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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슬로싱 현상의 심각성을 예측하는 내용을 다룬다. 최근 환경규제와 

맞물려 LNG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LNG 운반선, 부유

식 LNG 생산설비, LNG 추진 선박 등 다양한 LNG 관련 선박이 각

광 받고 있으며, 점차 크기도 대형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LNG 화

물창 내부에서 발생되는 슬로싱 충격에 의해 화물창 내부 보온재가 

손상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LNG의 특성

상 슬로싱 충격이 화물창 설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

였다. 

슬로싱 현상은 매우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수치적인 

접근으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슬로

싱 모형실험을 통하여 슬로싱 하중을 평가하며, 슬로싱 모형실험은 

국제 선급과 ITTC등 다양한 기관에서 정형화한 절차로 진행된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슬로싱 모형실험 시설을 

설립 하였으며, 국내 조선소의 지원을 받아 많은 양의 슬로싱 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적선의 슬로싱 모형실험은 하나

의 모형탱크당 다양한 해양 환경 조건, 운용 조건들을 고려한 수십 

조건의 모형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멤브레인(membrane)형 LNG 화물창 내부의 슬로싱 

심각성을 예측하는 기법을 다룬다. 예측 기법은 탱크의 주요 제원, 

선박에서 탱크의 위치, 선박의 형상, 그리고 운항 환경조건이 주어



 

졌을 때의 슬로싱 심각성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선박

의 운동은 세장체 이론(slender-body theory)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슬

로싱 선형(linear) 유동 해석은 랜킨패널법(Rankine panel method)을 적

용하여 수행한다. 그 이후에, 슬로싱 유동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슬로싱 유동 계산 

결과를 수정한다. 계산된 선박의 운동과 슬로싱 유동을 중첩하여 최

종적인 슬로싱 심각성 지표(Sloshing Severity Index, SSI)를 도출할 수 

있다. 

본 기법의 검증을 위해 국내 조선소의 지원을 받은 일련의 슬로

싱 모형실험에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적용해 보았다. 총 여섯 가지 

모형탱크의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슬로싱 심각성 

계산을 통해 위험군으로 분류된 운항 환경 조건이 실제 슬로싱 모

형실험에서 유의미한 충격압력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하였다. 본 예측 

기법을 적용함에 따라,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운항 환경 조건에

서 불필요한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위험군에 속한 조건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모형실험을 수행하여 보

다 정확한 모형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주요어: 슬로싱, 슬로싱 모형실험, 세장체 이론, 랜킨 패널법, 슬로싱 

심각성 지표, 슬로싱 하중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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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최근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송 활동이 활발함에 따라, 

슬로싱(sloshing)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슬로싱이란 

부분적으로 적재된 유체의 자유수면이 용기의 외부 가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을 뜻한다. 유체역학 분야에서 슬로싱 현상은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액화천연가스 선박의 설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 145K급 선박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 

Carrier, LNGC)시장에서 보편화 되었다. 2000년대 초에 이르러 LNG 

선의 크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대 말에는 180K급 선박이 

등장하였다. 멤브레인(membrane) 형태의 화물창을 가진 LNG 

운반선과 LNG-FPSO(LNG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등과 

같은 해양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은 화물창 내부에 큰 

충격을 발생시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LNG는 

끓는점이 -163℃이기 때문에 화물창 내부에 보온재가 설치되며, 

슬로싱 충격으로 인하여 보온재가 손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 내부의 슬로싱 충격 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Faltinsen and Timokha, 2009). 

액화천연가스와 관련된 해양구조물 및 선박이 대형화 됨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 슬로싱 현상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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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Kuo et al., 2009; Kwon, et al., 2018; Oh et al., 2015; Pastoor et 

al., 2004; Woo et al., 2018; Yung et al., 2009). 이와 더불어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액화천연가스의 수요가 급증하여 국내 

조선소에서의 LNG 운반선 수주가 계속 되고 있다(Braemar, 2018). 

