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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축류 유동장에 놓인 관군의 유동유기진동 예비 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핵연료의 기계/구조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기술의 일환으로 핵연료가 

노심에 장전되어 연소되는 전 수명기간 동안에 지지격자체의 각 격자 공간 내에서 

연료봉이 건전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건전성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해석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원자로 내의 냉각제 유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핵연료 봉의 진동으

로(유동유기진동; Flow-induced Vibration) 핵연료 봉은 지지격자와 상대운동을 하

게 되고 이러한 상대운동에 의해 프레팅 마모가 발생되며 심한 경우에 핵연료 봉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유동유기진동으로 발생되는 원자로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미

국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유체유발진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설계에 반

하고 있으며 유체유발진동의 주요인자와 설계여유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전성의 분석은 이론적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각종 실험 계수를 활용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 루우프의 설치가 요구

된다. 유동유기진동과 관련된 적절한 실험 루우프를 설계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

은 실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검증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핵연료의 유동유기진동 문제는 검

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험 루우프와 같은 기반 장비는 꼭 필요하다.  핵연료

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최적화된 실험 루우프를 구비하며 이를 사용

하여 핵연료의 동적 거동을 고찰하며 핵연료가 안정성을 잃는 유체의 임계 유속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동심인 두 실린더의 사이에 이차원 비정상 환상

류가 내부 실린더의 일차원 횡진동에 의하여 발생할 때 진동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

체유발력을 예측할 수 있는 근사적 모델을 개발하 다. 진동체에 작용하는 관성력

을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고려하여  근사적으로 구하 다.  또한 유체의 점성에 의

한 감쇠력은 진동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전단응력과 이와 관련된 비정상 압

력을 고려하여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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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핵연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최적화된 실험 루우프가 필요하며 

이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동적 거동을 고찰하며 핵연료가 안정성을 잃는 유체의 임

계 유속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료봉은 유동에 의한 기

저 진동은 주로 난류에 의하여 발생되며 와류 등에 의한 공명 현상에 의하여 일정 

유속 범위에서 진동의 진폭이 커지게 된다. 유체의 탄성에 의하여 임계 유속 이상

에서 진동의 진폭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연료봉의 건전성을 검토하고 실험의 

결과를 향후 핵연료 설계에 반 하기 위한 실험 루우프의 개념 설계를 수행하는 본 

과제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즉, (1) 유동유기진동 메커니즘 분석 및 주

요 실험 계수 도출, (2) 기존 실험 루우프의 검토 및 실험 루우프 설계상의 고려사

항 도출, (3) 실험 루우프 설계 사양을 결정과 (4) 시운전 절차서 및 외부 소음을 

검토하여 예비시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5) 핵연료 집합체의 축류 유동유발 진

동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Ⅳ. 연구개발결과 

(1) 유동유기진동 메커니즘 분석 및 주요 실험 계수 도출

   신형 핵연료 집합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유기진동의 주요 원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중요한 실험 계수 등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하여 현재 유동유기진동과 관

련하여 설계에 반 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 다. 유동유기진동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연계된 무차원 변수를 소개하 으며 이는 모의실험을 수행할 때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분석 자료를 토대로 연료봉의 유동유기진동 예비분석을 2002년도 

보고서(KAERI/CM-600/2002)에 소개되었다. 유체유발진동과 관련된 3자코드(PIPO)

에 사용되는 설계변수를 소개하 다.  

(2) 기존 실험 루우프의 검토 및 실험 루우프 설계상의 고려사항 도출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가지 실험 루우프를 검토하고 실험 장치

를 구비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 다. 비교적 간단하고 작은 경비로서 

연료봉의 유동유기진동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초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루우프는 

웨스팅하우스의 VISTA 실험 루우프가 적절하 다. VISTA 실험 루우프를 기반으

로 하여 여러 가지 설계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 실험 루우프의 설계 개선 사항을 제

시하 다. 특히 섭동 압력 측정상의 주의사항과 연료봉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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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의한 부가적인 진동을 예측하 다. 이는 실험을 통하여 얻은 신호를 분석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실험 루우프 설계 사양 결정

    실험 방법과 설계상의 고려사항 등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루우프의 개념 설

계를 수행하 으며 실제 핵연료에 발생되는 유동유기진동의 임계유속을 어림적으로 

계산하고 기존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험 루우프의 유량 범위를 결정하 다. 실험 

루우프에 설치될 펌프, 수조, 열교환기 등 주요 기기의 선정 조건 등을 분석하고 주

요 사양을 2000년도 보고서(KAERI/CM-422/2000)에 제시하 다. 개념 설계를 토대

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펌프의 성능, 유량 측정 및 관로 손실의 이론을 소개하고 

시방서를 2001년도 보고서(KAERI/CM-490/2001)에 첨부하 다.

(4) 시운전 절차서 및 외부 소음 및 검토

     본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시운전을 수행해야 하며 계통의 동적특성을 분석하

여 본실험의 결과를 분석할 때에 이용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펌프의 동적 

특성, 기계진동, 계통의 기초 모드 형태, 동압. 시운전 절차서를 검토하 고 시험부

에서 검출될 수 있는 외부 소음을 분석하여 예비실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 다.

(5) 핵연료 집합체의 축류 유동유발 진동현상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으로서 핵연료 집합체의 동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어

림적 방법이 소개되었고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

다. 어림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유동유발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포텐셜 유동과 부

가질량계수를 소개하 다. 봉과 관군의 고유진동수를 구하기 위하여 충격시험이 수

행되어야 한다. 관군의 부가 질량 효과를 고려하려 봉의 동적 특성을 분석하 으며 

실험 결과의 저주파수 역은 연료봉 집합체의 고유진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실험 루우프를 사용하여 핵연료 봉의 임계유속을 예측하며 유동유기진동 현상

을 규명하고 차후에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설계 자료로서 사용되는 감쇠 계수, 

유체탄성불안정 계수, 난류유동의 auto-spectral density 및 joint acceptance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실험 루우프를 적절히 변형하면 제어봉 및 증기 발생기의 유동유

기진동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유동유기진동의 구

조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며 기술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새로 개발된 핵연료봉 지지구조물의 진동시험을 통하

여 거동해석 및 동적 모형의 검증을 수행함으로서, 핵 발전설비분야의 신제품들에 

대한 검증시험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유동유기진동에 대한 국내 기술이 확립되면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원자로에 사고가 발생하 을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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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 평가 프로그램을 개

발할 때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유체유발진동과 관련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해석 고유 모델을 보완하고 가동 원전

의 관 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동장에 놓인 관군에 대한 적

절한 실험 루우프가 설계되고 이를 활용하여 유체유발진동 해석에 사용되는 각종 

실험계수를 우리 스스로 도출하는 것은 기술 자립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3자코드(PIPO 등)를 사용하여 유체유발진동 건전성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는 것은 구조물의 안정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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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Preliminary Analysis of Axial Flow-induced Vibration on Fuel Bundl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es for the structural/mechanical integrity of the 

reactor is to verify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rod in the spacer grid during 

the operation in life tim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failure 

and to develop the model for estimating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rod. 

Fuel rod in reactor has a relative motion to spacer grid by the flow-induced 

vibration caused by coolant flow. Occasionally, the vibration lead the fuel rod to 

fretting failure.  The research work on flow-induced vibration for the integrity 

has been performed in Canada and USA, such as developed countries in these 

field, and the results of the work are being used for nuclear reactor design. In 

order to evaluating the vibration and the design margin more exactly, continuous 

working on the these field has been performed for the improved method. In 

general, it is not easy to develop a pure analytical model. Occasionally, 

experimental results have been used for the analytical model. In this sense, it is 

required to design proper test loop with measurements, as a first step for the 

research on the flow-induced vibration problem of the rod related to the safety 

and the integrity of the reactor. With the optimized test loop, the dynamic 

behaviour of the rod will be evaluated and the critical flow velocity, which the 

rod loses the stability in, will be measured for the design of the rod. An 

approximate analytical method has been developed for estimating hydrodynamic 

forces acting on oscillating inner cylinder in concentric annulus. When the rigid 

inner cylinder executes translational oscillation, fluid inertia and damping forces 

on the oscillating cylinder are generated by unsteady pressure and viscous skin 

fric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o verify the integrity of the fuel rod, it is required to evaluate the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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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ur and the critical flow velocity with the test loop. The test results will 

be utilized to the design of the rod. Generally, the rod has a ground vibration 

due to turbulence in wide range of flow velocity and the amplitude of vibration 

becomes larger by the resonance, in a range of the velocity where occurs 

vortex.  The rod loses stability in critical flow velocity caused by fluid-elastic 

instability.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work to perform the conceptional 

design of the test loop, it is necessary (1)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flow-induced vibration and the related experimental coefficients, (2) to evaluate 

the existing test loops for improving the loop with design parameters, (3) to 

decide the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major equipments of the loop, (4) to 

evaluate the initial operating procedure & external noise and (5) to evaluate the 

dynamic behavior of the fuel bundles subjected to axial flow.   

    

Ⅳ. Result of Project

(1) Mechanism of the flow-induced vibration and related experimental 

coefficients

  Considering the mechanism of the flow-induced vibration on the fuel rod, the 

important experimental coefficients on the problem have been evaluated for the 

future test and the improved design of the rod. The major causes of the 

vibration and the important dimensionless parameters, which will be utilized for 

model studies, are introduced. Based on this results, the preliminary analysis on 

the flow-induced vibration of the rod was shown in the KAERI/CM-600/2002. 

The design parameters, used in the 3-rd commercial software-PIPO, were 

introduced.  

(2) Evaluating the existing test loops for improving the loop

 For the improved design of the test loop, the existing test loops have been 

evaluated and the important design parameters of the loop have been introduced. 

It is found that the suitable test loop related flow-induced vibration for fuel rod 

is VISTA test loop, which was designed by Westinghouse; however, the loop is 

relatively simple. Based on the VISTA, new design and improved concept are 

proposed. Especially, various attentions to measure the unsteady pressure and 

the unexpected vibration on the rod caused by resonance are evaluated. These 

considerations will be used for analyzing th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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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major equipments of the loop.        

 With aid of the design considerations and test method, conceptional design of 

the test loop has been performed. The range of flow rate is decided by 

inspection of the existing test loop and considering the critical flow velocity, 

which is approximately calculated for the flow-induced vibration. The major 

specifications of the equipments used for the test loop, such as pump, reservoir 

and heat exchanger, are proposed in KAERI/CM-422/2000. Based on the 

preliminary design, the detail design of the loop is being performed. The 

introductions about pump performance test, flow measurement and head loss in 

the loop and the design guide is attached in KAERI/CM-490/2001.  

 (4) Evaluating the initial operating procedure and  the external noise

  In order to obtain the baseline spectrum to be utilized in analysis of main 

experimental results, it is imperative that the operation parameters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entire system be evaluated; the pump characteristics, 

mechanical vibration, fundamental mode shape, dynamic pressure, The initial 

operating procedure were evaluated and the causes of external noise were 

estimated for preliminary test. 

 (5) Experiment of Flow-induced Vibration for Trial Fuel  Bundle Assembly

  An analytical simple-approach is introduced to review the experimental results 

of dynamic behavior for trial fuel bundle assembly. To develop the simple 

model, hydrodynamic force is introduced based on velocity potential and added 

mass coefficients of fuel bundl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FIV motion in 

parallel flow are discussed. Modal test for natural frequency of rod and bundle 

is required to be performed. Typical results of dynamic response are evaluated: 

tube-side bands due to added mass effect and. low frequency components in 

assembl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test loop will be utilized for the design of the fuel rod related to the 

flow-induced vibration. For this purpose, the critical flow velocity related to 

fluidelastic instability will be estimated and auto-spectral density and joint 

acceptance of turbulence will be studied. Additional experimental work for the 

control rod and steam generator will be possible by modifying the test loop. 

