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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있는 

방법을 보면 유량에 의한 간접 측정법, 피토튜브 유속 측정법, 열선 유속 측정법

(Hot-wire), 초음파 유속 측정법, 광학적 유속 측정법(LDV, PIV) 등이 있다.

    본 보고서는 물을 이용한 유량 측정을 통하여 소듐 유량 측정의 정밀성을 향상

시키고 소듐 상황하에서의 안정적인 유량 측정을 위한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적합

한 유량계 선택과 이의 개발을 위하여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SUMMARY

    The Flowrates of the fluid is measured in various ways. Generally, it is 

carried out by an indirect measurement, a Pitot tube, a hot wire, an ultrasonic 

method, and optical ones like LDV or PIV.

    In the present study, the preliminary experiments were executed for the 

purpose of the enhancement of the flow measurement accuracy, the 

development of the stable measurement technology, and the selection of the 

suitable flowmeter in the Sodium environment by using air and water.   

    



- ii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유량의 개요 ···········································································································2

   2-1 유량의 개요  ·············································································································2

   2-2 유체의 흐름 ·················································································································3

제 3 장  유량계의 분류와 선정 ···························································································4

   3-1 유량계의 분류  ·········································································································4

   3-2 유량계의 종류  ·········································································································6

   3-3 유량계의 선정  ·········································································································8

제 4 장 실험장치의 구성 및 유량측정방법 ·······································································9

   4-1 실험장치의 구성 ·········································································································9

   4-2 데이터측정장치의 구성 ··························································································19

   4-3 유량측정방법 ············································································································21

제 5 장 실험결과 및 고찰  ·······························································································26

   5-1 데이터 분석 방법 및 결과 ····················································································26

   5-2 향후연구방향 ············································································································33

참고문헌



- iii -

그 림 목 차

1. 관내의 유로분포 ··················································································································3

 

2. 실험부의 규격 및 구조 ····································································································10

3. 물실험장치의 평면도  ····································································································11

4. 물실험장치의 입체도 ······································································································11

5. 유량계의 내부 구조 ········································································································13

6. 유량계의 측정 및 지시부 ······························································································13

7. 볼텍스유량계 검정곡선 ··································································································14

8 볼텍스유량계의 원리 ·······································································································14

9. 플로트유량계(20ℓ/min) 검정곡선 ··················································································16

10. 플로트유량계(50ℓ/min) 검정곡선 ··············································································17

11. 플로트유량계(100ℓ/min) 검정곡선 ·············································································17

12. 신호측정용 열전대의 구조 ····························································································18

13. 제어반의 구조 ··················································································································19

14. 제어반의 회로도 ··············································································································20

15. 데이터측정장치의 구성도 ······························································································20

16. DAQ 보드의 구성 ···········································································································21

17. Instant Value 화면 ·········································································································23



- iv -

18. Mean Value 화면 ···········································································································23

 

19. Power Spectrum 화면 ··································································································24

20. Cross Correlation 화면 ······························································································24

21. Cross Spectrum 화면 ···································································································25

22. 측정된 온도값의 예 ········································································································26

23. Cross Correlation의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 화면 ··················································27

24. 온도 70℃-유량 40ℓ/min-Rod 제거시 Peak 그래프-1 ········································28

25. 온도 70℃-유량 40ℓ/min-Rod 제거시 Peak 그래프-2 ········································28

26. 온도 70℃-유량 40ℓ/min-Rod 삽입시 Peak 그래프-1 ········································29

27. 온도 70℃-유량 40ℓ/min-Rod 삽입시 Peak 그래프-2 ········································29

28. 유동교란봉의 효과 ··········································································································30

29. 측정시각에 따른 시간 지연 추출 결과 ······································································31

30. 평균 Delay Time과 유량과의 관계 ············································································32

31. 유량과 Second Peak의 시간지연 사이의 관계 ······················································33



- v -

표  목  차

1. 유체 종류에 따른 유량계의 종류 ··················································································4

 

2. 측정 유체와 에너지원에 의한 분류 ················································································5

3. 검출 방식에 따른 분류 ······································································································5

4. 유량 측정량에 의한 분류 ································································································5

5. 측정 원리에 따른 분류 ····································································································6

 

6. 전자유량계의 장단점 ··········································································································9

7. 펌프의 사양 ························································································································12

8. 볼텍스유량계 사양 ··········································································································12

9. 플로트유량계 사양 ············································································································16

10. 신호측정용 열전대의 사양 ··························································································18

11. 히터의 사양 ······················································································································19

 

12. DAQ 보드의 사양 ·········································································································21

13. 실험조견표-1 ···················································································································34

14. 실험조견표-2 ·················································································································35

16. Raw data Sample : 온도 상온-유량 10ℓ/min-유동교란봉 제거시 ················36

17. Raw data Sample : 온도 상온-유량 10ℓ/min-유동교란봉 삽입시 ················37



- 1 -

제 1 장 서 론

      유량계는 전자, 전기, 의료, 기계, 화학, 반도체, 식품 등 그 사용 범위가 광

대하고 유체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유량 측정은 유량계의 

개발과 신호처리 기술의 발달로 성능이 향상되고 다소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유체의 특성에 적합한 유량계의 

선택과 장치 구성이 중요하다. 유량계는 일정한 체적내를 유동하는 유체의 양을 측

정하는 계기이므로 유량 측정시 유체의 점성계수와 밀도 등, 물성치의 영향을 받는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뢰성있는 유량계의 선택 및 측정 방법, 실험부의 구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실험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유량계의 종류와 본 실험에 이용된 유량측정 방법에 대

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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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량의 개요

2-1 유량의 개요

         유량(Flowrate)이라 함은 유체의 흐름중 일정 면적의 단면을 통과하는 유체의 

체적, 질량 또는 중량을 시간에 대한 비율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각각 유체의 체적을 

시간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유량을 체적유량(용적유량), 유체의 질량을 시간에 대한 비

율로 표시한 질량유량, 유체를 일정시간 동안 흐르는 량을 표시한 유량을 적산유량으

로 구분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체적유량 : Q =  A.v [㎥/s]

         ② 질량유량 : M =  Q.ρ =  A.v.ρ [kg/s]

         ③ 중량유량 : W =  Q.ρ.g =  A.v.ρ.g [N/s]

         ④ 적산유량 : G = ∫Q.ρ = ∫A.v.ρ [㎥,kg]

              A : 단면적     v : 속도     ρ = 밀도

      측정 대상인 유체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기체, 액체, 증기, 혼합 기체 등으로  분

류하고 흐름 상태에 따라  층류와 난류로 대분되며 온도에 따라서 고온과 저온, 압력에 

따라서 고압과 저압, 점도에 따라 고점도와 저점도, 양에 따라서 대유량과 소유량 등으

로 다양하게 분류한다.

    유량측정은 임의 시간당 흐르는 체적량을 계량하는 직접법과 임의 단면적을 통과

하는 유량과의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유속, 전기적인량 등의 변화를 검출, 유량을 측정

하는 방식인 간접방식으로 분류한다.

2-2  유체의 흐름

  1. 층류와 난류

      관로내 흐름에는 층류와 난류가 있으며 층류는 유체가  관로내를 흐를때 층을 

유지한채 흐르는 상태를 말하며, 보통 유량이 적은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난류는 

흐름중 와류 등을 발생시키는 흐름으로 유량이 크거나 압력강하가 적은 경우에 나타난

다.

