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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온도, 압력, 벨, 유량의 공업산업에서의 4  변수들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측정되

어야 공정에서 높은 경제성이나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 변수들에 한 최

근의 측정장치들은 기계재료, 자재료, 마이크로 로세서를 비롯한 자부품, 측정 

 연산방법 등이 발 함에 따라 그 기능  성능이 획기 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

히, 원자력발 소의 경우 원자로의 열출력은 feed water의 온도와 유량을 측정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이의 정확한 측정은 과출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NRC에서는 원자력발 소의 열출력 마

진을 2%로 요구하여 왔으나 최근의 10 CFR 50 App. K의 개정으로 원  운 자는 

좀 더 정확한 계장을 사용하여 열출력을 1% 이상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량측정의 개략 인 기술과 자유량계의 기술개발 황을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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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order to get the economic benefits and safety of a process facility, 4 major 

variables - temperature, pressure, level and flowrate - should be measured 

correctly and precisely.

  The function and performance of recent measuring instruments for the above 

variables have become sofisticat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echanical 

materials, electronic materials, electronic components such as microprocessors 

etc. As thermal power of NPP is calculated from the measurement of feedwater 

temperature and feedwater flowrate, the precise measurement of them could 

prevent the overpower accident in advance and minimize the power loss. The 

thermal power margin of US NPP has been guided at 2% by US NRC and NPP 

electric companies can increase the thermal power more than 1% with the use 

of more advanced instrument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10 CFR 50 app. k.

  This report describes general flow measurement technology and the 

state-of-the art for magnetic flow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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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공업산업에서 측정의 4  요소는 온도, 압력, 벨과 유량을 들 수 있으며, 이 4가

지 요소가 올바르고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공정에서 높은 경제성이나 안정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량측정은 그 상이 유체로서 정 이 아닌 동 인 계로 

측정이 매우 어렵고 정확도 한 다른 계측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유량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산업 장에 주로 사용되는 유량계는 차압식, 면 식, 용

식, 터빈, 자식, 음 , 코리오리스, 열선형, 와 유량계 등 10 여종이 있다. 이들 

유량계는 측정원리가 각각 다르고 정확도, 측정범  등이 달라 유량측정 목 , 유체

의 종류, 요구되는 정확도, 측정범 ,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한 유량계를 선

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유량계는 유량계가 요구하는 설치조건에 맞게 후단의 직

부가 잘 형성되고 기포가 생성되지 않는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력발 소의 경우 열출력은 feed water의 온도와 유량을 측정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이의 정확한 측정은 과출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

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재 원자력발 소에서 유량 측정에 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오리피스(Orifice), 벤 리(Ventury), 노즐(Nozzle)등과 같은 차압식 유량계

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노즐 fouling, d/p 셀에서의 설, 소자의 비선형성 

등과 같은 차압식 유량계가 갖는 단 들 때문에 최근에는 차압식 유량계를 체할 

수 있는 유량계가 요구되고 있다. 체할 수 있는 표 인 것들에는 음 유량계, 

자유량계를 들 수 있으며, 최근의 유량계는 기계재료, 자재료, 마이크로 로세

서를 비롯한 자부품, 측정  연산방법 등이 발 함에 따라 유량계의 기능  성

능이 획기 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국의 NRC에서는 원자력발 소의 열출력 마진을 

2%로 요구하여 왔으나 최근의 10 CFR 50 App. K의 개정[1]으로 원  운 자는 좀 

더 정확한 계장을 사용하여 열출력을 1% 이상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량측정의 개략 인 기술과 자유량계의 기술개발 황을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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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량계의 개요

1. 용어의 정의 

 (1) 측정(measurement) : 특정 목 을 갖고 사물을 양 으로 악하기 한 방법

으로 수단을 고려하여 실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소기의 목 을 달성하

는 것을 말한다. 어떤 양을 기 으로 하여 실제 사용하는 양과 비교하고 이를 수치 

는 부호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2) 정확도(accuracy) : 측정기가 나타내는 값, 는 측정결과의 정확함과 정 함을 

포함한 종합 인 좋고 나쁜 정도를 말한다. 유량계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일반 으로 기차(측정기가 나타내는 값과 그것이 나타내야 할 참 값과의 차이), 불

확도 등의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각 유량계의 원리, 용

도  역사 인 발 과정 등에 향을 받는다. 

  (가) 정확도 : 유량계에서 사용되는 정확도는 제조업체가 공식 으로 발표하는 최

 오차의 한계를 가리키며 정확도 규격을 의미한다. 정확도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 Full scale 정확도(% of FS 는 % of Span, 약자로 % FS 는 % Span  

       으로 표기한다.)  

     - 지시정확도(% of reading 는 % of rate, 약자로 % RD 는 % R로 표기  

       한다.)  

  (나) 정확도 규격  : 측정기기의 사양에 있어서 제조업체가 보증할 수 있는 최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정확도 규격에는 일치성, 히스테리시스, 측정 불가능 역, 반

복성 오차  설치 사양에 의해 결정되는 련 세부항목에 따른 모든 복합 인 

향이 포함된다. 

 (3) 오차(error) :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값이며, 오차와 참값의 비를 오차율이라고 

정의한다. 단, 혼동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오차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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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선성(linearity): 교정곡선과 이에 가장 가깝게 한 최 근사직선과의 (+), (-) 

최  편차로 나타내어지는 근 의 정도를 말한다. 

 (5) 재 성(reproducability) : 같은 측정방법으로 같은 측정 상을 측정요원, 측정

설치, 측정장소, 측정시기의 일부 는 체를 다르게 하여 측정한 경우에 각각의 

측정값이 일치하는 성질 는 정도를 말한다. 

 (6) 반복성(repeatability) : 같은 방법으로 같은 측정 상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측정한 경우에 각각의 측정값이 일치하는 성질 는 정도를 

말한다. 

 (7)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 주어진 압력 값이 측정방향(값이 올라가거나 내려

가는)에 의존하여 압력신호에 응하는 출력 값이 다른 측정기기의  특성을 말한다 

 (8) Rangeability : 측정기기의 사양에 나타나 있는 교정이 가능한 최        

최소 Span의 비율. 단, 유량계에 있어서는 사양에 나타난 정확도 내의 최   최

소 유량값의 비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9) 드리 트(Drift) : 일정한 환경조건에서 유량 측정량 이외의 향에 의하여 발

생하는 측정기 표시의 완만하고 지속 인 변화 정도를 말한다. 

 (10) 제로 드리 트(Zero drift) : 유량이나 유속이 0일 때 지시값이 완만하게 지속

으로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11) Zero drop out : Zero cut 조정으로 유량신호의 입력 는 출력이      

부근에서 미리 정하여진 값 이하로 감소하면 자동 으로 출력을 0으로 하거나 동작

이 정지되는 것으로서 유량계에서는 Zero drift에 의한 산 유량의 오차를 이기 

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12) 압력손실 : 유체기기의 유체마찰 손실, 유로변화에 의한 유동의 격한     

축소, 확  는 유동 방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구와 출구 사이에서 손실된 압

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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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Wet calibration : 실제로 유체를 흘려 울, 기 탱크, 기 유량계 등과 비교

하여 유량계를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Dry calibration : 실제 교정설치를 이용하지 않고 유량계를 교정하는 방법. 

기기의 치수, 배   유체의 물성치, 검출방식의 특성이나 유사성을 이용하여 유량

계를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Meter Factor(Mf) : 유량계에서 발생하는 한 개의 Pulse가 의미하는 부     

피를 말한다.

 (16) Proving : 유량계의 Mf를 결정하거나 오차를 계산하는 차이다.

 (17) Meter Proof : 유량계의 Mf를 결정하기 하여 실시하는 한조의 실험

 (18) K-Factor : 단 부피의 유체가 흐르는 동안에 발생하는 Pulse수를 의미한다.

 (19) 검정(verification) : 계량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계량기가 법의 기 에 의해 

받아야 만 하는 강제  검사를 말한다.

 (20) 검교정(calibration) : 계량기의 정도를 보증하기 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

며, 이것은 Meter Factor를 계산하여 오차가 0이 되도록 조정하는 행 도 포함한다. 

 (21) 이놀즈 수(Reynolds number) : 유속과 직경과 도를 곱하고 성계수로 

나  무차원의 값으로서, 유체의 난류도를 나타내는 라미터로 쓰인다. 

 (22) 층류(laminar flow)와 난류(turbulent flow) : 층류란 유체 입자가 그 유동선상

을 규칙 으로 바르게 운동하는 유동을 말하며, 난류란 유체의 입자가 매순간마다 

불규칙 으로 운동하여 서로 뒤섞인 유동을 말한다. 로 내를 흐르는 유체의 압력 

강하와의 계는 압력강하가 유량에 비례하는 유동을 층류, 유량의 제곱에 비례하

는 유동을 난류라 한다.

       - 층류 : Re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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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유속 = 2 x 평균유속      

       - 간류 : 2000 < Re < 4000 

       - 난류 : 4000 < Re

                 최고유속 = 1.2 x 평균유속      

   

 (23) 여과기(strainer) : 유체의 유로에 설치하여 액체, 기체  증기에 포함되어 있

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기로 필터 (filter)라고도 한다. 

 (24) 정류기(flow conditioner) : 스트 이트 (straightner) 는 flow         

conditioner 라고도 한다. 유량계의 상류측에 필요한 직 부의 길이를 악할 수 없

는 경우에 유량계의 상류측에 설치, 유속분포를 정리하여 유량계 상류측 배  자재

의 향을 제거하는 기기로서 상식(tubular), 다공식(perforated), vane식 등이 있

다. 

  

그림 2-1 여러 가지 종류의 정류기 구조

 (25) 캐비테이션(cavitation) : 유동하고 있는 액체의 압력이 국부 으로 하하여 

증기 등의 기체가 발생하는 상. 한 유동이 더욱 더 낮은 압력으로 되던가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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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빨라지게 되면 그 부 에 공동(cavity)이 생기는 상을 말한다. 

