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 열전대 (Sheath Thermocouple)

시스 열전대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기질 절연 금속시스 열전대“ ”

로 부를 수 있다 그래(Mineral Insulated Metal Sheathed Thermocouple) .

서 로 부르기도 한다M.I Cable .

이 시스 열전대는 무기 절연재 (MgO,Al2O, ZrO2등 금속 보호관속에 분말을)

단단하게 충진하여 금속 보호관과 열전대 소선의 사이를 절연시키므로써 보

호관 소선 절연재를 일체화한 열전대이다 그림 에 시스 열전대 구, . 1.1.12

조를 표시하였다 그림 에는 시스열전대의 단면그림을 표시했다. 1.1.13 .

시스 열전대는 일반형 열전대의 보호관에 상당하는 금속 시스의 두께는,

얇고 내부 절연체는 고압으로 충진되어 있어 굽혀도 내부 소선의 이동이,

없어 자유자재로 구부려 사용할 수 있고 강도 내열 내진성이 우수하다, , , .

이러한 특징으로 일반 열전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제강 제트엔진 터빈 핵, ,

반응로등 신뢰성을 요구하는 특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시스열전대 소선에 따른 열전대형의 표시방법은 일반 열전대의 표시와 구

별하기 위해 열전대 형을 표시하는 영문자 앞에 시스의 영문 첫 글자인 S

를 붙인다.

표 금속시스의 외경에 대한 소선경과 두께1.1.5



안의 숫자는 인치를 환산한 값으로 장래에는 폐지한다( ) .

소선과 시스두께⑴

보통 시스외경의 이상으로 산업규격으로 정해져 있으나 소선의 경10%

우 새로 개정된 일본산업규격 에서는 이상으로 바뀌었, (JIS C 1605-95) 15%

고 이미 바뀌기 전에도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 규격으로 제작되어 있다15 17% .～

표 참조( 1.1.5 )

시스 재질⑵

시스는 금속 보호관 같이 표 사용 환경의 측정 온도범위 화학적1.1.6 ,

분위기 열전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나 보통 스테인레스 또, 304, 316

는 을 사용하고 고온 내열용으로는 인코넬을 열전대는 형을 주로 사316L , N

용한다 그러나 성분이 높은 금속은 내산성 부식에 강하다고 하지만 분. Ni S

위기에서는 매우 나약하므로 합금강을 사용한다 더 열학한Fe-Cr . 1300℃

분위기에는 열전대를 귀금속 열전대 소선으로 써야 하는데 시스열전대로

제작할 때는 주로 고온 측정용이기 때문에 금속 시스재료는 INCONEL600

을 사용한다 그러나 귀금속 열전대 소선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백금을 시스.

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 규격화된 금속시스의 재질1.1.6

에서 스테인레스 시스의 기호를 인코넬기호를 로 표시한다* KS A, B .
은 조성상으로는 에 속하나 사용상으로는 에 속한다SUS 310 A B .

의 합금은 에 따른다B JIS Z 8704



단자판부착형 헤드형 단자판이 없는 형 아답타형A. ( ) B. ( )

그림 제작된 시스열전대1.1.12

그림 시스열전대의 단면모양1.1.13

절연재⑶

절연재 는 시스 열전대의 절연재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무MgO

기 절연재중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터 이상99.8% 95%

의 순도를 사용한다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또는 정밀도를 높이 요. 600℃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도의 를 사용한다 고온에서 높은95% 98% MgO .～

안정도와 정밀도가 요구되는 측정에는 이상의 를 사용해야 한99.4% MgO

다.(1)

물론 순도에 따라 시스 열전대의 케이블값의 가격 차가 크다MgO .

절연재는 가 넘어가면 절연 저항능력이 떨어지므로 열기전력이 절600℃



연재를 통해 누설되어 정밀도 안정도가 떨어진다 또한 가공할 때 시스열, .

전대의 절연재에 공기중의 습기가 침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스열전대를 원자재 상태에서 절단할 때 그 절단부위는 반드시 에폭시류 또

는 다른 적당한 재료로 밀봉하여 습기를 차단해야 한다 시스 열전대를 가.

공 조립하기 전에 건조로에서 정도에서 충분히 건조한 후에 작업한, 200℃

다 표.( 1.1.7)

표 시스열전대의 전기적 특성시험 기준표1.1.7

시스 열전대의 측온접점구조와 특징.⑷

시스 열전대의 측온 접점구조와 특징은 그림 와 같다1.1.14 .

