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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온도가 서로 다른 유체간의 혼합이 불충분할 경우 온도요동이 발생하며, 이러

한 상을 구조물에 미치는 향 측면에서 thermal striping 이라 한다. 이러한 상

은 구조물 표면에 온도요동에 의한 열피로가 생성되며 액체 속로에서의 Thermal 

Striping은 요한 상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기를 유체로한 Thermal Striping의 기  실험을 한 데이터 측

정장치 구성  데이터 측정 방법, 센서들의 Calibration에 하여 기술하 다.

SUMMARY

    Temperature fluctuation is occured when fluids with different temperature 

are mixed insufficiently, and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thermal striping in 

the side of affecting to the structure.  

    This report was described for the data acquisition system, measuring 

method and sensor calibration for the basic experiment of the thermal striping 

by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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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액체 속로의 핵연료집합체는 육각 닥트로 둘러싸여 있고, 각 집합체에서 분출

되는 소듐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소듐의 온도변화는 인 한 재질의 온도요동을 유

발시키고, 결과 으로 재질에 thermal striping 상을 유발시킨다. 구조를 조 하게 

만들어 원자로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려는 최근의 경향에서는 thermal striping 상

이 매우 요한 설계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본 실험은 소듐을 이용한 실험에 앞서 고온  온의 공기를 실험부에 주입시

켜 난류 흐름에서의 온도  유속에 의한 열수력학  요소 변화에 따른 상을 실

험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실험의 목 은 thermal striping 상을 해석하는 난류모

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요동량의 주기와 진폭이 표 되는 raw data를 생산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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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장 치 의 구성

 실험부는 고온과 온의 소듐이 분출되는 핵연료집합체들의 경계면을 모의하는 double 

jet 실험부와 유동의 심간의 열혼합을 모의하는 triple jet 실험부가 있다. 

 노즐은 double jet 실험부와 triple jet 실험부의 노즐이 별도로 되어있으며 double jet 노

즐은 15x180mm 직사각형으로 공기 유료의 앙에 두께 5mm인 유리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

는 형태이며, triple jet 노즐은 앙에 고온용 유로가 있고, 52.5mm 간격을 두고 칭으로 두

개의 온용 유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1과 2는 실험장치의 공정도와 구성도를 보이고 있다.  실험부와 노즐은 고온, 

온 두개의 루 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각 루 에는 blower, 가열기, 필터, strainer, 유량계

로 구성되고, 열혼합이 일어나는 실험부(Test section)의 규격은 360x360x1000mm 이다. 

그림.1 실험 장치의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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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 장치의 구성도

    실험부 구성은 아래와 같고, 그림. 3은 실험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부는 Lower section, Inlet section, View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ower 

section, Inlet section은 별도로 제작되었다. 실험부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 실험부 :  2개 (Double  Triple Jet  실험부)

- 실험부 규격

   . 노즐 규격 :  15x180mm 

   . 측정 역 :  360x360x1000mm

- 실험조건

   . 구동유체 : 공기 (20～80℃)

   . 최고유속 : 고온(40m/s), 온(20m/s)

   . 최  Reynolds 수 : 7 x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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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부(Test section)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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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데 이 터  측정 장 치 의 구성

3-1. 계장 신호에 한 일반  사항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인 계장 신호는 공기식(3-14.7 PSI), 류식

(4-20mA), 압식(1-5V)로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는 최소신호를 3PSI, 4mA, 1VDC

로 함으로서 계기류의 고장, 오작동, 선의 합선, 단락 등으로 인한 오류 신호를 

쉽게 가려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 4-20mA에 계장 기기류의 평균 임피던스치

와 같은 250옴 항을 연결하면 V=I×R 이므로 4mA×250옴=1VDC, 20mA×250옴

=5VDC가 되므로 신호의 구분이 용이하다.

     이러한 신호를 통해 온도, 유량, 압력, 액 성분 등을 검출하며 이들의 양은 

그 로 목표치와 비교하거나 멀리 떨어진 장소에 송하는데 합하지 않기 때문에 

검출부에서 취 하기 쉬운 신호로 변환되는데 이러한 신호를 계장용 신호라 한다. 

