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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kV 배 선로 연 선의 

부식 검출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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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rrosion Detecting System 

for 22.9 kV Distribution Power Line Insulation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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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orrosion detecting system for 22.9 kV distribution power line insulation cable, which can travel 

autonomously along the live line, is proposed. Eddy current test method is employed to detect the corrosion, and the 

system developed here is capable of detecting internal corrosion of a ACSR-OC. Somewhat details of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mechanism of the system and traveling algorithm are introduced.  Experimental results applied to the sample 

cables having artificial corrosion and the operating distribution lines are provided. From the result, we confirmed that the 

system is useful for detecting internal corrosion of a ACSR, and is expected to be a new non-destructive testing 

equipment in the area of diagnosis for the distribution pow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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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재 우리나라에서는 22.9 kV 배 용 선으로 ACSR-OC 

(Aluminum Conductor Steel Reinforced Outdoor Cross- 

linked Polyethylene insulated Wires)을 주로 사용하고 있

다.[1] 이 ACSR은 아연 도 된 강심을 알루미늄 연선이 감

싸고 있는 구조이다. 여기서 강심은 인장강도로서 연선은 

도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ACSR 선은 염해지역에서 염분의 

의해 부식되거나 알루미늄과 아연의 면에서 발생하는 

속 차 등으로 부식된다. ACSR 선 내부의 부식은 

선의 도 율을 하시켜 력공 에 차질을 빚고 인장강도

가 하되어 단선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2]

배 사고를 억제하기 해 ACSR 선의 내부부식을 검

출해야 하는데 실제 운 되는 활선상태의 배 선로를 사선 

상태로 만드는 것은 실 으로 어렵다. 따라서 활선상태의 

배 선로 ACSR 선의 내부부식을 탐상하는 장치의 필요

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선 내부의 결함을 진단하는 장치를 살펴보

면 1999년 력연구소에서 개발한 ACSR 선수명 측 시

스템은 ACSR 선을 상으로 설계되었으며 알루미늄 단

면  변화량  아연 손실량에 한 검출을 이용해 주로 진

단하 다. 량이 12 kg에 이르며 원형으로 선을 감싸는 

2커넥터 방식으로 배 선로에 쉽게 용하기는 어렵다. 

한 코일을 서로 연결하는 커넥터에서 연결할 때 마다 

면에서 용량성분과 항성분의 변화로 임피던스 오차가 발

생할 수 있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3]

2005년에 일본 동북 력에서 개발된 OC runner는 

SQUID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 외부 자계를 억제시키고 

연층 두께 변화에 따른 자계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량이 

5 kg으로 가볍고 선로에 설치도 용이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ACSR 선의 용   설치 구조가 다

르기 때문에 국내에 바로 도입하기는 힘들다. 한 도

체의 사용으로 인한 온유지  헬륨가스의 교체 등에 

한 제품의 유지보수에 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4-5]

ACSR 선의 표면은 피복선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내

부부식을 육안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와 류 

센서를 이용해 비 괴 방법으로 ACSR 선의 내부부식을 

검출하려는 몇몇 연구가 선행되어 왔다.[6-8]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배 선로에 용 가능한 내부부식 검출 방법으

로 와 류를 이용한 와류탐상법을 선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배 선로 를 자율주행하면서 와류센서를 

이용해 ACSR 선의 부식정도를 측정하는 장치와 그 시스

템을 설계, 제작한다. 그리고 제작된 장치의 자율주행 성능

과 ACSR 선의 부식정도의 구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장 

용성에 해  논하고자 한다.

2. 와류탐상법[9- 1 0 ]

1831년에 Faraday에 의해 변화하는 자계 에 놓여 있는 

도체에 유도 류가 생기는 자유도 법칙이 발견되었다. 와

류시험은 도체 는 자성체를 시간 으로 변화하는 자계

(磁界)에 용시킬 때 생기는 자유도의 상을 이용해서 

재료의 결함 등을 시험하는 방법이다.



Trans. KIEE. Vol. 60, No. 7, JUL, 2011

22.9kV 배 선로 연 선의 부식 검출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                                                                    1411

2.1  와류탐상검사의 기본원리

와 류란 교류 자장에 의해 도체 안에 유도된 원형의 

류로 정의된다. 즉 코일에 교류를 인가한 후 코일을 도

체 표면에 치시키면 코일의 자장이 도체 안에 와 류를 

유도하게 된다.

시험체내에 결함은 측정코일의 임피던스 변화를 유발시킨

다. 한 투자율이나 도성 등과 같은 재료의 물성변화에 

따라서도 측정코일의 임피던스 변화가 생긴다. 그러므로 임

피던스 변화를 측정하여 시험품의 결함이나 재료의 물성 변

화를 검사 할 수 있다.

