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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mping of multi-span tube with loose supports according to the finite support clearances is in-
vestigated through the experimental modal analysis. Loose intermediate support leads to strong 
nonlinearity in tube dynamics, provides statistical nature, and increases tube damping through im-
pacting and friction at the supports. Fraction of critical damping was estimated by the modal 
curve fitting to parameter estimation from the measured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Magnitude 
of random excitation force, which can reproduce the in-situ excitation in operating environment, 
was maintained as constant value with a fine tolerance during vibration testing. Range of input 
force was carefully selected to cover from the low magnitude excitation for linearly behaved tube 
motion to high magnitude of force for nonlinearly-behaved tube motion. Estimated critical damping 
ratio shows scatters in data and tends to increase as the magnitude of rising force and decrease 
with upward frequency variation. Larger size of support gap increases multi-span tube damping for 
high magnitude of excitation. 

1) 

1. 서  론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계의 동특성에 큰 변화가 없

다고 가정하면, 구조물의 동적거동은 외부 가진력과 

감쇠특성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된다. 감쇠(Damping)
는 진동하는 구조물의 에너지 소산(Dissipation) 메카

니즘이며, 이론이나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감쇠특성

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정확한 감쇠특성의 확인

은 과도 및 사고 조건에서 해당 구조물의 안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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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 때문

에, 정확한 감쇠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설

계될 구조물의 안전응답에 대한 설계 여유도(Design 
Margin)를 확보하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시

장에서 설계 기술을 고유화시키는 기본이 된다.
한편, 증기발생기의 내부는 다수의 전열관이 다수

의 정방향 셀 지지격자로 지지된 복잡한 구조로, 원자

로 노심에서 온 1차 계통의 고온 냉각수가 전열관 내

부로 흐르고, 증기발생기의 용기 내부 및 전열관 외부

로 흐르는 2차 계통의 냉각수가 상변화 후 안정적으

로 증기가 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체계

이므로 고속으로 흐르는 이상(two phase)의 유체와의 

상호작용과 불규칙한 가진 메카니즘으로 인하여 내부 

전열관이 동적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근래에 주요한 증기발생기 손상 및 사고 사례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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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열관의 동적불안정, 특별히 역위상(out of phase) 
모드에 의한 동적 불안정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1, 2)

본 논문은 이러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감쇠특성을 

공기중 분위기에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열관 

직관부의 지지점 간극에 따른 예비 동특성 시험을 수

행하였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운전조건에서 가진되

는 메카니즘과 실험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U자형 

전열관을 하부 직관부와 상부 곡관부로 나누어 시험

모델을 구성하였는데, 우선 4개의 스팬을 갖는 직관부 

시험모델을 이용하였고, 중간 지지부는  예비시험의 

성격을 감안하여 단순화시킨 EC격자구조 시편을 기

계가공하여 제작하였다.   

Fig. 1 Test Setup(4span, 2meter, 3ECs)

2. 감쇠측정 시험 및 결과

Fig. 1은 시험 setup을 보여준다. 하부가 고정되고 

다점 지지된 직관부의 경우, 최 하부 스팬의 아래쪽을 

가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구조물이 하부에서 

지지되므로, 지지강성이 상대적으로 큰 위치를 가진하

는 것이 시험결과의 보수적인 예측 관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증기발생기 내

부에서 전열관 직관부가 받게 되는 정상조건 수력하중

은 분포된 압력섭동으로 사고조건의 하중의 크기에 비

해 극히 작은 값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진력 크기와 파

형은 정상 운전조건에서의 수력하중을 감안하여, 대략 

0.2~6 N 범위의 랜덤하중을 사용하였다. 힘은 전자기 

방식 가진기를 이용하여 구조물에 전달하고, 일정한 크

기로 되먹임 제어되었다. 응답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 측정된 두 입력과 응답을 이용하여 각 

스팬 위치에서의 주파수 응답함수를 얻었다. 임계 감쇠

비는 측정된 주파수 응답함수로부터 모드 곡선 맞춤을 

통한 모드 파라미터 추정방법으로 얻었다. Fig. 2는 두 

가지 지지점 간극에 대한 임계 감쇠비 측정결과를 랜덤 

가진력의 크기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측정결과에서 보

듯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산란특성으로 인하여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EC 지지점 간극과 가진

력의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 다점지지 관의 임계감쇠비

가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서는 일

정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

은 참고문헌(3)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Fig. 2 Fraction of critical damping according to the 
support clearance of multi-span tube

3. 결론

이상과 같이, 전열관 직관부의 지지점 간극에 따른 

임계감쇠비 측정 예비시험을 Lab-scale 단위로 수행하였

고, 기존의 시험 데이터와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운전환경은 

증기와 유체가 섞여 있는 이상유동 조건임을 감안하면, 
향후 유체 점성감쇠, 유동에 의한 감쇠, 이상유동 감쇠 

등 를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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