계측제어에 이용되는 신호는 공기압, 압, 류, 디지털, 신호 등이 주로 사용되

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계장용 신호

  

    계장용 신호는 교류(AC) 원이 아닌 직류(DC) 원을 사용하는데 신호용 

이블에는 항성(Resistance), 유도성(Inductance), 용량성(Capacitance)의 성분을 가

지고 있으며 교류는 과도 상(Transient)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XL성

분(Inductive Reactance)과 Xc성분(Capacitive Reactance)과 주 수에 향을 주며, 

주변에 외란에 개입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직류 류를 사용한다.

3-2. 계측 신호와 잡음(Noise)

    신호선을 통하여 달되는 신호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측정 목  이외

구분

신호 Range

0% 25% 50% 75% 100%

공기압신호 0.2㎏/㎠ 0.4㎏/㎠ 0.6㎏/㎠ 0.8㎏/㎠ 1.0㎏/㎠

압신호 1 VDC 2 VDC 3 VDC 4 VDC 5 VDC

류신호 4 mADC 8 mADC 12 mADC 16 mADC 20 m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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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호가 검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신호를 잡음(Nolse)라고 하며, 이러한 잡음 신

호는 자기  도나 유도 상에 의해 혼입된 거짓 신호가 출력 신호로 나타나 시

스템의 교란, 성능 하, 측정 오류 등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잡음 신호의 원인

은 내부 잡음과 외부 잡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완벽

하게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계측 시스템 구성시 그 향을 최소화하고 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노이즈의 원인과 문제 을 표. 2에 정리하 다.

표. 2 노이즈의 원인과 문제

  1. 내부 잡음(진성잡음. Intrinsic Noise)

      내부 잡음의 표 인 것은 열잡음, 쇼트잡음, 잡음이 있으며, 부분이 

부품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품의 선정, 회로의 구성이나 응답속도, 역폭의 

선택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 

      - 열잡음(열교란 잡음. Thermal Noise)은 온도의 상승으로 자의 흐름이 열

에 의한 차가 발생하므로서 발생하게 된다.

      - 쇼트잡음의 발생 원인은 일정한 압의 임계치를 넘어서면 류의 흐름이  

 구분 노이즈 원인 문 제 노이즈 종류
노이즈

 경로

통신 장비

 ․유도 류  외부  

서지유입

 ․타설비의 신호에 

의한 간섭

 ․장비내부의 하축

척

 ․서지로 인한 장비    

Board의 손

 ․ 자 부품, 설비 손상

 ․통화 품질의 악화

 ․  변동으로 오작동

고주  잡음

디지털 잡음

정 기 잡음

- 기 공간 

-입출력 신호

- 원선 신호

- 지선  장비 

- 지 지선

압

  

력 설비

 ․ 력선을 통한 서지  

유입

 ․유도 류의 유입

 ․설비의 내부 손상

 ․장비의 오작동 원인
서지 잡음

제어 설비

 ․입출력 신호선의   

서지유입

 ․타 설비의 신호에  

의한 간섭

 ․장비 내부의 하  

축척

 ․서지로 인한 장비 

Board의 손

 ․ 자 부품, 설비 손상

 ․ 지  변동 오작동

고주  잡음

디지털 잡음

정 기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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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지 않게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것이 쇼트잡음으로 알려져 있다.

      - 잡음은 부품이나 재료의 불안정한 에 의해 기 항이 변화함으

로서 발생하게 되며, 잉여잡음 이라고도 한다.

  2. 외부잡음

      외부 잡음의 부분은 신호선을 통하여 달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특히, 

지의 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신호선은 길이가 길고 도나 유도된 잡음

을 쉽게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신호선의 완벽한 정 차폐가 가능하도록 실드

(Sheld)를 하여 유도잡음과 도잡음의 달을 차단해야 한다. 실드가 곤란하면 

Twisted-Pair Cable을 사용하는것도 실드의 안이 될 수있다. 