     관로중의 일정구간에서  두 지점의 압력 취출공으로부터 취출된 압력 강하와  유

량과의 특성은 압력강하와 유량과 비례하는 범위에서의 흐름을 층류라 하고, 유량의 2

승에 비례하는 유량이 큰 범위에서의 흐름을 난류라 한다.

         실제로 원통형 관내의 유속분포를 측정하여 보면은 점도가 높은 경우 관벽과 유

체의 마찰력은 크게 작용함으로 유속분포는 변화한다. 유속이 느릴때는 점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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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가 흐르는 것과 같은 유속분포를 가진다. 즉, 관로내의 흐름이 층류일때는 관의 단

면에서 본 유속은 거의같은 유속분포가 된다. 유체의 흐름이 층류로부터 난류로 되는 

것은 유량의 크기에 의하나 그것은 유체의 점성의 크기에 좌우됨을 알수 있다.

      유량의 어떤값을 초과하고, 층류가 난류로 변화되는 한계의 값은 유체의 밀도, 

점도, 관로 내경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 즉 관로내 흐름상태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레이놀즈수이며, 층류 난류로 구분하는 경계치는 2320이다.

                                      ReD  = 
4Qρ
πDη

   

   ( Q : 체적유량  ρ  : 체적의 밀도    η : 체적의 점도    D : 관로의 직경  )

       

  2. 유속분포와 평균유속

      유체는 점성이 있으므로 관내를 흐르는 유체중 관로벽과 마찰하며  흐르는 유체

는 관벽과의 점성에 의해 유속이 늦어지고 관로의 중심으로 갈수록  유속이 증가하여 

관 중심에서는 최대가 되는 것으로 관로내의 유체의 유속은 동일하며,관로 단면상에 

있어서도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원형 단면을 갖는 관로내의 유속분포는 그림1과 같다.  또한 층류에서는 레이놀

즈수가 변화해도 유속분포는 항상 일정하나 난류에서는 레이놀즈수에 따라 유속 분포

는 변한다. 주의할 점은 층류나  난류도 앞서 설명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

는 조건은 직관부를 흐르는 경우로서, 만일 곡관이나  유속이 빠른 난류에서는 그와 같

은 법칙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충분한 직관부를 통한 흐름이 요구되는 것이다.  유속 변

화의 영향을 받는 유량계에서는  유량계의 전후단에 대해 적당한 길이의 직관부를 필

요로 하게 된다. 

그림1  관내의 유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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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유량계의 분류와 종류 및 선정

3-1 유량계의 분류 

      공업계측에서 유량, 온도, 압력, 레벨, 습도 등 5개의 분야는 가장 중요한 측

정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유량은 변화하는 유체를 측정해야하므로 측정이 어렵

고 정확한 계측 또한 다른 계측 요소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실험과 최적의 측정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유량계는 용도나 유체에 따라 액체용, 기체용, 스팀용으로 대분되며 액체용

이 많이 사용된다. 유량계는 유체의 종류와 측정환경이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

지만 공업계측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유체에 의한 분류

      유량계는 사용하는 유체에 따라 액체, 기체, 기체 및 액체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표1에 유체의 종류에 따른 유량계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표1 유체 종류에 따른 유량계의 종류

       

유체의 종류 유량계의 종류

액체
용적식유량계, 전자유량계, 초음파유량계, Weir유량계, 

Flume유량계, 터빈유량계

기체
열량유량계, 질량유량계, 초음파유량계, 용적유량계, 

터빈유량계

기체 및 액체 차압유량계, 와류형유량계, 면적식유량계
    

   

    2. 측정 유체와 에너지원에 의한 분류

      흐르는 유체는 유동에 의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용적식 유량계나 면적식 

유량계처럼 외부의 에너지 없이 자체적으로 발생된 에너지만으로 유량 측정이 가능

한 형태의 유량계이며, 표2에 이를 정리하였다.

    3. 검출 방식에 의한 분류

      유체와의접촉 유무와 가동부(전장부)의 유무에 따라 접촉형과 비접촉형으로 

분류된다. 검출방식에 따른 분류는 표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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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측정유체와 에너지원에 의한 분류

      

구분
유체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유량계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한 

유량계

유량계

용적식유량계, 터빈유량계, 

차압식유량계, 와류형유량계, 

면적식유량계, Weir유량계, 

Flume유량계

전자유량계, 초음파유량계, 

열량유량계, 질량유량계

                         표3 검출방식에 따른 분류     

      

구분 유량계의종류

접촉형

용적식유량계, 터빈유량계, 면적유량계, 차압유량계, 와전

류유량계, Weir유량계, 열량질량유량계, Flume유량계, 전

자유량계, 초음파유량계(접촉형)

비접촉형 초음파유량계

 

    4. 측정량에 의한 분류

      측정량에 의한 유량 측정은 다음의 5가지 방식에 의해 분류하며 표4에 정리

하였다.

        

         1) 유속

         2) 부피질량

         3) 질량유량

         4) 적산 부피 유량

         5) 적산 질량 유량

표4 측정량에 의한 분류

       

구분 유량계의 종류

유속
열선유속계, Pitot유량계, 전자유량계, 와류유량계,

터빈유량계, 초음파유량계

부피유량 차압유량계, Flume유량계, Weir유량계, 면적유량계

질량유량 열량/질량유량계, Corlolis 질량유량계

적산 부피 유량

적산 질량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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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측정 원리에 의한 분류

          직접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과 간접 유량 측정 방식으로 분류하며, 간접 측정 방

식은 유속식과 기타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를 표5에 정리 하였다.

표5 측정원리에 의한 분류

           

측정방식 유량계의 종류

직접식 용적유량계

간접식

유속식
전저유량계, 초음파유량계, 터빈유량계, 

와류유량계, 열선유속계, Pitot tube

기타 방식
차압식유량계, 면적유량계, Weir유량계, 

Flume유량계, 열량/질량유량계

                                

3-2  유량계의 종류

         유량계는 측정 목적, 유체의 종류, 측정의 정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

나 차압식, 면적식, 터빈, 전자식, 초음파, 열선형, 와류유량계 등이 산업 현장에서 많

이 쓰이고 있다.

     1. 차압식유량계

          차압식유량계는 유량계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량계로서 구조가 간단하고 액

체, 기체, 증기 등 많은 유체에 적용이 가능하다. 차압식유량계의 특징을 열거하면 아

래와 같다.

            1) 구조가 간단하고 가동부가 없어 고장이 적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2) 많은 양의 측정 데이터가 축적되어 규격 정비가 잘 되어있으며 규격, 설치 

조건만 충족하면 정확한 유량 측정이 가능하다.

            3) 다른 유량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4) 기체, 액체, 증기 등 다양한 액체에 적용이 가능하다.

            5) 측정 범위가 좁은 편이다.

            6) 배관의 설치, 형태, 직관부 길이, 유체의 유동 상태에 따라 측정의 정확도

가 좌우 된다.

           

     2. 터빈유량계

          회전부의 회전수가 유량에 선형으로 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깨끗한 유

체의 유량을 넓은 범위에서 높은 정확도로 측정이 가능하다. 석유류, 천연가스 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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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이용되고 있으며, 유체에 이물질이 많을 경우 회전부에 영향을 미쳐 유량 측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3. 와류유량계

          유체의 유동 방향에 수직으로 설치된 물체 위로 유체가 흐르면 이 물체의 후단

에 와류가 발생한다. 이 와류의 발생 빈도는 유량과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 와류의 

발생 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와류유량계의 특징을 보면 아

래와 같다.

