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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고온고압 조건의 프레팅 마멸시험변수 측정기술 개발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원전운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 핵연료, 증기발생기 세관 등의 건전

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부품들의 손상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부식 및 프레팅 마멸과 같은 열화현상의 극복이 필수적이다. 이중에서 프레팅마멸 

손상에 대해서는 원인 및 기구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아직 명확한 대

책이 없는 실정이나 원전수명 연장 및 고연소도 장주기 핵연료개발을 위해서는 프

레팅마멸 손상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실제 가동조건에서 발생되는 마멸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멸과정 중 발생되는 접촉력, 미끄럼변위, 접촉조건 등에 직접

적으로 영향인자는 물론 분위기의 영향, 재료거동 및 마멸입자의 방출거동 등 다양

한 인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부품의 마멸실험을 위해서는 실제의 

원전운전 조건(핵연료의 경우 300℃ 및 10 MPa 이상의 수중)에서 실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온고압 수중분위기 하의 프레팅마멸실험에서는 시험변수인 

접촉력 및 미끄럼변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실험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

우 중요하다. 특히 접촉력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대개 50 N 이하) 고압 분위기 

하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며, 고온고압의 수중에서 작동되는 상용 

하중센서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국내에는 이러한 고온고압 수중 분위기 하의 미세

하중 측정기술이 전무하며, 국외의 원자력기관에서도 자체 개발한 측정기술을 부분

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운전조건에서의 보정곡선을 구하여 간접적인 측정을 수행

하고 있다. 한편 변위측정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서 작

동하는 상용센서가 있으나 매우 고가(개당 1500 ~ 1800 만원 정도)이며 이 역시 

운전조건에서의 보정곡선을 별도로 구하여야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전부품 또는 구조물의 프레팅마멸 연구를 위해서는 측정센

서의 도입(변위 측정의 경우), 측정기술의 도입(접촉력 측정의 경우) 또는 자체기술

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접촉력 측정을 위한 기술도입의 경우 개발기관의 

Know-how 를 근거로 매우 고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개발된 측정기술

은 그들의 시험기 및 시험방법에 따라 설계/제작되어 있으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즉, 국내기술의 개발을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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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변위측정에 있어서도 특정 시험

조건(온도, 압력 및 분위기)에서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

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2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단계(1 차년도)에서는 고온고압 프

레팅 시험변수 측정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며 실제 

시험기에 적용할 수 있는 측정방법 및 계측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개념을 수립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시작품을 제작하고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서의 성능을 

검증한다. 세부적으로는 제작된 시작품 가운데에 계측기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동시

에 고려한 센서를 선별하고 이를 고온고압 수중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 및 해결한다. 또한 제작된 시작품을 실제 고온고압 마멸시험기에 장

착하여 접촉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하중을 측정하여 실제 마멸시험에서의 적용가능성

을 판단하는 한편 개선점을 도출한다. 2 단계(2 차년도)에서는 1 차년도에서 개발된 

시작품을 개선하고 접촉하중과 함께 프레팅 마멸의 중요변수인 미끄럼변위에 대한 

변위보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온고압 시험변수 측정 및 프레팅 마멸 

손상분석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다수의 시험을 수행하여 원전부품의 프레팅 마멸 

억제방안 및 개발 기술의 활용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IV. 연구 결과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서의 미세하중 측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센서를 분류하였다. 현재 상용으로 공급되는 센서로는 스트레인 게이지, 압전체, 광

센서, 레이저 등과 같이 매우 많은 종류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상온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센서적용을 위한 분류기준으로 프레팅 마멸시험의 적용온도인 

300℃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센서로 스트레인 게이지 및 압전체를 선정

하였다. 그러나 압전체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료의 성질변화에 따른 압전

효과의 감소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온

용 스트레인 게이지를 선택하였다. 고온수중분위기에서의 물의 차폐와 함께 마멸시

험기의 내부 크기제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감지부 및 로드셀의 크기와 형상

을 도출하였고 온도, 압력 및 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

여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고온고압에서의 변위보정을 위한 교정작업을 

수행하여 교정곡선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상온 및 고온에서 나타나는 교정곡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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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는 거의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로드셀 시작품의 교정작

업을 위하여 교정기를 특별히 제작하였으며 2 축 로드셀의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상호간섭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설계최적화를 이용한 다양한 감지부의 형상을 도

출하였다. 

1 차년도에 개발된 여러 가지 시작품의 교정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으로는 감

지부가 로드셀 치구와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 볼트의 조임력 크기에 따라 초기 로드

셀의 교정값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고온에서 장시간 실험을 수행하

게 되면 온도영향에 따른 영점의 이동현상이 다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영점의 이동원인은 온도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온도보상회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신호선의 길이, 게이지 부착위치 오차 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볼트 체결을 배제한 일체형의 새로운 개념을 가진 치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편 2 차년도는 개발된 초소형 범용 하중센서는 원전 

1 차측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하여 스트레인 게이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가장 최소화 시킨 로드셀이다. 본 과제를 통하여 단축 로드셀을 개발하였으나 2 축 

이상의 다축로드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적으로 적용한 고온고압 수중용 로드셀에서 실험과정 동안 발생하는 로드셀 신

