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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유동을 고려한 경사기능재료 원통셸의 연성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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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upled fluid-structure interaction problem is analyzed using the theoretical method to investigate 
the coupled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ly graded material(FGM) cylindrical shells conveying an 
incompressible, inviscid fluid. Material properties are assumed to vary continuously through the thickness 
according to a power law distribution in terms of the volume fraction of the constituents. The steady flow 
of fluid is described by the classical potential flow theory. The motion of shell represented by the first 
order shear deformation theory(FSDT) to account for rotary inertia and transverse shear strains. The effect 
of internal fluid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imposing a relation between the fluid pressure and the 
radial displacement of the structure at the interface. Numerical examples are presented and compared with 
exiting results.

* 
1. 서  론

석유화학산업, 화학공정 플랜트, 발전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체저장용기나 파이프 등은 고온, 
고압 상태의 유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한다. 이들 유

체를 포함한 구조물의 거동은 유체를 포함하지 않

는 구조물의 거동과 매우 다르다. 유체 유동을 고려

할 경우 유체의 동압은 구조물의 변형을 일으키고 

이 변형은 다시 유체의 흐름과 압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유체의 영향을 단순히 정적인 힘으로 취급

하여 해석할 경우 큰 오류가 발생된다. 유체 및 유

동 유체를 고려한 원통셸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구조물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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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등방성 재료로 구성되었다(1~3). 경량화가 요

구되는 곳에는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계

하고 있으나(4,5) 복합재료 구조물은 각 층간의 응력 

불연속과 층간 분리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경사기능재료(FGM)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다(6~9). 경사기능재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단순히 접착하지 않고 한 방향(또는 여러 

방향)으로 즉,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재료물성을 

연속적으로 변하도록 하여 주로 가혹한 온도환경에

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재료이다. 경사기능

재료를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유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체를 고려한 연구는 Chen 등(8,9)에서만 

볼 수 있다. 이들은 경사기능재료 원통셸을 적층셸

로 취급하여 각 층의 물성을 하나의 등방성 재료로 

등가화하여 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각 층

간의 물성을 등방성으로 등가화하여 해석할 경우 

경사기능재료의 특성을 정확히 구현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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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유체 유동을 고려한 경사기능재료 구조물

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유체 유동을 

고려한 경사기능재료 원통셸에 대해 유체-고체 연성 

특성을 고려한 진동해석을 하고자 한다.

2. 수 식 화

경사기능재료 원통셸에 대한 기하형상을 Fig. 1에 

나타냈다. 여기서  과 는 각각 셸의 평균 반지

름, 길이 및 두께이다.    및 는 축방향(), 원주

방향( ) 및 반경방향() 변위이다. 셸 내부에는 유체

가 일정한 속도 로 축방향으로 흐른다. 그림에서 

셸 및 유체영역을 각각  ,  , 그리고 셸과 유체가 

접하는 경계를 로 나타냈다. 경사기능재료 원통셸

의 내면(  )은 세라믹으로 외면(   )은 
금속재료로 조성하였으며, 경사기능재료의 재료특성 

P가 두께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변하도록 혼합법칙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1)

여기서 첨자 와 은 각각 세라믹과 금속재료를 

의미하며, 지수 는 세라믹의 양을 조절하는 값으로 

체적비 지수(volume fraction index)라 하며 양의 정

수를 갖는다. 이 식에 따라 의 값이 커질수록 세라

믹의 비율이 많아진다. 식에서 를 0로 하면 금속재

료로만 구성된 등방성 셸이 되고, 를 무한대에 가

까운 값을 하면 세라믹만으로 구성된 셸이 된다. 

Fig. 1 The considered fluid-conveying FGM cylin-
drical shell

이 연구에서는 세라믹재료로는 내열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산화물(Al2O3)을, 금속재료로는 기계적 성

능이 우수한 티타늄 합금(Ti-6Al-4V)을 이용하여 경

사기능재료를 구성하였다. 상온에서 이들 재료의 탄

성계수( ), 푸아송 비() 및 밀도()는 다음과 같다.

Al2O3 : 
  GPa ,    ,    kgm.
Ti-6Al-4V : 
  GPa ,    ,    kgm.

셸의 중립면에 대한 각 방향변위를    및  
그리고  축에 대한 회전을 와 라 하면, 1
차 전단변형이론으로부터 원통셸의 변위장을 다음

과 같이 쓸 수 있다.