그림 1  와류탐상법의 기본 원리

Fig. 1  The principle of eddy current test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림 1과 같이 측정코일에 

교류 류 I 1이 흘리면 측정코일 주 에 1차 자속 φ
1
이 발

생한다. 이와 같이 형성된 1차 자속 φ
1
에 의해 시험체에는 

와 류 i가 유도된다. 이 와 류 i는 자속 φ1와 반 방향

으로 2차 자속 φ
2
를 발생시킨다. 2차 자속 φ

2
에 의해 코일

에 일어나는 류를 I 2라 한다. 이에 따라 결과 으로 류 

I 1는 I 2의 향에 의해 I로 변하게 된다. 이때 만일 시험

체 내에 크랙과 같은 결함 등이 존재한다면 2차 자속 φ
2
와 

류 I 2값도 변화하여 출력 류 I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도 작용에 의해 류가 흐른 코일 자신의 

내부에 생긴 기 력 V의 변화 값을 측정함으로 와 류 탐

상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2.2 리 트 오 (Lift- Off) 효과

 시험체와 측정코일의 간격이 좁은 경우와 큰 경우 측정

코일에 유도된 자장은 동일해도 간격에 따라 시험체에 유도

되는 와 류는 달라진다. 이와 같이 시험체와 측정코일의 

간격을 리 트 오 라 하고 이에 따른 코일의 임피던스의 

변화를 리 트 오  효과라 한다. 리 트 오  효과는 도

도가 높을수록 커지는 특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도성이 

높은 ACSR의 경우 리 트 오  효과는 비교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측정코일에 유도되는 와 류는 ACSR(시험체)에 근

할수록 크게 되지만 멀어질수록 작게 된다. 따라서 와 류 

탐상 시스템에서 측정코일과 ASCR 사이의 거리는 매우 

요한 변수이다.

3. 기구부

배 선로 연 선을 자율주행하며 결함정도를 측정하기 

한 장치의 기구부가 갖춰야 할 사항을 3가지로 정리하

다. 첫째는 리 트 오  효과 억제를 해 ACSR 선 를 

주행 에 와류센서와 선(시험체)과의 거리를 최 한 균일

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력소모 최소화와 경량화를 

해 한 개의 모터 회 력으로 선 를 이동하며 슬립 

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셋째는 고압의 배 선로 를 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  자계 차폐에 한 것이다.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해 기구부는 그림 2와 같이 센서 

임, Roller, 메인 임, 차폐제, 외함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 기구부 구성

Fig. 2 The mechanical structure

3.1  센서 임

그림 3과 같이 센서 임은 장치의 방과 후방에 부착

되는 와류센서를 선에 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바람이

나 장치의 주행에 따른 선의 흔들림은 퍼가 완화해

다. 이 퍼는 와류센서와 시험체인 선간의 일정한 간격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스 링에 의해 조 된다. 이것

은 리 트 오  효과를 억제하기 해서 매우 요하다.

그림 3 센서 하우징 

Fig. 3 The sensor housing

3.2 Roller

그림 4(a)의 Idle Roller는 안 하게 장치가 주행할 수 있

도록 선 양면을 잡아 주고 슬립 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탄성계수와 마찰력이 우수한 우 탄 재질로 만들어진 

2개의 Roller가 기구의 흔들림과 낙하방지를 방지해 다. 

한 배 선로 연 선에 부착되어 있는 슬리 를 넘어가는

데 도움을 다.

그림 4(b)의 Feed Roller는 모터의 회 력으로 기구물을 

이동하도록 한다. 이 Roller는 선 에 배치하여 기구물의 

무게에 의해 아랫방향으로 심을 가지도록 한다. 한 삼

각구조로 이루어진 심부는 좌우의 흔들림을 방지해 다. 

V자 홈 모양의 Roller 단면은 160, 95, 58Sq의 연 선에서 

안정 으로 주행이 가능한 구조이다. 한 30도 이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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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서 자기자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a) Idle Roller       (b) Feed Roller

그림 4  Roller 구성

Fig. 4  The roller part

3.3 메인 임

그림 5와 같이 메인 임은 경량화를 해 알루미늄 재

질로 만들어졌으며 센서 임, Idle Roller, Feed Roller, 

모터등 주요 기구물을 조립하여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메인 임의 앙에 부착되는 모터는 벨트를 이용

해 Feed Roller에 회 력을 달한다. 이 때 모터의 속도와 

토크는 2개의 기어를 이용해 조 된다.

