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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f we know the location of the hull block and the welding feeder in the shipyard, we can easily obtain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worker. That data is very useful for implementing a workplace safety monitoring system.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a fixed communication network to the workplace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hull structure and welding process. In this study,

inductive power line communication, which can replace dedicated communication line, was reviewed. A ferrite core was used as

an inductive coupler to be installed on the power cable of the welding machine, and a nano-crystalline core was applied as a

coupler to be fastened to the support rod of the metal block. In order to visualize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proposed

couplers, 3D modeling and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the COMSOL AC/DC module. In the communication

performance test using an aluminum profile, when the communication channel was formed by the contact of the welding

electrode, the bandwidth was kept above 6 Mbps.

요 약

조선소에서 선체 블록과 용접 피더의 위치를 알면 작업자의 위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작업장 안전 모

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선체 구조와 용접 공정의 특수성 때문에 작업장에 고정 통신망을 적용하기 어

렵다. 본 연구에서는 전용 통신선을 대신할 수 있는 유도 전력선 통신을 선체블록과 같은 금속매체에 적용하는 기술을 검토

하였다. 용접기의 전원 케이블에 설치할 유도 결합기로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하였고, 금속 블록의 지지대에 체결할 결합기로

나노 결정질 코어를 적용하였다. 제안된 커플러는 COMSOL AC/DC 모듈로 3차원 모델링 하였고 동작 원리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한 금속블록 통신 성능 테스트에서 용접 전극의 블록 접촉으

로 통신 채널이 형성되었을 때 대역폭은 6 Mbps 이상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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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 조선해양산업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진행 중

이며, 정부에서도 정보통신 융합 Industry4.0(조선

해양)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침체된 조선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1]. 그러나 조선소의

재해율은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특성상 효과

적인 작업 통제가 힘들고 사고 발생 후 보완 대책

수립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2]. 따라서 현

재 조선소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생산성을 향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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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D modeling of the ferrite coupler.

그림 2. 페라이트 결합기의 3차원 모델링

고자 안전관리시스템, 제조실행시스템, 공급망관리

등의 정보기술기반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만, 조선소 작업장에서는 환경 특성상 IT 기술 적

용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스마트 공장 지능화 베

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017에서 현대중공업은

2017년부터 디지털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생산성

향상과 안전을 위해 선체 내ㆍ외판의 강도를 유지

해주고 보강해주는 부자재인 BLT 라인 스마트 팩

토리 시스템과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3]. 그중에서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

은 용접사가 작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니

터링하는 것으로, 용접재료를 공급하는 피더와 용

접기, 그리고 작업하는 선체블록을 매칭해주는 시

스템으로 현재까지는 용접사와 기기와의 매칭은

되는데 비해 선체블록과의 매칭은 완벽하지 않아

용접사의 작업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용접기의 전력케이블과 금속블록

의 지지대를 유도결합기로 연결하여 작업자 위치

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력선 통신 방법을 제안한

다. 토로이달형 자심에 교류 신호가 인가되면 코어

에 자기장이 유도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금속블록

이 통신 채널 역할을 함을 보였다. 유도결합기와

금속을 다중물리기반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인

COMSOL AC/DC 모듈로 3차원으로 형상화하였고

[4], 전자기 유도에 의한 신호 결합 현상을 시각화

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용접기의

전원케이블과 금속블록의 지지대에 유도 결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간이형 테스트베드를 제작하여 통

신 실험을 진행하였다. 용접 건의 접촉여부에 따른

금속 채널의 통신대역폭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서

용접자의 위치와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시스템 구성과 유도결합 해석

Figure 1은 금속블록을 이용한 전력선통신 시스

템의 구성도이다. 클라이언트 쪽 비접촉식 전력선

통신시스템은 용접기의 전원케이블에 페라이트 코

어를 연결하여 구현한다[5]. 용접기와 용접 건 사이

의 용접케이블에 장착하지 않는 이유는 용접작업

시 케이블에 흐르는 고 전류 변동에 의한 선로잡음

과 통신 대역폭 저하 때문이다. 서버 쪽에는 나노

결정질 코어를 금속블록의 지지대에 장착하여 구

성한다[6]. 그 이유는 페라이트보다 높은 투자율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핀 지그에는 직경이 훨씬 큰 코

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metal block power line

communication system.

그림 1. 금속블록 전력선통신의 개략도

Table 1. Physical parameters of core.

