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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간섭 보정을 통한 초고온 가스 온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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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a thermocouple is placed in a high temperature gas-flow stream, the measured temperature could be 

biased from the true gas temperature due to a large radiation heat loss from a thermocouple surface to its 

surroundings. In this study, two thermocouples of unequal diameters with 1/8 inch and 1/16 inch are used to 

correct the radiation effect. The method is called the reduced radiation error (RRE). The preliminary test 

results show that the radiation and the sheath conduction cannot be negligible for the gas temperature 

measurement. To minimize the sheath conduction effect, all the thermocouples will have a grounded junction 

and 1/8 inch thermocouple will be replaced with 1 mm thermocouples. In addition,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d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negligibl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ons where 

the thermocouples were installed.  

기호설명 

 

A : 열전대 단면적 (m
2
) 

d : 열전대 직경 (mm) 

h : 대류 열전달 계수 (W/m2K) 

Nu : Nusselt 수 

k : 열전도도 (W/m K) 

Pr : Prandtl 수 

Re : Reynolds 수 

RRE : 복사 간접 보정 

T : 온도 (K) 

ε : 반사율 

σ : Stefan-Boltzmann constant (W/m
2
K

4
) 

 

아래첨자 

 

a : 직경이 큰 열전대 

b : 직경이 작은 열전대 

g : 기체 

t : 열전대  

s : 유효 복사 주변 면 

1. 서 론 

그림 1 과 같이 열전대를 기체 유로 내에 설치 

했을때, 기체의 온도는 기체에서 열전대로 대류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와 열전대에서 외부로 

복사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의 평형으로 아래의 

식과 같이 결정된다[1]. 

 

( ) ( )44

sttg TTTTh −=− εσ    (1) 

 

 (1)식의 우항과 같이 단순화된 복사 

열전달식은 외부 표면의 면적이 열전대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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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으면, 실제 온도 

측정에서 큰 오차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류 열전달 계수가 작을수록, 기체 온도와 

유효 복사 주변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열전대의 

반사율이 클수록 기체 온도 측정 시 복사 

간섭효과가 커지는 것을 식 (1)로부터 알 수 있다. 

열전대로 기체 온도 측정 시 복사 간섭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흡인 온도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를 

순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빨아들여 기체의 

열전달 계수를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기체의 

온도를 보다 근접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계이다 [2]. 그러나, 일정한 열수력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열수력 실험 시, 흡인 온도계는 

계통 내 열수력 거동에 영향을 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직경이 같고 반사율이 다른 한 쌍의 열전대를 

사용하는 경우, 반사율 차이 때문에 생긴 두 

열전대의 측정 온도값 차이를 이용하여 열전대의 

복사 열손실을 보정한다 [3]. 일반적인 온도 

영역에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온도가 매우 높거나, 

부식성 기체에 적용할 경우 사용 가능한 재료가 

한정되어 있고, 표면 조건을 정확히 조절하기 

힘들어 정확한 반사율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반사율이 같고 직경이 다른 한 쌍의 

열전대를 사용하는 경우, 열전대의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대류 열전달 계수에 차이가 생기고, 이에 

따라 두 열전대의 측정 온도에 차이가 생긴다. 이 

측정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열전대의 복사 

열손실을 보정함으로써, 기체 온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게 된다 [2]. 

두 개의 열전대를 사용할 경우, 열전대 설치 

포트가 2 개이므로 두 열전대 사이의 간격이 

커진다. 그러므로, 내부 유동과 같이 공간 내 

온도 구배가 클 경우 특정 지점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다. 

 
Fig. 1 Thermocouple in Gas Flow Stream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im et 

al.[4]은 그림 2 와 같이 직경이 다른 한 쌍의 

열전대를 기체 이송관 내부의 기체 유동 방향과 

수직으로 배열되도록 온도 측정용 포트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직경이 다른 두 열전대를 이용하여 

기체 온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1 기압 

저유량 실험을 통해 파악하고, 향후 고온고압 

기체 실험 때 온도 측정 방법 개발 방향을 

모색하였다. 

