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영역

안전
진단

•매설 배관 건전성 평가 및 외면부식 직접평가

•전기방식 시스템 진단 및 문제점 해결

•토양환경 및 토양 부식성 조사

•부식시험 및 파손원인 분석

•MFL 기기를 이용한 노출 배관 모재 손상확인

설계&
시공

•전기방식 설계 및 방식 공사 실시

•희생양극법, 외부전원법

•매설배관, 지상 탱크 바닥면 전기방식공사

•발전소 내의 복수기 및 열교환기 전기방식

판매
제품

•정류기(원격제어형, 복합제어 다채널형)

•피복 손상 탐측기(Eagle-EyedⅢ)

•IoT 통신로거

•부식속도 측정 센서(박막형, Wire형)

SMART

관리

•IoT 통신로거를 이용한 전기방식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정류기 원격감시·제어, 테스트박스 원격감시 시스템

•매설배관 타공사 실시간 감시

•복합제어를 통한 다채널 전기방식 정류기 시스템 구축

•통합 내외면 부식 방지 장치(2–in–1 시스템)

Remote
Control
Rectifier Wireless

Networks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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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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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Data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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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매설배관 외면부식 직접평가법

(ECDA: External Corrosion Direct Assessment)

사전평가 PRE-ASSESSMENT
•과거 이력 조사

•Risk Assessment

•구간(region) 구분

•구간별 검사 방법 선정

목적

•전기방식(CP) 시스템과 피복 품질에 대한 검사

•모재 손상(부식진행) 확률이 높은 지점을 직접 굴착 검사

•부식 원인에 대한 정보(root cause) 제공

직접검사 DIRECT INSPECTION
•굴착 우선순위 선정

•굴착 개수 선정

•굴착 조사

•굴착 결과 평가

사후평가 POST-ASSESSMENT
•잔여수명계산

•사용적합성평가

•관리효율성 검증

간접검사 INDIRECT INSPECTION
•토양환경조사

•좁은간격 전위측정(CIPS)

•피복손상탐측(DCVG)

•간섭조사

•절연점검



설계&시공

전기방식 설계흐름

전기방식 시공

자료수집 현장조사
설계전류량 
계산

방식방법
결정

상세설계

전기방식
금속 표면에서 유출하는 전류(부식전류)의 반대방향으로 부터 충분한 전류(방식전류)를 

인위적으로 계속 공급하여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

전기방식 설계

대상구조물

•구조물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기방식 시스템 설계

•현장조사 및 자료 조사를 통한 전기방식 방법 결정

•구조물에 적합한 최적의 전기방식 설계 제공

•전기방식 시물레이션에 의한 설계 (BEASY, CP-Master)

• 매설배관, 복수기 및 열교환기, 지상 및 지하탱크, 기타금속 구조물

DEEP WELL ANODE 
INSTALLATION

희생양극법

TEST BOX

희생양극

배관

정류기

배관 양극

외부전원법



SMART 관리SMART 관리

전기방식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시설물 

매설 배관, 저장 탱크, 복수기 등 전기방식 설비

•통신 방법 

 유선, 무선 (CDMA, IoT, RF 등)

•주요구성요소 

원격감시제어정류기

원격감시 Test Box

관리프로그램

•기능

- 전기방식 설비 원격상시감시, 원격제어

- 시스템 고장 시 알람 발생

-  측정데이터 저장, 분석  및 지속적인

데이터수집(빅데이터)

- 수명예측 및 안전사고 예방

다채널정류기

• 정전위 + 정전류 복합제어를 통한 복수기 

Water Box 내 균질 전기방식 구현

•복수기 수명 연장

•복수기 보수주기 연장

노출배관검사장비(Spider-MX™)

•상수도배관의 내면부식방지와 외면부식방지를 동시에 실시함

•세계최초 통합형 부식방지 시스템

•전자기장을 이용한 내면부식 방지 장치 적용

•증명된 MFL(Magnetic Flux Leakage)기술 적용 

•자화 시스템 자기력으로 별도의 부착 장비 없이 배관두께 스캔

•IMU 탑재로 자동 제어 운전

•실시간 데이터 전송으로 배관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 데이터 디스플레이 

통합형 내외면 부식방지 시스템 (2–in–1 system)

외면방식

내면방식

내부부식 외부부식

외면방식 내면방식

통합내외면 방식 시스템 2–IN–1

TB(remote monitoring data logger)

Wireless telecommunication 
network

Reference
electorde

Remote monitoring/
controlling rectigier

BASE STATION

TCP/IP

Server PC

Current Current

AnodeAnode



판매제품

IoT 통신로거
• 전기방식용 Test Box 전위

상시 모니터링

• 이상징후 발생시 알람발생

• 유선통신, 무선통신(CDMA, 

IoT 등)에 의한 데이터 전송

정류기(Rectifier)

만능방식진단기 (Eagle EyedⅢ)

•피복 손상 탐측(DCVG)

•좁은간격 방식 전위 측정(CIPS)

•디지털 EPR 

•원격제어 가능형  수동 정류기

•원격제어형 자동 정류기(SCR형, SMPS형)

•다채널 정류기

(발전소 복수기 & 열교환기, 해양구조물)

부식속도 측정 센서 (Corrosion Sensors and Probes)

Resolution < 0.01mpy
Thin Film ER type sensor 열교환기 설치사례 Wire-type ER sensor

저유탱크 하부 적용사례

Wireless
Networks

Reference
Electrode

Current AnodeAnode

Management S/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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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IoT통신

프로그램
사진



코렐테크놀로지(주)
CorRel Technology Co., I td.

본   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Tel. 052)223-0835          Fax. 052)223-0838
연구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Tel. 031)706-0835          Fax. 031)706-0838

     correl@correltech.com        http://www.correltech.com

Againgst Corrosion risk,
We Can offer you a Reliability for your assets.
...all you need

코렐테크놀로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