With these experimental test, we can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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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induced vibration in detail and develop the analytical method by ourself. 

Also, technical support given by the developed country in this field will be 

reduced. With our technical improvement, we can solve the flow-induced 

vibration problem, occurs in nuclear reactor, actively. With prudent inspection of 

flow-induced vibra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will be helpful for the study on 

the change in dynamic characteristics of reactor internal, as fundamental data.

   Our analytical model related to flow-induced vibration will be improved by 

continuous study with sufficient data. It is important for technical independence 

to evaluate the experimental coefficients on the fuel bundle by our own method, 

using the test loop designed by us. It is required to improve our capacity on the 

analysis of the flow-induced vibration and to verify the integrity and safety of 

the reactor by testifying the design parameters using the 3-rd commercial 

software such as PIPO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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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가압 경수로형 원전연료집합체에서 핵연료의 성능과 접한 관계에 있는 핵심 

구조 부품들은 핵연료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Hardware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부

품들은 크기의 최적화 또는 열전달 성능 기준의 만족 등을 위하여 높은 유속의 내

부유동을 가지게 된다. 이런 높은 유속의 유동은 유동유기진동(flow induced 

vibration)에 의한 과도한 진동을 가능케 하여 유체 흐름 내에 설치된 튜브와 튜브

고정을 위한 지지구조물 사이에 기계적인 마모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1,1.2].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연료 집합체에서의 유동진동에 의한 마모 혹은 파손은 원

자력 발전소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수도 있다[1.1-1.3].

   유동유기진동은 다양한 유동조건에서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며 횡유동(cross flow)에 많은 튜브들이 직각 방향으로 노출된 열교환기와 같은 

경우에는 유체탄성불안정성(fluid-elastic instability), 난류여기진동 혹은 Wake 

Galloping이 유체유발진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4-1.8]. 따라서 이에 대한 해

석이 필요하며 이런 해석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원통형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체유

발력과 유동유기진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연구이다[1.4,1.9]. 특히 원통형 실린

더 집합체의 여러 가지 배열에 대한 유체의 작용력에 대한 크기와 방향에 대한 자

료와 정보는 유체탄성불안정성 등의 유체유발진동 해석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

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경향은 주

로 실험[1.10-1.13]에 의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실험계수에 근거한 제

한적인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핵연료개발은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보다는 선진국 관련업계의 

기술을 이전 받아 통상설계/제조업무에 치중된 나머지 우리 고유 모델의 핵연료를 

개발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상태 다. 그러나 근래에 외국의 핵연료 공급

자들은 현존 국산연료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최신 핵연료를 개발하여 국내 핵연료

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1.14].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내 핵연료시

장은 우리 고유 기술이 결여된 상태에서 향후에도 외국의 핵연료에 대한 기술적 종

속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체에서는 단기간 내에 기존 국

산 핵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최신 핵연료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기술로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책 연구소는 핵연료 기술진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핵연료 구조부품 개발 및 관련 기반기술 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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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에 보인 가압경수로의 냉각제는 약 2250 psi로 가압된 상태에서 6∼8 

m/s의 속도로 핵연료봉 하부에서 상부 쪽으로 이동한다. 핵연료봉 상단에는 봉에 

대하여 횡류가 형성되며 그 외의 부분에서는 축류가 지배적이다. 핵연료 봉의 각 

지지점들은 핵연료봉 직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핵연료 봉을 적정한 힘으

로 지지하기 위하여 Fig. 1.2처럼 스프링으로 구성된다[1.3]. 이러한 지지점 스프링

이 연료봉을 누르는 수직력은 핵연료봉 조사 성장을 허용할 만큼은 작아야 하고 냉

각제 유동으로 발생하는 유동유기진동에 의한 핵연료봉의 진동의 진폭을 제어할 만

큼은 커서 핵연료 봉과 지지격자 스프링 사이에 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핵연료 핵심 구조 부품인 지지격자체는 피복관과 우라늄을 제외한 핵연료 부품

비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부품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에서 외국 핵연료 회사들

과 경쟁할 수 있고 아울러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원전연료 구

조부품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 고유모형의 부품을 사용한 핵연료는 기술료 

지불 없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므로 핵연료 부품가격, 즉 핵연료 가격을 낮출 

수 있어서 국민의 전력비용 및 산업전반에서 제품생산비를 낮출 수 있어서 국가 경

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세부 연구내용 중 수중 진동시

험의 경우, 국내 관련산업분야에 있어서 매우 생소한 미개척분야이다. 따라서 이러

한 시험기술에 대한 Know-how를 축적하여 이를 관련산업분야에 이전할 경우, 관

련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증대되리라 본다. 따라서 유동유기진동과 관련된 

적절한 실험 루우프를 설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

여 원자력 발전소 설계 기술 선진국에 상당한 기술 이전료를 지급하고 원자로의 안

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실험 루우프 등 기본 연구 장비의 부재와 관련기술의 

축적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실험 루우프의 설치는 핵연료는 물론 증기발생기의 유

동유기진동을 예측하는 기술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다.

   최근 환경 문제와 결부된 모든 산업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은 전

력을 생산하여 산업체에 이바지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 대중에게 미치는 향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래에 보고된 핵연료의 기계적 손상 유형들을 분석해 보면 지지격자체

에서 지지조건의 저하, 유체유발 진동 및 연료봉의 프레팅 마모와 관련된 연료봉의 

손상과 노심 내에 유입된 이물질에 의한 연료봉 손 상등이 주요 손상원인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손상 유형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된 핵연료 구

조부품을 개발하는 것과 지지격자체의 기계/구조적 기반기술을 확립하고, 국산 원자

로에 대한 신기술개발시 국내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을 통하여 검증절차를 수행함으

로서,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홍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핵연료의 유동유기진동 문제는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험 루우프

와 같은 기반 장비는 꼭 필요하다.   



- 12 -



- 13 -



- 14 -

1.2 현기술의 취약성 및 향후 전망

   원자로의 안정성과 접한 유동유기진동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 선진국들은 산업

체, 연구소 및 학계에 실험 루우프를 설비하고 있으며 실험을 통하여 실험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론적인 연구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지지격자체와 연계

된 연료봉의 FIV 특성 연구는 전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

증하는 이원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기존의 연구자들의 모델

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론적인 모델에도 실험적인 인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기존에 제시된 각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결여되어있

다. 이러한 이유는 각 시스템의 유체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며 핵연료 봉을 지지하

는 경계조건 등이 정확하게 반 되지 못함에 기인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인자들이 

결합된 이론과 실험적인 기술들은 고유 모델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반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핵연료 공급자들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기술이다. 일차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중 진동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알고 있는 인위적인 

가진력을 구조물에 부과하면서 동시에 가속도계 등을 이용하여 응답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중 수중에서의 가진 입력은 현기술 수준에서 매우 난해한 분야이므로, 시험

기술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동유기진동으로 발생되는 원자로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미국, 캐나다 등 원

전 선진국들은 유체유발진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설계에 반 하고 있으며 유체

유발진동의 주요인자와 설계여유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내 현황은 고리원전의 핵연료 손상과 증기발생기 세관

의 조기교체 혹은 관막음 등의 경험에 의한 기술개발의 타당성 입증되고 있으나 원

전설계에 반 하기 위한 국외기술의 도입하고 있다[1.15]. 설계를 통한 유체유발진

동에 관한 이론적 개념 습득의 필요성 인지하고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 평가프

로그램의 개발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반 기술의 취약성 때문에 원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 수준은 개념검토 단계

이며 국외는 기술 개발/개선, 적용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해외 핵연료 공급자들이 WTO 체제 출범에 즈음하여 국제 핵연료 생산시설의 

생산 능력 과잉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사 고유의 핵연료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한 고성능 핵연료들을 앞세워서 국내 핵연료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

황에서 해외 핵연료 공급자들의 최신 핵연료 기술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막대한 기

술료 지불에 비하여 완전한 기술 소유권 및 충분한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 특

히 지지격자체 개발에 필요한 기계/구조적 기반기술은 외국에서도 완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기술료를 지불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고유 모델의 지지격자체에 대한 건전성 해석/검증기술에 대한 기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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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적으로 

실험 루우프를 설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실험 루우프의 개념 설계 및 제작을 

외국에 의뢰하면 국내에서 제작된 기기 사양 및 국내 현실에 취약하여 가격 면에서 

상당히 상향조정될 것이 예측되며 실험 루우프 설계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 국내에서 개념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 선진국에 설치된 실

험 루우프에 대한 자문 혹은 방문 견학을 하여 참조하여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동유기진동은 유동해석과 구조물진동 해석의 복합적인 연구분야로서 두 분야

간의 긴 한 협력이 요구되며 실험 루우프 및 측정장비 등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 기술상태의 취

약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에 반 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업용 해석코드의 임대가 요구됨[1.16].

유동장 해석분야와 기계설계분야(ANSIS 해석)의 긴 한 협력이 요구됨[1.17].

산학연에서 수행하는 유사 연구과제와의 협력이 요구됨.

미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유체유발진동의 원인분석을 위한 지속적

인 관심이 요구됨[1.4].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기, 한전, 한원연 및 한중의 공동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1.15].

기술자립을 위한 실험 루우프의 설치 등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함  

   현재 연구소 및 학계에 유동유기진동과 관련된 실험 루우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

으나 진동 측정과 관련된 장비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본다. 또한 연구소 및 학계

에서 유동장해석과 진동해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유동유기진

동과 관련하여 국외의 연구 결과 및 사례 등의 자료가 확보되고 있다. 다만 유동유

기진동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인하여 이 분야의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원자로 설계 단계에서도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유동유기진동 문제가 고

려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반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에 대하여 능동적

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압 고속의 유체유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유체유발진동은 원자로 핵연료, 증기

발생기 세관 및 지지물 등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원전의 안전성, 인허가 및 

운전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설계기준 및 운전

보수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자립과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하여 유동유기진동 구조를 이해하고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규명하여 원전 내부구조물의 진동감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유동

유기진동은 구조물과 유동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구조물의 동특성

을 해석하고 임계유속을 예측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된다. 따라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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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을 수행할 때에 부분적으로 실험 자료를 활용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유동유기진동과 관련된 실험 루우

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형편이다. 원자로의 설계단계에서 원자로 핵연료 집합체, 

제어봉 및 증기발생기 등에 발생되는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해외기술을 도입하

고 상당한 기술 이전료를 지불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각 기기의 설계가 별도로 수

행되고 각각 기술 이전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투자도 예상된다. 이에 유동

유기진동과 관련한 국내의 기술자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1.18]. 