표 1. 자심의 물리적 매개변수

Alloys
Dimension
(mm3)

Initial
permeability
@10kHz

Saturation
flux density

(T)

Ferrite
(Fe-Ni-Zn)

55×25×45 700 0.24

Nano
crystalline
(Fe-Si-B)

100×80×20 30000 1.2

용접기 전원 케이블에 설치된 유도결합기로서 페

라이트 코어의 동작 해석을 위한 3차원 모델은

Figure 2와 같다. 페라이트는 Table 1과 같이 Ni-Zn

계 합금 재질이며 10 kHz에서 초기 투자율 700, 외

경 55mm, 내경 25mm, 높이 45mm인 토로이드 형

상이다. 전력 케이블에 장착을 고려하여 절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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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때 잘려진 두 코어는 잘 밀착된 것으로 가

정하여 공기간극은 0.5 mm로 설정한다. 페라이트

코어 중심으로 전원 케이블이 관통하며, 모뎀 연결

을 위한 신호선으로 1회 구리권선이 감겨져 있다.

주파수 구간이 5-30 MHz인 1 mA 교류 신호가 권

선에서 전력 케이블로 결합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전류가 권선에 반시계 방향으로 주입되는 상황이다.

광대역 전력선 모뎀의 동작 주파수 영역이 HomePlug

AV 표준에서 1.8-30 MHz 임을 반영하여 5MHz

단위의 입력신호 주파수 구간을 설정하였다[7].

(a) (b)

Fig. 3. Simulation results of ferrite coupler (red arrow: magnetic

flux density, yellow arrow: induced current density).

(a) 3D view and (b) 2D top view and side view.

그림 3. 페라이트 결합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빨간색

화살표：자속 밀도, 노란색 화살표：유도 전류 밀도)

(a) 3차원 뷰, (b) 2D차원 평면 및 측면 뷰

용접기 전원케이블에 장착된 결합기의 자속밀도

와 전류밀도 분포는 Figure 3과 같다. 1회 권선에

주입된 교류전류는 페라이트 코어에 자기장을 유도

하여 자속에너지를 코어내부에 축적한다. 코어와

권선이 서로 교차하는 구간에 강한 자속밀도가 형

성되므로 권선의 전류변화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결

합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시계방향으로 형성된

페라이트 코어의 자속(적색)은 코어 중심을 지나는

전력 케이블에 전류(노란색)를 유도한다. 결과적으

로 권선의 전기적인 신호는 페라이트 코어를 통해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전력케이블에 결합된다.

입력신호 주파수 함수로서 페라이트 코어에 유도

된 자속밀도 분포는 Figure 4 (a)와 같다. 낮은 주파

수에서 더 높은 자속밀도가 유도된다. 또한 페라이

트 코어의 자속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밀도는 Figure

4 (b)와 같이 나타나므로 유도결합기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a)

(b)

Fig. 4. Line graph. (a) Magnetic flux density in the core and

(b) Induced current density in the power cable.

그림 4. 선 그래프. (a) 코어의 자속 밀도,

(b) 전원 케이블의 유도 전류 밀도

금속블록 쪽에 설치된 결합기의 동작을 해석하기

위한 3차원 모델은 Figure 5와 같다. 결합기의 코어

는 철 기반 나노 결정질 합금으로 Table 1과 같이

10 kHz에서 초기 투자율 30000, 외경 100mm, 내경

80mm, 높이 20mm 이다. 핀 지그를 가정한 알루미

늄 프로파일의 지지대는 40×40×300 mm3이다.

금속블록의 지지대에 장착된 결합기의 유도결합

해석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알루미늄 프로파일

지지대를 통해 5-30 MHz의 1 mA 교류신호가 전

달된다고 가정했을 때 금속블록에 흐르는 전류(흰

색)에 의해서 나노 결정질 코어에 자기장(적색)이

유도된다. 이 자기장에 의해서 코어에 감긴 1회 권

선에 유도기전력이 생기고 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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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3D Modeling of a nano crystalline coupler.

그림 5. 나노 결정질 결합기의 3D 모델링

는 금속블록을 통해서 전달된 신호이므로 전력선

모뎀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진다.

(a) (b)
Fig. 6. Simulation results of nano crystalline coupler (red arrow:

magnetic flux density, white arrow: injected current

density).

(a) 3D view and (b) 2D top view and side view.

그림 6. 나노 결정질 결합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빨간색

화살표：자속 밀도, 흰색 화살표：주입된 전류 밀도).

