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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를 분석한 내용과 

분석 자료에 기계 학습을 이용해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을 다

룬다. 근래 들어 건조 및 설계 기술의 발달로 LNG 운반선의 화물창

이 대형화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LNG 관련 선박이 한국 대형 조

선소의 주력 선종으로 떠오르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액화천연가

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화물

창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슬로싱 하중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슬로싱 현상은 비선형성이 강하고 복잡한 특성을 지니며, 산업체

에서는 일반적으로 모형 실험을 통해 슬로싱 하중을 산정한다. 국제 

선급과 ITTC(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를 비롯한 여러 기관

에서 실험 절차와 방법을 개발해 왔고, 현재 어느 정도 정형화된 방

법을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에서는 안내된 실험 절차에 

따라 국내 조선소의 지원을 받아 많은 슬로싱 모형 시험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저장된 실험 자료의 양은 약 540TB에 달하며, 여러 

종류의 설계 선박에 대해 다양한 모형, 환경 하중 조건, 운용 조건, 

실험 환경 조건에서의 실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슬로싱 모형 시험소에 축적된 자료를 

다룬다. 이를 위하여 과거 자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장된 자료

를 검토하고 정제하였다. 그리고 현재 산업체의 주된 관심사인 표준 

크기 이상의 LNG 운반선과 LNG 연료탱크에 대한 모형 시험 자료

를 추출하였다. 추출 자료를 바탕으로 기계 학습을 이용하여 실험 



 

조건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실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

을 개발하였다. 

기계 학습 방법으로는 인공신경망을 구축하였다. 여러 실험 조건

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인공신경망의 입력 인자로 사용하였다. 인공

신경망의 형태와 여러 초모수들을 추출 자료에 맞게 최적화되었다. 

그리고 최적화된 인공신경망에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실험 결과

를 예측하였다.  

활용도 검증을 위해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여러 모형 시험 결과

를 예측하고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인공신경망은 실험 결과

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였으며, 환경 하중 조건, 운용 조건, 그리고 

모델 형태의 변화에 잘 대응함으로 보여 주었다. 또한 정확도 높은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 시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

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실험 조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면 슬로싱 하중을 선제적으로 고

려하여 화물창과 연료탱크를 설계할 수 있다. 나아가 선박 운항 시 

위험한 슬로싱 하중이 발생하는 조건을 피해 운항할 수 있는 경로

와 운항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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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슬로싱 하중 예측 

 

학번: 2017-37019 



1 

목 차 

1. 서론 .............................................................................................. 15 

1.1 연구 배경 ......................................................................................... 15 

1.2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 ..................................................... 20 

2. 자료 집합 분석 ........................................................................... 25 

2.1 자료 집합 분석 과정 ..................................................................... 25 

2.2 자료 집합(SNU DB) 소개.............................................................. 26 

2.2.1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 집합의 성격 ................................. 26 

2.2.2 운동 플랫폼 ............................................................................. 29 

2.2.3 모형 제작 ................................................................................. 32 

2.2.4 계측 장비 설치 ....................................................................... 34 

2.2.5 6자유도 운동 시계열 생성 .................................................... 39 

2.3 자료 집합 정제(Data cleaning) ...................................................... 41 

2.4 자료 집합 정제 및 추출(Data cleaning and extracting) .............. 42 

2.4.1 자료 집합 추출 조건 ............................................................. 42 

2.4.2 화물창 모형 자료 ................................................................... 48 

2.4.3 추출 자료 집합의 실험 조건 인자 ..................................... 53 

2.5 자료 집합 전처리(Preprocessing and transformation) 및 후처리 

자료(Post-processed data) ....................................................................... 55 

2.5.1 압력 이상화와 충격 압력 값 추출 ..................................... 56 

2.5.2 극치분포함수의 적용 ............................................................. 58 



2 

3. 정보 추출(Patterns & information) ......................................... 62 

3.1 슬로싱 모형 시험 결과 심각도 분석 ......................................... 62 

3.2 선수각 조건과 실험 결과 ............................................................. 67 

3.3 적재수심 조건과 실험 결과 ......................................................... 71 

3.4 환경 조건과 실험 결과 ................................................................. 73 

3.5 6 자유도 운동 시계열 자료와 실험 결과 ................................... 78 

3.5.1 6자유도 운동 시계열 대표값 산출 ...................................... 78 

3.5.2 원시 자료 집합 ....................................................................... 79 

3.5.3 자료 집합의 정제 및 결과 ................................................... 83 

3.6 주요 변수와 실험 결과와의 관계 ............................................... 89 

4.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실험 결과 예측 ................................... 91 

4.1 인공신경망 구성 및 소개 ............................................................. 91 

4.1.1 인공신경망의 구조 요약 ....................................................... 92 

4.1.2 활성화 함수 ............................................................................. 94 

4.1.3 손실 함수 ................................................................................. 95 

4.2 인공신경망 실험 인자 분석 ......................................................... 96 

4.2.1 모형 인자 ................................................................................. 98 

4.2.2 부유체 인자 ............................................................................. 99 

4.2.3 환경하중 인자 ....................................................................... 101 

4.2.4 부유체 운용 인자 ................................................................. 103 

4.2.5 6자유도 시계열 인자 ............................................................ 104 



3 

4.2.6 모형 시험 환경 인자 ........................................................... 108 

4.2.7 입력 인자 요약 ..................................................................... 110 

4.3 인공신경망 학습 과정 및 정확도 검증 ................................... 113 

4.3.1 추출 자료 집합 분리 ........................................................... 113 

4.3.2 가중치 갱신 방법 최적화 ................................................... 113 

4.3.3 은닉층의 개수 최적화 ......................................................... 128 

4.3.4 가중치 초기화 ....................................................................... 130 

4.3.5 오버피팅 ................................................................................. 136 

4.3.6 초모수(Hyperparameter) 최적화 .......................................... 143 

4.3.7 입력 인자 검증 ..................................................................... 154 

4.3.8 앙상블 방법(Ensemble Method) ........................................... 156 

5. 인공신경망 사례적용을 통한 활용도 검증 ......................... 158 

5.1 138K LNG 운반선 결과 예측 ...................................................... 158 

5.1.1 화물창 모형 ........................................................................... 159 

5.1.2 센서 설치 ............................................................................... 161 

5.1.3 실험 조건 ............................................................................... 164 

5.1.4 예측 결과 ............................................................................... 166 

5.1.5 6자유도 운동 민감도 확인 .................................................. 173 

5.2 산업체 모형 시험 결과 예측 ..................................................... 176 

5.2.1 삼성중공업 최적 설계 모델 결과 예측 ........................... 176 

5.2.2 현대중공업 LNG 연료탱크 모델 결과 예측................... 182 



4 

6. 결론 및 향후 연구 ................................................................... 188 

6.1 결론 ................................................................................................. 188 

6.2 인공신경망 적용 범위의 한계 ................................................... 193 

6.3 향후 연구 ....................................................................................... 194 

참고문헌 ........................................................................................... 196 

  



5 

표 목 차 

Table 2-1 Characteristics of SNU DB ........................................................... 27 

Table 2-2 Performance of 6DoF motion platform (large-size, 10-ton capacity).

 ............................................................................................................... 30 

Table 2-3 Performance of 6DoF motion platform (mid-size, 5-ton capacity).31 

Table 2-4 Sensor specification (provided by Kistler Group). ........................ 34 

Table 2-5 PXI-4495 spec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Instruments). ....... 38 

Table 2-6 Conditions of target data selection. ............................................... 45 

Table 2-7 Database summary of cargo hold model tests. .............................. 46 

Table 2-8 Database summary of LNG fuel tank model tests ......................... 47 

Table 2-9 Correlation matrix for model test parameters in SNU DB. ........... 54 

Table 3-1 Comparison between the highest 1/n model test results of Rayleigh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and statistical results of the experiments.

 ............................................................................................................... 66 

Table 3-2 Pierson correlation r of the test conditions and results. ................ 90 

Table 4-1 Test parameters of the model test data i. ....................................... 97 

Table 4-2 Experimental parameters and selected attributes. ....................... 110 

Table 4-3 Results of the weight update method optimization for the validation 

data set after 106 epochs. ..................................................................... 127 

Table 4-4 Test matrix for the number of hidden layer optimization. ........... 128 

Table 4-5 Results of the hidden layer number optimization........................ 129 

Table 4-6 Experimental conditions of dropout ratio pi-layer. ......................... 139 

Table 4-7 Initial setting range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 144 

Table 4-8 The final setting range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 149 

Table 4-9 Description of the selected neural networks. .............................. 153 

Table 4-10 Comparison of network performance for the input parameter 



6 

combination. ........................................................................................ 155 

Table 5-1 Tank dimension of 138K LNGC cargo hold model. ................... 159 

Table 5-2 Test condition summary of 138K LNGC cargo hold model. ...... 164 

 

  



7 

그 림 목 차 

Fig. 2-1 Data mining procedure of sloshing model test database. ................. 25 

Fig. 2-2 Storage shar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loshing model test 

Database (SNU DB). ............................................................................. 28 

Fig. 2-3 Stewart type motion platform (large-size, 10-ton capacity). ........... 30 

Fig. 2-4 Stewart type motion platform (mid-size, 5-ton capacity). ............... 31 

Fig. 2-5 Example of model tank.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of 

138K LNG carrier No.2 cargo hold model. 1/70 scale. ......................... 32 

Fig. 2-6 Examples of model tank with internal members made by stainless 

steel: STX independent B-type tank model (left) and pump tower 

structure of SHI LNGC cargo hold model (right). ................................ 33 

Fig. 2-7 Two different sensor configurations on the sensor cluster. .............. 35 

Fig. 2-8 Examples of sensor and cable installation. ...................................... 36 

Fig. 2-9 Model tank and sensor panel configuration. .................................... 37 

Fig. 2-10 Tank model of STX shipbuilding company with internal structures: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presented by Kim et al., 2013a. 44 

Fig. 2-11 Tank model of SHI with floating blanket and pump tower structures: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presented by Kim et al., 2013b. 44 

Fig. 2-12 Tank model of POSCO with internal structures: front view, 

presented by Lee et al., 2018. ................................................................ 44 

Fig. 2-13 Target data cargo hold tank dimensions. Half transverse section (left) 

and half longitudinal section (right). ..................................................... 49 

Fig. 2-14 Target data fuel tank dimensions. Half transverse section (left) and 

half longitudinal section (right). ............................................................ 49 

Fig. 2-15 138K LNGC No.2 cargo hold model tank.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1/50 scale. ......................................................................... 50 



8 

Fig. 2-16 160K LNGC cargo hold model tank of SHI, presented by Park et al., 

2014.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Conventional tank. ........ 50 

Fig. 2-17 160K LNGC cargo hold model tank of SHI, presented by Park et al., 

2014.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Optimum tank. .............. 51 

Fig. 2-18 FLNG cargo hold model tank of Hyundai Heavy Industry, presented 

by Oh et al., 2015.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 51 

Fig. 2-19 LNG fuel tank model tank of Hyundai Heavy Industry, presented by 

Kim et al., 2017a.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One-row model.

 ............................................................................................................... 51 

Fig. 2-20 LNG fuel tank model tank of Hyundai Heavy Industry, presented by 

Kim et al., 2017a.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Two-row 

model. .................................................................................................... 52 

Fig. 2-21 POT method for obtaining pressure data set y. .............................. 57 

Fig. 3-1 Comparison between histogram of CP and Rayleigh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 65 

Fig. 3-2 Wave heading angles and test results CP of cargo hold model test. . 68 

Fig. 3-3 Wave heading angles and test results CP of LNG fuel tank model test.

 ............................................................................................................... 69 

Fig. 3-4 Filling conditions and test results CP of cargo hold (top) and LNG 

fuel tank model test (bottom). ............................................................... 72 

Fig. 3-5 Test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high 

filling conditions. .................................................................................. 75 

Fig. 3-6 Test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partial 

filling conditions. .................................................................................. 76 

Fig. 3-7 Test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low 

filling conditions. .................................................................................. 77 

Fig. 3-8 The zero moment m0 of the surge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CP.



9 

 ............................................................................................................... 80 

Fig. 3-9 The zero moment m0 of the sway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CP.

 ............................................................................................................... 80 

Fig. 3-10 The zero moment m0 of the heave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CP.

 ............................................................................................................... 81 

Fig. 3-11 The zero moment m0 of the roll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CP.81 

Fig. 3-12 The zero moment m0 of the pitch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CP.

 ............................................................................................................... 82 

Fig. 3-13 The zero moment m0 of the yaw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CP.

 ............................................................................................................... 82 

Fig. 3-14 The zero moment m06 of the yaw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CP 

and outliers of m06. ................................................................................ 84 

Fig. 3-15 Histogram of the zero moment m06 of the yaw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outliers of m06. ................................................................. 84 

Fig. 3-16 m01 and CP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 86 

Fig. 3-17 m02 and CP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 86 

Fig. 3-18 m03 and CP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 87 

Fig. 3-19 m04 and CP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 87 

Fig. 3-20 m05 and CP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 88 

Fig. 3-21 m06 and CP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 88 

Fig. 4-1 Schematic structure of the neural network. ..................................... 93 

Fig. 4-2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1 and CP. ................................... 105 

Fig. 4-3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2 and CP. ................................... 105 

Fig. 4-4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3 and CP. ................................... 106 

Fig. 4-5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4 and CP. ................................... 106 

Fig. 4-6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5 and CP. ................................... 107 

Fig. 4-7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6 and CP. ................................... 107 



10 

Fig. 4-8 Two different attribute types of the artificial network for the sloshing 

model test. ........................................................................................... 112 

Fig. 4-9 Training accuracy histories of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for 

the SGD method with various learning rates. ...................................... 116 

Fig. 4-10 Training accuracy history of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for 

the Momentum method. ...................................................................... 118 

Fig. 4-11 Training accuracy histories of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for the AdaGrad method with various ε............................................... 121 

Fig. 4-12 Training accuracy histories of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for the RMSprop method with various weight parameter d. ............... 123 

Fig. 4-13 Training accuracy history of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for 

the Adam method with scaler ϵ = 10-8. ................................................ 126 

Fig. 4-14 Activated weights distribution of hidden layers. The weights were 

initialized by the randomly distributed normal distribution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0.01 ................................................................... 131 

Fig. 4-15 Activated weights distribution of hidden layers. The weights were 

initialized by the randomly distributed normal distribution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1.00 ................................................................... 132 

Fig. 4-16 Activated weights distribution of hidden layers. The weights were 

initialized by the Xavier initialization method .................................... 133 

Fig. 4-17 Activated weights distribution of hidden layers. The weights were 

initialized by the He initialization method .......................................... 134 

Fig. 4-18 Training history for the accuracy of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 137 

Fig. 4-19 Schematic drawings of neural network structures: fully-connected 

(left) and dropout (right) networks. ..................................................... 138 

Fig. 4-20 The first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fully-connected neural 



11 

network and dropout neural network Each hidden layers contain 100 

neurons. ............................................................................................... 140 

Fig. 4-21 The second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fully-connected neural 

network and dropout neural network Each hidden layers contain 100 

neurons. ............................................................................................... 141 

Fig. 4-22 Examples of the training and validation histories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under the initial range. ......................... 146 

Fig. 4-23 Examples of the training and validation histories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under the initial range. ......................... 147 

Fig. 4-24 Examples of the training and validation histories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under the initial range. ......................... 148 

Fig. 4-25 Examples of the training and validation histories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under the final range. ........................... 151 

Fig. 4-26 Examples of the training and validation histories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under the final range. ........................... 152 

Fig. 4-27 Application of the ensemble method to predict sloshing model test 

results based on the optimized neural networks. ................................. 157 

Fig. 5-1 Tank model of 138K LNGC No.2 cargo hold. Model was 

manufactured in 1:50 scale. ................................................................. 159 

Fig. 5-2 Dimensions of the 138K LNGC Cargo hold models (blue dashed 

lines) and the range of cargo hold dimension in SNU DB. Half transverse 

section (left) and half longitudinal section (right). .............................. 160 

Fig. 5-3 Examples of the installed sensors and cables. ............................... 161 

Fig. 5-4 Sensor configuration and specific channel number of each sensor 

panels for 0.70h and 0.95h filling conditions. ..................................... 162 

Fig. 5-5 Sensor configuration and specific channel number of each sensor 

panels for 0.15h filling conditions. ...................................................... 163 



12 

Fig. 5-6 Experimental settings of the 138K LNGC No.2 model: 0.15h (top), 

0.70h (middle), and 0.95h (bottom) filling conditions. ....................... 165 

Fig. 5-7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under 0.15h filling condition. .................... 166 

Fig. 5-8 Comparison of probability of exceedance of experimental results 

(symbols) and statistical results (lines) for the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filling = 0.15h and β = 90⁰. ............................................... 167 

Fig. 5-9 Representative maximum pressure signals and maximum peak 

pressures (p1s marked as symbols) of each test condition, filling = 0.15h 

and β = 90⁰. .......................................................................................... 168 

Fig. 5-10 Snapshots of the 138K LNGC No.2 cargo hold sloshing model test: 

filling = 0.15h, Tz = 9.5 s, Hs = 8.5 m conditions, and 0.01 s time steps.

 ............................................................................................................. 170 

Fig. 5-11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under 0.70h filling condition. .................... 172 

Fig. 5-12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under 0.95h filling condition. .................... 172 

Fig. 5-13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under 0.15h filling condition. .................... 174 

Fig. 5-14 Dimensions of the 160K LNGC Cargo hold models. Conventional 

shape (red solid lines) and optimized shape (blue dotted lines). ......... 177 

Fig. 5-15 Front view comparison of 160K LNG cargo hold models between 

conventional model (left) and optimum model (right). ....................... 178 

Fig. 5-16 Comparison of model test results between conventional model and 

optimum design model under 0.20h filling condition. ........................ 180 

Fig. 5-17 Comparison of neural network prediction results between 

conventional model and optimum design model under 0.20h filling 



13 

condition. ............................................................................................. 180 

Fig. 5-18 Comparison of neural network prediction results between 

conventional model and optimum design model under 0.95h filling 

condition. ............................................................................................. 181 

Fig. 5-19 Dimensions of the LNG fuel tank models. One-row fuel tank design 

(red solid lines) and two-row fuel tank design (blue dotted lines). ..... 182 

Fig. 5-20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One-row model and 0.30h filling condition.

 ............................................................................................................. 183 

Fig. 5-21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One-row model and 0.60h filling condition.

 ............................................................................................................. 184 

Fig. 5-22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One-row model and 0.90h filling condition.

 ............................................................................................................. 184 

Fig. 5-23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Two-row model and 0.30h filling condition.

 ............................................................................................................. 186 

Fig. 5-24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Two-row model and 0.50h filling condition.

 ............................................................................................................. 186 

Fig. 5-25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Two-row model and 0.70h filling condition.

 ............................................................................................................. 187 

Fig. 5-26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Two-row model and 0.90h filling condition.

 ............................................................................................................. 187 



14 

 

  



15 

1. 서론 

1.1 연구 배경 

슬로싱(sloshing) 현상은 구조물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물 

내부 유체의 움직임을 말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액체를 

적재한 선박과 해양구조물 등의 부유체에서는 파랑 환경 하중에 

의한 부유체의 움직임에 의해 슬로싱 현상이 발생한다. 슬로싱 

현상은 액체가 담긴 탱크 내벽에 충격을 가하고, 구조물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액체를 적재하는 선박, 해양구조물 등의 

부유체 설계단계에서 슬로싱 현상과 관련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선박과 관련한 슬로싱 문제는 LNG 운반선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70년 초부터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원유 

운반선(oil tanker),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 carrier), 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선(LNG fueled vessel), 부유식 LNG 생산설비 등의 화물창 

설계를 위해 슬로싱 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Faltinsen and Timokha, 2009). 특히, 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액화천연가스와 관련된 해양구조물의 대형화(Kuo et al., 2009; Kwon, 

et al., 2018; Oh et al., 2015; Pastoor et al., 2004; Woo et al., 2018; Yung et al., 

2009)로 인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슬로싱 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선박(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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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ed vessel)이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Corkhill, 2018) 슬로싱 연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조선소들은 향후 3년 내 50척 이상의 대형 LNG 

운반선을 인도할 예정이며, 전 세계 시장에서 현재 건조하고 있거나 

건조 예정인 LNG 관련 부유체 수의 78%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다(Braemar, 2019). 이 때문에 슬로싱 하중 산정은 최근 국내 

조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기술이 되었다. 

하지만 슬로싱 설계 하중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슬로싱 

현상은 매우 짧은 시간 구조물에 큰 충격을 가하며, 높은 

비선형성을 띄기 때문이다. 복잡한 슬로싱 현상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체에서는 해석적, 또는 수치적인 접근 방법보다 모형 

시험을 이용해 하중을 산정하는 실험적 접근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Gavory and de Seze, 2009; Malenica et al., 2017; Yung et al., 2009). 

그동안 모형 시험 방법과 절차를 정립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Graczyk et al., 2006; 2008; Kim et al., 2012; 2014; 2015; Kuo et 

al., 2009; Yamamoto et al., 1995), 현재 여러 선급과 기관(ABS, 2009; BV, 

2010; DNV∙GL, 2016; LR, 2009; ITTC, 2014)에서는 정형화된 실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실험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모형 시험을 수행하고, 일부 결과를 공개하였다(Baudin et al., 2012; 

Diebold and Baudin, 2014; Loysel et al., 2012; 2013, Wei et al., 2012).  