 (26) 도(Viscosity) : 유량계 선정시 “ 도”가 요하며, 특히, "용 식 유량계"는 

도에 따라서 많은 향을 받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성이 크면 가운데는 유속이 

빠르고, 가장자리는 마찰에 의해 유속이 느린 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조 Strainer를 달아서 유체의 흐름을 난류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2. 유량계의 종류

 가. 용  유량계 (positive displacement flowmeter, PD meter) [2]

  계량계의 유입구와 유출구의 유체 차압에 따라 회 자가 회 하면서 회 자와 본

체사이의 일정용 의 공간에 충만된 유체를 출구측으로 통과시켜 회 자의 회 수

를 측정함으로써 통과량을 계측할 수 있는 유량계로서 액체용과 기체용이 있다. 일

반 으로 OVAL GEAR 형이 가장 리 쓰인다. 

                그림 2-2 여러 가지 용 유량계의 원리도

 나. 터빈 유량계 (turbine flowmeter) [3]

  본체 내부에 터빈이 장착되어, 유체의 이동이 터빈을 

회 시키고 이 회 수를 Magnetic Pick-Up에 의하여 

주 수 신호로 변환하여 유량을 측정한다. 순간 유량측

정에 사용되며 유량은 볼 수가 없다. 

 다. 차압 유량계 (differential pressure flowmeter, DP flowmeter)

  차압식유량계는 시장 유율이 20%정도로 유량계  가장 높은 유량계로 오리피스 

(orifice plate), 벤튜리 (Venturi tube), 유동 노즐(flow nozzle), 원추형 차압유량

계(Venturi-cone DP flow meter), 쇄기형 차압유량계(segmental wedge DP flow 

그림 2-3 미국 

TURBINES사의 

터빈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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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r), 엘보우 유량계(elbow flow meter), 차압유량계와는 원리상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 으로 차압을 측정하여 유량 는 유속을 측정하는 피토튜 (Pitot 

tube), 벤튜리 과 오리피스 의 조합인 Dall Tube 등 유량을 측정하는 측정부의 

상․하류 차압이 유량에 비례하는 기계식유량계를 말한다. 이 유량계는 측정부가 

간단하고 수은주나 수주를 이용하여 차압을 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자 인 유량계가 신뢰를 확보하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Root 

Square 기능을 가진 스마트형 차압 송기의 출 에도 불구하고 차압발생부의 마모

상태, 차압측정기  신호 송기의 정확도, 도 의 수 등 오차요인이 많고 측정범

가 1 : 5 정도로 매우 작아 차 시장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4 오리피스  그림 2-5 벤 리  

 

그림 2-6 유동 노즐

  

그림 2-7 원추형차압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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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기형 차압유량계 그림 2-9 엘보우 유량계 

   

그림 2-10 피토튜  유량계 그림 2-11 Dall 튜  유량계 

 라. 와 유량계 (vortex flowmeter) [4]

  와 유량계의 동작은 Karman 원리(Karman Vortex Street)에 기 를 두고 있다. 

이 원리는 유명한 물리학자인 Theodor von Karman의 이름에서 유래하 으며,  소

용돌이들은 유체의 흐름에 직각으로 치하는 Shedder(소용돌이 발생체)로부터 발

생된다. 소용돌이 발생 주 수는 유속과 비례 계가 성립한다. Shedder로부터 와류

가 분리되는 주기(주 수)와 주 수 변화의 검출방법은 각 제작사 고유의 Shedder 

형상  그 크기에 따라 다르다. Shedder로부터 발생되는 와류의 주 수는 Shedder

의 후단에 설치된 Piezo-sensor에 의해 검출되며 기 인 신호로 변환 된다. 이 

Piezo-sensor는 유체의 흐름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유체에 비 )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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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측정 유체의 온도에 한 내구성이 우수하다. 한 증기의 유량측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water hammer와 같은 기계 인 충격에 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아래 

그림은 ABB사의 와 유량계를 보인다.  

그림 2-12 ABB사의 와 유량계

 마. 면  유량계 (area flowmeter) [5]

  면 식유량계는 액체, 기체 모두에 용이 가능하고 가격이 렴하다는 장  때문

에 매우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로 계장용, 유량 확인용 등 정확도를 요시 

하지 않는 분야에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 치 검출 마그네틱, 는 학소자를 이

용하여 유량을 기 인 신호로 송하고 제어에 활용하고자 하나 기본 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제어유량계로의 활용은 제한되고 있다.   

그림 2-13 미국 

Blue-White사의 면 식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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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개수로 유량계 [6]

  개수로는 유체가 표면을 자유로 흐르는 통로와 련되며, 터 , 비가압하수구, 비

만 , 운하, 시냇물, 강 등이 포함된다. 개수로 유량 측정에 사용되는 기술은 깊이 

련 방법이 가장 보편화 되어 있다. 기 기술은 순간의 유량율은 물 깊이나 수두를 

측정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제로 한다. 웨어(weir)와 룸(flume)은 가장 오래되었

지만 개수로 측정의 1차 인 소자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 웨어 유량계 (weir flowmeter) [7]

  개수로식 유량계로서 규격화되어 있는 수로(flume) 는 웨어 등과 같은 설비를 

이용하며, 유량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단면 의 변화 즉, 수 의 변화(ΔH)를 측정

하여 유량값(ΔQ)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ΔQ=ΔH×W×V ----- 기본원리공식 

       여기서 ΔQ : 유량 [m3 /sec]

              ΔH : 규격화된 수로에 통과하는 유체의 평균 수 [m]

               W : 규격화된 수로에 통과하는 유체의 횡폭 [m]

               V : 유체가 통과하는 속도 [m/min] 

  채  에 있는 장애물들은 유체 흐름을 지하여 장애물 뒤쪽에 높은 수두를 형

성한다. 이 수두는 유속의 함수이며 유량율이 된다. 웨어는 리한 마루를 가진 수

직 으로 구성되며 의 꼭데기는 일직선이거나 홈이 여 있기도 한다. 홈의 형태

에 따라 분류되며 기본 형태는 V자형, 구형, 사다리형이 있다.

그림 2-14 EESIFLO사의 weir 

유량계 

  - 룸 유량계 (flume flowmeter)[7]

  룸은 수두 손실을 최소로 유지하거나 유체가 많은 양의 고체부유물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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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일반 으로 사용된다. 룸과 개수로의 계는 벤튜리튜 와 폐배 과의 

계와 같다. 리 쓰이는 룸은 Parshall과 Palmer-Bowlus 설계방식들이다.

  Parshall 룸은 수렴하는 상층부, 목부분, 발산하는 하류부로 구성된다. 룸벽은 

수직이고 목부분의 바닥은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되어 있다. Parshall 룸을 통한 

수두 손실은 다른 종류의 개수로용 측정소자 보다 으며, 높은 유속은 룸을 정

화하는 역할도 한다. 유량은 범 한 조건에서 정확히 측정된다.

  Palmer-Bowlus 룸은 단면이 균일하고 설치되는 배 의 직경과 같은 길이의 사

다리형 목부를 갖고 있다. 정 도와 세척없이 부스러기를 통과시키는 능력에 있어 

Parshall 룸과 견 만 하다. 주요 이 은 구형 근부가 필요없기 때문에 기존의 

원형 도 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15 EESIFLO사의 flume 

유량계 

 아. 자유량계 (electromagnetic flowmeter)

  자기유량계는 감지 역에 자장을 형성하고 도체(유체)가 자기장을 지나 갈 

때 유도되는 압을 측정하여 유속, 유량을 측정한다. 5년  만 하더라도  유속

(0.3 m/s), 도율( 0.5 μS/cm) 이하에서는 측정이 곤란하 다. 그러나 코일에 여

자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유속은 0.1 m/s이상, 도율은 0.1 μS/cm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 게 해서 명실상부한 물 유량계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시장 유율이 20% 정도로 차압식 유량계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앞으로 

이 유량계는 압력 손실이 없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가격이 렴하다는 큰 장  때문

에 구경 400 mm 이하의 물 유량계에 더 많은 비 을 차지할 것으로 상되고 있

다.   

 자. 음  유량계 (ultrasonic flowmeter)

  음 유량계는 유체와 하지 않고 외벽에 음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유량

을 측정한다는 큰 장  때문에 차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창기에는 도

러효과에 의한 도 러형태 지만 지 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시간차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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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한 기에는 경계면에서 음 의 반사와 굴 에 의해 음 의 

세기가 미약해지고 방향이 달라질까  이 에 구멍을 뚫고 센서를 취부하는 습

식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 습식방법은 이 에 구멍을 뚫고 용 을 해야하

므로 이 의 부식은 물론, 설치시 센서의 거리, 각도에 따라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 센서발신부에 녹 꺼기가 부착되어 센서의 감도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습식방법은 유지보수시 센서의 탈착이 용이하지 않아 유량계 센서 고장시 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이제 부분의 음 유량계는 외벽부착식으로 기존에 

설치된 이 라인의 어디에서든 쉽게 유량측정이 가능하므로 설비의 유량 진단이 

가능해졌다. 한 음 유량계는 정확도나 기능이 짧은 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향

상된 표 인 유량계로 최근에는 휴 형 음 유량계의 크기가 손바닥 정도로 작

아지고 이 의 두께 측정기능, 이 면의 탐상기능까지 탑재되어 사용자의 선택

의 폭을 더욱 넓 주고 있다. 음 유량계는 구경 400 mm 이상의 상/하수도 유량

계로서 자리를 잡았으며 앞으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정확도가 향상되어 석유화

학분야로의 진출이 기 된다.   

 차. 열 달 유량계 (thermo-transit flowmeter)[8]

  통 으로 가스측정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유체 측정도 가능하며, 유체의 도, 압

력, 성에 향을 받지 않는다. 질량유량계는 유체 통로로부터 격리된 열감지소자

를 사용한다. 유체흐름은 감지소자로부터 열을 도하며, 도된 열은 질량유량율에 

직  비례한다. 열 감지센서는 유체와 연 하지 않는다. 내장된 교정값으로 온

도 구배는 질량유량으로 변환된다. 열 질량유량소자의 정확도는 실제 공정유체들의 

온도, 압력, 유량율, 열용량, 성 등의 변수들에 한 교정의 신뢰성에 좌우된다. 

