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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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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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