v.+5digit)

 간섭 주파수 FST Indirect frequency 16 ... 400㎐ 0.1 ... 1㎐ ±(1% m.v.+2digit)

 접지저항 RE Grounding resistance 0.020Ω...300㏀ 0.001Ω...100Ω ±(2% m.v.+2digit)

 프로브 저항 RS Probe resistance 0.020Ω...300㏀ 0.001Ω...100Ω ±(2% m.v.+2digit)

 접지봉 저항 RH Rod’s resistance 0.020Ω...300㏀ 0.001Ω...100Ω ±(2% m.v.+2digit)

 실 효 저 항 Effective resistance 0.020Ω...3㏀ 0.01Ω ±(2% m.v.+2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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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시스템 설계의 완성 Completion of grounding system design

 설계된 접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지시스템 주위의 대지전위 분포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전위 분포를 통해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예측하
고 안전 허용치 내의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갖는 접지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By using the designed grounding system we can simulate and calculate the 
grounding potential rise in and around the grounding system. With such grounding 
potential rise, we can respect the contact voltage and step voltage for designing 
good grounding system having the recommended contact voltage and step voltage.

다양한 접지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위한 Cdegs 모델링은, 현장에서의 고
정밀 측정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며, 프라임솔루션은 이러한 현장 파라미
터의 측정과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최적의 접지시
스템을 설계합니다.

Cdegs modeling for optimum design of various grounding systems 
requires the high accuracy mearsurement parameters from the field. 
Prime Solution designs the optimum grounding system by providing such 
field parameter measurement and simulation results from modeling.

접지시스템의 전위분포 해석은 보폭전압, 접촉전압 등 안전설계에 반영
하기 위한 위험전압을 예측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조건입
니다. 또한, 전원시스템의 고장전류에 대한 전위예측 계산 결과는 설비 
및 기기의 절연내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을 고려한 
전위해석 및 설비의 운영을 위한 고장예측 데이터의 제공은 어떠한 접지
시스템을 설계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접지시스템을 갖추는데 상당한 장점
을 제공합니다. 

The analysis of grounding potential rise is essential in estimating 
hazard electric potential and reflecting the step voltage or contact 
voltage for a safe design of grounding system. Also, ground potential 
estimation results on power system’s fault current is closely connected 
to the facilities’ insulating ability. Such analyses and estimations for 
management of electrical facilities will provide very useful information 
for getting a reliable grounding system in building.

Modeling of grounding system

Analysis of Grounding Potential Rise

Grounding System Engineering
접지 엔지니어링

접지 시스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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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탄소접지판은 주성분이 고순도 탄소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 도전율이 아주 뛰어납니다. 
따라서 접지저감 특성이 일반 접지봉에 비하여 아주 뛰어나며, 특히 토양중 접지극 부식도 전
혀 없어서 영구적으로 접지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우수한 접지자재입니다.

PrimeSolution’s Earth Carbon Plate (ESP) has high conductivity due to its high purity carbon 
composition. Therefore, the grounding resistance reduction performance is much better than 
conventional grounding rods. Particularly, it is one of the excellent grounding materials with 
anti-corrosive characteristic, permanently allowing high quality ground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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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접지저항값 확보 용이
Easy to ensure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

탄소형 접지판의 고유 저항이 낮기 때문에 매설시 낮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접지봉(타입)과 탄소 접지판을 병행 설치할 경우, 일반 접지봉 단독 설치시 보다 약 50% 
낮은 값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SP’s specific resistivity is very low, allowing it to get low ground resistance when buried. 
If ESP is buried in soil with standard grounding pole, you can obtain 50% lower resistance 
value than the grounding rod installed only.

간편한 설치 Easy to install
탄소 접지판은 접속 부분이 접촉저항을 고려한 모듈 구조로 되어 있어 설치, 시공이 매우 
간편합니다.

It is very easy to install the ESP because its connecting component is made as modular 
type having low contact resistance. 

Technical Survey of ESP

Characteristics of ESP

Types of ESP

A type

B type

Earth Carbon Plate 고강도 탄소 접지판
ESP

고강도 탄소 접지판의 개요

고강도 탄소 접지판의 특징 

고강도 탄소 접지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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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results on power system’s fault current is closely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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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ESP is buried in soil with standard grounding pole, you can obtain 50% lower resistance 
value than the grounding rod installed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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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낮은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접지동봉을 병
렬로 매설하여 연결하게 되는데, 도심이나 한정된 구간에서, 특히 보링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는 접지 시공면적조차 확보하
기가 어렵습니다.

 In order to gain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s, it is required to bury 
several rods connected in parallel. However in a limited area between 
buildings and when boring equipment cannot easily access, it is 
difficult just to gain enough space for installation. 

• 접지저항은 접지봉의 길이에 거의 반비례하고, 좁은 구역에서 적절한 
접지 저항값을 갖기 위해서는 접지봉의 길이가 긴 것이 유리합니다. 

 심타 접지봉은 시공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협소한 장소에서 적절한 접
지 저항값을 얻는 경우에 시공이 용이하고 비용 절감측면에서도 탁월
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rounding resistance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the 
grounding rod. In a small area, it is better to use a long pole than a 
short one rod for better grounding state. DHDR is useful for ensuring 
adequate grounding resistance value in a small area where boring 
equipment cannot easily enter. It is also good for cost reduction in 
such areas.

• 심타 접지봉은 협소한 지역, 대지저항률이 높은 지역에서 소정의 규정
된 접지 저항값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초봉과 중간 연결봉
과 리드단자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심타
식 접지방식과는 달리, 접지봉을 길이 1m의 단위봉로 커플러를 사용하
여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체 접지봉 길이의 유동적인 조절이 가
능합니다. 리드단자용 클램프를 사용하여, 기존의 규격화된 리드단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ensure adequate ground resistance values in small areas or 
places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the DHDR is designed so that it is 
easy to connect the base pole, the midterm and upper poles, and the 
read terminal. In contrast with traditional deep-hole driven grounding 
rods which have very long length themselves, the DHDR is used as 
a system in which a coupler connects 1 meter length units together 
to control the whole length of rods by using a clamp for the read 
terminal, it can also work with other read terminals.

단위 접지봉
(S 45C 아연도금. 
15Ø×1000㎜/unit)Unit rods 

Connection Clamp커플러 Coupler
SUS 304

5,000㎜
~10,000㎜

커플러
Coupler
SUS 304

나동선 Bare Conductor

U-type 클램프

DHDR
(S 45C zinc coated)
(15Ø×1000mm)

Technical Survey of DHDR 

Deep-Hole Driven Rod 심타접지봉
DHDR

심타 접지봉의 개요

Excellent Ground Rod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1. EXG-1000A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2. EXG-1000B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3. EXG-1000C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4. EXG-1000D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5.EZ-1000 (고성능 저저항 탄소메쉬봉)

260X1000

250X1000

160X1000

150X1000

ø150X1000

EXG-1000A
(ø260 X 1000)
무게 80kg
ø50mm 3Hole

EXG-1000B
(ø250 X 1000)
무게 63kg
ø30mm 4Hole

EXG-1000C
(ø160 X 1000)
무게 30kg
ø25mm X 1000 X 2Hole

EXG-탄소메쉬봉
(ø150 X 1000)
BC전선 관통 매립 편조선
동봉 보강
무게 23kg

EXG-1000D
(ø150 X 1000)
무게 23kg
ø25mm X 2Hole

20160303_추가39p.indd   16 2016-03-03   오후 1:37:06



14  www.primesolution.co.kr Prime solution  15

◈ 접지시스템 설계의 완성 Completion of grounding system design

 설계된 접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지시스템 주위의 대지전위 분포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전위 분포를 통해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예측하
고 안전 허용치 내의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갖는 접지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By using the designed grounding system we can simulate and calculate the 
grounding potential rise in and around the grounding system. With such grounding 
potential rise, we can respect the contact voltage and step voltage for designing 
good grounding system having the recommended contact voltage and step voltage.

다양한 접지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위한 Cdegs 모델링은, 현장에서의 고
정밀 측정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며, 프라임솔루션은 이러한 현장 파라미
터의 측정과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최적의 접지시
스템을 설계합니다.

Cdegs modeling for optimum design of various grounding systems 
requires the high accuracy mearsurement parameters from the field. 
Prime Solution designs the optimum grounding system by providing such 
field parameter measurement and simulation results from modeling.

접지시스템의 전위분포 해석은 보폭전압, 접촉전압 등 안전설계에 반영
하기 위한 위험전압을 예측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조건입
니다. 또한, 전원시스템의 고장전류에 대한 전위예측 계산 결과는 설비 
및 기기의 절연내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을 고려한 
전위해석 및 설비의 운영을 위한 고장예측 데이터의 제공은 어떠한 접지
시스템을 설계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접지시스템을 갖추는데 상당한 장점
을 제공합니다. 

The analysis of grounding potential rise is essential in estimating 
hazard electric potential and reflecting the step voltage or contact 
voltage for a safe design of grounding system. Also, ground potential 
estimation results on power system’s fault current is closely connected 
to the facilities’ insulating ability. Such analyses and estimations for 
management of electrical facilities will provide very useful information 
for getting a reliable grounding system in building.

Modeling of grounding system

Analysis of Grounding Potential Rise

Grounding System Engineering
접지 엔지니어링

접지 시스템 모델링

전위분포 해석

300

500

300

40
200

B.C. Wire

600

1000

600

40
200

고강도 탄소접지판은 주성분이 고순도 탄소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 도전율이 아주 뛰어납니다. 
따라서 접지저감 특성이 일반 접지봉에 비하여 아주 뛰어나며, 특히 토양중 접지극 부식도 전
혀 없어서 영구적으로 접지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우수한 접지자재입니다.

PrimeSolution’s Earth Carbon Plate (ESP) has high conductivity due to its high purity carbon 
composition. Therefore, the grounding resistance reduction performance is much better than 
conventional grounding rods. Particularly, it is one of the excellent grounding materials with 
anti-corrosive characteristic, permanently allowing high quality ground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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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접지저항값 확보 용이
Easy to ensure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

탄소형 접지판의 고유 저항이 낮기 때문에 매설시 낮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접지봉(타입)과 탄소 접지판을 병행 설치할 경우, 일반 접지봉 단독 설치시 보다 약 50% 
낮은 값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SP’s specific resistivity is very low, allowing it to get low ground resistance when buried. 
If ESP is buried in soil with standard grounding pole, you can obtain 50% lower resistance 
value than the grounding rod installed only.

간편한 설치 Easy to install
탄소 접지판은 접속 부분이 접촉저항을 고려한 모듈 구조로 되어 있어 설치, 시공이 매우 
간편합니다.

It is very easy to install the ESP because its connecting component is made as modular 
type having low contact resistance. 

Technical Survey of ESP

Characteristics of ESP

Types of ESP

A type

B type

Earth Carbon Plate 고강도 탄소 접지판
ESP

고강도 탄소 접지판의 개요

고강도 탄소 접지판의 특징 

고강도 탄소 접지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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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낮은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접지동봉을 병
렬로 매설하여 연결하게 되는데, 도심이나 한정된 구간에서, 특히 보링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는 접지 시공면적조차 확보하
기가 어렵습니다.

 In order to gain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s, it is required to bury 
several rods connected in parallel. However in a limited area between 
buildings and when boring equipment cannot easily access, it is 
difficult just to gain enough space for installation. 

• 접지저항은 접지봉의 길이에 거의 반비례하고, 좁은 구역에서 적절한 
접지 저항값을 갖기 위해서는 접지봉의 길이가 긴 것이 유리합니다. 

 심타 접지봉은 시공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협소한 장소에서 적절한 접
지 저항값을 얻는 경우에 시공이 용이하고 비용 절감측면에서도 탁월
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rounding resistance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the 
grounding rod. In a small area, it is better to use a long pole than a 
short one rod for better grounding state. DHDR is useful for ensuring 
adequate grounding resistance value in a small area where boring 
equipment cannot easily enter. It is also good for cost reduction in 
such areas.

• 심타 접지봉은 협소한 지역, 대지저항률이 높은 지역에서 소정의 규정
된 접지 저항값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초봉과 중간 연결봉
과 리드단자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심타
식 접지방식과는 달리, 접지봉을 길이 1m의 단위봉로 커플러를 사용하
여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체 접지봉 길이의 유동적인 조절이 가
능합니다. 리드단자용 클램프를 사용하여, 기존의 규격화된 리드단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ensure adequate ground resistance values in small areas or 
places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the DHDR is designed so that it is 
easy to connect the base pole, the midterm and upper poles, and the 
read terminal. In contrast with traditional deep-hole driven grounding 
rods which have very long length themselves, the DHDR is used as 
a system in which a coupler connects 1 meter length units together 
to control the whole length of rods by using a clamp for the read 
terminal, it can also work with other read terminals.

단위 접지봉
(S 45C 아연도금. 
15Ø×1000㎜/unit)Unit rods 

Connection Clamp커플러 Coupler
SUS 304

5,000㎜
~10,000㎜

커플러
Coupler
SUS 304

나동선 Bare Conductor

U-type 클램프

DHDR
(S 45C zinc coated)
(15Ø×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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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G-1000B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3. EXG-1000C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4. EXG-1000D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5.EZ-1000 (고성능 저저항 탄소메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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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G-1000A
(ø260 X 1000)
무게 80kg
ø50mm 3Hole

EXG-1000B
(ø250 X 1000)
무게 63kg
ø30mm 4Hole

EXG-1000C
(ø160 X 1000)
무게 30kg
ø25mm X 1000 X 2Hole

EXG-탄소메쉬봉
(ø150 X 1000)
BC전선 관통 매립 편조선
동봉 보강
무게 23kg

EXG-1000D
(ø150 X 1000)
무게 23kg
ø25mm X 2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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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낮은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접지동봉을 병
렬로 매설하여 연결하게 되는데, 도심이나 한정된 구간에서, 특히 보링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는 접지 시공면적조차 확보하
기가 어렵습니다.

 In order to gain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s, it is required to bury 
several rods connected in parallel. However in a limited area between 
buildings and when boring equipment cannot easily access, it is 
difficult just to gain enough space for installation. 

• 접지저항은 접지봉의 길이에 거의 반비례하고, 좁은 구역에서 적절한 
접지 저항값을 갖기 위해서는 접지봉의 길이가 긴 것이 유리합니다. 

 심타 접지봉은 시공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협소한 장소에서 적절한 접
지 저항값을 얻는 경우에 시공이 용이하고 비용 절감측면에서도 탁월
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rounding resistance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the 
grounding rod. In a small area, it is better to use a long pole than a 
short one rod for better grounding state. DHDR is useful for ensuring 
adequate grounding resistance value in a small area where boring 
equipment cannot easily enter. It is also good for cost reduction in 
such areas.

• 심타 접지봉은 협소한 지역, 대지저항률이 높은 지역에서 소정의 규정
된 접지 저항값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초봉과 중간 연결봉
과 리드단자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심타
식 접지방식과는 달리, 접지봉을 길이 1m의 단위봉로 커플러를 사용하
여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체 접지봉 길이의 유동적인 조절이 가
능합니다. 리드단자용 클램프를 사용하여, 기존의 규격화된 리드단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ensure adequate ground resistance values in small areas or 
places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the DHDR is designed so that it is 
easy to connect the base pole, the midterm and upper poles, and the 
read terminal. In contrast with traditional deep-hole driven grounding 
rods which have very long length themselves, the DHDR is used as 
a system in which a coupler connects 1 meter length units together 
to control the whole length of rods by using a clamp for the read 
terminal, it can also work with other read terminals.

단위 접지봉
(S 45C 아연도금. 
15Ø×1000㎜/unit)Unit rods 

Connection Clamp커플러 Coupler
SUS 304

5,000㎜
~10,000㎜

커플러
Coupler
SUS 304

나동선 Bare Conductor

U-type 클램프

DHDR
(S 45C zinc coated)
(15Ø×1000mm)

Technical Survey of DH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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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R

심타 접지봉의 개요

Excellent Ground Rod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1. EXG-1000A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2. EXG-1000B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3. EXG-1000C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4. EXG-1000D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5.EZ-1000 (고성능 저저항 탄소메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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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150X1000

EXG-1000A
(ø260 X 1000)
무게 80kg
ø50mm 3Hole

EXG-1000B
(ø250 X 1000)
무게 63kg
ø30mm 4Hole

EXG-1000C
(ø160 X 1000)
무게 30kg
ø25mm X 1000 X 2Hole

EXG-탄소메쉬봉
(ø150 X 1000)
BC전선 관통 매립 편조선
동봉 보강
무게 23kg

EXG-1000D
(ø150 X 1000)
무게 23kg
ø25mm X 2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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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접지봉의 매설 방법

EXG-탄소접지봉 EX-탄소봉 접지 시스템의 작용원리

EX-탄소접지봉은 도체의 표면적을 극대화 시킨것으로써 도
선과 암반 또는 토양과 접촉면 전류 흐름의 완충역활을 하므
로 우수한 접지극을 형성한다.

계절별 저항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특히 수분이 적고 협소한 
지역, 마사토, 특히 암반지역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저감재의 자체 흡수작용으로 항상 일정한 수분을 유지시켜 
줌으로서 탄소봉의 경화, 깨짐, 부스러짐이 없다. 

EX-탄소접지봉은 무독성 자재로써 부식이 없고 주변에 공
해 유발 및 유실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인 접지 자재이다.
EX-탄소접지봉은 양도체인 흑연을 사용하였으므로 부식이 
전혀 없고 영구적이며 접촉면적을 극대화 시킨제품이다. 따
리서 접지 본체와 토양 사이의 접촉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탄소접지봉은 강력한 광물계 수분흡착제와 흡수성을 재
질로 구성되어 접지극 주변의 일정한 수부을 유지하고 접지 
본체의 전해질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매립된 상태에서 건조되지 않는 특수 전해질 양도체
Gel 타입의 고기능성
다량의 구리이온으로 물과 혼합하여 점성이 강한 Gel 을 형성
저감제의 자체 흡수작용으로 일정량의 수분을 유지시켜 탄
소봉의 약점인 경화, 깨짐, 부스러짐이 없음 
강력한 수분 흡수력과 습도 유지력, 낮은 접지저항치를 유지
비공해성, 무독성, 비부식제품으로 수명이 반영구적
반복적인 강한 낙뢰전류에도 저항이 증가하지 않음
일반 접지저항 저감제 보다 성능이 뛰어남
고서지전압 인가시 빠른 방전
산 정상의 암반지역에서 심타공법이 아닌 시공에도 낮은 
저항치를 확보
국내특허 (특허 제0347016)
실용신안등록 (등록 제0275240호)
실용신안등록 (등록 제0283213호)
디자인 등록증 (등록 제 30-0439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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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으로 매설하는 경우 (암반) 
 봉의 길이 보다 깊게 120cm이상 터파기를 한다.
 가운데 부분에 탄소봉을 눕혀서 설치한다.
 설치된 탄소봉의 주위로 물에 섞어 반죽된 저감재를 넣는다.
 (주변흙 : 저감재 대용가능)
 먼저 주변의 고운 흙으로 메우고 점차 거친흙으로 되메우기 
 를 한다.