       

            1) 유량 측정 범위가 넓은 편이다.

            2) 유량 측정 정확도는 ±0.5 ~ 1.0%로 높은 편이다.

            3) 기체와 액체 등 대부분 유량 측정에 적합하나 이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4) 구동부가 없어 수명이 길며, 압력 손실도 매우 낮은 편이다.

            5) 유체의 온도, 압력, 점도 등 물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4. 초음파유량계

          초음파유량계는 측정 방법에 따라 1회선식 및 2회선식, 사용 용도에 따라 고정 

설치형, 이동 측정형, 측정 원리에 따라 시간차 법, 주파수차 법, 도플러 방법, Cross 

correlation 방법 등이 있다. 초음파 유량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유량 측정 오차는 ±1~5% 정도로 정확도가 높지 않다.

            2) 충분한 길이의 직관부가 요구되며 유체가 만관 상태로 흘러야 한다.

            3) 가격은 다른 유량계에 비해 높은 편이다.

     5. 용적식유량계

          용적식 유량계는 고점도, 고압 유체에 적용이 용이하다. 점도가 높을수록 측

정범위가 커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재현성 및 정밀도도 뛰어나다. 주로 점도가 

높은 oil류나 polyurethane공정에 사용이 용이하다

           

     6. 면적식유량계

          면적식유량계는 점도가 높은 기름이나 기체, 액체 등에 널리 사용된다. 유동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류의 직관부가 불필요하며, 유체의 성질(부식성, 점도, 

밀도, 슬러지 등)에 맞추어 접액부 재질의 선택이 가능하며, 신뢰성 및 내구성이 높

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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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량계의 선정

    유량계의 선정은 유체의 종류와 측정 환경,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적합한 유량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정된 유량계

의 성능을 유지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량계의 특성을 충분히 알아야하며 

적절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량계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측정 유체에 관한 것

        ① 측정 유체의 종류 : 기체, 액체, slurry액, 기체 액체  2상류 등

        ② 측정 유체의 성질 : 점도, 밀도, 부식성의 유무 등

        ③ 측정 유체의 상태 : 온도, 압력, 유량의 대소, 맥동류 등

      2) 측정목적에 관한 것

        ① 매매용, 감시용, 지시용

        ② 기록, 제어의 필요성

        ③ 유량의 절대치 필요 여부

        ④ 유량 변화의 필요성

   

      3) 외적인 조건에 관한 것

        ① 설치 장소 제한 : 고온지대, 한랭지대, 진동의 유무 등

        ② 필요한 직관부의 길이 및 배관 조건

        ③ 설치 조건상의 제약

      4) 유량계 고유의 특성

        ① Rangeability 

        ② 측정 오차

        ③ 유량 Range의 변경 용이도

      5) 경제성에 관한 것

        ① 간단한 구조

        ② 경제성

        ③ 취급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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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부의 구성 및 유량 측정 방법

      소듐 실험시 유량 측정은 영구자석을 이용한 전자유량계가 일반적으로 사용

된다. 전자유량계는 장점도 많지만 보완해야 할 단점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전자유

량계의 대표적인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표6과 같다.

표6 전자유량계의 장단점

장점 단점

가동부가 없다 전기전도성이 있는 유체에만 가능하다

압력 손실이 거의 없다
전기적인 잡음이 많으면 측정 오차를 유
발하며, 심하면 측정이 불가능하다

온도, 점도, 압력, 점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전극이 이물질이나 불순물에 의하여 코
팅되거나 덮히게 되면 측정에 오차가 발
생하거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방향 및 역방향 유량 측정이 가능하다 가격이 고가이다

넓은 범위에서 일정한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유지보수가 용이하지 못하다

검출 지연이 없어 정확한 유량 측정이 

가능하다

대구경, 대유량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본 실험의 목적은 위와같은 전자유량계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유량 측정의 신

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비실험으로써 관내의 유동, 온도 및 압력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교란 성분이 유동을 따라 전파되는 특성을 측정하여 관내 평균유속을 추

정하는 유동지연형 유량계(correlation flowmeter)를 개발하여 자연 순환(natural 

circulation)과 같은 저속(low velocity)의 유동조건과 구조가 복잡하여 전통적인 유

량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핵연료 채널 등에서 평균 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methodology)을 구축하여, 추후 액체금속로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선행 실험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4-1 실험장치의 구성

      본 실험은 고온 상황하에서의 소듐에 대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온도의 

변동 성분을 이용하여 두 지점 사이의 유동 지연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소듐에 적용하기에 앞서 물을 이용하여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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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험장치 및 실험부(test section) 구성

        실험부는 1“ 파이프에 온도센서(열전대)를 상하로 각각 10개소에 1/8” 

fitting 소켓을 용접하여 구성하였으며, 센서는 상하가 비대칭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를 하였으며, 센서의 간격은 1D, 길이는 2,000mm이다. 공기 유입구측은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30D 후방에 센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유체 인입

측에 유동교란봉(rod : 3/8“ Do)를 설치하여 이로 인한 유동의 인위적 교란후 정상 

유동 상태와 데이터를 비교측정하고자 하였다. 실험부의 규격과 구조는 그림2에  

나타내었으며 그림3, 4에 실험장치의 평면도와 입체도를 나타내었다.

  

입구 출구

히터

센서부

센서부나사부

   

   

그림2 실험부의 구조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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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물실험장치 평면도

 

그림4 물실험장치 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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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펌프의 사양은 표7에 정리하였다.

        표7 펌프의 사양

출력 공급전원 AMP 효율 무게

1.5kW 220V, 60Hz 6.6A 80.5% 22kg

      3) 저장탱크

        저장탱크는 STS로 외경 600mm, 길이 700mm의 규격으로 실험부에 공급

하는 물을 저장하며 탱크 외부에는 와이어히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히터의 용량은 

5kW로 50mm 두께의 보온이 되어있다. 히터의 하부에는 펌프와 연결된 배출관이 

있고 상부에는 by pass관을 따라 순환되는 배관과 실험부에서 유입되는 over flow 

관이 설치되어 있다.

      4) surge tank

        펌프를 통해 이송되는 물의 요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surge tank를 설치하

였으며 규격은 외경 300mm 길이 500mm로서 체적은 약 35ℓ정도이다. Surge tank 

상부에는 물의 유동을 최적화 시키고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한 공기 제거 밴트밸브를 설치하여 실험시 공기를 제

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배관의 상부(유량계 전)에도 공기 제거 밴트밸브

를 설치하였다.

      5) 유량계

        ① 볼텍스 유량계

         볼텍스유량계의 사양은 표8에, 구조는 그림5와 6에 나타내었다. 볼텍스유

량계는 사용에 앞서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검정곡선은 그림7과 같다.

표8 볼텍스유량계 사양

구경 사용온도 공급전원 Output 비고

1“(25mm) -40~250℃ 14~46VDC 4-2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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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유량계 내부 구조

그림6 유량계 측정 및 지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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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볼텍스유량계 검정 곡선

        ② 플로트 유량계

          플로트 유량계는 면적식 유량계의 일종으로서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8에서 보듯이 테이퍼진 투명관과 관내를 수직으로 움직이는 플로

트로 구성되어 있다. 