   유동유기진동은 문제의 복잡성과 실험장치 및 측정 장비에 대한 초기 투자가 많

지만 이미 국내의 관련기관에서 측정 장비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 

루우프만 설치되면 충분히 활용되리라 사료된다. 실험 루우프를 적절히 변형하면 

제어봉 및 증기 발생기의 유동유기진동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유동유기진동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론적으로 해석이 가

능하게 되며 기술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1.19-1.25]. 유동유기진

동에 대한 국내 기술이 확립되면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원자로에 사고가 발생하

을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원자로 내부구

조물의 진동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실험 루우프를 설치하고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이 표출되면 

쉽게 이 분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1.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핵연료의 기계/구조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기술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본 연구를 통하여 핵연료가 노심에 장전되어 연소되는 전 수명기간 동안에 지지격

자체의 각 격자 공간 내에서 연료봉이 건전하게 지지되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 예측

할 수 있는 해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 루우프를 설계하려고 한다.  일반

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해석모델의 수립시 모델 내에는 불확실성 변수들이 항상 포

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델을 이용한 수치적 해석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구조물의 안정적인 운전에 향을 미치기 된다. 해석적 모델 수립

시 시험을 통한 모델의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 개발된 핵연료봉 지지구

조물의 진동시험을 통하여 거동해석 및 동적 모형의 검증을 수행함으로서, 핵 발전

설비분야의 신제품들에 대한 검증시험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및 분

석기술은 신뢰도 검증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설비들에 대한 운 중 건전성 확인

(Health monitoring) 등의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연구분야이다. 따라서 적절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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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루우프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실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검증 기

술을 축적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핵연료의 건전성 확보를 위

하여 일차적으로 최적화된 실험 루우프가 필요하며 이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동적 

거동을 고찰하며 핵연료가 안정성을 잃는 유체의 임계 유속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연료봉의 건전성을 검토하고 실험의 결과를 향후 핵연료 설계에 반 하기 위한 

실험 루우프의 개념 설계를 수행되는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즉, (1) 유동

유기진동 메커니즘 분석 및 주요 실험 계수 도출, (2) 기존 실험 루우프의 검토 및 

실험 루우프 설계상의 고려사항 도출, (3) 실험 루우프 개념 설계 사양 결정과 (4) 

시운전 절차서 및 외부 소음을 검토하여 예비시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한 본 과제의 목표는 (1) 유동유기진동(FIV) 시험 Loop의 

보완/개조에 대한 자문 및 실험에 참여, (2) FIV 실험결과의 분석 및 환형유동에 놓

인 실린더의 진동특성 분석 등이다.

1.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유동유기진동은 구조물과 유동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구조물의 

동특성을 해석하고 임계유속을 예측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해석을 수행할 때에 부분적으로 실험 자료를 활용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유동유기진동과 관련된 실험

루우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형편이다. 원자로의 설계단계에서 원자로 핵연료 집

합체, 제어봉 및 증기발생기 등에 발생되는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해외기술을 

도입하고 상당한 기술이전료를 지불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각 기기의 설계가 별도

로 수행되고 각각 기술이전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투자도 예상된다. 이에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한 국내의 기술자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유동유기진동은 문제의 복잡성과 실험장치 및 측정 장비에 대한 초기 투자가 많

지만 이미 국내의 관련기관에서 측정 장비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 

루우프만 설치되면 충분히 활용되리라 사료된다. 실험 루우프를 적절히 변형하면 

제어봉 및 증기 발생기의 유동유기진동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유동유기진동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이론적으로 해석이 가

능하게 되며 기술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유동유기진동에 대

한 국내 기술이 확립되면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원자로에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원자로 내부구조물의 

진동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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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유발진동 특성

2.1 유동유발진동 개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구조물 혹은 부품들은 유동유발력에 의하여 진동하게 되

고,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동유발진동은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에 피로로 파괴를 야

기 시키는 중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2.1]. 이러한 부품들은 크기의 최적화 또는 열전달 성

능 기준의 만족 등을 위하여 높은 내부 유동을 가지게 되며, 높은 유속의 유동은 유동유

발진동에 의한 과도한 진동을 가능케 하여 유체 흐름 내에 설치된 튜브와 튜브 고정을 

위한 지지구조물 사이에 기계적인 마모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

연료 집합체에서의 유동진동에 의한 마모 혹은 파손은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동유발진동은 유체에 의해 부가되는 질량, 

감쇠력, 탄성력과 구조물의 특성에 의하여 향을 받으며, 환상류의 경우 환의 두께 즉, 

두 실린더 사이의 간격에 의하여 상당히 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유동유발진동 문제

는 큰 진폭의 진동방지와 작은 진폭의 진동에 의한 피로방지 및 유체와 구조물간의 진

동기구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개량 가스냉각형(Advanced Gas Cooled Reactor) 원자로의 경우 운전하면서 핵연료

를 재전장할 때 노심에 위치한 핵연료집합체와 도관 사이에 흐르는 고속의 가스에 의해 

핵연료 집합체가 진동하기도 한다. 가늘고 긴 핵 연료집합체의 진동은 봉합부 상단 확산

부에서의 유동에 주로 기인하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견지

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의 제

어봉(Control Rod) 설계에 반 하기 위하여 환상류에 의해 발생되는 유동유발진동의 연

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두 실린더 사이에 흐르는 축 방향의 유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유동유발진동

(flow-induced vibra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2.2, 2.3]. 환상류에 놓

인 원형 구조물의 유동유발진동에 관한 연구는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관

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최초 환상류에 의한 유동유발진동을 연구하기 위한 해석적 모

델이 Hobson[2.4]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그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원통형의 강체

가 한 힌지점을 중심으로 진동하고 비 정상류의 침투두께가 환의 두께에 비해 매우 작

다고(Thin film Approximation) 가정하 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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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에는 원자로나 증기발생기, 제트펌프, 피스톤, 밸브 등에 흐르는 유동에 의한 유

동유발진동(Flow-induced Vibration)이 발생되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이러한 유

동유발진동을 예방하고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동체에 작용하는 비정상 유동 유발력

(Flow-induced Dynamic Force)의 정확한 동적 특성(Dynamic Characteristics)을 규명해

야 한다.  실험을 통해서 공진점과 임계유속점 그리고 유체불안정탄성계수를 구할 때 공진

점은 와류 진동수와 실험체의 고유진동수가 일치하는 부분으로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야 한다. 또 임계유속은 유체탄성에 의하여 진폭이 급격히 증가할 때의 유속

이다. 따라서 설계상 시스템은 임계유속 이하에서 운전 되어야 한다. 

2.2  이론적 고찰

2.2.1 유동유기진동 안정성 해석

  유동유발진동 해석은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유속 구배와 구조진동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수행되며 구조물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임계유속 혹은 진폭을 예측하여 세관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현재 건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에 활용되는 유동유발진동 해석 절차 

및 유동유발진동 인자의 기초이론을 요약하 다[2.6, 2.7]. 또한 유동유발진동과 관련하여 

구조물의 설계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건전성을 평가할 때에 매우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경수로 핵연료 주위의 유동장은 간단하게 FLOW-3D를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열수력 해석의 결과로부터 Gap Velocity를 계산하고, 유체의 도를 고려하여 유동유발

진동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세관 주위의 유동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유동유발진동

을 평가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다.

  핵연료 봉의 세관 진동은 설계근거를 ASME 코드[2.6]에 따라 평가하며 유동유발진동

과 관련된 실험의 결과와 유동장 해석 결과 및 선행호기의 해석 및 운전 결과를 고려하

게 된다. 연료봉의 유체 탄성에 의한 진동은 연료봉 상단의 횡류에 의하여 발생되며 임

계유속은 세관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유속의 구배와 연계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변수는 Connors에 의하여 제안된 유체탄성불안정계수이다[2.8, 2.9]. 일반적으

로 임계유속과 세관 주위의 유속을 대변하는 Effective flow velocity와의 비를 안정성 

비라고 표현하며 일정 값 이하로 연료봉을 설계해야 한다[2.10]. 현재까지의 사고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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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증기발생기의 경우에는 안정성 비는 0.7이하가 추천되고 있다. 연료봉 주위의 유

동은 난류이며 연료봉은 난류여기진동에 의하여 마모가 발생되며 때로는 파괴되어 연료

봉 피복재를 통하여 핵연료가 누출되기도 한다.

  유동유발진동과 관련하여 구조물의 설계업무는 유체계통과 기계구조 설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체계통은 열수력 해석을 담당하며 기계구조 팀은 세관의 고유 진동수와 모

드형상을 결정하게 된다. 유체계통설계팀에서의 예상되는 주요 업무는 Design Basis 평

가, 유동장해석, 유동유발진동 주요인자 예측, 실험 관련 자료 확보 등이며 기계구조설계

팀의 업무는 세관 재질 특성 분석, 진동 모드 해석(ANSYS), 유동유기진동 3자 코드 평

가 등이 될 수 있다. 유동유발진동 평가는 이들의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가 그룹에서 수

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유체탄성불안전성의 경우에는 해석에 사용될 유체불안전탄성계

수와 감쇠계수를 결정하고 횡류의 유속 분포를 고려하여 적절한 진동모드를 사용하여 

임계유속을 예측한다. 또한 Effective flow velocity를 계산하고 안전성 비를 산출한다. 

  관에 작용하는 유체의 유속이 불균일할 때에, 예를 들면 횡유동이 단일 관 지간의 일

부분이나 다지간 관의 단일 지간에만 흐른다면, 단일 지간의 일부분에만 흐르는 유체의 임

계유속은 관 지간 전체에 걸쳐서 흐르는 유체의 유속보다 더 크기 때문에 관 전장에 걸

친 유효속도(Effective Velocity : VEFF)가 계산되어야 한다. 유효속도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2.6].

                     V
2
EFF=

⌠
⌡ (ρ(x)/ρ o)V

2(x) φ 2(x) dx

⌠
⌡ (M(x)/M o) φ

2(x) dx
                   (2.1) 

여기서, Mo는 단위 길이당 관의 기준질량, ρ o는 기준 유체 도이며 φ(x)는 세관의 진

동 모드 형상이다. 분자 항은 유동부위에 그리고 분모 항은 관지간 전장에 걸쳐서 평가

된다.

 유동유발진동이 예상되는 관은 선행호기의 경험과 유동유기진동 기본 이론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이들 관에 대하여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동특성 해석으로부터 구한 관

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은 유체탄성불안정 현상 및 난류여기진동을 평가하는 입력자

료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동특성 해석은 범용전산프로그램인 ANSYS 전산코드를 사

용한다[2.11].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호기에서의 경험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설계근거를 기초로 하여 설계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실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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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동장 해석과 세관 진동 해석을 수행하여 유동유발진동 평가 자료를 확보한다. 이

러한 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임계유속 및 최대 진폭을 계산한다. 

가능하면 3자 코드(PIPO : AECL 유동유발진동 평가 코드) 등을 활용하여 계산 결과를 

검증한다[2.7].

 유동유발진동에 대한 세관의 안정성 평가의 설계 흐름도는 Fig. 2.1에 도시하 다. 유동

유발진동을 발생시키는 인자는 상당히 많으나 그 중에 구조물의 유동유발진동을 발생시

키는 주요 인자에 의한 진동 특성을 Fig. 2.2에 도시하 다.  유속에 의한 기저 진동은 주

로 난류에 의하여 발생되며 와류 등에 의한 공명 현상에 의하여 일정 유속 범위에서 진

동의 진폭이 커지게 된다[2.6, 2.12]. 유체의 탄성에 의하여 임계 유속 이상에서 진동의 

진폭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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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ube Pattern & Spacing

o Tube diameter
o Tube Material

Flow Conditions
o Fluid Properties
o Flow Direction
o Fluid-Phase

Thermal-Hydraulic Analysis

Vibration Excitation Mechanisms
o Mode Shapes, Hydraulic Forces

o Added Mass, Damping, Fluid-elastic Stiffness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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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Response
o Fluid-e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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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Test

3rd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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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tting Damage
Prediction

Problems?

Design
Modification

Acceptable Design

Yes

No

No

                 Figure 2.1  Design Process for Flow-induced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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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2  Typical phenomena of Flow-induced Vibration 

유속의 증가에 따른  진동 진폭은 난류에 의한 기저 진동에 의하여 증가하며 이로 인하

여 일반적으로 Fretting Wear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난류 혹은 

임계유속 근방에서 발생되는 진동에 의한 Fretting Wear가 세관의 전 수명 기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세관의 고유 진동수와 펌프 및 와류에 의한 유동의 맥동과 공명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며[2.13] 구조물 주위의 유속이 임계 유속 이내에서 운전

되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는 유체의 부가질량에 의하여 세관의 고유진동수는 공기 중

에서의 고유진동수에 비하여 감소하며 감쇠력에 의하여 세관의 진폭이 감소한다.

