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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유량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온도계 보호관 유체-구조 
상호작용 측정가이드

Measurement guide for fluid-structure interaction of 
a thermowell by a water flow measurement system

1. 요약문
  이 측정가이드는 ASME PTC 19.3 TW-2016에 따라 제작되거나, ASME PTC 19.3 
TW-2016에 제시되지 않은 와류제어장치(helical strake)를 설치한 온도계 보호관
(thermowell)에 대한 가이드로서, 물유량 측정 시스템에서 온도계 보호관의 유체-구조 
상호작용(fluid-structure interaction)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이 측정가이드는 온도계 보호관을 설계/제작/판매하는 제작회사가 온도계 보호관의 성능
을 입증할 목적으로 유량 시험을 실시할 때 사용된다. 질량식 유량계 교정장치, 기준유량
계를 이용한 유량계 교정장치를 가지고 유량계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 및 교정기관이 온도계 보호관의 유체-구조 상호작용을 시험하는 데에도 이 
측정가이드가 적용된다. 이 측정가이드는 온도계 보호관에 대한 유량 시험절차를 제공하
므로, 온도계 보호관 시험절차를 자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시방서로 사용될 수 있다.
ASME PTC 19.3 TW-2016의 6.3절에 따르면, 유체 흐름이 온도계 보호관 주위를 지나
면서 주기적인 와흘림을 일으키면, 탄성 빔(flexible beam)의 중립축(neutral axis) 주위
에 분포력(distributed force)이 작용한다. 분포력은 온도계 보호관과 접합된 플랜지 면에
서 응력이 집중되도록 만든다. 와흘림 주파수가 온도계 보호관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
면, 응력이 집중된 위치에서 파단(rupture)이 일어난다. 따라서, 와흘림 주파수가 온도계 
보호관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지 않도록, 유체 흐름 속도가 충분히 낮은 영역에서만 온
도계 보호관을 사용해야 한다.
  온도계 보호관에는 항력 가진(in-line or drag excitation)과 양력 가진(transverse, or 
lift excitation)이 모두 일어난다. 온도계 보호관 주위를 흐르는 와류의 와흘림 주파수는 
양력 가진을 일으키는 고유 진동수의 0.4배와 0.6배인 주파수에서 위상 잠금(phase 
lock-in) 현상이 일어난다. 위상 잠금 현상을 피해, 온도계 보호관을 사용할 수 있는 유
속 범위는 와흘림 주파수가 고유 진동수의 0.4배 이하인 영역과, 0.6배 이상 0.8배 이하
인 영역으로 제한된다.
  와류제어장치는 와흘림 구조를 깨뜨리므로, 중립축 주위에 분포력이 균일하게 일어나
지 않도록 방지한다. 와류제어장치가 유체 흐름에 의한 응집 구조(coherent structure)를 
깨뜨리기 때문에, 설계상 제한된 유체 흐름 속도를 높이더라도 온도계 보호관은 응력 집
중으로 인한 파단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온도계 보호관에 와류제어장치를 설치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측정가이드는 1) 온도계 보호관 몸체나 플랜지 면에 스트레인 게이지, 3축 가속도계 
등을 설치하거나 2) 온도계 보호관 끝부분을 레이저 도플러 진동계로 측정함으로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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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림 현상에 의한 온도계 보호관 진동의 진폭과 주파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측정가이드는 가속도계를 온도계 보호관 내부의 끝부분에 설치하여 진폭과 주파수를 측
정하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속도계가 온도계 보호관에 질량을 부가하
여 고유 진동수를 변경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속도계를 온도계 보호관 내부의 끝
부분에 설치하는 방법은, 연구 결과가 확립되면 이 측정가이드에 추가할 예정이다.
ASME PTC 19.3 TW-2016에 대해서는, 6.4절(스트로할 수, 항력 계수, 양력 계수), 
6.5절(고유 진동수), 6.8절(주파수 제한), 그림 6-8.1-2(유속-진폭 그래프)에 제시된 
항목 중에서, 유체-구조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유속-진폭 그래프만 이 측정가
이드와 연관된다. 이 측정가이드는 ASME PTC 19.3 TW-2016만으로 온도계 보호관의 
측정 성능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활용이 가능하다.