호를 분석한 결과 실제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미세하중이 잘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개발된 로드셀을 이용하여 고온고압 수중에서의 미세하중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를 통하여 원전 1 차측 분위기에서의 접촉하중 및 변위측정 기술을 보

유하였으며 국내 개발 원전부품 손상분석의 해외기술 의존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온고압 측정기기 개발 및 기술확보로 원전부품을 위한 프레팅 

마멸시험기의 국산화가 가능하며 원전부품 프레팅 마멸관련 국제협력기관과의 연구

협력 체계구축 및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제환경을 모사한 고온고압 

환경실험과 관련된 독자적 시험장치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사한 조건에서 마멸손상이 우려되는 일반 산업구조물의 시험분석에도 응용

이 가능한 동시에 해외기관의 마멸시험 및 측정기술 분석용역 등 후속과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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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Technology of Fretting Wear Test Parameters under the 

Environment of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research focuses primarily on the development of a force transducer for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conditions (above 300℃, 15 MPa) by using high temperature 

strain gages and their accessories. Fretting failure phenomenon is mainly considered for the 

contact failure, which has been widely found in the nuclear industry (e.g., nuclear fuel rod, 

steam generator tube, control rod etc.) due to a flow-induced vibration of the components. The 

contact force that was generated between nuclear fuel rods and their supports was often less 

than 50 N. Fretting wear parameters such as contact force, slip displacement etc. should be 

measured in order to evaluate the fretting wear mechanism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is small force and slip displacement in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tests. For the 

application to the nuclear fuel fretting wear tests between the fuel rods and spacer grid 

spring/dimples, a bi-axial load cell of cylindrical shape is specially designed. Strain gages for a 

special use in a high temperature condition were attached on the sensitive region of it to 

accommodate the bi-axial loading condition in fretting.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research, various kinds of the force transducers that are used in severe conditions 

will be firstly reviewed in order to select the suitable sensor for the application to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conditions. Next, the shape and size of sensing element and load 

cell ar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inner size of the autoclave in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fretting wear tester. In addition, the design of the sensing element and the developing 

load cell jig will be optimized considering the temperature compensation, pressure effect and 

water proofing method. The trial products of load cell are attached in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fretting wear tes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ignal output, the assembling method of 

the trial load cell could be modified to improve its performance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To this end, the methods of the force measurement and displacement calibration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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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ized for the evaluation of the fretting wear experiments in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s. 

 

IV. Result of Project 

This report is dealing with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a load cell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fretting wear tester in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condition in 

order to measure the contact force between the nuclear fuel rods and their supports.  

The strain gage of WK-06-062TT-350 was used with considering the temperature limits 

and the economical concerns in this study and two rosette pairs were bonded on opposite sides 

with 180o angle between each other to establish the Wheatstone full bridge circuit. To design bi-

axial load cells with good performance in a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condition, we 

should preferentially consider the shape and size of a force sensing element and the 

waterproofing method at the same time. Because of a limited area of test section within the 

autoclave of the fretting wear tester, the load cell should have a relatively small size. In addition, 

strain gages and their lead wire should be shielded against high temperature water. A simple 

cylinder type is adopted for the shape of the force sensing element in consideration of easy 

waterproofing. This force measurement system consists of a force sensing element, a cylinder 

type cap with a hole, a base case, a force transfer screw, two metallic sealants, tube connecter 

and metallic tube. In this study, a fluoroplastic-coated Nickel-plated Copper wire was used as 

signal wires for the purpose of the cable shield against the metallic tube in which the wires are 

inserted. Also, a metallic sealant that was made from Silver-coated Copper was used for 

waterproofing between the force sensing element and the cylinder type cap in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condition. This enables an easy fabrication without a welding 

process for waterproofing. 

From the strain analysis result of the sensing element, the estimated coupling error 

between the normal and shear component is less than 4%. We determined the location of the 

strain gages based on the above result. It is determined that the capacity of our bi-axial load cell 

designed in this study is 50 N in each axis. In this bi-axial load cell, a lower strain of 40 µm/m 

at the maximum capacity is used to prevent its yielding by excess pressure or crack 

generation/fracture by fatigue in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condition. From the 

application result in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condition, both normal (impact) 

and shear force signals are clearly appeared and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major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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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uclear fuel fretting phenomenon.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various kinds of the load cells developed for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water 

condition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measurement of the fretting wear test parameters, but also 

for the application to the components in the general industries subjected to a similar 

environment. Presently improved fretting wear experiment technology can be used for the 

similar experiments, which may be planned for other nuclear components such as stream 

generator tube, control rod etc. where fretting wear is frequently occurred during the operating 

period. It is expected that the calibration and evaluation method of the fretting wear test 

parameters by using the presently developed load cell can draw new projects associated with an 

analysis of a tribological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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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전운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 핵연료, 증기발생기 세관 등의 건

전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부품들의 손상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부식 및 프레팅 마멸과 같은 열화현상의 극복이 필수적이다. 부식저항성의 제고는 

새로운 합금개발을 통해 달성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서는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프레팅마멸 손상에 대해

서는 원인 및 기구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아직 명확한 대책이 없는 실

정이다. 그러나 원전수명 연장 및 고연소도 장주기 핵연료개발을 위해서는 프레팅

마멸 손상이 필히 극복되어야 하므로 현재 국내외 많은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지대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전부품 또는 구조물의 프레팅마멸 연구