  프레팅 손상이란 접촉하중을 갖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미세한 진폭의 상대 운동을 

할 때,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마모현상 그리고 또는 물체 내부로의 피로 균열 성장으로 

인해 물체가 설계 수명 이전에 파손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2.2 유동유발력

   양단이 고정된 실린더는 Euler-Bernoulli 보로 표현되며 미세구간의 운동방정식

은 Hamilton의 원리에 근거한 힘의 평형을 고려하여 구할 수 있다.  진동하는 실린

더의 운동방정식[2.5]은     

                EI
∂
4
e I

∂x
4 +ρ sAs

∂
2
e I

∂t
2 =Fp+Fvl+Fvs+etc                     (2.2)

로 표시되며 e I와Fp,Fvl,Fvs는 각각 진동변위와 흐름에 의한 유동유발력(포텐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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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 정상 점성력)을 나타낸다. 유동유발력은 관성력과 감쇠력 그리고 탄성력으로 

나타나는데, 유동장에 의하여 세관에는 부가적인 유동유발력이 발생되며 부가질량 효과

와 감쇠효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체의 점성효과는 비교적 큰 Oscillatory 

Reynolds Number의 경우 무시할 수 있고 점성은 실린더가 안정을 잃는 임계유속을 증

가시킨다. 

 유동장 해석을 통하여 구한 실린더 표면에서의 압력을 원주방향으로 적분하게 되면 내

부 실린더의 유동유발력을 구할수 있는데 부가질량항, 감쇠항, 탄성항으로 각각 표현되

지만 Buckling에 의한 임계유속은 탄성항에 의하여 주로 향을 받는다.

 (1) 부가질량(Added Mass)

  유속에 의해서 실린더가 진동하게 되면 주위 유체도 진동함으로서 부가질량 효과가 발생

하게 되는데 실린더와 실린더가 서로 접할수록 부가질량이 커진다[2.14]. 즉 진동수가 

떨어지므로 저주파수가 된다. Fig. 2.3과 같은 관군의 유체에 의하여 부가되는 질량은 포

텐샬 유동의 경우에  

                        mf=
ρD 2b
4 [

(D e/D)
2
+1

(D e/D)
2-1 ]                          (2.3)

을 사용하여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사각배열에 대하여

                    D e/D= (1.07+0.56P/D)P/D                            (2.4)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P는 세관사이의 피치이다. 유체의 점성에 의하여 부가질량은 

증가하며 진동수가 작을 때에 점성효과가 더 크다[2.2, 2.14].

    관의 유효질량은 관의 자체질량, 관 내부의 유체질량 및 관을 둘러싸고 있는 

부가질량(added mass)등의 합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W=ρ tAt+ρ iA i+Cmρ oAo)                    

여기서, ρ t  는 관재질의 도,   ρ i는 관 내부의 1차측 유체 도,

       ρ o  는 관 외부의 2차측 유체 도,  At는 관두께의 단면적,

       Ai는 관 내부의 면적,   Ao는 관 외부의 면적,

       Cm은 부가질량 상수 

(2) 감쇠력(Fluid Damping)

 증기발생기 세관은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고 유체가 유동하는 간극이 존재하며 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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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

Figure 2.3  Schematic diagram of tube bundles

극 내에는 유체가 흐르는데 이 때 발생되는 유체 감쇠력은 관의 동특성에 중요한 향

을 미친다. 횡유동 속에 놓여 있는 관의 전체 유체감쇠비( ζ t)는 유체점성감쇠비( ζv), 주

로 관의 연결부위에서 발생하는 마찰감쇠에 의한 구조물감쇠비( ζs)와 유동종속감쇠비를 

포함한 이상유동감쇠비( ζ t p)를 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2.7].

                            ζ t=ζ v+ζ s+ζ t p                                   (2.5) 

  그림4의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체의 항력의 주파수가 세관의 고유진동수에 비하여 상

당히 클 때( ( f s > f n)에 준정적 이론(Quasisteady theory)에 의하여 감쇠계수를 예측할 

수 있다. 유체의 점성에 의하여 항력이 발생되고 또한 세관의 진동에 의한 항력의 상대

적 방향이 변하며 이로 인하여 감쇠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 경우에 x, y 방향의 감쇠계

수는

                   2πζ x=
Cd
2
ρD2

m
U
fD ,    2πζ y=

Cd
4
ρD 2

m
U
fD                    (2.6)

으로 표현된다[2.12]. 이것으로부터 횡류에 수직 방향의 감쇠계수가 유동방향의 감쇠계수

의 반임을 알 수 있다.

(3) 유체 탄성력(Fluid-elastic Force) 

 유체 탄성에 의한 유동유발진동은 각 세관의 위치 변화에 따라 변하는 항력과 양력에 

의하여 발생되며 세관의 간격이 일정한 범위(1.1D < P < 8D) 내에 있을 때에 발생된다

[2.13]. 일반적으로 타원 형태의 궤적을 갖는 진동을 하며 유체탄성에 의한 유체 유발력

은 세관의 상대위치의 함수로서 표현된다.

                  F x=
1
2
ρU 2Cxy j+1, Fy=-

1
2
ρU 2Kyx j                    (2.7)

  여기서 첨자 x와 y는 각각 힘의 방향을 나타낸다. 또한 Ky=∂g y/∂x는 세관 j의 x방



xj

yj

j-1

j+1

U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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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변위에 대한 j+1 세관에 작용하는 y방향의 힘을 나타내고 C x=∂g x/∂y는 세관 j+1의 

y 방향 변위에 대한 j 세관에 작용하는 x방향의 힘을 나타낸다.

                       

                                             F D sinα

                                                 F D cosα  
                                              ẋ
                 ẏ     UreI                     
                                         
                                                            
                                   ẏ

Figure 2.4  Damping mechanism due to drag force

       

              

                    U

                  Figure 2.5  Fluidelastic-mechanism of tube bundles

 세관의 진동 진폭이 급격히 증가하는 임계유속은 유체탄성불안정(Fluidelastic 

Instability)계수 를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임계유속은 세관 주위의 유속구배를 구하

고 이와 근접한 형상의 진동 모드를 선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2.9, 2.10]. 일반적으로 증

기발생기를 보수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되도록 작은 값의 유체탄성 불안정계수를 선정

한다. 유체탄성 불안정계수는 질량감쇠계수와 유속의 함수로 표현된다[2.6]. 

                           
Upc
f nD

=C [
mt(2πζt)

ρD 2 ]
0.5

                             (2.8)

여기서 mt  는 유체의 부가질량을 포함한 단위길이당 총질량이며  f n는 횡유동장에 놓

인 관의 고유진동수이고 Upc 는 실린더의 진폭이 급격히 커지는 임계 피치 유속으로서 

자유흐름의 속도, U∞c,를 피치비로 표시한 것이다[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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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pc=U∞c
P
P-D                                (2.9)

불안정탄성계수의 결정에 대한 각종 자료가 ASME SEC.Ⅲ APP. N(N-1300 series)에 

기술되어 있으며[2.6] 여러 가지 관군의 C의 값은 Table 2.1 에 나타내었다.

                     Table 2.1.  유체탄정불안정계수

                 

triangle
Rotated 

triangle

Rotated 

Square
Square All

C 4.5 4.0 5.8 3.4 4.0

2.2.3. 와류여기진동(Vortex-induced Vibration)

  세관이 유동장에 놓이면 일정 유속 이상에서 와류가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세관의 간

격이 세관의 직경에 비하여 비교적 클 때에 와류가 발생된다(P>1.4D). 세관을 통과한 

와류의 주기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할 때에 와류에 의한 진동(Vortex-induced 

Vibration)과의 공명에 의하여 구조물이 파괴될 수 있다[2.12]. 이러한 경우에 건정성 평

가를 수행해야 하며 와류여기진동을 해석할 때에 중요한 무차원 변수는 Strouhal 수로

서 세관의 배치 형상에 따라 결정되며, S = 0.1∼0.5의 범위에 있다.

                              S=
f D
U                                   (2.10)

와류에 의하여 유체의 유동에 수직한 방향으로 주기적인 힘이 작용하게 되며, 이 힘은 

양력계수 의 함수로서 표시할 수 있다.

                            F l=
1
2
ρU 2DC L sin(ω st)                       (2.11)

와류에 의한 진동은 일정 유속의 범위(Synchronization ; Lock-in & Lock-out)에서 발

생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계통의 유효질량 및 감쇠가 비교적 클 때에는 와류에 의한 

진폭이 작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즉 질량-감쇠계수가  

                           
2mt ( 2πζ )

ρD 2
>64                                (2.12)

일 때에는 와류여기진동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2.4 난류여기 진동 가진(turbulence-induced vibration)

    난류 횡유동장에 놓인 관은 랜덤 가진력을 받으며 연속체(보)로서 모델링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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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단위 길이당 난류에 의한 가진력 F(x, t)를 받는 균일한 단일관의 운동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EI
∂
4
y(x,t)

∂x
4 +m

∂
2
y(x,t)

∂t
2 +c

∂y(x, t)
∂t

= F(x, t)              (2.13)

    여기서, 관의 응답 변위, y(x, t), 를 관의 전체모드의 합으로 정의하면, 

      y(x, t)= ∑
∞

i=1
φ i(x)q i(t)   ,  i=1, 2, 3....          (2.14)

    여기서, φ i(x)  는 i 번째 진동 모드 형상이고, q i(t)는 일반화된 좌표이다. 식

(2.14) 을 식(2.13)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q ï( t )+2ζ iω i q i̇( t)+ω
2
q i(t)=Fi(t)                     (2.15)

여기서, 배관의 전장에 작용하는 가진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i(t)=
1
mL

⌠
⌡

L

0
φ i(x)F(x,t)dx                       (2.16)

임의의 두 모드 r과 s에 대해 평균평방 진폭을 스펙트럼 도 S( f)로 나타내면, 

    y
2(x,t)= ∑

∞

r=1
∑
∞

s=1
φ r(x)φ s(x')

⌠
⌡

∞

-∞
S qr, q s(f)df                 (2.17)

    여기서, S qr, q s(f)는 출력변위 q r  와 q s의 파워 스펙트럼 도이다. 전달함수

H( f)  와 S( f)  간의 관계식에 의해서 S qr, q s(f)  는 입력 Fr(t)와 Fs(t)  의 파워 스

펙트럼 도 S Fr,F s(f)  로 나타내면,

        
S qr, q s(f)=

1

ω
2
rω
2
s

Hr(f)H
*
s (f)S fr,Fs(f)                    (2.18)

그러므로 식(Ⅱ.14)를 식(Ⅱ.13)에 대입하면

        
y
2
(x,t)= ∑

∞

r=1
∑
∞

s=1
φ r(x)φ s(x')

⌠
⌡

∞

-∞

1

ω
2
rω
2
s

Hr(f)H
*
s (f)S fr,Fs(f)df         (2.19)  

 

파워 스펙트럼 도의 정의에 의하여  τ=0  일 때 S Fr,F s(f)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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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Fr,Fs(f)=
⌠
⌡

L

0

⌠
⌡

L

0
φ r(x)φ s(x')S Fr,Fs(f)dxdx'                 (2.20)

식(2.20)을 식(2.19) 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y 2(x,t)= ∑

∞

r=1
∑
∞

s=1

φ r(x)φ s(x')

ω2rω
2
s

⌠
⌡

∞

-∞
Hr(f)H

*
s (f) (⌠⌡

L

0

⌠
⌡

L

0
φ r(x)φ s(x')S Fr,F s(f)dxdx')df

                                                                       (2.21)

식(2.21)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의해서 간소화될 수 있다. 