2) 수직으로 매설하는 경우 (일반토사) 
 깊이는 70cm 정도 깊게 터파기를 한다.
 터파기를 한 후 지름이 40cm인 봉의 길이보다 20cm이상  
 깊게 터파기를 한다.
 터파기를 한 후 탄소봉을 삽입한다.
 삽입된 탄소봉의 주변으로 물에 섞어 반죽된 저감재를 넣는다.  
 (주변흙 : 저감재 대용가능)

3) 접지도선 연결방법은 발열용접으로 압착 연결  
 하여 외부로 접지도선을 인출 후 마무리 한다.

친환경 저저항 접지 저감재 GEM Powder는 토양의 도전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접지 자재입니다. GEM Powder는 토양을 구성하는 구성물(바위, 모래, 
흙 등)과 밀착 작용하여 기존의 대지저항률을 최대한 낮추는 기능과, 자체 고형화
된 상태에서 뛰어난 도전체 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GEM Powder는 낮은 접지저항값을 요구하는 장소에 사용하여 저저항 접지용 저감재
로 최선의 선택이며, 시공 이후에도 토양 오염에 무해한 친환경 접지 저감재입니다.

GEM Powder는 다른 접지 저감재와 비교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
다. 수분 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토양의 수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고형화 됩니다. 
그러나, 대지의 수분 함량과 상관없이 저저항 접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GEM Powder is a material made to maximize the soil’s conductivity. GEM Powder 
sticks onto the surface of rocks, sand, soil to minimize the ground resistivity 
values. Also, it acts as a good conductor in its own solid state. GEM Powder is 
the best choice of low resistivity grounding powder for any place that needs low 
ground resistance values. It is also harmless to the environment.

GEM Powder has superior electrical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grounding 
potential lowering powders. It could be installed with no water and absorbs 
surrounding moisture in the soil by itself to solidify. But, It ensures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s regardless of the moisture in the soil.

적용 효과 Effects of GEM Powder
• 낮은 접지저항과 임피던스 확보 가능
 GEM Powder has exceptionally low grounding resistance and impedance values.

• 시공시의 접지저항값 일정하게 유지
 GEM Powder maintains the ground resistance value semi-permanently.

• 대지저항률이 높고 건조한 토양에서의 탁월한 효과
 Especially, GEM Powder shows effective efficiency even in dry soils and places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values.

• 공기와 염분의 침투 및 접지극 부식 방지 
 GEM Powder is chemically safe, and prevents air and salt from penetrating to protect against corrosion.

우수한 기계적 강도 Superior mechanical intensity
• 접지체 부식을 막아주는 탄소 주성분과 시멘트 부재료가 반응하여 건축 구조체나 강제 구조물의 강도 유지
 It uses carbon powder as its main component, which protects grounding conductors against from corrosion 

and cement-type materials as sub-components. They give extra support to structures and steel parts of buildings 
mechanically.

• 지중의 수분에 의한 유실 염려 없음 
 Its mechanical intensity prevents it be carried away by water in the soil.

유지보수 특성 Maintenance Characteristics
• 점질 특성으로 토양중에서 분해되지 않아, 정기적인 재충진 불필요
 Its adhesive characteristic allows it to remain irresoluble in the soil, so it doesn’t need periodical refilling.

•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잦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어, 관리 비용이 절감
 GEM Powder reduces the grounding management cost because frequent maintenance for it is not 
 necessary and GEM Powder has semi-permanent life.

• 성능유지를 위한 기타 첨가물이나 수분 불필요
 No extra materials or water needs to be added for GEM Powder’s own quality maintenance.

환경 친화성 Environment-friendly Characteristics
•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토양과 지하수 오염요소 제거 
 GEM Powder is chemically safe, and does not affect the soil chemically, nor it pollutes ground water.

• 토양오염 공정 시험법에 따른 국가 공인기관 시험 전항목 통과
 GEM has passed all ground pollution process test from ㅜnational organizations (see the test reports)

GEM Powder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친환경 저저항 접지 저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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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낮은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접지동봉을 병
렬로 매설하여 연결하게 되는데, 도심이나 한정된 구간에서, 특히 보링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는 접지 시공면적조차 확보하
기가 어렵습니다.

 In order to gain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s, it is required to bury 
several rods connected in parallel. However in a limited area between 
buildings and when boring equipment cannot easily access, it is 
difficult just to gain enough space for installation. 

• 접지저항은 접지봉의 길이에 거의 반비례하고, 좁은 구역에서 적절한 
접지 저항값을 갖기 위해서는 접지봉의 길이가 긴 것이 유리합니다. 

 심타 접지봉은 시공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협소한 장소에서 적절한 접
지 저항값을 얻는 경우에 시공이 용이하고 비용 절감측면에서도 탁월
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rounding resistance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the 
grounding rod. In a small area, it is better to use a long pole than a 
short one rod for better grounding state. DHDR is useful for ensuring 
adequate grounding resistance value in a small area where boring 
equipment cannot easily enter. It is also good for cost reduction in 
such areas.

• 심타 접지봉은 협소한 지역, 대지저항률이 높은 지역에서 소정의 규정
된 접지 저항값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초봉과 중간 연결봉
과 리드단자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심타
식 접지방식과는 달리, 접지봉을 길이 1m의 단위봉로 커플러를 사용하
여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체 접지봉 길이의 유동적인 조절이 가
능합니다. 리드단자용 클램프를 사용하여, 기존의 규격화된 리드단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ensure adequate ground resistance values in small areas or 
places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the DHDR is designed so that it is 
easy to connect the base pole, the midterm and upper poles, and the 
read terminal. In contrast with traditional deep-hole driven grounding 
rods which have very long length themselves, the DHDR is used as 
a system in which a coupler connects 1 meter length units together 
to control the whole length of rods by using a clamp for the read 
terminal, it can also work with other read terminals.

단위 접지봉
(S 45C 아연도금. 
15Ø×1000㎜/unit)Unit rods 

Connection Clamp커플러 Coupler
SUS 304

5,000㎜
~10,000㎜

커플러
Coupler
SUS 304

나동선 Bare Conductor

U-type 클램프

DHDR
(S 45C zinc coated)
(15Ø×1000mm)

Technical Survey of DHDR 

Deep-Hole Driven Rod 심타접지봉
DHDR

심타 접지봉의 개요

Excellent Ground Rod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1. EXG-1000A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2. EXG-1000B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3. EXG-1000C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4. EXG-1000D (고성능 저저항 탄소접지봉)

5.EZ-1000 (고성능 저저항 탄소메쉬봉)

260X1000

250X1000

160X1000

150X1000

ø150X1000

EXG-1000A
(ø260 X 1000)
무게 80kg
ø50mm 3Hole

EXG-1000B
(ø250 X 1000)
무게 63kg
ø30mm 4Hole

EXG-1000C
(ø160 X 1000)
무게 30kg
ø25mm X 1000 X 2Hole

EXG-탄소메쉬봉
(ø150 X 1000)
BC전선 관통 매립 편조선
동봉 보강
무게 23kg

EXG-1000D
(ø150 X 1000)
무게 23kg
ø25mm X 2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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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접지봉의 매설 방법

EXG-탄소접지봉 EX-탄소봉 접지 시스템의 작용원리

EX-탄소접지봉은 도체의 표면적을 극대화 시킨것으로써 도
선과 암반 또는 토양과 접촉면 전류 흐름의 완충역활을 하므
로 우수한 접지극을 형성한다.

계절별 저항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특히 수분이 적고 협소한 
지역, 마사토, 특히 암반지역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저감재의 자체 흡수작용으로 항상 일정한 수분을 유지시켜 
줌으로서 탄소봉의 경화, 깨짐, 부스러짐이 없다. 

EX-탄소접지봉은 무독성 자재로써 부식이 없고 주변에 공
해 유발 및 유실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인 접지 자재이다.
EX-탄소접지봉은 양도체인 흑연을 사용하였으므로 부식이 
전혀 없고 영구적이며 접촉면적을 극대화 시킨제품이다. 따
리서 접지 본체와 토양 사이의 접촉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탄소접지봉은 강력한 광물계 수분흡착제와 흡수성을 재
질로 구성되어 접지극 주변의 일정한 수부을 유지하고 접지 
본체의 전해질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매립된 상태에서 건조되지 않는 특수 전해질 양도체
Gel 타입의 고기능성
다량의 구리이온으로 물과 혼합하여 점성이 강한 Gel 을 형성
저감제의 자체 흡수작용으로 일정량의 수분을 유지시켜 탄
소봉의 약점인 경화, 깨짐, 부스러짐이 없음 
강력한 수분 흡수력과 습도 유지력, 낮은 접지저항치를 유지
비공해성, 무독성, 비부식제품으로 수명이 반영구적
반복적인 강한 낙뢰전류에도 저항이 증가하지 않음
일반 접지저항 저감제 보다 성능이 뛰어남
고서지전압 인가시 빠른 방전
산 정상의 암반지역에서 심타공법이 아닌 시공에도 낮은 
저항치를 확보
국내특허 (특허 제0347016)
실용신안등록 (등록 제0275240호)
실용신안등록 (등록 제0283213호)
디자인 등록증 (등록 제 30-0439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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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으로 매설하는 경우 (암반) 
 봉의 길이 보다 깊게 120cm이상 터파기를 한다.
 가운데 부분에 탄소봉을 눕혀서 설치한다.
 설치된 탄소봉의 주위로 물에 섞어 반죽된 저감재를 넣는다.
 (주변흙 : 저감재 대용가능)
 먼저 주변의 고운 흙으로 메우고 점차 거친흙으로 되메우기 
 를 한다.

2) 수직으로 매설하는 경우 (일반토사) 
 깊이는 70cm 정도 깊게 터파기를 한다.
 터파기를 한 후 지름이 40cm인 봉의 길이보다 20cm이상  
 깊게 터파기를 한다.
 터파기를 한 후 탄소봉을 삽입한다.
 삽입된 탄소봉의 주변으로 물에 섞어 반죽된 저감재를 넣는다.  
 (주변흙 : 저감재 대용가능)

3) 접지도선 연결방법은 발열용접으로 압착 연결  
 하여 외부로 접지도선을 인출 후 마무리 한다.

친환경 저저항 접지 저감재 GEM Powder는 토양의 도전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접지 자재입니다. GEM Powder는 토양을 구성하는 구성물(바위, 모래, 
흙 등)과 밀착 작용하여 기존의 대지저항률을 최대한 낮추는 기능과, 자체 고형화
된 상태에서 뛰어난 도전체 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GEM Powder는 낮은 접지저항값을 요구하는 장소에 사용하여 저저항 접지용 저감재
로 최선의 선택이며, 시공 이후에도 토양 오염에 무해한 친환경 접지 저감재입니다.

GEM Powder는 다른 접지 저감재와 비교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
다. 수분 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토양의 수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고형화 됩니다. 
그러나, 대지의 수분 함량과 상관없이 저저항 접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GEM Powder is a material made to maximize the soil’s conductivity. GEM Powder 
sticks onto the surface of rocks, sand, soil to minimize the ground resistivity 
values. Also, it acts as a good conductor in its own solid state. GEM Powder is 
the best choice of low resistivity grounding powder for any place that needs low 
ground resistance values. It is also harmless to the environment.

GEM Powder has superior electrical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grounding 
potential lowering powders. It could be installed with no water and absorbs 
surrounding moisture in the soil by itself to solidify. But, It ensures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s regardless of the moisture in the soil.

적용 효과 Effects of GEM Powder
• 낮은 접지저항과 임피던스 확보 가능
 GEM Powder has exceptionally low grounding resistance and impedance values.

• 시공시의 접지저항값 일정하게 유지
 GEM Powder maintains the ground resistance value semi-permanently.

• 대지저항률이 높고 건조한 토양에서의 탁월한 효과
 Especially, GEM Powder shows effective efficiency even in dry soils and places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values.

• 공기와 염분의 침투 및 접지극 부식 방지 
 GEM Powder is chemically safe, and prevents air and salt from penetrating to protect against corrosion.

우수한 기계적 강도 Superior mechanical intensity
• 접지체 부식을 막아주는 탄소 주성분과 시멘트 부재료가 반응하여 건축 구조체나 강제 구조물의 강도 유지
 It uses carbon powder as its main component, which protects grounding conductors against from corrosion 

and cement-type materials as sub-components. They give extra support to structures and steel parts of buildings 
mechanically.

• 지중의 수분에 의한 유실 염려 없음 
 Its mechanical intensity prevents it be carried away by water in the soil.

유지보수 특성 Maintenance Characteristics
• 점질 특성으로 토양중에서 분해되지 않아, 정기적인 재충진 불필요
 Its adhesive characteristic allows it to remain irresoluble in the soil, so it doesn’t need periodical refilling.

•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잦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어, 관리 비용이 절감
 GEM Powder reduces the grounding management cost because frequent maintenance for it is not 
 necessary and GEM Powder has semi-permanent life.

• 성능유지를 위한 기타 첨가물이나 수분 불필요
 No extra materials or water needs to be added for GEM Powder’s own quality maintenance.

환경 친화성 Environment-friendly Characteristics
•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토양과 지하수 오염요소 제거 
 GEM Powder is chemically safe, and does not affect the soil chemically, nor it pollutes ground water.

• 토양오염 공정 시험법에 따른 국가 공인기관 시험 전항목 통과
 GEM has passed all ground pollution process test from ㅜnational organizations (see the test reports)

GEM Powder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친환경 저저항 접지 저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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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접지봉의 매설 방법

EXG-탄소접지봉 EX-탄소봉 접지 시스템의 작용원리

EX-탄소접지봉은 도체의 표면적을 극대화 시킨것으로써 도
선과 암반 또는 토양과 접촉면 전류 흐름의 완충역활을 하므
로 우수한 접지극을 형성한다.

계절별 저항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특히 수분이 적고 협소한 
지역, 마사토, 특히 암반지역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저감재의 자체 흡수작용으로 항상 일정한 수분을 유지시켜 
줌으로서 탄소봉의 경화, 깨짐, 부스러짐이 없다. 

EX-탄소접지봉은 무독성 자재로써 부식이 없고 주변에 공
해 유발 및 유실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인 접지 자재이다.
EX-탄소접지봉은 양도체인 흑연을 사용하였으므로 부식이 
전혀 없고 영구적이며 접촉면적을 극대화 시킨제품이다. 따
리서 접지 본체와 토양 사이의 접촉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탄소접지봉은 강력한 광물계 수분흡착제와 흡수성을 재
질로 구성되어 접지극 주변의 일정한 수부을 유지하고 접지 
본체의 전해질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매립된 상태에서 건조되지 않는 특수 전해질 양도체
Gel 타입의 고기능성
다량의 구리이온으로 물과 혼합하여 점성이 강한 Gel 을 형성
저감제의 자체 흡수작용으로 일정량의 수분을 유지시켜 탄
소봉의 약점인 경화, 깨짐, 부스러짐이 없음 
강력한 수분 흡수력과 습도 유지력, 낮은 접지저항치를 유지
비공해성, 무독성, 비부식제품으로 수명이 반영구적
반복적인 강한 낙뢰전류에도 저항이 증가하지 않음
일반 접지저항 저감제 보다 성능이 뛰어남
고서지전압 인가시 빠른 방전
산 정상의 암반지역에서 심타공법이 아닌 시공에도 낮은 
저항치를 확보
국내특허 (특허 제0347016)
실용신안등록 (등록 제0275240호)
실용신안등록 (등록 제0283213호)
디자인 등록증 (등록 제 30-0439499호)  

• •
•

•
•

•
•
•
•
•
•

•
•
•
•

•

•

•

•

1) 수평으로 매설하는 경우 (암반) 
 봉의 길이 보다 깊게 120cm이상 터파기를 한다.
 가운데 부분에 탄소봉을 눕혀서 설치한다.
 설치된 탄소봉의 주위로 물에 섞어 반죽된 저감재를 넣는다.
 (주변흙 : 저감재 대용가능)
 먼저 주변의 고운 흙으로 메우고 점차 거친흙으로 되메우기 
 를 한다.

2) 수직으로 매설하는 경우 (일반토사) 
 깊이는 70cm 정도 깊게 터파기를 한다.
 터파기를 한 후 지름이 40cm인 봉의 길이보다 20cm이상  
 깊게 터파기를 한다.
 터파기를 한 후 탄소봉을 삽입한다.
 삽입된 탄소봉의 주변으로 물에 섞어 반죽된 저감재를 넣는다.  
 (주변흙 : 저감재 대용가능)

3) 접지도선 연결방법은 발열용접으로 압착 연결  
 하여 외부로 접지도선을 인출 후 마무리 한다.

친환경 저저항 접지 저감재 GEM Powder는 토양의 도전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접지 자재입니다. GEM Powder는 토양을 구성하는 구성물(바위, 모래, 
흙 등)과 밀착 작용하여 기존의 대지저항률을 최대한 낮추는 기능과, 자체 고형화
된 상태에서 뛰어난 도전체 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GEM Powder는 낮은 접지저항값을 요구하는 장소에 사용하여 저저항 접지용 저감재
로 최선의 선택이며, 시공 이후에도 토양 오염에 무해한 친환경 접지 저감재입니다.

GEM Powder는 다른 접지 저감재와 비교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
다. 수분 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토양의 수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고형화 됩니다. 
그러나, 대지의 수분 함량과 상관없이 저저항 접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GEM Powder is a material made to maximize the soil’s conductivity. GEM Powder 
sticks onto the surface of rocks, sand, soil to minimize the ground resistivity 
values. Also, it acts as a good conductor in its own solid state. GEM Powder is 
the best choice of low resistivity grounding powder for any place that needs low 
ground resistance values. It is also harmless to the environment.

GEM Powder has superior electrical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grounding 
potential lowering powders. It could be installed with no water and absorbs 
surrounding moisture in the soil by itself to solidify. But, It ensures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s regardless of the moisture in the soil.

적용 효과 Effects of GEM Powder
• 낮은 접지저항과 임피던스 확보 가능
 GEM Powder has exceptionally low grounding resistance and impedance values.

• 시공시의 접지저항값 일정하게 유지
 GEM Powder maintains the ground resistance value semi-permanently.

• 대지저항률이 높고 건조한 토양에서의 탁월한 효과
 Especially, GEM Powder shows effective efficiency even in dry soils and places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values.

• 공기와 염분의 침투 및 접지극 부식 방지 
 GEM Powder is chemically safe, and prevents air and salt from penetrating to protect against corrosion.

우수한 기계적 강도 Superior mechanical intensity
• 접지체 부식을 막아주는 탄소 주성분과 시멘트 부재료가 반응하여 건축 구조체나 강제 구조물의 강도 유지
 It uses carbon powder as its main component, which protects grounding conductors against from corrosion 

and cement-type materials as sub-components. They give extra support to structures and steel parts of buildings 
mechanically.

• 지중의 수분에 의한 유실 염려 없음 
 Its mechanical intensity prevents it be carried away by water in the soil.