          유체가 하부에서 흘러 들어오면 플로트는 위로 상승하게 되고 플로트에 

작용하는 압력차, 부력, 중력 및 점성력 등이 평형을 이루는 위치에서 정지하게 된

다. 따라서 플로트가 어느 위치에서 균형을 잡고 있을 때, 플로트가 밑으로 미는 힘

과 위쪽으로 미는 힘이 같으므로 관내에 흐르는 체적 유량은 아래식과 같다.

그림8 플로트유량계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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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1+AW 2 =AP 1

  

Q=αF 0=
2g(P 1-P 2)

ν

W 1 : 플로트 중량유량

A:   플로트 단면적

P 1.P 2:상류측, 하류측 유체의 압력  

         플로트가 위치하는 테이퍼관의 단면적을 B로 하고 F0=B-A로 α, g, W1, 

γ는 상수이고, 유량 Q는 유체 통과 단면적만의 함수로 이런 의미에서 면적식 유량

계라 한다. 아래의 식에서 유량 결정 상수에 제곱근이 있으므로 계기 눈금이 위의 

차압식과 동일하게 제곱눈금이 되고 이를 직선화눈금으로 하기위해 제곱 성분에 해

당되는 부분을 테이퍼관을 경사지게 함으로서 계기눈금이 직선 눈금이 되는 것이

다.

 

Q =α(B-A) =
2gW 1

γA

       면적식 유량계는 미리 알려져 있는 유체의 유량을 측정한다. 면적식유량계

의 단점으로는 압력손실이 큰편이며 반드시 수직으로 설치 해야한다. 면적식 유량

계는 주로 소량의 유량 측정이 주로 이용되며 일반적인 측정 범위는 물의 경우 1ℓ

/sec, 공기의 경우는 초당 수십 리터 정도이다. 면적식 유량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기체, 액체의 유량 측정이 가능하고 특히, 소유량, 고점성 유체 및 부식

성 유체에 적합하며, 맥동류에서도 오차 발생이 적다.

        ② 스케일 눈금이 직선적이다.

        ③ 플로트 형상에 따라 레이놀즈수가 상당히 작은 범위까지 유량계수가 일

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④ 설치시 직관부가 필요치 않고 일반적으로 수직 설치를 한다.

      본 실험에 사용한 유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ℓ/min, 50ℓ

/min, 100ℓ/min 3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양은 표9와 같고 그림9, 10, 11에 각각의 

검정곡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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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플로트 유량계 사양

구분 Connections 사용온도 사용압력 길이
재질

Body Tube Float

20ℓ/min JIS 10K 25A ` 8-20kg/㎠G 400mm STS 304 Galss STS 304

50ℓ/min “ “ “ " " " "

100ℓ/min “ “ “ " " " "

1

2

3

4

5

1

2

3

4

5
0

5

10

15

20

25

유
량

Read Flow 20 15 10 5 2

Actual Flow 19.9 14.9 9.9 4.9 1.9

1 2 3 4 5

그림9 플로트 유량계(20ℓ/min) 검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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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2

3

4

5

0

10

20

30

40

50

60

유
량

Read Flow 50 40 30 20 10

Actual Flow 49.8 39.8 29.8 19.8 9.9

1 2 3 4 5

그림10 플로트유량계(50ℓ/min) 검정곡선

1

2

3

4

5

1

2

3

4

5

0

20

40

60

80

100

120

유
량

Read Flow 100 80 60 40 20

Actual Flow 99.6 79.6 59.6 39.7 19.8

1 2 3 4 5

그림11 플로트유량계(100ℓ/min) 검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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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호측정용 열전대

        신호측정용 열전대는 “K" type으로 세부 사양은 표10에 정리하였다. 온도

지시나 온도 제어용 열전대와 비교하여 측정시 감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측정부의 

직경이 가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림12는 신호측정용 열전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표10 신호측정용 열전대 사양

구분 Type Grade Length
Sheathed 

Dia
Meterial Out Dia Sen Dia

Unground "K" Class 1 150mm 1/8"
STS 

316
0.5mm 0.1mm

Ground " " " " " " "

그림12 측정용 열전대의 구조

      7) 히터의 설치

        히터는 저장탱크와 Surge 탱크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wire heater를 설치

하고 50mm 보온 작업을 하였으며 배관부는 히터 설치를 하지않았고 50mm 아티

론 보온으로 마감하였다. 히터의 사양은 표1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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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히터의 사양

공급전원 길이 히터출력 재질 외경

220V
10m(저장탱크) 

3m(Surge탱크)
300w/m STS 316 5mm

        

      

      8) 제어반의 구성

        제어반은 온도 제어부와 온도지시부, 펌프 ON/OFF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볼텍스유량계 작동 및 신호 획득을 위한 24VDC Power Supply가 내부에 설

치되어 있다. 그림13에 구조를 그림14에 회로도를 나타내었다.

      

  

그림13 제어반의 구조

4-2 데이터 측정장치의 구성

    

    데이터 측정장치는 현장의 온도 센서 신호를 DAQ 보드(NI DAQ p-ad-6016)

를 통하여 컴퓨터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DAQ 보드는 16채널까지 측정

이 가능하며 Correlation 유량계의 열전대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였다. 그림15

는 측정에 따른 데이터측정장치의 구성도를, 그림16은 DAQ 보드의 구조도를 나타

내었으며, 표12에 보드의 사양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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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제어반의 회로도

그림15 DAS의 구성도

From local(Thermocouple)

NI DAQp-ad-6016

컴퓨터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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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DAQ 보드

표12 DAQ 보드의 사양

모델
A n a l o g 

Input

Input

Resolution

Sampling 

Rate

Input

Range

Outut 

Resolution

Output

Rate

Output

Range
Out I/O

NI 6016 16Se/8DI 16bits 200kS/s
±0.05 

to ±10V
16bits 300S/s ±10V 32

4-3 유량측정방법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온도의 변동성분을 이용하여 두 지점 사이의 

유동 지연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Taylor's 

frozenhypothesis에 의하면 온도 변동은 평균 유속으로 전파된다.

(∂T'/∂t=U∂T'/∂x)

    유속 방향으로 일정 거리가 떨어진 두 지점 사이에서의 온도 변화를 관찰한 

후, 유사한 온도 변동 패턴이 나타나는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면 유체의 유량을 계

산할 수 있다. 

    유동장의 상류와 하류에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측정하면 측정되는 값은, 

난류 유동의 경우, 큰 규모의 eddy와 그 위에 실려 이동하는 작은 규모의 잡음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특정 eddy의 움직임을 상류와 하류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이



- 22 -

용하여 포착한다. 다시 말하면 상류에서 형성된 특정 형태의 잡음은 어느 정도 거

리 또는 시간 동안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게 되고, 하류에는 그 잡음을 포착

하고 시간지연(delay time)을 산출하면 그로부터 유속을 구할 수 있다.

    본 유량 측정 방법의 핵심은 유사한 온도변동 패턴을 찾아내는 것인데 일반적

으로 시간공간(time domain)에서의 분석보다 주파수공간(frequency domain)에서의 

분석을 이용하면 좀 더 손쉽고 안정적으로 시간지연을 측정할 수 있다. 즉, 온도변

동은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의 합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각 주파수(f) 

성분 사이의 상관관계와 위상변화(θ)를 분석함으로서 시간지연(t)을 측정할 수 있

다.