에는 접지형 기호를 로 비접지형 기호를 로 표시한다KS G U .



표 시스열전대의 외경과 상용온도 범위1.1.9

(1)ASTM :E235-reap.96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rmocouples, Sheathed,

Type K, for

를 참조할 것Nuclear or for Other High-Relibility Applications. .

상용한도⑸

시스 열전대가 공기중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의 한도인 상

용 한도는 표 에 나타냈다 시스 열전대는 일반 열전대의 상용 한도보1.1.8 .

다 다소 높다 그 이유는 일반 열전대보다 산화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고온.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용한도를 결정 짓는 기준은 시스 외경에 따른다. .

허용오차⑹

시스 열전대의 정도는 일반 열전대보다 다소 열등한 편이다 이것은 시.

스 열전대를 신선할 때 주로 금속시스의 재료의 가공성 때문에 금속 시스에



대한 열처리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중에 합체되어 있는 열전대의

소선에 원치않는 기계적 무리를 주게되어 오차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게 된

다 규격의 시스열전대의 허용오차는 표 과 같다. KS 1.1.3 .

응답속도⑺

시스 열전대는 일반 열전대보다 온도 측정시 응답시간이 빠른 것이 장점

이다 금속 시스의 외경이 가늘 수록 응답속도가 빠르나 측정온도의 범위가.

제약된다 표 는 시스열전대의 외경크기에 따라 선단 가공 형태에 따. 1.1.9 ,

라 응답속도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금속시스의 외경에 따른 응답시간1.1.9. .

열기전력 안정도⑻

완성된 시스 열전대는 한국산업표준 규격 에서 규정한 검사(KS C 1615)

및 소비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해야한다.

그 검사 항목중 열기전 안정도검사는 표 의 온도로 시간 동안 일정1.1.10 3

하게 가열한 후의 열기전력을 기준 열전대와 함께 측정 비교하여 시간 동3

안 측정한 값이 기준 열전대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최대 오차값과 최저 오차

값의 폭이 표 의 허용차의 이내가 되어야 한다1.1.10 20% .

표 열기전력 안정도 시험온도1.1.10.



측온접점의 용접상태⑼

시스 열전대는 측온접점 작업후 금속시스 선단을 용접으로 밀봉처리하기

때문에 작업후 측온 접점부를 포함한 선단부의 내부 용접 상태가 건전한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숙달된 작업자도 이상의 결함. 20 30%～

을 내나 그림 과 같이 투과 사진을 보아 측온접점과 선단부위1.1.15 X-ray

의 용접상태를 확인하여 최적의 용접방법을 찾아 표준화 하여 작업의안정성

과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선단 용접부위에 핀홀이 있는 지의 여부. ,

를 침수검사 또는 액체 탐상 시험검사를 해야한다.

선단용접시 내부에 기포가 발생

정상품 부적합품a. b.

그림 1.1.15 시스열전대의 측온접점부 와 선단용접부의

사진X-RaY

선단부의 용접및 가공상태⑽

앞의 마 항과 같이 측온 접점부에 분말의 무기절연물을 채워서 그림. 1.1.14

의 와 같이 가공한다B .

표시규격⑾

시스 열전대는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목이다 시스열전대.( KS C-1615 )

그러므로 이 제품의 표시는 산업규격에서 규정에 따라 다음 항목과 순서대



로 표시하도록 한다.

구성 열전대 소선의 타입 표 의 열전대형의 기호앞에 를 첨자( 1.1.1 S①

함)

금속시스의 재질 표 를 따름( 1.1.7 )②

측온접점의 형상 그림 에 따름( 1.1.14 )③

구성 열전대 소선의 허용차 분류 표 을 따름( 1.1.3 )④

금속시스의 굵기 표 에 따름( 1.1.5 )⑤

금속시스의 길이 주문자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헤드 또는 아답터를(⑥

제외한 시스 열전대 길이 예를 든다면) ,

형 시스 열전대이고 - -① Ｋ ＳＫ

금속 시스가 이고SUS - -② Ａ

측온 접점은 비접지이고 - -③ Ｕ

허용오차 계급이, -0.75-④

금속 시스가 이고6.0 -6.0-⑤ φ ㎜

금속 시스의 길이가 일 때는3000 -3000 -⑥ ㎜ ㎜

위의 의 내용을 종합하여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⑥

SK - 0.75 - A - 6.0 -U x 3000

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