따라서, 국내 조선 산업에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 내부의 

슬로싱 하중 산정은 매우 중요한 연구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슬로싱 충격압력에 대한 

예측과 이에 따른 구조적 응답에 대한 분석은 현재 선박 건조 기술 

수준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다. 슬로싱 유동의 비선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슬로싱 하중을 평가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수치적인 

해석보다는 실험적인 접근을 보다 선호하고 있다(Gavory and de Seze, 

2009; Malenica et al., 2017; Yung et al., 2009). 이러한 이유로 슬로싱 

모형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립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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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al., 2009; Yamamoto et al., 1995), 국제 선급에서는 정형화된 실험 

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ABS, 2009; BV, 2010; DNV∙GL, 2016; LR, 2009; 

ITTC, 2014). 이러한 절차를 따라 서울대학교에서는 다량의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Ahn et al., 2019), 많은 실험 

기관에서도 일부 결과를 공개하였다(Baudin et al., 2012; Diebol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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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싱 모형실험의 주요 관심사는 설계 화물창이 불규칙 

해상상태에서 경험할 슬로싱 충격 압력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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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을 모사할 수 있는 운동 동요기에 축소 

모형 탱크를 설치하고 모형 탱크 내부에 압력 센서를 부착하여, 

장시간의 유체에 의한 충격압력을 계측한다. 일반적으로 실선 기준 

5시간 실험을 수행하고 계측된 압력 시계열을 토대로 얻어낸 충격 

압력 집합을 이용해 3시간 재현 시간 기준의 최대 압력값을 구한다 

(Kim, et al., 2013; 2017a; Oh et al., 2015; Park et al., 2014; Ryu et al., 2016). 

그리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구한 최대 압력값은 축척비를 적용하여 

설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비교 평가 방법(comparative 

approach)을 통해 설계에 적용된다(Kuo et al., 2009; Gavory and de Seze, 

2009; Malenica et al., 2017). 

슬로싱 모형 실험에서 얻게 되는 충격압력 값들은 비선형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2차원 탱크에서 같은 운동을 모사하더라도 

반복성을 띄기 어렵다 (Souto-Iglesias et al., 2012; Kim, 2014). 따라서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한 이후에는 얻어낸 압력 극값들을 

통하여 통계적인 후처리(post-processing)가 필수적이다. 일찍이 

Mathiesen (1976)과 Gran (1981)은 슬로싱 문제의 통계 해석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Mathiesen (1976)은 불규칙 종동요 운동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Weibull 분포함수에 적용한 

통계해석을 수행하였다. Gran (1981)은 모형시험 결과를 Frechet 분포 

함수에 적용시켜 통계해석을 수행하였다. Graczyk et al. (2006, 2008)은 

선박 운동해석, 모형 시험, 결과분석, 구조응답, 통계해석에 이르는 

슬로싱 문제 분석의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 

Cetin et al. (2018)는 실선 기준 5시간 슬로싱 모형 실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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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bull 분포함수, generalized Pareto 분포함수, generalized extreme value 

분포함수, 그리고 log logistics 분포함수를 사용하여 100시간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Weibull 분포함수와 

generalized Pareto 분포함수가 슬로싱 충격 압력을 통계처리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슬로싱 모형 실험의 상사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Yung et al. (2009)는 슬로싱 충격압력의 동역학적 

상사성과 관련된 무차원수들을 찾아내었다. Kimmoun et al. (2010) 와 

Bogaert et al. (2010)은 축척비에 따른 압력의 상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파 실험과 Sloshel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Maillard and 

Brosset (2009)는 액체와 기체의 밀도비 및 기체 압력이 슬로싱 

충격압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Kim et al. (2017c)은 

끓는점 부근에서 슬로싱 충격이 발생 할 때 낮아진 수증기압에 

의해 상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충격압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슬로싱 모형 

실험을 고도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산업체에서는 비교 평가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과 공기를 

이용한 슬로싱 모형실험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슬로싱 하중을 선정하기 위한 모형실험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슬로싱 하중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로 인하여 슬로싱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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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시도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전산 유체역학(CFD) 혹은 

포텐셜이론(potential theory)를 사용한 방법이 있다. 전산 유체역학을 

통해 슬로싱 유동을 계산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나 (Baeten, 2012; 

Bai et al., 2013; Braeunig et al., 2009; Chen et al., 2009; De Chowdhury and 

Sannasiraj, 2013; Fossa et al., 2012; Gazzola and Diebold, 2013; Godderidge 

et al., 2009; Itibar et al.,2012) 그 중 대표적으로 Yang et al. (2010)은 

CCUP 방법을 이용하여 2차원 슬로싱 유동을 해석하였고 Yang et al. 