유지보수 특성 Maintenance Characteristics
• 점질 특성으로 토양중에서 분해되지 않아, 정기적인 재충진 불필요
 Its adhesive characteristic allows it to remain irresoluble in the soil, so it doesn’t need periodical refilling.

•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잦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어, 관리 비용이 절감
 GEM Powder reduces the grounding management cost because frequent maintenance for it is not 
 necessary and GEM Powder has semi-permanent life.

• 성능유지를 위한 기타 첨가물이나 수분 불필요
 No extra materials or water needs to be added for GEM Powder’s own quality maintenance.

환경 친화성 Environment-friendly Characteristics
•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토양과 지하수 오염요소 제거 
 GEM Powder is chemically safe, and does not affect the soil chemically, nor it pollutes ground water.

• 토양오염 공정 시험법에 따른 국가 공인기관 시험 전항목 통과
 GEM has passed all ground pollution process test from ㅜnational organizations (see the test reports)

GEM Powder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친환경 저저항 접지 저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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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 Powder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친환경 접지 저감재

◈ 매설지선/ 메쉬 공법에 적용
 Using with MESH and buried grounding wire

1. 깊이 50 cm, 폭 30 cm의 구
덩이를 판 후 GEM Powder를 
2.5 cm 두께로 도포. 

Dig a hole of depth 50 cm and 
width 30 cm and spread the 
GEM Powder at about 2.5cm 
thickness.

1. 보링 천공

Bore a hole for grounding. 

2. GEM Powder 위에 나동선 포설

Place the bare conductor in the 
center of the GEM powder

2. 접지봉 삽입

Place the grounding 
rod in the hole.

3. 나동선 위에 2.5 cm 두께로 
GEM Powder 재도포

Spread the GEM powder above 
the bare conductor at about 2.5 
cm thickness.

3. GEM Powder가 봉을 감싸며 
충분히 도포될 수 있도록 천공 
구멍에 충진

Fill the GEM powder so that 
it completely fills the hole and 
surrounds the grounding rod.

4. 되메우기

Cover the hole with soil to 
finish.

4. 유지보수용 커버 
설치 및 마무리

Cover the hole to finish.

GEM Powder의 시공 방법 
Application Method of GEM Powder

GEM Powder는 20kg이 한 포로 되어있으며, 토양 속의 수분을 흡수하여 24시
간 안에 고형화됩니다. 단, 시공시 빠르게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으려고 한다면 
물과 섞어 시공할 수 있습니다.

GEM Powder is packed in 20kg per bags. It absorbs the moisture in the soil after 
installing, and it solidifies in 24 hours. It is also possible to add water in order to 
control the ground resistance value quickly.

◈ 보링 접지 / 심타 공법에 적용
 Using with boring or deep-hole grounding method

Application Method of GEM Powder
GEM Powder의 시공 방법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GEM Powder 친환경 접지 저감제

75mm
100mm
125mm
150mm
175mm
200mm
225mm
250mm

보링 깊이에 따르는 20Kg GEM Powder 소요량 (포)
Quantity of 20kG GEM powder bags according to the depth of the hole (bags)

천공 깊이(m)
Boring depth(m)

천공 지름(mm)
boring diameter(mm)

보링접지 시공법 Amount of GEM Powder with boring or deep-hole grounding method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25mm
3.5m
2.2m
1.8m
1.5m
1.1m

50mm
1.6m
1.1m
0.9m
0.7m
0.6m

75m
1.0m
0.7m
0.6m
0.5m
0.4m

100mm
1.7m
0.5m
0.4m
0.3m
0.3m

GEM Powder 20kG 한 포의  포설 길이
Length of the buried grounding conductor with a bag of 20kg GEM powder 

GEM Powder 포설두께
Thickness of GEM Powder spread over the grounding conductor

포설 폭
Width of the pit

메쉬 / 매설지선 공법 적용 시 사용량 Amount of GEM Powder with Mesh and buried grounding conductor

GEM Powder (친환경 접지저감재) 포설 예   Examples of GEM Powder applied

적용 분야 Application
• 대지저항률이 높은 장소, 산악, 암반지역에서의 접지 시공시 
Place it as an artificial additive grounding material at the area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such as 
mountaintop and rocky areas.

• 전해질 보링접지 시공시 전용 충진재
We recommend GEM Powder as filler for the electrolytic boring grounding system.

• 공간적 제한으로 많은 수의 접지도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When there is not enough space for grounding conductor installation.

* 포(bags)

1.8m
2포(bags)

2
3
4
5
8
10
12

2.1m
2
3
4
5
7
9
12
14

2.4m
2
3
4
6
8
11
13
16

2.7m
2
3
5
7
9
12
15
18

5.2m
4
7
10
14
19
23
31
38

5.4m
4
7
10
14
19
23
31
38

6.1m
4
7
10
15
20
26
3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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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접지봉의 매설 방법

EXG-탄소접지봉 EX-탄소봉 접지 시스템의 작용원리

EX-탄소접지봉은 도체의 표면적을 극대화 시킨것으로써 도
선과 암반 또는 토양과 접촉면 전류 흐름의 완충역활을 하므
로 우수한 접지극을 형성한다.

계절별 저항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특히 수분이 적고 협소한 
지역, 마사토, 특히 암반지역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저감재의 자체 흡수작용으로 항상 일정한 수분을 유지시켜 
줌으로서 탄소봉의 경화, 깨짐, 부스러짐이 없다. 

EX-탄소접지봉은 무독성 자재로써 부식이 없고 주변에 공
해 유발 및 유실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인 접지 자재이다.
EX-탄소접지봉은 양도체인 흑연을 사용하였으므로 부식이 
전혀 없고 영구적이며 접촉면적을 극대화 시킨제품이다. 따
리서 접지 본체와 토양 사이의 접촉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탄소접지봉은 강력한 광물계 수분흡착제와 흡수성을 재
질로 구성되어 접지극 주변의 일정한 수부을 유지하고 접지 
본체의 전해질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매립된 상태에서 건조되지 않는 특수 전해질 양도체
Gel 타입의 고기능성
다량의 구리이온으로 물과 혼합하여 점성이 강한 Gel 을 형성
저감제의 자체 흡수작용으로 일정량의 수분을 유지시켜 탄
소봉의 약점인 경화, 깨짐, 부스러짐이 없음 
강력한 수분 흡수력과 습도 유지력, 낮은 접지저항치를 유지
비공해성, 무독성, 비부식제품으로 수명이 반영구적
반복적인 강한 낙뢰전류에도 저항이 증가하지 않음
일반 접지저항 저감제 보다 성능이 뛰어남
고서지전압 인가시 빠른 방전
산 정상의 암반지역에서 심타공법이 아닌 시공에도 낮은 
저항치를 확보
국내특허 (특허 제0347016)
실용신안등록 (등록 제0275240호)
실용신안등록 (등록 제0283213호)
디자인 등록증 (등록 제 30-0439499호)  

• •
•

•
•

•
•
•
•
•
•

•
•
•
•

•

•

•

•

1) 수평으로 매설하는 경우 (암반) 
 봉의 길이 보다 깊게 120cm이상 터파기를 한다.
 가운데 부분에 탄소봉을 눕혀서 설치한다.
 설치된 탄소봉의 주위로 물에 섞어 반죽된 저감재를 넣는다.
 (주변흙 : 저감재 대용가능)
 먼저 주변의 고운 흙으로 메우고 점차 거친흙으로 되메우기 
 를 한다.

2) 수직으로 매설하는 경우 (일반토사) 
 깊이는 70cm 정도 깊게 터파기를 한다.
 터파기를 한 후 지름이 40cm인 봉의 길이보다 20cm이상  
 깊게 터파기를 한다.
 터파기를 한 후 탄소봉을 삽입한다.
 삽입된 탄소봉의 주변으로 물에 섞어 반죽된 저감재를 넣는다.  
 (주변흙 : 저감재 대용가능)

3) 접지도선 연결방법은 발열용접으로 압착 연결  
 하여 외부로 접지도선을 인출 후 마무리 한다.

친환경 저저항 접지 저감재 GEM Powder는 토양의 도전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접지 자재입니다. GEM Powder는 토양을 구성하는 구성물(바위, 모래, 
흙 등)과 밀착 작용하여 기존의 대지저항률을 최대한 낮추는 기능과, 자체 고형화
된 상태에서 뛰어난 도전체 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GEM Powder는 낮은 접지저항값을 요구하는 장소에 사용하여 저저항 접지용 저감재
로 최선의 선택이며, 시공 이후에도 토양 오염에 무해한 친환경 접지 저감재입니다.

GEM Powder는 다른 접지 저감재와 비교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
다. 수분 없이 시공이 가능하며, 토양의 수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고형화 됩니다. 
그러나, 대지의 수분 함량과 상관없이 저저항 접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GEM Powder is a material made to maximize the soil’s conductivity. GEM Powder 
sticks onto the surface of rocks, sand, soil to minimize the ground resistivity 
values. Also, it acts as a good conductor in its own solid state. GEM Powder is 
the best choice of low resistivity grounding powder for any place that needs low 
ground resistance values. It is also harmless to the environment.

GEM Powder has superior electrical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grounding 
potential lowering powders. It could be installed with no water and absorbs 
surrounding moisture in the soil by itself to solidify. But, It ensures low grounding 
resistance values regardless of the moisture in the soil.

적용 효과 Effects of GEM Powder
• 낮은 접지저항과 임피던스 확보 가능
 GEM Powder has exceptionally low grounding resistance and impedance values.

• 시공시의 접지저항값 일정하게 유지
 GEM Powder maintains the ground resistance value semi-permanently.

• 대지저항률이 높고 건조한 토양에서의 탁월한 효과
 Especially, GEM Powder shows effective efficiency even in dry soils and places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values.

• 공기와 염분의 침투 및 접지극 부식 방지 
 GEM Powder is chemically safe, and prevents air and salt from penetrating to protect against corrosion.

우수한 기계적 강도 Superior mechanical intensity
• 접지체 부식을 막아주는 탄소 주성분과 시멘트 부재료가 반응하여 건축 구조체나 강제 구조물의 강도 유지
 It uses carbon powder as its main component, which protects grounding conductors against from corrosion 

and cement-type materials as sub-components. They give extra support to structures and steel parts of buildings 
mechanically.

• 지중의 수분에 의한 유실 염려 없음 
 Its mechanical intensity prevents it be carried away by water in the soil.

유지보수 특성 Maintenance Characteristics
• 점질 특성으로 토양중에서 분해되지 않아, 정기적인 재충진 불필요
 Its adhesive characteristic allows it to remain irresoluble in the soil, so it doesn’t need periodical refilling.

•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잦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어, 관리 비용이 절감
 GEM Powder reduces the grounding management cost because frequent maintenance for it is not 
 necessary and GEM Powder has semi-permanent life.

• 성능유지를 위한 기타 첨가물이나 수분 불필요
 No extra materials or water needs to be added for GEM Powder’s own quality maintenance.

환경 친화성 Environment-friendly Characteristics
•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토양과 지하수 오염요소 제거 
 GEM Powder is chemically safe, and does not affect the soil chemically, nor it pollutes ground water.

• 토양오염 공정 시험법에 따른 국가 공인기관 시험 전항목 통과
 GEM has passed all ground pollution process test from ㅜnational organizations (see the test reports)

GEM Powder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친환경 저저항 접지 저감재

20  www.primesolution.co.kr Prime solution  21

GEM Powder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친환경 접지 저감재

◈ 매설지선/ 메쉬 공법에 적용
 Using with MESH and buried grounding wire

1. 깊이 50 cm, 폭 30 cm의 구
덩이를 판 후 GEM Powder를 
2.5 cm 두께로 도포. 

Dig a hole of depth 50 cm and 
width 30 cm and spread the 
GEM Powder at about 2.5cm 
thickness.

1. 보링 천공

Bore a hole for grounding. 

2. GEM Powder 위에 나동선 포설

Place the bare conductor in the 
center of the GEM powder

2. 접지봉 삽입

Place the grounding 
rod in the hole.

3. 나동선 위에 2.5 cm 두께로 
GEM Powder 재도포

Spread the GEM powder above 
the bare conductor at about 2.5 
cm thickness.

3. GEM Powder가 봉을 감싸며 
충분히 도포될 수 있도록 천공 
구멍에 충진

Fill the GEM powder so that 
it completely fills the hole and 
surrounds the grounding rod.

4. 되메우기

Cover the hole with soil to 
finish.

4. 유지보수용 커버 
설치 및 마무리

Cover the hole to finish.

GEM Powder의 시공 방법 
Application Method of GEM Powder

GEM Powder는 20kg이 한 포로 되어있으며, 토양 속의 수분을 흡수하여 24시
간 안에 고형화됩니다. 단, 시공시 빠르게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으려고 한다면 
물과 섞어 시공할 수 있습니다.

GEM Powder is packed in 20kg per bags. It absorbs the moisture in the soil after 
installing, and it solidifies in 24 hours. It is also possible to add water in order to 
control the ground resistance value quickly.

◈ 보링 접지 / 심타 공법에 적용
 Using with boring or deep-hole grounding method

Application Method of GEM Powder
GEM Powder의 시공 방법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GEM Powder 친환경 접지 저감제

75mm
100mm
125mm
150mm
175mm
200mm
225mm
250mm

보링 깊이에 따르는 20Kg GEM Powder 소요량 (포)
Quantity of 20kG GEM powder bags according to the depth of the hole (bags)

천공 깊이(m)
Boring depth(m)

천공 지름(mm)
boring diameter(mm)

보링접지 시공법 Amount of GEM Powder with boring or deep-hole grounding method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25mm
3.5m
2.2m
1.8m
1.5m
1.1m

50mm
1.6m
1.1m
0.9m
0.7m
0.6m

75m
1.0m
0.7m
0.6m
0.5m
0.4m

100mm
1.7m
0.5m
0.4m
0.3m
0.3m

GEM Powder 20kG 한 포의  포설 길이
Length of the buried grounding conductor with a bag of 20kg GEM powder 

GEM Powder 포설두께
Thickness of GEM Powder spread over the grounding conductor

포설 폭
Width of the pit

메쉬 / 매설지선 공법 적용 시 사용량 Amount of GEM Powder with Mesh and buried grounding conductor

GEM Powder (친환경 접지저감재) 포설 예   Examples of GEM Powder applied

적용 분야 Application
• 대지저항률이 높은 장소, 산악, 암반지역에서의 접지 시공시 
Place it as an artificial additive grounding material at the area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such as 
mountaintop and rocky areas.

• 전해질 보링접지 시공시 전용 충진재
We recommend GEM Powder as filler for the electrolytic boring grounding system.

• 공간적 제한으로 많은 수의 접지도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When there is not enough space for grounding conductor installation.

* 포(bags)

1.8m
2포(bags)

2
3
4
5
8
10
12

2.1m
2
3
4
5
7
9
12
14

2.4m
2
3
4
6
8
11
13
16

2.7m
2
3
5
7
9
12
15
18

5.2m
4
7
10
14
19
23
31
38

5.4m
4
7
10
14
19
23
31
38

6.1m
4
7
10
15
20
26
3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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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 Powder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친환경 접지 저감재

◈ 매설지선/ 메쉬 공법에 적용
 Using with MESH and buried grounding wire

1. 깊이 50 cm, 폭 30 cm의 구
덩이를 판 후 GEM Powder를 
2.5 cm 두께로 도포. 

Dig a hole of depth 50 cm and 
width 30 cm and spread the 
GEM Powder at about 2.5cm 
thickness.

1. 보링 천공

Bore a hole for grounding. 

2. GEM Powder 위에 나동선 포설

Place the bare conductor in the 
center of the GEM powder

2. 접지봉 삽입

Place the grounding 
rod in the hole.

3. 나동선 위에 2.5 cm 두께로 
GEM Powder 재도포

Spread the GEM powder above 
the bare conductor at about 2.5 
cm thickness.

3. GEM Powder가 봉을 감싸며 
충분히 도포될 수 있도록 천공 
구멍에 충진

Fill the GEM powder so that 
it completely fills the hole and 
surrounds the grounding rod.

4. 되메우기

Cover the hole with soil to 
finish.

4. 유지보수용 커버 
설치 및 마무리

Cover the hole to finish.

GEM Powder의 시공 방법 
Application Method of GEM Powder

GEM Powder는 20kg이 한 포로 되어있으며, 토양 속의 수분을 흡수하여 24시
간 안에 고형화됩니다. 단, 시공시 빠르게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으려고 한다면 
물과 섞어 시공할 수 있습니다.

GEM Powder is packed in 20kg per bags. It absorbs the moisture in the soil after 
installing, and it solidifies in 24 hours. It is also possible to add water in order to 
control the ground resistance value quickly.

◈ 보링 접지 / 심타 공법에 적용
 Using with boring or deep-hole grounding method

Application Method of GEM Powder
GEM Powder의 시공 방법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GEM Powder 친환경 접지 저감제

75mm
100mm
125mm
150mm
175mm
200mm
225mm
250mm

보링 깊이에 따르는 20Kg GEM Powder 소요량 (포)
Quantity of 20kG GEM powder bags according to the depth of the hole (bags)

천공 깊이(m)
Boring depth(m)

천공 지름(mm)
boring diameter(mm)

보링접지 시공법 Amount of GEM Powder with boring or deep-hole grounding method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25mm
3.5m
2.2m
1.8m
1.5m
1.1m

50mm
1.6m
1.1m
0.9m
0.7m
0.6m

75m
1.0m
0.7m
0.6m
0.5m
0.4m

100mm
1.7m
0.5m
0.4m
0.3m
0.3m

GEM Powder 20kG 한 포의  포설 길이
Length of the buried grounding conductor with a bag of 20kg GEM powder 

GEM Powder 포설두께
Thickness of GEM Powder spread over the grounding conductor

포설 폭
Width of the pit

메쉬 / 매설지선 공법 적용 시 사용량 Amount of GEM Powder with Mesh and buried grounding conductor

GEM Powder (친환경 접지저감재) 포설 예   Examples of GEM Powder applied

적용 분야 Application
• 대지저항률이 높은 장소, 산악, 암반지역에서의 접지 시공시 
Place it as an artificial additive grounding material at the area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such as 
mountaintop and rocky areas.

• 전해질 보링접지 시공시 전용 충진재
We recommend GEM Powder as filler for the electrolytic boring grounding system.

• 공간적 제한으로 많은 수의 접지도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When there is not enough space for grounding conductor installation.