(t=△θ/△f)

    1. 실험 방법

      실험부는 1“ STS 관에 10개소의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이 열전대를 이용하

여 온도 변동 성분을 측정한다. 측정지점은 유입구측의 첫 번째 열전대(T-0)의측정

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류(T2~T10)에 대하여 각각의 응답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측

정 위치의 간격은 1D(25mm)로 약 50Hz 이내의 주파수를 샘플링하였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유량을 고정시키고 온도가 안정된 상태를 확인 

후 측정하였다. 측정에 따른 조견표는 표6에 정리하였다.

      1) 데이터 측정 방법

        데이터 측정은 5개 모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측정하

였으며 측정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Lab View(V7.1)을 활용하였다.

측정 프로그램의 구성도와 테이터 획득 화면은 그림17, 18, 19, 20, 21에 각각 나

타내었다. 측정 프로그램은 “Instant Value", "Mean Value", "Power Spectrum", 

"Cross Correlation", "Cross Spectrum" 5개의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Instant 

Value는 각 채널에서 측정되는 실시간 측정값은 나타내고, Mean Value는 각 채널

의 구간 평균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온도 측정 채널의 경우에는 평균 온도를 의

미하고, 유량 측정 채널의 경우에는 평균 유량을 의미한다. 

        Power Spectrum은 각 채널에서 측정되는 측정값을 Fourier 변환한 결과로 

측정값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Cross Correlation은 두 채널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본 실험의 목적이 두 위치에서의 온도 변화 패턴을 비교, 유사한 패턴을 보

여주는 경우를 찾아서 둘 사이의 Time delay를 구하는 것에 있으므로 Cross 

correlation이 최대가 되는 Time delay를 찾아야한다. 

    Cross Spectrum은 Cross correlation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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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를 찾는 방법 중의 하나로 Cross Correlation의 주파수 공간에서의 분석, 즉 

Cross Spectrum을 분석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Cross Spectrum의 크기(amplitude)

는 상관관계가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크기가 큰 구간을 찾은 후에, 위상

을 분석하면 Time delay를 구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위상이 선형

으로 변하는 구간을 찾은 후에 그 기울기로부터 Time delay를 구할 수 있다.

그림17 Instant Value 화면

그림18 Mean Valu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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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Power Spectrum 화면

그림20 Cross Correlatio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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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Cross Spectrum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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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험 결과 및 고찰

5-1. 분석 방법 및 결과

     1. 데이터 분석방법

         데이터의 분석 방법은,  Cross Correlation 계산 후 최대값을 보이는 time delay

를 찾는 방법으로, time domain에서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frequency domain에서

의 계산이 더 안정적이나, 실제 signal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time domain에서 분

석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석 software를 구현하여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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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두 채널에서 측정된 온도값의 예

     그림22에 두 채널에서 측정된 온도값의 예를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각 채널에

서 측정된 온도값은 매우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두 채널을 비교하

면, 유사한 패턴이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사한 패턴

이 나타나는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였다.

     그림23은 Cross Correlation의 계산 및 최대값을 찾기 위하여 작성한 프로그램

의 화면을 나타내었다. 최대값을 찾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time domain에

서 cross correlation을 계산하고 cross correlation의 최대값을 찾는 형태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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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게 구현

되었다.

      

            

그림23 Cross Correlation의 계산 및 최대값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의 화면

     그림24, 25는 온도 70℃-유량 40ℓ/min의 조건에서 유동교란봉(rod)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time delay-correlation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24와 25

의 차이는 데이터 수집한 시각의 차이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수집한 데이터로 분석한 그림이다. 그림26, 27은 70℃-유량 40ℓ/min의 조

건에서 유동교란봉(rod)을 삽입한 상태에서의 time delay-coreration과의 상관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2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결과의 차이는 측정 시각이

다. 

  

     그림 24, 25에서 약 0.014초의 주기를 갖는 피크가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주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주기성은 time delay를 찾아낼 때 큰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그 예를 그림 24와 

25의 비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4에서는 여러 개의 피크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두 번째 피크가 가장 큰 것

을 볼 수 있고, 가장 큰 피크가 나타나는 지점에서의 time delay 값이 찾고자하는 시

간 지연이 된다. 그런데, 그림 25에서는 앞부분의 3개의 피크가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어서 어떤 것이 실제 시간 지연인지를 구별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약간의 

noise가 첨가된다면 찾고자하는 피크 이외의 신호가 잘 못 검출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림26, 27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림26, 27에서는 유동교란

봉의 효과에 의한 또 하나의 주기성이 나타나서 전체적인 형태가 달라진다. 두 번째 

주기성은 그림에서 반원형의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두 개의 주기를 갖는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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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7에서와 같이 빠른 주기의 요동이 긴 주기의 요동에 실려서 나타나게 된

다. 이 경우에도 주기성 때문에 실제 시간 지연의 검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주

기성의 문제는 빠른 주기보다는 긴 주기에 의해서 좌우되고, 주기가 긴 요동의 경우

에는 감쇄효과도 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동교란봉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지연을 검출할 수 있다.

그림24 온도 70℃-유량 40ℓ/min-Rod 제거시 Peak 그래프-1

그림25 온도 -70℃, 유량-40ℓ/min-Rod 제거시 Peak 그래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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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온도 -70℃, 유량-40ℓ/min-Rod 삽입시 Peak 그래프-1 

그림27 온도 -70℃, 유량-40ℓ/min-Rod 삽입시 Peak 그래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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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동 교란용봉(rod)의 효과

         유동교란봉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류에서는 Pattern A의 형태를 갖는 유동이 흘러온다. 이 유동은 유동교란봉에 

의해서 교란되어 Pattern A+B의 형태를 갖게 되고, 다시 열전대 1번(T/C 1)에 의해 교

란되어 Pattern A+B+C의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측정하는 열전대 1번과 열전대 2번

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의 형태는 Pattern A+B와 Pattern A+B+C의 형태가 되며, 두 패

턴의 비교를 통해서 시간 지연을 분석하게 된다. 

         유동교란봉이 없는 경우에는 Pattern B가 나타나지 않아서 Pattern A와 Pattern 

A+C의 비교를 통해서 시간 지연을 추출하게 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열전대 1번에 의

해서 교란되는 양 및 열전대 1번에서 2번으로 진행하는 동안 감쇄되는 양이 열전대 1

번에 의해 형성된 패턴에 비해서 매우 작아야 두 측정값의 비교를 통한 시간 지연의 분

석이 용이하게 된다. 유동교란봉이 없는 경우를 먼저 살펴볼 때 일반적인 난류 유동의 

패턴인 Pattern A의 세기가 열전대 1번에 의해 형성되는 Pattern C보다 커야하는데, 이

것에 대한 확증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유동교란봉이 있는 경우에는 Pattern A+B와 Pattern C의 세기를 비교하면 되는

데, Pattern A의 세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Pattern B의 경우에는 Pattern C에

서 나타나는 교란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동교란봉의 크기가 열전대의 크기

보다 크므로, 교란되는 크기 또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유동교란봉이 있는 경우가 교란봉이 없는 경우보다 좀 더 분석이 용이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R
o
d

Pattern
A

Pattern
A+B

Pattern
A+B+C

T/C 1 T/C 2

Pattern
A

Pattern
A+C

T/C 1 T/C 2

그림28 유동 교란용봉(rod)의 효과

    가) 유동교란봉(Rod)가 있을 때 

  ①  비교 대상: A+B vs A+B+C

       A+B >> C 인 경우, cross correlation을 이용한 분석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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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동교란봉(Rod)가 없을 때 

  ②  비교 대상: A vs A+C

       A >> C 인 경우, cross correlation을 이용한 분석 용이

   유동교란봉(Rod)가 있을 때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완 실험과 정밀 분

석과 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29는 각 유량에 대한 측정 시각에 따른 시간 지연의 추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시간 지연 추출 방법이 안정적이라면, 유량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

므로, 계속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탄한 그래프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림29를 살펴

보면, 몇몇 결과에서는 평탄한 그래프를 볼 수 있으나, 다른 몇몇 조건에서는 중간

중간에서 몇 개의 데이터가 크게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주기성에 의한 오류로 생각된다.

