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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유량계를 이용한 유량 측정 시스템의 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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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터빈유량계(Turbine flowmeter)는 유량 측정시 높은 정확도와 반복성을 해 선택되지만 교정시의 표  환

경 조건과 장에서의 환경 조건 차이로 다양한 측정 불확도 요인을 발생시킨다. 한 교정된 측정값 외의 구

간에서의 사용을 해 신뢰성 높은 보간 기법(Interpolation method)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량

측정(Flow measurement) 신뢰성 향상을 해 터빈유량계의 출력 신호의 정확한 측정과 교정된 결과값의 보

간, 온도변화를 실시간 보정(correction)하는 장비를 설계  제작하고 성능 검증을 수행함으로 장에서의 측

정 신뢰도를 확보하 다.

ABSTRACT

The turbine flowmeter is selected for high precision and reproducibility at the time of flow rate measurement but causes various uncertainty 

factors of measurement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 at calibration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 at the site . 

Also, a reliable interpolation method is required for use in sections other than calibrated measurement values.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flow rate measurement, we designed and manufactured a device that accurately measures the output signal of the 

turbine flowmeter, interpolates the value of the calibrated result value, and corrects the temperature change in real time We confirmed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at the site to carry out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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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량측정은 유체가 계기를 통과하는 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에 따라 차압, 선형, 질량 유

량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산업의 발 은 모든 측

정 분야에서 높은 수 의 측정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

으며, 유량측정분야 한 외가 아니다. 보다 정 한 

유량측정을 해 선택되는 선형 출력특성의 터빈유량

계를 이용한 교정은 높은 정확도와 반복성으로 유량

측정을 한 입증된 기술로 받아 들여 졌지만, 교정시

의 표  환경 조건하에 수행된 교정값은 장에서는 

동일한 환경 조건으로 재 하지 못하므로 다양한 측

정 불확도 요인을 발생시키게 된다. 일반 인 터빈유

량계는 베어링의 마찰력(Frictional force), 센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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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type), 도(Viscosity), 도(Density), 유종

(Fluid type), 이놀즈수(Reynolds number)에 따라 

측정 성능에 향을 받으며, 이에 한 연구는 다양하

게 진행되어 장에서 터빈유량계 사용 시 온도 증가

로 유체의 체  변화와 내부 기계부품(베어링, 날개

등)의 열팽창에 따른 측정 특성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실제 측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장에서 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1].

이에 본 논문은 터빈유량계를 이용한 유량측정의 

신뢰성 향상을 해 터빈유량계의 출력 신호 리(잡

음제거, 증폭, 형 정형)회로와 유량계의 교정된 결

과값을 바탕으로 선형  비선형(근 , 스 라인, 3차 

에르미트, 라그랑지 추정) 보간을 수행하며 베어링과 

회 감지 센서 종류에 따른 마찰력, 사용 유체의 종류

에 따라 발생되는 계수인 도와 도를 실시간 보정

하는 로그램을 설계  제작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장에서의 터빈유량계를 이용한 유량측정의 신뢰도 

확보 방안을 제시하 다.

Ⅱ. 터빈유량계의 측정원리

터빈유량계의 그림 1과 같이 본체 심축에 베어링

으로 설치된 날개는 흐르는 유체의 운동량에 의해 회

하며 이때의 회 수는 평균유속에 비례하므로 측정

된 회 수로 유량을 알 수 있다.

그림 1. 터빈유량계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urbine flowmeter

날개의 회 수는 외부에서 자기센서 는 기계 , 

학  센서로 감지하여 유체의 유동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터빈날개에 한 유체의 상 속도와 날개속도

의 합이 유체의 속도이다. 이상 인 경우에는 터빈 입

구속도와 출구속도는 같지만, 터빈 날개와 유체사이의 

마찰, 베어링 마찰, 간극 등에 따른 회  항력으로 

인하여 터빈 출구 유속이 입구와 다르게 된다. 즉 터

빈 회 속도는 이론 으로 측하는 것보다 게 되

고 회  항력과 같은 운동에 지를 갖는 스월

(Swirl)속도 성분이 발생하게 된다. 터빈의 날개에서 

마찰손실과 베어링 마찰력의 합이 회 력과 같을 때 

터빈 회 수()와 회 자를 통과하는 실 유량()과

의 계는 식 (1)과 같이 표 된다.