그림 5 메인 임

Fig. 5 The main frame

3.4  차폐와 외함

그림 6과 같이 주제어보드의 외부는 차폐제로 감싸고, 유

도기 력을 억제하기 해 메인 임과 주제어보드 사이

에 반도 층과 연층을 삽입하 다. 

그림 6  차폐개념도

Fig. 6  The diagram of shielding concept

그림 7은 실제 사용된 차폐재료의 사진이다. 연층과 반

도 층의 재료는 각각 아크릴과 철 이다. 뮤메탈 재질의 

차폐층은 자 로부터 차폐역할을 하며, 연에폭시로 코

되어 주제어보드와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 다. 

(a) 연층 (b) 반도 층 (c) 차폐층

그림 7  차폐재료

Fig. 7  The shielding materials

그림 8과 같이 외함은 충격에 강하고 연성능이 있는 

ABS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좌측, 우측  상측으로 구성되

었다. 메인 임의 좌우 무게 균형을 해 우측에는 주제

어보드를 좌측에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 다. 상

측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구성하여 작업자의 설치  기구 

이동이 편리하도록 구성하 다.

(a) 내부 모습 (b) 외함

그림 8  내부 구성과 외형

Fig. 8  The inner part and appearance

4 . 부식검출 시스템

그림 9와 같이 부식검출 시스템은 부식검출기, 호스트컴

퓨터(USB Zigbee) 그리고 원격조정기로 구성돼 배 선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와 류를 측정하게 된다. 부식검출 시스템

의 운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업자가 부식검출기를 배 선로 의 임의의 장소에 

치시킨다.

2. 작업자는 호스트 컴퓨터나 원격조정기를 이용해 “자율

주행 시작”명령을 부식검출기로 송한다. 

3. 기상태인 부식검출기는 “자율주행 시작” 명령이 입

력되면 기상태에서 자율주행상태로 변경한다.

4. 부식검출기는 자율주행 상태로 변경되면 방에 수

애자가 검출될 때까지 진한다.

5. 수애자 앞에 도착하면 방카메라를 이용해 수애

자를 촬 한다.

6. 촬 이 완료되면 후방에 수애자가 검출될 때까지 와

류를 측정하며 후진한다.

7. 수애자 앞에 도착하면 후방카메라를 이용해 수애

자를 촬 한다.

8. 원격조정기로부터 “자율주행 시작” 명령이 송된 경

우에는 촬 이 완료되면 자율주행을 종료하고 사용자

는 SD-CARD를 회수해 호스트 컴퓨터로 측정 데이터

들을 옮기는 오 라인 작업을 해야 한다.

9.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자율주행 시작” 명령이 송된 

경우에는 측정데이터를 호스트컴퓨터로 부 송하고 

자율주행을 종료한다.

10. 작업자는 자율주행이 종료되면 부식검출기를 회수한다.

 

그림 9 운  모식도

Fig. 9 The diagram of operat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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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식검출기의 사양

T able 1  The specification of corrosion detector

무게 5.3 kg 동작 압 20~28 V

연속사용시간 4시간 동작온도 0 ~ 50 °C

최  통신거리 300 m 배터리
리튬폴리머 22.2 

V 6cell

측정 분해능 0.67 cm 구동 DC Servo 24 V

통신방법

양방향 

Zigbee 

통신

주행속도 0~50 cm/sec

규격 330x280x520 mm

여기서 측정 데이터는 모터 엔코더를 통해 계산된 와 류 

측정 치와 와 류 값이다. 즉, 선의 치별 와 류 값이

다. 부식검출기는 재 치와 와 류 값을 획득하며 40 cm/s

로 선 를 주행한다. 와 류의 12bit ADC 샘 링 주기는 

60 Hz이므로 선의 와 류는 0.67 cm마다 측정된다.

4 .1  주제어기

그림 1 0  주제어기 보드 구성도와 실물

Fig. 1 0  The block diagram of main controller board 

그림 10과 같이 주제어기는 와 류의 디지털변환과 장, 

모터 제어기와의 통신, 카메라 제어, Zigbee와의 통신 등을 

담당하며 부식검출기의 두뇌역할을 한다. 와 류 드라이버

는 와 류센서를 동작시키며 증폭과 필터링 과정을 거쳐 최

종 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다. 1.5 m 검출용 외선 

거리센서(IFR)는 수애자  핀애자를 인식하는데 이용된

다. SD Card와 NAND FLASH에는 선의 치에 따른 와

류 값, 카메라로부터 획득되는 이미지가 장된다. 모터의 

엔코더는 와 류가 측정되는 선의 치를 계산하는데 이

용된다. Zigbee 모듈은 호스트컴퓨터, 원격조정기 그리고 부

식검출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2M화소의 

CMOS 카메라(0V2640)는 지 소모량 최소화와 경량화를 

해 CCD 카메라 신 용되었다. 이 카메라는 핀애자 즉 

배 선로의 양 끝단과 부식이 의심되는 선 구간을 촬 해 

외 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된다.