(2016)은 CIP 방법을 이용하여 탱크의 천장에 가하는 슬로싱 

충격압력을 해석하였다. 전산 유체역학에 기반한 슬로싱 해석은 

컴퓨터의 성능 및 적용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정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포텐셜 이론에 기반한 해석은 계산속도 측면에서 전산 

유체역학보다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 Kim et al. (2010)은 슬로싱 

하중과 화물창 내부 유체 에너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Zheng et al. (2013)은 연구를 확장하여 다양한 매개변수들을 고려하여 

슬로싱 하중과 물리적으로 연관이 깊은 요소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가진 운동의 크기에 집중한 접근 방식도 있었으며 Kayal and 

Berthon (2013)은 슬로싱 유동이 공진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공진 주파수에서의 가진 운동크기를 지표로 슬로싱 

심각성을 예측하였다. Diebold et al. (2013)은 슬로싱과 관련된 

지표들의 통계적인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가진 가속도를 

하나의 지표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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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싱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국부적인 충격압력과 더불어, 

슬로싱 유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선박의 운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Kim (2002), Rognebakke and Faltinsen (2003), 

Malenica et al. (2003), Newman (2005), Lee et al. (2007)은 슬로싱이 

연성된 선박의 운동에 대해서 수치적인 해석을 수행하였고, Nam et al. 

(2009)는 선형 수조실험을 직접 수행하여 슬로싱 연성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시간영역에서 IRF(Impulsive-Response 

Function)기법을 도입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고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Kim et al. (2011)은 3차원 랜킨패널법(Rankine panel method)을 

이용하여 선박의 계산 및 슬로싱 유동을 계산하여 슬로싱 연성 

운동해석을 하였고, Seo et al. (2017)은 랜킨패널법을 이용하여 내부 

슬로싱 유동이 선박의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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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 

LNG 운반선 화물창 내부의 슬로싱 하중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치적인 해석기법에 의존하기에 확실히 검증된 기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 슬로싱 모형 

실험을 통하여 슬로싱 하중을 산정하게 된다. 슬로싱 모형 실험은 

선급에서 제안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하게 되며, 모형실험 운항 

환경조건, 선박의 운동해석 방법, 실험 준비과정 및 압력시계열 

후처리 방법까지 세부적인 절차들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선급에서 제시하는 운항 환경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슬로싱 모형 실험을 수행하게 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나의 운항 환경조건당 실선기준 5시간에 해당하는 모형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선급에서 권고하는 실험 조건수는 다양한 

선수각, 해양파 조건, 적재 수심을 고려하여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를 절약하기 위하여, 사전에 슬로싱 심각성 지표 (SSI, Sloshing 

Severity Index)를 계산하여 슬로싱 심각성이 낮게 예측되는 운항 

환경 조건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슬로싱 심각성 예측 절차 고안 

액화천연가스 운반 선박의 형상, 화물창 형상, 운항 환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였다. 세장체 이론(Slender body theory)을 통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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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상태에서 선박의 운동응답을 계산하였으며 랜킨 패널법을 

이용하여 화물창 내부의 슬로싱 유동을 선형 가정하에 빠르게 

계산하였다. 선형 가정하에 계산된 슬로싱 유동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련의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였고, 이와 비교하여 계산 

결과를 수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법을 바탕으로 주어진 

운항환경조건에 대하여 선박의 운동 응답과 화물창 내부의 슬로싱 

심각성을 중첩하여 설계 화물창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얻어내었다. 