(1)

여기서 는 유동률이고 회 부와 날개 형상, 속도

분포가 주어진 경우에 와 의 상수이다. 그러나 

은 베어링 마찰과 마찰 손실의 합, 즉 회  항력의 

함수이다. 날개 끝과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간극으로 흐르는 유체는 날개에 회 력을 주지 못하

므로 경계층의 향을 고려하여 과 사이에는 식 

(2)와 같은 계가 성립된다.




 


 (2)

여기서 는 날개 끝과  사이의 간극의 면 과 

터빈유량계의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면 의 비이고 

는 상수이다. 식 (1)과 식 (2)에서 값은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2].




∙



 






 
∙




∙

(3)

 식의 각 항들은 회 부 형상, 유속분포, 날개 형

상에 따라 다르다. 유동율이 클 때 값은 

로 일정하게 되며 유동율이 어지면 둘째항의 값이 

상 으로 커지므로 그림 2와 같이 값이 커지게 

된다. 유동율이 아주 작을 때 셋째항의 값이 상 으

로 커져 값이 어지며, 날개가 움직이지 않게 된

다. 즉 셋째, 넷째 항들은 베어링의 마찰 향을 나타

내는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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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터빈유량계의 특성
Fig. 2 Characteristics of turbine flowmeter

액체용 터빈유량계 날개의 형상은 직선형, 나선형, 

T형이 있다. 배 직경, 유량범 , 유체의 종류에 따라

서 볼 베어링이나  베어링을 선택한다. 사용하는 

베어링이 마모되면 회  항력이 커져  유량에서

는 그림 3의 (a)와 같이 값이 감소된다.

(a) Influence of Bearing friction (b) Influence of rotation sensor

(c) Influence of Viscosity (d) Influence of Density

그림 3. 온도에 따른 향
Fig. 3 Influence by temperature

회 수 감지센서는 기계식보다는 자기센서와 변조 

반송 (Modulated-carrier)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자

기센서는 자기 pick-up이 외부 코일에 있는 경우와 

자석이 회 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 

3의 (b)와 같이 후자가 회 항력이 어 선형도가 

향상된다. 유체의 도 향은 그림 3의 (c)와 같으며 

일반 으로 도가 크면 날개에서 마찰력이 커져 날

개 회  속도를 감속시킨다. 베어링 마찰, 간극, 날개

에서 마찰, 항력 등이 도에 향을 받으므로 도 

향을 간단히 측하기는 쉽지 않다.  기체형 터빈유

량계는 기체의 운동량이 액체에 비해 상 으로 

으므로 기체가 터빈에 들어갈 때 공기유동 단면 을 

약1/3정도로 여 공기 속도 증가를 통한 터빈 날개 

회 력을 증가시키고  유량에서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시험기체의 압력, 즉 도가 터빈 회 수에 

미치는 향은 그림 3의 (d)와 같다[3].

Ⅲ. 터빈유량계를 이용한 유량측정기 설계

3.1 유량 측정기의 설계 구성

유량 측정시스템은 교정이 완료된 터빈유량계에 노

이즈 필터, 리엠 , 형정형회로, 주 수계수기, 측

정 로그램으로 그림4와 같이 구성하여 설계한다.