- 관의 거동은 관의 단일 모드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 SF(f)는 관의 비감쇠계의 고유진동수 부근의 주파수 범위에서 일정하다.

- 해석모델 내에서 난류유동은 균질하다. 

이상의 가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간소화된다.

            y
2
(x,t)= ∑

k

r=1
∑
k

s=1

φ r(x)φ s(x')

16π
4
f
2
rf
2
s

⌠
⌡

∞

0
Hr(f)H

*
s (f)SF(f)df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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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험용  부분 핵연료 집합체의 유동유발진동 특성 

 가압경수로의 핵연료집합체는 냉각재의 축 방향 유동에 의해 유동유발 진동을 일

으킨다. 노심의 운전조건(방사능, 고온, 고압)에서 운용되는 핵연료 구조물의 미소한 

진동문제라도 심각한 구조적 결함, 품질저하, 그리고 핵연료 손상에 의한 사고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핵연료 지지격자가 노심조건에 의해 변형하여, 핵연료봉 

지지점에 간극이 발생하면, 기계적인 마멸이 촉진되어  핵연료에 심각한 구조적 손

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동유발진동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

자력 연구소에서는 핵연료 집합체의 유동유발 진동현상을 연구하고, 개발단계에 있

는 핵연료 구조부품인 지지격자의 기계구조적 성능평가를 위해 5x5 시험용 부분 핵

연료 집합체를 제작하고 유동유발진동 시험을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상온/상압

에 놓인 부분 핵연료 집합체의 유동유발진동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는 동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lender Structural Elements - Fretting Wear Damage

Flow Mechanism (Tube Bundle,  Two-phase Flow)

Analytical Approach for Hydrodynamic Forces

Experimental Study, Reliable Prediction of Dynamic Response

본 연구에서는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유동유발진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

서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단일 연료봉의 고유진동수와 진동모드를 분석하고 하

다. 관군에 향을 미치는 부가질량계수를 고려하여 중요한 진동 모드의 진동수의 

범위를 예측하고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 다.

   

3.1      실험장치  (FIVPET) 

   가압경수로용 핵연료집합체는 운전 중 노심의 냉각재 유동(5~8 m/s, 주류는 축

류이며, 지지격자나 혼합날개에 의한 횡류효과는 미미함)에 의해 축방향 유동유발 

진동을 일으킨다. 구조물과 나란한 방향으로 흐르는 축류에 의한 여기진동은 횡류

에 의한 진동에 비해 유동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가 작아 구조물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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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일으키는 임계유속이 매우 크고(50 m/s이상), 진동변위도 상대적으로 작은

(10
-2 
< A/D <10

-3
, A: r.m.s amplitude, D: rod diameter) 특징을 갖는다

(Paidoussis
1
). 이 때문에, 축류 유동유발 진동문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

분의 관련 산업분야의 구조해석 및 설계에 있어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해왔다. 

하지만, 원자력분야의 노심조건과 같이 가혹한 환경 (방사능, 고온, 고압)의 운전조

건에서 운용되는 핵연료 구조부품의 설계문제의 경우 구조물의 미소한 진동문제라

도 심각한 구조적 결함, 품질저하, 그리고 핵연료 손상에 의한 사고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핵연료 지지격자가 노심조건에 의해 변형하여, 핵연료봉 지지점에  간

극이 발생하면, 기계적인 마멸이 촉진되어  핵연료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발생시

킬 수 있기 때문에, 핵연료 지지격자가 갖추어야 할 기능요건에는 유동에 의한 집

합체 및 핵연료 봉의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동적 감쇄특성도 포함된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는 핵연료 집합체의 축류 유동유발 진동현상을 연구하고, 

개발단계에 있는 핵연료 구조부품인 지지격자의 기계·구조적 성능평가를 위해 작은 

크기의 시험용 부분 핵연료 집합체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운전 중 노심의 유

동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축방향 유동유발진동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시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의 수력시험 장치(VISTA)를 참조하여 참조시설 보다 넓은 유동조

건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 제작하 고, 집합체가 장입·설치되는  한

시험부의 진동저감을 위해 수 차례의 모의해석 및 시험을 통한 설계보완이 이루어 

졌다. 

시

3.1.1   부분핵연료 집합체의 FIV 시험

1) 시험시설

    Fig.3.1 은 시험시설인 유동유발진동 및 압력강하 시험장치(Flow-Induced 

Vibration and Pressure Drop Experimental Tester, FIVPET)의 개략도를 나타낸

다. 부분집합체가 장입 될 시험관은 내부 관측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아크릴판을 이

용하여 제작되었다. 배관부는 순환유체의 공급과 회수를 위한 주배관과 수동으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우회관(bypass), 그리고 이상 압력상승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rupture disk를 설치한 되먹임 관 등의 지관으로 구성된다. 배관

의 지지구조물은 시험부의 진동발생을 최소화하고, 시험관의 1차 진동모드를 억제

하는 방식으로 적절치 배치되었다. 시험관의 입구 및 출구의 유량과 압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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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동계측장치를 갖추고 있고, 시험유량은 변속 

인버터에 의한 펌프 회전수를 조절하여 일정간격으로 변화시켰다. 시험장치에 대한 

일련의 성능시험을 통해 충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 고, 장치 및 계측기의 신뢰

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검/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Fig. 3.1 Test facility overview (FIVPET).      Fig.3.  2          Test bundle (5x5 partial 

                                                    fuel assembly).

2) 부분핵연료    집합체     시편

  부분 핵연료집합체 시편은 지지격자체 단면의 대각선상에 위치하는 2개의 안개관을 

길이방향 위치에 따라 상/하단 및 중간 지지격자로 구분되는 5개의 지지격자체에 

안내관 슬리브와 함께 용접하고, 2개의 진동 측정용 모의봉(A, B)과 납 펠렛이 삽

입된21개의 시험용 연료봉을 끼워 제작되었다. Figure 2에서와 같이 특수 가속도계

가  장입 될 진동 측정용 모의 봉에는 텅스텐 재질의 중공 펠렛을 센서와 함께 장

입시켰다. 시험용 부분 핵연료집합체의 길이는 2189mm, 폭 64mm로 각각 상용핵연

료 길이의 1/2, 단면적의 1/10 수준이다. 부분핵연료집합체는 안내관의 상/하단을 시

험관의 양쪽 끝 단에 위치하는 연결 판에 볼트로 고정하여 유동루프에 설치된다.

3) 시험방법

부분집합체를 이용한 FIV시험의 유동조건으로 냉각재 온도는 20 ~ 32 ºC, 루프 내 

압력은 2 ~ 8 bar, 유속은 3 ~ 12 m/s의 유동범위(Re = 4E4 ~ 1.3E5)에서 시험이 

이루어 졌다. 이때 부분 핵연료집합체는 시험관 하단에서 상단으로 사각단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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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width 70mm)를 따라 수직 상승하는 냉각재의 축류 유동장에서 횡방향으로 진동

하게 된다. 시험이 시작된 후, 일정 간격으로 펌프 회전수를 변화시키면서 유동조건

을 조정하고 유동이 안정된 이후에 부분 집합체 각 위치에서의 진동신호와 시험관 

입/출구의 유동데이터를 측정하 다. 각종 센서로부터 측정된 진동신호와 동압력 신

호는 B&K사의 Signal Conditioning Amplifier와 Breakout Box를 거쳐, HP/VIX 

front end에 의해 신호획득 되고, 신호저장 및 데이터 분석은 MTS/IDEAS-PRO를 

이용하 다. 

3

3.2       가연성 실린더의 안정성

  유동장에 놓인 진동체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론적 개념을 이해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간단한 경우를 우선 살펴본다. 동심인 두 실린더의 사이에 이차원 

비정상 환상류가 내부 실린더의 일차원 횡진동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며 유동장

의 특성은 이론적 혹은 수치 해석적 방법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Fig. 3.3의 내 외

부 실린더의 반경은 각각 a, b  이며 환의 간격(annular clearance)은 H= b-a  으

로 표시된다[3.1]. 

   Fig. 3.3   Schematic  diagram of flexible cylinder subjected to annular flow 

원형도관내의 유동장에 놓인 동심인 유연성 실린더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

석적방법이 개발되었다. 진동하는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체유발력을 예측하고 동특

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점성유동의 지배방정식은 라플라스방정식으로

부터 구한다. 유체유동과 결부된 실린더의 유동방정식은 갤러킨의 방법에 의하여 

불연속방정식으로 표시되며 이로부터 계의 운동특성을 검토할 수 있다. 계가 좌굴

현상에 의하여 안정성을 잃는 임계유속에 대한 환의 간격과 실린더의 길이의 향

을 검토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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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quation of Motion

 환상 유동장에 놓인 길이 L인 가연성 실린더의 양단이 고정되어 있다면 

Euler-Bernoulli 보로 가정할 수 있다. 진동하는 실린더의 특성은 flexural rigidity 

EI, 단면적 As 와 실린더의 도 ρs.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Fig. 3.3의 가연성 

실린더에  작용하는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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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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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EI vsvlp

I
ss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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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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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ρ

                                                                                                                   (3.1)    

ti
kkI exEae ω)(∑= 는 실리더의 진동변위를 나타내며 아래첨자는 각각 다음과 같다.   

        p  :  Inviscid Fluid Force

        vL:  Unsteady Viscous Lateral Force

        vs   Steady Viscous Force

Inviscid Fluid Forces

  유동에 의하여 주어지는 유동유발력은 각각 부가질량, 감쇠항 및 탄성항을 포함

한다. 다음은 점성항을 무시한 포텐셜 유동에 의한 유체유발력을 나타낸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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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Inertial  Coriolis  Centrifugal   

                                                   

Normal mode expression (C-C Beam)

양단 고정보의 진동모드는

                )()()( xExExE HkTkk +=                            (3.3)

으로 표현되며 각각 지수항과 삼각함수항으로 분리된다[3.1]:

),/sin()/cos()( LxLxxE kkkTk βσβ +−=     )/sinh()/cosh()( LxLxxE kkkHk βσβ −= .

여기서 βkL는 각 모드의 eigenvalue로서 양단고정보의 경우에 4.73, 7.853, 10.996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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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Galerkin's Approach

 유동장에 놓인 실린더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린더의 미소구간에 작용하

는 운동 방정식에 갤러긴 접근법을 사용하여 행렬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방정식을 

얻는다.  이로부터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를 예측할 수 있다[3.2].

Equation of Motion for a Flexible Cylinder

 유동장에 놓인 가연성 실린더에 작용하는 운동방정식은 

                                                                                                                                              
),(2

2

4

4

txF
t
ym

x
yEI =

∂
∂

+
∂
∂

                                                                                                (3.4)

으로 표현되며 유체유발력은  각 각 부가질량, 감쇠항 및 탄성항을 포함한다

                                                                             [ ] ti
kkkk exPxPixPaF ωωω )()()( 012

2 −−=∑                         (3.5)

여기서 실린더의 변위는 모드의 합,  
ti

kk exEay ω)(∑= ,으로 나타낼 수 있다.