      

  3. 신호 잡음의 제거

      의 방법을 통해서 잡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이즈 필터(Noise Filter)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노이즈 필터를 원부에 부착하여 원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high-pass filter나 low-pass filter를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주 수를 제거하는 하드

웨어  방법이 있고,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평균값을 취하거나, 분포처리방식, 

는 축 하여 평균값을 내는 방식이 있으나 소 트웨어 인 방식은 로그램상 무리

가 있을 수 있고 처리 속도가 하되므로 하드웨어 인 방법에 의한 노이즈 제거 

방법이 우선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잡음 신호는 신호원의 종류, 벨, 속 이블의 종류, 주 수, 주 의 

기  환경, 온도 등 여러 가지의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 구성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잡음은 낮은 압과 높은 주 수일수록 향을 크게 받으

며, 압보다는 류 제어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일반 으로 신호원과 계측기간의 

거리는 약 1.8m 정도가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지  

      지는 기장치와 지(大地)사이에 로(電路)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특정

부분의 기회로에 흐르는 류(특히 비정상 으로 흐르는 류)를 극 으로 땅

으로 보내어 감 사고, 기기고장 등을 사 에 방하기 함이지만, 기  신호를 

데이터로 받는 경우 노이즈 제거를 하여 지는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항이 작은 지선으로 설된 류를 흘려보내 DAS(data acquisition system)측에 

기  잡음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실험 장치에는 공통 지방식을 용하 으며, 장치의 운 시 히터와 블

로어의 기  향에 의한 신호 잡음의 달을 방지하고 진동을 최소화하기 하

여 배 의 간에 연용 고무호스를 설치하 다. 표. 3에 공통 지와 단독 지의 

특징을 표. 4에 지방식별 특성을 비교 정리하 다. 

      지방식의 선택은 시공 면 , 시공 지역의 기후조건, 장비의 요구사항, 지



    방 식

특 성

공통   지

(Common Grounding)

단독   지

(Isolation Grounding)

장

 ․뇌 류로 인한 각각의 장비간

의 차 발생을 방지 

 ․ 류와 고장 류를 여러 지 

극에서 동시에 지에 방

 뇌 류로 인한 기기 손상시 다

른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음

단

 지 시스템의 한계를 과하는 

문제 발생시 연결된 모든 시스템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음

 ․시스템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해야만 하고 완 한 기  

연이 필수 으로 요구됨

 ․뇌 류  강한 Surge 압 유

입시 시스템간의 차 발생

  (기기의 손상)

동작의 

특성

 하나의 지시스템에 통신, 보안, 

피뢰 등의 지를 공통으로 연결하

는 방식

 통신, 보안, 피뢰등의 기  지

항을  달리하여 각각 분리된 

지시스템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한 후, 개별 으로 연결

지의 

설계

 지 항은 장비의 특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낮게 

시공

 각각의 시스템간의 완 한 연 

분리가 필수이며 지 항은 각각

의 시스템에 맞게 시공

지 

방식의 

선택기

 뇌 류  외부 Surge 압에 의

해 발생하는 시스템간의 차를 

방지하여 안정된 기기 운용

 ․장비 Spec에서 분리 요구 시

 ․장비운용상 Noise에 매우 민감

하여 오작동 발생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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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 경제성, 안정성, 시공지형특성, 주  환경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택하

여야 한다.

표. 3 공통 지와 단독 지의 비교



     특 성

지 방식
지 시공 방법 장/단

일반 형

(Driven Rod)

 구리도 의 속 이나 앵 을 지표

면에 박는 방식. 작업은 간단하며 낮

은 항율에 사용

 습도, 온도 등의 향이 크고  

수명이 짧으며 항률 변동이 

큼

-형

(Plate)

 속 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묻는 

방식. 비교  넓은 면 을 고 묻음

 습도, 온도 등에 비교  향

이 음. 넓은 지역 시공 가능

그물형

(Mesh)

 토양을 망상으로 고 속 도선끼

리 속하여 속망의 형태로 시공.

 주  기후 환경의 향이 

으며 아주 넓은 지역에 합.

그물&  형 

(병용 지)

 속망 형태의 지 극의 가장 자

리에  다른 지 극을 연결하는 

형태

 주  기후 환경의 향이 

으며 지역의 향을 크게 받지 

않음

방사형

 도선을 방사 형태로 지와 수평 상

태로 매설. 사막 혹은 암반 등 항율

이 높은 지역에 시공

 주  기후 환경의 향이 

으며 암반 지역이나 산악 지형

에 비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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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 방식별 특성

  

3-3 유량계의 설치

    실험실이나 산업 장에서 사용되는 유량계는 정확한 유량측정을 필요로 한다. 