 

2) 기존 슬로싱 모형실험을 통한 슬로싱 심각성 지표 검증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다량의 슬로싱 모형 실험 자료중, 6가지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 모델을 선택하여 슬로싱 심각성 예측 

절차를 적용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모든 운항 환경 조건에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한 이후에, 위험군으로 선정된 조건들이 실제 

모형실험에서 높은 슬로싱 충격압력을 발생 시켰는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슬로싱 심각성 지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3) LNG FPSO 모델에 슬로싱 심각성 예측 절차 적용 

위에서 제시한 슬로싱 심각성 예측 절차를 적용하여, LNG-FPSO 

모델의 슬로싱 심각성을 예측하였다. 적용대상은 총 다섯 개의 

화물창을 보유하고 있는 LNG-FPSO 모델이며, 그 중 선미부에 가장 

가까운 화물창을 선택하여 다양한 운항환경조건에서 슬로싱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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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구하였다. 또한, 선박의 운동응답을 계산할 때 슬로싱 

유동을 연성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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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로싱 심각성 지표 (SSI) 해석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동을 

해석해야 하고, 슬로싱 유동을 해석해야 하며, 해양파 조건과의 

적절한 중첩이 필요하다. 선박의 운동응답은 세장체 이론을 통하여, 

슬로싱 유동은 랜킨패널법을 통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해양파 조건과의 중첩을 수행할 때는 선형 중첩을 사용한다. 

한편, 슬로싱 유동의 경우에는 내부유동의 공진주기와 선박운동의 

주기가 가까울수록 심하게 발생한다. 즉, 아무리 선박이 큰 

진폭으로 운동하더라도 슬로싱 공진주기 영역에서 많이 벗어난 

운동주기를 가지는 경우 탱크 내부유동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진 주파수(excitation frequency)에 따른 슬로싱 유동의 

응답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SSR, 

Sloshing Severity Response amplitude operator)라고 하며, 랜킨 패널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는 가진방향에 따라 공진 모드가 

바뀌기 때문에 6자유도 운동방향 중 전후동요(surge), 좌우동요(sway), 

횡동요(roll), 종동요(pitch)에 대한 계산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슬로싱 유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하동요(heave)와 

선수동요(yaw)는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계산된 슬로싱 유동과 

선박의 운동은 연성이 가능하며, 본 예측 기법에서는 슬로싱이 

연성된 운동과 연성되지 않은 운동 모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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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킨 패널법을 기반으로 구한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는 

선형(linear)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슬로싱 유동의 비선형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슬로싱 유동의 비선형성을 모두 고려한 계산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정확성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효율적으로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자유도 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선형 슬로싱 유동 계산 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일련의 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적재수심과 모든 운동방향에 대해서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를 

보정할 수 있는 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선박의 운동응답 진폭비와 보정된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를 

모든 운동방향에 따라 중첩하여 6자유도 운동시의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를 구할 수 있고, 파스펙트럼과의 중첩을 통해 특정 

운항 환경조건에서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구하는 방식은 매개변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 적절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예측하는 절차를 

Fig. 2-1에 나타내었다. 

 



20 

 

Fig. 2-1 Procedure of predicting sloshing severity index (Zhe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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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유체 운동 해석: 세장체 이론 

액체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양에서 파도를 받게 되면 선박의 

운동으로 인하여 액체 화물에서 슬로싱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슬로싱 유동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원인은 선박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선박의 운동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장체 이론(Chapman, 1976; 

Standing, 1974; Noblesse and Dagan, 1976; Noblesse, 1983; Fontaine et al. 

2000), 3D 패널법(Brard, 1972; Scragg and Talcott, 1991; Raven, 1999; 

Wyatt, 2000), 전산유체역학(Farmer et al., 1993; Hino, 1997; Bulgarelli, 

2005; Yang et al., 2013; Yang et el., 2015)등 다양한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장체 이론을 적용하여 선박의 

운동응답을 효율적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SNU-SLEN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SNU-SLENDER는 선박의 파랑 중 내항성능 해석과 

부가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내항성능 해석은 STF 

스트립 이론 (Salvesen et al., 1970)을 적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된다. 이를 통하여 부가질량(added mass), 감쇠 계수(damping 

coefficient), 파랑 기진력(exciting force), 그리고 운동응답함수 

(RAO)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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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운동 방정식 