System Equation  

 시스템에 작용하는 시스템 방정식은 Galerkin의 접근법에 의하여 

           
⌠
⌡

L

0

϶E j(x)dx=0 j=1,2,3...n    (3.6)                

 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 ∂
4
E(x)

∂x
4 -ω

2
E(x)+σP(x)이다. 이로부터 행렬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 [ ] [ ] ,0}{}{}{ =++ qKqCqM &&&       
tieAq ω}{}{ =               (3.7)

한 예로서 질량 행렬의 각 항은

           
[ ] dxxExPxEm j

L

kkjk )()()(
0

2
2 ∫ += σω

                          (3.8)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스템 방정식을 풀어서 시스템의 고유치(eigenfrequency)를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시스템의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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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Unsteady Potential Flow

  가연성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동유발력은 포텐셜항과 점성에 의한 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점성을 무시한 포텐샬항은 Laplace 방정식으로부터 유동장을 해석하고  

Lagrange 방정식을 원주방향으로 적분하여 유동유발력을 계산할 수 있다{3.1].

Laplace Equation

 비점성 유동장을 해석하기 위하여 연속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라플러스 방정식을 

사용한다.

                                                                                                                                                        0),,,( 321
2 =Φ∇ txxx                                                                                                   (3.9)

여기서 속도포텐셜은 ),,,(),,( 321321 txxxxxxs φφ +=Φ 으로 표현되며 정상항과 비

정상항을 포함하며 정상 유속과 비정상 유속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sV φ∇=        φ∇='v                                                                                   (3.10)

Boundary Conditions

라플러스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실린더의 진동을 고려한 경계조건을 반 해야 한

다. 

                                                                                                                                                                               
0=∇•Φ∇+

∂
∂

b
b f
t
f

                                                                                    (3.11)

=bf equation of the moving body surface

즉, 진동체 표면에서 진동체의 수직방향 속도는 유체의 수직방향 속도와 같다.          

Inviscid Fluid Dynamic Eqauation

  진동하는 실린더 주위의 속도는 진동체에 의하여 향을 받으며  각 성분은 Fig. 

4에 도시하 다. 유체의 점성에 의한 전단응력도 진동체의 진동변위에 따라 작용하

는 각도가 변한다. 유동은 진동체의 속도에 의하여 향을 받으며 평균 유속의 방

향, β,은 진동체가 움직이며 방향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전단응력의 방향이 진동체

의 속도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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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         Velocity and skin friction components around the moving cylinder

        Lagrange Equation

유동장의 속도포텐셜은 라플러스 방정식과 경계조건으로부터 구하며 압력은 라그랑

지 방정식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t
UPP

∂
Φ∂

−Φ∇−=− ∞∞ ρρ 22

2
1

2
1

                                                (3.12)

좌변의 첫 항은 평균 속도에너지를 나타내며 다른 항은 진동에너지 항의 공간에 따

른 변화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다. 진동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은 압력을 원주방향으로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 •−−= ∞
s

pn ndsPPF )(
                          (3.13)

     unsteady lateral viscous force

   유체의 점성에 의한 힘은 점성에 의한 압력손실 항과 진동체의 진동에 의하여 

방향이 변하는 전단응력을 고려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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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여기서 압력 손실항은 레놀즈의 함수로 표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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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이며 전단응력은 진동에 의한 유속방향과 표면마찰계수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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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ϑττθ sin=     
2

2
1 Uc f ρτ =

                                                      (3.16)

식(3.14)에 보이듯이 유체의 점성에 의하여 점성항과 탄성항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2.4.      Dynamics of Clustered Cylinders

동심인 환상유동의 경우에 적용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관군의 경우에 해석 모델은 

대단히 복잡하며 관과 관 사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운동방정

식을 소개하고 포텐샬 유동에 의한 유동 유발력의 개념과 점성에 의한 행을 제시

한다.   

 

Equation of Motion (y Direction):

관군의 j실린더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은 실린더의 강성, 단면이차모멘트, 인장력

과 유체 유발력의 항으로 표현된다. [3.3; Chen, 1975].                   

           

.0)( 2

2

4

4

4

5
* =

∂

∂
+

∂

∂
−








∂

∂
+

∂
∂

−++
∂

∂
+

∂∂

∂

t
v

m
x
v

F
x
v

pAT
x

FF
x
v

EI
xt
v

IE jj
Lj
yj

jNj
y

Aj
yjj

   (3.17)   

                      

여기서  
*E :  Viscoelastic constant , Nj

yF   :  Viscous Hydrodynamic Force,

            fLj
y CUF 2

2
1 ρ=

 : Viscous Axial Hydrodynamic Force 을 각각 나타낸다.

l실린더의 x, y 방향의 운동( vl, wl)에 의하여 j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동유발력(y방

향)은  점성항과 비점성상으로 구분되며 비점성항(Lateral Inviscid Hydraulic 

Force)은   부가질량의 항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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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locity Potential for Inviscid Force

   Velocity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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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군은 n개의 실린더로 구성되며 유동장의 한점( rj, θ)에서의 속도포텐셜은 각 실

린더의 x, y 방향의 운동( ui, vi)에 의하여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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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여기서 rj, θ는 각각 실린더  j의 중심에 대한 좌표를 나타낸다. 

Boundary Conditions

실린더i의 x, y 방향의 운동( ui, vi)에 의한 실린더 표면에서의 유속은

                                    iiiiRr
i tvtuU

ii
θθ sin)/(cos)/(| ∂∂+∂∂==                                (3.20) 

으로 표현되며 식(3.9)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사용된다. 즉, 진동체 표면

에서 진동체의 수직방향 속도는 유체의 수직방향 속도와 같다. 

    Inviscid Force

라플라스 방정식과 경계조건으로부터 속도 포텐샬을 구할 수 있으며 라그랑지 방정

식을 활용하여  i실린더에 작용하는  x, y방향의 유동유발력은 관성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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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각 표현된다. 여기서 )/( tp ∂Φ∂= ρ 이고 α,σ,τ와 β는 부가질량 계수로서 진

동체의 진동 방향 l과 유동유발력의 방향i의 함수로서 표현된다. 

Eigenfrequency in Stationary Inviscid Fluid

관군내의 진동체에 의하여 생성되는 비정성유동장의 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실린더

의 동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In Air

관군이 정지 된 공기 중에 있을 때에는 유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유체유발력는 무시

할 수 있으며 진동 실린더의 진동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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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βk는 식(3.2)에서 기술하 다.

In Stationary Inviscid Fluid

관군이 유체(일반적으로 액체)에 놓여  있을 때에는 유체에 의하여 부가질량이 발

생된다. 따라서 공기중에 있을 때에 비하여 실린더의 진동수가 변하며 식(3.23)에 

의하여 표현되는 부가질량에 의하여 식(3.22)로 구한 고유진동수보다 작아지게 된

다.  

                                                                                                                                                                                               
n

p
p m

m ϖ
µ

2/1













+
=Ω

                                                                                                                                                                                                                                                                                                     (3.23)

여기서  '2
pp R µρπµ =  는 effective added mass로서 Fig. 3.5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3.4.] 

                                                    

  Fig. 3.5   Natural frequency and  effective added mass coefficients.

 Hydrodynamic Force in Flow

 관군 내에 유체가 흐를 때에 관군의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동유발력은 정지된 유체 



- 40 -

내에서 실린더가 진동할 때와 다르며 유속의 향을 반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

속의 증가에 따라 구심력에 의한 유체탄성과 코리오리스 항에 의한 감쇠력에 의하

여 주파수는 유속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Hydrodynamic Force (Inviscid)

 관군사이로 흐르는 유속에 의한 향을 고려하고 실린더가 불안정하기 시작하는 

임계유속을 어림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점성효과를 무시하면 식(3.2)와 같이  코리

오리스항과 구심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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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는 유속을 나타낸다. 대괄호 안의 앞부분은 x방향 진동에 의하여 i방향의 

유동유발력을 나타내며 뒷부분은 y방향 진동에 의하여 i방향의 유동유발력을 나타

낸다. 

Viscous Damping Force

   유체의 점성에 의한 유동유발력은 감쇠력, 축에 수직한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분력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방향의 유속에 의한 감쇠력은 상응 점성 감쇠계수, 

C,의함수로서 표현되며 . 

                                                                                                              )/( tuCFD ∂∂=  

           )sinsin( 22 θθρ psN CCRVF +=                                                                                                                                                           (3.25)

                                                                                                                θρ cos2
sL CRVF =

여기서 Cs, Cp는 전단응력과 압력에 의한 항력계수이고 θ는 축 방향과 유동방향과

의 사이각이다.

Dynamic Response of Clustered Cylinders

  축방향의 유속에 놓인 관군의 동적특성은 식(3.17)에 캘러킨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1차 모드의  이론적으로 구한 결과와 실험적으로 구한 결과( 고유진

동수, PSD)를 Fig 3.6에 도시하 다 {3.5, 3.6].  일차 모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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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주위실린더의 진동에 의한 각기 다른 부가 질량이 진동 실린더에 작용하기 때

문이며 실험으로 구한 진동수의 밴드는 이러한 의미를 포함한다.. 고유진동수는 유

속의 증가에 의하여 작아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동에 의한 유체탄성력이 작용하

기 때문이다.   

   

  Fig. 3.6  Typical dynamic response of clustered cylinders in axial flow 

                       (Paidoussis etc, 1982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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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검토 

  유동 유발력에 의한 관군의 동적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구한 결과를 기존의 이론으로 구한 결과와 

비교검토 하 다. 

Natural Frequency

 본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는 Fig 2에 보인 것과 같이 여러 지점에서 지지되

어 있다.  따라서 튜브는 각 길이의 조합체로 가정할 수 있다. Table 3.1은 양단이 

단순 지지된(pin-pin) 보가 공기 중에 있을 때에 길이의 변화에  따르는 각 모드의 

주파수를 식(3.22)을 사용하여 구하 다.  Table 3.2는 공기 중에서 측정한 튜브와 

집합체의 모드별 주파수를 예시하 다.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튜브는 지지간의 

길이에 의하여 향을 받으며 집합체는 집합체 전체 길이에 의한 저주파수 모드에 

의하여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Fig.3.7은 유속을 증가시키면서 튜브에서 측정한 

동적 특성으로서 Fig. 3.6에서 보인 특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속

의 증가에 따라 주파수의 변동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임계유속 보다 실험

에서의 유속이 비교적 작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범위의 유속에서 주파

수 특성은 유속의 효과를 무시하고 어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공기 중에서의 주

파수를 식(3.22)을 사용하여 Table 3.3에 예시하 으며 주변의 관의 진동에 의한 부

가질량을 고려한  식(3.23)을 사용하여  1, 2차 및 3 모드의 범위를 예시하 다. Fig 

3.7의 실험 결과를 참조하면 1차와 3차 모드가 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3.  1.   Natural Frequency by Equation of Motion 

                    for Pin-Pin system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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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Natural Frequency by Modal Test

                                                                                                                                                     25.916.07.01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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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ypical dynamic response of a tube with axial flow velocity

Table    3.3.  Natural Frequency  for Pin-P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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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일반적으로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실험적으로 구한 결과를 Fig. 

3.8에 도시하 다. 주요 진동 주파수가 유속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점이 

있으며 이는 주요 진동 모드가 천이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3.7].