* 포(bags)

1.8m
2포(bags)

2
3
4
5
8
10
12

2.1m
2
3
4
5
7
9
12
14

2.4m
2
3
4
6
8
11
13
16

2.7m
2
3
5
7
9
12
15
18

5.2m
4
7
10
14
19
23
31
38

5.4m
4
7
10
14
19
23
31
38

6.1m
4
7
10
15
20
26
3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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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Grounding Materials 기타 접지 자재

 Code No. Type

 EMI-L32 "_"조인트

 Code No. Type

 EMI-L36 "-"조인트

 Code No. Type

 EMI-L40 익스텐션조인트

 Code No. Type

 EMI-L21 동봉 8~10mm

 Code No. Type

 EMI-L33 "L"조인트

 Code No. Type

 EMI-L37 "T"조인트

 Code No. Type

 EMI-L41 나동선 새들

 Code No. Type

 EMI-L22 부스 뉘움용

 Code No. Type

 EMI-L34 "T"조인트

 Code No. Type

 EMI-L38 "+"조인트

 Code No. Type

 EMI-L42 

 Code No. Type

 EMI-L42 동봉 8~10mm

 Code No. Type

 EMI-L35 "+"조인트

 Code No. Type

 EMI-L39 "-"조인트

 Code No. Type

 EMI-L39 나동선 지지대

 Code No. Type

 알미늄용 8~10mm("-","+"자형)

금속기와용
 지지대

Lightning Conductors
피뢰도선 / 피뢰동봉

Conductor 피뢰도선조인트(동봉용, 부스바용)

 Service Connector  Grounding Terminal  Box

 Ground Pad

 Water Proof  Bronze Rod

 Bonnding  Jumpers

Other Grounding Materials 기타 접지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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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 Powder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친환경 접지 저감재

◈ 매설지선/ 메쉬 공법에 적용
 Using with MESH and buried grounding wire

1. 깊이 50 cm, 폭 30 cm의 구
덩이를 판 후 GEM Powder를 
2.5 cm 두께로 도포. 

Dig a hole of depth 50 cm and 
width 30 cm and spread the 
GEM Powder at about 2.5cm 
thickness.

1. 보링 천공

Bore a hole for grounding. 

2. GEM Powder 위에 나동선 포설

Place the bare conductor in the 
center of the GEM powder

2. 접지봉 삽입

Place the grounding 
rod in the hole.

3. 나동선 위에 2.5 cm 두께로 
GEM Powder 재도포

Spread the GEM powder above 
the bare conductor at about 2.5 
cm thickness.

3. GEM Powder가 봉을 감싸며 
충분히 도포될 수 있도록 천공 
구멍에 충진

Fill the GEM powder so that 
it completely fills the hole and 
surrounds the grounding rod.

4. 되메우기

Cover the hole with soil to 
finish.

4. 유지보수용 커버 
설치 및 마무리

Cover the hole to finish.

GEM Powder의 시공 방법 
Application Method of GEM Powder

GEM Powder는 20kg이 한 포로 되어있으며, 토양 속의 수분을 흡수하여 24시
간 안에 고형화됩니다. 단, 시공시 빠르게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으려고 한다면 
물과 섞어 시공할 수 있습니다.

GEM Powder is packed in 20kg per bags. It absorbs the moisture in the soil after 
installing, and it solidifies in 24 hours. It is also possible to add water in order to 
control the ground resistance value quickly.

◈ 보링 접지 / 심타 공법에 적용
 Using with boring or deep-hole grounding method

Application Method of GEM Powder
GEM Powder의 시공 방법 

Ground Enhancement Material Powder
GEM Powder 친환경 접지 저감제

75mm
100mm
125mm
150mm
175mm
200mm
225mm
250mm

보링 깊이에 따르는 20Kg GEM Powder 소요량 (포)
Quantity of 20kG GEM powder bags according to the depth of the hole (bags)

천공 깊이(m)
Boring depth(m)

천공 지름(mm)
boring diameter(mm)

보링접지 시공법 Amount of GEM Powder with boring or deep-hole grounding method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25mm
3.5m
2.2m
1.8m
1.5m
1.1m

50mm
1.6m
1.1m
0.9m
0.7m
0.6m

75m
1.0m
0.7m
0.6m
0.5m
0.4m

100mm
1.7m
0.5m
0.4m
0.3m
0.3m

GEM Powder 20kG 한 포의  포설 길이
Length of the buried grounding conductor with a bag of 20kg GEM powder 

GEM Powder 포설두께
Thickness of GEM Powder spread over the grounding conductor

포설 폭
Width of the pit

메쉬 / 매설지선 공법 적용 시 사용량 Amount of GEM Powder with Mesh and buried grounding conductor

GEM Powder (친환경 접지저감재) 포설 예   Examples of GEM Powder applied

적용 분야 Application
• 대지저항률이 높은 장소, 산악, 암반지역에서의 접지 시공시 
Place it as an artificial additive grounding material at the area with high ground resistivity, such as 
mountaintop and rocky areas.

• 전해질 보링접지 시공시 전용 충진재
We recommend GEM Powder as filler for the electrolytic boring grounding system.

• 공간적 제한으로 많은 수의 접지도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When there is not enough space for grounding conductor installation.

* 포(bags)

1.8m
2포(bags)

2
3
4
5
8
10
12

2.1m
2
3
4
5
7
9
12
14

2.4m
2
3
4
6
8
11
13
16

2.7m
2
3
5
7
9
12
15
18

5.2m
4
7
10
14
19
23
31
38

5.4m
4
7
10
14
19
23
31
38

6.1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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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Grounding Materials 기타 접지 자재

 Code No. Type

 EMI-L32 "_"조인트

 Code No. Type

 EMI-L36 "-"조인트

 Code No. Type

 EMI-L40 익스텐션조인트

 Code No. Type

 EMI-L21 동봉 8~10mm

 Code No. Type

 EMI-L33 "L"조인트

 Code No. Type

 EMI-L37 "T"조인트

 Code No. Type

 EMI-L41 나동선 새들

 Code No. Type

 EMI-L22 부스 뉘움용

 Code No. Type

 EMI-L34 "T"조인트

 Code No. Type

 EMI-L38 "+"조인트

 Code No. Type

 EMI-L42 

 Code No. Type

 EMI-L42 동봉 8~10mm

 Code No. Type

 EMI-L35 "+"조인트

 Code No. Type

 EMI-L39 "-"조인트

 Code No. Type

 EMI-L39 나동선 지지대

 Code No. Type

 알미늄용 8~10mm("-","+"자형)

금속기와용
 지지대

Lightning Conductors
피뢰도선 / 피뢰동봉

Conductor 피뢰도선조인트(동봉용, 부스바용)

 Service Connector  Grounding Terminal  Box

 Ground Pad

 Water Proof  Bronze Rod

 Bonnding  Jumpers

Other Grounding Materials 기타 접지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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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Grounding Materials 기타 접지 자재

 Code No.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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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No. Type

 EMI-L36 "-"조인트

 Code No. Type

 EMI-L40 익스텐션조인트

 Code No.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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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No. Type

 EMI-L41 나동선 새들

 Code No. Type

 EMI-L22 부스 뉘움용

 Code No. Type

 EMI-L34 "T"조인트

 Code No. Type

 EMI-L38 "+"조인트

 Code No. Type

 EMI-L42 

 Code No. Type

 EMI-L42 동봉 8~10mm

 Code No. Type

 EMI-L35 "+"조인트

 Code No. Type

 EMI-L39 "-"조인트

 Code No. Type

 EMI-L39 나동선 지지대

 Code No. Type

 알미늄용 8~10mm("-","+"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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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Grounding Materials 기타 접지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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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낙뢰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가장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피뢰침을 포함한 피뢰설비는 낙뢰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
은 아닙니다. 단지, 건물이나 구조물로의 뇌 직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가장 작은 저항의 뇌전류 방류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
기서, 피뢰침은 뇌격을 포착하여 인하도체를 거쳐 대지로 뇌전류를 방류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뢰침, 인하도체, 접지도체를 거치는 외부 피뢰 
시스템은 뇌전류가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되도록 아주 작은 임피던스 경
로를 제공합니다.

Generally, lightning will strike the highest point of any structure or facility. 
A lightning protection system does not prevent lightning from striking; it 
provides a means for preventing damage by providing a low resistance 
path for the discharge of lightning energy. An air terminal is used to 
capture the lightning strike to a preferred point so that the discharge 
current can be safely directed by means of a down conductor(s) to the 
ground. The down conductor provides a low impedance path from the 
air terminal to the ground so that lightning can be safely conducted to 
the earth, without causing excessive large voltages.

How Air Terminals work?  

Protective radius through the rolling sphere method

일반 돌침 피뢰침의 보호반경
Rolling sphere radius of a conventional air terminal

전통적인 돌침 피뢰침의 보호등급에 따른 보호반경은 IEC 62305-1에 명시되어 있으며, 돌침 피뢰침의 보호 확
률은 IEC 62305-1의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The rolling sphere radius of conventional air terminals depending on protective levels are shown in IEC 62305-1, 
and thus the probabilities for the limits of the lightning currents of conventional air terminals are following the 
table of IEC 62305-1.

ESE 피뢰침의 보호반경 
Protective radius of a ESE air terminal

ESE 피뢰침의 높이에 따른 보호반경은 NFC 17-102에 명시되어 있으며, ESE 피뢰침의 보호범위는 
NFC 17-102의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된다.

The protective radius of ESE air terminals depending on their heights are shown in NFC 17-102, and thus the 
protective radius of ESE air terminals are calculated as the following picture of NFC-17-102.

 I 20 m 3 kA 99 %
 II 30 m 5 kA 97 %
 III 45 m 10 kA 91 %
 IV 60 m 16 kA 84 %

보호등급 보호반경 (D) 최소 뇌격전류 보호 확률

 I 20 m 3 kA 99 %
 II 45 m 10 kA 93 %
 III 60 m 15 kA 85 %

Protection level

Protection level

Radius of Rolling Sphere

Radius of Rolling Sphere

Minimum Lighting Current

Minimum Lighting Current

Probability

Probability

보호등급 보호반경 (D) 최소 뇌격전류 보호 확률

• ΔL=v(m/㎲) x ΔT(㎲), where v is assumed to be 1m/㎲
h(2D-h) + ΔL(2D + ΔL)Rр= ΔL

h

D

Rр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유도광역 피뢰침

피뢰침의 설치 목적  

회전구체법에 의한 보호반경

Level 1 

Level 2 

Level 3

Protection
Level

32

40

44

48

59

65

64

78

87

79

97

107

79

97

107

79

99

109

2 3 4 5 6 7

Height(m)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X-Trap

ESE Air Terminals 이온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ESE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23
27
31
30
34
39
33
38
43

35
41
47
45
52
58
50
57
64

46
55
63
60
69
78
67
76
85

58
68
79
75
87
97
84
95
107

58
69
79
76
87
97
84
96
107

59
69
79
77
88
99
87
98
109

Protection
Level

Model
No. 2 3 4 5 6 10

Level 2 (NP2)

Prevectron series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K340
SK450
SK660
SK340
SK450
SK660
SK340
SK450
SK660

19
27
32
25
34
40
28
34
44

28
41
48
38
52
59
42
57
65

38
55
64
50
69
78
57
76
87

48
68
79
63
86
97
71
95
107

48
69
79
64
87
97
72
96
107

49
69
79
66
88
99
75
98
109

Protection
Level

Model
No. 2 3 4 5 6 10

Height (m)

Griffin series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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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낙뢰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가장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피뢰침을 포함한 피뢰설비는 낙뢰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
은 아닙니다. 단지, 건물이나 구조물로의 뇌 직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가장 작은 저항의 뇌전류 방류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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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제공합니다.

Generally, lightning will strike the highest point of any structure or facility. 
A lightning protection system does not prevent lightning from striking; it 
provides a means for preventing damage by providing a low resistance 
path for the discharge of lightning energy. An air terminal is used to 
capture the lightning strike to a preferred point so that the discharge 
current can be safely directed by means of a down conductor(s) to the 
ground. The down conductor provides a low impedance path from the 
air terminal to the ground so that lightning can be safely conducted to 
the earth, without causing excessive large voltages.

How Air Terminals work?  

Protective radius through the rolling sphere method

일반 돌침 피뢰침의 보호반경
Rolling sphere radius of a conventional air terminal

전통적인 돌침 피뢰침의 보호등급에 따른 보호반경은 IEC 62305-1에 명시되어 있으며, 돌침 피뢰침의 보호 확
률은 IEC 62305-1의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The rolling sphere radius of conventional air terminals depending on protective levels are shown in IEC 62305-1, 
and thus the probabilities for the limits of the lightning currents of conventional air terminals are following the 
table of IEC 62305-1.

ESE 피뢰침의 보호반경 
Protective radius of a ESE air terminal

ESE 피뢰침의 높이에 따른 보호반경은 NFC 17-102에 명시되어 있으며, ESE 피뢰침의 보호범위는 
NFC 17-102의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된다.

The protective radius of ESE air terminals depending on their heights are shown in NFC 17-102, and thus the 
protective radius of ESE air terminals are calculated as the following picture of NFC-17-102.

 I 20 m 3 kA 99 %
 II 30 m 5 kA 97 %
 III 45 m 10 kA 91 %
 IV 60 m 16 kA 84 %

보호등급 보호반경 (D) 최소 뇌격전류 보호 확률

 I 20 m 3 kA 99 %
 II 45 m 10 kA 93 %
 III 60 m 15 kA 85 %

Protection level

Protection level

Radius of Rolling Sphere

Radius of Rolling Sphere

Minimum Lighting Current

Minimum Lighting Current

Probability

Probability

보호등급 보호반경 (D) 최소 뇌격전류 보호 확률

• ΔL=v(m/㎲) x ΔT(㎲), where v is assumed to be 1m/㎲
h(2D-h) + ΔL(2D + ΔL)Rр= ΔL

h

D

Rр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유도광역 피뢰침

피뢰침의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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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Level 3

Protection
Level

32

40

44

48

59

65

64

78

87

79

97

107

79

97

107

79

99

109

2 3 4 5 6 7

Height(m)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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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Discharge type ESE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23
27
31
30
34
39
33
38
43

35
41
47
45
52
58
50
57
64

46
55
63
60
69
78
67
76
85

58
68
79
75
87
97
84
95
107

58
69
79
76
87
97
84
96
107

59
69
79
77
88
99
87
98
109

Protection
Level

Model
No. 2 3 4 5 6 10

Level 2 (NP2)

Prevectron series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K340
SK450
SK660
SK340
SK450
SK660
SK340
SK450
SK660

19
27
32
25
34
40
28
34
44

28
41
48
38
52
59
42
57
65

38
55
64
50
69
78
57
76
87

48
68
79
63
86
97
71
95
107

48
69
79
64
87
97
72
96
107

49
69
79
66
88
99
75
98
109

Protection
Level

Model
No. 2 3 4 5 6 10

Height (m)

Griffin series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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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제공합니다.

Generally, lightning will strike the highest point of any structure or facility. 
A lightning protection system does not prevent lightning from striking; it 
provides a means for preventing damage by providing a low resistance 
path for the discharge of lightning energy. An air terminal is used to 
capture the lightning strike to a preferred point so that the discharge 
current can be safely directed by means of a down conductor(s) to the 
ground. The down conductor provides a low impedance path from the 
air terminal to the ground so that lightning can be safely conducted to 
the earth, without causing excessive large voltages.

How Air Terminals work?  

Protective radius through the rolling sphere method

일반 돌침 피뢰침의 보호반경
Rolling sphere radius of a conventional air terminal

전통적인 돌침 피뢰침의 보호등급에 따른 보호반경은 IEC 62305-1에 명시되어 있으며, 돌침 피뢰침의 보호 확
률은 IEC 62305-1의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The rolling sphere radius of conventional air terminals depending on protective levels are shown in IEC 62305-1, 
and thus the probabilities for the limits of the lightning currents of conventional air terminals are following the 
table of IEC 62305-1.

ESE 피뢰침의 보호반경 
Protective radius of a ESE air terminal

ESE 피뢰침의 높이에 따른 보호반경은 NFC 17-102에 명시되어 있으며, ESE 피뢰침의 보호범위는 
NFC 17-102의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된다.

The protective radius of ESE air terminals depending on their heights are shown in NFC 17-102, and thus the 
protective radius of ESE air terminals are calculated as the following picture of NFC-17-102.

 I 20 m 3 kA 99 %
 II 30 m 5 kA 97 %
 III 45 m 10 kA 91 %
 IV 60 m 16 kA 84 %

보호등급 보호반경 (D) 최소 뇌격전류 보호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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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level

Radius of Rolling Sphere

Radius of Rolling Sphere

Minimum Lighting Current

Minimum Lighti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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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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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L=v(m/㎲) x ΔT(㎲), where v is assumed to be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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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6
55
63
60
69
78
67
76
85

58
68
79
75
87
97
84
95
107

58
69
79
76
87
97
84
96
107

59
69
79
77
88
99
87
98
109

Protection
Level

Model
No. 2 3 4 5 6 10

Level 2 (NP2)

Prevectron series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K340
SK450
SK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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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450
SK660
SK340
SK450
SK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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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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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0
28
34
44

28
41
48
38
52
59
42
57
65

38
55
64
50
69
78
57
76
87

48
68
79
63
86
97
71
95
107

48
69
79
64
87
97
72
96
107

49
69
79
66
88
99
7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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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Level

Model
No. 2 3 4 5 6 10

Height (m)

Griffin series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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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Level 3 

VAJRA
90

Model No.
Protection

Level

108

128

139

109

130

141

109

131

143

110

132

144

110

134

146

5 10 15 20 30

Height(m)

Height
(M)

19
28
38
48
49
50
50
50
50

27
41
55
68
69
70
70
70
70

32
48
64
79
79
80
80
80
80

25
38
50
63
66
68
70
75
75

34
52
69
86
88
90
92
95
95

40
59
78
97
99
101
102
105
105

28
42
57
71
75
78
80
88
90

38
57
76
95
98
100
102
109
110

44
65
87
107
109
111
113
119
120

2
3
4
5
10
15
20
45
60

P-30 P-40 P-60 P-30 P-40 P-60 P-30 P-40 6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13
19
25
31
18
25
32
39
20
28
36
43

25
38
51
63
36
51
65
78
40
57
72
85

32
48
63
79
46
64
81
97
52
72
90
107

33
49
64
79
47
65
82
98
54
73
91
108

34
49
64
79
49
66
83
99
56
75
92
109

35
50
65
80
55
71
86
102
86
102
63
113

Protection
Level

Model
No. 2 4 6 8 10 20

Height (m)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VAJRATM series

PLUS series

Saint-Elmo series

ESE Air Terminals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New 
Product

Features

Level 1

Level 2

Level 3

Protection
Level

Height(m)

32

40

44

48

59

65

6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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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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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9

97

107

79

99

109

2 3 4 5 6 7

Protective radius of the X-trapTM

X-TrapTM 은 프라임솔루션의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제품 중에서 최신 모델에 속합니다. X-TrapTM 은 개선
된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기술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돌침 피뢰침 방식으로는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대
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 성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X-TrapTM 은 최신의 전자 회로 응용기술이 적용되었으
며, 가볍고 부식이 없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되어 내
구성과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PrimSolution Corporation is proud to offer our new 
product of ESE air terminal for structure lighting 
protection. By utilizing advanced ion discharging 
technology, The X-TrapTM provides lightning protection 
to facilities that would otherwise be difficult or cost 
prohibitive to protect by conventional means. The 
X-TrapTM designed and constructed with the latest 
advanced electronic circuitry in lightweight and anti-
corrosive stainless steel housing for durability and long 
service life.