한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시험 절차에서는 설계 부유체가 겪을 

수 있는 운항 조건과 환경 조건을 모사하고, 실험 조건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 압력의 극값을 측정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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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기준(full scale) 5시간 실험을 수행하여 측정한 극값 집합을 

이용해 3시간 재현 시간 기준의 최대 압력값을 구한다(Kim, et al., 

2013a; 2017a; Oh et al., 2015; Park et al., 2014; Ryu et al., 2016). 또한 실험 

결과에 축척비를 적용하여 구한 값을 설계에 바로 사용하기보다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선박을 선정하여 비교 평가 

방법(comparative approach)을 적용한다. ExxonMobil에서도 과거부터 

비교 평가 방법을 사용해 왔으며(Kuo et al., 2009), 최근 개정된 

DNV∙GL 선급의 안내 책자(DNV∙GL, 2016)를 비롯한 여러 선급(ABS, 

2006; LR, 2009)의 안내 책자에서도 비교 평가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avory and de Seze (2009)의 내용과 

선급의 안내 책자 내용을 비교하면, 비교 평가 방법이 LNG 

화물창의 설계사인 Gaztransport & Technigaz(GTT)와 선급의 안내 

내용들과 몇가지 차이점은 있으나, 주요 내용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Malenica et al., 2017). 

슬로싱 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 방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슬로싱 하중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잡한 슬로싱 현상을 

단순한 방법으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Kim et al. (2010)은 화물창 

내부 유체 움직임의 에너지를 계산하여, 이를 슬로싱 설계 하중 

결정에 기여가 큰 해상상태 조건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슬로싱 현상의 비선형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Kim (2014)과 Zheng et al. (2013)은 이 연구를 확장하여 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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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각화 하였고, 비선형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 결과를 보조하였다. Kim 

(2014)의 연구는 Kwon et al. (2018a) 등의 연구에서 보인 바와 같이 

산업체에서 부유체를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Zheng et al. (2013)의 연구에 따르면, 계산을 보조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화물창의 형상이 해당 

연구에서 수행한 화물창의 형상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 Kim (2014)와 

Zheng et al. (2013)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 어렵다는데 한계가 있다.  

물리현상 및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최근 자료 

집합이 구축된 여러 공학 문제의 경우 인공신경망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공신경망의 연구는 McCulloch and 

Pitts (1943)이 단순한 기능을 가진 개별 신경세포(neuron)를 

상호연결하여 마련하는 신경 시스템이 현대 컴퓨터의 기반을 

이루는 2진 출력의 논리 표현으로 구성이 가능함을 보이면서 

시작되었다. 입력층과 출력층을 갖는 퍼셉트론(perceptron) 신경 

모델을 제시한 Rosenblatt (1958) 등 1900년대 중반부터 인공신경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Minsky and Papert 

(1969)에 의해 퍼셉트론 신경망 모델의 한계가 밝혀지면서 

인공신경망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났다. Minsky and Papert (1969) 등의 

연구에서 선형 분리 기능만 지닌 퍼셉트론 모델은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1900년대 후반, 인공신경망에 대한 연구가 다시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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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Hopfield (1982) 등의 연구에서 실제 공학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되었다. Hopfield (1982)의 

신경망은 이론적 기반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공학적 문제에 

적용하였을 때 인공신경망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1980년대부터 인공신경망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첫째, 

물리적 발전 덕분이다. 컴퓨터의 연산 처리 성능이 발전하면서 많은 

수의 신경세포를 갖는 복잡한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Rumelhart and MacClelland (1986)이 보인 오차역전파법(back-

propagation)이 개발되면서 다층 구조 퍼셉트론의 학습 방법이 

개발되었고, 보다 복잡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셋째, 1900년대 

후반 신경생리학이 발달하며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넓어졌기 때문이다(Medler, 1998). 

최근 저장 공간과 처리 속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영상 

자료의 양이 많아졌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심층신경망이 크게 

발전하였다. 영상 자료 처리 분야를 필두로 다양한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활용하고 있다. 인공신경망은 Bridle 

(1990)의 연구로 기반이 다져진 지도 학습(supervised-learning) 

인공신경망이다. 다양한 공학 문제에 적용된 인공신경망의 예는 

교통망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한 Paneiro et al. (2018), 생체 신장의 

이식 문제를 해결한 Camps-Valls et al. (2003), 의학 분야에 적용된 

인공신경망을 설명한 Azar (2013) 등 수많은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해양공학 분야에서는 자료 집합을 기반으로 선박 설계 



20 

최적화(Besnard et al., 2007), 조종 성능 학습 및 예측 (Luo and Zhang, 

2016), 슬로싱 심각도 예측 분야 (Ahn et al., 2019) 등 다양한 

주제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1.2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표와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로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슬로싱 모형 시험의 자료 집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자료 집합을 정리 및 정제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 목표와 조건에 맞는 자료들을 선택 및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한 자료 집합은 일련의 처리 과정을 통해 

가공되었고, 가공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이용해 슬로싱 

모형 시험에 대한 주요 정보를 획득하였다.  

첫번째 연구 목표와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 집합을 분석하여 

표준 크기 이상의 LNG 운반선(Faltinsen and Timokha, 2009), 또는 

LNG 연료추진선박에서 얻을 수 있는 슬로싱 모형 시험 현상에 

대한 이해이다. 본 연구에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 우선 약 540 

테라바이트의 방대한 실험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성격과 저장 방식을 분류하고, 불필요하거나 오류가 확인된 자료를 

제거하였다. 특히 자료에서 이상치, 또는 노이즈가 포함된 자료들을 

확인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자료를 정제하였다.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를 정제하는 방식은 실험 과정을 답습하여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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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한 자료 중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 집합을 추출하였다. 자료 

집합을 같은 조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의 물리적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는 자료를 선택하였다. 물리적 성격은 부유체의 크기, 

모형 시험에 사용한 재료, 모형 내부에 구현한 내부재의 유무, 

모형의 형태, 부유체 운동 모사 방법, 운동 시계열의 특성, 실험 

환경의 특성 등이 있다. 물리적 성격이 서로 다른 자료는 추출 자료 

집합에서 배제하였다.  

자료 집합의 가공 방법은 전처리 가공과 후처리 가공으로 나뉜다. 

전처리 가공은 일반적으로 산업체 슬로싱 모형 시험에서 사용하는 

통계 해석 방법이다. 즉, 하나의 실험 자료에서 얻어낸 대량의 

압력신호들을 처리하여 해당 실험을 대표하는 압력값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전처리 가공 과정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으나, 기존 연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자료 집합을 가공하였다. 후처리 가공은 전처리 된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집합을 분석하기 위한 가공 과정으로 이를 자료 

집합 분석(data mining)이라 한다. 그리고 자료 집합 분석을 통해 

모형 시험 결과의 심각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부유체의 운항조건과 실험 결과의 관계, 부유체가 겪을 수 

있는 환경 조건과 실험 결과와의 관계, 그리고 파랑 중 운동과 실험 

결과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인공신경망을 구성해 실험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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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였다. 정제된 추출 자료 집합을 바탕으로 실험 인자와 

실험 결과를 이용해 지도학습하는 인공신경망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인공신경망에 사용할 입력 인자는 모형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인자들로 선택하였다. 

인공신경망은 5개의 은닉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초모수는 

모두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적화 되었다. 이를 위하여 인공신경망의 

학습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 문제(over fitting)를 해결하고 학습 

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롭아웃 기법이 적용되었다. 또한 예측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앙상블 기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목표와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울대학교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 집합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 집합을 정제 및 

추출하고, 이를 분석(data mining)하였다. 우선 과거 실험 자료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음, 이상치 등을 찾아내 제거하였다. 그리고 

표준 크기 이상의 LNG 운반 선박과 LNG 연료탱크에 대한 모형 

시험 자료를 일련의 조건에 따라 추출하였다. 추출 자료를 분석하여 

모형 시험 결과에 대한 확률 분포도를 바탕으로 대표값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형 시험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살폈다. 

모델의 치수, 환경 하중 조건, 선수각과 적재량 등의 운용 조건 

등과 실험 결과의 관계를 가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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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신경망 작성과 최적화 

추출 자료 집합에 최적화된 인공신경망을 작성하였다. 실험 

조건을 분석하여 이를 인공신경망에 입력 인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형하였다. 학습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을 막기 

위해 드롭아웃을 사용하였다. 인공신경망의 전체 구조와 관련된 

여러 초모수들을 최적화하였다. 학습 훈련을 마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실험 결과를 예측하였다.  

 

3) 모형 시험 결과 예측과 실험 결과와의 비교 

작성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모형 시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 적용 예시로 사용한 모형 

시험은 138K LNG 운반선의 2번 화물창에 대한 실험 결과, 

삼성중공업의 슬로싱 하중 최적화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LNG 연료탱크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실험 결과와 

예측 결과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작성한 인공신경망이 환경 하중 

변화, 운용 조건 변화, 모델 형태의 변화 등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1. 부유체의 화물창 및 연료탱크 설계 시 필요한 슬로싱 모형 

시험의 수를 줄일 수 있다. 

2. 슬로싱 하중에 대한 화물창 및 연료탱크 설계의 적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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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시험 수행 전에 파악할 수 있다. 

3. 실제 선박의 운항 시 과도한 슬로싱 하중을 회피하여 항로를 

최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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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집합 분석 

2.1 자료 집합 분석 과정 

자료 집합 분석(data mining)이란 대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어 필요한 지식을 얻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Han and Camber (2000)는 일반적인 자료 집합 

분석 방법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집합 분석 절차는 Fig. 2-1과 같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슬로싱 모형 시험소에서 수행한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를 자료 

집합(SNU Sloshing Model Test Database, SNU DB)으로 구성하였다.  

 

 

Fig. 2-1 Data mining procedure of sloshing model tes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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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 집합(SNU DB) 소개  

서울대학교 슬로싱 모형 시험소의 슬로싱 모형 실험 자료 

집합(SNU DB)은 서울대학교 슬로싱 모형 시험소에서 부유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여러 슬로싱 모형 시험에 대한 자료 집합이다. 

2011년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여러 국내 조선소들의 지원으로 

수행한 모형 시험을 시작으로 100여 종류의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고, 자료의 양은 2019년 상번기까지 약 540 테라바이트에 

달한다.  

2.2.1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 집합의 성격 

산업체 슬로싱 모형 시험에서는 설계 화물창 모형을 일정 크기 

비율로 축소한 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 압력을 계측한다. 실험 

조건 자료와 모형을 가진하기 위한 운동 시계열, 그리고 실험 영상, 

사진 등의 결과물이 저장되어 있다. 산업체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 

집합이 갖는 실험 자료는 아래와 같다.  

 계측된 압력 신호 시계열 

 실험 영상 

 불규칙 해상 환경 조건 

 적재 수심과 선수각 등 부유체 운용 조건  

 센서 정보 및 배치 방법 

 모형 치수 및 제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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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집합의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2-1과 같다. 

 

Table 2-1 Characteristics of SNU DB 

Category Contents 

Storage size > 540 TB 

Data type 

Pressure time signal .bin, .dat 

Movies .mkv, .wmv, .mp4, .mov 

Pictures .jpg, .png, .eps, .tiff, .bmp 

Documents .docx, .xlsx, .xlsm, .pdf, .txt 

Purpose Research purpose, industrial design 

Model dimensions 2D, 3D 

Model shapes Rectangular, octagonal, cylindrical 

Simulations  

Regular sinusoidal, single impact,  

irregular wave-induced motion in 3DoF,  

irregular wave-induced motion in 6DoF 

Internal structures Empty, pump tower, floating blanket, internal members 

Liquid Pure water, water with fluorescent 

Gas Ambient air, mixture of SF6 and N2, SF6 

Movies Front view, diagonal view 

Platform Small-size, mid-size, large-siz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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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집합의 자료 형식에 따라 저장된 할당량은 Fig. 2-2 와 같다. 

 

 

Fig. 2-2 Storage shar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loshing model test 

Database (SNU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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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운동 플랫폼 

서울대학교 슬로싱 모형 시험 시설은 서로 다른 크기의 세가지 

운동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운동 플랫폼은 스튜어트 타입의 운동 

플랫폼으로 6개의 액츄에이터 길이 변화를 통하여 플랫폼 상판의 

6자유도 운동을 모사할 수 있다. 스튜어트 타입의 운동 플랫폼은 

연구 목적과 설계 목적의 부유체 슬로싱 실험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Gavory, 2005; Kim et al., 2012; Kim, 2017; Malenica, et al., 2017). 

보유한 운동 플랫폼은 크기 순으로 10톤, 5톤, 1.5톤의 적재량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선박의 불규칙한 6자유도 운동을 정확하게 

모사한다. 플랫폼의 정확도는 플랫폼과 독립적인 운동 측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검증되었고, 플랫폼의 각 입력 및 출력 운동의 

편차는 3% 미만이다(Kim, 2017).  

추출 자료 집합의 모형 시험에 사용한 10톤 용량의 대형 운동 

플랫폼(large-size motion platform, Fig. 2-3)과 5톤 용량의 중형 운동 

플랫폼(mid-size motion platform, Fig. 2-4)이다. 대형 운동 플랫폼의 

세부 성능은 Table 2-2에, 중형 운동 플랫폼의 세부 성능은 Table 2-

3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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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tewart type motion platform (large-size, 10-ton capacity). 

 

Table 2-2 Performance of 6DoF motion platform (large-size, 10-ton capacity).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Surge -1440/1440 mm 2000 mm/s 0.9g 

Sway -1380/1380 mm 1800 mm/s 0.9g 

Heave -840/840 mm 1100 mm/s 0.9g 

Roll -33.0/33.0⁰ 45.0⁰/s 250⁰/s2 

Pitch -33.0/33.0⁰ 49.0⁰/s 250⁰/s2 

Yaw -33.0/33.0⁰ 74.0⁰/s 250⁰/s2 

Max. payload 10,000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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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tewart type motion platform (mid-size, 5-ton capacity). 

 

Table 2-3 Performance of 6DoF motion platform (mid-size, 5-ton capacity).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Surge -1080/1030 mm 2000 mm/s 0.6g 

Sway -980/980 mm 1900 mm/s 0.6g 

Heave -540/540 mm 1000 mm/s 0.6g 

Roll -35.0/35.0⁰ 83.0⁰/s 200⁰/s2 

Pitch -35.0/37.0⁰ 83.0⁰/s 200⁰/s2 

Yaw -65.0/65.0⁰ 170.0⁰/s 300⁰/s2 

Max. payload 5,000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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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모형 제작 

실험 모형은 투명하고 매끄러운 아크릴판으로 제작하였다. 

아크릴판은 유탄성 효과에 의한 실험 결과 왜곡을 막기 위해 35 mm 

이상의 충분히 두꺼운 아크릴판을 사용하였다. LNG 화물창 및 

연료탱크의 내부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구현하지 않지만, 일부 

실험에서는 내부 격벽, 액체 돔, 또는 펌프 타워 등을 구현하였다. 

내부 격벽과 펌프 타워를 구현한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을 이용해 내부재를 구현(Kim et al., 2013a; 2013b; Lee et al., 

2018)하였다.  

내부재를 구현하지 않은 화물창 모형의 예시 하나를 Fig. 2-5에 

나타내었다. 해당 모형은 Kim et al., 2017b에서 소개한 세 모형 중 

1:70 스케일로 제작한 138K LNG 운반선의 2번 화물창 모형이다.  

 

 

Fig. 2-5 Example of model tank.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of 

138K LNG carrier No.2 cargo hold model. 1/70 scale. 

 

스테인리스강을 이용해 구현한 내부재의 예시를 Fig. 2-6에 

나타내었다. 왼편은 STX 조선해양의 독립형 화물창에 대한 슬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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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시험의 모형이며, 내부 격벽이 얇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었다(Kim et al., 2013a). 오른편은 삼성중공업이 설계한 LNG 

화물창 모형의 일부로, LNG 화물창 펌프타워의 수직방향 구조물이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었다(Kim et al., 2013b). 

 

 

Fig. 2-6 Examples of model tank with internal members made by stainless 

steel: STX independent B-type tank model (left) and pump tower structure of 

SHI LNGC cargo hold mode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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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계측 장비 설치 

슬로싱 모형 시험의 주 목적은 슬로싱 충격 압력을 계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슬로싱 충격 압력을 계측하기 위한 

다량의 동압 센서(dynamic pressure sensor)가 설치되었다. 동압 센서는 

키슬러사(Kistler Group)의 211B5 모델이다. 211B5 모델은 내장 

증폭기를 사용하는 센서(Integrated Circuit Piezoelectric, ICP)로, 최대 

계측 가능 압력은 6.89 bar이고, 계측 압력은 5V 전기 신호로 

출력된다. 센서의 직경은 5.54 mm다.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센서의 

모습과 성능은 Table 2-4와 같다.  

 

Table 2-4 Sensor specification (provided by Kistler Group). 

Sensor Specification Value 

 

Pressure Range (psi) 100 

Maximum Pressure without damage (psi) 500 

Sensitivity nom (mV/psi) 50 

Threshold (psi ∙ ms) 0.001 

Amplitude Non-linearity zero based BFSL (±%FSO) 1 

Resonant Frequency nom (kHz) 300 

Low Frequency Response -5% Point (Hz) 0.025 

High Frequency Response +5% Point (kHz) 50 

Temperature Range Operating (℉) -65 – 2 

Bias nom. (VDC) 11 

Impedance max. (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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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센서는 대부분 여러 센서를 군집하여 센서 패널 형태로 

설치하였다. 센서 패널을 이루는 센서는 여러 가로 개수와 세로 

개수의 다양한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군집 

센서가 아닌 단일 센서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 센서 조합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졌다. 센서는 센서 패널 상에 물리적으로 서로 

가장 가깝게 배치되지만, 회사에 따라 배치 위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센서 중심 간의 거리가 10.0 mm가 되도록 배치하지만, 

필요에 따라센서 중심 간의 거리가 9.0 mm가 되도록 배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내벽 모서리로부터 센서까지의 거리도 

대우조선해양의 실험은 다른 산업체 실험의 내벽 모서리와 센서 

거리보다 가깝다. 센서 패널 상에 센서가 배치되는 방법을 Fig. 2-7에 

평면도로 나타내었다. 압력 센서는 키슬러사의 1631ASP20 케이블을 

이용해 동사의 커플러에 연결하였다. 

 

 

Fig. 2-7 Two different sensor configurations on the sensor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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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센서의 설치 예시를 Fig. 2-8에 나타내었다. 클러스터 패널 

형태로 다수의 센서를 군집하여 모형에 부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센서와 케이블이 단단히 체결된 뒤, 케이블의 움직임으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케이블 뭉치가 모형에 다시 

고정되어 있다.  

 

 

Fig. 2-8 Examples of sensor and cable installation. 

 

Fig. 2-9에는 8각 수조 모형에 실험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센서를 부착한 위치를 나타내었다. 주로 각 면(face)의 중앙과 면과 

면이 맞닿는 모서리에 센서 패널 형태로 설치되었다. 센서 패널의 

설치 위치는 자료 집합의 성격에 따라 그 수와 형태가 다르며, Fig. 

2-9 (b)에 나타난 위치 중 일부가 임의로 선택되었다. 설치 위치는 

대부분 산업체에서 결정하였고, 산업체와 실험 진행자에 따라 

선호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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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drawing and faces of octagonal model tank 

 

(b) Sensor panels and locations 

Fig. 2-9 Model tank and sensor panel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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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러는 계측한 압력 신호의 편향 전압(bias voltage)을 제거한다. 

편향 전압이 제거된 압력 신호는 네쇼날인스트루먼트사(National 

Instruments)의 PXI-4495 장비를 이용해 데이터 획득 시스템(Data 

Acquisition System, DAQ System)에 원시 데이터(raw data)로 저장된다. 

압력 신호의 저장 빈도(sampling rate)는 초당 2만회다. Table2-5에 

PXI-4495 장비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계측 압력 자료의 변환 

및 저장은 동사의 Labview Professional 200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Table 2-5 PXI-4495 spec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Instruments). 

Category Contaents 

Bus PXI, PXI Express 

Input Resolution(bits) 24 

Dynamic Range(dB) 114 

Sampling Rate per Channel 204.8kS/s 

Analog Inputs 16 

Input Range -10~+10V 

Gain Settings 0 and 20 dB 

Coupling DC 

TEDS Supports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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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6 자유도 운동 시계열 생성 

부유체의 특성과 환경 조건에 의해 부유체의 운동을 모사한다. 

실제 부유체의 거동을 온전히 모사하는 것은 어렵지만, 슬로싱 모형 

시험에서는 선형 운동 응답을 가정하여 근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모형의 제작과 마찬가지로 Froude 스케일링이 운동 응답 근사에 

적용된다. 파랑 중 운동 응답은 식 (2.1)로 계산할 수 있다.  

