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8권 제4호(2015.8) 417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28(4)

pp.417∼423, August, 2015

http://dx.doi.org/10.7734/COSEIK.2015.28.4.417

pISSN 1229-3059  eISSN 2287-2302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승강기 와이어로  진단을 한 설자속기법 기반 국부손상 진단

김 주 원1․박 주 2․박 승 희3†

1
성균 학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2
성균 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3
성균 학교 건축토목공학부

Magnetic Flux Leakage Method based Local Fault Detection for 

Inspection of Wire Rope 

Ju-Won Kim
1
, Ju-Young Park

2
 and Seunghee Park

3†

1
Department of Convergence Engineering for Future City, SungKyunKwan Univ., Suwon, 440-746, Korea

2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 Suwon, 440-746, Korea
3School of Architectural,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 Suwon, 440-746,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Magnetic Flux Leakage(MFL)-based inspection system was applied to detect the local fault of wire rope.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damage detection technique, an 4-channel MFL sensor head prototype was designed and fabricated. A 

wire rope with several types of cross-sectional damages were fabricated and scanned by the MFL sensor head to measure the 

magnetic flux density of the wire rope specimen. To interpret the condition of the wire rope, magnetic flux signals were used to 

determine the locations of the flaws. To improve the resolution of signal, the instantaneous variation value of magnetic flux was 

utilized. Measured signals from the damaged specimen were compared with thresholds set for objective decision making. Finally,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information on actual inflicted damages to confirm the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able 

monito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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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실제 운행 인 승강기는 2012년 말 기  약 

46만 에 달하며, 추가로 매년 약 2~3만 가 신규 설치돼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승강기 안

사고 역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승강기 사고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승강기 안 사고는 총 965건

에 달하는데 주요 사고원인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62%(598

건)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나 리부실 13.7%(132건), 

보수부실 7.2%(69건) 역시 상당히 큰 비 을 차지한다. 이

러한 리/보수 부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이용자 과실에 의

한 사고에 비해 승강기 추락과 같은 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재 승

강기의 안 진단은 정기  는 사후 리 차원의 검사를 수

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엘리베이터 사용자의 

안 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한 검 시 험

한 엘리베이터 구조물에 직  근하여 문 인력에 의해 수

행되는 재의 검사방식에서는 검자의 안  역시 상당한 

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검자의 인명사고도 매해 높

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와이어로  진단의 경우 주로 검자의 육안 의한 

외  조사  근 가능한 지 에 한 주기 인 비 괴 검

사 수 에 머무르고 있으며, 검사결과가 1차원 인 원신호 

형태로 제공되어 와이어로 의 건 성 여부가 문 인력에 

의한 주 인 신호해석 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단 이 있

어왔다. 따라서 재의 검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으로 운용 인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진단하며, 검자의 

근을 최소화하여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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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le of MFL method for defect detection

안 진단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와 동시에 진단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진단결과를 직 으로 인지할 수 있게 신호를 재

가공하여 객 인 진단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리자가 와이

어로 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자성체로 이루어진 와이어로  부재에 합한 NDE 기

술로 마그네틱 센서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 용하 는데 마그

네틱센서는 뛰어난 신뢰도와 재 성의 장 을 가져 항공, 선

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물의 모니터링에 리 사용되고 

있다(Mandal et al., 1997; Son, 1997; Sumitro et al., 

2002; Wang et al., 2005; Park et al., 2007; Lee et 

al., 2008). 마그네틱 센서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상 구조

물의 특성에 맞춰 사용하게 되는데(Lenz, 1990), 본 연구에

서는 재 이   철도 일 등의 연속체 구조물에 일반

으로 용되고 있는 자속 설(Magnetic Flux Leakage: 

MFL)법을 와이어로 에 합한 검사법으로 선정하여 그 가

능성을 검증해 보았다(Weischedel, 1985; Atherton, 1987; 

Weischedel et al., 1991; Coktepe, 2001; Mandache 

et al., 2005; Kim et al., 2009; Park et al., 2012, 

2014; Kang et al., 2014; Kim et al., 2014). 

한 이를 와이어로 에 합한 형태로 개선하여 센서헤드

를 제작하 고, 이를 통해 계측되는 신호를 신호처리과정을 통

해 가공한 후, 통계학 기반의 GEV 분포를 이용한 임계값을 설

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객 으로 손상을 단하고자 하 다.