4 .2 원격조정기와 U SB Zigbee

원격조정기는 장에서 편리하게 부식검출기를 조작하고 

상황에서 수동으로 부식검출기를 정지시키고 특정 치

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11과 같이 원격조정기는 

안테나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격조정기는 버튼이 

리면 버튼에 응되는 자율주행 시작, 진 , 후진, /후

방 카메라 촬 , 강제정지, 알림음 명령을 Zigbee를 통해 부

식검출기에 송한다. 원격조정기는 장성을 고려해 

1.5V(AA) 지 2개를 원으로 사용한다.

 

그림 1 1  원격조정기 구성도와 실물

Fig. 1 1  The block diagram of remote controller

그림 12는 호스트 컴퓨터와 부식검출기를 무선으로 연결

해주는 USB Zigbee의 구성을 나타낸다. USB Zigbee는 호

스트 컴퓨터의 USB장치에 연결돼 부식검출기와 통신하는데 

이용된다.

 

그림 1 2 USB Zigbee와 실물

Fig. 1 2 The block diagram of USB zigbee

4 .4  자율주행 검출 알고리즘

그림 13은 부식검출 시스템의 운 순서에 맞게 부식검출

기가 선 를 자율주행하며 와 류를 측정하는 알고리즘

을 나타낸 것이다. 주제어기는 자율주행이 시작되기 에는 

내부 클럭에 의해 500 ms 와치독(Watchdog)을 갱신한다.

그림 1 3 자율주행 검출 알고리즘

Fig. 1 3 The autonomous detection algorithm

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와치독 갱신이 이 지지 않으면 

시스템을 재부 하기 해서다.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내부 

클럭이 아닌 Z와치독 메시지에 의해 와치독을 갱신한다. 여

기서 Z와치독 메시지란 Zigbee 통신을 이용해 호스트컴퓨터

로부터 와치독을 갱신하라는 명령이다. Z와치독을 용하는 

이유는 부식검출기가 고압의 활선상태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통신 불능 등의 상황에서 스스로 재부 되기 함이다. 

부식검출기가 후진하는 동안 획득된 선의 치별 와

류 값과 카메라 사진은 SD Card와 FLASH에 각각 장된

다. SD Card에 장된 데이터는 오 라인으로 분석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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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넘겨진다. 오 라인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경우는 호스

트 컴퓨터 없이 원격조정기에 의해 자율주행이 시작된 경우

이다. FLASH에 장된 데이터는 호스트 컴퓨터 요청에 의

해 무선으로 송된다. 

5. 실   험

이 실험에서는 설계, 제작된 부식검출기의 성능을 평가한

다. 실험에 사용된 드럼코어형 와류센서와 그 특성을 그림 

14와 표 2에 나타내었다.

그림 1 4  드럼코어형 와류센서

Fig. 1 4  The eddy current sensor in drum core type

 

표 2 드럼코어형 와류센서의 사양

T able 2 The specification of eddy current sensor in drum 

core type

구분 특성

검출거리(mm) 13

크기(mm) 23 ф×30

코일 직경 0.5 mm

코일 턴수 160

인덕턴스 0.40 mH

5.1  자율주행 실 험

활선상태의 배 선로에서 호스트 컴퓨터에 의한 자율주행

을 수행하 다. 자율주행이 시작되자 부식검출기는 방의 

수애자까지 진하여 수애자를 촬 하 다. 촬 이 완

료되자 후진하면서 Zigbee 통신으로 측정 데이터들을 송

하고 SD Card에 장하 다. 후방에 수애자를 발견하자 

정지하여 수애자를 촬 하 다. 그리고 운행 에 못다 보

낸 측정 데이터를 호스트 컴퓨터에 마  송하고 자율주행

을 정상 으로 종료하 다. 이것은 부식검출 운 차 로 

동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5 SD Card에 장된 거리에 따른 와 류 값

Fig. 1 5 The eddy current sensor in drum core type

그림 15는 원격조정에 의해 자율주행이 시작된 후 SD 

Card에 장된 와 류 데이터이다. 표시된 와 류 값은 측

정된 와 류를 검출기에서 처리 가능한 범 로 증폭돼 0에

서 4095 사이의 값을 가진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된 

와 류 값이 균일한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체 

측정된 길이는 44.7 m 다. 지상에서 직선거리로 측정한 길

이는 44.4 m 정도로 거리가 정상 으로 측정됨을 확인하

다.  Zigbee 통신에 의해 송된 데이터와 SD Card에 장

된 데이터는 일치하 다. 따라서 활선상태에서 Zigbee 통신

으로 데이터를 송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5.2 여러 배 선로 환경에서 와 류 측정