 

𝜉 = ∑|𝐻𝑘|√2𝑆𝜂(𝜔𝑘,𝑒)Δ𝜔cos(𝜔𝑘,𝑒𝑡 + 휀𝑘 + 𝜙𝑘)

𝑁

𝑘=1

 (2.1) 

 

Hk, εk, ϕk, ωk,e, Sη는 각각 선형 운동 응답(RAO) 함수(linear motion 

transfer function), 파 위상, 운동 위상 지연(motion phase lag), 

조우주파수(wave encounter frequency), 파스펙트럼이다. 아래 첨자 k는 

1부터 파 성분 개수인 N까지 존재한다. 

조우주파수는 식 (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𝜔𝑘,𝑒 = 𝜔𝑘 − 𝜔𝑘
2

𝑈

𝑔
cos𝛽 (2.2) 

 

ωk는 입사파 주파수, β는 입사파의 입사각, g는 중력 가속도, U는 

부유체의 선속을 의미한다. 

선형 운동 응답 함수 Hk는 선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의 고유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 제공한다.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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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응답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 기반 

소프트웨어는 DNV∙GL 선급의 WADAM(DNV, 2010), BV 선급의 

HydroSTAR(BV, 2011) 등이다. 주파수 기반 소프트웨어들은 3차원 

선형 방사 및 산란 포텐셜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간 영역 기반 프로그램인 DNV∙GL 선급의 WASIM(DNV∙GL, 2015), 

또는 서울대학교의 WISH(Kim et al., 2011)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부유체 운동의 시계열을 직접 계산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탱크 내 

슬로싱 현상이 선박의 운동, 특히 횡동요 운동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Kim et al., 2005), 보수적인 해석을 위해 선박의 

운동과 슬로싱 연성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6자유도 불규칙운동 시계열에 의해 실선 기준 5시간 실험이 

진행된다. 실험 시간 기준은 ABS 와 LLOYD 선급의 안내 책자를 

따르고 있으며(ABS, 2009; Lloyd, 2009), 산업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기준이 통용된다. 하지만 슬로싱 현상의 높은 비선형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충분히 수렴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5시간 

실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실험 

결과의 민감도가 크거나 주요 압력이 계측된 조건의 경우, 파의 

위상을 달리하여 새로이 가진 파일을 생성한 뒤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의 위상을 달리하여 추가로 진행한 

모형 시험의 경우 가진 시계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형시험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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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 집합 정제(Data cleaning) 

자료 집합은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자료의 저장 및 보관 

중 정보의 유실, 또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자료의 

경우 저장 방식과 정리 방식이 현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다룰 경우 의도치 않은 정보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동시에 다루기 위해서는 자료 

집합을 일관성 있고 엄밀히 정제해야 한다. 

자료 집합의 정보에서 이상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자료의 보관과 이동 시 발생하는 단순 실수, 실험 자료의 성격에 

대한 오해, 또는 자료 제공자인 산업체로부터 애초에 잘못된 자료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실험 자료의 성격에 대한 

오해다. 정보 저장 단위를 다르게 저장하거나, 자료 정리 방식을 

잘못 이해할 경우 해당 과제 기간에 수행한 실험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실험은 6자유도 

병진 및 회전 운동 시계열의 단위 정보를 밀리미터와 라디안(radian) 

단위로 저장되어 있고, 일부 실험은 미터와 각도(⁰) 단위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 두 실험을 동시에 다룰 때 매우 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실 정보를 복구하고, 저장 방식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자료 집합을 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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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 집합 정제 및 추출(Data cleaning and 

extracting)  

자료 집합을 정제(cleaning)한 뒤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 집합을 

선택하여 추출(extracting)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을 표준 크기 이상의 

LNG 운반선 및 해양구조물과 연료추진선박에 대한 모형 시험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자료 집합을 같은 조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실험의 물리적 성격이 비교 가능한 수준의 실험으로 자료 집합을 

추출하였다.  

2.4.1 자료 집합 추출 조건 

자료 집합 추출 시 기준이 된 모형 시험의 물리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 크기 이상의 LNG 운반선(Faltinsen and Timokha, 

2009)과 LNG 연료추진선박을 추출하였다. 선박과 해양구조물이 

대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모형 시험이 비교 평가 시 

기준이 되는 138K LNG 운반선의 부유체보다 큰 부유체를 대상으로 

실험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모형 시험은 10K 이하의 매우 

작은 LNG 운반선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부유체의 크기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료 성격이 크게 다르다. 

둘째, 설치된 센서의 개수다. 설치된 센서의 수가 많을수록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 압력을 충분히 계측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과거에 수행한 실험의 경우 약 20에서 30개의 매우 적은 수의 

센서를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200개 이상의 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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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실험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100개 

이상의 센서가 설치된 실험을 추출하였다.  

셋째, 내부재를 구현하지 않은 실험을 추출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화물창과 연료탱크 내부의 여러 구조물들을 구현하지 않고, 매끈한 

아크릴 내벽으로 화물창 모형을 제작한다. 하지만 일부 실험에서는 

펌프 타워(Park et al., 2014)가 구현되거나, 독립형 화물창의 내부 

격벽 구조물(Kim et al., 2013a)이 구현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슬로싱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유표면덮개(Kim et al., 2013b)를 구현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내부재를 구현한 실험은 전체 자료 집합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내부재가 없는 실험과 비교할 때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이 다르다(Faltinsen and Timokha, 2009; Park et al., 

2014; Kim et al., 2013a; Kim et al., 2013b).  

추출 되지 않은 자료의 예로, 내부재를 구현한 실험 중 일부 

모형을 Figs. 2-10~12에 나타내었다. Fig. 2-10은 STX 조선해양에서 

2012년 수행한 모형 시험이다(Kim et al., 2013a). 해당 모형은 독립형 

화물창에 대한 모형 시험으로, 격벽을 구현한 내부재가 촘촘히 

설치되어 슬로싱 현상을 크게 감소시킨다. Fig. 2-11은 2012년 수행한 

삼성중공업의 모형이다. 자유 표면 덮개와 펌프 타워의 수직 구조가 

구현되어 있다. 해당 모형 시험에서는 자유 표면 덮개가 자유 

표면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에 슬로싱 현상이 크게 다르다. Fig. 

2-11은 C-type 의 반구형 탱크(Lee, et al., 2018)이다. 모델의 형상이 

다르고 내부재로 인해 슬로싱 현상이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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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Tank model of STX shipbuilding company with internal structures: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presented by Kim et al., 2013a. 

 

 

Fig. 2-11 Tank model of SHI with floating blanket and pump tower structures: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presented by Kim et al., 2013b. 

 

 

Fig. 2-12 Tank model of POSCO with internal structures: front view, 

presented by Le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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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실선 기준 5시간 진행된 6자유도의 불규칙 파랑 중 

운동(wave-induced motion) 조건의 실험이다. 규칙 운동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거나, 불규칙 운동 실험의 경우에도 3자유도, 또는 

실선 기준 3시간 동안 진행된 실험이 있다. 이들을 제외하여 실험 

시간과 가진 방식을 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내부의 기체-액체 밀도비가 0.0012와 0.0040의 두 

조건에 대한 실험을 추출하였다. LNG 화물창 내부의 기체-액체 

밀도비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육불화황과 질소의 혼합 기체를 

사용하여 기체의 밀도를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Ahn et al., 

2012). 일부 실험은 기체의 조성을 달리하여 기체-액체 밀도비를 

다양하게 변화시켰으나, 자료 수가 매우 부족하여 제외하였다. 

자료 집합 추출 조건을 요약하면 Table 2-6과 같다.  

 

Table 2-6 Conditions of target data selection. 

Category Contents 

Target model tank  Cargo hold, LNG fuel tank 

Model shape 3D octagonal  

Internal structures No internal structures 

Motion characteristics Wave-induced, 6DoF, irregular 

Test duration 5 hours in full scale 

Number of sensors > 100 

ρgas / ρliquid 0.0012, 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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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자료 집합의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를 요약하면 Tables 2-

7~8과 같다. 모형의 형태와 부유체에서의 모델 위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화물창에 대한 모형 시험을 Table 2-7에, 그리고 LNG 

연료탱크에 대한 모형 시험을 Table 2-8에 정리하였다. 

 

Table 2-7 Database summary of cargo hold model tests. 

Category Contents 

Floating units 
LNG carrier, FLNG, VLEC, 

Container, LNG bunkering vessel 

Tank dimensions  

l/b 1.14 – 2.23 

h/b 0.67 – 1.05 

hu/b 0.14 – 0.23 

hl/b 0.09 – 0.23 

Model scales 1:50 – 1:30 

Wave heading β (⁰) 
30, 60, 90,105, 120, 135, 150, 165, 

180, 210, 225, 240, 270 

Tank filling heights (%h) 
9.4, 10, 15, 16.4, 20, 25, 30, 40, 50, 

60, 70, 80, 90, 95, 98 

Hs/b 0.03 – 0.77 

𝑇𝑧√𝑔/𝑏 2.72 – 10.88 

ρgas / ρliquid 0.0012, 0.0040 

# of sensors 103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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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Database summary of LNG fuel tank model tests 

Category Contents 

Floating units LNG carrier, container 

Tank dimensions  

l/b 0.23 – 0.76 

h/b 0.41 – 1.10 

hu/b 0.03 – 0.20 

hl/b 0.13 – 0.32 

Model scales 1:50 – 1:40 

Wave heading β (⁰) 
30, 60, 90, 105, 120, 135, 150, 180, 

210, 270 

Tank filling heights (%h) 
10, 15, 20, 25, 30, 35, 40, 45, 50, 60, 

70, 80, 90, 95 

Hs/b 0.06 – 0.67 

𝑇𝑧√𝑔/𝑏 2.57 – 7.91 

ρgas / ρliquid 0.0012, 0.0040 

# of sensors 114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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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화물창 모형 자료 

많은 모형을 제외하고도 추출된 자료 집합에는 다양한 치수의 

화물창 및 연료탱크 모델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 모형 치수는 

선박과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전체 용량과 설계 방법, 생산 계획, 

기업의 성격 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부유체의 크기가 

커지면서 화물창 및 연료탱크의 크기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 크기가 커질 경우 슬로싱 하중에 매우 취약해 지기 

때문에, 설계 모델을 폭 방향으로 둘로 나눈 2열 배치 형태로 

설계되기도 한다(Kim et al., 2017a; Ryu et al., 2016).  

Figs. 2-13~14에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추출 자료 집합에 저장 

되어 있는 다양한 치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B는 비교 해석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138K LNG 운반선의 2번 화물창 폭을 

나타낸다. 화물창 모델의 경우 대부분 아랫사면의 길이가 윗사면의 

길이보다 짧다. 액화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연료탱크의 형상은 

현재까지 정형화된 설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을 시도하고 

있다. 연료탱크는 부유체에 배치하는 위치가 제한적이며, 길이 

방향으로 매우 짧다. 따라서 정면 형상도 화물창 모델과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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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Target data cargo hold tank dimensions. Half transverse section (left) 

and half longitudinal section (right). 

 

 

Fig. 2-14 Target data fuel tank dimensions. Half transverse section (left) and 

half longitudinal sec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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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자료 집합에 포함된 모형 중 일부는 연구 결과 및 제품 

홍보를 위해 공개되었다. Figs. 2-15~20에는 공개된 모형과 공개 

출처를 표기하였다. 공개된 모형들을 보면 모형의 치수와 크기가 

제각기 다르다. 황동이 설치된 위치에 센서가 설치되었고, 이들은 

주로 모서리와 면 중앙에 클러스터 형태로 설치되어 압력을 계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s. 2-15~20의 사진 축척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Fig. 2-15 138K LNGC No.2 cargo hold model tank.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1/50 scale. 

 

 

Fig. 2-16 160K LNGC cargo hold model tank of SHI, presented by Park et al., 

2014.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Conventional tank. 

 



51 

 

Fig. 2-17 160K LNGC cargo hold model tank of SHI, presented by Park et al., 

2014.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Optimum tank. 

 

 

Fig. 2-18 FLNG cargo hold model tank of Hyundai Heavy Industry, presented 

by Oh et al., 2015.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Fig. 2-19 LNG fuel tank model tank of Hyundai Heavy Industry, presented by 

Kim et al., 2017a.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One-ro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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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LNG fuel tank model tank of Hyundai Heavy Industry, presented by 

Kim et al., 2017a.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Two-ro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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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추출 자료 집합의 실험 조건 인자 

추출 자료 집합의 주요 변수는 대상 부유체의 운항 조건으로 

적재 수심(Filling)과 선수각(Heading, β), 환경 조건으로 

유의파고(Hs)와 평균파주기(Tz), 그리고 모형 치수들이다. 선수각 

조건과 환경 조건은 선박의 운동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 적재 수심 

조건과 화물창 형태는 슬로싱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LNG 운반선은 

적재 수심에 제한이 있지만, 해양구조물이나 LNG 연료추진선박은 

운항 중 부분적재수심 조건을 겪을 수 있다. 주요 변수들의 전체 

형태를 가시화하면 Table 2-9와 같다. 주 대각 칸은 각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며, 자료 집합의 각 변수간의 관계를 각 칸의 

산포도를 통해 알 수 있다. 

화물창 모형 치수를 보면, 자료 집합의 많은 부분을 유사한 

형태의 LNG 운반선 화물창에 대한 실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유사한 치수가 상대적으로 자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적재수심조건도 부분적재수심보다 0.25h 보다 낮은 

적재수심조건에서 가장 많은 실험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환경하중조건은 매우 다양한 조건에 대해 실험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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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Correlation matrix for model test parameters in SNU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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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집합 전처리(Preprocessing and 

transformation) 및 후처리 자료(Post-processed data) 

모형 시험의 성격, 조선소, 그리고 계약된 선급에 따라 세부적인 

슬로싱 시험 방법과 후처리 방법이 다르다. 선급에 따라 다른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은 각국 선급의 슬로싱 모형 시험 안내 책자에 

소개되어 있다. 또한 조선소 마다 서로 다른 실험 방법과 후처리 

방법을 택하고 있고, 같은 조선소에서 수행한 실험도 과제의 성격에 

따라 몇가지 실험 결과의 후처리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슬로싱 모형 시험 방법과 후처리 

절차는 산업체에서 선박 및 해양구조물 설계 시에 수행하는 슬로싱 

모형 시험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랐다. 실험 결과의 후처리 방법이 

다를 경우, 데이터 상호간의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집합의 전처리 방법은 통일되었다. 산업체 슬로싱 모형 시험의 

일반적인 절차의 일반적인 내용은 국제 수조 시험 연구 

협의회(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의 ITTC(2014) 

안내를 따랐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모형 시험 절차의 적합성과 세부 

내용의 검증을 위한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수행한 모형 시험 중 일부는 산업체가 직접 공개(Oh et al., 

2015, Park et al., 2014)하거나 산업체와의 협의 하에 서울대학교에서 

공개하였다(Kim et al., 2012; Kim et al., 2013a; Kim et al, 2013b; Kim et al, 

2017a). 적용된 실험 방법과 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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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압력 이상화와 충격 압력 값 추출 

자료 집합의 전처리는 개별 자료 집합 i에서 계측한 압력 원시 

자료(pressure raw data)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압력 원시 

데이터에는 여러 종류의 관련이 없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없는 정보들은 정수압 값과 유동에 의한 저주파 압력, 주변 환경의 

기타 소음, 그리고 압력 센서에 나타나는 온도 충격(thermal shock) 

등이 있다. 관련 없는 정보들은 저주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필터를 사용하여 이 정보들을 제거하였다. 차단 주기는 

키슬러사에서 제공하는 압력 센서의 특성과 슬로싱 이벤트 응답 

주기 등을 고려하여 20 ms로 설정하였다(Kim, 2017).  

주파수 필터가 적용된 압력 시계열 자료로부터 슬로싱 충격 

압력의 압력 극값을 추출하였다. 우선 임계값 방법(Peak Over 

Threshold method, POT method)을 사용하여 충격 압력 극값 집합 iy = 

i{y1, …, yn}를 찾아냈다. 임계값 방법은 미리 설정한 임계값 이상으로 

계측된 신호를 선별한 뒤, 추출 시간 간격(sampling time window) 

내에서 가장 큰 압력 신호을 해당 슬로싱 충격 압력의 대표값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임계값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험 중 압력 

신호에 나타나는 소음을 제거하고, 주파수 필터로 제거되지 않는 

작은 압력값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임계값 방법은 압력 극값을 찾기 

위한 여러 모형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슬로싱 

모형 시험의 경우 산업체 마다, 그리고 모형 시험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임계값을 적용하기도 한다. 다른 임계값을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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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료 집합을 함께 다루기 

위하여 동일한 임계값 2.5 kPa 을 이용해 모든 자료를 전처리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21와 같다. 

 

 

Fig. 2-21 POT method for obtaining pressure data set y. 

 

충격 압력 극값 집합 iy = i{y1, …, yn}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차순정렬된 실험 결과 집합은 ip = i{p1, …, pn}이며, 식 (2.3)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실선 기준 5시간 동안 수행하는 한번의 실험 

i에서는 압력이 전혀 계측되지 않거나, 많게는 약 2,000개의 슬로싱 

충격 압력이 계측된다.  

 

𝑝1 > 𝑝2 > ⋯ > 𝑝
𝑛−1𝑖 > 𝑝

𝑛𝑖  (2.3) 

 

in은 개별 실험 자료 i의 실험 결과에 대해 통계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충격 압력 신호 샘플의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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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극치분포함수의 적용 

수집한 충격 압력 극값 집합을 이용하여 극치분포함수를 

적용하고, 해당 조건에서의 슬로싱 하중을 해석하였다. 현재 산업체 

슬로싱 모형 시험 결과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극치분포함수 모델은 3변수 Weibull 분포 함수다. 때때로 generalized 

Pareto 분포 함수가 사용되기도 하지만(Fillon, et al., 2011; Graczyk, et 

al., 2006; 2008, Oh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3변수 Weibull 분포 

함수 모델을 사용하였다. 

슬로싱 충격 압력을 해석하기 위한 적절한 극치분포함수 통계 

모델을 찾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불규칙운동의 실험 

결과에 Weibull 분포함수를 처음 적용한 연구는 Mathiesen (1976)이다. 

Mathiesen의 실험에서는 2차원 모형을 이용해 불규칙 종동요 

조건에서 슬로싱 충격 압력을 계측하였고, Weibull 분포함수가 

비교적 정확한 근사가 가능함을 보였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3차원 모형을 이용한 연구와 6자유도 운동 조건에서의 연구를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Weibull 분포함수를 이용해 근사하였다.  

3변수 Weibull 분포함수 모델 외에도 다양한 극치분포함수 모델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Gran (1981)은 Fretchet 분포함수를 

사용하였으며, Fillon et al. (2011)은 Weibull 분포함수, generalized Pareto 

분포함수, generalized Extreme Value 분포함수를 적용하였고, 각 

분포함수의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ness test)을 수행하여, 

분포함수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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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는 Kim et al. (2012), Kim et al. (2017a), Kim et al. (2017b) 등이 

있다.  

3변수 Weibull 분포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집한 충격압력 극값 

집합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정렬된 충격압력 극값집합 ip = 

i{p1,…,pn}의 누적확률분포를 3변수 Weibull 분포함수의 

누적확률분포에 근사하여 해당 조건의 슬로싱 충격 압력을 

산정한다. 3변수 Weibull 분포함수의 확률밀도함수 f(x)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와 누적분포함수 F(x)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는 식 (2.4)과 (2.5)와 같다.  

 

𝑓(𝑥) =
𝛾

𝛽
(

𝑥 − 𝛿

𝛽
) exp {− (

𝑥 − 𝛾

𝛽
)

𝛾

} (2.4) 

 

𝐹(𝑥) = 1 − exp {− (
𝑥 − 𝛾

𝛽
)

𝛾

} (2.5) 

 

δ는 위치모수 (location parameter), β는 척도모수 (scale parameter), γ는 

형상모수 (shape parameter)다. 위치모수, 척도모수, 형상모수와 변수 

x의 범위는 각각 δ ≤ x < ∞, 0 < β, 0 ≤ δ, 0 < γ이다.  

세 모수는 모멘트법을 사용해 계산하였다. 모멘트법은 충격 압력 

극값 집합 ip의 평균( �̂� ), 분산( �̂�2 ), 와도( 𝛾1 )의 세가지 모멘트를 

극치분포함수 모델의 평균(μ), 분산(σ2), 와도(γ1)와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극치분포함수 모델의 평균(μ)은 식 (2.6)으로, 분산(σ2)은 

식 (2.7)로, 와도(γ1)는 식 (2.8)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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𝜇 = 𝛽Γ (1 +
1

𝛾
) + 𝛿 (2.6) 

 

𝜎2 = 𝛽2 [Γ (1 +
2

𝛾
− Γ2 (1 +

1

𝛾
))] (2.7) 

 

𝛾1 =
Γ (1 +

3
𝛾) − 3Γ (1 +

1
𝛾) Γ (1 +

2
𝛾) + 2Γ3 (1 +

1
𝛾)

[Γ (1 +
2
𝛾 − Γ2 (1 +

1
𝛾))]

3
2

 (2.8) 

 

여기서, Γ 는 감마 함수를 의미한다.  