◈ 높은 동작 신뢰도 
 Higher protection stability
 높은 주파수로 이온을 방사하여 다양한 주파수로 접근하는 낙뢰를 효율적으로 흡수

 X-trapTM emits ions at high frequency, which allows it to efficiently absorb lightning strikes 
approaching at various frequencies.

◈ 우수한 내구성 
 Superior Durability
 물성적 전기소자 사용으로 반도체 전자회로 방식에 비해 내구성 우수

 X-trapTM uses physical electric elements, which gives much greater durability than semiconductor 
electric circuit types.

◈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 NFC 17-102 규격 만족 시험필 
 Tested and certificat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of NFC 17-102

◈ 경량 스테인리스 재질
 Lightweight & high grade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 다양한 환경에서의 내부식성
 Suitable for most environments including corrosive atmosphere

X-TrapTM 
이온 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X-TrapTM의 특징

X-TrapTM의 보호반경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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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낙뢰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가장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피뢰침을 포함한 피뢰설비는 낙뢰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
은 아닙니다. 단지, 건물이나 구조물로의 뇌 직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가장 작은 저항의 뇌전류 방류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
기서, 피뢰침은 뇌격을 포착하여 인하도체를 거쳐 대지로 뇌전류를 방류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뢰침, 인하도체, 접지도체를 거치는 외부 피뢰 
시스템은 뇌전류가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되도록 아주 작은 임피던스 경
로를 제공합니다.

Generally, lightning will strike the highest point of any structure or facility. 
A lightning protection system does not prevent lightning from striking; it 
provides a means for preventing damage by providing a low resistance 
path for the discharge of lightning energy. An air terminal is used to 
capture the lightning strike to a preferred point so that the discharge 
current can be safely directed by means of a down conductor(s) to the 
ground. The down conductor provides a low impedance path from the 
air terminal to the ground so that lightning can be safely conducted to 
the earth, without causing excessive large voltages.

How Air Terminals work?  

Protective radius through the rolling sphere method

일반 돌침 피뢰침의 보호반경
Rolling sphere radius of a conventional air terminal

전통적인 돌침 피뢰침의 보호등급에 따른 보호반경은 IEC 62305-1에 명시되어 있으며, 돌침 피뢰침의 보호 확
률은 IEC 62305-1의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The rolling sphere radius of conventional air terminals depending on protective levels are shown in IEC 62305-1, 
and thus the probabilities for the limits of the lightning currents of conventional air terminals are following the 
table of IEC 62305-1.

ESE 피뢰침의 보호반경 
Protective radius of a ESE air terminal

ESE 피뢰침의 높이에 따른 보호반경은 NFC 17-102에 명시되어 있으며, ESE 피뢰침의 보호범위는 
NFC 17-102의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된다.

The protective radius of ESE air terminals depending on their heights are shown in NFC 17-102, and thus the 
protective radius of ESE air terminals are calculated as the following picture of NFC-17-102.

 I 20 m 3 kA 99 %
 II 30 m 5 kA 97 %
 III 45 m 10 kA 91 %
 IV 60 m 16 kA 84 %

보호등급 보호반경 (D) 최소 뇌격전류 보호 확률

 I 20 m 3 kA 99 %
 II 45 m 10 kA 93 %
 III 60 m 15 kA 85 %

Protection level

Protection level

Radius of Rolling Sphere

Radius of Rolling Sphere

Minimum Lighting Current

Minimum Lighting Current

Probability

Probability

보호등급 보호반경 (D) 최소 뇌격전류 보호 확률

• ΔL=v(m/㎲) x ΔT(㎲), where v is assumed to be 1m/㎲
h(2D-h) + ΔL(2D + ΔL)Rр= ΔL

h

D

Rр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유도광역 피뢰침

피뢰침의 설치 목적  

회전구체법에 의한 보호반경

Level 1 

Level 2 

Level 3

Protection
Level

32

40

44

48

59

65

64

78

87

79

97

107

79

97

107

79

99

109

2 3 4 5 6 7

Height(m)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X-Trap

ESE Air Terminals 이온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ESE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23
27
31
30
34
39
33
38
43

35
41
47
45
52
58
50
57
64

46
55
63
60
69
78
67
76
85

58
68
79
75
87
97
84
95
107

58
69
79
76
87
97
84
96
107

59
69
79
77
88
99
87
98
109

Protection
Level

Model
No. 2 3 4 5 6 10

Level 2 (NP2)

Prevectron series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K340
SK450
SK660
SK340
SK450
SK660
SK340
SK450
SK660

19
27
32
25
34
40
28
34
44

28
41
48
38
52
59
42
57
65

38
55
64
50
69
78
57
76
87

48
68
79
63
86
97
71
95
107

48
69
79
64
87
97
72
96
107

49
69
79
66
88
99
75
98
109

Protection
Level

Model
No. 2 3 4 5 6 10

Height (m)

Griffin series
이온방사형 Ion Discharg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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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Level 3 

VAJRA
90

Model No.
Protection

Level

108

128

139

109

130

141

109

131

143

110

132

144

110

134

146

5 10 15 20 30

Height(m)

Height
(M)

19
28
38
48
49
50
50
50
50

27
41
55
68
69
70
70
70
70

32
48
64
79
79
80
80
80
80

25
38
50
63
66
68
70
75
75

34
52
69
86
88
90
92
95
95

40
59
78
97
99
101
102
105
105

28
42
57
71
75
78
80
88
90

38
57
76
95
98
100
102
109
110

44
65
87
107
109
111
113
119
120

2
3
4
5
10
15
20
45
60

P-30 P-40 P-60 P-30 P-40 P-60 P-30 P-40 6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13
19
25
31
18
25
32
39
20
28
36
43

25
38
51
63
36
51
65
78
40
57
72
85

32
48
63
79
46
64
81
97
52
72
90
107

33
49
64
79
47
65
82
98
54
73
91
108

34
49
64
79
49
66
83
99
56
75
92
109

35
50
65
80
55
71
86
102
86
102
63
113

Protection
Level

Model
No. 2 4 6 8 10 20

Height (m)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VAJRATM series

PLUS series

Saint-Elmo series

ESE Air Terminals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New 
Product

Features

Level 1

Level 2

Level 3

Protection
Level

Height(m)

32

40

44

48

5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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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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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9

99

109

2 3 4 5 6 7

Protective radius of the X-trapTM

X-TrapTM 은 프라임솔루션의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제품 중에서 최신 모델에 속합니다. X-TrapTM 은 개선
된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기술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돌침 피뢰침 방식으로는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대
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 성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X-TrapTM 은 최신의 전자 회로 응용기술이 적용되었으
며, 가볍고 부식이 없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되어 내
구성과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PrimSolution Corporation is proud to offer our new 
product of ESE air terminal for structure lighting 
protection. By utilizing advanced ion discharging 
technology, The X-TrapTM provides lightning protection 
to facilities that would otherwise be difficult or cost 
prohibitive to protect by conventional means. The 
X-TrapTM designed and constructed with the latest 
advanced electronic circuitry in lightweight and anti-
corrosive stainless steel housing for durability and long 
service life.

◈ 높은 동작 신뢰도 
 Higher protection stability
 높은 주파수로 이온을 방사하여 다양한 주파수로 접근하는 낙뢰를 효율적으로 흡수

 X-trapTM emits ions at high frequency, which allows it to efficiently absorb lightning strikes 
approaching at various frequencies.

◈ 우수한 내구성 
 Superior Durability
 물성적 전기소자 사용으로 반도체 전자회로 방식에 비해 내구성 우수

 X-trapTM uses physical electric elements, which gives much greater durability than semiconductor 
electric circuit types.

◈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 NFC 17-102 규격 만족 시험필 
 Tested and certificat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of NFC 17-102

◈ 경량 스테인리스 재질
 Lightweight & high grade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 다양한 환경에서의 내부식성
 Suitable for most environments including corrosive atmosphere

X-TrapTM 
이온 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X-TrapTM의 특징

X-TrapTM의 보호반경

New 
Product

20160303_추가39p.indd   29 2016-03-03   오후 1:37:37



28  www.primesolution.co.kr Prime solution  29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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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Mode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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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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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0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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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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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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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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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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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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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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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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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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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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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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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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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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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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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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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0

P-30 P-40 P-60 P-30 P-40 P-60 P-30 P-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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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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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6
SE9
SE12
SE15
S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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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12
SE15
SE6
SE9
S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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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
25
31
18
25
3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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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6
4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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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3
36
5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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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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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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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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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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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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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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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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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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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VAJRATM series

PLUS series

Saint-Elmo series

ESE Air Terminals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New 
Product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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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radius of the X-trapTM

X-TrapTM 은 프라임솔루션의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제품 중에서 최신 모델에 속합니다. X-TrapTM 은 개선
된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기술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돌침 피뢰침 방식으로는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대
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 성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X-TrapTM 은 최신의 전자 회로 응용기술이 적용되었으
며, 가볍고 부식이 없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되어 내
구성과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PrimSolution Corporation is proud to offer our new 
product of ESE air terminal for structure lighting 
protection. By utilizing advanced ion discharging 
technology, The X-TrapTM provides lightning protection 
to facilities that would otherwise be difficult or cost 
prohibitive to protect by conventional means. The 
X-TrapTM designed and constructed with the latest 
advanced electronic circuitry in lightweight and anti-
corrosive stainless steel housing for durability and long 
service life.

◈ 높은 동작 신뢰도 
 Higher protection stability
 높은 주파수로 이온을 방사하여 다양한 주파수로 접근하는 낙뢰를 효율적으로 흡수

 X-trapTM emits ions at high frequency, which allows it to efficiently absorb lightning strikes 
approaching at various frequencies.

◈ 우수한 내구성 
 Superior Durability
 물성적 전기소자 사용으로 반도체 전자회로 방식에 비해 내구성 우수

 X-trapTM uses physical electric elements, which gives much greater durability than semiconductor 
electric circuit types.

◈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 NFC 17-102 규격 만족 시험필 
 Tested and certificat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of NFC 17-102

◈ 경량 스테인리스 재질
 Lightweight & high grade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 다양한 환경에서의 내부식성
 Suitable for most environments including corrosive atmosphere

X-TrapTM 
이온 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X-TrapTM의 특징

X-TrapTM의 보호반경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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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of the X-TrapTM

X-TrapTM 
이온 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X-TrapTM 시험성적서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VAJRA

Model No.Protection
Level

108

128

139

109

130

141

109

131

143

110

132

144

110

134

146

5 10 15 20 30

Height(m)

 Head 
 돌침부

Copper terminal
동관단자

2’nd MAST
D50.8

1.4m

3.6m

1’st MAST
D63.5

Base Plate

Features

Protective radius of the VAJRATM

◈ 세계 최대 보호반경 
 The largest protective radius in the world

◈ 물성적 소자 반응 고전압 펄스회로 적용
 Using high voltage pulse circuit which applies physical electric elements

◈ 현대적인 미려한 외관 
 Uses modern design to give good appearance

◈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 NFC 17-102 규격 만족 시험필 
 Tested and certificated to NFC 17-102 standards

◈ 모든 환경에 대응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
 Stainless steel design suitable for most environments

VAJRATM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VAJRATM 는 가장 넓은 보호반경을 만족하는 고전압 펄
스식 ESE 피뢰침 제품입니다. VAJRATM 는 반도체 전자
회로를 구성하여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개선된 고전압 
펄스기술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
계되어 긴 수명과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VAJRATM 
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NFC 17-102 규격에 의한 
광범위한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The VAJRATM is one of the high voltage pulse type air 
terminals, which has the largest protective radius in 
the world. The VAJRATM utilizes advanced method that 
generates high voltage inside the rod through use of 
semiconductor electric circuit and constructed with the 
anti-corrosive stainless steel housing for long service life 
and durability. The VAJRATM ESE has been extensively 
tested at an international high voltage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French NFC 17-
102

VAJRATM 의 보호반경

VAJRATM 의 보호반경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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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Level 3 

VAJRA
90

Model No.
Protection

Level

108

128

139

109

130

141

109

131

143

110

132

144

110

134

146

5 10 15 20 30

Height(m)

Height
(M)

19
28
38
48
49
50
50
50
50

27
41
55
68
69
70
70
70
70

32
48
64
79
79
80
80
80
80

25
38
50
63
66
68
70
75
75

34
52
69
86
88
90
92
95
95

40
59
78
97
99
101
102
105
105

28
42
57
71
75
78
80
88
90

38
57
76
95
98
100
102
109
110

44
65
87
107
109
111
113
119
120

2
3
4
5
10
15
20
45
60

P-30 P-40 P-60 P-30 P-40 P-60 P-30 P-40 6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13
19
25
31
18
25
32
39
20
28
36
43

25
38
51
63
36
51
65
78
40
57
72
85

32
48
63
79
46
64
81
97
52
72
90
107

33
49
64
79
47
65
82
98
54
73
91
108

34
49
64
79
49
66
83
99
56
75
92
109

35
50
65
80
55
71
86
102
86
102
63
113

Protection
Level

Model
No. 2 4 6 8 10 20

Height (m)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VAJRATM series

PLUS series

Saint-Elmo series

ESE Air Terminals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High Voltage Pulse type 고전압 펄스식

New 
Product

Features

Level 1

Level 2

Level 3

Protection
Level

Height(m)

32

40

44

48

59

65

64

78

87

79

97

107

79

97

107

79

99

109

2 3 4 5 6 7

Protective radius of the X-trapTM

X-TrapTM 은 프라임솔루션의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제품 중에서 최신 모델에 속합니다. X-TrapTM 은 개선
된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기술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돌침 피뢰침 방식으로는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대
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 성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X-TrapTM 은 최신의 전자 회로 응용기술이 적용되었으
며, 가볍고 부식이 없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되어 내
구성과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PrimSolution Corporation is proud to offer our new 
product of ESE air terminal for structure lighting 
protection. By utilizing advanced ion discharging 
technology, The X-TrapTM provides lightning protection 
to facilities that would otherwise be difficult or cost 
prohibitive to protect by conventional means. The 
X-TrapTM designed and constructed with the latest 
advanced electronic circuitry in lightweight and anti-
corrosive stainless steel housing for durability and long 
service life.

◈ 높은 동작 신뢰도 
 Higher protection stability
 높은 주파수로 이온을 방사하여 다양한 주파수로 접근하는 낙뢰를 효율적으로 흡수

 X-trapTM emits ions at high frequency, which allows it to efficiently absorb lightning strikes 
approaching at various frequencies.

◈ 우수한 내구성 
 Superior Durability
 물성적 전기소자 사용으로 반도체 전자회로 방식에 비해 내구성 우수

 X-trapTM uses physical electric elements, which gives much greater durability than semiconductor 
electric circuit types.

◈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 NFC 17-102 규격 만족 시험필 
 Tested and certificat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of NFC 17-102

◈ 경량 스테인리스 재질
 Lightweight & high grade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 다양한 환경에서의 내부식성
 Suitable for most environments including corrosive atmosphere

X-TrapTM 
이온 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X-TrapTM의 특징

X-TrapTM의 보호반경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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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of the X-TrapTM

X-TrapTM 
이온 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X-TrapTM 시험성적서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VAJRA

Model No.Protection
Level

108

128

139

109

130

141

109

131

143

110

132

144

110

134

146

5 10 15 20 30

Height(m)

 Head 
 돌침부

Copper terminal
동관단자

2’nd MAST
D50.8

1.4m

3.6m

1’st MAST
D63.5

Base Plate

Features

Protective radius of the VAJRATM

◈ 세계 최대 보호반경 
 The largest protective radius in the world

◈ 물성적 소자 반응 고전압 펄스회로 적용
 Using high voltage pulse circuit which applies physical electric elements

◈ 현대적인 미려한 외관 
 Uses modern design to give good appearance

◈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 NFC 17-102 규격 만족 시험필 
 Tested and certificated to NFC 17-102 standards

◈ 모든 환경에 대응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
 Stainless steel design suitable for most environments

VAJRATM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VAJRATM 는 가장 넓은 보호반경을 만족하는 고전압 펄
스식 ESE 피뢰침 제품입니다. VAJRATM 는 반도체 전자
회로를 구성하여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개선된 고전압 
펄스기술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
계되어 긴 수명과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VAJRATM 
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NFC 17-102 규격에 의한 
광범위한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The VAJRATM is one of the high voltage pulse type air 
terminals, which has the largest protective radius in 
the world. The VAJRATM utilizes advanced method that 
generates high voltage inside the rod through use of 
semiconductor electric circuit and constructed with the 
anti-corrosive stainless steel housing for long service life 
and durability. The VAJRATM ESE has been extensively 
tested at an international high voltage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French NFC 17-
102

VAJRATM 의 보호반경

VAJRATM 의 보호반경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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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of the X-TrapTM

X-TrapTM 
이온 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X-TrapTM 시험성적서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VAJRA

Model No.Protection
Level

108

128

139

109

130

141

109

131

143

110

132

144

110

134

146

5 10 15 20 30

Height(m)

 Head 
 돌침부

Copper terminal
동관단자

2’nd MAST
D50.8

1.4m

3.6m

1’st MAST
D63.5

Base Plate

Features

Protective radius of the VAJRATM

◈ 세계 최대 보호반경 
 The largest protective radius in the world

◈ 물성적 소자 반응 고전압 펄스회로 적용
 Using high voltage pulse circuit which applies physical electric elements

◈ 현대적인 미려한 외관 
 Uses modern design to give good appearance

◈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 NFC 17-102 규격 만족 시험필 
 Tested and certificated to NFC 17-102 standards

◈ 모든 환경에 대응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
 Stainless steel design suitable for most environments

VAJRATM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VAJRATM 는 가장 넓은 보호반경을 만족하는 고전압 펄
스식 ESE 피뢰침 제품입니다. VAJRATM 는 반도체 전자
회로를 구성하여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개선된 고전압 
펄스기술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
계되어 긴 수명과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VAJRATM 
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NFC 17-102 규격에 의한 
광범위한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The VAJRATM is one of the high voltage pulse type air 
terminals, which has the largest protective radius in 
the world. The VAJRATM utilizes advanced method that 
generates high voltage inside the rod through use of 
semiconductor electric circuit and constructed with the 
anti-corrosive stainless steel housing for long service life 
and durability. The VAJRATM ESE has been extensively 
tested at an international high voltage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French NFC 17-
102

VAJRATM 의 보호반경

VAJRATM 의 보호반경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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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JRATM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VAJRATM 시험성적서 
①
②
③
④
⑤
⑥

Lower Electrods
Triggering Device
Upper Electrodes
Central Pick-Up Rod
Protective Housing
Support Pole

2
3
4
5
6
10

19

28

38

48

48

49

Model No.

등 급
효 율 98% 95% 8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27

41

55

68

69

69

32

48

64

79

79

79

25

38

50

63

64

66

34

52

69

86

87

88

40

59

78

97

97

99

28

42

57

71

72

75

38

57

76

95

96

98

44

65

87

107

107

107

SK340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HIG
HT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Prevectron

The PREVECTRON® is operating in three stages

• The ionization device is charged via the lower electrodes using the ambient electrical field with no external power supply.
• The ionization phenomenon is controlled by a device which detects the appearance of a downward leader The 

PREVECTRON® detects changes within the field, making it the first E.S.E. air terminal to react at the precise moment 
the downward leader develops from the cloud to the ground.