자회로들은 출력이 질량유량에 선형 으로 직  비례하도록 하기 해 유량분석

기능, 온도보상기능, 신호콘디쇼  등의 기능들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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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열 달 질량 유량계

 카. 코리오리스 질량유량계(coriolis flowmeter) [9]  

  코리오리스질량유량계는 지구의 자력(코리오리스 힘)을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

는 원리로 가장 최근에 개발되었다. 이 유량계는 액체의 도에 향을 받지 않고 

정확도가 우수하여 석유화학 분야에 속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구경에 비하여 크기가 크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이 있다. 최근에는 

U자형 감지 을 개선하여 일자형 감지 으로 개발하여 크기를 축소하고 가격 한 

차 렴해지는 경향이 있어 사용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림 2-17은 코리오리스 

질량유량계의 원리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7 코리오리스 질량유량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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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량계의 분류  선정

  유량계는 원리가 다양하고 유량계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유량계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용도  목 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요하다.

 가. 유량계의 분류

   유량계는 다음과 같은 기 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측정 유체와 에 지원에 의한 분류

    - 검출부의 구조에 의한 분류

    - 측정 유체의 종류에 의한 분류

    - 측정량에 의한 분류

    - 측정 유로에 의한 분류

    - 측정 원리에 의한 분류

  (1) 측정 유체와 에 지원에 의한 분류

  유체가 흐르면 유체 자체가 유동에 의한 에 지를 가지고 있다. 를 들면 용  

유량계, 차압식 유량계, 면  유량계  터빈 유량계 등은 측정 유체가 유량 측정 

소자에 에 지를 공 함으로 인하여 압력손실이라는 형태로 에 지의 손실이 있지

만 유량계 자체는 외부에서 별도 에 지를 공 받지 않고도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와는 달리 자 유량계, 음  유량계, 열량 질량 유량계 등은 원리 으로 측

정 유체 자체에는 에 지 손실이 없는 신 유량계 자체는 유량을 측정하고 지시하

기 해서는 외부에서 별도의 에 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량계는 아래의 표 

2-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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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측정 유체와 에 지원에 의한 분류

(2) 검출부  구조에 의한 분류

  검출부가 유체에  는 비  여부, 가동부의 유무, 장애물의 유무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를 들면 검출부가 유체에 직  하는 유량계는 검출부

의 부식 등에 유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가

격이 상승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비 형 음  유량계를 사용하

면 되지만 정확도 문제  설치 상태에 따라 향을 받는 문제가 있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다른 로 회 자형 용  유량계나 터빈 유량계는 정확도가 높지

만 회 부가 유체에 되기 때문에 slurry 액을 측정하는데 문제 이 있다. 따

라서 용도  목 에 따라 한 유량계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표 

2-2에 구조에 의한 유량계 분류와 각각의 특징을 보인다.

 유체의 에 지를 이용하는 형  별도의 에 지원이 필요한 형

유량계 

종류

 용  유량계, 터빈 유량계,

 차압식 우량계, 와 유량계,

 면 유량계, Weir 유량계,

 Flume 유량계

 자유량계, 

 음 유량계,

 열량질량 유량계

특  징

 압력손실, 수두 손실이 발생

 원 등의 별도 에 지원이 불필요

 검출부가 유체에 됨

 압력손실이 음

 원 등의 에 지원이 필요

 검출부가 유체에 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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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검출부의 구조에 의한 분류

구조분류 유량계의 종류 특징

형

가동부 

 있음

 용  유량계,

 터빈 유량계,

 면  유량계

 .고정확도 (용 , 터빈)

 .직 부 길이 불필요(용 , 

  면 )

 .가격이 렴(면 )

 .측정유체에 제한 있음

 . 유량일 때는 고가

 .보수 유지에 시간이 소요

 .압력손실이 있음

 .slurry 액에는 불가

가동부 

 없음

장애물

 있음

 차압 유량계,

 와 유량계,

 Weir 유량계,

 열질량 유량계

 .측정 상이 넓음

 .비교  가격이 렴

 .압력 손실이 있음

 .slurry액의 측정불가

장애물

 없음

 차압식 유량계,

 Flume 유량계,

 자 유량계,

 코리올리스질량유량계,

 음 유량계( 형)

 .압력 손실이 음

 .slurry 액도 측정 가능

 .비교  고가

비 형
 음  유량계

 (clamp-on)

 .압력손실이 없음

 .측정 상이 넓음

 .배 의 향을 쉽게 받음

 .정확도가 떨어짐

 

  (3) 측정 유체에 의한 분류

  유량계를 사용하는 유체는 기본 으로 액체와 기체이다. 따라서 측정 유체의 종

류로 유량계를 분류한다면 액체용, 기체용  액체/기체 양용의 3 종류가 있다.

  자 유량계는 유체가 어느 정도 이상의 도 율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원리

으로는 액체 용이다. 한편 열량 질량 유량계는 원리 으로는 양용이지만 액체는 

필요로 하는 열량이 무 크므로 주로 열량이 은 기체용으로 사용된다.

  차압식 유량계나 와 유량계는 원리 으로 양용이다. 차압과 와류를 검출하거나 

신호를 변환하는 출력신호가 낮은 기체의 경우도 자 회로의 발달에 따라 실용화

되어 있으므로 검출부와 변환부는 동일한 것으로서 범 를 바꾸면 기체, 액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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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유량계로서 여러 종류의 유체를 측정할 수 있는 은 

규모의 제조 공장에서는 유지 보수 면에서 유용한 장 이며 한 이들 유량계의 

사용량이 많은 이유 의 하나이다.

  음  유량계나 터빈 유량계는 원리 으로는 기체, 액체, 양용이지만 제품의 질

인 면에서는 액체용과 기체용이 다르다. 를 들면 기체용 유량계에서는 액체용

에 비해 측정 유체의 도가 무 낮아 진동자를 측정 유체에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주 수를 낮추지 않으면 신호 검출 감도를 얻지 못하므로 액체용과는 다

른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2-3은 측정 유체에 따른 유량계의 분류를 보인다. 

표 2-3 측정 유체의 종류에 의한 분류

측정 유량계 종류

 액체용
 용  유량계, 자 유량계, 음  유량계

 Weir 유량계, Flume 유량계, 터빈 유량계

 기체용
 열량 질량 유량계, 음  유량계, 용  유량계

 터빈 유량계

 기체, 액체 양용  차압 유량계, 와 유량계, 면  유량계

 

  (4) 측정량에 의한 분류

  유량계가 상으로 하는 측정량의 내용을 보면 유속, 부피유량, 질량 유량, 산 

부피유량, 산 질량유량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조 공업에서는 여러 종류의 유체를 하게 반응시키기 해 각각의 유량을 

보정할 때가 많다. 이 경우에 필요한 측정량은 질량 유량이다. 즉, 한 반응비는 

각 성분의 mol비로서 결정되며 mol비는 질량비이다. 따라서 질량 유량을 측정할 필

요가 있으나 유체가 액체인 경우에는 일반 으로 질량 유량과 부피 유량과의 사이

에는 별 차이가 없거나 는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건을 조 할 수 있으므

로 부피 유량이 리 쓰이고 있다.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 유량에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

다. 기체용 질량 유량계는 열 방법 이 외에 실용화된 것이 거의 열 방법도 유체가 

깨끗하고 은 유량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산 부피 유량이 직  필요한 것은 tank에 어떤 level까지 유체를 채울 때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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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뽑아낼 때이다. 유체를 뽑아낼 때는 최종 으로 산 질량 유량을 측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다.

  표 2-4는 측정량에 따른 유량계의 분류를 보인다.

표 2-4 측정량에 의한 분류 

측정량 유량계의 종류

유속
 열선 유속계, pitot tube, 자 유량계

 와 유량계, 터빈 유량계, 음  유량계

부피유량
 차압 유량계, 자 유량계, 음  유량계

 Flume 유량계, Weir 유량계, 면  유량계

질량 유량  열량 질량 유량계, Coriolis 질량 유량계

산 부피 유량  거의 모든 유량계

산 질량 유량

  (5) 측정 유로에 의한 분류

  유량계는 측정 유로에 의해 개방 수로용과 폐 로용으로 크게 나 다. 개방 수로

용 유량계는 상/하수도, 농업/공업 용수 등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폐 로용 

유량계는 제조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표 2-5에 측정 유로에 따른  분류를 보

인다.

표 2-5 측정 유로에 의한 분류 

개수로용 폐 로 용

 Weir 유량계, Flume 유량계, 

 자 유량계, 음  유량계, 

 Pitot tube, 터빈 유속계

 차압식 유량계, 자 유량계

 음  유량계, 면  유량계

 와 유량계, 용  유량계, 터빈 유량계

 질량 유량계

  (6) 측정 원리에 의한 분류

 

  유량계를 측정 원리에 따라 분류하면 직  유량을 측정하는 직 법과 간 인 

방법을 이용하는 간 법으로 크게 나  수 있다. 간 인 방법을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것은 다시 유속식  기타 방식의 2가지로 나  수 있다.

  용 유량계는 됫박으로서 직  부피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직  유량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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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자 유량계나 음  유량계 등의 직  측정량은 평균 유속으로서 측정

로의 구경이 정해지면 부피 유량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유속식에 속한다. 차압식 

유량계나 weir 유량계 등은 Bernoulli의 원리에 의한 압력차에서 유속, 즉 부피 유

량을 구하며, 열량 질량 유량계 등도 유량이 아닌 다른 양을 측정함으로써 유량을 

구하는 간 인 방법으로 유량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 인 방법이라 부른

다. 표 2-6에 측정 원리에 따른 분류를 보인다.