5시간 모형 시험 i에서 얻어낸 충격 압력 극값 집합 ip를 3변수 

Weibull 분포 함수에 상기 방법에 따라 근사하였다. 그리고 근사한 

극치분포함수모델로부터 3시간 재현시간 기준 최대값 iM 을 계산할 

수 있다. 3시간 재현시간 기준 최대값 iM은 식 (2.9)로부터 구할 수 

있다.  

 

𝑀𝑖 = 𝛿 + 𝛽 {log (
3

5
× 𝑁)}

1
𝛾 (2.9) 

 

3시간 재현시간 기준 최대값은 식 (2.10)으로 무차원화할 수 있다.  

 

𝐶𝑃
𝑖 =

𝑀𝑖

𝜌𝑙 ∙ 𝑔 ∙ 𝑏𝑖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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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은 3시간 재현시간 기준 최대값, ρl은 모형시험에 사용한 액체의 

밀도, ib는 모형시험 모델의 내벽 폭이다. 산업체 슬로싱 모형시험 

결과를 무차원화할 때, 무차원화 변수 중 길이 단위는 일반적으로 

모형 내벽의 종방향 길이, 폭, 또는 높이를 사용한다. 길이 단위를 

선택하는 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Kim et al. (2013b), Kim 

et al. (2017b)등의 연구에서는 모형의 종방향 길이로 압력값을 

무차원화 하였고, Kim et al. (2017a), Lugni et al. (2006), Lugni et al. (2014), 

Nasar et al. (2009), Kwon et al. (2018a) 등의 연구에서는 모형의 높이 

방향 길이로 압력값을 무차원화 하였다. 추출 자료 집합에는 

화물창과 연료탱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연료탱크의 경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종방향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가 많고, 

높이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종방향 길이, 또는 높이를 이용해 

무차원화할 경우 실험 결과에 크게 왜곡이 발생한다. 하지만 폭방향 

길이는 1열 배치 화물창과 2열 배치 화물창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배치 열 수가 같을 경우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2열 배치 

화물창의 목적이 슬로싱 하중을 줄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2열 배치 

화물창에서는 1열 배치 화물창에 비해 낮은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폭방향으로 무차원화할 경우 비교적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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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추출(Patterns & information) 

3.1 슬로싱 모형 시험 결과 심각도 분석 

슬로싱 하중 해석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슬로싱 모형 시험의 

결과를 곧바로 화물창 설계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모형 

시험에서 계측한 슬로싱 충격 압력값을 실선에 적용하기 위한 축척 

방법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슬로싱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모형 시험이 실제 부유체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제 부유체의 용기와 모형 실험에서 사용하는 용기의 환경과 

재료가 달라, 실제 부유체 슬로싱 현상에서 발생하는 상변화 등이 

모형 시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모형 시험 결과를 실제 부유체 설계에 직접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산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Malenica et al., 2017). 상대 평가 방법은 현재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부유체를 기준으로, 설계 부유체의 모델과 동일한 

조건에 모형 시험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설계 부유체의 용기에 

대한 모형 시험 결과가 기준이 되는 부유체 용기의 모형 시험 

결과보다 낮을 경우 설계 부유체의 용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상대 평가 방법은 기준이 되는 부유체에 대한 모형 시험 

결과가 필요하다. 기준이 되는 모형 시험 결과를 얻기 위한 추가 

모형 시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준이 되는 부유체가 운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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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조건에서 설계 부유체를 운용할 경우, 안정성을 비교할 방법이 

없다. 또한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부유체를 보유하지 못한 

산업체의 경우, 모형 시험을 수행하더라도 슬로싱 하중에 대한 설계 

부유체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본 장에서는 설계 부유체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슬로싱 모형 시험 결과의 심각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값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형 시험 결과의 심각도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자료 집합을 분석하여 실험 결과의 분포를 살폈다. 

그리고 실험 결과의 분포도로부터 임의의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얻어낸 실험 결과의 심각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였다. 

모형 시험 결과는 자료 집합의 각각의 자료 i에 대한 통계 해석 

후처리 과정을 통해 얻어내었다. 각각의 자료 i에 대한 실험 결과는 

iCP이며, 이는 각 자료를 대표하는 무차원화된 압력값이다. 약 

4,000개의 추출 자료들은 Haver (1983; 1986)와 Ochi (1998) 등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많은 수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자료 

집합의 많은 수의 실험 결과에 대해 통계적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 

Ochi (1998)가 파고를 관측한 뒤 관측한 자료에 대해 통계 해석을 

진행한 과정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추출된 자료 집합의 실험 

결과 iCP에 대해 확률 밀도 분포를 Rayleigh 확률 분포 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Rayleigh 확률 분포 함수의 형태는 식 (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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𝑓(𝐶𝑃) =
2𝐶𝑃

𝑅
exp (−

𝐶𝑃
2

𝑅
) (3.1) 

 

(R/2)1/2 항은 Rayleigh 분포 함수의 척도 모수(scale parameter)다. R은 

통계적 추론항(statistical inference theory)이며, 통계적 추론항은 식 

(3.2)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Ochi, 1998). 

 

𝑅 =
1

𝑁
∑ 𝐶𝑃

𝑖 2
𝑁

𝑖=1

 (3.2) 

 

N은 연구에 사용한 추출된 자료 개수다.  

통계적 추론항 R과 Rayleigh 확률 분포 밀도 함수를 이용해 

근사한 실험 결과의 확률 분포와 실험 결과 CP의 히스토그램을 

함께 도시하면 Fig. 3-1와 같다. Fig.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난 

히스토그램의 형태와 Rayleigh 확률 분포 밀도 함수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실험 결과 CP는 Rayleigh 분포 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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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Comparison between histogram of CP and Rayleigh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추출 자료 집합에 축적된 실험 결과 CP의 분포가 Rayleigh 확률 

분포 밀도 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상위 1/n 실험 결과를 

Rayleigh 확률 분포 밀도 함수 모델로부터 구할 수 있다. 상위 1/n 

실험 결과를 x1/n 이라고 한다면, 상위 1/n 실험 결과는 식 (3.3)을 

이용해 간단히 구할 수 있다(Ochi, 1998). 

 

𝑥1/𝑛 = √ln(𝑛)√𝑅 (3.3) 

 

실험 결과가 Rayleigh 확률 분포 밀도 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한 식 

(3.3)으로부터 구한 상위 1/n 값과 자료 집합의 상위 1/n 값을 

비교하여 다시 한번 Rayleigh 확률 분포 밀도 함수의 적용 가능성을 

살폈다. 상위 1/2, 1/3, 1/4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실험값 CP와 식 

(3.3)을 이용한 근사 결과를 비교하면 Table 3-1과 같다. Table 3-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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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통계 모델로부터 근사한 상위 1/n 값과 자료 집합의 상위 

1/n 값이 매우 유사하며, 다시 한번 자료 집합의 실험 결과를 

Rayleigh 확률 분포 밀도 함수로 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1 Comparison between the highest 1/n model test results of Rayleigh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and statistical results of the experiments. 

n x1/n CP, 1/n 

2 6.8 6.5 

3 8.5 8.2 

4 9.6 9.3 

 

자료 집합의 실험 결과에 대해 분포 함수의 형태와 상위 1/n 값이 

Rayleigh 확률 분포 밀도 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Rayleigh 확률 분포 밀도 함수를 이용해 유의 

압력값 CPS를 계산할 수 있다(Ahn et al. 2019b). 

 

∫ 𝑥𝑓(𝑥)
∞

𝑥1/3

𝑑𝑥 = 𝑥1/3exp (−
𝑥1/3

2

𝑅
) +

1

2
√𝜋𝑅Φ (

𝑥1/3

√𝑅
) =

1

3
𝐶𝑃𝑆 (3.4) 

 

Ф(z)는 상보 오류 함수(complementary error function)로써 식 (3.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Φ(𝑧) =
2

√𝜋
∫ exp−𝑟2

𝑑𝑟
∞

𝑧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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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의 압력값 CPS는 식 (3.6)을 이용해 근사할 수 있다. 

 

𝐶𝑃𝑆 ≅ 1.42√𝑅 = 11.63 (3.6) 

 

3.2 선수각 조건과 실험 결과 

부유체의 운항조건이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선수각 조건(Heading, β)과 실험결과의 관계를 극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다. β=180⁰ 조건은 선수파(head sea) 조건을 의미한다. 

실험 조건을 연료탱크에 대한 실험과 화물창에 대한 실험으로 나눌 

수 있다. 화물창에 대한 실험은 빨간색 원으로 Fig. 3-2에, 

연료탱크에 대한 실험은 파란색 삼각형으로 Fig. 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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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Wave heading angles and test results CP of cargo hold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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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Wave heading angles and test results CP of LNG fuel tank model test. 

Figs. 3-2~3을 살펴보면, 선수각 조건 중 횡파 조건과 선수 사파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큰 압력값이 계측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출 자료 집합 중 높은 압력값이 계측된 선수각 조건은 선수 사파 

조건과 횡파 조건이다. 그리고 선수 사파 조건과 횡파 조건, 선수파 

조건에서 많은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모든 선수각 조건에서 동일한 

수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선수각 조건에 따른 결과의 

양상은 이상치 해석(Kim, 2017)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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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대칭으로 실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두가지다. 실험 

대상 용기가 1열 배치인 경우, 많은 실험이 선박의 좌우 대칭 

형태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우현 파 조건에서 실험을 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우현 파 실험의 횟수가 좌현파 실험 횟수보다 

많고, 높은 충격 압력이 계측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2열 배치 실험 결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2열 배치 실험의 

경우 모두 우현에 놓인 용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0⁰와 

180⁰ 사이의 조건 실험 결과가 상대적으로 많다. 만약 좌현에 놓인 

용기를 대상으로 좌현파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다면, 대칭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Ahn, et al.,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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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재수심 조건과 실험 결과 

적재수심에 따른 실험 결과(CP)를 Fig. 3-4에 나타내었다. 검은색 

점선은 임의의 화물창(위), 그리고 연료탱크(아래)의 반폭 단면을 

나타내고, 빨간색 원 점은 화물창 모형 실험에서 나타난 실험 

결과를, 파란색 세모 점은 연료탱크 모형 실험에서 나타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연료탱크와 화물창의 모형 시험 모두 낮은 적재 수심 중 0.20h – 

0.30h 수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슬로싱 충격 압력이 나타났다. 

높은 적재 수심 중에서는 0.90h 조건에서 높은 충격 압력이 

발생하였다. 연료탱크의 경우 0.40h 조건 근방에서도 높은 충격 

압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는 화물창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래 

사면의 높이가 높고, 큰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압력값이 나타난 조건만 고려한다면 2012년 

Lloyd’s Register의 안내 책자에서 보인 적재 수심에 따른 슬로싱 

하중 양상(LR, 2012)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4 산포도 상에서 각 적재 수심에서 일부 자료는 자료 

군집과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화물창 모델의 0.80h 조건에서 가장 

큰 실험 결과를 보인 세 자료, 0.95h 조건에서 가장 큰 실험 조건을 

보인 하나의 자료가 각 적재 수심에서의 자료 군집에서 비교적 

벗어나 분포한다. 이 자료들의 고려 여부와 관계 없이 적재 수심에 

따른 실험 결과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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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Filling conditions and test results CP of cargo hold (top) and LNG 

fuel tank model test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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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경 조건과 실험 결과 

선박과 해양구조물은 운용 기간 겪을 수 있는 환경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또한 부유체의 화물창과 연료탱크 설계 시에도 

환경 조건에 따른 슬로싱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 조건에 따라 

동일한 부유체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조물에 대한 슬로싱 하중 산정 시 슬로싱 현상이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 조건에 따른 슬로싱 현상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고,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 조건이 심각해짐에 따라 슬로싱 

하중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유의파고 조건의 

환경 조건에서 보다 높은 슬로싱 충격이 발생하기도 한다(Lloyd, 

2009). 그리고 화물창의 형태와 적재 수심 조건에 따른 슬로싱 

현상의 공진 주기를 선형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Faltinsen and 

Timokha, 2009), 슬로싱 현상의 높은 비선형성으로 인해 선형 공진 

주기와 슬로싱 하중이 선형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즉, 슬로싱 

현상과 슬로싱 하중은 선형적으로 단순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료 집합을 이용해 환경 조건과 실험 결과의 관계를 Figs. 

3-5~7에 가시화하여 살펴보았다. 환경 조건 Hs는 구조물의 

폭으로(Hs/b), Tz는 구조물의 폭을 이용한 항(Tz∙√g/b)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Fig. 3-5에는 화물창 높이 기준, 70% 이상으로 적재한 

조건(high filling)에서의 실험 결과를, Fig. 3-6에는 화물창 높이 기준 

30% 이상, 70% 미만으로 적재한 부분 적재 수심 조건(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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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ing)에서의 실험 결과를, 그리고 Fig. 3-7에는 화물창 높이 기준 30% 

미만으로 적재한 낮은 적재 수심 조건(low filling)에서의 실험 

결과이다. 개별 실험 i에서의 실험 결과가 원으로 산포 되었으며, 

원의 투명도는 80%다.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할 경우 

원의 농도가 짙어진다. 원의 크기는 해당 면에 설치된 압력 센서를 

기준으로 해석한 실험 결과 iCP의 크기를 의미하고, 원의 색은 실험 

i에서 모든 면에 설치된 압력 센서를 기준으로 실험 결과를 

산출하였을 때의 실험 결과 iCP이다. 좌측 상단에는 모든 면에 

설치된 센서 기준의 실험 결과를, 그리고 우측 방향과 아래 방향의 

순서로 모형 천장, 선수 격벽, 선미 격벽, 좌현 윗사면, 우현 윗사면, 

좌현 측면, 우현 측면, 좌현 아랫사면, 우현 아랫사면에 설치된 

센서의 계측값 기준의 실험 결과다. 

전반적으로 유의파고와 평균파주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크기의 

실험 결과를 얻었다. 유의파고와 실험 결과가 항상 비례하지 않는 

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다(Lloyd, 2009). 또한 평균파주기의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실험 결과가 달라진다.  

높은 적재 수심일 때는 아랫사면과 측면보다 윗천장에서 비교적 

큰 충격 압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적재 수심 

조건에서는 격벽과 측면에서 큰 충격 압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분 적재 수심에서는 주로 측면과 윗사면에서 주요한 압력이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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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est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high 

fil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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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est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mid 

fil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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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est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low 

fil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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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자유도 운동 시계열 자료와 실험 결과 

모형 시험에서 설계 모형의 여러가지 특성으로부터 산출된 

6자유도 운동 시계열을 이용해 모형을 동요시켜 실험 결과를 

얻는다. 이 때 사용되는 6자유도 운동 시계열은 선박의 운동 응답 

특성, 환경 하중의 성격, 그리고 대상 모델과 선박의 위치 특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살펴본 평균파주기와 유의파고 조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유체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3.5.1 6 자유도 운동 시계열 대표값 산출 

6자유도의 파랑 중 운동 시계열 자료는 다른 실험 조건 자료들과 

성격이 다르다. 다른 실험 조건 자료들은 하나의 실험 조건 i에 

대해 몇가지 대표 값을 띄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 하중 조건은 

평균파주기와 유의파고로 대표할 수 있고, 적재 수심 조건은 화물창 

높이에 대한 비율로 대표할 수 있다. 하지만 운동 시계열의 경우 

모형 기준, 0.01초 간격의 연속된 시계열 자료다. 따라서 6자유도 

파랑 중 운동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는 각각의 운동에 대한 응답 

스펙트럼의 면적으로 대표 값을 산정하였다. 파랑 중 운동의 운동 

응답 스펙트럼의 면적은 식 (3.7)로 계산할 수 있다. 

 

𝑚𝑞𝑠 = ∫ 𝜔𝑞
∞

0

𝑆𝜂(𝜔)|𝐻𝑠(𝜔)|2𝑑𝜔 (3.7) 

 

mqs는 s운동 응답 q차 모멘트를 의미한다. s는 1에서 6까지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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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동요, 좌우동요, 상하동요, 횡동요, 종동요, 선수동요를 의미한다. 

선형 운동 응답 함수 Hs(ω)는 부유체 고유의 운동 특성으로, 

부유체의 형상, 무게 배치, 운용 조건의 선속, 선수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동 응답 따라서 6자유도 운동 응답 

스펙트럼에는 이들의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한 6자유도 

운동 응답 스펙트럼이 파스펙트럼과 선형 운동 응답 함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파주기와 부유체의 운동 응답 주기의 공진 주기에 

대한 정보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운동 응답 스펙트럼의 0차 모멘트의 경우 운동 응답 스펙트럼의 

면적이 되며, 이는 운동 시계열의 분산과 같다. Mansour and Liu 

(2008)에 따르면 운동 응답의 시계열 분산과 운동 응답 스펙트럼 

면적의 관계, 즉 0차 모멘트와의 관계는 식 (3.8)과 같다. 

 

𝜎𝑠
2 = 𝑚0𝑠 (3.8) 

 

3.5.2 원시 자료 집합 

6자유도 운동 응답의 0차 모멘트 mqs, 즉 각 운동 응답의 분산 

σ2과 무차원화된 실험 결과 CP의 관계를 도시하면 Figs. 3-8~13과 

같다. x축에는 실험 결과를, y축에는 각각의 운동 응답 시계열의 

분산을 도시하였다. 전후동요, 좌우동요, 상하동요의 분산은 각 실험 

모형의 폭 b2으로 무차원화 되었고, 각 운동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y축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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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Zero moment m0 of the surge response spectrum and CP. 

 

 

Fig. 3-9 Zero moment m0 of the sway response spectrum and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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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Zero moment m0 of the heave response spectrum and CP. 

 

 

Fig. 3-11 Zero moment m0 of the roll response spectrum and CP. 

 



82 

 

Fig. 3-12 Zero moment m0 of the pitch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CP. 

 

 

Fig. 3-13 Zero moment m0 of the yaw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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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자료 집합의 정제 및 결과 

자료 집합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자료 집합의 정제가 필요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Fig. 3-13을 살펴보면 일부 자료의 선수동요 

운동 응답 m06가 다른 자료 집합의 선수 동요 운동 응답보다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상치(outlier)로 볼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면 Fig. 3-14와 같다.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 선수 

동요 운동 응답 m06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Fig. 3-15와 같다. 

매우 적은 수의 이상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발생 빈도를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었다. Fig. 3-15의 히스토그램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이상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치가 발생한 자료는 LNG 연료탱크를 대상으로 한 모형 

시험이며, 해당 모형 시험을 진행하면서 동일한 연료탱크 모형에 

대해 몇가지 다른 부유체의 운동 응답을 시험하였다. 이상치가 

발생한 자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크기의 선박에 대한 

운동을 모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선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산업체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나, 해당 선박에서는 유사한 환경 하중 

조건에서도 부유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매우 큰 선수 

동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다른 자료와 함께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4 

 

Fig. 3-14 Zero moment m06 of the yaw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CP and 

outliers of m06. 

 

 

Fig. 3-15 Histogram of the zero moment m06 of the yaw response motion 

spectrum and outliers of m06. 

  

out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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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동요에서 이상치가 존재하는 자료를 제외하였을 때, 추출 

자료 집합 전체에 6자유도 운동 응답의 0차 모멘트를 도시하면 Figs. 

3-16~21과 같다. 선수 동요를 제외한 다른 운동 응답에서도 선수 

동요 이상치가 발생한 실험 자료는 함께 정제되었다.  

각각의 6자유도 운동 응답 자료를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자료들이 전체 실험 자료의 군집과 동떨어진 값을 갖는 자료가 

존재한다. 이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자료 집합 분석 시 사용하는 

여러 이상치 제거 방법에 따르면 모두 이상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Fig. 3-16의 전후 동요 자료 중 상위 8개 자료는 모두 추출 

자료 집합의 전후 동요 자료에 근거할 때 사분범위 밖의 값을 갖고 

있으며, 사분위수를 사용한 이상치 제거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해당 

모형 시험 자료가 제거된다.  

하지만 상위 8개 자료의 부유체 특성, 환경 하중 조건, 운용 

조건이 다른 자료 집합의 부유체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고, 통계적 

해석만을 바탕으로 자료 집합에서 제외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Figs. 3-16~21에 표기된 모든 실험 자료는 

추출 자료 집합으로서 자료 집합의 해석에 모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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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Revised plot of Fig. 3-8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Fig. 3-17 Revised plot of Fig. 3-9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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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Revised plot of Fig. 3-10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Fig. 3-19 Revised plot of Fig. 3-11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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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Revised plot of Fig. 3-12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Fig. 3-21 Revised plot of Fig. 3-13 without outliers of m06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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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요 변수와 실험 결과와의 관계 

모형시험조건들과 실험결과의 상관관계를 해석하여, 이들의 

상호관계와 조건의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선형관계의 분석만 가능하다. 

피어슨 상관관계수 r은 식 (3.8)로 표현된다.  

 

𝑟𝑗 =
∑ ( 𝑥𝑗 − �̅�𝑗

𝑘 )𝑘 ( 𝐶𝑃 − 𝐶�̅�
𝑘 )

√∑ ( 𝑥𝑗 − �̅�𝑗
𝑘 )

2
𝑘 √∑ ( 𝐶𝑃 − 𝐶�̅�

𝑘 )
2

𝑘

 (3.8) 

 

여기서 x는 적재 수심, 선수각, 유의파고, 평균파주기, 화물창 치수 

등의 시험 조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의 피어슨 상관관계수를 

구하면 Table 3-2와 같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파고가  시험조건 

중 가장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 

조건이 악화될 수록 유의파고가 높고, 선박운동응답의 크기도 크다. 