• Early triggering of the upward leader using a system of spark ionization between the upper electrodes and the central 
tip. The PREVECTRON®’s ability to trigger an upward leader ahead of any other protruding point within the protected 
area ensures it will be the preferential point of impact for the lightning discharge.

2

3

4

5

6

10

HIGHT

 23 27 31 30 34 39 33 38 43

 35 41 47 45 52 58 50 57 64

 46 55 63 60 69 78 67 76 85

 58 68 79 75 87 97 84 95 107

 58 69 79 76 87 97 84 96 107

 59 69 79 77 88 99 87 98 109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Model 

No.
Protection

Level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이온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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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rapTM 
이온 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X-TrapTM 시험성적서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VAJRA

Model No.Protection
Level

108

128

139

109

130

141

109

131

143

110

132

144

110

134

146

5 10 15 20 30

Height(m)

 Head 
 돌침부

Copper terminal
동관단자

2’nd MAST
D50.8

1.4m

3.6m

1’st MAST
D63.5

Base Plate

Features

Protective radius of the VAJRATM

◈ 세계 최대 보호반경 
 The largest protective radius in the world

◈ 물성적 소자 반응 고전압 펄스회로 적용
 Using high voltage pulse circuit which applies physical electric elements

◈ 현대적인 미려한 외관 
 Uses modern design to give good appearance

◈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 NFC 17-102 규격 만족 시험필 
 Tested and certificated to NFC 17-102 standards

◈ 모든 환경에 대응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
 Stainless steel design suitable for most environments

VAJRATM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VAJRATM 는 가장 넓은 보호반경을 만족하는 고전압 펄
스식 ESE 피뢰침 제품입니다. VAJRATM 는 반도체 전자
회로를 구성하여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개선된 고전압 
펄스기술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
계되어 긴 수명과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VAJRATM 
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NFC 17-102 규격에 의한 
광범위한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The VAJRATM is one of the high voltage pulse type air 
terminals, which has the largest protective radius in 
the world. The VAJRATM utilizes advanced method that 
generates high voltage inside the rod through use of 
semiconductor electric circuit and constructed with the 
anti-corrosive stainless steel housing for long service life 
and durability. The VAJRATM ESE has been extensively 
tested at an international high voltage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French NFC 17-
102

VAJRATM 의 보호반경

VAJRATM 의 보호반경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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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of the VAJRATM 

VAJRATM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VAJRATM 시험성적서 
①
②
③
④
⑤
⑥

Lower Electrods
Triggering Device
Upper Electrodes
Central Pick-Up Rod
Protective Housing
Support Pole

2
3
4
5
6
10

19

28

38

48

48

49

Model No.

등 급
효 율 98% 95% 8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27

41

55

68

69

69

32

48

64

79

79

79

25

38

50

63

64

66

34

52

69

86

87

88

40

59

78

97

97

99

28

42

57

71

72

75

38

57

76

95

96

98

44

65

87

107

107

107

SK340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HIG
HT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Prevectron

The PREVECTRON® is operating in three stages

• The ionization device is charged via the lower electrodes using the ambient electrical field with no external power supply.
• The ionization phenomenon is controlled by a device which detects the appearance of a downward leader The 

PREVECTRON® detects changes within the field, making it the first E.S.E. air terminal to react at the precise moment 
the downward leader develops from the cloud to the ground.

• Early triggering of the upward leader using a system of spark ionization between the upper electrodes and the central 
tip. The PREVECTRON®’s ability to trigger an upward leader ahead of any other protruding point within the protected 
area ensures it will be the preferential point of impact for the lightning discharge.

2

3

4

5

6

10

HIGHT

 23 27 31 30 34 39 33 38 43

 35 41 47 45 52 58 50 57 64

 46 55 63 60 69 78 67 76 85

 58 68 79 75 87 97 84 95 107

 58 69 79 76 87 97 84 96 107

 59 69 79 77 88 99 87 98 109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Model 

No.
Protection

Level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이온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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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of the VAJRATM 

VAJRATM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VAJRATM 시험성적서 
①
②
③
④
⑤
⑥

Lower Electrods
Triggering Device
Upper Electrodes
Central Pick-Up Rod
Protective Housing
Support Pole

2
3
4
5
6
10

19

28

38

48

48

49

Model No.

등 급
효 율 98% 95% 8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27

41

55

68

69

69

32

48

64

79

79

79

25

38

50

63

64

66

34

52

69

86

87

88

40

59

78

97

97

99

28

42

57

71

72

75

38

57

76

95

96

98

44

65

87

107

107

107

SK340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HIG
HT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Prevectron

The PREVECTRON® is operating in three stages

• The ionization device is charged via the lower electrodes using the ambient electrical field with no external power supply.
• The ionization phenomenon is controlled by a device which detects the appearance of a downward leader The 

PREVECTRON® detects changes within the field, making it the first E.S.E. air terminal to react at the precise moment 
the downward leader develops from the cloud to the ground.

• Early triggering of the upward leader using a system of spark ionization between the upper electrodes and the central 
tip. The PREVECTRON®’s ability to trigger an upward leader ahead of any other protruding point within the protected 
area ensures it will be the preferential point of impact for the lightning discharge.

2

3

4

5

6

10

HIGHT

 23 27 31 30 34 39 33 38 43

 35 41 47 45 52 58 50 57 64

 46 55 63 60 69 78 67 76 85

 58 68 79 75 87 97 84 95 107

 58 69 79 76 87 97 84 96 107

 59 69 79 77 88 99 87 98 109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Model 

No.
Protection

Level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이온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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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Model 
No.

Protection
Level

13
19
25
31
18
25
32
39
20
28
36
43

25
38
51
63
36
51
65
78
40
57
72
85

32
48
63
79
46
64
81
97
52
72
90
107

33
49
64
79
47
65
82
98
54
73
91
108

34
49
64
79
49
66
83
99
56
75
92
109

35
50
65
80
55
71
86
102
63
81
97
113

2 4 6 8 10 20
Height(m)

19
28
38
48
49
50
50
50
50

27
41
55
68
69
70
70
70
70

32
48
64
79
79
80
80
80
80

25
38
50
63
66
68
70
75
75

34
52
69
86
88
90
92
95
95

40
59
78
97
99
101
102
105
105

28
42
57
71
75
78
80
88
90

38
57
76
95
98
100
102
109
110

44
65
87
107
109
111
113
119
120

2
3
4
5
10
15
20
45
60

Height
(M) P-30 P-40 P-60 P-30 P-40 P-60 P-30 P-40 6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 The Plus ESE air terminal stabilizes the 
ionization process through regular corona 
effects and produces streamers regularly.

• The Plus ESE air terminal increases streamer 
emission heights to drive downward reader to 
the predetermined point of lightning strike.

• The Plus series adequately controls the initial 
corona effects.

• The Plus ESE air terminal captures a large 
amount of ions and thus requires controlling 
of upward streamer’s emission period versus 
the battery speed of downward streamer

Saint-Elmo consists of CAPTURE HEAD, SUPPORT POLE and TRANSDUCER 
(piezoelectric stimulator). TRANSDUCER is built in the lower part of the pole and 
consists of piezoelectric ceramics stressed in an insulating container, which is 
combined with simple and completely reliable loading system. A high-voltage 
cable running along the interior of the pole connects the simulators to the emitter 
point.

It uses Piezoelectric ceramics & stimulation technology. It also offers
• Reduction of corona effect excitation time and lowering of the breakdown potential
• The increase of the local electric field
• The presence of a seed electron at the capture point 
• The creation of rising ionized air channel (up streamer) in the prolongation of the lightning conductor

Features

고전압 펄스식
Plus series

고전압 펄스식
Saint Elmo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FRANKLIN-Rod 의 특징

고성능 기계식 피뢰침 FRANKLIN-Rod 는 기계적 방식의 무전압 이온방
사형으로써 고전압 펄스방식의 ESE 피뢰침과 달리, 기계식 공기 절연파
괴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입니다. FRANKLIN-Rod 는 일반 피뢰침을 개
선한 제품으로, 고전압 펄스식 ESE 피뢰침보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보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적용 기준은 KSC 
IEC 62305-1 로서 일반 피뢰침과 동일합니다.

High quality mechanical air terminal, the FRANKLIN-Rod uses the 
mechanical(non electric circuitry) streamer emission method, which 
is in contrast with the high voltage pulse type ESE air terminals, uses 
the mechanical air insulation destruction mechanism. The FRANKLIN-
Rod allows more economic condition than the high voltage pulse ESE 
air terminals owing to using improved method in comparison with the 
typical conventional air terminals’. It can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IEC 62305-1.

FRANKLIN 피뢰침
FRANKLIN lightning rods

일반 피뢰침
Standard lightning rods

선행 스트리머 방사 및 패러데이 방식 조합

회전구체법 적용 (KSC IEC 62305-1)

회전구체 내부 

높은 보호 효율 (98% 이상)

미려한 외관

스테인리스 재질

수동적 스크리머 방식

회전구체법 적용 (KSC IEC 62305-1)

회전구체 내부 

낮은 보호 효율 (80% 정도)

혐오스러운 외관

부식되기 쉬운 강재

Combination of early streamer emission method & faraday method

Rolling sphere method (IEC 62305-1)

Inner area of rolling sphere

Higher Efficiency, at least 98%

Elegant shape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비교 항목
Items

Principles

Application Standard

Protection area

Efficiency 

Design

Materials

Passive streamer emission method

Rolling sphere method (IEC 62305-1)

Inner area of rolling sphere

Higher Efficiency, at least 98%

Disgusting shape

Steel structure which is easy to corrode

Comparison between Franklin lightning rods and standard lightning rods

◈ 높은 보호성능 Superior protection efficiency

◈ 합리적인 가격 Reasonable Price

◈ IEC 62305-1 표준 규격 적용 Application of IEC 62305-1 standard

◈ 미려한 외관 Good Design

◈ 스테인리스 재질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Features

FRANKLIN-Rod 고성능 기계식 피뢰침
High Quality Mechanical Air Terminal

FRANKLIN 피뢰침과 일반 피뢰침의 비교

원리

적용 근거

보호 범위

효율

외관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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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port of the VAJRATM 

VAJRATM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VAJRATM 시험성적서 
①
②
③
④
⑤
⑥

Lower Electrods
Triggering Device
Upper Electrodes
Central Pick-Up Rod
Protective Housing
Support Pole

2
3
4
5
6
10

19

28

38

48

48

49

Model No.

등 급
효 율 98% 95% 8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27

41

55

68

69

69

32

48

64

79

79

79

25

38

50

63

64

66

34

52

69

86

87

88

40

59

78

97

97

99

28

42

57

71

72

75

38

57

76

95

96

98

44

65

87

107

107

107

SK340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SK340

HIG
HT

이온방사형 ESE 피뢰침
Prevectron

The PREVECTRON® is operating in three stages

• The ionization device is charged via the lower electrodes using the ambient electrical field with no external power supply.
• The ionization phenomenon is controlled by a device which detects the appearance of a downward leader The 

PREVECTRON® detects changes within the field, making it the first E.S.E. air terminal to react at the precise moment 
the downward leader develops from the cloud to the ground.

• Early triggering of the upward leader using a system of spark ionization between the upper electrodes and the central 
tip. The PREVECTRON®’s ability to trigger an upward leader ahead of any other protruding point within the protected 
area ensures it will be the preferential point of impact for the lightning discharge.

2

3

4

5

6

10

HIGHT

 23 27 31 30 34 39 33 38 43

 35 41 47 45 52 58 50 57 64

 46 55 63 60 69 78 67 76 85

 58 68 79 75 87 97 84 95 107

 58 69 79 76 87 97 84 96 107

 59 69 79 77 88 99 87 98 109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S 3.40 S 4.50 S 6.60
Model 

No.
Protection

Level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이온방사형 유도광역 피뢰침 

Ion Discharge type 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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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Model 
No.

Protection
Level

13
19
25
31
18
25
32
39
20
28
36
43

25
38
51
63
36
51
65
78
40
57
72
85

32
48
63
79
46
64
81
97
52
72
90
107

33
49
64
79
47
65
82
98
54
73
91
108

34
49
64
79
49
66
83
99
56
75
92
109

35
50
65
80
55
71
86
102
63
81
97
113

2 4 6 8 10 20
Height(m)

19
28
38
48
49
50
50
50
50

27
41
55
68
69
70
70
70
70

32
48
64
79
79
80
80
80
80

25
38
50
63
66
68
70
75
75

34
52
69
86
88
90
92
95
95

40
59
78
97
99
101
102
105
105

28
42
57
71
75
78
80
88
90

38
57
76
95
98
100
102
109
110

44
65
87
107
109
111
113
119
120

2
3
4
5
10
15
20
45
60

Height
(M) P-30 P-40 P-60 P-30 P-40 P-60 P-30 P-40 6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 The Plus ESE air terminal stabilizes the 
ionization process through regular corona 
effects and produces streamers regularly.

• The Plus ESE air terminal increases streamer 
emission heights to drive downward reader to 
the predetermined point of lightning strike.

• The Plus series adequately controls the initial 
corona effects.

• The Plus ESE air terminal captures a large 
amount of ions and thus requires controlling 
of upward streamer’s emission period versus 
the battery speed of downward streamer

Saint-Elmo consists of CAPTURE HEAD, SUPPORT POLE and TRANSDUCER 
(piezoelectric stimulator). TRANSDUCER is built in the lower part of the pole and 
consists of piezoelectric ceramics stressed in an insulating container, which is 
combined with simple and completely reliable loading system. A high-voltage 
cable running along the interior of the pole connects the simulators to the emitter 
point.

It uses Piezoelectric ceramics & stimulation technology. It also offers
• Reduction of corona effect excitation time and lowering of the breakdown potential
• The increase of the local electric field
• The presence of a seed electron at the capture point 
• The creation of rising ionized air channel (up streamer) in the prolongation of the lightning conductor

Features

고전압 펄스식
Plus series

고전압 펄스식
Saint Elmo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FRANKLIN-Rod 의 특징

고성능 기계식 피뢰침 FRANKLIN-Rod 는 기계적 방식의 무전압 이온방
사형으로써 고전압 펄스방식의 ESE 피뢰침과 달리, 기계식 공기 절연파
괴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입니다. FRANKLIN-Rod 는 일반 피뢰침을 개
선한 제품으로, 고전압 펄스식 ESE 피뢰침보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보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적용 기준은 KSC 
IEC 62305-1 로서 일반 피뢰침과 동일합니다.

High quality mechanical air terminal, the FRANKLIN-Rod uses the 
mechanical(non electric circuitry) streamer emission method, which 
is in contrast with the high voltage pulse type ESE air terminals, uses 
the mechanical air insulation destruction mechanism. The FRANKLIN-
Rod allows more economic condition than the high voltage pulse ESE 
air terminals owing to using improved method in comparison with the 
typical conventional air terminals’. It can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IEC 62305-1.

FRANKLIN 피뢰침
FRANKLIN lightning rods

일반 피뢰침
Standard lightning rods

선행 스트리머 방사 및 패러데이 방식 조합

회전구체법 적용 (KSC IEC 62305-1)

회전구체 내부 

높은 보호 효율 (98% 이상)

미려한 외관

스테인리스 재질

수동적 스크리머 방식

회전구체법 적용 (KSC IEC 62305-1)

회전구체 내부 

낮은 보호 효율 (80% 정도)

혐오스러운 외관

부식되기 쉬운 강재

Combination of early streamer emission method & faraday method

Rolling sphere method (IEC 62305-1)

Inner area of rolling sphere

Higher Efficiency, at least 98%

Elegant shape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비교 항목
Items

Principles

Application Standard

Protection area

Efficiency 

Design

Materials

Passive streamer emission method

Rolling sphere method (IEC 62305-1)

Inner area of rolling sphere

Higher Efficiency, at least 98%

Disgusting shape

Steel structure which is easy to corrode

Comparison between Franklin lightning rods and standard lightning rods

◈ 높은 보호성능 Superior protection efficiency

◈ 합리적인 가격 Reasonable Price

◈ IEC 62305-1 표준 규격 적용 Application of IEC 62305-1 standard

◈ 미려한 외관 Good Design

◈ 스테인리스 재질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Features

FRANKLIN-Rod 고성능 기계식 피뢰침
High Quality Mechanical Air Terminal

FRANKLIN 피뢰침과 일반 피뢰침의 비교

원리

적용 근거

보호 범위

효율

외관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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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Model 
No.

Protection
Level

13
19
25
31
18
25
32
39
20
28
36
43

25
38
51
63
36
51
65
78
40
57
72
85

32
48
63
79
46
64
81
97
52
72
90
107

33
49
64
79
47
65
82
98
54
73
91
108

34
49
64
79
49
66
83
99
56
75
92
109

35
50
65
80
55
71
86
102
63
81
97
113

2 4 6 8 10 20
Height(m)

19
28
38
48
49
50
50
50
50

27
41
55
68
69
70
70
70
70

32
48
64
79
79
80
80
80
80

25
38
50
63
66
68
70
75
75

34
52
69
86
88
90
92
95
95

40
59
78
97
99
101
102
105
105

28
42
57
71
75
78
80
88
90

38
57
76
95
98
100
102
109
110

44
65
87
107
109
111
113
119
120

2
3
4
5
10
15
20
45
60

Height
(M) P-30 P-40 P-60 P-30 P-40 P-60 P-30 P-40 6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 The Plus ESE air terminal stabilizes the 
ionization process through regular corona 
effects and produces streamers regularly.

• The Plus ESE air terminal increases streamer 
emission heights to drive downward reader to 
the predetermined point of lightning strike.

• The Plus series adequately controls the initial 
corona effects.

• The Plus ESE air terminal captures a large 
amount of ions and thus requires controlling 
of upward streamer’s emission period versus 
the battery speed of downward streamer

Saint-Elmo consists of CAPTURE HEAD, SUPPORT POLE and TRANSDUCER 
(piezoelectric stimulator). TRANSDUCER is built in the lower part of the pole and 
consists of piezoelectric ceramics stressed in an insulating container, which is 
combined with simple and completely reliable loading system. A high-voltage 
cable running along the interior of the pole connects the simulators to the emitter 
point.

It uses Piezoelectric ceramics & stimulation technology. It also offers
• Reduction of corona effect excitation time and lowering of the breakdown potential
• The increase of the local electric field
• The presence of a seed electron at the capture point 
• The creation of rising ionized air channel (up streamer) in the prolongation of the lightning conductor

Features

고전압 펄스식
Plus series

고전압 펄스식
Saint Elmo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FRANKLIN-Rod 의 특징

고성능 기계식 피뢰침 FRANKLIN-Rod 는 기계적 방식의 무전압 이온방
사형으로써 고전압 펄스방식의 ESE 피뢰침과 달리, 기계식 공기 절연파
괴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입니다. FRANKLIN-Rod 는 일반 피뢰침을 개
선한 제품으로, 고전압 펄스식 ESE 피뢰침보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보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적용 기준은 KSC 
IEC 62305-1 로서 일반 피뢰침과 동일합니다.