표 2-6 측정 원리에 의한 분류 

측정방식 유량계의 종류

직 식  용  유량계

간 식

유속식

 자 유량계, 음  유량계, 터빈 유량계,

 와 유량계, 열선 유속계, pitot tube, 

 평균 pitot tube

기타 방식

 차압식 유량계, 면  유량계, weir 유량계,

 flume 유량계, 열량 질량 유량계, 

 coriolis 유량계

 나. 유량계의 선정

  용도에 합한 유량계의 선정은 측정유체, 측정목 , 유량계 가격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 으로 한다. 유량계를 올바르게 선정하기 해서는 선정요소,  각 유량

계의 성질, 특징 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선정상의 주의사항

  각종 유량계의 측정 원리는 각각 다르며 그 결과로 유량 측정상의 서로 다른 특

징과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유량계를 선정할 때는 각각의 유량계의 

측정원리를 잘 이해하고 다음의 항목에 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측정 유체에 한 검토

     - 측정 유체의 종류 : 기체, 액체, slurry액, 기체 액체  2상류 등

     - 측정 유체의 성질 : 도, 도, 부식성의 유무 등

     - 측정 유체의 상태 : 온도, 압력, 유량의 소, 맥동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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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측정목 에 한 검토

     - 매매용, 감시용, 지시용

     - 기록, 제어의 필요성

     - 유량의 치 필요 여부

     - 유량 변화의 필요성

   (다) 외 인 조건에 한 검토

     - 설치 장소 제한 : 고온지 , 한랭지 , 진동의 유무 등

     - 필요한 직 부의 길이  배  조건

     - 설치 조건상의 제약

   (라) 유량계 고유특성에 한 검토

     - Rangeability 

     - 측정 오차

     - 유량 Range의 변경 용이도

   (마) 경제성에 한 검토

     - 간단한 구조

     - 경제성

     - 취   유지보수

  (2) 측정 유체에 의한 선정 방법

  표 2-7은  측정 유체에 한 각종 유량계의 합성을 표시한 비교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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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측정 유체에 의한 유량계 선정 방법 

           유체

유량계
기체 증기 기름 물 부식성 slurry

자 유량계 X X X ○ ○ ○

음  유량계 ○ ○ ○ ○ ○ △

와 유량계 ○ ○ ○ ○ △ △

용  유량계 ○ X ○ ○ △ X

터빈 유량계 ○ X ○ ○ ○ X

차압식 유량계 ○ ○ ○ ○ ○ △

면  유량계 ○ ○ ○ ○ △ △

coriolis 유량계 △ △ ○ ○ ○ ○

     ○ : 합

     △ : 측정은 가능하나 주의가 필요함. 

      × : 부 합

  (3) 내역  성능에 의한 선정 방법

  표 2-8은 각종 유량계의 내역  성능의 비교표이다. 

표 2-8 내역  성능에 의한 선정 방법 

        유량계

 성능
터빈 유량계 차압 유량계 면  유량계 질량 유량계

원리

Impeller의 회

수를 계산

Q=k·w

k:비례정수

w:회 수

Bernoulli법칙에

의한 차압측정

Q=k·dp½

k:비례상수

dp:차압

통과면 을 변

화시켜 차압을 

일정하게 함

Q=k·A

k:비례정수

A:통과면

Coriolis힘에 의

한 의 비틀림

을 측정

Q=k·θ 

k:비례정수

θ:비틀림  각도

측정 정확도 ±0.5% rdg. ±1%/0.5% FS ±1 % rdg. ±0.2% rdg.

rangeability 15:1 5:1/15:1 20:1 10:1

압력손실 크다 크다 float에 의함 크다

직 부 상류측 20D 20D 불필요 불필요

직 부 하류측 5D 5D 5D 불필요

strainer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표 품의 구경 15 - 600mm 25 - 3000mm 10 - 200mm 10 -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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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계

 성능
자 유량계 음  유량계 와 유량계 용  유량계

원리

Faraday의 법칙

Q=k·e

k:비례정수

e:발생 기 력

음 속도

변화를 측정

Q=k·dv

Q=k·df

dv: 속도차

df:주 수 차

Karman 와류의 

발생수를 계산

Q=k·f

k:비례정수

f:와류 주 수

뒷박의 회 수

를 계산

Q=k·N

k:비례정수

N:뒷박회 수

측정 정확도 ±0.5% rdg. ±1 % FS ±1 % rdg. ±0.5 % rdg.

rangeability 30:1 20:1 20:1 20:1

압력손실 없음 없음 보통 크다

가동부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직 부 상류측 5D 10D 15D 불필요

직 부 하류측 2D 5D 5D 불필요

strainer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필요

표 품의 구경 2.5 - 3000mm 25 - 5000mm 15 - 600mm 10 - 400mm

  (4) 경제성에 의한 선정 방법

  유량계를 선정할 때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유량계 본체의 가격

   (나) 유량계를 설치하는 비용

   (라) 압력 손실에 의한 energy손실

   (마) Lining 비용

   4가지 비용의 합계가 최소가 되는 유량계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그림 2-18

은 1인치 오리피스 유량계의 가격을 1로 가정한 경우 다른 유량계의 가격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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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1인치 오리피스 유량계의 가격이 1인 경우 다른 유량계의            

가격 비교 

4. 유량계의 교정

  유량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 다양한 유량계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라도 교정을 하여야 한다. 교정을 하는 방법에는 유체의 사용여부에 따라 직 법과 

간 법이 있으며, 교정목 에 따라 소극 인 방법과 극 인 방법이 있으며, 교정

원리에 따라 부피법과 량법과 비교법으로 나  수 있다.

 가. 유체사용 여부에 따른 분류

  (1) 직  교정법 (wet calibration)

  직  교정법은 교정하고자 하는 유량계에 직  측정하고자 하는 유체를 흘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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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표 )이 되는 유량계( 는 유량)와 교정하고자 하는 유량계의 지시값을 상

호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나를 비교, 조정하는 방법이다.

  (2) 간  교정법 (dry calibration)

  간  교정법은 교정하고자 하는 유량계에 직  측정하고자 하는 유체를 흘리지 

않고 기타 다른 방법, 즉 를 들면 오리피스의 경우 길이  조도를 측정한다던가, 

음  유량계의 경우 시간차 측정, 길이 측정오차 등을 사용하여 유량을 교정하는 

것이다.

 나. 교정목 에 따른 분류 

  (1) 소극 인 교정 - 단순히 사용하고자 하는 유량계의 유량 측정 정확도를 확인

하기 하여 유량계를 정해진 유량 측정 범  내에서 교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작업

  (2) 극 인 교정 - 소극 인 교정에 의하여 교정을 실시하고 이러한 오차를 최

한 여 유량측정 정확도를 제고하기 하여 유량계를 조정하는 작업까지도 포함

한 작업 

 다. 교정원리에 따른 분류

  (1) 부피법 - 부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탱크나, 부피  등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공 된 유체의 부피를 측정하고 이 부피를 일정시간으로 나 어주면 부피유량

을 구할 수 있다. 이 부피유량이 기  부피유량이 되며, 이 값을 피교정 유량계의 

지시값과 비교하여 유량계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온도, 압력, 부피, 시간을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2) 량법 - 로드셀(load cell)이나, 량계 등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공 된 

유체의 질량을 측정하고 이 질량을 일정시간으로 나 어주면 질량유량을 구할 수 

있다. 이 질량유량이 기  질량유량이 되며 이 값을 피교정 유량계의 지시값과 비

교하여 유량계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량과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 비교법 - 부피법이나 질량법으로 교정한 유량계를 기  유량계로 정하고 이 

값을  피교정 유량계의 지시값과 비교하여 유량계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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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유량계

1. 자유량계의 측정원리

  자계 방향에 수직으로 도체가 움직이면 그 양 끝에 가 발생한다는 Faraday

의 자유도 법칙을 이용하여 도체(유체)가 자기장을 지나 갈 때 유도되는 압

을 측정하여 유속, 유량을 측정한다.   

  극에 유도되는 압은 식 3-1과 같이 표시된다.

       E= k×B×V×D    .....(식 3-1)

         단, E : 유량 압

             k : 상수

             B : 자계 도[가우스]

             V : 평균 유체속도

             D : 도 통로의 거리( 극간 거리)

  

그림 3-1 자유량계의 원리도[10]

  도 통로는 단순히 극간의 거리가 아니고 극에서 이 의 단면을 형성하는 

수많은 도 체의 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volumetric slice 내에서 액체입자들의 속

도를 합하여 평균을 구해야 정확한 유속을 얻을 수 있다.

2. 자유량계의 구성[11]

  자유량계는 유체 (magnetic flow tube)과 송기(magnetic flow transmitter)

로 구성된다. 송기는 일반 으로 비자성 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며 연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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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닝(lining)되어 있다. 튜 의 간에는 한 의 극이 라이 를 통해 나와 있

고 튜 내의 흐르는 유체와 한다. 자코일은 이  외측에 설치되고 코일에 

류가 흐를 때 이  내에 자계를 생성한다.

  가. 유체

  형태는 flange형과 wafer(flangeless)형이 일반 이다. wafer형 자유량계의  크

기는 8"이하가 일반 이고 flange형 보다 가이며 다른 규격의 flange와 사용이 가

능하다. wafer형 자유량계를 설치할 때에는 유체 , 인  이핑, 가스켓 구멍의 

정렬 등 flange형보다 주의가 더 필요하며, 험유체에는 설우려 등의 이유로 사

용하지 않는다. wafer형에 사용되는 볼트들은 flange형 보다 훨씬 긴 것이 쓰이며, 

설치후 기와 공정온도의 차에 의한 열팽창으로 볼트 토오크의 이완이 생기면 

설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wafer형은 유럽에서보다 미국에서 리 사용되

고 있다.

  나. 극(electrode)

  유체 에는 보통 1 의 극이 있으며 공정유체와 하여 유량에 따라 유기되

는 기신호를 검출한다. 극들은  응용에 따라 재질과 형태가 다르게 제작된다.