즉, 선박운동응답이 클 때 보다 큰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의파고와 실험결과의 상관관계도 높은 

수치가 아니며, 다른 실험 조건의 경우 매우 낮은 상관관계수 값을 

갖고 있다. 이는 슬로싱 모형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서로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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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Pierson correlation r of the test conditions and results. 

Item r 

Wave conditions 
Hs 0.2550 

Tz 0.0144 

Tank dimensions 

l/b 0.0331 

h/b -0.0876 

hu/b -0.0526 

hl/b -0.0174 

Operational conditions 
Filling -0.0940 

Heading -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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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실험 결과 예측 

4.1 인공신경망 구성 및 소개 

자료 집합의 분석을 마친 뒤, 기계 학습 방법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예측하였다.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이유는 첫째, 3.6장에서 피어슨 상관관계수 해석 결과를 

보았을 때, 어떤 실험 조건도 실험 결과에 대해 0.3 이상의 피어슨 

상관관계수 값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은 피어슨 

상관관계수는 여러 실험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선형 회귀 분석을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슬로싱 현상이 갖는 비선형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물리적 비선형 특성을 인공신경망이 온전히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인 회귀 분석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인공신경망은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Hopfield, 1982; Azar, 2013), 비선형성이 높은 

슬로싱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공신경망이 적절한 도구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인공신경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가 충분히 확보 

되어야 한다. 심층신경망을 주로 사용하는 영상 처리 문제 등 다른 

문제에 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수가 적지만, 입력 인자의 

수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끝난 뒤,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검증한 후에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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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인공신경망의 구조 요약 

다수의 층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Multi-Layer Perceptron, MLP)을 

구성하여 슬로싱 충격 압력을 예측하였다. 높은 비선형성을 띄고 

있는 슬로싱 문제에 대해서 비선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이 충분히 깊어야 바른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이다(LeCun, et al., 2015). 신경망의 깊이가 너무 얕을 경우 

비선형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정확도가 높지 않고, 

신경망이 지나치게 깊을 경우 학습 정확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불필요한 계산 시간만 증가한다. 따라서 적절한 깊이의 신경망이 

필요하다(Azar, 2013). 

구성한 인공신경망은 실험 자료 i에 대해 여러 실험 조건을 입력 

인자로 사용하고, 실험 결과(iM)를 목표값(target value)으로 하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인공신경망이다. 적용한 인공신경망의 전체 

구조는 1개의 입력층(input layer)과 5개의 은닉층(hidden layer), 그리고 

1개의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한 인공신경망의 

모습은 Fig. 4-1에 간략히 나타내었다.  

학습에 사용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슬로싱 모형 시험소의 자료 

집합(SNU DB) 중 추출 자료 집합(target data base)를 이용하였다. 입력 

인자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4.2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과적합(over-fitting)을 막기 위해 은닉층의 일부에는 

드롭아웃(dropout)이 적용되었다. 각 은닉층의 뉴런 수, 드롭아웃 

비율, 학습률, 배치 크기 등은 초모수 최적화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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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되었다.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해 5개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개별 실험 자료 i에 대해 예측을 수행할 때의 예측 목표값은 

무차원화 하기 전의 실험 결과 대표 값인 3시간 재현 시간 기준 

최대 압력값 iM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무차원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결과의 무차원화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을 마친 후, 예측 결과에 다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4-1 Schematic structure of the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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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활성화 함수 

입력층에서는 선형 활성화 함수(linear activation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입력 인자는 입력 인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히 

변형되었고, 선형 활성화 함수를 통해 입력층을 통과한다.  

5개의 모든 은닉층에서는 렐루(Rectified Linear Unit, ReLU) 함수를 

사용하였다. 렐루 함수는 입력된 값이 0을 넘으면 그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고, 0이하일 때는 0을 출력하는 함수로, 우리의 신경과 

닮아 있다(Glorot, X. and Bengio, 2010). Goodfellow et al. (2016)에 

따르면 특정 값을 예측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 렐루 함수가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Leaky ReLU 등의 다른 활성화 함수는 

적용하지 않았다. 

렐루 함수의 형태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4.1)와 같다.   

 

ℎ(𝑥) = {
𝑥 (𝑥 > 0)
0 (𝑥 ≤ 0)

 (4.1) 

 

활성화 함수로 사용한 렐루 함수의 미분식은 식 (4.2)와 같다.  

 

𝜕ℎ

𝜕𝑥
= {

1
0

 
(𝑥 > 0)

(𝑥 ≤ 0)
 (4.2) 

 

목표값(target value)은 단일 값인 3시간 재현시간 기준 최대 충격 

압력값 M이다. 따라서 출력층에서도 선형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출력값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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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손실 함수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값이 단일 수치인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 MSE)를 손실 함수(loss function)로 

사용한다. 평균 제곱 오차는 한번의 학습 과정에 사용되는 실험 

자료 전체에 대해 예측값과 목표값의 차이를 이용해 손실을 

계산한다. 

손실 함수를 바탕으로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갱신하였다.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오차역전파법(back propagation)을 

이용해 갱신 하였으며(Rumelhart and MacClelland, 1986), 여러 변형 

방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가중치 갱신 방법은 

4.3장에 자세히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손실 함수에 대해 오차역전파법을 수행하기 

위한 미분항을 표현하면 각각 식 (4.3)과 (4.4)와 같다.  

 

𝐿 =
1

𝑁𝑏
∑(𝑦𝑛 − 𝑡𝑛)2

𝑁𝑏

𝑛=1

 (4.3) 

𝜕𝐿

𝜕𝑧𝑛
= 𝑦𝑛 − 𝑡𝑛 (4.4) 

 

t는 출력층 노드에서의 목표값이다. (zn에 대한 정의해 주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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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공신경망 실험 인자 분석 

슬로싱 현상과 슬로싱 충격 압력을 해석하는 연구는 비선형성이 

매우 높은 복잡한 문제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을 구성해 슬로싱 충격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명확히 선별하고, 신경망의 입력값으로 적절히 변환해주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유의파고 조건은 선박의 

상하 운동 조건의 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비교적 작은 운동 

응답 조건에서도 6자유도 운동이 갖는 상호관계와 모형의 크기에 

따라 큰 슬로싱 충격 압력이 계측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을 

사용할 때 입력 인자를 정리하고 다루는 부분이 공학적 접근 

방법을 요한다. 

복잡한 인공신경망의 입력 인자를 선별하기 위해, 모형 시험 수행 

시 필요한 변수들을 먼저 정리하였다. 조선소에서 선박을 설계할 때 

선박의 운동응답특성과 함께 화물창의 치수, 슬로싱 모형 시험의 

대상 화물창 위치가 결정된다. 설계 시 결정되는 이 변수들에 의해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할 때도 슬로싱 현상이 달라진다. 

또한 동일한 선박의 화물창으로 화물창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 하중에 의해 슬로싱 현상이 달라진다. 또한 

동일한 화물창 모형에 동일한 환경 하중이 가해질 때도, 설치된 

센서가 계측하는 면적, 센서의 위치, 실험에 사용한 매질의 종류 등 

실험 환경에 따라서도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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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험 자료 i에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요약하면 Table 4-1과 같다. Table 4-1에는 실험 인자들을 각 변수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이 인자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인공신경망에 입력하였다. 모든 인자는 임의의 무차원화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스케일링을 통해 인공신경망에 입력하였다. 

 

Table 4-1 Test parameters of the model test data i. 

Category Notation Parameters 

Characteristics 

of cargo hold 
δc h, l, b, hu, lu, internal structures 

Characteristics 

of floating unit 
δv 

Lines, general arrangement, 

design speed, and others 

Environmental 

conditions 
δw 

Wave spectrum, Hs, Tz, 

spreading function 

Operational 

conditions 
δo 

Operational speed, wave 

heading angle, fillings 

Experimental 

conditions 
δe 

Sensor arrangement, material, 

temperature, noise, humidity,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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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모형 인자 

먼저 실험에 사용한 모형의 특성(δc)이 중요한 변수다. 추출된 

자료 집합의 모든 모형이 동일하게 아크릴판으로 모형 벽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형의 변수는 모델 치수가 된다. 모형의 치수가 

중요한 이유는 치수에 따라 모형이 담는 액체의 양이 달라지고, 

슬로싱 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Faltinsen and Timokha, 2009). 

모형의 크기와 길이, 폭, 높이, 아랫사면, 그리고 윗사면의 높이에 

따라 동일한 가진 조건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파가 생성된다. 또한 

모형의 치수에 따라 슬로싱 현상의 공진 주기가 변하며, 주요한 

충격이 발생하는 위치도 달라진다. 모형의 치수는 mm 단위로 

정리된 길이, 폭, 높이, 윗사면 높이, 아랫사면 높이가 최소-최대 

스케일링(Min-Max scaling)을 사용하여 변환된 뒤, 인공신경망의 입력 

인자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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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부유체 인자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특성(δv)도 중요한 변수다.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는 모형시험소에 부유체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모형 시험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산업체 마다 다르다. 따라서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특성을 

모두 인공신경망에 입력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인공신경망의 입력 인자로 사용된 변수는 

부유체와 관련된 많은 변수 중 단 두 변수다.  

부유체 인자의 첫번째 변수는 실험에 사용한 모델이 부유체 

종방향에서의 개략적인 위치다. 개략적인 위치는 모형을 1번 화물창, 

2번 화물창, 4번 화물창, 그리고 LNG 연료탱크로 구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실험에 사용된 대상 부유체들의 크기가 표준 크기 

이상의 선박들이고(Faltinsen and Timokha, 2009), 화물창 번호에 따라 

종방향 위치의 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준 크기 

이상의 LNG 운반선의 경우 2, 3, 4번 화물창의 크기와 형태가 

유사하지만 종방향 위치가 다르고, 3번 화물창 중심 근처에 선박의 

운동 중심이 위치하며 2번 화물창은 보다 선수부에, 4번 화물창은 

보다 선미부에 위치한다(ABS, 2009). 종방향 위치는 화물창 모형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선수각 조건을 고려할 때 선수부에 

위치한 화물창의 경우 선수파 조건에서, 선미부에 위치한 화물창의 

경우 선미파 조건에서 운동 응답이 비교적 클 수 있다.  

부유체 인자의 두번째 변수는 화물창, 또는 연료탱크의 배치 열 



100 

수다. 일반적으로 화물창은 종방향으로 1열 배치로 설계 

되었으나(Kuo et al., 2009), 부유체의 크기가 커지며 폭방향의 슬로싱 

하중이 염려되어 종방향으로의 2열 배치(two-row)로 화물창이 

설계되는 경우가 생겼다(Ryu, et al., 2016). LNG 연료탱크 역시 

폭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슬로싱 하중을 피하기 위해 2열 

배치를 고려한다(Kim, et al., 2017a). 배치 열 수는 화물창 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횡방향에 취약한 슬로싱 충격 하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2열 배치의 경우 횡방향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가진 조건에서도 운동 특성이 다르다. 배치열에 대한 변수는 원-핫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하였으며, 2열 배치일 경우 1, 그리고 1열 

배치일 경우 0으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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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환경하중 인자 

환경하중인자(δw)도 슬로싱 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환경하중인자는 일반적으로 유의파고와 평균파주기로 정의되는 

파스펙트럼에 따라 달라진다. 파스펙트럼은 1변수 스펙트럼인 

피어슨-모스코비츠 스펙트럼(Pierson-Moskowitz spectrum, PM spectrum), 

2변수 스펙트럼인 Bretschneider 스펙트럼, 또는 정점-형태 변수(peak-

shape parameter) γ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존스왑 스펙트럼(Joint North 

Sea Wave Project spectrum, JONSWAP spectrum)을 사용하였다. 피어슨-

모스코비츠 스펙트럼은 식 (4.5)로 나타낼 수 있다(Ochi, 1998). 

 

𝑆(𝜔) =
8.10

103

𝑔2

𝜔5
exp {−

5

4
(

𝜔𝑚

𝜔
)

4

} (4.5) 

 

ωm은 모드 주파수(modal frequency)로 식 (4.6)와 같이 유의파고로 

표현할 수 있다. 

 

𝜔𝑚 = 0.4√
𝑔

𝐻𝑆
 (4.6) 

 

2변수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경우는 파스펙트럼은 식 (4.7)로 

표현된다(Ochi, 1998).  

 

𝑆(𝜔) =
1.25

4

𝜔𝑚
4

𝜔5
𝐻𝑆

2exp {−1.25 (
𝜔𝑚

𝜔
)

4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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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존스왑 스펙트럼은 식 (4.8)와 같다(Ochi, 1998). 

 

𝑆(𝜔) = 𝛼𝑔2𝜔−5exp {−1.25 (
𝜔𝑚

𝜔
)

−4

} 𝛾
exp{−

(𝜔−𝜔𝑚)2

2(𝜎𝜔𝑚)2 } (4.8) 

 

γ는 상기한 정점-형태 변수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범주 값(categorical value)로, 그리고 스펙트럼의 

존스왑 스펙트럼에 사용한 정점-형태 변수는 평균 스케일링을 

사용하였다. 스펙트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환경하중인자는 

유의파고와 평균파주기며, 두 변수는 모두 최대-최소 스케일링을 

사용하였다.  

자료 집합의 실험 조건 중 파퍼짐 현상은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긴 물마루(long-crested) 조건으로 파퍼짐 현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횡파 조건에서는 전후동요, 종동요, 

선수동요가 나타나지 않고, 선수파 조건에서는 좌우동요, 횡동요, 

선수동요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해양파를 구현할 때 

파퍼짐(wave spreading) 현상을 고려한 실험이다. 파퍼짐 현상을 

고려하면 짧은 물마루(short-crested)가 구현이 되고, 파퍼짐 현상을 

반영하는 방법은 식 (4.9)와 같다(Faltinsen, 1990). 

 

𝑆𝜂(𝜔, 𝜃) = 𝑆𝜂(𝜔)𝑓(𝜃) (4.9) 

 

파퍼짐을 위한 함수 f(θ)는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식 (4.10)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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𝑓(𝛽) =
2

𝜋
𝑐𝑜𝑠2(𝛽) -π/2 ≤ β ≤ π/2 

(4.10) 

 = 0 elsewhere 

 

β는 부유체로 입사되는 파의 진행방향을 나타낸다.  

 

4.2.4 부유체 운용 인자 

부유체 운용 인자(δo)는 적재 수심 조건과 선수각 조건이다. 적재 

수심 조건은 모델 높이에 대한 비율로 입력이 되었으며, 별도의 

축척 방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선수각 조건은 최소-최대 스케일링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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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6 자유도 시계열 인자 

6자유도 시계열 인자(δm)는 각 운동의 대표 값을 입력 인자로 

사용하였다. 각 운동의 대표 값은 3.5장에서 살펴본 운동 응답의 

0차 모멘트 m0, 또는 각 운동 시계열의 분산 σ2이다. 따라서 실제로 

액체를 담은 모형에서 슬로싱 현상을 발생 시키는 가진 운동 

6자유도 운동에 해당하는 6개의 인자로 인공신경망에 입력된다.  

6자유도 시계열 인자는 3장에서 도시한 자료 집합의 분포도와 

달리, 무차원화를 하지 않고 인공신경망에 입력하였다. 그 이유는 

무차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손실, 또는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인공신경망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kPa 단위의 3시간 

재현 시간 기준 최대 압력 값이기 때문에, 무차원화를 하지 않은 

입력 인자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6자유도 시계열 인자는 추출 자료 집합을 기반으로 최소-최대 

스케일링을 사용하여 변형된 뒤 인공신경망에 입력되었다. 최소-

최대 스케일링을 사용하였을 때 6자유도 시계열 인자는 Figs. 4-

2~7과 같이 변형된다. 3장에서 도시한 분포도와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CP를 대상으로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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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1 and CP. 

 

 

Fig. 4-3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2 and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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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3 and CP. 

 

 

Fig. 4-5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4 and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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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5 and CP. 

 

 

Fig. 4-7 Scatter plot of min-max scaled m06 and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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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모형 시험 환경 인자 

모형 시험 환경 인자(δe)는 모형 시험소의 실험 환경을 나타낸다. 

다른 모형 시험과 마찬가지로 모형 시험의 세부 조건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치된 센서에 관련된 조건이다. 동일한 실험을 수행할 때 설치된 

센서의 수가 다를 경우, 많은 센서를 설치한 실험 조건에서 보다 

높은 슬로싱 충격 압력이 계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료 

추출 시 충분한 수의 센서가 설치된 실험을 선택하였으나, 여전히 

설치된 센서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력 인자로 

사용하였다. 센서 수, 센서 계측 면적의 총합, 그리고 센서 계측 

면적과 모델 내벽의 비율, 총 세 방법으로 설치된 센서 정보를 

고려하였다. 세 방법 모두 학습 추이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mm2 단위의 센서 계측 면적의 총합이 입력 인자로 

고려되었다. 

둘째, 축척 비율도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슬로싱 

모형 시험의 경우 아직 명확한 축척비가 규명되지 않았으나, 모형의 

제작과 가진 시계열을 작성할 때는 Froude 스케일링을 사용한다. 

Kim et al. (2017b)에 의하면, Froude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해 모형 시험을 수행할 경우, 실험 결과에 충분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축척 비율을 입력 인자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축척 비율은 1:50, 1:40, 1:30등이 있으며, 최소-최대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입력 인자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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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기체-액체 밀도비다. Yung et al. 

(2009)과 Ahn et al. (2012)에 의하면 기체-액체 빌도비가 달라질 경우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료 추출 시 일반 공기와 물을 

사용한 실험과 기체를 육불화황과 질소의 혼합 기체로 대체한 

실험을 선택하였고, 추출된 자료 집합에는 기체-액체 밀도비가 

0.0012와 0.0040의 두 조건이 있다. 따라서 기체-액체 밀도비 조건은 

원-핫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해 인공신경망의 입력 인자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플랫폼의 종류다. 추출 자료 

집합에는 중형 장비와 대형 장비, 두 장비를 사용하였다. 여러 국제 

선급에서는 실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모형 시험 도중 장비를 

변경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ABS, 2009; BV, 2010; DNV∙GL, 2016). 

따라서 플랫폼 종류는 원-핫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해 중형 장비의 

경우 0, 그리고 대형 장비를 사용한 경우 1로 인공신경망에 

입력되었다. 

그 외 설치된 센서의 기하학적 배치, 모형 시험소의 온도 및 습도 

등의 환경 조건, 기타 소음 등의 여러 조건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센서의 설치는 모형 시험 수행 시 설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였고, 모형 시험소의 온도 및 습도 등의 환경 

조건은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Faltinsen and Timokha, 

2009). 또한 기타 소음 등의 자료는 별도로 측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타 조건들은 인공신경망의 입력 인자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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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입력 인자 요약 

앞서 살펴본 모형 시험 변수 중 인공신경망의 입력 

인자(attributes)를 요약하면 Table 4-2와 같다.  

 

Table 4-2 Experimental parameters and selected attributes. 

 Experiment parameters Attributes 

Model geometry 

δc 

l, b, h, hu, hl, 

internal structures 
l, b, h, hu, hl 

Floating unit 

δv 

number of cargo hold rows, 

general arrangement, 

design speed, and others 

longitudinal location, 

vessel speed, 

number of cargo hold rows 

Wave 

environment 

δw 

wave spectrum, Hs, Tz, 

wave spreading function 

wave spectrum, Hs, Tz, 

wave spreading function 

Operation 

δo 

operation speed, loadings, 

wave heading angle, 

and other parameters 

loading, 

wave heading angle 

Wave-induced 

motion response 

δm 

simulation time histories 

of 6DoF motions 

0th moments of 6DoF 

motions 

(m01, m02, m03, m04, m05, 

m06) 

Model test 

δe 

scale, sensor arrangement, 

platform, temperature, 

noise, humidity, 

other facility conditions 

scale, platform,  

total sensor area, 

ρgas/ρ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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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인자가 명백하게 중복되는 경우 학습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 모형 시험은 설계 모형의 여러가지 특성으로부터 산출된 

6자유도 운동 시계열을 이용해 모형을 동요시켜 실험 결과를 

얻는다. 6자유도 운동 시계열에 대한 입력 인자 δm은 부유체 인자(δv), 

환경하중 인자(δw), 운용 인자(δo)를 이용해 계산하며, 6자유도 운동 

시계열 입력 인자를 입력 인자로 사용할 경우 부유체 인자, 

환경하중 인자, 운용 인자 정보 중 일부를 입력 인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5.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자유도 운동 응답 스펙트럼은 

부유체의 선형 운동 응답 함수와 파스펙트럼을 이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부유체 인자(δv) 중 화물창의 열 배치(number of cargo hold 

rows)와 선속(vessel speed), 부유체 운용 인자(δo) 중 선수각 

조건(wave heading angle), 그리고 모든 환경하중 인자(δw)는 입력 

인자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6자유도 운동 응답 스펙트럼을 입력 

인자로 사용하면서 모델의 슬로싱 공진 주기와 환경하중 조건의 

파주기의 관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부유체 인자 중 종방향 위치(longitudinal location)는 LNG 

연료탱크와 화물창을 구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 

인자로 사용하였다. 또한 부유체 운용 인자 중 적재 수심 

조건(loading)도 입력 인자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인자는 Fig. 4-8의 

왼쪽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인공신경망의 입력 

인자는 Fig. 4-8의 오른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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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Two different attribute types of the artificial network for the sloshing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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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공신경망 학습 과정 및 정확도 검증 

4.3.1 추출 자료 집합 분리 

인공신경망의 학습을 위해 추출 자료 집합을 훈련 자료(training 

data), 검증 자료(validation data), 시험 자료(test data)로 나누었다. 