         (2)

원통셸의 변형률은 식 (3)과 같은 내평면 변형률

과 식 (4)와 같은 횡방향 전단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다.

     

   


 (3)

   

      (4)

여기서 (,)는 뒤에 명시된 아래첨자에 대한 미분을 

나타낸다. 원통셸에 대한 응력성분은 다음과 같다.

    
 (5)

셸에 대한 변형 및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6)

  




     (7)

임의의 경계조건에 대한 변위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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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는 진폭을 나타내는 상

수이며,   및 은 축방향 파수(wave number) 및 

원주방향 파수이다. 는 모드관여계수로 시간 의 

함수이다. 축방향 진동모드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 는 축방향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보함수로써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coshcos
sinhsin

′ 
(9)

여기서  은 경계조건으로부터 결정될 값이다. 

비점성, 비압축성인 유체가 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로 흐를 때 유체의 속도 포텐셜 은

 (10)

이며, 는 섭동 속도 포텐셜이다. 각 방향에 대한 

유속( )은 다음과 같이 된다.

    

    (11)

섭동 속도 포텐셜은 다음의 라플라스 식을 만족

해야 한다.  

  


 



     in  (12)

유체 밀도를 라 하면 원통셸의 벽면에 작용하

는 유체 동압 는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부터 다음

과 같이 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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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quency parameter comparisons of the cylin-
drical shell conveying fluid 

셸과 유체가 접하는 지점 에서 반경방향 속도

는 서로 같아야 하므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t  (14)

라플라스식 (12)과 연속 조건식 (14)을 동시에 만

족하는 섭동 속도 포텐셜 를 2종 Bessel함수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cos
(15)

따라서 원통셸의 벽면에 작용하는 유체 동압은 

식 (13)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cos
(16)

이 유체 동압에 의해 행해진 일은 다음과 같다.

 


  (17)

원통셸에 저장된 총 에너지는 식 (18)과 같다.

 (18)

Table 1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ies for FGM 
shells (R=1 m, h/R=0.002, L/R=20)

n Present Ref. [6] r.e.(%) Ref. [7] r.e.(%)
p=0.5

2
4
6
8

10

4.5168
7.0971
16.5932
30.0211
47.2968

4.5168
7.0972

16.5940
30.0230
47.3010

0
-0.001
-0.005
-0.006
-0.011

4.5204
7.0999

16.6051
30.0616
47.3387

-0.080
-0.039
-0.072
-0.133
-0.089

p=1
2
4
6
8

10

4.4800
7.0382
16.4544
29.7696
46.9005

4.480
7.0384
16.455

29.7710
46.9050

0
-0.003
-0.004
-0.005
-0.010

4.4836
7.0410

16.4663
29.8110
46.9425

-0.127
-0.040
-0.072
-0.139
-0.090

p=5
2
4
6
8

10

4.4068
6.9250
16.1913
29.2940
46.1514

4.4068
6.9255

16.1920
29.2960
46.1550

0
-0.007
-0.004
-0.007
-0.008

4.4103
6.9277

16.2030
29.3337
46.1927

-0.079
-0.039
-0.072
-0.135
-0.089

r.e. : relative error=(Present-Ref.)/Re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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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8)에 Rayleigh-Ritz법을 적용하면 식 (19)와 

같은 유체 유동을 고려한 원통셸의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 E E  
EMMF EC  EKKF

(19)

여기서 K M은 셸 구조물의 강성 및 질량행렬이

며, KF MF 및 C는 유동 유체에 의한 강성, 질량 

및 감쇠행렬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KF 
 





 


cos 
MF

 




 


cos 
C

 




 


cos
(20)

식 (19)는 다음과 같은 고유치 문제로 된다.





 EE E 




 


E 

 E 

   (21)

이 식으로부터  ± 를 얻게 된다. 유속   

인 경우 가 구하고자 하는 계의 고유진동수가 된다. 
 일 때 계는 발산형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며 

 가 될 때의 유속을 임계유속이라 한다. 유속이 

0인 경우 식 (21)은 EE 로 축소된다.