여러 환경에서 부식검출기가 균일한 성능이 나오는지 조

사하기 해 부식검출기로 재 운 되고 있는 여러 배 선

로에서 와 류 측정을 실시하 다. 표 3은 ASCR-OC 95 

Sq.에서 와 류측정값을 나타낸 것이고 이 표에서 가로축은 

와 류를 측정한 배 선로의 경간명이다.

표 3 활선상태의 95Sq 배 선로 와 류 측정값

T able 3 The measure values of eddy current of 95Sq 

distribution cable in online

말미간

85L11

덕간

24R3L1

방학지

28R5

상신간

25R3

월석간

46L3
사선

평균값 2190 2199 2198 2199 2194 2191

최 값 2260 2274 2276 2267 2263 2270

최소값 2135 2142 2133 2132 2136 2140

표 편차 31.03 38.07 41.67 38.56 40.41 32.55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활선과 사선에서 와 류의 최 , 최

소값이 평균에서 5%이상 벗어나지 않음을 보인다. 한 표

편차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

식검출기가 여러 배 선로에서 정상 동작하며 균일한 와

류 값을 측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배 선

로 장에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5.3 가속부식 모 의실 험

 
본 실험은 부식검출기가 부식정도의 차이를 지 별로 구

별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한 실험이다. 즉, 알루미늄 선

을 수산화나트륨에 침 시켜 인공부식한 후에 와 류를 측

정하는 실험이다.[11-12] 10 m 길이의 선에 하여 3개 

지 을 각각 18, 24, 27 시간을 부식시켰다. 부식에 따른 

선의 표면상태는 자주사 미경(SEM)을 이용하여 찰하

고 그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18시간 부식 24시간 부식 27시간 부식

그림 1 6  인공 부식 시편

Fig. 1 6  The samples for cable corroded artificially

( 선 그림 가운데 정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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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와 류 센서만을 이용해 수동으로 인공부식 구간 

3 cm를 0.5 cm단 로 6개 지 의 와 류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를 분석해보면 인공부식 정도(부식시간의 

차등)에 따라서 와 류 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공 부식

을 오랫동안 시킬수록 와 류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5는 부식 시킨 선 를 부식검출기가 자율주행하며 

인공부식 구간 3 cm의 와 류를 측정한 값을 나타낸 것이

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수동으로 인공부식 구간을 측정

한 것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 인공부

식 시간에 따라 와 류가 커지는 상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4  수동에 의한 선의 와 류 측정값

T able 4 The values of eddy current for cable measured by 

hand

95Sq ACSR-OC
인공부식 시간 (hour)

18 24 27

평균 2,330 2,358 2,395

최 2,368 2,407 2,439

최소 2,250 2,321 2,369

표 5 자율주행에 의한 선의  와 류 측정값

T able 5 The values of eddy current for cable measured by 

autonomous

95Sq 

ACSR-OC
원시료

인공부식 시간 (hour)

18 24 27

평균 2,222 2,334 2,360 2,393

최 2,230 2,367 2,401 2,420

최소 2,155 2,248 2,321 2,372

이 실험 결과는 기구 으로 선과 와 류 센서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돼 부식검출기가 주행 에 리 트 오  효과

가 억제됨을 보여줬다. 한 부식검출기가 흔들림이나 이동 

에도 와 류 값을 정상 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 다. 결

과 으로 부식검출기의 자율주행으로 측정된 와 류 값을 

통해 지 별로 부식정도를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배 선로 연 선의 부식정도를 측정하기 

해 와류탐상법을 이용한 새로운 부식검출 시스템 개발에 

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와류센서와 기구 인 메카니즘을 이용해 설계 제작된 부

식검출기가 활선상태의 배 선로 연 선 를 자율주행 

하며 와 류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활선상태의 여러 배 선로에서 부식검출기가 자율주행 해 

균일한 와 류 값을 얻음으로 실제 장에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인공부식 시킨 선 를 부식검출기가 자율 주행함으로 

측정된 와 류 값을 통해 지 별로 부식정도를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 정의된 부식검출 운 차에 따라 Zigbee 통

신을 기반으로 하는 부식검출 시스템은 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이용하여 과학

인 방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배 선로의 부식 검이 가능하

여 배 선로 사고 발생의 억제와 배 선로 이력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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