가중치의 과적합(over fitting)을 피하기 위해 훈련 자료와 검증 

자료를 7:3 비율로 분류하였고, 시험 자료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았다.  

4.3.2 가중치 갱신 방법 최적화 

다양한 매개변수 갱신 방법을 구현하여 적용하였다. 구현한 

가중치 갱신 방법은 확률적 경사 하강법, 모멘텀 방법, AdaGrad 방법, 

RMSprop 방법, Adam 최적화 방법이다. 가중치 갱신 방법을 최적화 

하기 위해 임의의 심층 인공신경망을 구성하였는데, 입력 인자는 

4.2.7장에 기술한 입력 인자를 사용하였다. 임의의 심층 

인공신경망은 각 은닉층이 102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3개의 

은닉층으로 작성하였으며, 모든 층은 온전히 연결되었다. 초모수 

최적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초모수를 

선택하였고 활성화 함수는 렐루 함수를 사용하였다. 배치의 크기는 

50이다. 

손실 함수로 사용하는 평균 제곱 오차(MSE) 함수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의 정확도(accuracy)를 표현하기 위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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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과 같이 정의하였다. 

 

accuracy factor (AF) = 1 −
∑ |𝑦𝑝 − 𝑡𝑝|

𝑁𝑏
𝑝=1

∑ 𝑡𝑝
𝑁𝑏
𝑝=1

 (4.11) 

 

Nb는 검증 자료의 갯수, tp는 실험 결과인 목표값, 그리고 yp는 

인공신경망의 출력값이다. 식 (4.11)의 정확도는 개별 실험 자료의 

정확도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검증 자료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정확도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개별 실험 자료의 정확도는 손실 

함수 계산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 

가장 먼저 구현한 방법은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이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미분항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이다.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인공신경망의 목표이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식 

(4.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𝑤𝑡+1 = 𝑤𝑡 − 𝜂
𝜕𝐿

𝜕𝑤
 (4.12) 

 

wt는 각각의 가중치, η는 학습률, 그리고 L은 손실 함수다. 

학습률은 초모수이며, 학습률도 최적의 값을 찾아야 한다. 몇가지 

학습률에 대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학습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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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Fig. 4-9와 같다. Fig. 4-9에 나타난 학습 추이를 보면 

학습률이 10-2일 때 학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고, 보다 작은 

학습률을 적용하면 학습 진행 속도가 점차 느려진다.  

 

(a) learning rate η = 10-2 

 

(b) learning rate η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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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earning rate η = 10-4 

 

(d) learning rate η = 10-5 

Fig. 4-9 Training accuracy histories of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for 

the SGD method with various learning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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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멘텀 방법 

다음은 모멘텀(Momentum) 방법이다. 모멘텀 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4.13)와 식 (4.14)과 같다.  

 

𝑣𝑡+1 = 𝛼𝑣𝑡 − 𝜂
𝜕𝐿

𝜕𝑤
 (4.13) 

𝑤𝑡+1 = 𝑤𝑡 + 𝑣𝑡+1 (4.14) 

 

α는 모멘텀 계수, v는 최적화 문제를 움직이는 물체로 가정했을 

때의 물체 속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αv 항은 물체가 힘을 받지 않을 

때 서서히 하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모멘텀 계수 α를 0.9, 그리고 

학습률 η를 10-2 로 설정하여 모멘텀 방법을 사용해 학습 추이를 

살펴보면 Fig. 4-10과 같다. 학습 추이는 앞선 확률적 경사 하강법의 

학습률 10-2 경우와 크게 차이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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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Training accuracy history of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for 

the Momentum method. 

 

 AdaGrad 방법 

AdaGrad 방법은 Duchi et al. (2011)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학습률 

η를 최적화 해야 하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과 모멘텀 방법을 

발전시킨 방법이다. 학습률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값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작으면 학습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지나치게 클 때는 가중치가 발산한다. 따라서 문제에 

따라 다르게 학습률을 최적화해야 하는데, AdaGrad 방법은 학습률 

최적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학습 초기에는 큰 

학습률로 학습을 진행한 후,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학습률을 

줄여나간다. AdaGrad 방법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 (4.15)와 식 

(4.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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ℎ𝑡 = (
𝜕𝐿

𝜕𝑤
)

2

 (4.15) 

𝑤𝑡+1 = 𝑤𝑡 − 𝜂
1

√ℎ𝑡 + 𝜖

𝜕𝐿

𝜕𝑤
 (4.16) 

 

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h를 이용해 미분항의 제곱값들을 학습 

과정마다 추적한다. 미분항 값이 높은 가중치들은 점차 실질적인 

학습 속도가 감소하고, 미분항 값이 낮거나 갱신이 거의 되지 않는 

가중치 값들은 학습 속도가 증가한다. 즉 학습률 감소가 매개변수의 

갱신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방법이다. ϵ은 가중치 갱신 연산 

시 안정화 역할을 하며, 10-4에서 10-8 값이 할당되었다.  

AdaGrad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ϵ에 따른 학습 추이를 살펴보면 

Fig. 4-11과 같다. Fig. 4-11에서 볼 수 있듯이 ϵ의 변화에 학습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앞선 모멘텀 방법과 확률적 경사 

하강법과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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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meter ε = 10-4 

 

(b) parameter ε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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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arameter ε = 10-7 

 

(d) parameter ε = 10-8 

Fig. 4-11 Training accuracy histories of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for the AdaGrad method with various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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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Sprop 방법 

Tieleman and Hilton (2012)이 제안한 방법으로 자료에 따라 학습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Adagrad 방법이 가중치의 변화가 

지나치게 단조적으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를 

이동평균을 사용하여 낮추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4.17)과 

식 (4.18)과 같다. 

 

ℎ𝑡 = ℎ𝑡−1𝑑 + (1 − 𝑑) (
𝜕𝐿

𝜕𝑤
)

2

 (4.17) 

𝑤𝑡+1 = 𝑤𝑡 − 𝜂
1

√ℎ𝑡 + 𝜖

𝜕𝐿

𝜕𝑤
 (4.18) 

 

d는 가중치 변화를 조절하는 계수이며, 일반적으로 0.9, 0.99, 0.999 

중 하나를 선택한다. RMSprop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가중치 변화 

조절 계수 d에 따른 학습 추이를 살펴보면 Fig. 4-12와 같다. 가중치 

변화 계수가 0.999 일 때 미세하게 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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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 0.900 

 

(b) d = 0.999 

Fig. 4-12 Training accuracy histories of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for the RMSprop method with various weight paramete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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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 최적화 방법 

매개변수의 최적화에는 아담 최적화 방법(Adaptive Momentum 

Estimation, Adam)을 사용하였다(Kingma and Ba, 2015). 아담 최적화 

방법은 2014년에 제안된 모멘텀 방법과 AdaGrad 방법을 융합한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빠르고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Courbariaux and Bengio, 2016; Heusel et al., 2017; Paszke et al., 2016). 

Kingma and Ba (2015)이 제안한 방법에 따르면, 아담 최적화 방법은 

작은 배치에 대해 미분항의 일차 모멘트와 이차 모멘트의 이동 

평균, mt와 vt를 식 (4.19)과 식 (4.20)로 구한다. 

 

𝑚𝑡 = 𝛽1𝑚𝑡−1 + (1 − 𝛽1)
𝜕𝐿

𝜕𝑤𝑡

 (4.19) 

𝑣𝑡 = 𝛽2𝑣𝑡−1 + (1 − 𝛽2) (
𝜕𝐿

𝜕𝑤𝑡
)

2

 (4.20) 

 

아래 첨자 t는 학습 단계를 의미한다. 

일차 모멘텀과 이차 모멘텀의 근사항은 식 (4.21)과 식 (4.22)을 

이용해 근사 한다. 

 

𝑚�̂� =
𝑚𝑡

1 − 𝛽1
𝑡 (4.21) 

𝑣�̂� =
𝑣𝑡

1 − 𝛽2
𝑡 (4.22) 

 

근사한 두 항을 이용해 식 (4.23)로부터 가중치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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𝑤𝑡+1 = 𝑤𝑡 − 𝜂
�̂�𝑡

√𝑣𝑡 + 𝜖
 (4.23) 

 

Kingma and Ba (2015)는 주요 매개 변수인 일차 모멘텀 용 계수 

β1와 이차 모멘텀 용 계수 β2의 기본 설정 값으로 0.9와 0.999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담 방법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이 두 초모수의 

계수를 Kingma and Ba (2015)가 제안한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Courbariaux and Bengio, 2016; Heusel et al., 2017; Paszke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두 초모수는 Kingma and Ba (2015)가 

제안한 값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작은 값을 갖는 

계수기(scaler)인 ϵ은 10-8을 사용하였다. Adam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학습 추이를 살펴보면 Fig. 4-13과 같다. 106 에폭(epoch)까지의 

학습 경과는 앞선 가중치 갱신 방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가장 

빠르게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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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Training accuracy history of the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for 

the Adam method with scaler ϵ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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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살펴본 가중치 갱신 방법을 사용하여 충분히 학습을 

수행하였을 때 검증 자료에 대한 정확도와 손실 값을 Table 4-3에 

나타내었다. 정확도와 손실 함수 값은 107 에폭이 지난 뒤 검증 

자료에 대한 인공신경망의 출력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Table 4-3를 볼 때 최적의 가중치 갱신 방법은 Adam 최적화 

방법이다. 정확도를 볼 때 모든 가중치 갱신 방법이 큰 차이가 

없으나, 손실 함수 값은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Adam 방법이 

유일하게 0.003 이하의 손실함수값을 보였다. 따라서 Adam 최적화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4-3 Results of the weight update method optimization for the validation 

data set after 106 epochs. 

Number of hidden layers Accuracy Loss 

SGD 0.93 0.0067 

Momentum 0.93 0.0058 

AdaGrad 0.92 0.0052 

 RMSprop 0.93 0.0042 

Adam 0.93 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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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은닉층의 개수 최적화 

은닉층의 개수는 슬로싱 모형 시험의 비선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깊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 깊을 경우 학습 정도에 

변화가 없이 학습 속도가 느려진다. 본 장에서는 은닉층의 개수를 

최적화 하였다. 입력 인자는 4.2.6장에 기술한 입력 인자를 

사용하였다. 은닉층 개수 최적화에 사용한 임의의 인공신경망의 

기본 구조는 Table 4-4와 같다.  

모든 초모수가 최적화되지 않았으며, 임의의 인공신경망 은닉층의 

뉴런은 동일하게 102개로 구성하였다. 모든 층은 온전히 연결되었고, 

활성화 함수는 렐루 함수를 사용하였다. 가중치 갱신 방법은 

4.3.2장에서 최적화를 진행한 아담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습률은 10-3으로 고정하였고, 배치의 크기는 50이다. 

 

Table 4-4 Test matrix for the number of hidden layer optimization. 

Category Contents 

Input attributes δc, δv, δo, δe 

Number of neurons  

in each hidden layer 
100 

Number of hidden layers 1 – 10 

Activation function Relu 

Weight update Adam optimization 

Learning rate η 0.001 

Batch siz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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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층을 1개에서 10개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검증 자료에 대한 

정확도와 손실 값을 Table 4-5에 나타내었다. 107 에폭이 지난 뒤 

검증 자료에 대한 인공신경망의 출력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Table 4-

5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은닉층 수와 가장 낮은 손실값을 

보인 은닉층의 수는 5개다. 특히 은닉층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정확도가 크게 증가하고 손실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닉층이 6개 이상일 경우 정확도가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은닉층이 5개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4-5 Results of the hidden layer number optimization. 

Number of hidden layers Accuracy Loss 

1 0.87 0.0161 

2 0.91 0.0031 

3 0.93 0.0025 

4 0.94 0.0021 

5 0.94 0.0019 

6 0.93 0.0024 

7 0.94 0.0019 

8 0.93 0.0021 

9 0.94 0.0020 

10 0.94 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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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가중치 초기화 

본 장에서는 은닉층의 가중치 초기화 방법을 결정한 과정을 

설명하였다. 여러 가중치 초기화 방법을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가중치 초기화 방법을 선택하였다. 가중치 초기화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가중치 초기화 방법을 제외한 모든 구조는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은닉층이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심층 신경망이며, 

각각의 은닉층은 100개의 뉴런을 갖고 있다. 그리고 활성화함수는 

렐루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신경망 학습 시 가중치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학습 

성패가 좌우된다. 가중치의 초기값은 가중치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초기값을 잘못 설정할 경우 은닉층과 각각의 

노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은닉층의 노드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심층 신경망을 구현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정규 분포 초기화 

일반적으로 가중치의 초기값을 만드는 방법은 임의의 표준편차 

값에 대해서 0과 1 사이의 값의 정규 분포 함수를 따르는 값을 

무작위로 생성해서 할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신경망에서는 

표준편차가 0.01, 또는 1의 값의 정규 분포 함수를 따르는 가중치 

초기값을 생성한다. 표준편차가 0.01의 정규 분포 함수를 따르는 

가중치 초기값을 생성했을 때, 이를 처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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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상화 함수인 렐루 함수로 활성화하면 각 층에서의 활성화값 

분포를 Fig. 4-1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Fig. 4-14에서 볼 수 있듯이 활성화된 가중치값들이 대부분 0이다. 

이는 렐루 함수를 사용할 때의 대부분의 가중치값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활성화값의 출력이 0일 경우 그 미분은 0이다. 

미분값이 0일때는 역전파의 기울기 값 역시 0이고, 이때는 가중치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학습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이라고 알려진 문제로 정확한 학습을 

위해서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피해야 한다(Hochreiter, 1998).  

 

 

Fig. 4-14 Activated weights distribution of hidden layers. The weights were 

initialized by the randomly distributed normal distribution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0.01 

 

보다 다양한 가중치값으로 초기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표준편차 

1.00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무작위값으로 초기화할 경우, 각 

은닉층에서의 활성화값의 분포는 Fig.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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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Activated weights distribution of hidden layers. The weights were 

initialized by the randomly distributed normal distribution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1.00 

 

Fig. 4-15에 나타난 활성화값 분포를 살펴보면, 첫번째 

은닉층에서는 비교적 활성화값의 분포가 다양한 값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첫번째 은닉층에서의 활성화가 잘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깊은 은닉층들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그리고 다섯번째 은닉층에서는 모두 활성화값이 

앞선 표준편차 0.01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가중치 초기화 방법에서의 

활성화값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0의 값으로 활성화가 되었다. 이 

경우 깊은 신경망 층에서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층 

신경망에서의 학습 과정이 오히려 첫번째 은닉층에서의 학습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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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vier 초기값 방법 

심층 신경망에서의 학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가중치 초기화에 

대한 연구가 2010년에 와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Glorot and Bengio 

(2010)는 Xavier 초기값 방법을 제안하였고, 현재 많은 심층신경망 

프레임워크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Xavier 초기값 방법은 앞 

계층의 노드가 n개일 때, 표준편차가 √1/𝑛인 정규분포를 사용한다. 

앞 계층의 노드 수에 따라 가중치의 분포도를 조절하여 깊은 

신경망층에서도 가중치의 활성화를 바르게 진행하는 방법이다. 

Xavier 초기값을 사용하였을 때의 각 은닉층에서의 활성화값 분포는 

Fig. 4-16와 같다. 

 

 

Fig. 4-16 Activated weights distribution of hidden layers. The weights were 

initialized by the Xavier initialization method 

 

앞서 살펴본 정해진 값의 표준편차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가중치 

초기화 방법에 비해 깊은 층에서도 활성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층이 깊어짐에 따라 점차 0에 가까운 

활성화 값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Xavier 초기값은 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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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모이드 함수나 쌍곡탄젠트(hyperbolic tangent)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한다. 시그모이드 함수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중앙 부근에서는 선형 

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Xavier 초기값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렐루 함수를 사용할 경우 중앙 부근에서 비대칭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가중치 초기값을 사용해야 한다.  

 

 He 초기값 방법 

활성화 함수가 중앙 부근에서 비대칭 형태를 갖고 있을 때 Xavier 

초기값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He, et al. (2015)에 의해 He 

초기값 방법이 제안되었다. He 초기값 방법은 앞 계층의 노드가 

n개일 때, 표준편차가 √2/𝑛인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He 

초기값 방법은 렐루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는 경우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He, et al., 2016). He 초기값을 

사용하였을 때 각 은닉층에서의 활성화 값 분포를 나타내면 Fig. 4-

17과 같다.  

 

Fig. 4-17 Activated weights distribution of hidden layers. The weights were 

initialized by the He initializ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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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각 은닉층에서의 활성화 값 분포를 

살펴보면, 첫번째 층부터 마지막층까지 활성화 값의 분포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렐루 함수를 사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He 초기값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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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오버피팅 

보유한 자료의 수가 적을 때 오버피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Kaastra and Boyd, 1996; Witten and Frank, 2000). 오버피팅이 

발생할 경우 작성한 신경망이 훈련 자료에 필요 이상으로 적응이 

되어 새로운 자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새로운 

자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오버피팅을 최대한 지양해야 

하며, 훈련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를 신경망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 자료 집합의 수는 약 4천개이며, 

인공신경망이 활발히 사용되는 영상 인식(image recognition) 문제 

등과 비교하면(Witten and Frank, 2000) 적은 숫자다. 따라서 

오버피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Adam 

최적화 방법으로 가중치를 갱신하고, 가중치 초기화를 위해 He 

초기화 방법을 썼을 때의 훈련 과정의 정확도 추이를 살펴보면 Fig. 

4-18와 같다.  

Fig. 4-18을 보면 1,000 에폭을 지나는 무렵부터 훈련 자료에 대한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검증 자료에 대한 정확도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오버피팅으로 인해 훈련 때 사용하지 않은 검증 자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학습을 진행하여도 

새로운 자료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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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Training history for the accuracy of training data and validation data 

 

신경망 모델이 복잡한 경우 가중치 감소 방법으로 오버피팅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뉴런을 삭제하며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Srivastava et al., 2014). 본 연구에서 구현한 방법은 

순전파(feed forward) 때마다 삭제할 뉴런을 임의로 뉴런을 선택하고, 

시험 때는 모든 뉴런에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뉴런이 온전히 연결되어 있고(fully-

connected), 드롭 아웃을 적용하면 일부 뉴런은 연결되지 않는다. 

이를 간략히 나타내면 Fig. 4-19와 같다. Fig. 4-19의 왼편에는 

신경망이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 신경망의 모식도를 

나타내었고, 오른편에는 빗금으로 표기된 뉴런이 버려진 드롭아웃 

신경망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드롭아웃된 뉴런은 앞뒤의 층과 

연결되지 않는다. 

Epoch

A
F

0 50000 100000

0.6

0.7

0.8

0.9

1

Training

Validation



138 

 

Fig. 4-19 Schematic drawings of neural network structures: fully-connected 

(left) and dropout (right) networks. 

 

드롭아웃은 일반적으로 입력층과 가까운 층에서는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확률로 뉴런을 드롭하고, 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뉴런을 드롭한다(Witten and Frank 2000). 

구성한 신경망은 5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드롭아웃을 구현할 경우 관련된 초모수 p = (p1-layer, p2-layer, p3-layer, p4-layer, 

p5-layer)를 최적화 해야 한다. 초모수의 최적화 방법은 일정한 난수 

발생 조건으로 임의의 값을 할당하여 계산한 뒤에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난수 발생 조건을 조절해 가는 방식이다. 초모수 

최적화의 자세한 방법은 후술하였다. 본 장에서는 드롭아웃을 

적용함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초모수 최적화를 위한 난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pi-layer ≤ pi+1-layer 

2. p1-layer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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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 발생 조건에 따라 학습 100,000 에폭 만큼의 초기 학습 정도 

추이를 Figs. 4-20~21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Figs. 4-20~21을 통해 

드롭아웃을 적용하였을 때(Beta)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Alpha)의 

신경망에 대해 초모수 변화에 따른 학습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적화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입력층과 가까운 첫번째 

은닉층에는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았다. Fig. 4-15~16에 나타난 각 

조건의 드롭아웃 확률은 Table 4-6와 같다.  

 

Table 4-6 Experimental conditions of dropout ratio pi-layer. 