3. 해의 검증

유동 유체의 속도에 따른 해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 단순 지지된 등방성 원통셸에 대해 참고문

헌 (1)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이 때 셸은 강철로 구성되었으며, 기하형상은 셸의 

길이 대 반경 비(비)가 2, 셸의 두께 대 반경비

(비)가 0.01이며, 고려된 유체는 물이다. 결과

에 표기된 진동수 및 속도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 (22a)



 (22b)

여기서 는 굽힘강성계수이다. 제시된 결과는 원주

방향 반파수 =5에서의 1차 (=1)진동수를 나타

낸 것으로 유속이 작은 경우 참고문헌의 결과가 약

간 큰 값을 가지나 전반적으로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1)의 해 유도과정에서 내평면 관성, 
횡전단변형 및 회전관성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 해

석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에서는 유체가 채워지지 않은 단순 지지

된 FGM 원통셸에 대해 =1모드에서의 진동수를 

Loy 등(6) 및 Patel 등(7)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석

에서 Loy 등(6)은 얇은 셸이론을 적용하였고, Patel 
등(7)은 고차 전단변형이론을 적용하였다. 고려된 셸

의 내면은 니켈, 외면은 스테인리스강으로 구성된

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체적비 지수에 대해 

결과들이 잘 일치한다. Loy 등(6)과는 최대 0.01 %, 
Patel 등(7)과는 최대 0.14 %의 상대오차를 보이고 

있다.

4. 결과 및 토의

앞으로의 수치결과는 단순지지 경계조건을 갖는 

원통셸에 대해서만 고려하였으며, 진동수 매개변수 

및 속도 매개변수를 다음과 같이 경사기능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중 금속재료의 물성을 이용하여 다

시 정의하였다.







 
 (23a)







 

(23b)

Fig. 3은 =2, =0.1의 기하형상을 갖는 원

통셸에 대해 원주방향 반파수가 1차 진동수 (=1)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0.2인 FGM셸

의 경우 유체의 속도에 관계없이 =2에서 항상 기

본 진동수가 형성되고, =3에서 2차 진동수가 형성

된다. 그러나 =5인 FGM셸의 경우 기본 진동수가 

나타나는 원주방향 반파수가 속도에 따라 변한다. 
즉, 속도 매개변수가 0.28이하에서는 =3에서 기본

진동수가 나타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기본진동수는 

=2에서 나타난다. 또한 속도에 따른 =1과 =4
에서의 진동수 변화를 보면, =0.2인 셸의 경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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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circumferential wave number on 
frequency parameter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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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the lowest three frequency para-
meter with volume fraction index p

모드의 진동수 크기가 속도변수 0.05을 기준으로 

바뀌며, =5인 경우에는 0.26을 기준으로 진동수 

크기가 뒤바뀐다. 전반적으로 체적비 지수가 매우 

작은 경우 속도 증가에 따라 기본진동수가 나타나

는 모드의 순서가 바뀌지 않으나 체적비 지수가 커

지면 모드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의 증가에 따라 재료조성이 달라져 구

조물의 강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0.2인 FGM셸

은 =5인 FGM셸에 비해 속도에 대해 매우 민감하

게 반응하여 진동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진동수 매

개변수가 0이 되는 임계유속의 경우 각 원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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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L/R  ratio on fundamental frequency 
with h/R  ratio=0.05 and 0.15

모드 수에 따라 체적비 지수가 0.2에서 5로 변함에 

따라 속도매개변수는 크게 증가한다. 체적비 지수에 

따라 셸의 강성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 4는 Fig. 3에서 이용된 경사기능재료 원통셸

에 대해 체적비 지수 에 따른 1~3차 진동수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Fig. 4(a)에서 나타난 유속이 0인 

경우 모든 차수에 대해 금속재료로 구성된 셸이 가

장 작은 진동수를 가지며, 세라믹으로 구성된 셸이 

가장 큰 진동수를 갖는다. 의 값이 커질수록 즉, 
세라믹 비율이 증가할수록 진동수는 증가한다. 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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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값에 따른 영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의 값이 어느 이상이 되면 저차인 경

우 진동수 변화가 매우 작다. 만일 값이 매우 크

거나(→∞) 작은 경우(→0) 진동수는 세라믹 또는 

금속재료로 구성된 셸의 진동수와 거의 같은 값을 

갖게 된다. 그림에서 1차진동수(=3에서 발생) 및 

2차 진동수(=2에서 발생)가 거의 동일한 값을 갖

는 이유는 2차 진동수에서 유체의 추가질량에 의해 

진동수감소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다. 일반적으로 유체에 의한 진동수 감소는 원주