액체 화물을 담은 선박이 Fig. 2-2와 같이 선박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 선박고정 좌표계(X, Y, Z)에서 Vn의 속도로 전진할 때의 

문제를 풀고자 한다. 이 때, 선박은 6자유도 운동을 하게 되며, 

선형운동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6

1
1,2,...6jk k j

k
M F jξ

=

= =∑   (2.1) 

 

여기서 Mjk는 선박의 관성행렬, ξk는 순서대로 전후동요, 좌우동요, 

상하동요, 횡동요, 종동요, 선수동요 변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Fj는 

선박에 작용하는 힘 또는 모멘트를 의미한다. 

 

 

Fig. 2-2 Definition of the ship motion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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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작용하는 힘 Fj는 선박에 작용하는 복원력과 유체력 으로 

분리할 수 있다. 유체력은 선박의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적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압력은 유체장에 포텐셜 이론을 적용하여 

베르누이 방정식 (Bernoulli’s equation)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선박의 좌현과 우현이 대칭적인 경우에는 선박의 운동 방정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직방향운동 방정식과 수평방향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수식 (2.2)는 전후동요, 상하동요, 종동요가 

연성된 운동방정식이며, 수식 (2.3)은 좌우동요, 횡동요, 선수동요가 

연성된 운동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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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선박 운동 해석 기법 

선박이 선형 조화진동을 하고, 선박 주변의 유체장이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성이라고 가정할 때, 전체 포텐셜은 아래와 같다.  

 

( ) ( )

( )

6

1

cos sin

0

, , ; , , i t
s I D j j

j

ik x y kz
I

x y z t Ux x y z e

igA e e

ω

β β

φ φ φ ξ j

φ
ω

=

− +

 
Φ = − +  + + +  

 

=

∑
 (2.4) 

 

전체 포텐셜은 정상 유동 (steady flow)를 나타내는 부분과 비정상 

유동(unsteady flow)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포텐셜은 

유체장에서 라플라스 방정식과 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방사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선형화된 자유표면 경계조건과 물체 

표면 경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각 항들에 대한 경계조건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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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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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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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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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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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ω

ω φ 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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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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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위의 식 (2.5)는 정상 유동을 나타내는 포텐셜의 경계조건, (2.6)는 

입사파와 선박으로 인해서 교란된 포텐셜의 경계조건, 그리고 

(2.7)는 정수 중에서 선박의 강제 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의 

포텐셜의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선박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 압력을 구하고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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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스트립 이론 

스트립 이론(Strip theory)는 3차원 선박 문제를 2차원 단면의 

문제로 근사하여 문제를 푼다. 3차원 선박 문제를 2차원 단면의 

문제로 근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선박이 길고 가늘다고 가정하면 선박 주변의 유동은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는 변화가 적다. 두 번째, 자유표면 조건을 2차원으로 

근사하기 위해서 조우 주파수가 높다는 가정을 한다. STF 스트립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유체력 계수를 각 단면적의 해를 적분하여 

얻어낼 수 있다. 스트립 이론의 개념을 Fig. 2-3에 나타내었다. 

 

 

Fig. 2-3 Concept of strip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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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수치해석 기법 

선박의 운동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 단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구해야 하며, 유체력을 구하기 위해서 특이점을 분포시킨다. 

특이점을 분포시키는 방법은 선체 단면을 짧은 선분으로 근사화 

하고, 선분에 특이점을 분포시켜 유체력을 구하는 방법이다. SNU-

SLENDER에서는 2차원 유체력 계산에 NIIRID (MIT, 1985)를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특이점을 분포시켜 유체력을 구하는 

것은 경계치 문제를 푸는 것으로 대응된다. 특이점으로는 2차원 

Green 소오스 (2D wave green function)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1
2

1 0

log 2 ( 1) cos( ) cos( )

2 cos sin( )

kY
D

Y

rG k e kX dk t
r

e X t

ω

π ω

+∞
− −

−

 
= − − 
 

−

∫  (2.8) 

 