  극의 정비는 극이 라이  안쪽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나 

튜  외측으로부터 라이 를 통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장에서 교체가 가능하

다. 교체 가능 극의 잇 은 장에서 세척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체 불가능 극의 잇 은 극 헤드의 면 이 커서 유체에 함유된 공기

에 의한 출력변동에 덜 민감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체와 극이 하지 않는 자유량계가 개발되었다. 극들은 2개

의 크고 얇은 속 이 세라믹 라이  층 사이에 샌드 치된 형태로 되어 있며, 안

쪽 라이  층과 극들과 외측 라이  층은 결합되어 1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다. 

극들은 안쪽 라이  층을 통하여 유체와 용량 으로 결합된다. 이러한 형태의 

자유량계는 극 면 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유량계보다 100배나 은 도 율을 가

진 유체도 측정이 가능하다. 재 8" 이하의 튜 가 개발되어 있다. 용량형 자유

량계는 이블의 움직임이나 진동에 불안정함을 보이지만 튜  안의 극회로에서

의 고입력임피던스의 치증폭기 사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다. 라이 (liner)

  라이 의 선정은 공정온도, 압력, 유체의 연마성, 부식성을 고려해야 하며 세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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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세정유체에도 견디어야 한다. 공통 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PTFE(PolyTetraFluoroEthylene), PFA(PerFluoroAlkoxy), Tefzel(=ETFE: 

copolymer of Ethylene Tetra Fluoro Ethylene), Kynar(=PVDF:Poly Vinylidence 

Fluoride), Polyurethane, Neoprene, ceramic(alumina and zirconia) 등이 있으며 만

능의 라이  재료는 없다. 부록은 자유량계에 사용되는 라이  재료의 물성 특성

을  보인다[12].

  라. 송기

  자유량계의 극에 생성되는 압은 유량율과 유체 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보

통 μV～mV 수 이다. 송기는 이 신호를 받아 4～20 mA 나 0～10000 Hz 주 수 

출력을 내보내는 것이 표 이다.

  지능형 트랜스미터는 디지털출력을 내보내고 직  분산제어계통에 연결할 수 있

다. 가격은 고가이고 내부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키패트나 표시장치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며 하드웨어 인 조정이나 외부 교정기가 필요없다. 한 어떠한 단 로도 

유량율과 합계를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지능형 소 트웨어는 트랜스미터가 batching 

작업이나 양방향 유량측정 등의 정교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량계는 넓은 동작 역을 가지며 일반 으로 트랜스미터의 아나로그 출력은 

낮은 역에서 0～1 ft/sec의 범 로 높은 역에서는 0～30 ft/sec의 범 로 구성될 

수 있다. 지능형 송기는 장에서 몇 개의 키 조작으로 동작범 의 재설정이 가

능하다. 30 ft/sec는 임의 크기의 유체 의 상  제한범 로 부분의 제작회사에서 

사용하는 속도이다. 송기는 1 ft/sec(제조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를 넘는 모든 유

체속도에 해 rate device의 백분율(%)로 나타내고 낮은 유속율에 해서는 span 

device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자유량계는 매우 높은 반복율(repeatability)로 낮은 유속을 측정한다. 많은 제조

업체들은 1000:1 이나 그 이상의 rangeability를 발표하고 있지만 1 ft/sec 이하의 

오차는 유속이 감소할수록 지수함수로 증가한다(그림 3-2 참조). 유량계의 실효 

rangeability는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의 정확도를 근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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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인치 자유량계의 유량율에 따른 정확도 

  마. 유체 의 교정

  유체 은 특별한 송기를 사용해서 교정되며 얻어진 교정인자는 일반 으로 유

사 송기에도 용 가능하다. 하나의 유체 은 다른 트랜스미터에 해 다른 교정

인자를 갖는다. 그러므로 한 공 자의 트랜스미터를 다른 공 자의 유체 에 사용

하면 일반 으로 정확도에서 성능손실이 생기고 는 같은 공 자로부터의 하나의 

유체 에 다른 형식의 트랜스미터를 사용하면 성능손실이 생긴다. 기존의 유체 과 

새로운 송기를 같이 교정하거나 연결상태에서 교정하면 원래의 성능이 보장된다.

3. 자유량계의 잡음신호

  자유량계 극에는 유량과 잡음에 의한 2가지 신호가 존재한다. 잡음신호는  

매질, 물리 , 기 인 발생원이 있으며 각각에 한 내역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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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자유량계의 잡음 발생원

발생원 내       역

매질

- 극에서의 기화학  반응

- 흐르는 매질의 극과의 마찰 는 충격

- 매질에 함유된 공기 등

물리
- 이 의 진동

- 내부 코  등

기

- 지 불량

- 자속 변화에 따른 transformative 잡음

- RFI

- line power fluctuation 등

  의 잡음 발생원은 자유량계 설계단계에서 소거될 수 있다. 를 들면, driven 

shields, encapsulated coils, reference coils, 지 극, 특수 이블 등이다.  일부 

잡음은 유량신호와 상이 다르므로 트랜스미터에서 회로 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잡음이 유량신호에서 제거되지 않거나 보상되지 않으면 측정에러가 생긴다. 

자유량계는 유량계튜  여자방식과 결과로 나타나는 잡음에의 민감성에 따라 구

별되므로 응용시 고려해야 한다. 

4.  코일 여자방식

  자유량계의 코일 여자방식에는 교류여자방식, 직류여자방식과 최근에 개발된 

ex-pulse 코일 여자방식으로 나  수 있다. 

 가. 교류형 자유량계(AC magmeter) 

  (1) 재래의 교류형 자유량계

  이 방식은 자유량계의 기 세 로서 라인 압을 유체 에 직  공 하여 코일

을 여자시키는 방식이다. 표 인 여자 류는 2～3 A(50/60 Hz)이고, 출력은 일정 

유속에서 정 형으로 나타나며 진폭은 유체 속도에 비례한다. 신호  매질 잡음

비는 여자 류와 주 수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값이 높으면 매질에서의 잡음

에 한 면역성이 높다.

  출력신호의 표류(drift)는 여자코일의 자속변화에 의해 극회로에 유기되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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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eddy current)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 표류를 소거시키기 한 조건은 와 류가 

극회로에만 존재하고 유체 이 꽉 채워져야 하고 유속이 0인 조건이면 된다. 와

류는 트랜스미터가 오류출력을 내게 하는데 출력을 0(4 mA)로 조정하면  오류를 

제거시킬 수 있다. 표류의 크기는 극 코 이나 재 화 등의 공정조건에 따라 

변하며, 속박막 연소재나 특수재료를 사용해서 와 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다.  부분의 교류형 자유량계는 유체 과 트랜스미터 사이에 3  차폐된 특

수 이블이 사용된다. 정확도는 1% of rate가 표 이며 매질의 도도는 2 μS

/cm 이상이어야 하고, 보통 0.5 sec 정도의 빠른 응답속도를 갖고 있다.

 

  (2) 교류펄스형 자유량계(Pulsed AC Magmeter)

  최근에는 재래의 교류형 자유량계의 성능을 개선한 교류펄스형 자유량계가 

개발되었다. 라인 원이 송기를 통해 유체 에 공 되는데 송기 회로 안에 있

는 Triac 반도체 소자에 의해 주기 으로 단속된 on/off 펄스가 코일에 가해진다. 

와 류의 향을 이기 해서는 2개의 고 류펄스들(prepulse와  측정펄스)이 필

요하다. 리펄스는 측정펄스 동안 와 류를 거의 일정하게 하고 바이폴라 여기

(excitation)의 +/- 신호 분에 의해 상쇄된다.

  이 장치의 신호  매질 잡음비는 기존의 교류형 자유량계 보다 낮지만 직류펄

스형 자유량계에 비해 잡음성 슬러리에 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치는 매질의 도도가 최소 0.01 μS/c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직류형 자유량계(DC magmeter)

  직류형 자유량계는 직류펄스형, 고 력직류펄스형, 이 주 수직류펄스형 자

유량계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1) 직류펄스형 자유량계(Pulsed DC magmeter)

  교류형 자유량계에서의 신호 표류를 여 정 도를 개선하기 해 설계된 2세

 자유량계이다. 라인 압이 트랜스미터에 공 되고 트랜스미터에는 직류 원장

치가 있어 일련의 펄스를 사용해서 flowtube의 코일을 여자시킨다. 여자펄스동안 

자계는 펄스의 한 주기동안 일정한 세기로 지속되고 이 기간동안 극루 에 유입

되는 와 류 잡음은 없고 오직 유량 신호만 존재한다. 유량 신호는 일정 자계 기간

에만 측정이 되므로 신호 표류는 실제 으로 제거된다.

  트랜스미터는 이 안정되기 때문에 수동 조정이 필요 없고, 코일여자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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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1～2.5 A 정도로 낮으며 여자주 수는 10Hz 이내이다. 와 류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류형 자유량계보다 가이다(16" 이하에서 략 교류형의 

25%).

  표  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와 배선작업이 쉬우며 에 지 효율이 높다

(24VA 이내).

  응답시간은 1～4  정도로 교류형보다 느리며, 신호  매질 잡음비도 교류형보다 

낮다. 

  재 시장 유율은 모든 자유량계 응용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잡음이 심한 매질 공정(펄 , 제지산업, 탄 산업 등)에서는 교류형 자유량계가 

사용되고 있다. 매질 잡음은 출력에 스 이크 형태로 나타난다. 잡음 스 이크는 직

류펄스형 자유량계 출력을 실제 유량 신호보다 ± 60% 하게 하는데 핑을 

이용하면 이 잡음 출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핑은 정 한 공정제어

나 batching 응용에서는 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교류형 자유량계는 고유의 

 표류 문제가 있더라도 매질 잡음에 한 탁월한 면역성으로 원활히 응용될 수 

있다.