방향 반파수 이 작을수록 그 영향이 커 진동수를 

크게 감소시킨다. Fig. 4(b)에서 나타난 진동수 매개

변수의 비()에서 는 유속이 0.2일 때, 는 

유속이 0일 때의 진동수 매개변수이다. 금속셸의 경

우 유속의 영향이 가장 커 유속에 의한 진동수 감

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세라믹 셸에서 가장 작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체에 의한 운동에

너지가 셸의 운동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으로 

유체의 운동에너지가 금속셸에 보다 큰 영향을 주

기 때문에 가장 큰 진동수 감소가, 세라믹 셸에 가

장 작은 영향을 미쳐 가장 작은 진동수감소가 발생

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경사기능재료 셸에서도 

값이 작을수록 진동수 감소가 크게 발생되며, 값
이 클수록 그 영향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0.8인 경우 유체의 속도의 영향이 저차일수록 크

게 작용하나 0.8이상인 경우 1차 진동수보다 2차 

진동수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체적비 지수 

의 값이 어느 이상이 되면 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어 진동수 감소가 거의 일정하다.
Fig. 5는 셸의 두께 대 반경비 (비)가 기본진

동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Fig. 5(a)는 

유속이 0일 때의 진동수변화로 비가 클수록 진

동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셸의 길이 대 반경비 

(비)가 클수록, 체적비 지수 가 작을수록 

비의 영향이 적게 나타난다. 또한 비가 커질수

록 지수 에 따라 진동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가 커질수록 지수 에 따른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Fig. 5(b)는 

속도 매개변수 가 0.1일 때의 진동수 매개변수의 

비() 를 나타낸 것이다. 비가 작을수록 유

속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진동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0.2인 경우 그 영향은 더

욱 크게 나타난다. 또한 셸의 길이 대 반경비가 클

수록 유속에 의한 진동수 감소가 커진다. 비가 

매우 작은 경우 진동수 매개변수의 비가 0인 경우

는 이미 고려된 속도 매개변수 =0.1이하에서 임

계속도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은 셸의 길이 대 반경비가 기본진동수에 미

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Fig. 6(a)는 유속이 0일 

때의 진동수변화로 비가 증가에 따라 진동수는 

급격히 감소한 후 일정한 값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 작거나 비가 작은 경우 그 

경향은 더욱 커진다. 한편 Fig. 6(b)는 속도 매개변

수가 0.1일 때의 진동수 매개변수의 비()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처럼 비가 커질수록 유

속의 영향은 커져 진동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비가 작은 경우 유속에 의해 진동수

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경사기능

재료의 체적비 지수가 작을 경우 진동수 감소는 더

욱 크게 발생된다. 체적비 지수가 0.2이고 비가 

0.05인 경우 진동수비는 비가 8이상이 되면 오

히려 증가하는 거동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가 어느 이상이 되면 유속의 영향이 줄어드

는 것을 의미한다.

5. 결  론

유체 유동을 고려한 경사기능재료 원통셸에 대해 

유체-고체 연성효과를 고려하여 연성 진동특성을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경사기능재료 원통셸의 두께방향 재료특성을 지

배하는 체적비 지수는 진동수에 큰 영향을 미치나 

어느 이상이 되면 그 영향은 작아진다. 셸의 두께 

대 반경비 (비)에 따라 진동수는 증가하며 셸의 

길이 대 반경비 (비)가 작을수록, 체적비 지수

가 클수록 그 영향은 더욱 커진다. 비에 따라 

진동수는 급격히 감소하다 어느 값 이상이 되면 진

동수는 거의 일정한 값으로 접근한다. 유속에 따른 

영향은 체적비 지수가 작을 경우 매우 크며, 체적비 

지수가 어느 이상이 되면 그 영향은 일정하다. 
비가 작을 때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며, 특히 

비가 클수록, 체적비 지수가 작을수록 그 영향은 더

욱 커진다. 그러나 비가 어느 이상이 되면 그 

영향은 일정하다. 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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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은 비 및 체적비 지수가 작을수록 커진

다. 유속에 따라 기본진동수가 나타나는 원주방향 

모드의 수가 변하며, 기본진동수가 나타나는 원주방

향 모드의 수를 기준으로 모드의 수가 작아지거나 

커질수록 속도의 영향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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