내용은 실험 또는 시험에 의한 분석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마멸현상이 접촉

력, 미끄럼변위, 접촉조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한 조건에서의 마

멸현상을 관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멸실험에서는 분위기의 영향이 또한 매우 

중요한데 재료거동뿐 아니라 마멸입자의 방출거동이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 따라서 원전부품의 마멸실험을 위해서는 실제의 원전운전 조건(핵연료의 경

우 300℃ 및 10 MPa 이상의 수중)에서 실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온고

압 수중분위기 하의 프레팅마멸실험에서는 시험변수인 접촉력 및 미끄럼변위를 정

확히 측정하는 것이 실험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접촉력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대개 50 N 이하) 고압 분위기 하에서 직

접 측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며, 고온고압의 수중에서 작동되는 상용 하중센서

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국내에는 이러한 고온고압 수중 분위기 하의 미세하중 측

정기술이 전무하며, 국외의 원자력기관에서도 자체 개발한 측정기술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운전조건에서의 보정곡선을 구하여 간접적인 측정을 수행하고 있

다. 한편 변위측정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서 작동하는 

상용센서가 있으나 매우 고가(개당 1500 ~ 1800 만원 정도)이며 이 역시 운전조건에

서의 보정곡선을 별도로 구하여야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전부품 또는 구조물의 프레팅마멸 연구를 위해서는 측정센

서의 도입(변위 측정의 경우), 측정기술의 도입(접촉력 측정의 경우) 또는 자체기술

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접촉력 측정을 위한 기술도입의 경우 개발기관의 

Know-how 를 근거로 매우 고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개발된 측정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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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시험기 및 시험방법에 따라 설계/제작되어 있으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즉, 국내기술의 개발을 통해서만 실험결과의 신뢰성 확

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한편 변위측정에 있어서도 특정 시험조

건(온도, 압력 및 분위기)에서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본 과제는 이를 위하여 300℃ 및 10 MPa 이상의 고온고압 수중분위기 조건에

서 프레팅마멸 시험변수인 접촉력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계측기의 시작품을 

제작하며 변위보정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로부

터 개발될 기술의 적용성을 제고하여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를 추구함으로써 원전 

운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과제를 수행하게 된 궁

극적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서의 하중측정을 위한 센서의 

선정, 로드셀 구조 설계 및 시작품 제작,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서의 적용결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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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센서 적용성 분석 

 

1. 개 요 

 

센서(Sensor)란 인간의 5 감, 즉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및 촉각을 대신하여 대

상 물질의 에너지 신호 혹은 정보량을 검출하여 물리적(전기 및 기계적) 신호로 나

타내기 위한 검지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상 물체가 어떠한 정보량

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지하는 장치를 말하며 이러한 센서는 그 용도에 따라 힘, 온

도, 변위, 유량, 압력, 습도 및 가스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힘(하중)을 검

지하는 장치인 로드셀만을 고려하였다. 로드셀의 경우 다른 종류의 검지장치와는 

달리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량을 광학 혹은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주

는 장치이며 금속재질의 탄성체에 센서(스트레인 게이지, 압전체 등)를 부착시켜 하

중에 따른 탄성체의 변형률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로드셀의 구조는 그 분류가 너무 복잡하여 자세히 상술하기 어려우나 

상용으로 공급되는 로드셀을 살펴보면 대략 기둥형(Column), 환형(Ring), 휨형

(Bending) 및 전단형(Shear)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형상의 로드셀은 거의 대부

분 하중 감지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제작된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특수

목적(고주파의 동적하중 등)을 위하여 압전체가 사용되기도 하나 스트레인 게이지

에 비해 매우 10 배 이상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고온고압 수중에 적용할 로드셀 시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센서를 

선정하였다. 

 

2. 적용 센서의 선정 

 

로드셀에 적용할 센서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준을 두어야 할 점은 크게 사용온

도, 압력 및 수중분위기와 같이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압력은 수중분위

기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이며 물과의 차단은 센서가 로드셀 내

부에 완전히 밀폐되는 형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만을 고려하여 센서를 

선정하였다. 센서의 종류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비롯하여 압

전체, 광센서, 초음파센서, 레이저 등과 같이 다양하다. 그러나 광센서, 초음파 및 



 ４

레이저 등을 이용한 비접촉방식의 측정은 고온고압 수중의 특수성과 경제성 관점에

서 본 과제의 목표와는 불일치한 점이 많아 센서의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하였

다. 압전체의 경우 Fig. 1-1 과 같은 원리로 결정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한 

Permanent dipole 을 매개로 한 에너지의 변환으로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 

사이의 상호변환이 다소 높은 효율로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압전체는 PZT 계열이며 특수목적에 따라 티탄산바륨등의 세라믹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300℃이상의 온도에서는 결정구조의 변

화로 인해 압전효과가 상실되어 적용할 수 있는 소재가 거의 없으며 매우 고가로 

제공된다.  

 

 

 

 

 

 

 

 

 

 

 

Fig. 1-1 결정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되는 압전효과의 원리. 