그림 4. 유량 측정기의 구성
Fig. 4 Configuration of flowmeter

3.2 노이즈 필터의 설계

장에서 유량을 측정하기 한 설비는 다양한 종

류의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이는 터빈유량계의 출력신

호에도 향을 다. 정확한 유량측정을 해서는 터

빈유량계의 출력신호에 포한되어 있는 노이즈 성분의 

감쇄가 필요하며 이를 해 표 1과 같이 설계를 한 

주요 라미터를 설정하 다[4-5].

parameters values

frequency range 250㎐∼2㎑

 impedance 50Ω

Attenuation 3㏈

표 1. 노이즈 필터 설계를 한 주요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for noise filt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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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양을 충족하기 해 그림 5의 역통과필터 

모형을 선정하 으며 식 (4), (5), (6), (7)을 이용하여 

직렬 소자(Ls = 4.5 mH, Cs = 0.1 ㎌), 병렬 소자(Lp 

= 28 mH, Cp = 1.8㎌)를 산출하 다.

그림 5. 역통과필터 모형의 설계
Fig. 5 Design of bandpass filter model








 




(4)

  



∙
 


 (5)

  



∙

 


 (6)








 




(7)

설계된 역통과 필터의 성능검증을 해 MatLab

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하 으며 측정 상 신호의 

주 수 1.125㎑, 노이즈의 주 수 2.4㎑로 검증결과는 

그림 6와 같다.

그림 6. 역통과필터 시뮬 이션
Fig. 6 Simulation of bandpass filter

3.3 리엠 와 형 정형회로의 설계

유량의 흐름에 비례해서 터빈유량계의 감지센서에

서 출력되는 신호는 노이즈 필터를 거쳐 감쇄, 왜곡된

다. 이러한 결과는 주 수 계수기의 측정오차를 발생

시키므로 이에 한 해결을 해 신호를 증폭시키고 

왜곡된 신호를 펄스 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회로가 

필요하며 이에 한 성능 요구도는 표 2와 같다[6].

parameters values

power 11-32Vdc @ < 30mA

frequency range 250㎐∼2㎑

output impedance > 1㏀

output 8∼10Vpp

temp range -40 ° C ∼ + 85 ° C

표 2. 회로 설계를 한 주요 라미터
Table 2. Parameters for circuit design

리앰 는 압 귤 이터, 오실 이터, 진폭 변

조(AM) 검출기, 증폭기/필터, 신호 벨 비교기  

출력 드라이버로 그림 7과 같이 설계하 으며, 계수기 

입력을 한 형정형 회로는 슈미터트리거 IC를 이

용하여 그림 8과 같이 설계하 다.

그림 7. 리엠 의 설계
Fig. 7 Design of preamplifier

그림 8. 형정형회로의 설계
Fig. 8 Design of waveform shaping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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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리앰 는 Multisim 로그램을 사용하여 

1㎑의 구형 를 입력신호로 입출력 특성 시뮬 이션

을 수행한 결과 10Vpp의 펄스 로 출력됨을 그림 9

와 같이 확인하 다[7-8].

그림 9. 리엠  시뮬 이션 결과
Fig. 9 Preamplifier simulation result

3.4 주 수 계수기의 설계

터빈유량계 센서에서 유량에 비례하여 출력되는 주

수의 측정을 해서는 고 정 도의 계수기가 필요

하며, 온도에 따른 계수( 도, 도 등)의 보정을 한 

온도측정  통신기능도 요구된다. 주 수 계수기, 온

도측정회로, 통신기능을 그림 10과 같이 Arduino uno 

보드의 디지털 입력과 아날로그 입력을 이용하여 설

계하 다[9-10].