유량계는 일정한 부피를 갖는 체  내를 유동하는 유체의 양을 측정하는 계기이므

로 유체의 성, 도 등의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체의 종류, 실험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유량 측정은 유체와 유동장치 내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상호작용에 의한 상을 

찰하는 장치로서 이것을 유량계의 1차기구라 하고, 1차 기구에서 발생한 유량 신

호를 감지 처리하여 지시하는 부분을 유량계 2차기구라 한다.

    측정 방법에 따라 임의 시간당 흐르는 체 량을 계량하는 직 법과 임의 단면

을 통과하는 유량과의 상 계를 이용하여 유속, 기  변화의 검출을 통한 간

측정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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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기

    1) 배

      유량계가 설치되는 배 은 유동 특성에 향을 미쳐 유량 측정시 오차 유발

의 원인이 되는데 ISO 5167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조건으로 정해져 있다.

      ① 직진도와 진원도에 한 이  육안검사

        - 이  내부표면 육안검사시 내부 녹이 슬지 않고, 퇴 물이 없을 것.

        - 유량검출기 설치시 단 10D, 후단 5D 이상 직 부 확보

        - 육안 검사시 직 , 진원이어야 함.

        - 이  내부표면의 상태조도에 한 기

           (ISO 5167 : 유량계 상류측 2D 이내에서 K/D≤10
-3)

        - 유량계 1차기구 상류층의 특정 이  부분 진원도

    2) 스트 이 (정류장치)

      유량계 설치시 소용돌이를 제거하거나 완 히 발달한 이상  유속 분포를 재

생할 수 있는 충분한 직 부 확보가 어려울 때 스트 이 를 설치한다. 

  2. 센서의 치

    유량계 설치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센서의 치를 선정해야 한다.

    1) 상류측 직  거리 10D, 하류측 5D 이상 확보

    2) 가능하면 다음의 후단에 센서를 설치하지 말 것 

      - 밸 나 다른 캐비테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곳

      - 혼합 탱크 는 기포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곳

    3) 내부 스 일이 있거나 스 일 체 가능한 곳

    4) 하나의 배 에 직렬로 다른 센서를 장착하지 말 것

    5) 센서의 이블을 다른 이블과 함께 설치하지 말 것

    6) 센서 설치시 권장 커 런트를 사용할 것

  3. 센서의 설치

    센서의 설치 치, 각도에 따라 유량 값에 향을 미칠수 있다. 한 이  내

의 스 일이나 침 물은 정확한 유량을 감지하기 어렵고 센서의 가동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림. 3은 센서 설치에 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처럼 설치해야 정

확한 유량값은 물론 유지, 보수시에도 불편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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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센서의 설치 방법

3-4 압력계의 설치

    압력은 시간 변화의 유무에 따라 정압, 변동압, 맥동압 등으로 나  수 있으며,

기 에 따라 압, 상 압, 차압 등으로 분류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5와 같

다.

표. 5 압력의 분류

구  분 상태(압력 범 )

시간변화에

따른 구분

정압
 변화가 없거나 1 당 압력계 최  압력의 1% 이하 

는, 1분당 압력계 최  압력의 5% 이하의 압력

변동압
 1 당 변화가 정압 범 를 넘거나 압력계 최  압력의 

1～10% 사이의 주기성이 없는 불연속  압력

맥동압
 1 당 변화가 정압의 범 를 넘는 것으로 압력계 최  

압력이 1～10% 사이에서 변동하는 주기성이 있는 압력

기 에 따른 

구분

압
 지구 도 45, 해면상 온도 0℃ 조건으로 수은주 

0mmHg에 해당하는 압력상태를 기 으로 측정되는 압력

상 압

(게이지압

)

 표 기압을 기 으로 측정되는 압력. 공업 으로 측

정되는 부분의 압력

차압
 임의 서로 다른 압력  다른 한쪽을 기 으로 다른 압

력과 차이 압력 △P(P2-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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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력계의 선정

    압력계의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측정 압력의 종류(정압, 동압, 맥동압, 진공압, 차압 등)

      2) 유체의 물리 (온도, 도, 농도 등)  화학  특성(부식성, 독성, 폭팔성 

등) 확인

      3) 목   용도(표 용, 장용, 지시, 기록 등)

      4) 측정 치  조건

      5) 측정 정도

      6) 측정 범

  2. 압력계의 설치

    압력을 측정하기 한 측정구의 표면은 매끄럽게 가공하여야 한다. 정압을 기

으로한 ISO의 압력 측정의 구멍 기 은 표. 6과 같다.