                                                                                                                                           
jhgecba fmDdVKY ζρ=                                                                                                                                                                                                                                                                                                 (3.26)  

a b c e g h j

Chen 1 2 0 1 0 -2 0

Paidoussis 0.8 2.6 0.8 2.2 -0.66 -
1.6

0

Reavis 1 1.5 0.4 1.5 -1 -
1.5

-
0.5

Wambsganss 0 2 1.5 1.5 -1 -
1.5

-
0.5

a b c e g h j

Chen 1 2 0 1 0 -2 0

Paidoussis 0.8 2.6 0.8 2.2 -0.66 -
1.6

0

Reavis 1 1.5 0.4 1.5 -1 -
1.5

-
0.5

Wambsganss 0 2 1.5 1.5 -1 -
1.5

-
0.5

aa bb cc ee gg hh jj

ChenChen 11 22 00 11 00 -2-2 00

PaidoussisPaidoussis 0.80.8 2.62.6 0.80.8 2.22.2 -0.66-0.66 -
1.6
-
1.6

00

ReavisReavis 11 1.51.5 0.40.4 1.51.5 -1-1 -
1.5
-
1.5

-
0.5
-
0.5

WambsganssWambsganss 00 22 1.51.5 1.51.5 -1-1 -
1.5
-
1.5

-
0.5
-
0.5

          Fig. 3.8   Peak Vibration Amplitude and frequency with flow velocity

 본 연구룰 통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동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어림적 방법이 소

개되었고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어림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유동유발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포텐셜 유동과 부가질량계수를 소

개하 다. 봉과 관군의 고유진동수를 구하기 위하여 충격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관군의 부가 질량 효과를 고려하려 봉의 동적 특성을 분석하 으며 실험 결과의 저

주파수 역은 연료봉 집합체의 고유진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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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심원내에서 진동하는 내부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체유발력의 근사적 해법

4.1 비정상 유동장 특성 및 근사적 해법

  동심인 두 실린더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정상 환상 유동에 관한 연구는 저

널 베어링의 불안정성[4.1]
 
및 원자로 구조물의 유체유발진동[4.2-4.4]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심량을 변화시키면서 실린더의 일차원 진동에 

의한 얻은 유체유발력을 저널 베어링의 oil whirl과 관련하여 응용할 수 있다[4.5].  

oil whirl에 의한 진동특성은 진동에 따른 편심량의 변화에 의한 부하의 변화와 유

막의 압착에 따른 유체유발력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구조물에 유체유발진동이 

발생될 때에는 비정상 환상 유동에 의하여 진동체에 작용하는 유체유발력을 구하고 

이로부터 유체에 의한 부가질량과 감쇠계수를 구하여 진동체의 동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구조물의 유체유발진동을 유발시키는 유체유발력은 일반적으로 질량항, 감쇠항 

및 탄성항으로 분류되며 음의 감쇠항 혹은 탄성항에 의하여 진동체는 불안정하게 

된다[4.6]. 유체에 의한 부가질량에 의하여 진공 중에서 예측되는 계통의 고유진동

수를 낮추게 된다. 비정상 환상류가 내부 실린더의 일차원 횡진동에 의하여 생성되

면 원주방향과 반경방향의 비정상류 및 비정상 압력이 존재한다. 진동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과 유체의 전단응력을 원주방향으로 적분하면 비정상 관성항과 감쇠

항을 구할 수 있다. 진동체의 진동 진폭이 비교적 작다고 가정하면 유체유발력은 

진동에 대하여 선형적이며 진동체의 동적 특성을 선형적으로 구할 수 있다[4.7]. 

  동심인 두 실린더의 사이에 이차원 비정상 환상류가 내부 실린더의 일차원 횡진

동에 의하여 발생할 때 진동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체유발력을 예측할 수 있는 근사

적 모델을 개발하 다. 비정상 유동의 유동 특성은 진동 레이놀즈 수와 반경비에 

따라 크게 둘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동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 개의 모델을 개발하

다. 즉 유속의 진폭의 실수부는 허수부와 비교하여 크며 원주방향 유속의 진폭의 

반경방향 구배는 작은 레이놀즈 수의 경우에 포물선형으로 표시되고 비교적 큰 진

동 레이놀즈 수의 경우에는 난류의 구배와 유사하다. 또한 반경방향 유속의 진폭의 

구배는 진동 레이놀즈 수에 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며 반경방향에 대한 일차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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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선형적임을 보이고 있다. 원주방향의 평균유속은 포텐샬 이론의 결과를 사용

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부가질량은 유동장의 속도에너지를 고려하여 Lagrange 방

정식으로부터 구하 고 감쇠력은 운동량 방정식을 사용하여 유도하 다. 유체유발

력은 부가질량계수와 무차원 감쇠력의 항으로 표시되며 반경비와 진동 레이놀즈 수

에 따른 변화율을 예시하 다. 유체와 실린더 표면에서의 전단응력에 의하여 원주

방향으로 압력이 변하며 이에 의한 압력변화율과 전단응력을 고려하여 감쇠력을 구

하 다. 일반적으로 원환의 간격비가 작을 때 감쇠력은 주로 압력변화율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동심인 두 실린더의 사이에 이차원 비정상 환상류가 내부 실린더의 일차원 횡진

동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며 유동장의 특성은 이론적 혹은 수치 해석적 방법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Fig. 4.1의 내 외부 실린더의 반경은 각각 a, b  이며 환의 간

격(annular clearance)은 H= b-a  으로 표시된다. 원주방향의 좌표, θ ,는 진동 축

에 대한 방위각을 나타낸다. 진동체의 진동변위와 속도는 각각

              e o= aεe
iΩt,   

deo
dt
= iaΩε e iΩt                             (4.1)

이며 Ω는 진동 회전 주기(circular frequency)를 표시하고 ε은 무차원 변위를 나타

낸다.

                                               θ

                                                         dθ   

  Fig.  4.1.  Geometry of the fluid annulus, showing elementary control volume

                      and velocity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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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장의 유체변수는 진동속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차원화 할 수 있다;

         

p̂=
p

ρa
2
Ω
2
ε e

iΩt = P cosθ,  ŵ=
w

iaΩε e
iΩt =W(Z) sinθ,

 v̂=
v

iaΩε e iΩt
= V(Z) cosθ                    (4.2)

여기서 p, w  및 v는 각각 압력, 원주방향 및 반경방향의 유속을 나타내며 

Z= r-a  이다. 또한 각각의 진폭은 P, W(Z)  및 V(Z)로 표시되며 점성유동의 진

동면에서의 경계조건을 고려하면 윗 식과 같이 삼각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무차

원 간격비와 진동 레이놀즈 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h=
H
a
,  Res=

Ωa
2

ν                        (4.3)

수치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한 원주방향과 반경방향의 무차원 유속의 진폭을 Fig. 2

에 나타내었다. 비정상 유동장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지며 허수부는 실수부에 

비하여 작음을 알 수 있다. 원주방향 유속의 진폭은 진동 레이놀즈 수에 의하여 

향을 받으며 낮은 진동 레이놀즈 수인 경우에는 층류의 포물선 형태이며 높은 진동 

레이놀즈 수의 경우에는 난류의 구배에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진동체 표면, Z=0, 

에서의 값은 진동체와 유체의 미끄럼이 없는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반경방향의 비

정상 유속의 진폭은 비교적 일차 함수임을 알 수 있다.

유체의 비정상 유동에 의하여 진동체에 작용하는 유체유발력은 일반적으로 비정

상 압력과 전단응력을 원주방향으로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진동체

에 작용하는 관성력을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고려하여 근사적으로 구하 다.  또한 

유체의 점성에 의한 감쇠력은 진동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전단응력과 이와 

관련된 비정상 압력을 고려하여 구하 다. 전단응력과 관련된 비정상 압력은 운동

량 방정식을 사용하고 평균 원주방향 유속과 유속의 구배를 고려하여 정량화 하

다. 무한히 긴 진동체의 일차원 진동에 대한 유체의 유동장은 이차원이며 길이방향

의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a) 부가 질량계수

진동하는 내부 실린더의 진동 변위가 e o(t)일 때 유체에 의하여 진동체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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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힘은 Lagrange 방정식을 사용하여

  Fmv=
d
dt

∂Tv

∂ e ȯ
= -ρπa 2α v

d
2
e o

dt 2 ,    
Fmp=

d
dt

∂Tp

∂ e ȯ
= -ρπa 2α p

d
2
e o

dt 2    (4.4)  

로 표시된다. T는 원환 사이의 유체가 가지는 전체 운동에너지를 표시하고 α는 부

가질량을 나타낸다. 또한 아래첨자 v와 p는 각각 점성유동과 포텐샬 흐름을 나타내

며 dot는 시간에 대한 미분을 표시한다. 유체의 전체 운동에너지는 원주방향과 반경

방향의 유속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원환 면적에 대하여 적분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T=
⌠
⌡

2π

0

⌠
⌡

b

a

1
2
ρr (w

2
+v

2
) dr dθ                        (4.5)

 원환내에서 내부실린더의 진동에 의한 비정상 포텐샬 흐름의 경우에 원주방향의 

유속은 근사적으로 

                           wp≈Wp e o ̇ sinθ e iΩt                         (4.6)
표시되며 원주방향 유속의 무차원 진폭은

    

 

                                                                 Res=50;   ◦,□□
                                                                Res=1740; ◊, x

                                                               present method; ___

           ⊙                                                       

                                             

Wv                                         Vv  

                     Res=50; ◦,□□, ______
                   Res=1740; ◊, x, 

_ . _ 
 

                               Z                                           Z

Fig. 4.2  Radial variation of the nondimensional amplitude of unsteady flow 

velocities in (a) circumferential and (b) radial directions for b/a=1.25, by 

the present method (lines; 
____
, 
_ . _ . _

 ) and the numerical method 

(symbols; viscous theory, ...........; potential theory): real parts(◦,◊, 
_____
 , 

.............) and imaginary part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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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b
2
+a

2

b 2-a 2
= α p= constant                 (4.7)

이다. 높은 레이놀즈 수의 경우의 부가질량계수는

            α vh≈Wp+
2
3

2
Res

a
H (Wp- 0.5 +

1
2Wp ) +

1
3Wp            (4.8)

으로 표시된다. 비교적 낮은 레이놀즈 수의 경우에 부가 질량계수는               

       

α vl≃
α p

W
2
pH
⌠
⌡

H

0 [ (AZ
2
+BZ+C)

2
+ (1-

Z
H
)
2] dZ

= 1.2Wp+0.2+
0.4667
Wp

                  (4.9)

이다.  

 (b) 점성 감쇠계수 

원환 내부 실린더의 일차원 진동에 의한 이차원 유동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단응

력과 관련된 원주방향의 압력 강하에 의하여 진동체에 점성 감쇠력이 작용한다. 

Fig. 1에서 보인 원주방향의 미소면적에 작용하는 운동량 방정식은 진동의 진폭이 

작다고 가정하면  유속의 곱의 항과 시간에 대한 미분항은 무시된다. 따라서 운동

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시된다.

                         -
H
r
∂p
∂θ
- τ a- τ b= 0                       (4.10)

윗 식에서 진동체 표면에서의 유체의 전단응력은 

                τ a= μ ∂w∂r ∣ r= a,
  τ b= - μ ∂w∂r ∣ r= b

               (4.11)

으로 표시되며 원주방향 유속의 진폭의 구배을 나타내는 식을 사용하면 전단응력을 

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전단응력에 의하여 감소되는 원주방향의 압력 구배를 계산

할 수 있다. 진동체에 작용하는 유체의 감쇠력은 진동체 표면에서의 전단응력과 비

정상 압력을 원주방향으로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Fd= -a
⌠
⌡

2π

0 (p cosθ + μ 
∂w
∂r ∣ r= a

sinθ) dθ                 (4.12)

여기서 p cos θ =
d
dθ
(p sinθ)-

dp
dθ
sinθ  으로 표시되고 무차원 변수를 고려하면 

유체 감쇠력은

          

Fd= ρa
2
Ω
2
a εe

iΩt⌠
⌡

2π

0 [
∂ p̂
∂θ

- i
a
Res  

∂ ŵ
∂Z ∣ Z= 0

] sinθ dθ
= i ρ πa 2Ω2aεe iΩt F d̂

      (4.13)

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진동체에 작용하는 무차원화 된 감쇠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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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ĥ= -
1
Res [

1+h/2
h

2 (Wp+0.5) +
1
2
(Wp+1)]       (4.14)

으로 간단하게 표시된다. 