2. 설자속기법의 국부손상 검색 원리

본 연구에서는 국부손상의 검색을 해 설자속 센서를 

이용하여 자속의 설을 계측하 다. 와이어로 와 같은 강

자성체가 자화되어 있을 때 자석과 같은 특성을 띄게 되는

데, 이러한 시편에 국부손상이 발생했을 때 손상 틈의 공기

는 자석만큼의 자기장 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Fig. 1과 

같이 손상부에 설되는 자속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

에 기 하여 센서를 이용 자속의 설을 계측함으로써 강재

의 국부손상을 검색할 수 있다.

설되는 자속의 세기는 홀센서를 사용하여 계측할 수 있는

데, Fig. 2와 같이 홀센서가 자기장에 놓 을 때 류와 자기

장의 방향에 수직하는 홀 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홀효

과라고 한다(Lenz, 1990). 아를 이용하여 설자속의 세기를 

계측 가능한 압 값으로 변환하며(Ramsden, 2006), 이

게 변환된 압 값은 DAQ장비를 통해 계측되어진다.

Fig. 2 Hall effect(Lenz, 1990)

자기장에 놓인 시편의 자화는 Fig. 3과 같은 자기이력곡

선을 따르게 되는데 설자속검사는 일 된 시험결과를 얻기 

해서는 Fig. 3에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포화자화 상태에서

의 검사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검사시 시편을 충분히 포화

자화시킬 수 있는 c 이상의 자기강도를 가지는 자화체의 구

성이 요구된다.

Fig. 3 Saturation magnetization for magnetic inspection

3. 설자속 센서 헤드 제작

3.1 와이어로 의 자기  특성 측정 

본 연구의 피시험체인 와이어로 의 자기특성을 측정하고, 

측정된 자기특성을 활용하여 상체를 충분히 포화자화시키

면서 효과 으로 자속신호의 계측이 가능한 설자속 센서헤

드를 설계하고자 하 다. 이를 해 Fig. 4와 같은 B-H 곡

선 측정 시스템과, Fig. 5와 같이 1, 2차 코일로 이 진 센

서를 이용하여 직경 10mm 와이어로 를 상으로 자기특성

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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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H loop measurement system 

Fig. 5 Coil sensor for B-H loop measurement

Fig. 6은 직경이 10mm인 와이어로 의 B-H loop을 측

정한 결과로 보자력은 13.63 Oe(1.08kA/m), 잔류자속

도는 5.16kG이며, 인가 자기장 50 Oe에서 포화되기 시작

하여 70 Oe정도에서 충분히 자기포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0 Oe이상의 자화부를 구성하여 상 

시험체인 와이어로 를 충분히 포화자화시킬 수 있게 센서헤

드를 제작하고자 하 다.

Fig. 6 B-H loop of the wire rope.

3.2 와이어로 용 설자속 센서헤드 제작

MFL 센서헤드는 크게 자화부(magnetization part)와 

계측부(measurement part)로 구분되며, 자화부는 탐상 

상체를 자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측부는 상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 설되는 자속을 계측하는 역할을 한다.

먼  자화부는 안정 으로 일정한 자기장 형성이 가능하도록 

구자석을 사용하 고, 이는 자석과 달리 자화를 한 별도

의 력선이 불필요해 간단한 형상으로 경량화된 시스템 구성

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자화부의 구성은 

Fig. 7과 같이 35N 등 의 네오디움 구자석(neodymium 

magnet)과 이를 연결하는 탄소강(carbon steel)을 이용해 

요크(york) 형태로 제작하여 말굽자석형태의 요크 하단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하 다.

Fig. 7 Configuration of magnetization yoke

ANSYS사의 Maxwell 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된 자화요

크의 자기장분포를 시뮬 이션해 본 결과, Fig. 8과 같이 와

이어로 가 치하게 될 하단부 심에서 156 Oe의 충분한 

자기장이 형성됨을 확인하 고, 이를 토 로 자화요크를 제

작하 다.

Fig. 8 Magnetic field distribution of simulation result

제작 후 가우스메터를 이용하여 심부 자기장세기를 측정

하 고 와이어로 를 포화자화시키기에 충분한 130 Oe 크기

의 자기장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측부의 경우 Fig. 9와 같이 홀센서(HW300A, Honey-

well)를 끝단에 부착한 홀센서 피그 형태로 제작한 후 라

스틱 소재로 패키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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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figuration of sensing part

제작된 계측부와 자화부는 하나의 모듈을 구성하여 Fig. 

10과 같이 임에 조립하 다. 센서헤드의 임은 자화

부에서 형성된 자기장에 향을 주지않는 동시에 헤드부의 

경량화를 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 다.