표. 6 압력 측정 구멍크기에 한 ISO 규격(단 :인치)

3-5 데이터 측정 장치의 구성

     실험에 사용된 유체는 공기로 고온의 공기와 온의 공기가 별도의 배 을 통하여 실험

부에 유입되고 난류가 혼합하는 역에서 x, y 방향의 평균속도와 속도요동량  평균온도와 

온도요동량을 측정하 다. 

난류는 최  1kHz 정도로 요동하므로 측정하는 센서는 time constant가 0.2ms 이하인 높

은 감응속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특히, 실험부 내부의 센서는 감응 속도와 정 도가 요구된

다.    

    데이터 측정장치는(Data Acquisition System) VXI(HP1413C), DAS unit(HP3852A)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배 에서 발생되는 온도, 유량, 압력 등의 기  신호

(lower speed temperature)는 DAS unit(3852A)를 통하여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획득하

고, 실험부에서 발생하는 감응속도가 빠른 기  신호(high speed temperature)는 

VXI를 통하여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내경 권고 구멍 직경 최  구멍 직경 최소 구멍 직경

2 이하 1/4 1/4 1/4

2～3 3/8 3/8 1/4

4 이상 1/2 1/2 1/4



온도, 압력, 유량

High speed
Signal
Cold wire &
소선경 열전대

Low speed
signal

3852A

컴퓨터 컴퓨터

VXI

From 실험부From 배관부

온도, 압력, 유량

High speed
Signal
Cold wire &
소선경 열전대

Low speed
signal

3852A

컴퓨터컴퓨터 컴퓨터컴퓨터

VXI

From 실험부From 배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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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DAS에 한 체 인 개념을 도시하 다.

그림. 5 Data Acqusition System의 구성도

3-6 센서의 설치  Calibration

    

    본 실험에 사용된 센서로는 Cold wire, 열 (Thermocouple), 터빈유량계, 압

력트랜스미터가 있으며, 열 는 배  부 의 온도 제어용과 실험부의 온도 측정

용이 있다.

    Cold wire는 센싱부의 wire 직경이 1.27㎛와 5㎛ 두 종류를 사용하 으며, 실험

부의 열 는 K-type으로서 소선경이 0.002″(T/C-48), 0.003″(T/C-51), 0.005″

(T/C-54), 0.010″(T/C-47) 4종류로서 열 의 감응속도를 고려하여 bared type을 

사용하 다. Cold wire의 일반재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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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old wire의 일반재원

  1. Cold wire의 특성  설치

      온도를 측정하는 Cold wire의 특성은 Hot wire의 방식과는 다르다. Hot wire

는 wire에 류를 공 하여 일정온도(보통 약 250℃)를 유지하게 설정한 후 유동에 

의해 열이 손실되면 차온 보상에 의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Cold 

wire는 wire에 미세한 일정한 류를 공 하여 주 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 wire의 

압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즉, cold wire는 RTD와 같은 방식이지만 텅거스텐

으로 만든 매우 가는 wire를 사용하므로 감응시간이 매우 짧다. 

      Cold wire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 를 가공하여 설치를 하고 리

드 와이어는 외부 노이즈가 비교  은 BNC 이블을 이용하여 신호 달이 되도

록 구성하 다.

      유속이 10～30m/s 범 에서 공기의 난류특성은 략 50Hz에서 750Hz까지 

고주 로 요동한다. 이를 측정하는 센서로는 온도측정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열

(Φ230㎛인 경우)는 감응속도(time constant 230ms)가 느리므로 직경이 1.27㎛인 

cold wire를 사용하 다. 이 센서의 time constant는 30m/s 유속에서 0.17ms이다. 

고주기로 요동하는 상에서 센서의 특성도 같이 측정하기 하여 cold wire와 직

경이 다른 4개의 열 를 설치하 다. 센서들의 끝은 수직으로 같은 높이에 있다. 

 

                                                       1,2   : Cold wire

                                                      3,4,5,6 : 열

그림. 6 센서 설치  지지

구분 제조사
Model & 

serial No. 

