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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에　따른 미세 U-tube의　동적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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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온, 고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열교환기는 열변

형에　따른　열응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U-tube 
형태의 관형 열교환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진동 

환경 에서 U-tube는 동하중에 대한 내구성 평가 

가 요구된다. 그러나, 고온, 고진동 환경에서 사용 

되는 U-tube에 관하여 응력을 실제로 측정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연구에　사용된　U-tube의　직경과　두께는　아주　

미세하므로，주파수　응답을　측정하기　위하여　

튜브에　직접　가속계를　설치하는　것은　현시점에선　　

매우　어려우며，가속도계를　튜브에　설치하더라

도　가속도계의　무게가　튜브의　진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미세　튜브

의　진동　특성과　동적　응력을　관찰　및　예측하기　

위해선　새로운　실험　 및　해석　절차가　제안되어야

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진기와　카메라를　이용한　

진동　튜브의　가시화를　통한　진동　특성을　관측하

고　동적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튜브의　동적　

응력을　예측하는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２．가진　실험

2.１　실험　장치의　구성

Fig. １은　진동　시험에　사용된　장치　및　고정된　

시편　형상을　보여준다．U-tube의　한쪽　 끝은　

블록과　함께　용접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며，가진

기를　제어하기　위한　가속도계는　블럭　윗부분에　

설치하였다．또한，연구에 사용된 U-tube 형상을　

보여준다．U-tube의　소재는　Inconel　이며，시편

의　직경은　매우　작으며，직경에　비해　길이가　

매우　긴　형상을　가지고　있다．

   

   (a) Shaker           (b) Specimen set-up
Fig. １ Excitation test equipment and installation

２.２ 단일 U-관의 공진주파수 

실험에　앞서，U-tube의　공진주파수를　예측하

기　위하여　모드해석을　수행하였다．Fig. 2는　

모드해석　결과를　보여준다．１에서　４차까지의　

공진주파수는　각각　118.0，211.3，342.0, 777.7　Hz
임을　확인하였다．

예측된　공진　주파수를　검증하고，시험편의　

공진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하여，카메라를　이용

하여　１차　공진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는　

튜브를　가시화　하였으며，해석과　실험에서　관찰

된　공진주파수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a) 1st mode (118.0Hz）   (b)  2nd mode (211.3Hz)

(c) 3rd mode （342.0Hz）  (d)  4th mode (777.7Hz)
Fig. 2 Mode shape of resonance frequency of  U-tube in 

mod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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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가속도에 따른 변형량　
가속도에　따른　튜브의　진동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다양한　가속도　범위에서　가진　실험을　

수행하였다．입력　가속도　범위는　0.3G 부터 

4.0G까지의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　시험편의　

공진　주파수와　공진　조건에서의　최대　변위는　

일정하지가　않고　변하므로，가진　실험은　공진주

파수　부근의　주파수　대역에서　정현파　실험을　

수행하였다．Fig. 4는　１차　공진점에서　진동하는　

튜브를　보여준다．진동하는 U-tube의 변형　형상

과　최대　변위는　캠코더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１차　공진점　부근에서　관측되었다．

Fig. 5는　가진　실험으로　부터　측정된　가속도에　

따른　최대　변위를　보여준다．가속도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변위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특히，가속도가　１.５G 이상에

서　튜브의　최대　변위는　거의　수렴함을　알　

수　있었다．

Fig. ４ Vibrating U-tube during exciting test

Fig. ５ Displacement of U-tube according to the accel-
eration obtained from exciting test

３. 동적 유한요소해석

실험　결과를　보면，　튜브의　１차　공진주파수에

서　최대　변형이　발생되어，튜브의　임계　모드임을　

알　수　있었다．그러므로，가속도에 따른 1차 

공진주파수에서 U-tube의 최대변위에서 발생되는 

응력을 예측하고자 한다. 동적　응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조화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모델

은 3-D beam 요소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였다. 변위 구속조건은 양단이 용접되어 있

으므로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Fig. 6은 가속도에 따른 관측된　최대변위와 그 

때의 예측된 응력을 보여준다．Inconel 소재의 항

복강도가 450MPa 이므로, 최대 변위가 8mm 이하

일 때, 소재는 탄성 변형을 가지며, 최대변위가 

8mm 이상일 때는, 소성 변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６ Max. stresses of U-tube according to the dis-
placement obtained from harmonic analysis

４. 결  론

진동환경에　있는　미세　U-tube의　내구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진동시험과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1. 모드해석과 진동　튜브의　가시화를 통하여 

U-tube의 공진주파수와　진동모드를　관측하였다.
2. 다양한 가속도에 따른 진동시험을 수행하여, 

1차 공진주파수에서 최대　변위를 측정하였다. 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U-tube의 최대 변위는 비선

형적으로 증가함을 관찰되었다. 튜브의　１차　

공진주파수에서　최대　변형이　발생되어，튜브의　

임계　모드임을　알　수　있었다．

3. 가진실험과　조화진동해석을　통하여　진동환

경에서의　동적　응력을　예측할　수　있었다．

４．해석으로부터　구하여진　동적응력은　실험

을　통하여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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