그림 10. 주 수 계수기의 설계
Fig. 10 Design of frequency counter

Arduino uno 보드로 주 수 계수  온도측정을 

한 실행 로그램은 디지털 입력단자에서 Duty 사

이클 50%에서 0∼ 3㎑(0.01%)의 주 수 측정 범 와 

아날로그 입력단자에서 0∼ 300℃(0.1%)의 온도측정

범 를 가지며 표 장비와 비교 교정시 계수조정으로 

정확도 조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3.5 모니터링 로그램의 설계

주 수계수기의 측정결과(주 수, 온도)는 컴퓨터와 

RS232 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되며, 측정 결과는 

터빈유량계의 교정결과를 이용한 실시간 보간을 해 

선형  비선형(근 , 스 라인, 3차 에르미트, 라그랑

지 추정) 보간 로그램을 LabView을 이용하여 그림 

11과 같이 구 하 다.

그림 11. 보간 로그램의 구
Fig. 11 Implementation of interpolation program

한 터빈유량계의 교정과 운 시의 온도차이로 발

생되는 측정오차의 감소를 해 유종, 도, 도의 

보상을 실시간 수행하도록 그림 12와 같이 구 하

다.

그림 12. 온도 보정 로그램의 구
Fig. 12 Implementation of temperature compens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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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량측정기의 성능 검증

교정된 터빈유량계로 정 한 유량의 측정을 해 

설계한 유량측정기의 내부회로  모니터링 로그램

의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고 발생가능한 문제  확인 

 보완설계를 목 으로 설계된 노이즈필터, 리엠

, 형 정형 회로, 주 수 계수기, 측정값 보간  

온도 보정 로그램(그림 13)을 제작하여 성능을 검증

하 다.

그림 13. 유량측정기의 제작(모니터링 로그램)
Fig. 13 Production of flow meter(monitoring program)

제작한 유량 측정기의 성능검증을 해서 정 도 

0.05%의 표  유량시험기(BIDLX-400-2)를 이용하여 

그림 14의 Master Meter법을 구성하여 교정하 으며, 

이에 한 수학  모델은 식 5와 같다.

그림 14. 유량측정기 성능검증(Master Meter법)
Fig. 14 Flow meter performance verification(Master 

Meter method)



 
(5)

  : 시험 상 유량계의 지시값(GPM)

  : 기 유량계의 유량 기 값(GPM)

     : 상  측정편차(%)

유량의 흐름을 0.2 GPM에서 1.2 GPM으로 증가 

 감소시키며 교정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최  측정오차 0.5%(유량계0.25%+측정기0.25%), 편

차 0.015%, 불확도 0.007%가 도출됨에 따라서 유량이 

증가할수록 오차, 편차, 불확도가 감소하나 측정 상한 

범 에서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 시험 오차의 결과
(a) result of test error

(b) 편차 곡선
(b) deviations curve

(c) 불확실성 곡선
(c) uncertainty curve

그림 15. 유량측정기 성능검증 결과
Fig. 15 Performance test result of flow meter

한 온도변화에 따라 유종, 도, 도의 보정을 

수행된 측정 불확도는 그림 16과 같이 약 30% 감소

되었으며 측정시간에 따라 불확도는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16. 온도계수 보정 결과
Fig. 16 Temperature coefficient correc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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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장에서 터빈유량계를 이용한 유량 

측정시 온도변화에 따라 유량측정에 계된 계수(베

어링의 마찰력, 센서 방식, 도, 도, 유종, 이놀즈 

수)의 보정  교정  외의 구간에서 보간을 실시간

으로 수행하는 유량 측정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

다. 제작된 유량 측정 시스템은 측정오차 0.25%의 

측정용 터빈유량계를 사용하여 성능검증 결과 0.25%

의 측정오차(불확도 0.007%)가 추가됨을 확인되었다. 

이는 교정과 사용시의 온도차로 발생되는 기존 1∼

2%의 측정 불확도 비 최소 0.5% 감소가 되므로 온

도 변화가 있는 환경에서의 유량 측정시 발생되는 불

확도 요인의 효과 인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

다. 그러나 성능 검증과정에서 유량의 격한 변화시 

시스템에 용된 보간 알고리즘에서 측정오차가 증가

하는 상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이에 한 개선된 보

간법을 후속 연구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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