 

반면 스트레인 게이지의 경우 사용온도가 최대 350℃까지 상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특수 목적의 경우 900℃까지 공급), 미국의 M&M [1] 및 일본의 Kyowa [2]에

서 일부 고온용 스트레인 게이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

하기 위한 구성품과 재질은 각 회사마다 서로 상이하여 이를 선별하는데 매우 주의

하여야 한다. 스트레인 게이지를 로드셀 치구에 부착할 때 적용환경(온도, 압력 및 

주변 분위기 등)을 고려한 구성품의 특성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의 형상, 크기 및 저

항값 등은 물론 접착제의 특성, 신호 입출력선의 재질 및 두께, 고온용 땜납, 접착

제 응고를 위한 열처리 온도 및 시간 등이 있다. 이러한 구성품의 선별에 많은 노

력이 필요하더라도 현재의 적용조건을 만족하는 센서는 고온용 스트레인 게이지로 

판단되어 본 과제에서 개발한 로드셀 시작품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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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스트레인 게이지가 선정되면 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 입출력 신호를 구성

하는 고온용 피복선 및 터미날 등의 구성품이 선정되나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M&M 사의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다. 

현재까지 상용으로 공급되는 스트레인 게이지 중에서 300℃이상의 조건에 적

용할 수 있는 것은 M&M 사의 WK 시리즈와 Kyowa 사의 KFU 시리즈가 있다. 여기

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 과제의 목적상 현재 가동중인 고온고압 마멸시험기 내부

에서 접촉하중을 측정해야 하므로 시험기의 압력용기 내부의 크기제한으로 인해 제

작될 로드셀의 크기는 소형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감지부 또한 가능한 작은 크기가 

될 것이므로 로드셀에 부착될 스트레인 게이지 크기 또한 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한 스트레인 게이지는 M&M 사의 WK-06-062TT-350 로 저항은 각각 

350Ω이며 두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가 90 도 간격으로 배열되어 붙어있는 형상을 

가진다. 350Ω의 저항을 선택한 이유는 게이지의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신호의 민감도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선택된 스트레인 게이지의 개략적인 형상은 

Fig. 1-2 에 나타내었다.  

 

 

 

 

 

 

 

 

 

 

 

Fig. 1-2. 본 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인게이지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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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로드셀 치구 설계, 제작 및 교정 

 

1. 로드셀 기본 개념 및 구조 조사 

 

금속 재질의 탄성체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하중에 따른 탄성체의 변

형률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센서를 로드 셀(load cell)이라 한다. 상용

화된 로드 셀은 인장과 압축이 발생하는 4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휘스톤브릿지

(Wheatstone Bridge) 형태로 결선하면서 각 접합점에 영점보상, 온도보상 및 탄성계수

률 보상을 위한 저항을 부가하여 구성되며, 방습 및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대부분의 로드 셀에는 초기저항이 350 Ω인 스트레인 게이지가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정밀도는 1/1000 ~ 1/5000 정도이다. 브릿지 인가전압 1 V 에 대하여 

최대하중에서 1 ~ 4 ㎷의 감도를 나타내며, 인가전압은 5 ~ 10 V 정도가 일반적이다. 

정격부하에서의 변형량은 0.2 mm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고유진동수는 대

부분 300 ㎐미만이다. 한편, 로드 버튼에 가해지는 하중이 변형체에 수직방향이 아

닌 경우에는 편하중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각도에 따른 측정 오

차는 0.05 ~ 1%/deg 정도로 나타난다. 특히 다축 로드셀의 경우 한 축에 적용되는 하

중에 따라 다른 축에서의 출력신호가 발생하는 상호간섭오차는 필수적으로 생성되

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로드 셀의 구조는 적용분야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설계되며 일반적으로 인장, 압축, 전단 및 토크 등의 측정에서는 기존

의 범용 로드 셀 치구가 잘 정리되어 있다. 대표적인 형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기둥형 (Column Type) 

원통형으로 생겼으며, 위에서 아래로 하중을 가하는 종류로 2 장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종, 횡으로 부착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대용량의 로드 셀 제작에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밀도가 낮으며, 비스듬하게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 오차가 크

므로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 

(2) 환상형 (Ring Type) 

둥근 원형의 내면에 4 장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한 형태로 원통형보다 정

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고 방향도 인장과 압축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대용량 및 소용량의 제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７

(3) 휨형(Bending Type) 

사각 막대를 한쪽이나 양쪽을 지지하여 휘어지는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부

착하기가 용이하고, 정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대용량의 제작이 어렵고 구조

상 밀봉하기 어려워 사용 환경의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4) 전단형 (Shear type) 

스트레인 게이지를 45 도 방향으로 부착하여 전단응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횡하중의 측정이 용이하고 내력이 강한 반면, 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고온고압 수중에 이러

한 형상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치구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

이지가 주위환경인 고온고압의 물과 온전히 차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15 

MPa 의 압력이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압력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의 신뢰성 있

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고온고압 수중용 로드셀의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법 제안 

 

(1) 온도영향 

로드 셀의 감지부에 부착되는 스트레인 게이지는 감지부에 물리적인 힘이 작

용할 때 발생되는 변형을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의 변화로 출력하게 된다. 이때 