2. 복사 간섭 효과 보정 

(1)식과 같이 열전대로 측정되는 기체의 온도는 

열전대 보호관에서의 기체 유동과의 대류열전달과 

주변으로의 복사열전달의 에너지 평형에 의해 결

정된다. 따라서, 직경이 다른 열전대로 같은 온도

를 측정하더라도, 열전대 보호관의 대류열전달 계

수 차이 때문에 아래의 식들과 같이 기체 온도가 

다르게 측정된다. 

 

( ) ( )44

saaga TTTTh −=− εσ    (2) 

( ) ( )44

sbbgb TTTTh −=− εσ    (3) 

식(2)와 식(3)에서 미지수는 기체 온도와 두 

열전대의 유효 복사 주변 온도이다. 따라서, 두 

열전대의 측정 온도 차이를 이용해 실제 기체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식(2)와 식(3)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Brohez et al.[2]이 정의한 

RRE(Reduced Radiation Error)를 유도할 수 있다. 

 

 

Fig. 2 Radiation-Correction Temperature Sensor: 

1(small diameter), 2(larg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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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에 적용되는 열전대 보호관의 대류 열전달 

계수는 일반적으로 횡류 조건에서 구 표면을 위한 

열전달 계수 실험식인 Whitaker[5]의 상관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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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장치 

그림 3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

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체가 대기로 

방출되므로, 실험루프 내 기체 유동의 압력은 항

상 1 기압으로 유지된다. 기체 유량은 질량속도조

절기(Mass Flow Controller)에의 30 L/min 과 50 

L/min 으로 유지된다. 고압가스실린더에 설치된 레

귤레이터는 질량유속조절기 입구의 압력을 2~3 기

압으로 유지시킨다. Hong et al. [6]에 의해 설계된 

기체 가열시스템으로 기체의 온도를 올린다. 작동

유체는 고온가열기에 설치된 탄소 복합체의 산화

를 막기 위해 고순도 질소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외경이 1.5”인 스테인리스강 배관이고, 직

경이 각각 1/8”, 1/16”인 두 개의 열전대가 RRE 효

과 검증을 위해 같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4 는 실험장치에 설치된 열전대의 위치와 

스테인리스강 튜브 내에서 1/8”와 1/16” 열전대의 

설치된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동 방

향으로 두 열전대 사이의 간극은 1 cm 로 위치에 

따른 온도 구배를 무시할 정도로 매우 작다. 벽면

온도는 스테인리스강 튜브의 윗면, 아랫면에서 측

정된 온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민감도

해석을 위한 실험장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 열전대 보호관만 단열재를 설치함. 

3) 열전대 보호관 및 튜브에 단열재를 설치함. 

4) 열전대 보호관을 접촉식으로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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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Test Loop 

 

 

Insulator

Liner

MH_OUT
1/16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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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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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Diameter

Liner 15 mm

Tube 30 mm

Inner Diameter

Liner 15 mm

Tube 30 mm

1/16 inch

1/8 inch

 
 

Fig. 4 Thermocouple Positions in the Test Loop 

4. 실험 결과 

그림 5 는 그림 4 에서 나타난 가열기 근처의 

1/16” 열전대와 튜브에 설치된 1/16”와 1/8” 열전

대에 의해 측정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가열기 근처의 열전대는 가열기 표면

의 높은 온도에 따른 복사 효과로 스테인리스강 

튜브에 설치된 열전대에 비해 측정 온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식(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열전대의 직경은 동일한 열수력 

조건에서 열전대 보호관 표면의 열전달 계수를 감

소시킨다. 그러므로, 식(3)과 식(4)과 같이 결정되

는 1/16” 열전대에서 측정된 온도는 1/8” 열전대에

서 측정된 온도보다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

체와 주변 표면 온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열전대 

보호관이 주변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커지므로, 

1/16” 열전대와 1/8” 열전대의 측정온도 차이는 더

더욱 커진다. 그러나, 기체 온도와 주변 표면 온도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실험 초기에는 두 열전

대의 온도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RRE 보

정에 열전대 반응시간은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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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 History at the Test Section 

 