RES at 0℃, 

Ω

RES 60 ℃

Ω

Cold wire

1.27㎛
TSI

(미국)

1276-P.5

036068
50.70 62.29

5㎛
카노막스

(일본)

0215R-T5

2530
5.58 6.32



No.
T/C

cold(℃)

Res-1(Ω)

(S/N036066) 

Res-2(Ω)

(S/N036067) 
비고

1 0 50.16 47.47

2 37.585 59.33 56.30

3 48.216 61.79 58.67

4 58.732 64.11 60.85

5 68.862 66.31 63.02

6 78.417 68.51 65.04

7 92.034 71.34 67.77

8 60 61.57 58.30

No.
T/C

cold(℃)

Res-1(Ω)

(S/N036066) 

Res-2(Ω)

(S/N036067) 
비고

1 37.887 59.34 56.22

2 43.793 60.56 57.42

3 52.522 62.44 59.21

4 68.785 65.85 62.39

5 78.511 68.02 64.47

6 85.956 69.69 66.12

7 91.477 70.96 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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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ld wire의 Calibration

     실험의 정확성과 Cold wire의 신호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실험  유체의 온

도에 따른 Calibration를 실시하 다. Calibration은 실험부 내부에 별도의 열 를 

Cold wire와 같은 치에 설치하고 열 의 온도 변화에 따른 Cold wire의 항 

변화 값을 확인하다. 이에 사용한 열 는 0℃와 100℃에서 calibration한 열 를 

사용하 다. Calibration 결과는 표. 2, 3, 4에 나타내었으며, 특성 곡선은 그림. 4, 5, 

6, 7, 8, 9에 각각 나타내었다. 

표. 8 1.27㎛ Cold wire의 1차 Calibration 결과

표. 9 1.27㎛ Cold wire의 2차 Calibration 결과

     



 그림. 7 1.27㎛ Cold wire(Res-1. S/N036066)의 1차 Calibration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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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1.27㎛와 5㎛ Cold wire의 Calibration 비교

No.
1.27㎛

(Ω)

5㎛

(Ω)

T/C

ref(℃)

T/C

hot(℃)

T/C

cold(℃)
비고

1 65.35 6.425 48.285 47.072 46.274

2 67.47 6.583 58.802 57.903 57.678

3 69.28 6.722 67.750 66.650 66.842

4 70.98 6.854 76.373 75.122 75.386

5 73.07 7.016 86.903 85.386 85.785



 그림. 8 1.27㎛ Cold wire(Res-1. S/N036066)의 2차 Calibration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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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27㎛ Cold wire(Res-2. S/N036067)의 1차 Calibration 특성 곡선



 그림. 11 5.0㎛ Cold wire(Res-2-1. S/N2530)의 Calibration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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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27㎛ Cold wire(Res-2. S/N036067)의 2차 Calibration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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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 의 설치  Calibration

      열 는 히터 내부에 온도 조 용으로 각각 1개씩 설치하고, 배 부, 하부 

노즐부, 앙노즐부에 설치하 으며, 실험부에는 직경별로 4개를 설치하 다.

      히터는 내부에 설치한 열 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 하 고, 실험장치는 한

개의 고온배 과 2개의 온배 이 있다. 각각의 배 에 3개의 열 를 설치하

는데 유량개의 상류에 1개, 노즐 주입부에 1개  노즐 출구에 1개씩이다.

      배  부 에 설치한 열 는 지름이 1/16"인 k-type 이며, 유속과 진동에 의

한 손상을 방치하기 하여 배 의 삽입부분에 튜빙을 하여 배  내측으로 약 

3mm 정도를 돌출시켜서 설치하 다. 

      표. 11은 Cold wire의 온도 calibration에 사용한 2개의 열  즉, TC-Hot, 

TC-Cold 열 의 Calibration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12에는 소선경별 열

의 Calibration 결과, 표. 13에는 TC-Hot, TC-Cold 열 의 스펜값을 각각 나타

내었다.

      열 의 Calibration 특성곡선인 그림. 12, 그림. 13에는 TC-Cold와 TC-Hot

을, 그림. 14에는 소선경별 열 의 특성 곡선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15, 그림. 

16은 이들의 TC-Hot의 0℃와 100℃에서의 스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부의 열  4개는 0.003″의 리드 와이어를 사용하여 계측기와 연결하

고, 리드 와이어의 항값을 측정하여 보정하 다. 표. 14에는 열  리드와이어

의 항값을, 그림. 17에 이블의 힝 특성 곡선을 나타내었으며, 표. 15, 16, 17에

는 Calibration 결과에 한 보정값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18은 TC-Hot과 Cold의 

비교 곡선을 나타내었다.