주위 환경의 온도가 변화하게 되면 수축과 팽창에 따른 저항변화가 발생하여 출력

의 신호는 변형에 의한 저항변화와 온도에 의한 저항변화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출력신호 중에서 변형에 의한 저항변화만을 검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

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half 및 full 브릿지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 방법은 감지부에 부착되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수가 2 혹은 4 장으로 구성되

어야 하기 때문에 감지부의 면적이 넓어져야 하며 이것은 로드 셀의 크기를 증가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로드 셀의 크기에 제한이 있는 본 연구에서

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스트레인 게이지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므로 이를 취급하

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Fig. 2-1 에서와 같이 구성된 브릿지 회로에서 출력전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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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g 는 출력전압, Vi 는 입력전압이며 R1˜R4 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

항 값이다. 만약 Full 브릿지 회로에서 정상상태에서 온도변화(시험온도)가 발생하게 

되면 각 저항은 R 에서 R+ΔRT 로 변하게 되며 Vg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만약 R1 = R2 = R3 = R4 = R 이면 식 (2)는 0 이 되어 온도보상이 이루어진다. 그

러나 실제의 경우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 값의 오차가 ± 0.1%정도는 일반적이며 

회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리드선(신호 입출력선)의 길이 및 용접재료(땜납)의 종

류/양에 따라 저항 값이 변할 수 있어 항상 실제 사용온도에서의 보정이 필요하다. 

 

 

 

 

 

 

 

 

 

 

Fig. 2-1. 완전결전 휘스톤브릿지(Wheatstone full bridge) 회로의 개요. 

 

(2) 압력의 영향 

 

신호감지부는 외부의 힘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을 전기적 신호로 출력하게 되

나 외압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에도 신호감지부에서 저항 값의 변화가 발생하여 신

호가 출력된다. 이에 대한 보정방법으로 Barometric effect 를 고려하여 압력에 의한 

신호발생을 억제하거나 근원적으로 압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감지부를 설계하

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은 외압이 신호감지부에 균일

하게 작용하도록 감지부를 설계하여 온도보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압력의 영향을 배

제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식 (2)의 ΔRT 를 ΔRp 로 치환하면 동일하게 압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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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할 수 있다. 

 

(3) 습기(물)의 영향 

 

일반적으로 센서는 습기에 매우 민감하다. 이것은 저항이나 도선 혹은 용접부

(땜납) 등이 습기에 노출되면 미세한 전기적 신호에 의해 출력치가 급격히 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곳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코팅작업을 수행하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온도가 높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코팅

재질은 현재까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원적으로 물을 차폐할 수 있는 구

조를 설계하였고 감지부 치구와 외부환경을 차폐할 수 있는 metal seal 을 사용하였

다. 

 

3. 로드셀 치구 설계 

 

 

 

 

 

 

 

 

 

 

 

 

 

Fig. 2-2. 1 차년도에 제작된 1 축 고온고압 수중용 로드셀 시작품. 

 

고온고압 수중에 적용할 수 있는 로드 셀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용 로

드 셀의 기본구조와 국내외 기관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로드 셀의 장단

점을 비교분석한 후 시작품을 설계하였으며 초기에 제작된 로드 셀의 사진을 Fig. 

2-2 에 나타내었다. 신호감지부의 내부는 Metal seal 을 적용하여 외부에 접촉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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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입을 완전히 차폐하였으며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나오는 리드선은 현재 상용으

로 널리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강 재질의 압력튜브 내부를 통과하여 인출되도록 설

계하였다. 이러한 형상의 로드 셀의 장점은 고온고압 마멸시험기의 압력용기에 전

달되는 충격 및 미끄럼 축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므로 장착이 용이한 반면 스프링 

혹은 연료봉 시편을 장착하기 위한 치구의 무게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하중값에 오

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온고압 마멸시험기에 삽입하여 실험을 수행

한 결과 매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온고압 마멸시험기의 

압력용기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아래와 같은 2 개의 로드 셀(수직하중 및 전단하중 

측정)을 장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로드 셀의 크기가 작은 동시에 

2 축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형상이 필요하였다. 

 

 

 

 

 

 

 

 

 

 

 

 

Fig. 2-3. 본 연구에서 개발된 2 축 로드셀 치구의 개략도. 

 

Fig. 2-3 에 2 축 로드 셀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형상의 도출은 사용되

는 스프링 시편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스프링 시편이 적용되는 축과의 

연결이 용이한 동시에 하중감지에 대한 민감도를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

존의 상온용 다축 로드셀에서 범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원통형의 감지부가 설계되어 

외압을 모두 균일하게 받음으로써 압력에 대한 보상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축 로드 셀 내부에 장착된 하중감지부는 모두 8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

착하여 2 개의 독립된 Full 브릿지 회로로 구성하였고 각각 x 및 y 축 방향의 하중

을 감지할 수 있다.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는 350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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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저항은 350 Ω이며 게이지 계수는 약 2 정도의 값을 가진다. 회로를 구성할 때 

리드선의 용접(납땜)은 사용온도를 고려하여 고온용 땜납을 사용하였고 기존의 상

온용 땜납에 비해 다량의 은(Ag)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ig. 2-4 에 제작이 

완료된 고온고압 2 축 로드셀의 시작품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2-4. 제작이 완료된 고온고압 2 축 로드셀의 형상. 