그림 6 은 비접촉식 보호관 열전대를 사용하였

을 경우 준정상상태 때의 측정된 온도와 이를 바

탕으로 계산된 온도들을 요약하였다. 열전대와 스

테인리스강 튜브에 단열재를 설치할수록 1/16”와 

1/8” 열전대에서 측정되는 온도의 차이가 43.7, 

26.0, 16.9℃로 점차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열

전대 보호관과 스테인리스강 튜브에 설치된 단열

재는 열전대 보호관을 통한열전도 에너지 손실을 

줄여준다. 특히 위와 같은 열손실은 직경이 두꺼

운 1/8” 열전대의 경우 매우 크므로, 두 열전대의 

온도차이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1/16” 열

전대가 측정하는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RRE

를 통해 복사 열손실이 보정된 온도값은 열전대와 

튜브에 단열체가 설치된 경우에 가장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1 은 같은 조건에서 접촉식 열전대와 비접촉

식 열전대에서 측정되고 보정된 온도값들의 비교

를 보여주고 있다. 접촉식 열전대는 그림 7 과 같

이 비접촉식 열전대에 비해 전도에 의한 에너지 

분산 효과가 작으므로, 두 열전대의 온도차이가 

비접촉식이 더 커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는 않다.  

 

 
Fig. 6 Measured and Corrected Temperature Values 

of Ungrounded-junction Thermocouples 

Table 1 Comparison with the Temperatures from 

Grounded Junction and Ungrounded Junction 

Thermocouples 

Case Ungrounded Grounded 

∆ T 16.9 ℃ 15.8 

MH_OUT T 610.5 ℃ 602.2 ℃ 

1/16 inch T 336.4 ℃ 350.9 ℃ 

1/8 inch T 319.5 ℃ 335.1 ℃ 

RRE Value 2.69 2.71 

RRE corrected T 381.9 ℃ 393.7 ℃ 

Measured Wall T 280.1 ℃ 281.2 ℃ 

Calculated Wall T - - 

 

그러나, RRE 로 보정된 기체 온도와 열전대에서 

측정된 온도를 식(3)에 대입하여 유효 복사 주변

온도를 구하면, 온도의 4 제곱값이 음수로 계산되

어 주위 온도를 평가할 수 없다. 이는 열전대 보

호관 내 열전도에 의한 에너지 분산 때문에 실제

보다 과도한 온도 측정값 차이가 생겨 RRE 로 보

정된 기체 온도가 실제 기체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5. 전산유체해석 

실험장치를 모사하는 전산유체해석은 스테인리

스강 튜브 내에 설치된 두 열전대 위치 간의 온도

차이가 매우 작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용된 전산유체해석코드는 ANSYS 사의 CFX 11.0

이다. 튜브의 경계조건은 표 1 의 벽면온도인 

280℃의 등온조건이다. 작동유체는 질소이고, 압력

은 1 기압, 입구온도는 400℃이다. 질량속도는 실

험조건과 같은 9.46e-4 kg/s 이다. 그리고, 그림 4 의 

세라믹 라이너는 표면이 단열조건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7 은 위의 실험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속

도와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속도 분포의 경

우 두 열전대 보호관 끝에 속도 차이와 온도 차이

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열

전대 보호관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의 온도 분포가 

280℃ ~ 400℃까지 매우 광범위하므로, 열전대 보

호관 끝의 온도가 열전대 보호관 내 전도에 의한 

에너지 분산으로 실제 기체 온도보다 낮아짐을 짐

작할 수 있다. 따라서, 1/8” 열전대에서 측정하는 

온도가 특히 실제 기체온도보다 훨씬 낮게 측정되

어 RRE 를 통해 복사 보정 온도가 실제 기체온도

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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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locity and Temperature Profiles in the Test 

section 

6. 결   론 

가열면 근처의 온도와 스테인리스강 튜브 내 온

도를 비교해보면, 복사열전달이 기체 온도 측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4 가지 경우의 실험결과를 비교를 통해, 열전대 

보호관 내 분산 효과가 직경이 두꺼운 열전대의 

측정 온도에 훨씬 더 낮은 온도를 측정하여, RRE

를 통한 복사 보정 온도가 실제 기체 온도보다 높

게 평가된다. 그리고, 접촉형 열전대는 에너지 분

산 효과를 감소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에너지 분산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1/8” 

열전대는 1mm 열전대로 교체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온가스로 열수력 현상 연구를 위한 실험은 고온, 

고압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류 열전달 계

수가 본 연구의 대기압 실험보다 크기 때문에 에

너지 분산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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