  직류펄스형 자유량계의 정확도는 0.25～1 % 정도가 표 이며, 매질의 도도

는 최소 5 μS/cm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에 개발된 비 극을 가진 용량형의 

직류펄스형 자유량계는 최소 도도가 0.07 μS/cm 이상이어야 한다

  

  (2) 고 력 직류펄스형 자유량계(High power pulsed DC magmeter)

  보통의 직류펄스형 자유량계 보다 내 잡음성을 높이기 해서는 더 높은 코일

류와 여자주 수가 요구된다. 고 력 직류펄스형 자유량계는 일반 으로 고

력 송기와 표  직류형 유체 으로 구성된다. 보통  0.75～1.0A에서 동작하고, 

2～33Hz의 선택 인 여자주 수가 공 되는데, 코일 류는 주 수와  비독립 이기 

때문에 주 수 선정에 따라 제한된다.

  이 유량계의 단 은 코일여자주 수가 10Hz 이상에서 신호루 에 유기되는 와

류 드리 트를 증가시켜 의 불안정을 래하며, 20“ 이상의 튜 에서는 자계가 

안정화하기 한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0” 유체

은 보통 8Hz에서 동작한다.

  (3) 이 주 수 직류펄스형 자유량계(Dual frequency pulsed DC magmeter)

  잡음이 많은 슬러리용으로 개발되었으며 공 되는 자계 형은 주 부분(6.25Hz, 

0.25A)과 고주 부분(75Hz, 0.5A)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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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주 수 신호는 와 류에 의한  드리 트가 없으며 고주 신호는  

드리 트를 보이지만 매질 잡음에 한 향을 덜 받는다. 최종 출력은 평균 고  

주 수 신호들의 합으로 나타난다.

  실제 으로 16“ 이하의 유체 에 해서만 이 모드로 동작하고 더 큰 유체 에 

해서는 6.5Hz 모드에서 동작한다. 매질 잡음이 심하면 75Hz 모드에서 동작하고 

 불안정의 우려가 있다.

   고 력 직류펄스형과 이 주 수 직류펄스형 자유량계는 기존의 직류펄스형 

자유량계보다 잡음성의 슬러리에 해 개선된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잡음성의 슬러리에 해 교류형 자유량계의 사용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

 다. ex-pulse 코일 여자방식

  기존의 교류형 자유량계에서의 S/N비와 응답속도를 직류펄스형 자유량계의 

안정도와 고 정확도를 결합시키기 한 새로운 여자방식으로서 “ex-Pulse coil 

excitation”이라 부른다. 

  라인 압은 송기에 공 되고 유체  코일에의 여자 압은 송기 내부에 있는 

직류 원으로부터 공 받는다. 이 내부 원은 코일을 여자시키기 해 80V의 속

압에 16msec 동안 5A까지 공 한다. 내부의 정류기는 류의 한쪽방향만 흐르게 

하여 단방향 코일여자를 생성한다. 여자펄스들은 주 주 수의 zero crossing과 동기

되고 라인 형의 1.5배 간격에서 시작하며 단일펄스동안 지수함수 으로 상승  

하강한다. 이 때문에 ex-Pulse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므로 여자 주 수는 입력 

원 주 수의 2/3 이다.(60Hz 원에 해 40Hz)

  높은 코일 류와 높은 코일주 수가 결합하여 S/N비가 생성되는데 기존의 교류

형 자유량계보다 3배만큼 높고, 기존의 직류펄스형 자유량계보다 30배만큼 높

다. 한 높은 동작 주 수 때문에 교류펄스형 자유량계보다 더 강한 신호를 생

성한다.

  와 류는 ex-pulse 코일 여자방식을 사용하는 어떠한 직류펄스형 유체 이라도 

생성되며, 정확한 측정을 해서는 소거되어야 한다. 와 류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

된 통 인 교류형 유체 에 ex-pulse 코일 여자방식을 사용하면 측정 정확도에 

미치는 향은 소거된다.

  정확도는 ±0.5% of rate를 보이며, 소비 력은 기존의 직류펄스형 자유량계의 

소비 력 이하이다. 빠른 응답특성과 높은 S/N비로 기존의 교류형 자유량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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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어려운 응용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5. 자유량계의 활용

 가. 유체 의 크기 선정 

  자유량계의 유체 은 오리피스 이나 shedding 미터처럼 복잡한 수식이 필요 

없으며, 우수한 성능과 긴 설치수명이 되도록 당한 크기이어야 한다. 유체 의 크

기 선정은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capacity table을 사용해서 선정한다. 표 3-2는 응

용에 따른  유체 의 크기 선정지침을 보인다. 

표 3-2 응용에 따른 유체  선정지침 

응용 특성 선정지침 비고

 표 응용

  

 

정상 유량율에서
 유체속도가 3f/s～

 15f/s가 되도록

3f/s 이하 운 - 정확도가 떨어짐

15f/s 이상에서의  

 연속운
-

라이 의 고장발생

빈도 증가

 연마성의 유체 정상 유량율에서
 유체속도가 3f/s～

 6f/s가 되도록

 공기함유 유체 정상 유량율에서
 유체속도가 6f/s～

 12f/s가 되도록

 이  내부표면

 코 우려 유체
정상 유량율에서

유체속도가 6f/s～

 12f/s가 되도록

 나. 자유량계의 고장

  유체  고장의 주원인은 극 씰(seal) 주변의 설이나 라이  마모로 생긴 구멍

에서의 설 때문이다. 한 잘못된 크기 선정이나 재질 선정이 원인이 되기도 한

다. 설은 결국에는 코일을 단락시켜 유량계를 망가뜨린다.

  매질에 합한 라이 와 극이 선정되고 유체 이 합하다면 유량계는 별 문제

없이 10년 이상 사용될 수 있다.

 다. 기타 고려사항

  유체속도가 추천된 값 이하로 떨어지는 이 에 유량계를 설치하기 해서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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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서(reducer)를 사용한다. 반 의 경우 즉 정상유량이 추천된 최고 값 이상인 경우 

더 큰 유량계를 사용하기 해 이 를 확장하면 공기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

에 바람직하지 않다.

  빠른 속도의 유체 공정인 경우 연마성의 응용에 합한 폴리우 탄과 같은 라이

를 고려해 보거나, 유량계의 upstream 끝에 라이 보호기를 설치한다.

  유체 내에 포함된 공기가  고르게 퍼져있지 않으면 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극 크기 이상의 공기 덩어리나 방울은 출력에 잡음을 생성시키거나 신호를 완

히 못쓰게 할 수 있다. 공기가 유체 난류에 의해 히 퍼져 있다 하더라도 유량

계는 유체에 함유된 공기 부피에 비례하여 값을 높게 읽는다. 공기 내포 가능성이 

있는 공정의 이 에 공기제거기 사용이 권장된다.

  라이 들은 어느 정도 다공성을 갖고 있다. PTFE 유체 을 스 으로 세척 하는 

경우 증기는 라이  구멍을 침투하여 온도가 내려가면 물로 응축한다. 세척 후 배

 압력이 갑자기 감소하면 갇혔던 물은 증기로 변하게 되어 라이  내에 기포의 

원인이 된다. 이 문제는 PFA와 같은 다공이 은 라이  재료의 사용으로 방지할 

수 있다.

  상온과 매질간의 온도차의 구배를 제한해서 미세 다공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유체  주 에 연재료를 사용해서 잠재 인 온도구배를 최소화시키기도 한

다. PFA는 PTFE외 비슷한 부식특성과 온도용량을 갖고 있으나 PTFE보다 훨씬 

은 다공성이라 온도구배에 있어서 유리하다. 상온-매질간 온도구배는 라이  선

정시 매질온도, 압력, 부식특성과 더불어 고려해야 하는 인자이다.

  자유량계는 액체 속도를 측정하고 유체 의 크기를 이용해서 부피유량율을 추

론한다. 이것은 단상이나 다상유체(안 녹은 고체나 공기가 포함된 액체)에서 그 로 

용된다.

  유체로 물을 사용하는 유체 의 교정인수 K값은 비뉴우턴 유체나 자성입자가 있

는 슬러리에 설치되면 타당치 않을 수 있다. 비뉴우턴 유체로는 쵸코렛, 마요네스, 

페인트, 풀, 고 도 슬러리 등이다. 비뉴우턴 유체는 유체 에서 소용돌이와 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K값에 향을 주는 매우 불규칙한 flow profile을 가질 수 있

다. 자유량계는 비 칭 속도와 소용돌이에 의한 에러에 둔감하다. 자성 슬러리는 

유체 에서 생성되는 자계 도를 변화시키고 이것은 K값에 향을 다. 자성입자

가 있는 경우 측정된 유량율을 조 하는 reference 코일 같은 보상기능이 있는 자

유량계의 사용이 권장된다. 

  자유량계의 upstream 유체들의 혼합은 교류형과 직류형 유량계에서 많은 양의 

매질 잡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은 섞이는 유체들이 매우 다른 도 율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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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더욱 심하다. 매질의 혼합은 미터의 downstream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유체들의 확실한 혼합을 해서는 섞이는 지 과 미터

의 upstream에 충분한 이완 배 (유체  직경의 5배)이 있어야 한다. 

  자유량계를 사용하다 보면 코 상이 발생된다. 코 은 입자들로서 공정과 분

리시키고, 배 벽, 지부품, 라이 , 극에 달라붙는다. 코 은 유체 으로부터의 

신호손실, 유체  직경의 변경에 의한 측정에러, span과  변 로 인한 측정에러

를 야기시킨다. 코 의 해결방안은 방이 최선이며 규정 유량율에 맞는 규격의 유

체 을 사용하는 것이다.

  극은 평평한 것이 표 이며 라이 에 같은 높이로 매입되어 있다. 유체가 성, 

부식성, 침식성이 있는 경우 유체의 속도를 높게 유지해야 하고 원뿔형 극을 사

용해야 한다. 원뿔형 극은 매질에 더 침투되며, 경사진 면을 갖기 때문에 극 주

에 난류(turbulence)를 더 발생시켜 극을 깨끗이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3-3 표 극과 원뿔형 극

6. 자유량계의 설치[13]

  자유량계는 항상 유체로 채워지도록 로 향하는 수직라인에 설치하는 게 좋다

(그림 3-4). 부득이한 경우 수평라인에 설치는 가능하나 극이 공기와 하여 측

정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체  상부에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 3-4 수직라인에 설치 

  유체  방향은 내포 공기를 가두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체  내에 비 용해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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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꽉 채워진 상태의 유지를 해서 인  배 보다 낮은 수평라인에 설치하도록 하

고 배  맨 쪽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그림 3-5). 수평배 에서 극들의 마주 

하는 짝들과의  심 을 가로 질러 수평으로  설치한다. 이것은  아래쪽 극 짝

에 고형 물질이 쌓여서 발생되는 향을 피하고  쪽 짝에  기포가 생겨서 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확실히 채워지도록 하거나 속도를 높이기 해서 

reducer를 활용한다. 