High quality mechanical air terminal, the FRANKLIN-Rod uses the 
mechanical(non electric circuitry) streamer emission method, which 
is in contrast with the high voltage pulse type ESE air terminals, uses 
the mechanical air insulation destruction mechanism. The FRANKLIN-
Rod allows more economic condition than the high voltage pulse ESE 
air terminals owing to using improved method in comparison with the 
typical conventional air terminals’. It can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IEC 62305-1.

FRANKLIN 피뢰침
FRANKLIN lightning rods

일반 피뢰침
Standard lightning rods

선행 스트리머 방사 및 패러데이 방식 조합

회전구체법 적용 (KSC IEC 62305-1)

회전구체 내부 

높은 보호 효율 (98% 이상)

미려한 외관

스테인리스 재질

수동적 스크리머 방식

회전구체법 적용 (KSC IEC 62305-1)

회전구체 내부 

낮은 보호 효율 (80% 정도)

혐오스러운 외관

부식되기 쉬운 강재

Combination of early streamer emission method & faraday method

Rolling sphere method (IEC 62305-1)

Inner area of rolling sphere

Higher Efficiency, at least 98%

Elegant shape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비교 항목
Items

Principles

Application Standard

Protection area

Efficiency 

Design

Materials

Passive streamer emission method

Rolling sphere method (IEC 62305-1)

Inner area of rolling sphere

Higher Efficiency, at least 98%

Disgusting shape

Steel structure which is easy to corrode

Comparison between Franklin lightning rods and standard lightning rods

◈ 높은 보호성능 Superior protection efficiency

◈ 합리적인 가격 Reasonable Price

◈ IEC 62305-1 표준 규격 적용 Application of IEC 62305-1 standard

◈ 미려한 외관 Good Design

◈ 스테인리스 재질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Features

FRANKLIN-Rod 고성능 기계식 피뢰침
High Quality Mechanical Air Terminal

FRANKLIN 피뢰침과 일반 피뢰침의 비교

원리

적용 근거

보호 범위

효율

외관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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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Horizontal Conductor Lightning Protective System

◈ 넓은 동작 범위 / 1kA(8/20㎲) ~ 100kA(10/350㎲)
 Broad detection range from 1kA(8/20㎲) up to 100kA(10/350㎲)

◈ 옥외 방수구조 
 Waterproof

◈ 외부 전원 불필요 
 Unnecessary external power supply

◈ 소형 경량(75 X 105 X 65mm) 
 Light weight and small size (75 X 105 X 65mm)

◈ 취급, 설치 간편
 Easy to handle

Induction wire 
or grounding wire

A side view A plane figure

스틸밴드를 사용하여 인하도선 또는 접지도체에 부착
Use the steel bend to attach the ALC-100 to a down/grounding conductor

유도된 기전력을 인식하여 동작
Automatically sensing the induced current to work

비절연도체(나동선)에 설치치 스틸밴드 절연
Insulate the steel band when you install the ALC-100 to a bare conductor.

Lightning Counter 낙뢰 전류 카운터
ALC-100

ALC-100은 낙뢰로 인해 인하도선이나 건물내 접지도체에 흐르는 전류
를 계수하는 낙뢰 전류 카운터 제품입니다.  ALC-100은 피뢰설비 관리
자에게 유용한 피뢰설비 운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도선의 절단 작업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취급이 간편하고, 방수 구조로 옥외환경에 설치하
여 운영할 경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The ALC-100 is a lightning current counter that counts the number of 
current pulses occurring with lighting in the down conductor of a extra 
lighting protective system or the grounding conductor in a building. 
The ALC-100 would make it to be convenient for the LPS supervisor to 
manage the LPS actually. It is easy to install the ALC-100 without cutting 
the cables, and it also could be positioned without additional housing at 
outdoor atmosphere because it was designed to be waterproof. 

ALC-100 의 설치

수평도체 피뢰시스템 

Features
ALC-100 의 특징

수평도체 Horizontal Conductor

건축물의 옥탑 및 지붕층에 설치되는 피뢰시스
템으로 피뢰도선, 지지금구 일체식 연결방식으
로 구성된다. 기존의 피뢰시스템은 구성요소간
의 물질이 동일하지 못하였고,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 약한 내구성으로  문제가 번번히 발생하
였다. 피뢰시스템의 구성요소 (피뢰도선, 지지
금구, 일체식 연결, 이완수축방지용)의 동일한 
물질 (알루미늄)로  일원화하여 이중접촉부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고, 크롬도금을 통하여 부
식을 방지하였을 뿐만아니라  미관이 수려하다. 
모든 부속과 알루미늄봉은 크롬도금으로 제품
의 수명연장과 전기적 연속성을 극대화한다. 내
구성에 강한 물질 사용으로 기존의 피뢰시스템
을 개선한 신개념 피뢰시스템이다

The horizontal conductor lightning protective  
system are installed at the top of structure and 
roof and it’s compose of  conducting wire and 
supporter as unified system.
The previous lightning protective system are 
not used same material and has not endurance 
for the long term outside exposure. But 
this horizontal conductor (conducting wire, 
supporter, and extension joint) are consist 
of same material of aluminum. So it can be 
protect corrosion from the source., and also 
has good appearance by chrome plating.
Every parts and aluminum rod plated by 
chrome for optimizing the life-time and 
continuance of electricity.

적 용 기 준 (Standard)

보 호 방 법 (Protection Method)

주 요 특 징 
(Main Feature)

수뢰부 
(Lightning Protective System)

설치간격 (Space of Installation)

회전 구체법 (Rolling Sphere Radius)

이중금속접촉부식방지 (피뢰시스템 구성물질 일원화)기
존의 크램프나 압착방식에 비해 작업이 용이하다.내구
성에 강한 소재 사용우수한 가격 경쟁력 (동제품에 비해 
30%정도 절감)
수려한 미관 (크롬도금으로 개방된 옥상에도 적합) 
설치 용이 (동봉과 비교하여 가벼움)
연결부의 일체식화하여 별도의 크램프가 필요하지 않다.
 (BOLT, NUT 조립방식)

수평도체 Horizontal Conductor 
(알루미늄 Aluminum 8mm) 

1m ~ 1.5m

KSC IEC 62305, 전기설비 기술 기준  Standard of electric equipment

제 품 의 특 징 (Feature)

Used same material for whole component
Easier work to clamp or press working method
Good endurance material
Competitive Price (save 30% for copper)
Good appearance (chrome plating)
Easy to install (lighter than copper rod)
No need extra clamp
(Unified joint part, BOLT, NUT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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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SE6
SE9
SE12
SE15

Model 
No.

Protection
Level

13
19
25
31
18
25
32
39
20
28
36
43

25
38
51
63
36
51
65
78
40
57
72
85

32
48
63
79
46
64
81
97
52
72
90
107

33
49
64
79
47
65
82
98
54
73
91
108

34
49
64
79
49
66
83
99
56
75
92
109

35
50
65
80
55
71
86
102
63
81
97
113

2 4 6 8 10 20
Height(m)

19
28
38
48
49
50
50
50
50

27
41
55
68
69
70
70
70
70

32
48
64
79
79
80
80
80
80

25
38
50
63
66
68
70
75
75

34
52
69
86
88
90
92
95
95

40
59
78
97
99
101
102
105
105

28
42
57
71
75
78
80
88
90

38
57
76
95
98
100
102
109
110

44
65
87
107
109
111
113
119
120

2
3
4
5
10
15
20
45
60

Height
(M) P-30 P-40 P-60 P-30 P-40 P-60 P-30 P-40 60

Level 1 (NP1) Level 2 (NP2) Level 3 (NP3)

• The Plus ESE air terminal stabilizes the 
ionization process through regular corona 
effects and produces streamers regularly.

• The Plus ESE air terminal increases streamer 
emission heights to drive downward reader to 
the predetermined point of lightning strike.

• The Plus series adequately controls the initial 
corona effects.

• The Plus ESE air terminal captures a large 
amount of ions and thus requires controlling 
of upward streamer’s emission period versus 
the battery speed of downward streamer

Saint-Elmo consists of CAPTURE HEAD, SUPPORT POLE and TRANSDUCER 
(piezoelectric stimulator). TRANSDUCER is built in the lower part of the pole and 
consists of piezoelectric ceramics stressed in an insulating container, which is 
combined with simple and completely reliable loading system. A high-voltage 
cable running along the interior of the pole connects the simulators to the emitter 
point.

It uses Piezoelectric ceramics & stimulation technology. It also offers
• Reduction of corona effect excitation time and lowering of the breakdown potential
• The increase of the local electric field
• The presence of a seed electron at the capture point 
• The creation of rising ionized air channel (up streamer) in the prolongation of the lightning conductor

Features

고전압 펄스식
Plus series

고전압 펄스식
Saint Elmo

Early Streamer Emission Air Terminals
ESE Air Terminals 고전압 펄스식 유도광역 피뢰침 

High Voltage Pulse type

FRANKLIN-Rod 의 특징

고성능 기계식 피뢰침 FRANKLIN-Rod 는 기계적 방식의 무전압 이온방
사형으로써 고전압 펄스방식의 ESE 피뢰침과 달리, 기계식 공기 절연파
괴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입니다. FRANKLIN-Rod 는 일반 피뢰침을 개
선한 제품으로, 고전압 펄스식 ESE 피뢰침보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보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적용 기준은 KSC 
IEC 62305-1 로서 일반 피뢰침과 동일합니다.

High quality mechanical air terminal, the FRANKLIN-Rod uses the 
mechanical(non electric circuitry) streamer emission method, which 
is in contrast with the high voltage pulse type ESE air terminals, uses 
the mechanical air insulation destruction mechanism. The FRANKLIN-
Rod allows more economic condition than the high voltage pulse ESE 
air terminals owing to using improved method in comparison with the 
typical conventional air terminals’. It can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IEC 62305-1.

FRANKLIN 피뢰침
FRANKLIN lightning rods

일반 피뢰침
Standard lightning rods

선행 스트리머 방사 및 패러데이 방식 조합

회전구체법 적용 (KSC IEC 62305-1)

회전구체 내부 

높은 보호 효율 (98% 이상)

미려한 외관

스테인리스 재질

수동적 스크리머 방식

회전구체법 적용 (KSC IEC 62305-1)

회전구체 내부 

낮은 보호 효율 (80% 정도)

혐오스러운 외관

부식되기 쉬운 강재

Combination of early streamer emission method & faraday method

Rolling sphere method (IEC 62305-1)

Inner area of rolling sphere

Higher Efficiency, at least 98%

Elegant shape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비교 항목
Items

Principles

Application Standard

Protection area

Efficiency 

Design

Materials

Passive streamer emission method

Rolling sphere method (IEC 62305-1)

Inner area of rolling sphere

Higher Efficiency, at least 98%

Disgusting shape

Steel structure which is easy to corrode

Comparison between Franklin lightning rods and standard lightning rods

◈ 높은 보호성능 Superior protection efficiency

◈ 합리적인 가격 Reasonable Price

◈ IEC 62305-1 표준 규격 적용 Application of IEC 62305-1 standard

◈ 미려한 외관 Good Design

◈ 스테인리스 재질 Stainless steel construction

Features

FRANKLIN-Rod 고성능 기계식 피뢰침
High Quality Mechanical Air Terminal

FRANKLIN 피뢰침과 일반 피뢰침의 비교

원리

적용 근거

보호 범위

효율

외관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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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Horizontal Conductor Lightning Protective System

◈ 넓은 동작 범위 / 1kA(8/20㎲) ~ 100kA(10/350㎲)
 Broad detection range from 1kA(8/20㎲) up to 100kA(10/350㎲)

◈ 옥외 방수구조 
 Waterproof

◈ 외부 전원 불필요 
 Unnecessary external power supply

◈ 소형 경량(75 X 105 X 65mm) 
 Light weight and small size (75 X 105 X 65mm)

◈ 취급, 설치 간편
 Easy to handle

Induction wire 
or grounding wire

A side view A plane figure

스틸밴드를 사용하여 인하도선 또는 접지도체에 부착
Use the steel bend to attach the ALC-100 to a down/grounding conductor

유도된 기전력을 인식하여 동작
Automatically sensing the induced current to work

비절연도체(나동선)에 설치치 스틸밴드 절연
Insulate the steel band when you install the ALC-100 to a bare conductor.

Lightning Counter 낙뢰 전류 카운터
ALC-100

ALC-100은 낙뢰로 인해 인하도선이나 건물내 접지도체에 흐르는 전류
를 계수하는 낙뢰 전류 카운터 제품입니다.  ALC-100은 피뢰설비 관리
자에게 유용한 피뢰설비 운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도선의 절단 작업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취급이 간편하고, 방수 구조로 옥외환경에 설치하
여 운영할 경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The ALC-100 is a lightning current counter that counts the number of 
current pulses occurring with lighting in the down conductor of a extra 
lighting protective system or the grounding conductor in a building. 
The ALC-100 would make it to be convenient for the LPS supervisor to 
manage the LPS actually. It is easy to install the ALC-100 without cutting 
the cables, and it also could be positioned without additional housing at 
outdoor atmosphere because it was designed to be waterproof. 

ALC-100 의 설치

수평도체 피뢰시스템 

Features
ALC-100 의 특징

수평도체 Horizontal Conductor

건축물의 옥탑 및 지붕층에 설치되는 피뢰시스
템으로 피뢰도선, 지지금구 일체식 연결방식으
로 구성된다. 기존의 피뢰시스템은 구성요소간
의 물질이 동일하지 못하였고,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 약한 내구성으로  문제가 번번히 발생하
였다. 피뢰시스템의 구성요소 (피뢰도선, 지지
금구, 일체식 연결, 이완수축방지용)의 동일한 
물질 (알루미늄)로  일원화하여 이중접촉부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고, 크롬도금을 통하여 부
식을 방지하였을 뿐만아니라  미관이 수려하다. 
모든 부속과 알루미늄봉은 크롬도금으로 제품
의 수명연장과 전기적 연속성을 극대화한다. 내
구성에 강한 물질 사용으로 기존의 피뢰시스템
을 개선한 신개념 피뢰시스템이다

The horizontal conductor lightning protective  
system are installed at the top of structure and 
roof and it’s compose of  conducting wire and 
supporter as unified system.
The previous lightning protective system are 
not used same material and has not endurance 
for the long term outside exposure. But 
this horizontal conductor (conducting wire, 
supporter, and extension joint) are consist 
of same material of aluminum. So it can be 
protect corrosion from the source., and also 
has good appearance by chrome plating.
Every parts and aluminum rod plated by 
chrome for optimizing the life-time and 
continuance of electricity.

적 용 기 준 (Standard)

보 호 방 법 (Protection Method)

주 요 특 징 
(Main Feature)

수뢰부 
(Lightning Protective System)

설치간격 (Space of Installation)

회전 구체법 (Rolling Sphere Radius)

이중금속접촉부식방지 (피뢰시스템 구성물질 일원화)기
존의 크램프나 압착방식에 비해 작업이 용이하다.내구
성에 강한 소재 사용우수한 가격 경쟁력 (동제품에 비해 
30%정도 절감)
수려한 미관 (크롬도금으로 개방된 옥상에도 적합) 
설치 용이 (동봉과 비교하여 가벼움)
연결부의 일체식화하여 별도의 크램프가 필요하지 않다.
 (BOLT, NUT 조립방식)

수평도체 Horizontal Conductor 
(알루미늄 Aluminum 8mm) 

1m ~ 1.5m

KSC IEC 62305, 전기설비 기술 기준  Standard of electric equipment

제 품 의 특 징 (Feature)

Used same material for whole component
Easier work to clamp or press working method
Good endurance material
Competitive Price (save 30% for copper)
Good appearance (chrome plating)
Easy to install (lighter than copper rod)
No need extra clamp
(Unified joint part, BOLT, NUT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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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Horizontal Conductor Lightning Protective System

◈ 넓은 동작 범위 / 1kA(8/20㎲) ~ 100kA(10/350㎲)
 Broad detection range from 1kA(8/20㎲) up to 100kA(10/350㎲)

◈ 옥외 방수구조 
 Waterproof

◈ 외부 전원 불필요 
 Unnecessary external power supply

◈ 소형 경량(75 X 105 X 65mm) 
 Light weight and small size (75 X 105 X 65mm)

◈ 취급, 설치 간편
 Easy to handle

Induction wire 
or grounding wire

A side view A plane figure

스틸밴드를 사용하여 인하도선 또는 접지도체에 부착
Use the steel bend to attach the ALC-100 to a down/grounding conductor

유도된 기전력을 인식하여 동작
Automatically sensing the induced current to work

비절연도체(나동선)에 설치치 스틸밴드 절연
Insulate the steel band when you install the ALC-100 to a bare conductor.

Lightning Counter 낙뢰 전류 카운터
ALC-100

ALC-100은 낙뢰로 인해 인하도선이나 건물내 접지도체에 흐르는 전류
를 계수하는 낙뢰 전류 카운터 제품입니다.  ALC-100은 피뢰설비 관리
자에게 유용한 피뢰설비 운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도선의 절단 작업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취급이 간편하고, 방수 구조로 옥외환경에 설치하
여 운영할 경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The ALC-100 is a lightning current counter that counts the number of 
current pulses occurring with lighting in the down conductor of a extra 
lighting protective system or the grounding conductor in a building. 
The ALC-100 would make it to be convenient for the LPS supervisor to 
manage the LPS actually. It is easy to install the ALC-100 without cutting 
the cables, and it also could be positioned without additional housing at 
outdoor atmosphere because it was designed to be waterproof. 

ALC-100 의 설치

수평도체 피뢰시스템 

Features
ALC-100 의 특징

수평도체 Horizontal Conductor

건축물의 옥탑 및 지붕층에 설치되는 피뢰시스
템으로 피뢰도선, 지지금구 일체식 연결방식으
로 구성된다. 기존의 피뢰시스템은 구성요소간
의 물질이 동일하지 못하였고,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 약한 내구성으로  문제가 번번히 발생하
였다. 피뢰시스템의 구성요소 (피뢰도선, 지지
금구, 일체식 연결, 이완수축방지용)의 동일한 
물질 (알루미늄)로  일원화하여 이중접촉부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고, 크롬도금을 통하여 부
식을 방지하였을 뿐만아니라  미관이 수려하다. 
모든 부속과 알루미늄봉은 크롬도금으로 제품
의 수명연장과 전기적 연속성을 극대화한다. 내
구성에 강한 물질 사용으로 기존의 피뢰시스템
을 개선한 신개념 피뢰시스템이다

The horizontal conductor lightning protective  
system are installed at the top of structure and 
roof and it’s compose of  conducting wire and 
supporter as unified system.
The previous lightning protective system are 
not used same material and has not endurance 
for the long term outside exposure. But 
this horizontal conductor (conducting wire, 
supporter, and extension joint) are consist 
of same material of aluminum. So it can be 
protect corrosion from the source., and also 
has good appearance by chrome plating.
Every parts and aluminum rod plated by 
chrome for optimizing the life-time and 
continuance of electricity.