4.2 해석결과 검토     

 동심인 두 실린더의 사이에 이차원 비정상 환상류가 내부 실린더의 일차원 횡진동

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동장을 해석하여 진동체에 작용하는 유체유발력을 근사적으

로 구하 다. 따라서 근사적으로 구한 유동장의 해석 결과를 기존의 수치해석 결과

와 비교하여 근사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타당성을 입증한 후에 부가질량

과 무차원 감쇠력을 레이놀즈 수와 반경비에 따라 구하여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

다. 비교적 낮은 혹은 높은 레이놀즈 수에 근거한 근사모델의 결과를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두 모델의 적용범위를 예시하고 천이 역을 검토하 다. 반경비와 

진동 레이놀즈 수의 변화에 따른 부가질량의 변화를 Fig. 4.3에 도시하 으며 수치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하 다. 일반적으로 반경비와 진동 레이놀즈 수가 증가

할수록 부가질량계수는 감소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레이놀즈 수의 경우에는 부가

질량계수는 진동 레이놀즈 수에 향을 받지 않고 오직 원환의 기하학적 형상의 함

수로 표시된다. 이 경우에 얻은 결과는 Re s=50의 수치해석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 이하의 진동 레이놀즈 수의 경우에 본 근사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부가질

량계수는 수치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비교적 작다. 본 근사해법으로 구한 비교적 높

은 레이놀즈 수의 경우( Re s≥500  )에의 근사적 해는 반경비, b/a,가 약 1.2에서 1.8

까지 수치 해석해와 잘 일치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레이놀즈 수의 모델을 사용하여 얻은 무차원 감쇠력을 Fig. 4.4에 

나타내었다. 부가질량계수와 마찬가지로 반경비와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감쇠

력은 감소하고 있다.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진동 레이놀즈 수가 작거나 반경비

가 작을 때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Fig. 4.5에 비교적 높은 레이놀즈 수

의 모델을 사용하여 얻은 무차원 감쇠력을 도시하 다. 진동 레이놀즈 수가 크거나 

반경비가 클 때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수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감쇠력이 진동 레이놀즈 수 혹은 반경비에 따라 두 모델의 응

용 범위가 향을 받음은 원환 간격에 대한 침투깊이의 비( δ p/H= 2/Res⋅a/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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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관련됐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진동 레이놀즈 수와 반경비의 함수인 반경비에 대한 침투깊이 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의 크기에 따른 유동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두 근

사모델을 사용하여 얻은 부가질량계수와 무차원 감쇠력을 예시하고 수치해석적으로 

구한 해와 비교 검토하 다. Fig. 4.3에서 설명하 듯이 비교적 낮은 진동 레이놀즈 

수의 모델을 사용하여 얻은 부가질량계수는 오직 반경비에만 향을 받는다. 원환

의 간격에 대한 침투깊이의 비, δ p/H ,가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레이놀

즈 수의 모델이 적합하고 침투깊이의 비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레이놀

즈 수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모델의 사용범위를 경계짓는 천이 역은 침투

깊이의 비가 약 0.2∼0.25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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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50;   ◦, _ . _ .
                                     α vh  □□  Res=500;  □□, ...........
                                    □□  Res=5000; ◊, -----
                                     α vl  ;     ______

                       αv

                                 

                                                  ↗

                                         potential result 

                                                      b/a

Fig. 4.3 Added mass coefficients for various oscillatory Reynolds numbers, given by 

the present method (lines) and the numerical method(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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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l̂

                                                         Res=50  ;   
 ________

 ,◦

  

                                                         Res=500
 ;  ............., 

□□
                                                         Res=1000;  ------

                                                         Res=2500;  _ . _ .
                                                         

Res=5000; ------, ◊

                                                         ↖ Res=10000; _______ 

                                   b/a

Fig. 4.4  Nondimensional damping forces for various oscillatory Reynolds numbers, 

given by the present method (lines) developed for low oscillatory Reynolds 

number and by the numerical method(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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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ĥ
                      

                                                         Res=50;   
 __________

 ,◦

                                                      ↙ Res=500
 
;  .............., 

□□
                                                         Res=1000;  ------

                               ↗                        Res=2500;  _ . _ .
                       

Res=10000
                   ↖ Res=5000;  ------, ◊

                                                            

                                         b/a

Fig. 4.5  Nondimensional damping forces for various oscillatory Reynolds numbers, 

given by the present method (lines) developed for high oscillatory 

Reynolds number and by the numerical method(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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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아주 낮은 진동수의 경우( Res≪50)에는 점성효과를 비교적 적게 고려된 

결과를 얻는다. 비교적 높은 레이놀즈 수의 경우에는 부가질량계수는 기하학적 형

상과 진동 레이놀즈 수의 근의 역수로 표시된다. 

   공학적 응용 측면에서 기존의 모델을 사용하여 점성효과를 고려한 유체유발력을 

예측하려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된다. 본 근사모델을 사용하면 쉽게 

점성효과를 고려한 부가질량계수와 무차원 감쇠력을 구하여 유체유발력을 예측할 

수 있고 비교적 해가 정확하여 공학적 응용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할 것이 예측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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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고찰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구조물 혹은 부품들은 유동유발력에 의하여 진동하게 되

고,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동유발진동은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에 피로로 파괴를 야

기 시키는 중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품들은 크기의 최적화 또는 열전달 성능 

기준의 만족 등을 위하여 높은 내부 유동을 가지게 되며, 높은 유속의 유동은 유동유발

진동에 의한 과도한 진동을 가능케 하여 유체 흐름 내에 설치된 튜브와 튜브 고정을 위

한 지지구조물 사이에 기계적인 마모현상을 유발함으로써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연

료 집합체에서의 유동진동에 의한 마모 혹은 파손은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해야 하는 경

우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동유발진동은 유체에 의해 부가되는 질량, 

감쇠력, 탄성력과 구조물의 특성에 의하여 향을 받으며, 환상류의 경우 환의 두께 즉, 

두 실린더 사이의 간격에 의하여 상당히 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유동유발진동 문제

는 큰 진폭의 진동방지와 작은 진폭의 진동에 의한 피로방지 및 유체와 구조물간의 진

동기구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핵연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최적화된 실험 루우프가 필요하며 

이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동적 거동을 고찰하고 핵연료가 안정성을 잃는 유체의 임

계 유속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유동유기진동과 관련된 적절한 실험 

루우프를 설계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실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검증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료봉의 유동에 의한 

기저 진동은 주로 난류에 의하여 발생되며 와류 등에 의한 공명 현상에 의하여 일

정 유속 범위에서 진동의 진폭이 커지게 된다. 유체의 탄성에 의하여 임계 유속 이

상에서 진동의 진폭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연료봉의 건전성을 검토하고 유체유발진동 실험의 결과를 향후 핵연료 설계에 

반 하기 위한 실험 루우프 설계를 당해 연도 연구와 관련되어 수행되었다. 연료봉

의 고유 진동수와 펌프 및 와류에 의한 유동의 맥동과 음향파의 공명 현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실험 루우프를 설계하고 구조물 주위의 유속이 임계 유속 이내에서 운

전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과제의 내용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수행

하 으며 당해 연도에는 핵연료 집합체의 축류 유동유발 진동현상을 실험적으로 파

악하고 어림적으로 동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실험의 관

심 주파수 역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를 파악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에 본 

보고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1) 유동유기진동 메커니즘 분석 및 주요 실험 계수 도출

   신형 핵연료 집합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유기진동의 주요 원인과 메커니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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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중요한 실험 계수 등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하여 현재 유동유기진동과 관

련하여 설계에 반 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 다. 유동유기진동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연계된 무차원 변수를 소개하 으며 이는 모의 실험을 수행할 때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분석 자료를 토대로 연료봉의 유동유기진동 예비분석을 2000년도 

보고서(KAERI/CM-422/2000)에 제시하 다.  

(2) 기존 실험 루우프의 검토 및 실험 루우프 설계

   유동유기진동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가지 실험 루우프를 검토하고 실험 장치

를 구비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 다(KAERI/CM-422/2000). 비교적 

간단하고 작은 경비로서 연료봉의 유동유기진동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초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루우프는 웨스팅하우스의 VISTA 실험 루우프가 적절하 다. 

VISTA 실험 루우프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설계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 실험 

루우프의 설계 개선 사항을 제시하 다. 특히 섭동 압력 측정상의 주의사항과 연료

봉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명현상에 의한 부가적인 진동을 예측하 다. 이는 예비 

실험을 통하여 얻은 신호를 분석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실험 루우프 설계 사양 결정

   실험 방법과 설계상의 고려사항 등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루우프의 개념 설계

를 수행하 으며 실제 핵연료에 발생되는 유동유기진동의 임계유속을 어림적으로 

계산하고 기존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험 루우프의 유량 범위를 결정하 다. 실험 

루우프에 설치될 펌프, 수조, 열교환기 등 주요 기기의 선정 조건 등을 분석하고 주

요 사양을 2000년도 보고서(KAERI/CM-422/2000)에 제시하 다. 개념 설계를 토대

로 상세설계를 수행를 수행하고 펌프의 성능, 유량 측정 및 관로 손실의 이론을 소

개하고 시방서를 2001년도 보고서(KAERI/CM-490/2001)에 첨부하 다.

(4) 시운전 절차서, 외부 소음 예측 및 예비 실험 방법 검토

   본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시운전을 수행해야 하며 계통의 동적특성을 분석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분석할 때에 이용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펌프의 동적 특

성, 기계진동, 계통의 기초 모드, 동압 등을 고려하여 시운전 절차서를 검토하 고 

시험부에서 검출될 수 있는 외부 소음을 분석하여 예비실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

다. 실험 결과에 향을 미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음기 설계의 

기초 이론을 소개하 다. 

(5) 핵연료 집합체의 축류 유동유발 진동현상

   본 보고서의 연구 내용으로서 핵연료 집합체의 동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어

림적 방법이 소개되었고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

다. 어림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유동유발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포텐셜 유동과 부

가질량계수를 소개하 다. 봉과 관군의 고유진동수를 구하기 위하여 충격시험이 수

행되어야 한다. 관군의 부가 질량 효과를 고려하려 봉의 동적 특성을 분석하 으며 

실험 결과의 저주파수 역은 연료봉 집합체의 고유진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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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유발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심인 두 실린더의 사이에 이차원 비정상 환

상류가 내부 실린더의 일차원 횡진동에 의하여 발생할 때 진동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체유발력을 예측할 수 있는 근사적 모델을 개발하 다. 진동체에 작용하는 관성

력을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고려하여  근사적으로 구하 다.  또한 유체의 점성에 

의한 감쇠력은 진동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전단응력과 이와 관련된 비정상 

압력을 고려하여 구하 다. 

   유체유발진동과 관련하여 건전성을 평가할 때에 고려해야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평가에 사용된 각종 실험 계수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체유발진

동기구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험 조건을 실제 상황과 비교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 및 이론으로부터 얻은 계수 값이 유체유발진동 평가에 사

용되었을 때에 각 계수 값의 사용한계를 제시해야 하며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유체유발진동과 관련하여 세관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에 중요한 항목은 연료봉의 유

동유기진동 예비분석보고서(KAERI/CM-422/2000)을 참조한다.

   끝으로 유체유발진동과 관련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해석 고유 모델을 보완하고 

가동 원전의 핵연료봉 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충

분히 확보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동장에 놓인 

관군에 대한 본 실험 루우프를 활용하여 유체유발진동 해석에 사용되는 각종 실험

계수를 우리 스스로 도출하는 것은 기술 자립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3자 

코드(PIPO 등)를 사용하여 유체유발진동 건전성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구조물의 안정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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