 

4. 고온고압 변위 보정 

 

 

 

 

 

 

 

 

 

 

 

 

 

 

 

 

Fig. 2-5.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고온고압 수중용 비접촉변위센서 교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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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KAMAN 교정작업에 사용되는 Height gage 의 개략도. 

 

 

 

 

 

 

 

 

 

 

 

 

 

 

 

 

Fig. 2-7. KAMAN 센서의 교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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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고압 수중에서 사용되는 비접촉변위센서(이하 KAMAN 센서)는 외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온도변화에 따라 출력이 변하게 된다. KAMAN 센서 제작업체

에서는 제품의 공급과 함께 특정온도(본 시험에서는 상온, 200 및 320℃)에서의 보

정곡선을 Fig. 2-5 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작업체에서 수행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비접촉식 센서의 

경우 측정대상물(Target)의 재질, 대상물 측정면의 균일도 및 측정 환경에 따라 출력

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 공급한 KAMAN 센서의 보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Fig. 2-6 과 같은 기존의 Height gage 를 이용하였고 교정을 위

하여 KAMAN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치구를 제작하였다. 교정방법을 간략히 설명

하면 Fig. 2-7 과 같이 KAMAN 센서를 치구에 부착하고 이를 Height gage 에 장착한 

다음 균일한 Target 면사이의 거리를 Height gage 의 표시창에 나타난 출력치를 이용

하여 설정하고 이때의 출력을 Fig. 2-8 과 같은 KAMAN 센서 앰프(NEMA)에서 획득

하여 거리와 출력치사이의 관계를 획득하여 보정작업을 수행한다. 

 

 

 

 

 

 

 

 

 

 

 

Fig. 2-8. KAMAN 센서 앰프(NEMA)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KAMAN 센서의 교정결과와 기존의 업체에서 제공한 결

과를 Fig. 2-9 에 나타내었다. 결과로부터 초기 영점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변위의 

증가에 따른 출력치의 변화에서 나타난 기울기는 모두 0.78727, 0.80494 V/mm 로 

2.2 %이하의 오차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울기의 오차가 작다는 것은 실제 마

멸시험에서 상대변위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KAMAN 센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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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한 보정곡선(Fig. 2-5)에서부터 온도변화에 따른 기울기의 변화가 거의 나

타나지 않는 것은 상대변위의 측정에서 온도의 영향이 작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상온에서 수행한 보정작업을 확장하여 고온에서 보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

경을 모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부가적인 장비를 설계 및 제작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온고압 마멸시험기를 이용하여 교정이 가능한데 

이것은 시험기의 외부에 상용의 변위센서(LVDT)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

용하여 내부에 부착된 KAMAN 센서의 보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고온고압에서의 

보정작업은 상온에서 수행한 뒤 교정기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고온고압 마멸시험기에서의 교정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Fig. 2-9.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KAMAN 센서의 교정결과. 

 

5. 로드셀 시작품 교정 

 

제작이 완료된 로드 셀 시작품의 교정작업을 수행하였다. 2 축 로드 셀의 경우 

감지부의 특성상 x 및 y 축사이의 상호간섭 오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러한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감지부의 설계에 크게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교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2-10 과 같은 교정기를 기존의 장비의 수정

을 통하여 교정작업을 수행하였다. 교정방법은 로드 셀을 고정대에 설치한 다음 매

우 가는 줄을 시편이 장착되는 위치에 고정하고 영점을 맞춘 후 1kg 의 정밀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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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최대 5kg 까지 분동을 설치하면서 출력전압을 측정하였고 이때 발생하는 

상호간섭 오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축에서 나오는 전압을 모두 기록하였다. 상온

에서 수행한 로드 셀의 교정 작업 중에서 대표적인 전압출력 특성 결과를 Fig. 2-11

에 나타내었다.  

 

 

 

 

 

 

 

 

 

 

 

 

 

Fig. 2-10. 제작된 로드셀 시작품 교정용 치구. 

 

 

 

 

 

 

 

 

 

 

 

 

 

Fig. 2-11. 교정결과 나타난 로드셀 시작품의 출력변화. 



 １６

 

 결과로부터 단축(여기서는 x 축)의 출력특성이 하중에 따라 매우 선형적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 인가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y 축과의 상호간섭이 다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고온고압 프레팅 마멸시험에서 적

용하고자 하는 최대하중은 약 50 N (5 kg)이며 최대 15.9% 정도의 상호간섭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차 값은 기존의 상용 로드 셀(5%이하)에 비해 

다소 큰 편으로 생각되며 수정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온고압 

마멸실험을 수행할 때 로드 셀로부터 나오는 출력전압을 기록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교정시험결과를 적용하여 각각의 출력치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고온고압 시

험기에 적용하였고 장착된 개략적인 모습을 Fig. 2-12 에 나타내었다. 

 

 

 

 

 

 

 

 

 

 

 

 

 

 

Fig. 2-12. 고온고압 마멸시험기 내부에 장착된 로드셀 시작품. 