표. 11 T/C-Hot  Cold 열  Calibration 결과 비교

구분 1차 2차 3차

T/C - hot 9.511 9.517 9.479

T/C - Cold 9.578 9.545 9.508

Room Temp 10.111 10.079 10.032



zero 100℃

1 2 mean 1 2 mean

TC-cold -0.077 -0.057 -0.067 99.509 99.501 99.505

TC-hot -0.052 -0.060 -0.056 99.926 99.850 99.888

TC-room -0.100 -0.066 -0.083 99.568 99.570 9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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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소선경 열 별 Calibration 결과

표. 13 열 의 Span

구분 1차 2차 3차

T/C - 48(0.002") 9.542 9.538 9.479

T/C - 51(0.003") 9.156 9.147 9.088

T/C - 54(0.005") 9.221 9.216 9.151

T/C - 47(0.010") 9.941 9.939 9.875

Room Temp 10.111 10.079 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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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열  TC-Cold Calibration 특성 곡선

그림. 13 열  TC-Hot Calibration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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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소선경 열 별 Calibration 특성 곡선

 그림. 15  열  TC-Hot의 Zero Span 특성 곡선



TC 0℃-1 0℃-2 0℃-3 average

TC-H0
-0.037

(0.023)

-0.042

(0.017)

-0.046

(0.007)

-0.0416

(0.0157)

TC-C1
-0.025

(0.025)

-0.028

(0.020)

-0.034

(0.009)

-0.029

(0.018)

TC-C2
-0.012

(0.009)

-0.017

(0.002)

-0.024

(-0.004)

-0.017

(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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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열  TC-Hot의 100℃ Span 특성 곡선

표. 14 TC-H0, TC-C1, TC-C2 0℃ 2차 보정 결과. ()안은 1차 결과



TC 100℃-1 100℃-2 100℃-3 average

TC-H0
100.087

(100.173)

100.175

(100.157)

100.145

(100.097)

100.136

(100.142)

TC-C1
100.081

(100.145)

100.183

(100.138)

100.071

(100.085)

100.112

(100.123)

TC-C2
100.075

(100.181)

100.174

(100.162)

100.128

(100.119)

100.126

(100.154)

측정횟수 1차 2차 3차 avg.

측정값 0.4498 0.4507 0.4508 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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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TC-H0, TC-C1, TC-C2 100℃ 2차 보정 결과. ()안은 1차 결과

표. 16 열  leading wire 헝값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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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열  lead wire 항 특성

그림. 18 열  TC-Hot과 TC-Cold의 Calibration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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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측정 범   결과 요약 

    유속이 10～30m/s 범 에서 공기의 난류특성은 략 50Hz에서 750Hz까지 고

주 로 요동한다. 이를 측정하는 센서로는 온도측정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열

(Φ230㎛인 경우, time constant 230ms)는 감응속도가 느리므로 직경이 1.27㎛인 

cold wire를 사용하 다. 이 센서의 time constant는 30m/s 유속에서 0.17ms이다. 

고주기로 요동하는 상에서 센서의 특성도 같이 측정하기 하여 cold wire와 직

경이 다른 4개의 열 를 설치하 다. 센서들의 끝은 수직으로 같은 높이에 있다. 

실험에서의 유속범 는 10～30m/s, 온도범 는 40～80℃이다. 온도와 유속의 조건

을 바꾸어 12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실험마다 조  다르나 략 으로 난

류 혼합이 일어나는 역을 수평으로 26개, 수직으로 12개 나 어 측정하 다. 측정

은 HP1413C 계측기로 한 개의 센서에서 당 4096개의 실험자료를 28 간 생산하

다. 표. 17에 실험명  측정조견표를 나타내었다. 