Test conditions p2-layer p3-layer p4-layer p5-layer 

Alpha fully-connected 

Beta-1 0.0 0.0 0.1 0.3 

Beta-2 0.0 0.1 0.2 0.3 

Beta-3 0.0 0.0 0.0 0.3 

Beta-4 0.0 0.0 0.0 0.4 

Beta-5 0.0 0.0 0.1 0.4 

Beta-6 0.0 0.0 0.3 0.5 

Beta-7 0.0 0.3 0.4 0.5 

Beta-8 0.2 0.3 0.4 0.5 

Beta-9 0.0 0.0 0.1 0.6 

Beta-10 0.0 0.0 0.2 0.6 

Beta-11 0.0 0.0 0.2 0.7 

Beta-12 0.0 0.0 0.3 0.7 

Beta-13 0.0 0.0 0.4 0.6 

Beta-14 0.0 0.0 0.2 0.8 

Beta-15 0.0 0.0 0.3 0.8 

Beta-16 0.0 0.0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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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The first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fully-connected neural 

network and dropout neural network. Each hidden layers contain 100 neurons. 

 

Fig. 4-20의 결과를 보면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에 비해 

학습의 진행 속도가 확실히 더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Beta-

2, 3, 4, 5와 같은 신경망에서는 훈련 자료와 검증 자료의 학습 

경과에 따른 정확도가 매우 유사하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Beta-6, 7, 

8과 같이 지나치게 큰 드롭아웃 비율이 적용되거나, 입력층과 

가까운 은닉층에 드롭아웃이 적용되는 경우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Beta-6, 7, 8 신경망은 

공통점으로 4번째 은닉층에 0.3 이상의 드롭아웃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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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The second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fully-connected neural 

network and dropout neural network. Each hidden layers contain 100 neurons. 

 

Fig. 4-20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구성한 신경망의 학습 결과를 

Fig. 4-21에 나타내었다. 자세한 조건은 Table 4-6에 정리되어 있다. 

Fig. 4-21에서도 학습을 시작한 뒤 초반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드롭아웃을 적용할 경우 오버피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훈련 자료에 대한 학습 정확도와 검증 자료에 대한 학습 

정확도가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한가지 특징은 드롭아웃을 적용할 

경우 학습 진행 과정 중 학습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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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이는 드롭아웃이 적용되는 뉴런이 임의로 지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로 연결된 뉴런이 삭제될 경우 

정확도 계산 값이 크게 떨어진다. 이는 훈련 정확도의 향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낮은 가중치와 연결된 뉴런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신경망 뉴런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  

Fig. 4-20에서의 Beta-8과 같이 입력층과 근처에 있는 은닉층인 

두번째 층에 드롭아웃을 적용하거나, Fig. 4-21의 Beta-16과 같이 

지나치게 큰 확률로 드롭아웃을 적용할 경우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층에서의 뉴런은 위아래의 은닉층에 

위치한 뉴런이 드롭아웃이 된 뉴런이 갖고 있는 정보를 보조할 수 

있는 반면, 입력층과 가까운 층에서 입력층과 가까운 층의 뉴런이 

제거된 경우 깊은 층에서의 학습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Beta-12, 13, 16 신경망에서는 공통적으로 Fig. 4-20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4번째 은닉층에 0.3 이상의 드롭아웃 비율이 적용되었다. 

Figs. 4-20~21에 보인 드롭아웃 최적화 과정을 바탕으로 초기 학습 

추이를 볼 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드롭아웃 

비율은 4층과 5층에 드롭아웃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p4-layer는 

개략적으로 0.1에서 0.3, 그리고 p5-layer는 개략적으로 0.3에서 0.8의 

값이 좋은 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초모수를 

최종적으로 최적화할 때의 최적화 과정에서 초기 범위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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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초모수(Hyperparameter) 최적화 

4.3.1장에서 살펴본 훈련 자료와 검증 자료를 대상으로 

인공신경망의 초모수를 최적화하였다. 초모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모수 값을 초모수 별로 넓은 범위에서 임의로 

설정한다. 그리고 설정된 범위에서 초모수 값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무작위로 추출하는 이유는 Bergstra and Bengio (2012)의 연구 결과에 

잘 설명되어 있다. Bergstra and Bengio (2012)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정형화된 숫자로 초모수를 최적화하는 방법 보다 무작위로 초모수 

값을 추출하여 최적화 실험을 진행할 때 전역 최적해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Bergstra and Bengio (2012)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초모수 각각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난수를 

발생시켜 여러 초모수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충분히 

학습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107 에폭까지 진행하였고, 

신경망에 대한 평가는 검증 자료에 대해 가장 낮은 손실 함수 값을 

갖는 신경망을 가장 좋은 신경망으로 평가하였다.  

초모수 검증 대상은 배치 크기, 각 층에서의 드롭아웃 비율, 각 

은닉층의 뉴런 수, 그리고 가중치 감소 계수다. 초모수 최적화를 

위한 각 초모수의 초기 범위는 Table 4-7과 같다. 배치의 크기는 약 

4,000개의 자료를 학습할 때 일반적으로 103 전후의 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후의 값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드롭아웃 

비율은 4.3.5장에서 살펴본 드롭아웃 해석 결과를 참고하였다. 

학습률의 경우 문제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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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LeCun, et al., 2015), 그 범위를 매우 크게 설정하였다. 각 

은닉층에서의 뉴런 수는 은닉층 개수를 최적화 시켰던 4.3.3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사용하였던 은닉층의 개수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초모수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Table 4-7 Initial setting range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Category Initial range 

Batch size 101 - 104 

p4-layer 0.1 – 0.3 

P5-layer 0.3 – 0.8 

ni-layer 101 - 104 

η 10-6 – 10-2 

 

초모수 최적화를 진행한 Table 4-7의 초기 범위에서 다양한 초모수 

조건 중 일부 결과를 Figs. 4-22~24에 훈련 자료와 검증 자료에 대한 

정확도의 학습 경과로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초모수 값에 따라 

학습 경과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Beta-3이나 10 

등과 같이 정확도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은닉층의 뉴런 중 드롭아웃된 

뉴런이 가중치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끼쳐 가중치 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가중치 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누적되면 학습이 진행되어도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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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한 Beta-8, 23, 26, 35, 38, 50 등과 같이 은닉층의 모든 

가중치가 크게 손상되며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가중치가 

발산하게 되는 경우, 학습이 정확도가 크게 감소한 뒤 더 이상 

가중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를 활용한 인공신경망 학습에서도 적절한 초모수를 선택하는 

것이 실험 결과를 적절하게 예측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146 

 

Fig. 4-22 Examples of the training and validation histories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under the initia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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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Examples of the training and validation histories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under the initia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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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Examples of the training and validation histories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under the initia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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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범위 내에서 임의로 초모수를 선택하여 학습한 결과를 살핀 

뒤, 초모수의 선택 범위를 조금씩 좁혀 나갔다. 마지막으로 

초모수의 최적화를 진행한 초모수 선택 범위는 Table 4-8과 같다.  

 

Table 4-8 The final setting range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Category Initial range 

Batch size 101 - 102 

P4-layer 0.12 – 0.20 

P5-layer 0.71 – 0.75 

ni-layer 101 – 1.5 x 102 

η 2 x 10-5 – 10-3 

 

마지막 초모수 선택 범위에 따라 다시 최적화를 진행하였을 때의 

학습 경과를 Fig. 4-25~26에 나타내었다. Delta-1부터 Delta-50까지는 

마지막 초모수 선택 범위인 Table 4-8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초모수를 선택하였을 때 인공신경망의 훈련 자료와 검증 자료에 

대한 학습 경과다. Delta 인공신경망들의 학습 경과를 앞선 Beta 

인공신경망들의 학습 경과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학습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eta 

인공신경망들에서 발생하였던 은닉층 가중치가 손상되어 발산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Delta 인공신경망들 중에서도 학습 속도와 정도가 제각기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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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완료되어 가중치가 수렴하였을 때 검증 자료에 대한 

정확도와 손실 함수값이 서로 차이가 있다. 또한 Delta-8 

인공신경망처럼 과적합 없이 훈련 자료와 검증 자료의 학습 정도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Delta-11 인공신경망처럼 매우 

빠르게 훈련 자료에 대해 과적합한 뒤 검증 자료에 대한 정확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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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Examples of the training and validation histories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under the fina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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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Examples of the training and validation histories for th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under the fina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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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4-25~26의 Delta 인공신경망들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적합이 없으면서 가장 높은 정확도와 가장 낮은 손실 함수 값을 

보인 인공신경망 5개를 선택하였다. 선택한 5개의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아래 표 Table 4-9과 같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은닉층에는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는다.  

 

Table 4-9 Description of the selected neural networks. 

Nbatch η n1 n2 n3 n4 n5 p4-layer p5-layer 

18  0.000970  130  126  127  130  112  0.12  0.71  

39  0.000073  126  128  129  136  116  0.16  0.71  

26  0.000029  134  134  131  123  111  0.18  0.74  

40  0.000059  121  122  128  139  114  0.13  0.71  

37 0.000014  133  134  118  130  115  0.20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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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입력 인자 검증 

초모수 최적화가 완료된 뒤 입력 인자를 다시 검증하였다. 입력 

인자를 검증한 이유는 첫째, 입력 인자를 선택할 때 인공신경망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입력 인자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이 다른 입력 인자를 사용하였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한 입력 

인자 중 학습에 불필요한 인자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입력 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학습 결과를 보인다면, 굳이 입력 

인자를 사용하여 학습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부유체의 특성, 환경 하중 인자 등이 6자유도 운동 응답 시계열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 

6자유도 운동 응답 시계열 정보가 아닌 환경 하중 인자와 부유체 

정보를 바탕으로도 좋은 학습 결과를 보인다면, 굳이 6자유도 운동 

응답 시계열 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Table 4-10에는 여러 입력 인자 조합에 따른 인공신경망의 학습 

결과를 나타내었다. 앙상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단일 

인공신경망의 학습 결과로, Table 4-8의 첫번째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였다. 입력인자조합은 임의로 선택하였으며, 앞선 초모수 

최적화 때 수행했던 학습 경과를 바탕으로 100,000 에폭 동안 

학습을 진행한 뒤 검증 자료에 대한 손실값과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모든 조건은 30회씩 반복하여 학습을 수행하였고, Table 4-9에 나타난 

손실값과 정확도값은 30회 반복한 결과의 평균값이다. 



155 

Table 4-10 Comparison of network performance for the input parameter 

combination. 

Case  Input parameter 
Performance  

[loss / accuracy] 

1 δc + δv + δe 0.0195 / 0.56 

2 δw + δo + δe 0.0281 / 0.65 

3 δm + δe 0.0495 / 0.59 

4 δm02 + δe 0.0365 / 0.60 

5 δm04 + δe 0.0277 / 0.61 

6 δc + δv + δw + δo + δe 0.0043 / 0.88 

7 δc + δv + δw + δm + δo + δe 0.0012 / 0.94 

8 δc + δv + δm4 + δe 0.0141 / 0.59 

9 δc + δv + δm4 + δm5 + δe 0.0142 / 0.76 

10 δc + δv + δm + δo + δe 0.0012 / 0.94 

 

Table 4-10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7번째와 10번째 조건에서 

가장 낮은 손실값과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운동 응답 

입력 인자(δm)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모든 입력 인자를 사용한 6번 

조건(Case 6)에서는 비교적 높은 손실 값을 얻었다. 6번 조건의 

결과를 볼 때, 6자유도 운동 응답 입력 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공신경망의 성능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번 조건과 

10번 조건의 인공신경망의 정확도는 거의 유사하다. 7번 조건은 

환경 하중 조건 인자(δw)와 운동 응답 인자(δm)가 모두 사용되었다. 

하지만 환경 하중 조건 인자를 사용하지 않은 10번 조건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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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앙상블 방법(Ensemble Method) 

앙상블 방법은 개별적으로 학습시킨 여러 모델의 출력을 평균 

내어 추론하는 방식이다(Dietterich, 2000). 본 연구에서는 5개의 

네트워크를 준비하여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켰다. 그리고 시험 때 

출력을 평균 내어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드롭아웃도 신경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앙상블 방법과 같다. 5개의 네트워크는 

초모수 최적화를 통해 얻어낸 최적의 5개 신경망이다.  

적용된 인공신경망을 요약하면 Fig. 4-27와 같다. 요약하면, 5개의 

은닉층으로 이루어진 심층신경망 5개 구성하였다. 심층 신경망들은 

모두 동일한 입력 인자를 사용하며, 입력 인자는 모형의 기하학적 

치수(δc), 부유체 인자(δv), 6자유도 운동을 대표하는 입력값(δm), 모형 

시험에 사용한 운항 조건(δo), 그리고 실험 조건(δe)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심층신경망은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을 마친 심층 신경망 k는 예측하고자 하는 조건에 대한 

실험결과 yk를 예측한다. 그리고 앙상블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신경망이 예측한 실험결과를 평균하여 최종 결과 iMprediction을 

실험값으로 최종적으로 예측하게 된다.  



157 

 

Fig. 4-27 Application of the ensemble method to predict sloshing model test 

results based on the optimized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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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신경망 사례적용을 통한 활용도 검증 

학습이 완료된 인공신경망을 몇가지 사례에 적용하여 

인공신경망의 활용도와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사례 검증을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 자료 집합의 슬로싱 모형 시험은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지원한 산업체 소유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모형의 형태와 

발생하는 충격 압력에 관한 실험 결과는 산업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보 중 하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료 집합의 여러 실험 

중 이미 공개된 실험 자료를 추려 활용도 검증의 대상으로 삼았다. 

새로운 자료에 대한 인공신경망의 활용도를 검증하기 위해 검증에 

사용한 실험은 인공신경망의 학습 시 학습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5.1 138K LNG 운반선 결과 예측 

첫번째 활용도 검증 대상 모형은 138K LNG 운반선의 2번째 

화물창에 대한 슬로싱 모형 시험이다. 해당 모형 시험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해양 등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Kim et al. (2017b)의 연구에서 

실험 내용 및 일부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였고, Kim (2017)에서 보다  

다양한 실험 조건과 실험 결과를 보였다. Kim (2017)에서 보인 실험 

조건과 결과를 대상으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실험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 결과와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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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화물창 모형 

실험 모델의 축척비는 1:50이고, 제작된 탱크 내벽의 길이, 높이, 

폭은 각각 868.2 mm, 556.0 mm, 760.0 mm이다.  

상세한 치수는 Table 5-1과 같다.  

 

Table 5-1 Tank dimension of 138K LNGC cargo hold model. 

Category Dimension (mm) 

Tank length (l) 868.2 

Tank breadth (b) 760.0 

Tank height (h) 556.0 

Upper-chamfer height (hu.) 169.3  

Lower-chamfer height (hl.) 80.5 

 

모형은 선수 격벽과 선미 격벽이 40mm, 다른 외벽은 35 mm 

두께의 충분히 두꺼운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하여 유탄성 효과를 

배제하였다. Fig. 5-1에 모형의 사진을 보였다.  

 

 

Fig. 5-1 Tank model of 138K LNGC No.2 cargo hold. Model was 

manufactured in 1:50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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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장비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하였고, 모형 시험에 사용한 

센서의 개수는 총 103개이며, 혼합 기체는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모델의 치수와 인공신경망을 적용할 수 있는 화물창 치수 범위와 

비교하면 Fig. 5-2와 같다. 

 

 

Fig. 5-2 Dimensions of the 138K LNGC Cargo hold models (blue dashed 

lines) and the range of cargo hold dimension in SNU DB. Half transverse 

section (left) and half longitudinal sec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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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센서 설치 

센서 및 케이블을 설치한 모습의 예시는 Fig. 5-3와 같다. 이는 

일반적인 산업체 모형 시험에서의 센서 및 케이블 설치 방식이다. 

 

 

Fig. 5-3 Examples of the installed sensors and cables. 

 

센서를 설치한 위치는 큰 슬로싱 충격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다. 압력 센서 패널의 군집한 형태와 상세한 센서 

번호 매김 순서는 Fig. 5-4~5와 같다. 센서 패널의 이름은 센서와 

모형의 자료 집합에 대한 설명이 담긴 Fig. 2-8과 같다. 센서 패널 

상에 센서를 배치한 방법은 센서 중심간 간격을 10 mm로 배치하는 

현대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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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Sensor configuration and specific channel number of each sensor 

panels for 0.70h and 0.95h fill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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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Sensor configuration and specific channel number of each sensor 

panels for 0.15h fill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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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실험 조건 

실험 조건은 Table5-2에 자세히 정리하였다. 화물창 모형의 높이를 

기준으로 15% 높이의 적재 수심 조건(0.15h), 70% 높이의 적재 수심 

조건(0.70h), 그리고 95% 높이의 적재 수심 조건(0.95h)에 대하여 

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조건에 대한 모형 시험은 인공신경망의 

훈련에 사용한 자료 집합과 동일하게 실선 기준 5시간 진행하였다. 

파퍼짐 현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실험 조건 중 환경 하중 조건을 

요약하면 Table 5-2와 같다.  

 

Table 5-2 Test condition summary of 138K LNGC cargo hold model. 

Filling (%h) Heading (⁰) Tz (s) Hs (m) 

15 90 

5.5 3.5 

7.5 7.5 

9.5 8.5 

11.5 9.5 

13.5 8.5 

70 150 

5.5 6.5 

7.5 9.5 

9.5 12.5 

11.5 13.5 

13.5 13.5 

95 180 

5.5 6.5 

7.5 9.5 

9.5 12.5 

11.5 13.5 

13.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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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적재 수심 조건 사진은 Fig. 5-6와 같다. 

 

 

Fig. 5-6 Experimental settings of the 138K LNGC No.2 model: 0.15h (top), 

0.70h (middle), and 0.95h (bottom) fill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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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예측 결과 

각 조건 i에서의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를 실험 결과 iM와 

비교하였다. 적재 수심 0.15h, 횡파 조건을 먼저 정리하면 Fig. 5-7와 

같다. 5개의 서로 다른 환경 하중 조건에 대한 실험 결과와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개별 신경망 k의 예측 

결과(하늘색 작은 막대)는 실험 결과(빨간색 막대)와 유사한 경우도 

있고, 약 10 kPa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각 

신경망의 예측 결과를 앙상블 하였을 경우(파란색 큰 막대) 

실험결과와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앙상블 방법이 

예측의 정확도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 

결과와 예측 결과가 3 kPa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렴하기 어려운 슬로싱 시험 결과를 고려하면 매우 정확한 값이다.  

 

 

Fig. 5-7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under 0.15h fil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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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Comparison of probability of exceedance of experimental results 

(symbols) and statistical results (lines) for the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filling = 0.15h and β = 90⁰. 

 

서로 다른 환경 하중 조건에 대한 실험에서 얻은 압력 극값 집합 

ip = i{p1, …, pn}들과 이들을 후처리한 초과확률분포도(probability of 

exceedance)를 도시하면 Fig. 5-8와 같다. 평균파주기 5.5초 

조건에서는 낮은 압력값들이 주로 나타났으며, 다른 실험 조건의 

결과들에 비해 직선 형태의 초과확률분포도를 보인다. 나머지 

조건들은 각 조건에서의 상위 압력들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같은 

확률에서 초과확률분포도의 곡선보다 압력값이 높다. 평균파주기 

5.5초 조건을 제외한 각 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압력 신호를 

살펴보면 Fig. 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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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z = 7.5 s, Hs = 7.5 m  (b) Tz = 9.5 s, Hs = 8.5 m 

 

(c) Tz = 11.5 s, Hs = 9.5 m  (d) Tz = 13.5 s, Hs = 8.5 m 

Fig. 5-9 Representative maximum pressure signals and maximum peak 

pressures (p1s marked as symbols) of each test condition, filling = 0.15h and β 

= 90⁰. 

 

적재 수심이 낮을 때, 횡파 조건에서는 주로 측면과 격벽 

하단부에 주로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한다(Kim, 2017). 특히 파가 

진행되어 벽면과 수직하게 자유표면에 충격을 가할 때, 매우 큰 

충격 압력이 계측된다(Lugni, et al., 2006; 2014). 본 연구에서도 적재 

수심 0.15h, 선수각 90도 조건 실험에서도 가장 큰 압력들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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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과 격벽에서 주로 계측되었다(Kim, 2017). 2.5장에서 압력 신호의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에 따라, Fig. 5-9에 심볼로 표현된 각 

조건에서의 가장 큰 극값 p1들은 Fig. 5-8에 나타난 각 조건에서의 

가장 높은 압력값에 해당한다.  

Fig. 5-10에는 높은 충격 압력이 나타나는 과정을 스냅샷으로 

나타내었다. 적재 수심 0.15h, 선수각 90도, 평균파주기 9.5초, 

유의파고 8.5미터 조건의 실험 중 가장 높은 압력이 나타난 위치는 

좌현 측면에서 선수 격벽과 맞닿은 하단부 모서리며, 가장 높은 

압력극값은 72번 센서(CH072)다. 969.00초부터 파가 진행되어 

969.05초에 압력 극값을 갖는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였다.  