 

로드 셀 시작품 내부의 스트레인 게이지의 리드선은 고압용 스테인리스 튜브 

내부를 따라 압력용기 외벽으로 연결되며 Fig. 2-13 과 같이 x 및 y 축으로 분리되어 

튜브피팅 기술로 완벽하게 외부와 차폐가 가능하다. 실험과정에서 변화하는 하중 

값은 Fig. 2-14 과 같은 신호처리기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며 PC 로 연결되어 마멸과정

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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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로드셀 내부 신호선을 습기(물)와 차폐하기 위한 튜브핏팅. 

 

 

 

 

 

 

 

 

 

 

Fig. 2-14. 로드셀의 여기전압 공급 및 신호수집을 위한 신호증폭기. 

 

6. 시작품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앞서 열거한 시작품은 우선 프레팅마멸시험에서 하중의 측정가능성을 판별하

기 위한 1 축 로드셀과 접촉 및 전단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2 축 로드셀로 구분할 수 

있다. 1 축 로드셀의 내부 형상을 살펴보면 습기(물)을 차단하기 위한 치구와 하중 

감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중감지부는 치구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다. 결국 접촉하중이 인가될 때 치구의 변형량이 감지부로 전달되어 신호를 측정하

게 되므로 수정과정에서 감지부를 체결하는 볼트의 조임의 크기에 따라 초기 로드

셀의 교정값이 변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 고온고압 수중 하에서 마멸실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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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때 발생하는 수직하중(혹은 충격하중)과 전단하중의 결과를 살펴보면 장시간 

실험할 경우 온도영향에 따른 영점의 이동현상이 다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영점의 이동 원인은 온도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온도보상회로에도 불구하고 초기 

상술한 바와 같이 리드선의 길이, 땜납의 양, 스트레인 게이지의 부착오차 등과 같

이 제작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숙련된 제작 

및 용접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2 축 로드 셀 교정과정의 결과로부터 나타

난 상호간섭 오차는 상용 로드 셀에 비해 다소 큰 값을 가진다. 이러한 원인은 고

온고압 수중분위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급적 외부와 차폐가 잘되는 구조 혹은 외

압이나 온도변화에 균일하게 변형하는 형상을 가져야 하는 제약이 가장 큰 원인으

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개선된 하중 감지부는 기존의 상용 2 축 혹은 다축 로드 셀

의 감지부 구조 중에서 적용 가능한 형상의 도출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개선된 형상 

중에서 대표적인 모습을 Fig. 2-15 에 나타내었다. 

 

 

 

 

 

 

 

 

 

 

Fig. 2-15. 개선된 2 축 로드셀 감지부 형상. 

 

7. 초소형 범용 로드셀 제작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서 사용 가능한 초소형 범용 하중센서를 제작하였으며 

대략적인 형상 및 크기를 Fig. 2-16 에 나타내었다. 초소형 센서의 크기는 15 mm 의 

외경, 20 mm(리드선 제외)의 길이로 굽힘하중에 대한 1 축 고온고압 로드셀이다. 제

작은 기존의 방식과 유사하나 감지부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완전결선방식의 

브릿지회로로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 축 로드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크기의 스트레인게이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로드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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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인게이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하중 및 변형량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므로 제작된 초소형 1 축 하중센서를 2 축용으로 확장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2-16. 범용으로 제작된 초소형 고온고압 수중용 로드셀. 

 

8. 치구형 고온고압 로드셀 제작 

 

 

 

 

 

 

 

 

 

 

 

 

Fig. 2-17. 고온고압 프레팅 마멸시험기에 적용한 치구형 로드셀. 

 

실제 고온고압 마멸시험기에 기존의 개발된 하중센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

험기 내부부품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편

치구를 로드셀형 치구로 개선하는 방법도 개발하였고 본 시험기에 최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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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에 보여 주는 치구형 2 축 로드셀은 접촉 및 전단하중이 인가되는 시편부

에 매우 근접해있으며 이에 따라 하중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큰 것이 장점이다. 

 

9. 고온고압 하중측정 방안 적용 및 검토 

 

 

 

 

 

 

 

 

 

 

 

 

 

 

 

 

 

Fig. 2-18. 로드셀 교정결과 나타난 출력값의 변화 

 

1 축 및 2 축 고온고압 로드셀의 경우 모두 충격(접촉)력을 인가하는 축에 부착

하는 반면 치구형 2 축 고온고압 로드셀은 미끄럼축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었다. 제작

된 로드셀을 이용하여 고온고압 수중조건에서 프레팅마멸 시험을 수행하였다. 적용

된 로드셀 모두 마멸시험에서의 하중측정이 가능하였으며 각 종류별 민감도의 차이

는 있으나 교정절차를 수행한 결과 성능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개발에 사용된 스트레인게이지, 회로연결 방식 및 치구설계 개념이 모두 유

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 고온고압 시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정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교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제작된 로

드셀을 가열로에 장착한 뒤 온도증가에 따른 로드셀 출력신호의 변화를 관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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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점의 이동이 허용 오차 이내에서 유지하는 가를 판단하였고 단계적으로 하중을 

인가하여 신호출력을 검증하였다. 온도에 대한 로드셀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고온고

압 수중분위기에서 실제 시험온도 및 압력까지 증가시켜 인가하중 없이 영점 신호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2-19. 최종 온도 및 압력조건에서 하중을 인가할 때 출력신호의 변화. 