Fig. 10 MFL sensing module 

설자속 신호의 계측에 있어 센서와 시편과의 거리인 리

트오 (Lift-off) 값이 계측결과의 해상도에 매우 큰 향

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면서 센서모듈을 충격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임과 모듈사이를 탄성을 가지는 스 링

으로 연결하 고, 모듈이 임의 구멍을 통해 상하운동할 

수 있게 설계하 다. 한 하단부는 유선형의 이스를 사용

하여 자화요크와 계측부를 고정하여 모듈의 내구성을 확보함

과 동시에, 스 링 구조와 함께 작동하여 Fig. 11과 같이 갑

작스러운 단면 변화에 응하고 다양한 직경의 와이어로 에 

응할 수 있게 하 다. 본 연구에서는 10mm~20mm 직경

의 와이어로 에 응할 수 있게 설계하 다.

Fig. 11 Concept of lift-off minimization

이 게 제작된 독립된 센서모듈 4개를 Fig. 12와 같이 와

이어로 의 단면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하,좌,우 총 4개의 채

로 배열하 다. 이와 함께 자화부 내 총 4개의 요크는 일

정한 간격으로 같은 극성끼리 배치되어 센서헤드가 하나의 

큰 자석형태와 같이 시편에 고르게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

Fig. 12 Arrangemet of MFL sensing channel

Fig. 13에 제작된 4ch의 설자속 센서헤드를 나타내었다.

Fig. 13 Fabricated 4Ch MFL sensor head

제작된 센서는 1kg 이내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며, 상단부의 

볼트 체결을 이용해 직선운동 검사장치와 연결할 수 있게 하

다. 한편, 설자속의 측정은 우선 터미  보드의 SMPS 

(Switching Mode Power Supply)를 이용해 각 홀센서로 

안정 인 정 류(DC)를 흘려주고 각 홀센서에서 계측된 신호

는 터미  보드  DAQ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동시 수집한 

후 TCP/IP 통신을 통해 컨트롤러로 송하 다. 본 제작 장비

의 구동  제어는 LabVIEW® 기반의 UI(user interface)를 

구성하여 사용하 다.

4. 설자속기반 와이어로  진단기법의 실험  검증

4.1 실험 셋업  손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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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easured magnetic flux signals

설자속센서를 이용한 와이어로 의 국부손상의 검색 가

능성을 살펴보기 해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Fig. 14와 같이 실험시편  장비가 구성되었다.

Fig. 14 Experimental setup for wire rope defect 

detection

센서헤드의 수평운동을 해 직선운동장치가 활용되었으

며, 자속신호의 계측을 해 Terminal board  Compact 

DAQ가 구성되었고, Laptop에 설치된 UI를 통해 장비의 제

어와 계측신호의 확인  장을 수행하 다. 실험을 해 

Fig. 15와 같은 단면을 가지는 직경 10mm, 길이 80cm의 

7×19 와이어로 를 비하 고, 국부손상의 모사를 해 

Fig. 15와 같이 부분 단선 손상을 발생시켰다.

Fig. 15 Wire rope specimen & partial cutting damage

부분 단선은 Fig. 16과 같이 20cm지  하단 우측, 60cm 

지  상단, 70cm 지  좌측에 각각 발생시켰고, 각 부분 단선

은 단면의 5% 이내의 크기로, 최  깊이는 약 2mm이다.

Fig. 16 Location and shape of local damages

와이어로 는 Fig. 17과 같이 직선이동 검사 장치에 고정

된 센서헤드의 심을 통과하게 설치되었다.

Fig. 17 Wire rope and sensor head setup

설자속 센서헤드는 직선이동 검사장치에 설치되어 1m/s

의 속도로 수평이동하며, 고정된 와이어로 를 스캔하여 동

시에 4ch의 홀센서에서 자속분포를 계측한다. 계측된 자속 

값은 터미  보드와 DAQ를 통해 컨트롤러로 달되고, 계

측 Sampling rate는 5kHz이다.

4.2 와이어로  국부손상 진단 결과

각 계측채 에서 계측된 자속신호를 Fig. 18에 나타내었다. 

Fig. 18에서 살펴보면, 우측하단 부분단선을 발생시킨 1번 손

상이 치한 20cm 지 에서는 계측채  #3, #4에서 뚜렷한 

자속 설 신호가 확인되었고, #1, #2번의 계측 채 에서도 작

은 설자속신호가 감지되었다. 한 상부에 손상이 가해진 2

번 손상이 치한 60cm 지 에서는 계측채  #1, #2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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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Instantaneous variation of magnetic flux & 

threshold value

설자속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측에 부분단선을 발생시

킨 3번 손상이 존재하는 70cm 지 에서 역시 손상과 근 한 

#2번 계측채 에서 신호를 확인 가능하 다.