  그림 3-5 수평라인에 설치

  엘보 같은 피 은 라이 의 입부분( 랜지 면으로 나팔모양으로 벌어진 부분)

을 과도하게 닳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  보호기나 오리피스 을 사용하여 공

정유체의 연마효과로부터 라이 를 보호한다.

  자유량계 양편에 배  지지 를 설치하여 진동으로부터의 손상을 방지해야 하

고 배 의 무게를 지탱해야 한다. 유체 은 지지  없이 30피트 이상의 수평라인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동질이 아닌 슬러리, 펄 , 는 Paste 들에 하여 유량계는 고형물질과 섬유질

의 가장 고른 분포를 얻기 해 수직배 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매질 혼합지

으로부터 최소 20D에 설치해야 한다.  

 

그림 3-6 매질의 혼합지  

 

  부분 으로  닫 진 밸 는  언제나 유량계의 뒤쪽에 설치되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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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부분  개방 밸 와 유량계 설치 

  기포환경에  하여 epoxy enamel fusion bonded epoxy나  fusion bonded 

Teflon liner를 사용하거나 는 라이 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라이 의 경

우 유량계를  펌 의 토출쪽에  설치하면 기포조건이 피해진다. 이때 펌 는 유량

계의 입구측에서 최소 20D가 되어야 한다. 

 

그림 3-8 펌 와 유량계 설치 

  5m 이상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배 을 피해서 유량계를 설치함으로 해서 

기포상태를 피할수 있다.  

 

그림 3-9 5m 이상 수직낙하 배 에서의 유량계 설치 

 

  자유량계에서의 지는 동작을 안정화시키기 해 필요하며 공정유체와 유체

의 결합(bonding)을 의미한다. 표류 류는 자유량계에서 공통 으로 발생되며 

자유량계는 이 라인이나 공정으로 흐르는 통로의 일부가 된다. 이 류는 자

유량계의 출력에서  변 를 유발할 수 있다. 부분의 공정에서 속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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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나 선으로 결합하여 단락회로를 만들어 표류 류가 유체 을 통과하는 신 주

로 흐르게 한다.

  지링은 유체 의 직경과 같은 크기의 구멍을 가진 페달 형태의 오리피스 으

로서 유체 과 upstream과 downstream에 인 한 배  사이에 설치되어 공정유체

와 유체 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송기와 유체  간의 거리가 100ft 이상인 

경우나 유체 도도가 20 μS/cm 이하인 경우 유체 의 각 끝에 지링들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 극은 공정유체와 결합을 한 유체  안에 치하는 제3의 극이다. 이 

극들은 이  지나 지링에 비해 공정유체와의 면이 상당히 작기 때문

에 만족스런 지를 제공치 못한다.

  수평배 에 설치되는 자유량계는 크기나 치가 부 하면 1ft/s 이하의 유속

에서 배 이 부분 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극이 드러날 정도로 

액 가 낮아진 자유량계와 같은 출력에러가 발생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해 부분의 제조회사는 empty tube zero feature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능은 튜

가 비었을 때를 나타내기 해 송기로의  입력을 보내주게 된다. 송기에서

는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을 0으로 내보내고 이 상태를 입력이 해제될 때

까지 유지한다. 

7.  자유량계의 국내외 기술개발 황

 가. 국내

  최근까지 국내에 사용되는 자유량계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2000년 

(주)서용엔지니어링사[14]에서 자유량계를 개발하여 ISO9001 인증을 획득하 으

며,  생산규격은 구경이 20～600 mm, 도도는 5 μS/cm 이상, 라이 는 Hard 

Rubber, PTFE, ETFE, PE를 사용하고 극은 SS316L, Hastelloy-C, Rhodium, 

Titanium을 사용하고 있다.

  (주)Flownics사[15]는 2002년에 설립된 벤처창업회사로 여러 종류의 유량계를 생

산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유량계의 규격은 구경이 25～600 mm, 

도도는 5 μS/cm 이상, 사용온도는 -20 ℃～60 ℃, 정도는 ±0.2% of FS, 라이 는 

Teflon, Hard Rubber, Topla를 사용하고 극은 SS316L, Hastelloy-C,  Titanium을 

사용하고 있다.

  2000년 설립된 ㈜우진후로텍[16]은 유량계 문 메이커로서 자유량계는 미국의 

AFTCO사와 기술제휴하여 DeltaMag 시리즈의 자유량계를 생산하고 있다.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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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2000 mm, 도도는 치증폭기를 사용하는 경우 0.008 μS/cm 이상이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0.5 μS/cm 이상이다. 사용온도는 ～176 ℃이고, 라이 는 Expoxy 

Enamel(최  80℃), Fusion Bonded Epoxy(최  110℃), Elastomer(Hard Rubber)

(최  80℃), Polyurethane(최  80℃), Teflon(최  115℃), Tefzel(최  115℃)을 사

용하고 있다. 단, DeltaMag DP의 경우에는 Liner, Coating이 없으며 30℃에서 최고 

5.5bar, 40℃에서 4bar, 60℃에서 1bar까지 사용가능하다.

  1999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액체 속로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포

항공 와 공동으로 액체 속로의 냉각재로 쓰이는 소듐의 기체와의 2상유동 측정을 

하여 자유량계를 개발하 다[17]. 소듐은 열  기 도도가 좋아 액체 속로

의 냉각재로 주로 이용되고 보통의 조건하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비등(80

0℃)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만약 발생하면 액체 속로의 안 에 심각한 향을 

미치므로 액체소듐과 기포의 거동을 측하고 측정하기 해 자유량계가 상용된

다. 액체 속로는 냉각재 온도가 300 ℃ 이상이고 방사선 환경이기 때문에 자유

량계는 고온과 방사선환경에 견디도록 개발되었다. 유체 은 스테인 스 3/4인치 

이 사용되었으며 자장은 AlNiCo-V 구자석이 사용되었다.

그림 3-10 

(주)Flownics사의 

자유량계

(모델:Puls-200)

        
그림 3-11  AlNiCo-V 자석을 

이용한 소듐용 자유량계

 나. 국외

  세계 각국에는 자유량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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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 주요 몇 개국의 표 인 업체에 해서만 검토하 다.

  미국의 KROHNE사[18]에서 생산되는 자유량계는 구경이 9.5～3048 mm, 도

도는 5 μS/cm 이상, 사용온도는 -60 ℃～180 ℃, 압력은 40 bar, 라이 는 PTFE, 

PFA, Tefzel, FEP, 극은 Hastelloy C4가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BadgeMeter사

[19]에서는 극소량 측정용 자유량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배  크기는 1.1 mm이고 

유량율은 0～30 cc/min., 최 유속은 12 m/s, 세라믹 라이닝과 백  극을  사용하

고 있다. 

미국의 AFTCO사[20]에서는 DeltaForce DP 시리즈의 자유량계는 기존의 자유

량계에서 사용하는 큰 규격이면서 고가의 여자코일과 라이 가 필요없도록 하 으

며 유체 을 스테인 스 신 PVC로 제작하여 가격을 낮추었다. 한 신호  잡음

비의 경우 기존의 교류형 자유량계보다 3배, 펄스형 직류 자유량계보다 30배의 

특성과  유체 도도는 0.008 μS/cm을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ISOIL사[21]는 인라인형과 삽입형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500 m 까지 원격구성이 가능하다. 

  캐나다의 Magnum사[22]는 삽입형의 자유량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도도는 1 

μS/cm, 사용온도는 204 ℃까지, 압력은 105 kg/cm2, 센서 재료로는 Kynar, 세라믹, 

PEEK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Mag-Primo사[23]는 구경이 10 mm인 후 지형 자류량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도도는 0.5 μS/cm 이상, 사용온도는 155 ℃, 라이닝은 PTFE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요코가와사[24]는 슬러리 마찰로 인한 잡음을 이기 해 이  여자주

수를 채용한 ADMAG-AXF 시리즈를 발표하 으며(‘03), 이 자유량계의 유체 

도도는 1 μS/cm이다. 자매품으로는 설치 운  보수가 용이한 ADMAG-SE 시리즈, 

이 주 수를 사용하고 빠른 응답특성에 잡음소거 출력 기능이 있는 ADMAG-AE 

시리즈, 배 의 용량을 이용하여 신호를 검출하는 ADMAG-CA 시리즈가 있으며 

낮은 도도의 유체에서의 잡음을 이기 해 고주  여자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바사[25]는 two-cable type(LF140), micro type(LF470), 

partially-filled type(LF502), large-meter type(LF150), sanitary type(LF494), wafer 

type(LF410), flange type(LF434) 등 여러 특성의 자유량계를 생산하고 있다. 

two-cable type은 원공 이 4～20 mAdc 류원에서 공 되기 때문에 기존의 유

량계에서 보다 설치  운 비용이 렴한 특징이 있다. 구경은 25, 40, 50, 80, 100 

mm가 있다. micro type은 화학약품 같은 은 양을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

며, 액부는 부식을 방지하기 해 세라믹 라이닝과 백 극이 사용되었다. 구경



- 41 -

은 2.5, 4, 6 mm가 있다. partially-filled type은 부분 으로 채워지거나 만 에서 유

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며, 구경은 150, 200, 250, 300, 350, 400, 500, 600 mm가 있다. 

large-meter type은 검출기의 사이즈가 크며 내 잡음성과 슬러리 함유액에 해 안

정된 출력을 내 보낸다. 구경은 500 mm에서 3000 mm 범 가 있다. sanitary type

은 음식물이나 음료 등 청결공정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wafer type은 세라믹 라이 가 사용되며 마모성 액체, 고온, 부압에 

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유체 도도는 5 μS/cm 이상, 유체온도는 -10～180 ℃이며, 

세라믹 라이닝은 15～100 mm이다. 150, 200 mm 센서에는 teflon PFA 라이닝이 사

용된다. LF430 시리즈는 flange type으로 구경은 15, 25, 40, 50,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mm가 있다.