      물모의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부 내경(Di)의 1Di 거리에 열전대를 설치

하여 관내 유속과 변동의 전파시간을 의미하는 지연시간(delay time)을 측정한 것

을 나타낸 것이다. DAQ 보드로써 열전대에서 나온 raw signal을 cross-correlation

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delay time을 찾기위해 신호의 전후처리(pre-and 

post-processing)에 있어서 많은 작업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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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기준 시간에 대한 Dela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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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0은 그림29에서의 시간 지연 결과를 평균하여 유량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유량 범위가 30ℓ/min ~ 55ℓ/min의 구간에서 선형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

데, 계산된 시간 지연값은 예상했던 값과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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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평균 Delay Time과 유량의 관계

         앞에서 언급했던 주기성에 의한 최대 피크 위치의 모호성을 고려하여, 그림31에

는 시간 지연의 추출을 위해서 최대값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피크를 고려하였

다. 그림에서 선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때의 시간 지연값의 우리의 예상치와 비

슷하였다. 또한, 온도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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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유량과 두 번째 피크의 시간 지연 사이의 관계

5-2. 향후 연구 방향

     1. Delay time 추출을 위한 좀 더 안정적인 알고리즘 연구

     2. Frequency domain에서의 분석  

     3. 타 조건(온도 등)에 의한 효과 분석

     4. Active type(히터를 이용한 온도 변화 인가) 검토

     5. 적절한 filter 도입 등이 심도있는 검토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보완된 후 추후 정밀성과 정확성을 고려한 재실험 

및 보완실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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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Correlation Flowmeter 검증 실험 조견 및 데이터 시트-1

    Sensor 위치 : 파이프 중간(12.5mm), 유동교란봉 위치 : 파이프 중간(12.5mm)

구분 상온(28℃) 50℃ 70℃ 90℃

10ℓ/min

파일명 10-N-R 10-50-R 10-70-R 10-90-R

온도 26/24.4 53 / 51.04 73 / 70.44 93 / 90.84

유량 9.9 / 100424 9.81 / 10001 10.1 / 1.0002 9.8 / 1.003

15ℓ/min

파일명 15-N-R 15-50-R 15-70-R 15-90-R

온도 26/24.6 53 / 50.89 73 / 70.50 93 / 91.16

유량 15 / 1.000528 15.2 / 1.0003 15.1 / 1.0001 15 / 1.002

20ℓ/min

파일명 20-N-R 20-50-R 20-70-R 20-90-R

온도 26 / 24.8 53 / 50.87 73 / 70.52 93 / 91.07

유량 20 / 1.000355 19.9 / 1.0002 20 / 1.0001 20 / 1.0004

25ℓ/min

파일명 25-N-R 25-50-R 25-70-R 25-90-R

온도 26 / 24.94 53 / 50.91 73 / 70.49 93 / 91.04

유량 25.1 / 1.000516 24.91 / 1.0005 24.9 / 1.0004 25 / 1.115

30ℓ/min

파일명 30-N-R 30-50-R 30-70-R 30-90-R

온도 26 / 25.13 53 / 50.89 53 / 70.57 93 / 90.93

유량 30.1 / 1.415 30 / 1.418 30.1 / 1.428 30 / 1.438

35ℓ/min

파일명 35-N-R 35-50-R 35-70-R 35-90-R

온도 27 / 25.26 53 / 50.89 73 / 70.48 93 / 90.82

유량 35.1 / 1.4788 35 / 1.4889 35 / 1.499 35 / 1.493

40ℓ/min

파일명 40-N-R 40-50-R 40-70-R 40-90-R

온도 27 / 25.45 53 / 50.83 73 / 70.48 93 / 90.67

유량 39.9 / 1.5542 40.2 / 1.562 39.8 / 1.560 40.2 / 1.573

45ℓ/min

파일명 45-N-R 45-50-R 45-70-R 45-90-R

온도 27 / 25.49 53 / 50.93 73 / 70.46 93 / 90.42

유량 45 / 1.622 45 / 1.631 45.1 / 1.639 45 / 1.636

50ℓ/min

파일명 50-N-R 50-50-R 50-70-R 50-90-R

온도 27 / 25.63 53 / 50.90 73 / 70.49 90 / 90.48

유량 50.1 / 1.648 50 / 1.702 50.2 / 1.706 50 / 1.710

55ℓ/min

파일명 50-N-R 55-50-R 55-70-R 55-90-R

온도 27 / 26.02 53 / 50.90 73 / 70.41 92 / 90.27

유량 55.2 / 1.721 55.2 / 1.728 55.3 / 1.735 55.2 / 1.729

60ℓ/min

파일명 60-N-R 60-50-R 60-70-R 60-90-R

온도 27 / 26.21 53 / 50.85 73 / 70.31 92 / 90.07

유량 60 / 1.791 59.8 / 1.791 59.8 / 1.800 60 / 1.805

65ℓ/min

파일명 65-N-R 65-50-R 65-70-R 65-90-R

온도 27 / 26.30 53 / 50.90 73 / 70.31 92 / 89.97

유량 65 / 1.856 65.2 / 1.863 65.4 / 1.870 65.5 / 1.875

70ℓ/min

파일명 70-N-R 70-50-R 70-70-R 70-90-R

온도 27 / 26.47 53 / 50-79 73 / 70.17 92 / 89.78

유량 70 / 1.925 70 / 1.927 69.8 / 1.936 70 / 1.935

75ℓ/min

파일명 75-N-R 75-50-R 70-70-R 70-90-R

온도 27 / 26.57 53 / 50.81 73 / 70.16 92 / 89.63

유량 75 / 2.0046 73.2 / 2.008 74.6 / 2.014  74.7 / 2.020

80ℓ/min

파일명 80-N-R 80-50-R 80-70-R 80-90-R

온도 27 / 26.58 53 / 50.82 73 / 70.04 92 / 89.45

유량 80 / 2.080 79.8 / 2.086 79.8 / 2.086 79.6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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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Flowmeter 검증 실험 조견 및 데이터 시트-2

    Sensor 위치 : 파이프 중간(12.5mm), 유동교란봉 위치 : 제거시(“0"mm)