표. 17 실험명  측정 조견표

5.0µm401210 / 4040 / 80DJ23

5.0µm401210 / 2040 / 80DJ22

5.0µm401210 / 1040 / 80DJ21

5.0µm401210 / 4040 / 60DJ13

1.27µm401210 / 2040 / 60DJ12

1.27µm401210 / 1040 / 60DJ11

1.27µm401210/40/1040/80/40TJ23

1.27µm401210/20/1040/80/40TJ22

1.27µm401210/10/1040/80/40TJ21

1.27µm401210/40/1040/60/40TJ13

1.27µm401210/20/1040/60/40TJ12

5.0µm231210/10/1040/60/40TJ11

비고수평(pts)수직(pts)속도(m/s)온도(°C)실험명

5.0µm401210 / 4040 / 80DJ23

5.0µm401210 / 2040 / 80DJ22

5.0µm401210 / 1040 / 80DJ21

5.0µm401210 / 4040 / 60DJ13

1.27µm401210 / 2040 / 60DJ12

1.27µm401210 / 1040 / 60DJ11

1.27µm401210/40/1040/80/40TJ23

1.27µm401210/20/1040/80/40TJ22

1.27µm401210/10/1040/80/40TJ21

1.27µm401210/40/1040/60/40TJ13

1.27µm401210/20/1040/60/40TJ12

5.0µm231210/10/1040/60/40TJ11

비고수평(pts)수직(pts)속도(m/s)온도(°C)실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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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실험결과

  1. 측정오차

    유량의 오차는 ±1%이고, 30m/s에서 최  ripple은 0.1m/s, RMS 값은 0.03m/s 

이 다. 열 는 0℃와 100℃에서 보정하여 최  ±0.3℃오차를 보 고, 이 열

로 보정한 cold wire는 최  ±0.5℃오차를 보 다. 주입되는 공기온도의 ripple은 

±0.02℃, 60℃에서 RMS 값은 최  ±013℃ 이 다.   

 

  2. 실험자료  결과

    재 12종류의 실험이 완료되었으며, 표 으로 유속이 10/20/10m/s, 온도가 

40/60/40℃인 경우의 실험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에 있는 노즐의 심을 수평 치의 0 , 노즐에서부터의 거리를 수직 치

로 설정하 을 경우, 그림 19는 2개의 cold wire와 직경이 다른 2개의 열 로 측

정한 평균온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실험조건에서 열 와 cold wire로 수직 치 

48mm  323mm에서 측정한 평균온도는 거의 같은 반면 요동량은 센서의 직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는 100Hz로 요동할 때 이를 측정하는 데는 cold wire는 감

응시간이 충분히 하지만 열 의 감응시간은 늦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은 유속 10/20/10 m/s, 온도 40/60/40 ℃ 조건에서 cold wire로 측정한 

온도장 역의 평균온도를 그림. 22에서는 온도요동량을 보이고 있다, 평균온도는 

노즐에서의 거리가 623mm에서 거의 같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온도요동은 노즐에서 

거리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다 173mm 근방에서 최 를 보이고 623mm에서는 거의 

같아진다. 이 상은 다른 실험에서도 유사하 다.



그림 19 수평 치와 수직 치에 따른 2개의 cold wire와 2개의 열 의 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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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less Horizontal Posistion

      Censor           Level
 cw-1 (1.27µm)   48
 cw-2 (1.27µm)   48
 TC-1 (76.2µm)   48
 TC-2 (254µm)    48
 cw-1 (1.27µm)  323
 cw-2 (1.27µm)  323
 TC-1 (76.2µm)  323
 TC-2 (254 µm)  323

Level : 48mm
Temp: 40/62.5/40
Vel    :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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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수평 치와 수직 치에 따른 2개의 cold wire와 

2개의 열 의 온도 요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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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40/62.5/40
V :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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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old wire로 측정한 온도장  구간의 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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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cold wire로 측정한 온도장  구간의 온도 요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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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활 용 방 안

    당해연도의 실험에서는 기의 온도/유량 12개의 조건에서 열혼합이 일어나는 

온도장의 온도분포와 온도요동량을 측정하 다. 이 자료는 열유체 설계분야의 LES 

method 등 산코드의 해석모형를 검증하는데 사용된다. 아울러 고주기 난류유동용 

측정센서들(6종류)의 감응시간과 련한 이론들을 비교, 분석하여 보상방법을 도출

하고, 유동조건에 따른 열혼합 역의 온도요동 주기  진폭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

용한다. 열혼합시의 유동장에 련된 실험식의 개발, 기존 모델들의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궁극 으로는 액체 속로에서의 난류열혼합에 의한 thermal striping 

향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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