적 용 기 준 (Standard)

보 호 방 법 (Protection Method)

주 요 특 징 
(Main Feature)

수뢰부 
(Lightning Protective System)

설치간격 (Space of Installation)

회전 구체법 (Rolling Sphere Radius)

이중금속접촉부식방지 (피뢰시스템 구성물질 일원화)기
존의 크램프나 압착방식에 비해 작업이 용이하다.내구
성에 강한 소재 사용우수한 가격 경쟁력 (동제품에 비해 
30%정도 절감)
수려한 미관 (크롬도금으로 개방된 옥상에도 적합) 
설치 용이 (동봉과 비교하여 가벼움)
연결부의 일체식화하여 별도의 크램프가 필요하지 않다.
 (BOLT, NUT 조립방식)

수평도체 Horizontal Conductor 
(알루미늄 Aluminum 8mm) 

1m ~ 1.5m

KSC IEC 62305, 전기설비 기술 기준  Standard of electric equipment

제 품 의 특 징 (Feature)

Used same material for whole component
Easier work to clamp or press working method
Good endurance material
Competitive Price (save 30% for copper)
Good appearance (chrome plating)
Easy to install (lighter than copper rod)
No need extra clamp
(Unified joint part, BOLT, NUT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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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붕 난간 (Roof Rail)
2. 가요 도체 (Conductor)  
3. 접속점 (Connection Point)
4. T-접속점 (T-Connection)

5. 수뢰도체 고정 (Fix Conductor)
6. 방수부싱을 통과하는 피뢰시스템
 (Through Bushing)
7. 강철 고정대 (Iron Fixer)
8. 접속점 (Connection point)

A : 500 - 1 000 mm

범례

지붕 난간의 금속제 덮개를 수뢰도체로 사용해도 되며, 피뢰시스템의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된 강철 고정대에 접속한다. 
Possible to use metal cover of roof rail as lightning protective system and it should be connected with iron fixer which are used natural 
conducting wire.

경사진 지붕의 용마루상의 피뢰
도체와 지붕인하도선의 시설
Connecting lightning conductor 
and conducting wire

보호각 수뢰설계법을
이용한 굴뚝 보호용
피뢰침의 시설
Lightning rod for protection 
chimney using by protected 
degree method

물홈통에 접속하는
인하도선의 시설
Connecting conducting wire 
to water drain pipe

인하도선의 시험용
접속점과 배수관에
접속하는 본딩의 시설
Bonding system connecting  
conducting wire with test 
connection point

그림  -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된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한 피뢰시스템의 구성
Picture – Lightning Protection System Using by Natural Conductor installed at Roof

수평도체 Horizontal Conductor

508) 
50
708) 
2008)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7)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원형 단선3), 4) (Round type wire)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7)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구리 (Copper)

주석도금한 구리1)

(Tin-Plated Copper)

알루미늄 (Aluminum)

용융아연도금강2)

(Melted Zinc Plated Metal)

스테인리스강5)

(Stainless)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직경 (Diameter) 16 mm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직경 (Diameter) 16 mm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5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직경 (Diameter) 16 mm

508) 
508) 
508) 
2008)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3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508) 
508) 
508) 

708) 
508) 
508) 

508) 
50
508) 
2008)

재료 (Material) 형상 (Shape) 최소단면적mm2 
(Minimum Size mm2)

해설10 (Remark10)

1) 용융 또는 전기도금피복의 최소두께는 1 ㎛ 이상이다.
2) 피복은 최소 50 ㎛의 두께로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녹슬지 않도록 한다.
3) 단지 피뢰침에 적용할 수 있다.  풍압하중과 같은 기계적 응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경 10 mm, 
   최대길이가 1 m인 피뢰침을 부가적으로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단지 대지에 인입하는 봉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크롬≥16 %, 니켈≥8 %, 탄소≤0.07 %.
6) 가연성 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스테인리스강의 최소크기는 원형 단선은 78 mm2

   (직경 10 mm), 테이프형 단선은 75 mm2 (최소두께 3 mm)이상으로 한다. 
7)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단면적 50 mm2 (직경 8 mm)를 28 mm2 (직경 6 mm)로 줄여도 된다. 
   이 경우 죔쇠 사이의 간격도 줄인다.
8) 열적/기계적 고려가 중요하다면 이들 치수를 테이프형 단선은 60 mm2로 원형 단선은 78 mm2로 증가시킬 
   수 있다. 
9) 10 000 kJ/Ω의 비에너지에 대하여 용융되지 않는 최소단면적은 구리 16 mm2, 알루미늄 25 mm2, 
   강선 50 mm2, 스테인리스강 50 mm2이며, 상세한 사항은 부속서 E에 기술되어 있다. 
10) 두께, 폭, 직경은 ±10 %로 정의된다.

1) The minimum thickness of melted or electric plated cover is more than 1 ㎛.
2) The cover thickness should be more than 50 ㎛ , smooth surface, continuous, and no rust.
3) It can be adopt to only lightning rod. If there’s not much mechanical pressure such as wind pressure, the lightning rod  
 which are less than 1M length and 10mm diameter can be used by additional fix.
4) It can be used conducting rod to the ground.
5) Chrome ≥16%, Nickel ≥8%, Carbon≤0.07%
6) The minimum size of stainless which installed at concrete and contacted with flammable material is more than 78mm2  
 (diameter 10mm)for round type wire and 75mm2 (minimum thickness 3mm)for tape type wire.
7) In case of no need mechanical strength, measure 50mm2(diameter 8mm) can be reduce to 28mm2(diameter 6mm)
8) If thermal/mechanical consideration is important, those measure should be increased 60mm2 for tape type wire and  
 78mm2 for round type wire.
9) For 10 000 kJ/Ω non-energy, minimum size possible to endure melt-down is 16mm2 for copper, 25mm2 for  
 aluminum, 50mm2 for metal, 50mm2 for aluminum.
10) Thickness, width, diameter can be applied ±10%

시공사항 (예)

Example of Installation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9)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원형 단선3), 4), 9) (Round type wire)

테이프형 단선6) (Tape type wire)
원형 단선6)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원형 단선3), 4) (Round typ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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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Horizontal Conductor Lightning Protective System

◈ 넓은 동작 범위 / 1kA(8/20㎲) ~ 100kA(10/350㎲)
 Broad detection range from 1kA(8/20㎲) up to 100kA(10/350㎲)

◈ 옥외 방수구조 
 Waterproof

◈ 외부 전원 불필요 
 Unnecessary external power supply

◈ 소형 경량(75 X 105 X 65mm) 
 Light weight and small size (75 X 105 X 65mm)

◈ 취급, 설치 간편
 Easy to handle

Induction wire 
or grounding wire

A side view A plane figure

스틸밴드를 사용하여 인하도선 또는 접지도체에 부착
Use the steel bend to attach the ALC-100 to a down/grounding conductor

유도된 기전력을 인식하여 동작
Automatically sensing the induced current to work

비절연도체(나동선)에 설치치 스틸밴드 절연
Insulate the steel band when you install the ALC-100 to a bare conductor.

Lightning Counter 낙뢰 전류 카운터
ALC-100

ALC-100은 낙뢰로 인해 인하도선이나 건물내 접지도체에 흐르는 전류
를 계수하는 낙뢰 전류 카운터 제품입니다.  ALC-100은 피뢰설비 관리
자에게 유용한 피뢰설비 운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도선의 절단 작업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취급이 간편하고, 방수 구조로 옥외환경에 설치하
여 운영할 경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The ALC-100 is a lightning current counter that counts the number of 
current pulses occurring with lighting in the down conductor of a extra 
lighting protective system or the grounding conductor in a building. 
The ALC-100 would make it to be convenient for the LPS supervisor to 
manage the LPS actually. It is easy to install the ALC-100 without cutting 
the cables, and it also could be positioned without additional housing at 
outdoor atmosphere because it was designed to be waterproof. 

ALC-100 의 설치

수평도체 피뢰시스템 

Features
ALC-100 의 특징

수평도체 Horizontal Conductor

건축물의 옥탑 및 지붕층에 설치되는 피뢰시스
템으로 피뢰도선, 지지금구 일체식 연결방식으
로 구성된다. 기존의 피뢰시스템은 구성요소간
의 물질이 동일하지 못하였고,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 약한 내구성으로  문제가 번번히 발생하
였다. 피뢰시스템의 구성요소 (피뢰도선, 지지
금구, 일체식 연결, 이완수축방지용)의 동일한 
물질 (알루미늄)로  일원화하여 이중접촉부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고, 크롬도금을 통하여 부
식을 방지하였을 뿐만아니라  미관이 수려하다. 
모든 부속과 알루미늄봉은 크롬도금으로 제품
의 수명연장과 전기적 연속성을 극대화한다. 내
구성에 강한 물질 사용으로 기존의 피뢰시스템
을 개선한 신개념 피뢰시스템이다

The horizontal conductor lightning protective  
system are installed at the top of structure and 
roof and it’s compose of  conducting wire and 
supporter as unified system.
The previous lightning protective system are 
not used same material and has not endurance 
for the long term outside exposure. But 
this horizontal conductor (conducting wire, 
supporter, and extension joint) are consist 
of same material of aluminum. So it can be 
protect corrosion from the source., and also 
has good appearance by chrome plating.
Every parts and aluminum rod plated by 
chrome for optimizing the life-time and 
continuance of electricity.

적 용 기 준 (Standard)

보 호 방 법 (Protection Method)

주 요 특 징 
(Main Feature)

수뢰부 
(Lightning Protective System)

설치간격 (Space of Installation)

회전 구체법 (Rolling Sphere Radius)

이중금속접촉부식방지 (피뢰시스템 구성물질 일원화)기
존의 크램프나 압착방식에 비해 작업이 용이하다.내구
성에 강한 소재 사용우수한 가격 경쟁력 (동제품에 비해 
30%정도 절감)
수려한 미관 (크롬도금으로 개방된 옥상에도 적합) 
설치 용이 (동봉과 비교하여 가벼움)
연결부의 일체식화하여 별도의 크램프가 필요하지 않다.
 (BOLT, NUT 조립방식)

수평도체 Horizontal Conductor 
(알루미늄 Aluminum 8mm) 

1m ~ 1.5m

KSC IEC 62305, 전기설비 기술 기준  Standard of electric equipment

제 품 의 특 징 (Feature)

Used same material for whole component
Easier work to clamp or press working method
Good endurance material
Competitive Price (save 30% for copper)
Good appearance (chrome plating)
Easy to install (lighter than copper rod)
No need extra clamp
(Unified joint part, BOLT, NUT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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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붕 난간 (Roof Rail)
2. 가요 도체 (Conductor)  
3. 접속점 (Connection Point)
4. T-접속점 (T-Connection)

5. 수뢰도체 고정 (Fix Conductor)
6. 방수부싱을 통과하는 피뢰시스템
 (Through Bushing)
7. 강철 고정대 (Iron Fixer)
8. 접속점 (Connection point)

A : 500 - 1 000 mm

범례

지붕 난간의 금속제 덮개를 수뢰도체로 사용해도 되며, 피뢰시스템의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된 강철 고정대에 접속한다. 
Possible to use metal cover of roof rail as lightning protective system and it should be connected with iron fixer which are used natural 
conducting wire.

경사진 지붕의 용마루상의 피뢰
도체와 지붕인하도선의 시설
Connecting lightning conductor 
and conducting wire

보호각 수뢰설계법을
이용한 굴뚝 보호용
피뢰침의 시설
Lightning rod for protection 
chimney using by protected 
degree method

물홈통에 접속하는
인하도선의 시설
Connecting conducting wire 
to water drain pipe

인하도선의 시험용
접속점과 배수관에
접속하는 본딩의 시설
Bonding system connecting  
conducting wire with test 
connection point

그림  -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된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한 피뢰시스템의 구성
Picture – Lightning Protection System Using by Natural Conductor installed at Roof

수평도체 Horizontal Conductor

508) 
50
708) 
2008)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7)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원형 단선3), 4) (Round type wire)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7)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구리 (Copper)

주석도금한 구리1)

(Tin-Plated Copper)

알루미늄 (Aluminum)

용융아연도금강2)

(Melted Zinc Plated Metal)

스테인리스강5)

(Stainless)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직경 (Diameter) 16 mm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직경 (Diameter) 16 mm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5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직경 (Diameter) 16 mm

508) 
508) 
508) 
2008)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3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508) 
508) 
508) 

708) 
508) 
508) 

508) 
50
508) 
2008)

재료 (Material) 형상 (Shape) 최소단면적mm2 
(Minimum Size mm2)

해설10 (Remark10)

1) 용융 또는 전기도금피복의 최소두께는 1 ㎛ 이상이다.
2) 피복은 최소 50 ㎛의 두께로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녹슬지 않도록 한다.
3) 단지 피뢰침에 적용할 수 있다.  풍압하중과 같은 기계적 응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경 10 mm, 
   최대길이가 1 m인 피뢰침을 부가적으로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단지 대지에 인입하는 봉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크롬≥16 %, 니켈≥8 %, 탄소≤0.07 %.
6) 가연성 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스테인리스강의 최소크기는 원형 단선은 78 mm2

   (직경 10 mm), 테이프형 단선은 75 mm2 (최소두께 3 mm)이상으로 한다. 
7)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단면적 50 mm2 (직경 8 mm)를 28 mm2 (직경 6 mm)로 줄여도 된다. 
   이 경우 죔쇠 사이의 간격도 줄인다.
8) 열적/기계적 고려가 중요하다면 이들 치수를 테이프형 단선은 60 mm2로 원형 단선은 78 mm2로 증가시킬 
   수 있다. 
9) 10 000 kJ/Ω의 비에너지에 대하여 용융되지 않는 최소단면적은 구리 16 mm2, 알루미늄 25 mm2, 
   강선 50 mm2, 스테인리스강 50 mm2이며, 상세한 사항은 부속서 E에 기술되어 있다. 
10) 두께, 폭, 직경은 ±10 %로 정의된다.

1) The minimum thickness of melted or electric plated cover is more than 1 ㎛.
2) The cover thickness should be more than 50 ㎛ , smooth surface, continuous, and no rust.
3) It can be adopt to only lightning rod. If there’s not much mechanical pressure such as wind pressure, the lightning rod  
 which are less than 1M length and 10mm diameter can be used by additional fix.
4) It can be used conducting rod to the ground.
5) Chrome ≥16%, Nickel ≥8%, Carbon≤0.07%
6) The minimum size of stainless which installed at concrete and contacted with flammable material is more than 78mm2  
 (diameter 10mm)for round type wire and 75mm2 (minimum thickness 3mm)for tape type wire.
7) In case of no need mechanical strength, measure 50mm2(diameter 8mm) can be reduce to 28mm2(diameter 6mm)
8) If thermal/mechanical consideration is important, those measure should be increased 60mm2 for tape type wire and  
 78mm2 for round type wire.
9) For 10 000 kJ/Ω non-energy, minimum size possible to endure melt-down is 16mm2 for copper, 25mm2 for  
 aluminum, 50mm2 for metal, 50mm2 for aluminum.
10) Thickness, width, diameter can be applied ±10%

시공사항 (예)

Example of Installation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9)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원형 단선3), 4), 9) (Round type wire)

테이프형 단선6) (Tape type wire)
원형 단선6)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원형 단선3), 4) (Round typ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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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50
708) 
2008)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7)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원형 단선3), 4) (Round type wire)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7)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구리 (Copper)

주석도금한 구리1)

(Tin-Plated Copper)

알루미늄 (Aluminum)

용융아연도금강2)

(Melted Zinc Plated Metal)

스테인리스강5)

(Stainless)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직경 (Diameter) 16 mm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직경 (Diameter) 16 mm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5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직경 (Diameter) 16 mm

508) 
508) 
508) 
2008)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2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최소 두께 (Minimum Thickness) 3 mm 
직경 (Diameter) 8 mm
각 소선의 최소직경

(Minimum diameter for each) 1.7 mm

508) 
508) 
508) 

708) 
508) 
508) 

508) 
50
508) 
2008)

재료 (Material) 형상 (Shape) 최소단면적mm2 
(Minimum Size mm2)

해설10 (Remark10)

1) 용융 또는 전기도금피복의 최소두께는 1 ㎛ 이상이다.
2) 피복은 최소 50 ㎛의 두께로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녹슬지 않도록 한다.
3) 단지 피뢰침에 적용할 수 있다.  풍압하중과 같은 기계적 응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경 10 mm, 
   최대길이가 1 m인 피뢰침을 부가적으로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단지 대지에 인입하는 봉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크롬≥16 %, 니켈≥8 %, 탄소≤0.07 %.
6) 가연성 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스테인리스강의 최소크기는 원형 단선은 78 mm2

   (직경 10 mm), 테이프형 단선은 75 mm2 (최소두께 3 mm)이상으로 한다. 
7)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단면적 50 mm2 (직경 8 mm)를 28 mm2 (직경 6 mm)로 줄여도 된다. 
   이 경우 죔쇠 사이의 간격도 줄인다.
8) 열적/기계적 고려가 중요하다면 이들 치수를 테이프형 단선은 60 mm2로 원형 단선은 78 mm2로 증가시킬 
   수 있다. 
9) 10 000 kJ/Ω의 비에너지에 대하여 용융되지 않는 최소단면적은 구리 16 mm2, 알루미늄 25 mm2, 
   강선 50 mm2, 스테인리스강 50 mm2이며, 상세한 사항은 부속서 E에 기술되어 있다. 
10) 두께, 폭, 직경은 ±10 %로 정의된다.

1) The minimum thickness of melted or electric plated cover is more than 1 ㎛.
2) The cover thickness should be more than 50 ㎛ , smooth surface, continuous, and no rust.
3) It can be adopt to only lightning rod. If there’s not much mechanical pressure such as wind pressure, the lightning rod  
 which are less than 1M length and 10mm diameter can be used by additional fix.
4) It can be used conducting rod to the ground.
5) Chrome ≥16%, Nickel ≥8%, Carbon≤0.07%
6) The minimum size of stainless which installed at concrete and contacted with flammable material is more than 78mm2  
 (diameter 10mm)for round type wire and 75mm2 (minimum thickness 3mm)for tape type wire.
7) In case of no need mechanical strength, measure 50mm2(diameter 8mm) can be reduce to 28mm2(diameter 6mm)
8) If thermal/mechanical consideration is important, those measure should be increased 60mm2 for tape type wire and  
 78mm2 for round type wire.
9) For 10 000 kJ/Ω non-energy, minimum size possible to endure melt-down is 16mm2 for copper, 25mm2 for  
 aluminum, 50mm2 for metal, 50mm2 for aluminum.
10) Thickness, width, diameter can be applied ±10%

테이프형 단선 (Tape type wire)
원형 단선9)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원형 단선3), 4), 9) (Round type wire)

테이프형 단선6) (Tape type wire)
원형 단선6) (Round type wire)

연선 (Flexible wire)
원형 단선3), 4) (Round typ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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