구분 상온(28℃) 50℃ 70℃ 90℃

10ℓ/min

파일명 10-N-R 10-50-R 10-70-R 10-90-R

온도 26/24.4 53 / 51.04 73 / 70.44 93 / 90.84

유량 9.9 / 100424 9.81 / 10001 10.1 / 1.0002 9.8 / 1.003

15ℓ/min

파일명 15-N-R 15-50-R 15-70-R 15-90-R

온도 26/24.6 53 / 50.89 73 / 70.50 93 / 91.16

유량 15 / 1.000528 15.2 / 1.0003 15.1 / 1.0001 15 / 1.002

20ℓ/min

파일명 20-N-R 20-50-R 20-70-R 20-90-R

온도 26 / 24.8 53 / 50.87 73 / 70.52 93 / 91.07

유량 20 / 1.000355 19.9 / 1.0002 20 / 1.0001 20 / 1.0004

25ℓ/min

파일명 25-N-R 25-50-R 25-70-R 25-90-R

온도 26 / 24.94 53 / 50.91 73 / 70.49 93 / 91.04

유량 25.1 / 1.000516 24.91 / 1.0005 24.9 / 1.0004 25 / 1.115

30ℓ/min

파일명 30-N-R 30-50-R 30-70-R 30-90-R

온도 26 / 25.13 53 / 50.89 53 / 70.57 93 / 90.93

유량 30.1 / 1.415 30 / 1.418 30.1 / 1.428 30 / 1.438

35ℓ/min

파일명 35-N-R 35-50-R 35-70-R 35-90-R

온도 27 / 25.26 53 / 50.89 73 / 70.48 93 / 90.82

유량 35.1 / 1.4788 35 / 1.4889 35 / 1.499 35 / 1.493

40ℓ/min

파일명 40-N-R 40-50-R 40-70-R 40-90-R

온도 27 / 25.45 53 / 50.83 73 / 70.48 93 / 90.67

유량 39.9 / 1.5542 40.2 / 1.562 39.8 / 1.560 40.2 / 1.573

45ℓ/min

파일명 45-N-R 45-50-R 45-70-R 45-90-R

온도 27 / 25.49 53 / 50.93 73 / 70.46 93 / 90.42

유량 45 / 1.622 45 / 1.631 45.1 / 1.639 45 / 1.636

50ℓ/min

파일명 50-N-R 50-50-R 50-70-R 50-90-R

온도 27 / 25.63 53 / 50.90 73 / 70.49 90 / 90.48

유량 50.1 / 1.648 50 / 1.702 50.2 / 1.706 50 / 1.710

55ℓ/min

파일명 50-N-R 55-50-R 55-70-R 55-90-R

온도 27 / 26.02 53 / 50.90 73 / 70.41 92 / 90.27

유량 55.2 / 1.721 55.2 / 1.728 55.3 / 1.735 55.2 / 1.729

60ℓ/min

파일명 60-N-R 60-50-R 60-70-R 60-90-R

온도 27 / 26.21 53 / 50.85 73 / 70.31 92 / 90.07

유량 60 / 1.791 59.8 / 1.791 59.8 / 1.800 60 / 1.805

65ℓ/min

파일명 65-N-R 65-50-R 65-70-R 65-90-R

온도 27 / 26.30 53 / 50.90 73 / 70.31 92 / 89.97

유량 65 / 1.856 65.2 / 1.863 65.4 / 1.870 65.5 / 1.875

70ℓ/min

파일명 70-N-R 70-50-R 70-70-R 70-90-R

온도 27 / 26.47 53 / 50-79 73 / 70.17 92 / 89.78

유량 70 / 1.925 70 / 1.927 69.8 / 1.936 70 / 1.935

75ℓ/min

파일명 75-N-R 75-50-R 70-70-R 70-90-R

온도 27 / 26.57 53 / 50.81 73 / 70.16 92 / 89.63

유량 75 / 2.0046 73.2 / 2.008 74.6 / 2.014  74.7 / 2.020

80ℓ/min

파일명 80-N-R 80-50-R 80-70-R 80-90-R

온도 27 / 26.58 53 / 50.82 73 / 70.04 92 / 89.45

유량 80 / 2.080 79.8 / 2.086 79.8 / 2.086 79.6 / 2.090



- 36 -

표15 Raw data Sample : 유량 10ℓ/min-상온-유동교란봉 제거시

Raw data-Sample(유량 10ℓ/min-상온-유동교란봉 제거시)

LabVIEW Measurement
Writer_Version 0.92
Reader_Version 1
Separator Tab
Multi_Headings No
X_Columns One
Time_Pref Absolute
Operator Administrator
Date 2005/10/18
Time 19:49:02.730684
***End_of_Header***

Channels 8
Samples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Date 2005/10/18 2005/10/18 2005/10/18 2005/10/18 2005/10/18 2005/10/18 2005/10/18 2005/10/18
Time 19:49:19.707999 19:49:19.707999 19:49:19.707999 19:49:19.707999 19:49:19.707999

19:49:19.707999 19:49:19.707999 19:49:19.707999
Y_Unit_Label Volts Volts Volts Volts Volts Volts Volts Volts
X_Dimension Time Time Time Time Time Time Time Time
X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Delta_X 0.002000 0.002000 0.002000 0.002000 0.002000 0.002000 0.002000 0.002000
***End_of_Header***
X_Value Voltage0 Voltage1 Voltage2 Voltage3 Voltage4 Voltage5 Voltage6 Voltage7 Comment
0.000000 18.655396 20.304941 23.715219 32.382133 28.622591 24.849672 16.884817 1.018066
0.002000 18.803406 19.925398 31.255676 24.849672 27.869076 27.115023 20.304941 1.004639
0.004000 18.658447 19.545734 26.737797 29.375572 29.751860 22.200804 18.786051 1.007996
0.006000 18.710327 19.925398 32.757351 26.360437 23.715219 29.375572 16.504234 0.990295
0.008000 18.659973 19.545734 23.715219 32.382133 24.471651 26.360437 20.684362 1.003113
0.010000 18.774414 20.304941 30.504036 27.869076 27.115023 26.737797 17.265289 0.989990
0.012000 18.620300 19.165953 26.360437 27.115023 32.006779 20.304941 19.925398 0.985107
0.014000 18.692017 18.786051 33.132439 27.115023 22.958269 23.715219 18.025900 1.002808
0.016000 18.716431 19.925398 29.375572 24.849672 26.360437 28.999149 19.925398 0.989075
0.018000 18.704224 19.165953 26.737797 30.504036 21.063660 27.869076 16.884817 0.994568
0.020000 18.746948 20.304941 27.115023 24.093502 30.128016 25.227562 19.545734 0.988770
0.022000 18.684387 18.406033 33.132439 27.492115 24.849672 26.360437 15.742748 0.987244
0.024000 18.727112 19.925398 26.360437 28.622591 27.115023 27.115023 19.545734 0.976868
0.026000 18.742371 19.925398 26.737797 30.504036 21.442833 27.492115 15.742748 0.985413
0.028000 18.751526 19.925398 26.737797 25.605318 28.999149 24.093502 20.684362 0.990601
0.030000 18.681335 19.165953 32.757351 27.492115 25.227562 26.360437 16.504234 1.010437
0.032000 18.629456 20.304941 26.360437 28.999149 28.245899 29.751860 20.304941 1.008606
0.034000 18.624878 20.684362 25.982944 28.622591 20.684362 27.869076 15.361847 0.998840
0.036000 18.688965 19.925398 26.360437 24.471651 27.869076 24.471651 19.165953 1.008301
0.038000 18.759155 19.925398 31.631294 27.869076 26.360437 25.605318 16.123545 1.013489
0.040000 18.672180 19.545734 29.751860 25.227562 28.622591 31.631294 20.304941 1.007385
0.042000 18.661499 19.545734 26.737797 30.504036 22.579599 27.115023 16.123545 1.014099
0.044000 18.698120 20.304941 28.245899 24.849672 28.622591 28.999149 19.545734 1.009827
0.046000 18.669128 19.925398 31.255676 30.128016 25.605318 24.093502 18.025900 1.013489
0.048000 18.722534 19.545734 28.999149 26.360437 27.869076 28.245899 19.925398 0.997314
0.050000 18.637085 19.545734 26.737797 29.751860 21.442833 27.492115 15.742748 1.017151
0.052000 18.728638 20.304941 27.115023 26.360437 29.751860 24.849672 21.063660 1.011658
0.054000 18.725586 20.304941 32.757351 28.245899 26.737797 27.115023 16.504234 1.016235
0.056000 18.685913 19.165953 28.999149 26.737797 30.504036 28.999149 19.545734 1.017151
0.058000 18.745422 19.925398 27.869076 29.751860 22.958269 27.492115 16.123545 1.000977
0.060000 18.725586 19.925398 26.360437 25.605318 29.375572 26.737797 20.304941 1.019592
0.062000 18.676758 19.165953 32.757351 28.622591 26.737797 25.605318 15.361847 0.994873
0.064000 18.763733 20.684362 24.471651 24.849672 27.115023 28.999149 17.265289 1.016235
0.066000 18.608093 19.925398 24.093502 30.504036 24.471651 25.982944 18.025900 0.999756
0.068000 18.751526 19.545734 27.115023 25.605318 25.982944 30.128016 20.304941 0.986633
0.070000 18.673706 19.545734 27.115023 26.737797 28.999149 25.227562 17.265289 1.015015
0.072000 18.765259 19.545734 29.751860 23.336809 27.492115 31.631294 19.545734 1.00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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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Raw data Sample : 유량 10ℓ/min-상온-유동교란봉 삽입시

