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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유량 측정이 가능한 
ABB CoriolisMaster

유량계에서 Two PhaseFlow(이상 유동)은 주된 문제점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3% 정도 부피의 가스가 액체 유량에 동반이 된다고 가정하면, 유속 유량

계들(전자유량계, Vortex, 터빈유량계, 초음파유량계 등)의 경우 유량계 바디

의 횡단면에 측정된 유속을 곱하는 식으로 유량값을 계산한다. 레이놀드수

(Reynolds number)가 크거나, 이론적으로 Zero 유속 에러를 가지면서 비교적 

안정화된 유체가 흐르는 경우에도 Gas Void Fraction(GVF) - 가스공극률에 의

해 기존 예상되는 유량 측정의 3% 이상의 에러를 갖는다.

코리올리스 유량계는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의 유량계이다. 그렇기 때

문에 코리올리스 유량계는 다른 유량계 타입과 같은 방식으로 GVF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체에 가스가 동반될 경우, 코리올리스 유량계는 예상되는 유량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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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미미한 동반된 가스의 질량만큼 영향을 받는다. 

동반된 가스가 코리올리스 효과를 줄지라도, 전체 유량 

혹은 측정하고자 하는 원래 유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

량이 작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가스가 동반된 유

량의 총 유량값은 타겟 유체의 총 유량값과 매우 근접

하다. 따라서, 적은 양의 가스가 동반될 경우 다른 유량

계 타입보다 정확한 유량값 측정이 가능하다.

GVF and Transmitter Solution

GVF는 프로세스 조건에 따라 질량유량 측정 정도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ABB 코리올리스 유량

계의 경우 유체의 점도가 매우 높고 GVF가 50% 정도

일 경우, 0.5% of actual flow rate의 정도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성공의 이유는, 점성의 유체는 동반된 가스

가 유량 스트림에 균등하게 존재하여, 가스층 또는 가

스 성층화가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액

체상태로부터 분리된 가스는 유량계 튜브 안에 가깝게 

뭉치게 되며, 이를 Slug Flow로 명칭한다. 이러한 Slug 

flow는 기포로 돌진하는 액체는 액체상태가 센서 튜브

의 진동을 약화시키는 만큼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

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센서 튜브가 이상 조건의 

주파수와 진폭으로 진동하지 않으면, 혹은 코일 드라이

버를 통해 생성되어 튜브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본질안

전 제한을 벗어나 드라이버 코일 포화상태를 만들 경

우, 튜브 왜곡으로 인한 질량 변화의 상관관계는 신뢰

성을 잃는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동반된 가스가 균등하게 존재할 

경우와 Slug 가스가 존재하는 스트림을 비교하게 되면 

같은 질량 유량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센서 

튜브 왜곡과 센서 사인 주파의 위상차를 갖는다.

최근 12년 동안 이러한 Slug flow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코리올리스 측정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

이 커져 왔다. ABB는 보다 정교한 컨트롤 알고리즘과 

세심한 조정을 통해 코리올리스 유량계가 이러한 이상 

유동에서도 좀 더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개선

된 튜브 진폭 안정성 확보와 함께 빠른 여자 전류 컨트

롤 및 노이즈 필터링 기술을 통해 이러한 GVF 조건에서

도 개선된 유량 측정을 가능케 하였다. Digital Signal 

그림 2. 기포를 포함한 유체 vs 큰 기포가 뭉친 상태인 Slu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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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DSP)를 통해 안정화된 여자 주파수가 종합

적으로 생성되고 저장되어, Slug 유량이 공명주파수를 

영향을 주더라도 유량계가 진동의 이상 주파수를 유지

하게 도와준다. 더 나아가, ABB 코리올리스 유량계는 

특정 지정 구간의 마지막 측정값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선된 기능은 튜브 진폭 Set point를 프로그래

밍하여 구동된다.

 GVF and Tube Geometry 

Considerations

오랫동안 고객사들은 GVF 조건은 Process의 문제로 

여겨 왔다. 최근 코리올리스 유량계 제작사들은 이러한 

GVF 조건에도 안정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

다. 밸브, 배관 및 유량계 설치방법 만큼 유량계 튜브의 

Geometry가 이러한 Slug flow 측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유량계 튜브로부터 

생성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자 Gain 변화와 측

정 유량값 대비 밀도의 변화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필

요로 한다. 많은 변환기들은 센서가 동작할 때, 센서 자

체적으로 고유하게 생성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작은 기포들이 균등하게 유량 스트림에 존재하면, 

Reynolds number가 큰 액체상태와 같은 유속으로 이

동한다. 몇 가지의 변수들이 유체가 이러한 작은 기포

들의 가스 분리, 성층 또는 비동조화 없이 이동 가능하

다. 한 예로, 유량계 자체 내의 압력손실은 매우 중요하

다. 정상 프로세스 압력이 유량계를 통해 유지될 수 있

다면, 기포들은 유량 스트림에서 부서지지 않고 튜브 

진동을 감쇄시키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Slug flow가 

예상될 때(혹은 유량계 설치 후 발생), 길고 복잡한 튜

브 geometry를 가지는 타입의 유량계들은 간혹 미터 

사이즈를 크게 하여 압력손실을 줄이려고 한다. 보다 

큰 미터 사이즈, 즉 큰 부피의 고가의 유량계를 설치하

는 방식으로, 작은 유속으로 이에 따른 액체상태에 동

반된 가스가 덜 섞이게 되면 유체의 흐름은 급격히 비

대칭성을 띄거나 유속이 빠를 때보다 포물선 형식의 유

속 profile을 가지게 되어 Phase decoupling(급커브가 

생기는 튜브의 구간에서)을 초래한다. ABB FCB 코리

올리스 유량계 디자인은 다소 빠른 유속을 확보하는 동

시에 압력손실도 줄여, 이에 따라 GVF 현상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유량 측정이 가능하다.

FCB 코리올리스 시리즈는 부드러운 튜브 반경과 튜

브 내경을 크게 함으로써 보다 같은 구경으로 보다 많

은 유량 용량을 가지게 되고 압력손실을 줄일 수 있다. 

FCB 유량계는 가스 slug가 보다 쉽게 빠져나올 수 있

게 튜브 geometry가 디자인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으로 

수직/수평 설치 모두의 경우에도 가스 성층을 생길 수 

있는 공간을 없애며, 소유량에서 생성되는 비교적 작은 

관성력이 오래된 Triangular/U-shape 튜브 디자인처

럼 가스의 부력으로 가스 기포가 모이는 현상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BB의 큰 용량은 영점 안정성에 근본적

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고객 어플리케이션에 따

른 Linearization과 현실적인 압력손실과 관련되며, 영

점 안정성은 Signal to noise비에 의존하며, 다음과 같

은 물리적 성질에 연관되어 있다.(용기 및 다양한 디자

인, 센서 코일 위치, 감도를 결정하는 튜브-geometry 

그리고 변환기) 또한 Geometry와 linearization으로 

인한 ABB FCB 시리즈의 큰 용량은 영점 안정성을 해

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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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re holistic approach 

- electronics and sensor technology

ABB는 다양한 meter 디자인의 유량계로 이상 유량 

문제를 해결 중이며, 최첨단의 Electronic platform과 

혁신적인 센서 기술이 있기에 가능하다.

그림 3. 가스 존재에 따라 Coriolis 튜브 디자인의  
상태가 크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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