1차적으로 모형 측면에 충격을 발생시킨 후 유체가 벽면을 타고 

상승하며 모형 윗사면에 충격을 가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의 경우, 충격이 발생하는 순간에 자유 표면과 

벽면 사이에 기체가 갇히는 경우가 드물고, 매우 빠르게 극값으로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압력 극값의 크기는 낮다(Kim, 2017). Fig. 5-

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충격이 발생한 969.04초 이후에 

측면에 자유 표면이 부딪힌 뒤, 측면과 윗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간 유체는 윗사면에 약한 

충격을 가한 뒤, 969.07초부터 중력에 의해 다시 측면을 타고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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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Snapshots of the 138K LNGC No.2 cargo hold sloshing model test: 

filling = 0.15h, Tz = 9.5 s, Hs = 8.5 m conditions, and 0.01 s time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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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에는 적재 수심 0.70h, 선수각 135⁰ 조건에서 실험 결과와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앞선 적재 수심 0.15h, 

선수각 90⁰ 조건에 비해 실험 결과와 예측 결과의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인 경향과 크기를 잘 예측하고 있다. 평균파주기 5.5초 

조건에서 매우 낮은 슬로싱 충격 압력이 계측되었고, 인공신경망도 

매우 낮은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모형 시험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 압력이 나타난 조건은 

평균파주기 9.5초 조건이고, 인공신경망에서는 11.5초로 다르지만, 

두 조건에서 모두 유사한 수준의 높은 실험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한 적재수심 조건은 적재 수심 0.95h, 선수각 180⁰ 

조건이며, 이를 Fig. 5-12에 나타내었다. 앞선 두 운항 조건의 모형 

시험과 인공신경망의 예측 비교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환경 하중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슬로싱 충격 압력의 

변화 추이가 모형 시험 결과와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가 유사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조건은 평균파주기 11.5초 조건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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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under 0.70h filling condition. 

 

 

Fig. 5-12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under 0.95h filling condition. 

 

  



173 

5.1.5 6 자유도 운동 민감도 확인 

작성한 인공신경망의 예측은 입력 인자를 선별하고 입력하는 

과정을 제외하면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6자유도 운동에 대한 입력 인자를 조절하여 각각 

6자유도 운동 입력 인자가 어떻게 인공신경망의 실험 결과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선 Fig. 

5-7에서 비교하였던 적재 수심 0.15h, 선수각 90⁰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를 대상으로 6자유도 운동의 입력 인자가 온전히 입력되었을 

때(Neural network, 6DoF), 그리고 좌우동요가 없는 5자유도 

운동(Neural network w/o m2), 상하동요가 없는 5자유도 운동(Neural 

network w/o m3), 횡동요가 없는 5자유도 운동(Neural network w/o m2)을 

가정하였을 때의 인공신경망이 예측한 결과를 Fig. 5-13에 

비교하였다. 횡파 조건이며 파퍼짐 현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동요, 종동요, 선수동요에 대한 해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결과와 

모형 시험 결과(Model test), 그리고 6자유도 운동에서의 예측 실험 

결과(Neural network)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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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under 0.15h filling condition. 

 

횡동요가 없는 5자유도 운동에서의 예측 결과(녹색 막대, Neural 

network w/o m4)가 모형 시험, 그리고 6자유도 운동에서의 예측 

결과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인공신경망이 횡동요가 없는 5자유도 운동에서 오히려 매우 높은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인공신경망의 입력 인자의 영향력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Gavory (2005)는 0.30h 조건과 0.95h 조건에서 4자유도 운동과 

6자유도 운동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고, 0.30h 조건과 0.925h 

조건에서  Gavory (2005), Pastoor et al. (2004) 등이 보인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와 같은 실험 조건을 

인공신경망이 학습하지 않았다. 유의파고가 낮은 조건에서는 

6자유도 운동 입력 인자의 크기가 매우 낮기 때문에 특정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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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가정할 경우 학습했던 실험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 입력 

인자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파고가 높은 조건에서는 학습한 

조건과 5자유도 운동의 조건의 괴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상하 운동이 전혀 없고 좌우 

운동과 횡동요 운동이 존재하는 모형 시험 조건은 학습 조건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인공신경망의 모든 입력 인자는 은닉층에서 

서로 관계하며 실험 결과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입력 인자 

중 하나가 이상치 입력값을 보일 경우 전혀 다른 실험 결과를 

예측하게 되어, 오히려 매우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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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업체 모형 시험 결과 예측 

앞서 비교한 138K LNG 운반선 모형 시험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LNG 화물창에 대한 모형 시험이다. 즉, 새로운 화물창 및 

연료탱크 설계 시에 설계 모형의 슬로싱 하중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때 사용하는 화물창이다. 본 연구의 확장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보다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도 인공신경망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138K LNG 운반선의 화물창 외에 다른 

형태와 다른 크기의 화물창 및 연료탱크에 대한 공개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공개된 연구 결과와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 인공신경망의 활용성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5.2.1 삼성중공업 최적 설계 모델 결과 예측 

Park et al. (2014)는 2012년에 수행한 삼성중공업의 160K LNG 

운반선 화물창 슬로싱 모형 시험 결과를 일부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설계 경험과 Lloyd’s Register (2012)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낮은 적재 수심에서의 슬로싱 하중을 낮출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낮은 적재 수심에서의 슬로싱 하중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160K LNG 운반선에 적용된 화물창 설계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화물창 설계 형태는 화물창의 길이, 폭, 그리고 윗사면의 

길이는 같지만, 화물창 아랫사면의 높이를 높여서 낮은 적재 

수심에서 측면에 크게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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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에서는 이렇게 아래 사면의 높이를 변경한 모델을 

슬로싱 최적 설계 탱크(Optimum design tank)로 부르고 있다. 

화물창 모델의 세부 치수가 변경되어도, 화물창의 적재 용량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랫사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경우 적재 

용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슬로싱 최적 설계 모델에서는 화물창 전체 

높이를 높게 설계하여 용량을 유지시켰다. 슬로싱 최적 설계 모델과 

관련된 연구 내용은 Park et al. (2014)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Park et al. (2014)에 공개된 160K LNGC 화물창의 치수를 

인공신경망을 적용할 수 있는 화물창 치수 범위와 비교하면 Fig. 5-

14와 같다. 삼성중공업의 최적 설계 모델은 자료 집합에 저장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이가 매우 높다. 

 

 

Fig. 5-14 Dimensions of the 160K LNGC Cargo hold models. Conventional 

shape (red solid lines) and optimized shape (blue dotted lines). 

 

 

모형 시험에 사용한 화물창 모형은 Fig. 5-15와 같다. 왼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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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삼성중공업 기존의 160K LNG 운반선 화물창 정면도이고, 

오른쪽 사진은 슬로싱 최적 설계 모델이다. 아랫사면의 높이가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15 Front view comparison of 160K LNG cargo hold models between 

conventional model (left) and optimum model (right). 

 

Partk et al. (2014)가 주로 보인 실험 결과는 화물창 높이의 20% 

적재 수심 조건 중 선수 사파 조건(150O)과 횡파 조건에 대한 

실험이다. 해당 실험 조건에서 기존의 모형(conventional design)과 

최적 설계 모형(optimum design)에 대한 실험 결과 M을 비교하였다. 

우선 Park et al. (2014)에 공개된 0.20h 적재 수심에서의 선수 사파 

조건과 횡파 조건에서 얻어낸 실험 결과는 Fig. 5-16과 같다. 모든 

환경 조건에서 슬로싱 충격 압력이 낮아졌다. 특히 선수 사파 

조건의 경우 슬로싱 최적 설계 모형은 실험 결과를 기존 모형에 

비해 최대 80%에 가까이 감소 시켰다.  

동일한 조건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예측하였다. 

Fig. 5-17에는 기존의 모형과 최적 설계 모형에 대해 동일한 실험 



179 

조건에서 인공신경망이 예측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공신경망 

역시 최적 설계 모델을 사용 시 매우 낮은 슬로싱 충격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을 사용한다면 모형 

시험을 수행하기 전 최적 설계 모형이 낮은 적재 수심 조건에서 

슬로싱 충격 압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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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6 Comparison of model test results between conventional model and 

optimum design model under 0.20h filling condition. 

 

 

Fig. 5-17 Comparison of neural network prediction results between 

conventional model and optimum design model under 0.20h fil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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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8 Comparison of neural network prediction results between 

conventional model and optimum design model under 0.95h filling condition. 

 

삼성중공업의 슬로싱 최적화 모델은 윗사면의 길이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높은 적재 수심 조건에 대해 기존의 모형과 

삼성중공업의 최적 설계 모델의 슬로싱 충격 압력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높은 적재 수심에서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인공신경망으로 해석할 경우 높은 적재 수심 조건에서의 

예측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Fig. 5-18는 기존 형태와 삼성중공업의 슬로싱 최적화 모델의 0.95h 

적재 수심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인공신경망의 실험 결과 예측 값이다. 두 형태에 대해 모두 낮은 

적재 수심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 값을 얻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두 형태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이 아랫사면의 길이에 대한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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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현대중공업 LNG 연료탱크 모델 결과 예측 

다음으로 인공신경망의 적용 가능성을 넓히기 위하여 앞선 LNG 

화물창과 형태를 크게 달리하는 LNG 연료추진선박의 연료탱크에 

적용하였다. Kim et al (2017a)에서는 현대중공업의 LNG 

연료추진선박의 연료탱크에 대한 슬로싱 모형 시험 결과를 보였다. 

Kim et al. (2017a)의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연료탱크를 다루고 있으며, 

하나는 1열 배치로 설계된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2열 배치로 

설계된 모델이다.  

두 모델의 형태는 모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나타내면 Fig. 5-19와 같다. 1열 배치 모델의 

경우 아랫사면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2열 배치의 

아랫사면 높이도 화물창 모델에 비해 높다. 1열 배치 모델과 2열 

배치 모델 모두 길이 방향으로 매우 짧은 형태를 띄고 있다.  

 

 

Fig. 5-19 Dimensions of the LNG fuel tank models. One-row fuel tank design 

(red solid lines) and two-row fuel tank design (blue dotted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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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17a)에서 보인 여러 조건의 실험 조건 중 주요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한 선수각은 120O 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한 선수각 120O 조건에서의 여러 적재 

수심 조건과 환경 조건에 대해 실험과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1열 배치 모형에 대한 실험 결과와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를 Figs. 5-20~22에 비교하였다.  

1열 배치 모형에 대한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건에서 

매우 정확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30h 적재 수심 

조건과 0.60h 조건에서는 모형 실험 결과와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가 5 kPa 내외로 크지 않다. 하지만 0.90h 적재 수심 조건에서는 

평균파주기 5.5초와 9.5초 조건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났다.  

 

 

Fig. 5-20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One-row model and 0.30h fil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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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One-row model and 0.60h filling condition. 

 

 

Fig. 5-22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One-row model and 0.90h fil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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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 배치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와 예측 결과를 Figs. 5-23~26에 

비교하였다. 모형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조건에서 1열 배치 

모델에 비해 2열 배치 모델에서 슬로싱 충격 압력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의 폭이 작아지면서 슬로싱 현상이 크게 

작아졌기 때문이다. 인공신경망도 1열 배치 모델에 비해 2열 배치 

모델에서 크게 줄어든 실험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예측 결과는 환경 하중 조건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적재 

수심 0.30h 조건에서 가장 주요한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하는 

환경 조건은 평균파주기 7.5초 조건이며, 평균파주기 8.5초 조건에서 

슬로싱 충격 압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도 같다. 평균파주기 9.5초 조건에서는 모형 시험에서 매우 

약한 슬로싱 충격 압력이 계측되었고, 인공신경망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적재 수심 0.50h, 70h, 그리고 90h 조건에서 모형 실험 결과와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 역시 0.30h 적재 수심 조건에서의 비교 

결과와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1열 배치 모델에 슬로싱 충격 압력이 

낮아졌다. 그리고 같은 적재 수심 조건에서 환경 하중에 따른 모형 

실험 결과의 경향과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의 경향이 매우 

유사하다. 이는 인공신경망이 화물창 형태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부분 적재 수심에서도 높은 정확도의 예측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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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Two-row model and 0.30h filling condition. 

 

 

Fig. 5-24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Two-row model and 0.50h filling condition. 

 



187 

 

Fig. 5-25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Two-row model and 0.70h filling condition. 

 

 

Fig. 5-26 Comparison of statistical impact pressure M between model test and 

neural network prediction. Two-row model and 0.90h fil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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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 

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약 10년간 수행한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 집합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약 540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자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고, 자료 집합 분석을 

위해 이상치 제거, 소음 제거 등의 정제 공정을 거쳤다. 주된 관심 

영역을 한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자료 집합을 

바탕으로 연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획득하였다. 또한 정제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 학습을 통한 실험 결과 예측을 수행하였다.  

주된 관심 영역을 팔각 형태의 화물창, 또는 연료탱크가 탑재된 

표준 크기 이상의 부유체에 대한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 집합으로 

구성하였다. 모형은 내부재를 구현하지 않은 모형이고, 실험에는 

충분한 개수의 센서가 사용되었다. 실험 조건은 실선 기준 5시간 

동안 수행된 불규칙 파랑 중 6자유도의 파랑 중 운동 조건이다. 

관심 영역에 대해 추출된 자료 집합에 대하여,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추출 자료 집합에 대해 실험 결과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실선 기준 5시간 모형 시험을 수행할 경우, 3시간 재현 시간 

기준 최대 충격 압력 자료의 분포는 Rayleigh의 확률 밀도 

함수로 근사할 수 있음을 확인인하였다. 모형 시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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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없이 관심 영역에 해당하는 모형 시험을 수행할 경우, 

Rayleigh의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는 분포도 상에서 실험 

결과가 나타나고, 유의 압력값을 계산하면 11.63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슬로싱 모형 시험을 수행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실선 설계에 사용하기 위한 축척 방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 시험 결과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로 비교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만, 비교 

평가 방법을 사용할 때도 실험 결과를 대조할 값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료 집합 해석을 통해 실험 결과를 대조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모형 시험을 수행한 뒤 실험 

결과의 크고 작음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기여 중 하나다.  

 

- 실험 결과에는 여러 모형 시험 조건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개별 실험 조건과 실험 결과의 선형 상관 관계는 크지 않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선수각 조건, 적재 수심 

조건, 모형 조건, 실험 환경 조건 등에 따라 실험 결과가 

변하지만, 피어슨 상관 관계 해석을 적용하였을 때 모든 실험 

조건이 매우 낮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실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비선형적인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유의파고가 높아질 때 반드시 슬로싱 충격 압력이 높아지지 

않으며, 평균파주기의 변화에 따라 실험 결과의 등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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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다. 자료 집합에서 높은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한 

경우를 각 조건 별로 추출하면, 적재 수심의 경우 모형의 높이 

기준, 20-30% 적재 수심 조건, 그리고 선수각 조건은 횡파 

조건과 선수 사파 조건이다.  

 

- 추출 자료 집합에 대해 기계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우선 추출 자료 집합을 실험 조건 인자와 실험 결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한 자료에 대해 지도 학습을 수행하는 

인공신경망을 구성하였다. 인공신경망에 실험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 이들을 성격에 따라 모형의 치수 인자, 환경 하중 조건 

인자, 운용 조건 인자, 6자유도 운동 시계열 인자, 그리고 모형 

시험 환경 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모형 치수 인자, 

환경 하중 조건 인자, 6자유도 운동 시계열 인자, 모형 시험 

환경 인자를 사용하였을 때 인공신경망은 가장 좋은 예측 

결과를 보였다. 인공신경망의 활성화 함수로는 렐루 함수를 

사용하였고, 입력층과 출력층에서는 선형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였다. 추출 자료 집합에 대한 인공신경망을 최적화 

하였고, 은닉층이 5개일 때, 가중치 갱신은 Adam 최적화 

기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오버피팅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한 드롭아웃 방법은 4번째와 5번째 은닉층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인공신경망은 검증 자료에 대해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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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초모수가 

최적화된 서로 다른 인공신경망 5개를 이용하여 앙상블 

기법으로 새로운 자료에 대해 예측을 수행하였다. 작성한 

인공신경망은 환경 하중 조건의 변화, 운용 조건의 변화, 

그리고 화물창 형태의 변화에 대해 모두 잘 반응하며, 

예측값은 실험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법을 활용하면 모형 시험 결과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체의 슬로싱 하중을 

고려한 설계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실험 결과를 예측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다. 

 모형 시험에 필요한 모형 시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비선형성이 높은 슬로싱 모형 시험의 특성 때문에 슬로싱 

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양의 모형 시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험 결과를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검토 단계(screening phase)에서 주요 실험 조건을 선별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일련의 모형 시험이 종료된 후 긴박하게 다른 조건에서의 

슬로싱 하중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를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재 실험 수행 시 추가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화물창 및 연료탱크의 설계 시 슬로싱 하중을 고려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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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과 치수를 최적화할 있다. 일반적으로 슬로싱 하중을 

산정하기 위해 모형을 제작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는데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는 슬로싱 

하중을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모형 시험 결과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설계 단계에서 슬로싱 하중을 고려하여 

모델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할 수 있다. 

 운항 조건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인공신경망은 환경 하중 조건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유체의 운항 항로나 날씨 변화에 

따른 선수각 변화(weather routing)에 대한 슬로싱 하중을 

예측하고, 예측한 슬로싱 하중에 따라 적절한 항로 변경 및 

선수각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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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공신경망 적용 범위의 한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공신경망의 적용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슬로싱 현상의 국부적 특성을 독립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학습에 사용한 자료는 모델 전체에 설치된 센서에서 계측한 신호를 

전처리 한 충격 압력의 극값이다. 따라서 발생하는 위치에 따른 

정보,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의 동적 특성 등을 예측할 

수 없다.  

학습에 사용한 자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조건에 대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공신경망은 일종의 회귀 

분석이며, 자료의 보간을 통한 회귀 분석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자료 집합 범위를 크게 벗어난 자료에 대해 회귀분석이 어렵고, 

예측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5.2.1장에서 삼성중공업 160K 

모델에 대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예측하였을 때, 선수 사파 

조건에서 기존 형상과 최적 형상 모두 예측 결과와 실험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해당 모델이 138K LNGC 2번 화물창에서 

폭방향으로 작게 변하고 종방향으로 크게 변했으며, 추출 자료 

집합의 모델 형상 자료에는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에 사용한 자료와 

예측하고자 하는 자료의 조건이 크게 다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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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슬로싱 모형 시험 자료 집합 해석과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실험 결과 예측 연구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로, 제시한 유의 압력값을 실제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모형 시험 자료 집합을 분석하여 얻어낸 

유의 압력값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조군이다. 따라서 실제 

화물창 및 연료탱크 설계 시 해당 압력값의 구조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위치 별 예측이 필요하다. 예측 결과는 모델에 설치된 

모든 센서를 기준의 실험값이다. 실제 설계 시 화물창과 연료탱크의 

각 면의 구조 강도는 다르게 설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치 별 예측 결과가 좀더 유용할 것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위치별 압력값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센서의 부착 

위치가 실험 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실험은 모형 

천장에만 센서를 부착한 경우가 있고, 일부 실험은 모형 천장과 

윗사면에 부착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윗사면에서 발생하는 실험 

결과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위치별 압력값에 대한 자료를 보다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신경망의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 

셋째로, 보다 수렴성 높은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신경망 

모델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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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실선 기준 5시간 계측 시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시간은 온전히 수렴된 실험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상치 

제거 해석(Kim, 2017)을 적용하여 보다 수렴된 실험 결과를 학습에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로, 예측 결과의 신뢰도를 예측 결과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공신경망의 예측 결과는 실험 조건과 확보된 자료의 양에 

따라 정확도가 다르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예측 결과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측 조건에 따른 

신뢰도, 또는 신뢰 구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신뢰도를 제시하기 위해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할 때의 구조물의 동적 

거동에 대한 연구가 반영될 수 있다. 현재 학습 모델은 충격 압력의 

극값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압력 극값은 발생한 압력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슬로싱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의 실제 구조 응답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조 응답을 

고려한 슬로싱 충격 압력 시계열의 이상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료 해석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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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ta Mining in Sloshing Model Test Database 

and Application of Neural Network for Test 

Result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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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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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shing model test has been investigated by data mining in the sloshing 

model test databa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wing to the increase of the 

LNG transportation market, South Korean shipyards have focused on the 

LNG-related vessels. Moreover, LNG fueled vessels has been a new item due 

to the enhance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fore, sloshing analysis for 

the floating units has been a main interest for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When designing the tank in consideration of the sloshing loads, the 

experimental approach has been mainly used because of the highly nonlinear 

and complex nature of the sloshing phenomen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ship yards, and the company designing the membrane cargo 

hold have developed procedures of the model test. A formal procedure that 

partially acceptable to the industry exist, although details of the procedure and 

methods are different. Numerous sloshing model tests have been conducted 

following this formal procedur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extensive 

supports of the Korean shipbuilding companies. More than 540 terabytes 

experimental data have been accumulated for various cargo holds, vessels, 

environmental conditions, operational conditions, and 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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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This accumulated experimental data have been studied. The database was 

organized, cleaned, and analyzed. Model tests related to the floating units 

larger than standard size LNG carriers or LNG fueled vessels were selected. 

Then, the selected target data have been used for the machine learning to 

predict the model test results from the test conditions.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has been developed. Many different types of 

model test conditions were scaled and transformed as the input attributes. The 

architecture and hyperparameters were optimized for the present database.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predicted the test results that were not used in 

the training process. The prediction results were validat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environmental conditions, operational conditions, and model 

dimensions.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 was acceptable to be applicable to 

the designing perspective. Therefore, based on the accumulated databas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veloped neural network can be used for three 

purposes: to reduce the number of sloshing model test, to design the model 

geometry, and to optimize the operation routes of the vessels.  

 

Keywords: Sloshing, Sloshing model test, Data mi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Machine learning, Sloshing load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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