 

제작된 로드셀을 가열로에 장착한 후 신호변화를 관찰한 결과 온도증가에 따

른 영점 신호출력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험온도(300 ℃)에서 일정한 

하중을 인가하였을 때 하중센서의 민감도는 Fig. 2-18 과 같이 2.33 ㎶/V/kgf 로 상온 

교정결과(2.05 ㎶/V/kgf)와 비교할 때 다소 큰 값을 보였으며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

서 온도에 따른 교정값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스트레인게이지의 변형량

이 완전결선 브릿지 회로를 통해 보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스트레인게이지의 부착과

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와 온도증가에 따른 변형량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

된다. 사용온도에 대한 하중센서의 적용가능성을 확보한 후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

서의 교정작업을 수행하였다. 교정절차는 로드셀을 장착한 후 온도를 증가시키면 

압력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이때의 영점 변화를 관찰하고 최종 온도 및 압력조건

에서 하중을 인가할 때 출력신호의 변화를 관찰하여 Fig. 2-19 에 나타내었다. 그 결

과 온도증가에 따른 영점 신호의 변화가 없는 반면 압력증가에 따라 영점의 이동이 

로그함수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완전결선 브릿지 회로를 적용하더라

도 하중센서에 작용하는 외압이 균일하게 감지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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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일정한 실험온도 및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영점 변화는 더 이상 발생하

지 않고 일정한 하중을 가할 때 출력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서의 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험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충분히 

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고온고압 프레팅마멸 시험기에 적용된 모

습은 Fig. 2-17 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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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작된 로드셀을 이용한 프레팅마멸 손상분석 
 

고온고압 수중분위기하의 프레팅마멸 시험과정에서 나타난 로드셀의 신호변화

를 Fig. 3-1 에 나타내었다. 접촉하중과 전단하중이 매우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프레팅마멸을 평가하는 모델로 적용이 가능하였다. 프레

팅마멸 시험결과의 예로서 Fig. 3-2 에 충격하중 변화에 따른 핵연료봉의 마멸량 변

화를 나타내었다. 상온 및 고온고압 수중에서 미끄럼 진폭 증가에 따른 마멸량의 

증가가 명확히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충격하중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

라 마멸량도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중센

서로부터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3].  

 

 

 

 

 

 

 

 

 

 

 

 

 

 

Fig. 3-1. 고온고압 수중분위기하의 프레팅마멸 시험과정에서 나타난 로드셀 출

력신호의 예. 

 

일반적으로 접촉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마멸량이 서서히 증가하나 특정 하중 

이상에서는 오히려 마멸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은 마멸과 관련된 연

구결과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stick-slip 현상으로 두 접촉물체 사이에서의 상대 미끄

럼 변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접촉하는 시

편은 핵연료봉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격자 스프링 시편으로 온도증가에 따른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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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변화가 실제 마멸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고온고압 수중용 

하중센서를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즉 상온 수중 및 고온고압 수중조건에서 나타난 

마멸량의 차이는 온도증가에 따른 스프링 강성의 감소로 인해 실제 접촉면에서의 

상대 미끄럼변위의 감소, 마멸입자 방출의 억제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판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가동조건하에서 발생 가능한 핵연료봉의 마멸기구를 자체 제작

한 고온고압 수중용 하중센서를 이용하여 규명이 가능하였다. 

 

 

 

 

 

 

 

 

 

 

 

 

 

 

 

 

 

Fig. 3-2. 고온고압 수중용 로드셀을 적요한 마멸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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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핵연료봉의 프레팅 손상이 발생하는 실제 가동조건하에서의 시험변수를 정확

히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고온고압 프레팅마멸 시험변수 측

정기술 개발”과제를 2004~2005 년도에 걸쳐 2 년 동안 과제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

는 일차적으로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서 적용가능 한 하중센서에 대한 상세한 문헌

조사를 수행하여 적절한 고온용 스트레인 게이지를 선택하고 이를 채택하여 고온고

압 수중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로드셀의 형상 및 크기를 최적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시도하였던 센서 기술은 가급적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범용적인 방법을 선

택하였으며 로드셀 및 감지부의 형상 및 크기, 스트레인 게이지의 부착위치 등을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개발과정은 크게 센서의 분류와 선택, 로드셀 및 감지부의 설계최

적화, 온도, 압력 및 습기(물)의 차폐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찰, 개발된 로드셀 시작

품의 교정작업, 실제 고온고압 마멸시험기로 적용하여 시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는 각 세부 항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총 

7 종 (단축용 4 종, 이축용 2 종, 로드 셀화한 치구 1 종)의 로드셀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정방법을 확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프레팅 마멸에서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인 미끄럼 변위에 대한 교정 방법도 수립하였다. 

결론적으로 개발된 로드셀은 실제 원전의 가동조건인 고온고압 수중분위기에

서 접촉면에 발생하는 미세한 접촉하중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

는 차후 국내외의 원자력 분야를 포함하여 일반 산업기계 분야의 유사한 환경에서 

마멸손상이 우려되는 기기 및 부품에 대한 실험적 연구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

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는 향후 국내외의 프레팅손상 관련 연구를 수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를 우리 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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