(a) 3차원 뷰, (b) 2차원 평면 및 측면 뷰

입력신호 주파수 함수로서 나노결정질 코어에 유

도된 자속밀도 분포는 Figure 7 (a)와 같다. 페라이

트 코어와 같이 낮은 주파수에서 더 높은 자속밀도

가 유도된다. 코어에 감긴 1회 권선에 유도되는 전

류분포는 Figure 7 (b)와 같이 나타나며 평균 전류

밀도는 × 정도이다.

(a)

(b)

Fig. 7. Line graph. (a) Magnetic flux density in the core and

(b) Induced current density in 1 turn coil.

그림 7. 선 그래프. (a) 코어의 자속 밀도, (b) 전원 케이블의

유도 전류 밀도

Ⅲ. 실험결과 및 고찰

금속블록과 용접기 선로를 이용한 전력선 통신

실험 장치도는 Figure 8과 같다. 금속블록은 알루

미늄 프로파일로 만든 선반위에 금속 테이블을 올

려 둔 형태이다. 금속블록과의 접촉은 용접기 건에

달린 용접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용접봉은 두 결

합기 간의 전기적인 연결을 위한 접점 역할을 한다.

Fig. 8. Experiment setup.

그림 8. 실험 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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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Coupler shape and spectral responses.

(a) Ferrite and (b) Nano crystalline.

그림 9. 결합기 모양 및 스펙트럼 응답

(a) 페라이트, (b) 나노 결정

용접기 전원 케이블에 설치된 결합기의 페라이트

코어 형상과 주파수 응답특성은 Figure 9 (a)와 같

다. 1회 권선으로 측정된 코어의 삽입손실 그래프

를 통해 광대역 전력선 통신 주파수영역에서 삽입

손실은 -3 dB 이하를 보여준다. 금속블록에 설치

된 나노결정질 유도 결합기 형상과 주파수 응답 특

성은 Figure 9 (b)와 같다. 1회 권선으로 측정한 코

어의 삽입손실은 광대역 전력선 통신 주파수영역

에서 -4 dB 정도이다.

Fig. 10. Channel bandwidth when the welding gun contacts

metal block.

그림 10. 용접 건이 금속 블록과 접촉 할 때의 채널 대역폭

Figure 8의 실험 장치에서 용접봉을 금속블록에

접촉하면 클라이언트 PC와 서버 PC간 전력선 통

신을 위한 채널이 형성된다. 만약 용접봉이 금속블

록에서 떨어지면 채널은 끊어진다. 이러한 반복적

인 실험을 통해 측정한 채널의 대역폭 변동은

Figure 10과 같다. 네트워크 구간 대역폭 테스트

툴인 Jperf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채널 온 상태

에서는 6 Mbps 이상의 대역폭을 유지하지만 채널

오프 상태에서는 연결이 끊어진다.

(a) (b)

Fig. 11. Bi-directional transmission test using IP of monitoring

PC. (a) Server and (b) client.

그림 11. 모니터링 PC의 IP를 이용한 양방향 전송 테스트

(a) 서버, (b) 클라이언트

채널이 연결된 상태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IP

를 각각 전송한 시험결과는 Figure 11과 같다. 용

접기 케이블과 알루미늄 지지대간 전기적인 경로

가 형성되고 전력선 통신 주파수 영역에서 충분한

대역폭이 확보되므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이

다. 그러므로 조선소에서 선체블록과 용접기 사이

에 용접봉에 의해서 형성된 전력선 통신 채널을 통

해서 선체 블록 정보와 용접기 정보를 전송한다면

작업자 위치와 작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용접기와 금속블록을 이용하여 작

업자 위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력선 통신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용접선과 같은 기존의 전력케

이블에는 설치의 편이를 위해 단면 절단이 쉬운 페

라이트 코어를 사용하여 유도 결합기를 구현하였

다. 금속블록의 핀 지그와 같이 장착과 탈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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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지만 직경이 큰 구조물에는 나노결정질 코어

를 사용하여 결합기를 제작하였다. 다중물리기반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설계된 두 가지 유형의 결

합기에 대해서 전자기 유도결합 현상을 시뮬레이

션하여 시각화 시켰다. 제작된 결합기는 금속블록

을 매개로 한 전력선 통신 테스트 장치에서 잘 동

작함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전용통신선로

확보가 어렵지만 금속매체를 통해 전기적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조선소 뿐만 아니라 금속 용접을

수행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상태

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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