Raw data-Sample(유량 10ℓ/min-상온-유동교란봉 삽입시)

LabVIEW Measurement
Writer_Version 0.92
Reader_Version 1
Separator Tab
Multi_Headings No
X_Columns One
Time_Pref Absolute
Operator Administrator
Date 2005/10/18
Time 17:20:06.000297
***End_of_Header***

Channels 8
Samples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Date 2005/10/18 2005/10/18 2005/10/18 2005/10/18 2005/10/18 2005/10/18 2005/10/18 2005/10/18
Time 17:20:23.678999 17:20:23.678999 17:20:23.678999 17:20:23.678999 17:20:23.678999

17:20:23.678999 17:20:23.678999 17:20:23.678999
Y_Unit_Label Volts Volts Volts Volts Volts Volts Volts Volts
X_Dimension Time Time Time Time Time Time Time Time
X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0.0000000000000000E+0
Delta_X 0.002000 0.002000 0.002000 0.002000 0.002000 0.002000 0.002000 0.002000
***End_of_Header***
X_Value Voltage0 Voltage1 Voltage2 Voltage3 Voltage4 Voltage5 Voltage6 Voltage7 Comment
0.000000 19.154358 19.165953 22.200804 24.849672 22.958269 24.471651 20.304941 0.996399
0.002000 19.216919 19.925398 24.093502 24.849672 28.245899 23.715219 19.165953 1.007080
0.004000 19.253540 19.925398 27.115023 24.849672 26.360437 24.849672 18.406033 1.006470
0.006000 19.171143 18.786051 27.492115 25.227562 21.442833 24.093502 18.786051 1.008606
0.008000 19.329834 19.165953 24.471651 24.849672 26.360437 24.849672 17.265289 1.014404
0.010000 19.281006 19.925398 27.492115 25.227562 22.579599 25.227562 18.406033 0.994263
0.012000 19.125366 19.545734 25.227562 25.982944 22.200804 22.958269 19.925398 0.990295
0.014000 19.137573 19.165953 22.200804 22.579599 24.849672 23.715219 20.304941 0.994873
0.016000 19.226074 19.165953 24.471651 22.958269 27.115023 27.115023 19.545734 0.984497
0.018000 19.259644 19.545734 28.245899 24.471651 24.849672 24.849672 18.786051 1.000671
0.020000 19.209290 19.165953 26.737797 26.360437 20.684362 22.579599 18.406033 0.989380
0.022000 19.210815 19.545734 24.471651 24.471651 24.093502 22.958269 19.925398 0.996704
0.024000 19.194031 19.165953 23.715219 22.958269 23.336809 26.360437 17.645651 1.019897
0.026000 19.177246 18.406033 24.093502 24.849672 23.715219 25.605318 19.165953 1.008606
0.028000 19.207764 19.925398 24.093502 25.605318 27.492115 23.715219 19.165953 1.009827
0.030000 19.291687 20.304941 24.849672 24.471651 25.982944 23.336809 18.025900 1.002808
0.032000 19.235229 19.925398 26.360437 22.958269 22.200804 24.849672 18.786051 0.999146
0.034000 19.184875 19.545734 24.471651 25.227562 22.958269 25.227562 19.545734 1.004333
0.036000 19.215393 19.165953 23.336809 26.360437 26.360437 25.227562 19.545734 0.994263
0.038000 19.288635 20.304941 24.849672 25.982944 27.115023 21.821882 18.786051 1.007690
0.040000 19.247437 19.925398 26.360437 23.336809 24.471651 22.958269 18.025900 1.011963
0.042000 19.122314 18.786051 25.605318 24.093502 23.336809 26.360437 18.786051 0.989990
0.044000 19.158936 18.406033 23.715219 25.605318 25.227562 25.227562 19.545734 0.996094
0.046000 19.308472 18.406033 24.849672 24.849672 25.982944 22.579599 19.545734 1.000671
0.048000 19.244385 19.165953 26.360437 22.958269 25.227562 23.715219 17.265289 0.997314
0.050000 19.166565 19.165953 26.360437 24.471651 21.821882 24.471651 18.786051 0.994568
0.052000 19.194031 19.925398 21.063660 24.471651 24.093502 23.336809 20.684362 1.018677
0.054000 19.166565 18.786051 23.336809 24.093502 26.360437 25.227562 19.925398 0.996399
0.056000 19.175720 19.545734 26.360437 23.715219 26.360437 24.849672 17.645651 0.992737
0.058000 19.195557 19.925398 25.982944 25.227562 22.579599 24.471651 18.406033 0.996094
0.060000 19.212341 19.925398 24.471651 24.849672 22.200804 23.336809 20.304941 0.993347
0.062000 19.216919 19.545734 24.093502 21.821882 27.115023 25.227562 19.545734 0.996094
0.064000 19.235229 19.545734 24.471651 22.579599 25.227562 27.492115 18.025900 1.003418
0.066000 19.195557 19.165953 25.605318 27.869076 23.715219 25.227562 18.406033 0.999146
0.068000 19.165039 19.545734 24.471651 24.849672 23.715219 20.304941 19.925398 0.979309
0.070000 19.219971 19.165953 21.442833 18.406033 24.849672 24.849672 19.925398 1.017761
0.072000 19.250488 19.545734 23.715219 25.227562 28.245899 26.360437 18.786051 1.0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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