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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인 인력에 의한 송전 선로 점검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적용된 열화 검출기의 제작을 위하

여 송전 선로의 부식 메커니즘과 물성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송전 선로의 열화에 의한 기계적 결함과 전기적 특성 

변화의 확인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여 송전 선로의 열화를 포함한 외부 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열화 검출기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키워드: 송전 선로(Transmission Line), 로봇 기술(Robot Technology), 열화 검출기(Degradation Detector)

I. Introduction

최근 전력시스템 사업은 고품질의 전력 공급과 시스템 전체의 

효율 향상과 신뢰도를 중시하게 되었으며, 보다 향상된 전력 IT기술을 

전력망에 도입하여 고신뢰도를 목표로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의 점검 및 정비 업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송전선에 사용되고 있는 ACSR(Aluminum Conductors Steel 
Reinforced)전선은 주위의 환경과 부하에 따라 열화 정도가 상당히 

다르므로 현재와 같이 수명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 환경과 부하 조건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송전선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송전선 운용 DB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선의 이력 

및 관리를 과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시스템에서는 송전선로의 이상 유무를 검출하기 위하여 와류센서를 

이용하여 도체 내부의 이상을 검사하였으며, 외부는 영상장치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이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인력 점검이 아닌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검출의 용이성을 제공하

고 NDT(Non-Destructive Testing) 기술로 피 탐상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1]

II. 본론

1. 영상 장치

전선의 외부 이상 검출을 위하여 본 개발에 사용된 카메라는 

IN-Sight 7200이며 FOV(Field of View)와 WD(Working 
Distance)와의 상관관계를 참조하여 영상 검지 테스트 지그를 WD 
160[㎜], FOV 12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하여 6[㎜] 
Focal Length Lens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Properties of FOV – 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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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조도 및 거리에 따른 기초적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일정 조명을 제공하기 위해 조명기구를 사용하였으며 

조명제어장치를 이용하여 LED 조명을 조정하면서 Lux Meter를 

이용하여 현재 조도를 측정하였다. 다음의 그림 2에 조도 변화에 

따른 전선의 영상 결과를 나타내었다.

   
(a) 200[㏓]

  
(b) 300[㏓]

   
(c) 400[㏓]

  
(d) 500[㏓]

 Line Image according to Illuminance

또한 기준에 맞는 인식율을 확보하면서 기구물에 부착할 수 있는 

거리를 설정하기 위해 거리 변화를 주면서 카메라의 인식율을 조사하

였다. 그림 3은 거리 변화에 따른 전선의 영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 350[㎜]

  
(b) 400[㎜]

  
(c) 450[㎜]

  
(d) 400[㎜]

Line Image according to Distance

2. 영상 테스트

이동속도에 따른 인식률을 조사하기 위해 전선을 2[m]로 가선하여 

거리 및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전선에 1[㎜]의 점을 찍은 후 카메라의 

속도 변화를 주어 인식률을 조사하였다. 또한 불량 검출 결과를 모니터

링 하고, 카메라 및 검출 알고리즘의 편집 및 검출 결과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실시간 검출 결과를 

샘플링하여 불량 유무를 모니터링 및 내장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여 

불량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게 하였다.[2]~[3]

(a) Image Test JIG

(b) JIG Control Program

  
(c) Test Program

Image Test System

III. 와우자 기능 [4]

영상 TEST JIG를 이용하여 대상 전선에 480Sq. ACSR 전선에 

1[㎟]의 결함을 만들어 측정하였는데  그림 5는 불량 상태의 영상과 

모니터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장치의 결과를 토대로 

전선의 물성 측정을 통해 선로의 열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Image of Inferio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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