이들은 실제 손상의 길이방향 치와 정확히 일치하 고, 

한 원주방향으로 손상의 치에 가장 근 한 계측 채 에

서 보다 큰 설자속 신호가 계측됨을 보 다. 이를 통해 

설자속센서를 이용해서 와이어로 의 부분단선 손상의 검색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자속 신호의 감도는 손

상과 센서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와 같이 계측된 원 자속 신호(raw signal of magnetic 

flux)의 경우, 설자속 신호 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

게 되는데, 이는 센서헤드의 이동속도 변화, 상체의 자기분

포, 리 트 오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노이즈 향 

때문이며 결함 탐상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신호의 움직임으로 인해 손상을 구분할 수 있는 임계

값 설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노이즈의 향을 최소화하고 설자속 신호에 

한 가시성 향상을 해 원 신호를 미분하여 순간 변화량을 

활용하 다(Jun et al., 2011).

이어서 자동화된 손상의 단을 해 객 으로 손상과 정

상상태를 구분해  수 있는 기 이 되는 정상상태의 임계값

을 설정하 다. 기 이 되는 하나의 임계값을 구하기 해 자

속의 변화값을 값으로 양수화하 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학  방법인 일반극치분포(GEV)를 이용하여 99.9% 신뢰도

의 임계값을 구하 고 그 값은 0.182 다(Coles, 2001).

Fig. 19에 양수화된 순간변화량과 계산된 임계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Fig. 19에서 실제 손상이 존재하는 지 과 근

하는 계측 채 에서만 양수화된 순간 자속 변화량이 임계값

을 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1번 손상이 존재하는 20cm 지 에서는 #3,#4번 계측 채

에서, 2번 손상이 존재하는 60cm 지 에서는 #1, #2번 계

측 채 , 3번 손상이 있는 70cm 지 에서는 #2번 채 에서 

순간 자속 변화량이 임계값을 과하여 손상을 탐상하 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임계값 설정을 이용하여 와이어로

의 국부손상을 객 으로 정상상태  노이즈신호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원주방향으로 다

채 의 센서를 배치함으로써 손상의 원주방향 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로 의 국부손상 검색을 해 다채

의 MFL 센서를 제작하 고, 이를 사용한 다양한 국부손상

의 검색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5%이내의 단면손실을 가지는 부분단선 형태의 국부손

상 치에서 설자속신호가 계측되었다.

2. 손상부와 센싱 채  사이의 거리에 따라 계측 감도가 

달라졌다.

3. 4채 의 센서를 원주방향으로 배열함으로써 채 별 자

속신호 값을 통해 손상의 원주방향 치를 찾을 수 있

었다.

4. 자속신호의 순간변화량을 이용할 경우 신호에 포함된 

노이즈의 감이 가능하여 설자속신호의 해상도가 향

상되었다.

5. 실제 국부손상 치에서 자속신호가 GEV분포를 이용하

여 설정한 임계값을 과하 고, 이를 이용하여 객

으로 손상을 단할 수 있었다.

추후 다양한 유형의 손상검색,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연구를 수행하고, 운용  발생하는 다양한 노이즈에 한 보

상기법의 개발을 통해 실제 엘리베이터와 같은 구조물의 와

이어로  모니터링에 효과 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이 될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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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로 의 국부손상 검색을 해 설자속기법을 용하 다. 와이어로  구조물에 용하기 해 리

트오 의 발생을 최소화한 4채  설자속 센서헤드를 제작하 고, 이를 사용하여 와이어로 의 국부손상 검색실험을 수행

하 다. 국부손상 검색실험을 해 와이어로 를 비하 고, 다양한 원주방향을 가지는 부분 단선 손상들을 발생시켰다. 제

작된 자속 설 센서헤드를 이용하여 와이어로  시편의 자속신호를 스캔하 고, 노이즈의 향을 최소화하고 자속신호의 해

상도를 향상시키고자 자속 신호를 미분하여 순간변화량을 손상 검색에 활용하 다. 객 인 손상 단을 해 각 채 에서 

계측된 자속신호를 GEV분포를 이용해 설정된 임계값과 비교하 다. 최종 으로 임계값을 과한 부분의 길이방향  원주

방향 치를 실제 손상과 비교함으로써 본 기법의 국부손상 검색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핵심용어 : 설자속기법, 국부단면손상, 와이어로 , GEV분포, 자속의 순간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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