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유량계 시장과 전망

현재 세계는 고도의 산업발달로 인하여 양질의 제
품(고부가가치)을 생산해내기 위한 경쟁이 날로 심
화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정확한 유량의control에 의
한 비례제어야말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확한 비례제어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가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여러 종류가 있어 사용하고
있지만 종래의 유량 측정법에는 어떤 종류나 고유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은 유체의 부피
를 측정하기 때문이었다. 일반물질은 온도나 압력이
변화되면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 물리적 변화
중 일반 물질은 이 온도 압력 변화에 따른 기준상태
의 보정은 계장 system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이다. 이러한 보정의 문제점을 보안하고자 많은 사
람들이 저울을 사용하여 실제의 유량을 계량하는 것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pipe내에 흐르고 있
는 유체를 저울로 계량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미국의 Micro Motion사에서 1977년 최초로 이에
대한 방법으로 Mass Flow Meter(질량 유량계)를
개발하여 유체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환경조건의 변

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즉 온도나 압력의 보정이 필
요 없이 직접 질량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
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 Mass Flow
Meter(질량유량계)를 대체 할만한 계기가 없고 세
계에서 가장 정확한 측정도(정도 : 0.1% of actual
reading)를 지닌 Micro Motion Coriolis 유량계는
유량 측정의 정확성과 Repeatability에 놀라운 진
보를 얻고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 기기의 수
를 감소시켜 이윤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부피 측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질량직접측정방식으로의 전환점에 서있는 이 때 우
리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질량 유
량계의 측정원리 및 적용에 대해서 기술 하기로 하
겠다. 

2. 질량 유량계

1) 원리

① Coriolis Force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원판 위에 질량 m인 물

체가 놓여있을 때 그 물체는 원판에 접선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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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받는다. 
Ftang  =  m·tang

=  m·ΔVtang /Δt 
단위 시간당 변하는 속도를 가속도라 하므로 접선

방향 속도는, Vtnag = γ·w 이고 상수이다. 
물체는 정지해 있고 원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도

상수, 회전속도도 상수이다. 그러므로 법선방향 속도
는 변하지 않고, ΔVtang = 0이므로 원판에서 물체
에 작용하는 힘도 0이다. 물체를 원판의 중심에서 멀
어지도록 하면 중심과 물체사이에 거리에 따라 접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Vtang = ( γ+ γ) × w 
= ( γ× w ) + ( γ× w ) 

위 식에서 첫 번째 항목은 평면에서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시키지 못하고 두번째 항목이 중심과 물체
사이의 위치변화에 따른 Coriolis 가속도에 의해 생
기게 된다. 

② Sensor 구조
Micro Motion Mass Flow Meter는 유체가 흐르

는 Sensor Unit와 변환기에 상당하는 Electronic
Unit로 구성되어 있다. 

Sensor Unit는 2개의 Tube와 구동 Coil과 자석,
좌/우 위치검출 Sensor, 온도 Sensor 및 2중 분류
관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1>

Sensor Unit내의 구동 Coil 과 자석은 Electronic
Unit(변환기)로부터의 신호를 Flow Tube를 진동시
키는 힘으로 변환하고 이 힘에 의해 Tube는 고유진
동수로 진동한다. 이 Tube의 최고진폭은 1/10inch
이내이고, 약 80Hz의 Cycle로 진동한다. 

변환기의 AC 구동제어 증폭회로는 구동Coil 전압
을 발생시키기 위해 Sensor의 좌속도 검출기로 부터
의 신호를 보강한다. 

구동 Coil 전압의 크기(진폭)는 Flow Tube의 작
은 변위, Tube 자체의 Stress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회로에 의해 계속 조정된다. 

Tube에 유체가 흐름으로써 진동 Tube의 수직운
동에 힘이 가해지고 이 힘은 항상 유체가 입구측은

가속되고, 출구측은 감속되므로 Tube에 비틀림을
일으킨다. 

③ 측정원리
Micro Motion유량계는 Sensor Tube를 고유 진

동수로 진동시키는 Drive magnet와 2개의 U자
Tube, 위치검출 Sensor, 온도 검출단으로 구성되
어있다. 유체가 고유 진동수로 진동하는 Tube내로
통과되면 진동방향과 역방향으로 Coriolis 힘이 발
생하여 뒤틀림이 생기며 뒤트림의 진폭은 질량유량
에 비례한다. <그림2> 

즉 유속이 빠르면 뒤틀림의 진폭은 커진다. 이 진
폭을 위치 Sensor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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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Micro Motion사는 1977년 유량측정에 Coriolis
효과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회사이고 이 질량
유량계의 출현은 기존의 부피 측정기술에 상당한 진
보를 가져왔고 이 기술은 액체, 가스, 슬러리 측정에
있어서 탁월한 이점을 지니고 있고 하나의 기기로 아
래의 여러 가지 측정이 가능하다. 

● 질량유량
● 부피유량
● 밀도
● 온도

하나의 기기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지출경비와 설치 유지비의 감소 또 가장 중요

한 투자에 대한 보다 나은 결과의 획득을 의미하고
품질향상과 낭비감소, 유지보수에 드는 기기와 인
력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스스로의 가격을 지불하는
셈이다. 

● 향상된 정확성과 repeatability를 통해 품질향
상과 낭비감소

● 손쉬운 설치로 Mounting Supports와 Flow
Conditioning의 불필요

● No Mounting Parts와 Non-intrusive로 유
지보수의 감소 또한 이 meter는 압력과 온도에 의한
파동(fluctuations)과 Plant 진동(vibration)의 영
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거친 공정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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