2. 적용 범위
  이 측정가이드는 1) 질량식 유량계 교정장치, 기준유량계를 이용한 유량계 교정장치를 
가지고 유량계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 및 교정기관이나, 2) 
온도계 보호관을 설계/제작/생산하는 제작회사가, 유체 흐름에 의해 온도계 보호관 고유 
진동수의 주파수와 진폭이 영향을 받은 정도를 시험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측정
가이드는 1) ASME PTC 19.3 TW-2016에 따라 제작되거나, 2) ASME PTC 19.3 
TW-2016에 따라 제작되지 않은 온도계 보호관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온도계 보호관
에 와류제어장치(helical strake)가 설치된 제품에 이 측정가이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측정가이드가 다루려는 측정 항목은, 유체 흐름 속도에 따른 온도계 보호관의 와흘
림 주파수, 온도계 보호관의 고유 진동수, 유체 와흘림에 의한 온도계 보호관의 진폭이
다.
  유량 시험에 필요한 기준 조건은, 대기압 [90 to 110] kPa (절대압력), 공기 온도 [10 
to 40] ℃, 상대 습도 [10 to 90] %rh이다. 작동 유체는 물을 기준으로 한다1). 배관 압
력은 300 kPa (게이지압력) 이하, 배관 온도는 [10 to 40] ℃이다. 스트로할 수와 레이
놀즈 수는 배관을 흐르는 유체 흐름의 평균 속도, 점도, 밀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시험 
결과를 유량에 따라 기록하기도 하나, 와흘림 주파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편이 좋다. 그 
이유는 유량 시험이 유속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S 150A 10S 배
관에서 시험하면, 배관 직경이 158 mm이므로, 최소 유속 1 m/s, 최대 유속 8.5 m/s 일 
때, 유량은 [62 to 540] m3/h로 환산된다.

3. 참고문서 및 문헌 
 3.1 KS Q ISO/IEC Guide 98-3:2008, “측정 불확도 – 제3부: 측정 불확도 표현 지침 
(GUM)”, 2017
 3.2 KS A ISO/IEC Guide 99:2007, “국제 측정학 용어 – 기본 및 일반 개념과 관련 용
어(VIM)”, 2018
 3.3 KASTO 18-20927-416, “중량식 유량계 교정장치를 이용한 액체용 유량계의 표

1)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공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유체를 작동 유체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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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정절차”, 2018.11.30
 3.4 KASTO 18-20926-415, “기준유량계를 이용한 액체용 유량계의 표준교정절차”, 
2018.11.30
 3.5 KASTO 00-60301-136, “진동계 교정기”, 2000.12.28
 3.6 KRISS T-06-015-2019, “풍력발전기 날개 동특성 시험절차”, 2019
 3.7 ASME PTC 19.3 TW-2016, “Thermowell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016
 3.8 James H. Williams, Jr., “Fundamentals of Applied Dynamics”, MIT Press, 2019
 3.9 Singiresu S. Rao, “Mechanical Vibrations”, Addison Wesley, 1990
 3.10 Ferdinand P. Beer and E. Russell Johnston, Jr., “Mechanics of Materials”, 
McGraw Hill, 1992

4. 용어의 정의
 4.1 온도계 보호관 (thermowell)
온도계 보호관은 백금저항온도계가 배관 속 유체 흐름에 의해 부러지는 것을 방지할 목
적으로, 백금저항온도계에 덧씌우기 위해 제작되는 배관 기자재이다. 일반적으로, ASME 
단체표준인 PTC 19.3에 따라 설계/제작된다. 온도계 보호관은 직선(straight)형과 계단
(step)형으로 구분된다. 온도계 보호관은 배관과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나사탭
(threaded), 플랜지(flange), 소켓 용접(socket weld), 랩 조인트(lab-joint) 방식 등으로 
나뉜다. 온도계 보호관은 유체유기응력(flow-induced stress), 스트로할 수(Strouhal 
number), 항력 계수(drag coefficient), 양력 계수(lift coefficient), 고유 진동수(natural 
frequency), 받침판의 강성 계수(mounting complilance factor)를 포함한 영향 인자를 고
려하여 설계/제작된다.

 4.2 백금저항온도계 (platinum resistance thermometer; PRT)
백금저항온도계는 전기저항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저항 변화로부터 온
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백금저항온도계는 13.81 K에서부터 903 K까지 온도 범위에서 
전기저항이 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정확도가 높다. 백금저항온도계는 산업
용 표준 온도계로 널리 사용된다.

 4.3 유량계(flowmeter)
유량계는 배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유량계는 온도계 보
호관의 유체유기 진동(flow-induced vibration)을 일으키는 유속을 측정한다.

 4.4 스트레인 게이지 (strain gauge)
스트레인 게이지는 물체가 인장/압축력에 의해 변형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 
변형률(strain)에 따라 전기저항이 변한다. 변형률이란, 물체가 인장/압축된 길이를 물체
의 원래 길이에 대한 상대 비율로 나타낸 값이다. 온도계 보호관에 작용하는 응력이 배
관 연결구와 가까울수록 증가하므로, 스트레인 게이지가 온도계 보호관에 설치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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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