그림 3-12  Krohne사의 

자유량계

(모델명: Altoflux4000

 시리즈) 

           

그림 3-13  

BadgeMeter사의 극소량 

자유량계

(모델명: RC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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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AFTCO사의

DeltaForce DP시리즈 

자유량계 

       

그림 3-15 Soil사의 

삽입형 자유량계 

(모델명: MS2700)

 

그림 3-16  Magnum사의 

삽입형 자유량계 

    (모델명: Magnum-ic) 

        
그림 3-17 

Mag-Primo사의 설치형 

자유량계 

    

그림  3-18   

Yokogawa사의 

Admag-axf시리즈 

자유량계

(integral type)  

           

그림 3-19    

Toshiba사의 micro 

type 자유량계

(모델명 : L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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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Toshiba사의 

wafer type 

자유량계

(LF-410)  



- 44 -

참고문헌

[1] Federal Register Vol. 65, No. 106, June 1, 2000-ECCS Models.

[2] www.smartmeasurement.com/en/documents/flowmeter/PositiveDisplacement.asp

[3] www.turbines.com

[4] www.abb.com

[5] www.blue_white.com

[6] www.sechang.com/product/flow/tech/principle.htm

[7] www.eesiflo.com

[8] www.flowline.co.uk/products/thermal.html

[9] www.efunda.com/DesignStandards/sensors/flowmeters/flowmeter_cor.cfm

[10] Curtis D. Johnson,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Technology, 6th ed.,     

     Prentice Hall, 2000.

[11] Donald Ginesi, Magnetic Flowmeters, Caldon Inc., 1999.

[12] www.jaewooenpla.com 

[13] Deltamag and DemiMag Instruction Manual, (주)우진후로텍.

[14] www.seoyong.co.kr

[15] www.flownics.co.kr

[16] www.woojinflowtech.com

[17] 액체 속로(KALIMER) 개발 : 소듐 2상유동 측정기술 개발, 포항공과 학교,   

     KAERI/CM-327/99.

[18] www.krohne.com

[19] www.badgermeter.com/magnet.htm

[20] www.advancedflow.com

[21] www.isoil.com

[22] www.magnum.com

[23] www.mag-primo.com

[24] www.yokogawa.com

[25] www.toshiba.com



- 45 -

부  록

라이  재료의 특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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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재료의 특성표

특성 / Properties 단 Unit ASTM Test
Method 

TFE
(PTFE) FEP PFA

물리 성질
Physical

비 Specific 
gravity - D792 2.14-2.20 2.12-2.17 2.12-2.17 

융 Melting 
point ℃ - 327 253-282 302-310

기계 성질
Mechanical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kgf/㎠ - 327 253-282 302-310

신장율
Elongation 

% D638 200-400 250-330 280-300

압축강도
Compressive 
strength

kgf/㎠ D695  120  150 -

인장탄성율
Modulus of 
elasticity in 
tension

10³kgf/㎠ D638 4 3.5 -

굽힘탄성율
Modulus of 
elasticity in 
bending

10³kgf/㎠ D790 3.5-6.3 6.7 6.7-7.0

충격강도
IZOD
Impact 
strength

 ㎏․㎝/㎝   
        D256 16.3 Not 

Destroyed
Not 

Destroyed

경도
Hardness  

Rockwell D785 R25 R25 -

Durometer D1706 D55 D55 D60

정마찰계수
Static 

coefficient of 
friction

- - 0.05 -  -

동마찰계수
(7kg/㎠, 
3m/분) 
Dynamic 
coefficient of 
friction 

- - 0.05 - -

열 성질
Thermal 

열 도도
Thermal 
conductivity 

10-4 cal/
cm․sec․℃ C177 5.9 6.0 -

비열
Specific heat cal/℃/g - 0.25 0.28 -

선팽창계수
Coefficient
of linear 
expansion 

10-5/℃ D696 9.9
(23-66℃)

8.3-10.5
(-73~71℃)

12(21-
100℃)

연속사용온도
Continuous
service 

temperature 

℃ - 260 200 260

열변형온도
Heat 

distortion of 
temperature 

4.6kgf/
㎠ (°c) D648 121 72 75

18.5kgf/
㎠ (°c) D648 55 50 48



- 47 -

(부록 계속-1)

특성 / Properties 단 Unit ASTM Test
Method 

TFE
(PTFE) FEP PFA

기 성질
Electrical 

체 항율
Volume 
resistivity 

Ω․㎝ D257 >1018 >1018 >1018 

표면 항율
Surface 
resistivity 

Ω D257 >1016 >1016 >1016 

연 괴강도 
Dielectric 
strength 

(1/8inch)
KV/㎜ D149 16-24 20-24 20-24 

유 율60Hz 
Dielectric 
constant 

- D150 <2.1 2.1 2.1

유 율103Hz 
Dielectric 
constant 

- D150 <2.1 2.1 2.1

유 율106Hz 
Dielectric 
constant 

- D150 <2.1 2.1 2.1

유 정 60Hz 
Dielectric
(Power) 
constant 

D150 <0.0002 <0.0002 0.0002 

유 정 103

Hz Dielectric
(Power) 
constant 

- D150 <0.0002 <0.0002 0.0002 

유 정 106

Hz Dielectric
(Power) 
constant 

- D150 <0.0002 <0.0002 0.0005

내ARC성 Arc 
resistance sec D495 >300 >300 -

화학 성질
Chemical 

내산성Acid-
proofness - D543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내 알카리성
Alkaline-
proofness 

- D543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내용제성
Resistance to 
solvents 

- D543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내구성
Durability 

연소성
Combustibility - D635 不然 不然 不然

흡수율Water 
absorption - D570 <0.01 <0.0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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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2) 

특성 / Properties ETFE CTFE VDF
(PVDF)

VF
(PVF) PEEK

물리 성질
Physical

비 Specific 
gravity 1.70 2.1-2.2 1.75-1.78 1.4 1.32 

융 Melting 
point 270 210-212 170 200-210 335

기계 성질
Mechanical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270 210-212 170 200-210 980

신장율
Elongation 200 80-250 100-300 150-200 50

압축강도
Compressive 
strength

500 320-520 600 - 1200

인장탄성율
Modulus of 
elasticity in 
tension

8.4 10-20 8-16 11 -

굽힘탄성율
Modulus of 
elasticity in 
bending

14 17.6 14.0-18.0 - -

충격강도
IZOD
Impact 
strength

Not 
Destroyed 13.6-14.7 19.6-21.8 - -

경도
Hardness  

R50 R75-95 R110-115 - -

D75 D74-90 D75-80 - R-126

정마찰계수
Static 

coefficient of 
friction

- 0.25 0.10 0.30 -

동마찰계수
(7kg/㎠,3m/
분) Dynamic 
coefficient of 
friction 

- 0.25 0.10 0.30 -

열 성질
Thermal 

열 도도
Thermal 
conductivity 

5.7 4.7-5.3 3.0 4.9 6.0

비열Specific 
heat 0.46-0.47 0.22 0.33 - -

선팽창계수
Coefficient
of linear 
expansion 

9-9.3
(20-90℃) 4.5-7.0 8.5 3.95 4.7<143'c

연속사용온도
Continuous
service 

temperature 

150 180 150 107 250

열변형온도
Heat 

distortion of 
temperature 

104 115 145 - -

74 74 90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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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3) 

특성 / Properties ETFE CTFE
VDF
(PVDF)

VF
(PVF)

PEEK

기 성질
Electrical 

체 항율
Volume 
resistivity 

>1016 >1016 2.0x1014 4x1013 4.9X1016

표면 항율
Surface 
resistivity 

5x1014 - - - -

연 괴강도 
Dielectric 
strength 

16 20-24 10.2 - -

유 율60Hz 
Dielectric 
constant 

2.6 2.24-2.8 8.4 - 3.4

유 율103Hz 
Dielectric 
constant 

2.6 2.24-2.7 7.72 7.4 3.4

유 율106Hz 
Dielectric 
constant 

2.6 2.3-2.5 6.43 - 3.4

유 정 60Hz 
Dielectric
(Power) 
constant 

0.0006 0.0012 0.049 - -

유 정 103

Hz Dielectric
(Power) 
constant 

0.0008 0.023-
0.027 0.018 0.016 -

유 정 106

Hz Dielectric
(Power) 
constant 

0.005 0.009-
0.017 0.17 - -

내ARC성 Arc 
resistance 75 >360 50-70 - -

화학 성질
Chemical 

내산성Acid-
proofness 

Excellent Excellent Good Good Good

내 알카리성
Alkaline-
proofness 

Excellent Excellent Good Good Excellent

내용제성
Resistance to 
solvents 

Excellent Excellent
톤 는 

극성용매에 
약함 

- Excellent

내구성
Durability 

연소성
Combustibility 

不然 不然 自己消化 自己消化 不然

흡수율Water 
absorption 0.029 0.00 0.04 <0.5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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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로세서를 비롯한 자부품, 측정  연산방법 등이 발 함에 따라 그 기능  성

능이 획기 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 소의 경우 원자로의 열출력은 feed 

water의 온도와 유량을 측정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이의 정확한 측정은 과출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NRC에서는 원

자력발 소의 열출력 마진을 2%로 요구하여 왔으나 최근의 10 CFR 50 App. K의 개정

으로 원  운 자는 좀 더 정확한 계장을 사용하여 열출력을 1% 이상 높일 수 있게 되

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량측정의 개략 인 기술과 자유량계의 기술개발 황을 분석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유량계, 자유량계, 유체 , 라이 , 여자코일, 공정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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