여기에서 r, r1은 특이점에서 필드 포인트까지의 거리, y축 대칭 

특이점에서 필드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각각 나타낸다. X와 Y는 

파수(wave number)로 무차원화된 특이점을 나타낸다. Green 소오스는 

선형 자유표면 경계조건을 만족하며 방사조건도 만족한다. 따라서 

선체표면에서 물체 경계조건만 만족하도록 하면 경계치 문제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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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슬로싱 선형 유동 해석: 랜킨 패널법 

2.2.1 슬로싱 유동 모델링 

슬로싱 유동은 비선형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모두 

고려한 수치기법으로 불규칙 해상상태에서 5시간에 해당하는 

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형 유동 해석을 기반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계산을 수행하고자 한다. 

부분 적재된 탱크를 고려하였을 때, Fig. 2-2와 같이 자유수면의 

중심을 원점으로 한 탱크 고정 좌표계(xyz)를 설정할 수 있다. 

슬로싱 유동이 가진 진폭에 비례한다는 선형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속도 포텐셜이 아래의 경계조건 

방정식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Faltinsen and Timokha, 2009). 

 

[ ]T T T Tn A r n on S
n

∂Φ
= Ξ ⋅ + ⋅ ×

∂


  (2.9) 

2 1 Fg x g y g on S
t

α α ζ∂Φ
= − −

∂
 (2.10) 

 

위 수식에서 Ξ(ξ1, ξ2, ξ3) 와 Α(α1, α2, α3)는 각각 절대좌표계를 

기준으로 국소좌표의 변위, 각도를 나타낸다. rT는 원점으로부터의 

위치벡터, g는 중력가속도, η는 자유수면의 높이, nT는 유체를 뚫고 

나오는 방향의 단위 법선벡터, ST는 탱크의 접수면, SF는 자유수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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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선형 유동을 가정하였을 때, 속도포텐셜은 주파수영역에서 탱크의 

운동 ξj 으로 아래와 같이 변수를 분리할 수 있다. 

 
6

1

i t
j j

j
i e ωωξ φ −

=

Φ = −∑  (2.11) 

 

여기서 ϕj는 j-번째 운동방향에 대한 방사 포텐셜, ω는 탱크 

운동의 각주파수 혹은 조우 각주파수를 나타낸다. 변수분리된 

속도포텐셜을 경계조건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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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μ1과 μ2는 유체의 비점성에 의해 자유수면에 감쇠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설정한 계수이며 그 값은 각각 2ω0k, 

μ1/4이다. 이때, ω0는 기본 슬로싱 공진 주파수를 의미한다 (Ki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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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유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3차원 

랜킨패널법(Rankine panel method)을 사용하였다. 위의 경계조건 

방정식을 토대로, Green’s second identity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적분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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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1 2

3

3

T F

T F

D D
j j jS S

D jS S

G G ids G ds
n n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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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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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3D는 랜킨 소스의 포텐셜에 의해 주어진 그린 함수(Green 

function), α는 입체각 계수를 나타낸다. 일정 패널법(Constant Panel 

Method, CPM)의 경우에는 입체각 계수가 0.5로 동일하나, 고차 경계 

요소법(High-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HOBEM)의 경우에는 

모양이 변할 때마다 입체각 계수가 변하게 된다 (Teng et al., 2006). 

 

 

Fig. 2-4 Hydrodynamic panels of half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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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차 경계 요소법을 사용하였으며, 탱크 격자를 

Fig. 2-4에 나타내었다. 탱크 표면은 아이소파라메트릭(isoparametric) 

좌표계(ξ, ζ)상에서 아이소파라메트릭 요소로 이산화된다. 요소에서 

모양 함수 h(ξ, ζ)를 적용하게 되면, 속도 포텐셜이나 자유수면 

높이와 같은 물리적 변수들이 각 마디(node)의 값으로 근사된다(Gou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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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K

k k

k
hφ ξ ζ ξ ζ φ

=

=∑  (2.15) 

( ) ( )
1

, ,
K

k k

k
hh ξ ζ ξ ζ h

=

=∑  (2.16) 

 

여기서 K는 각 요소에서 마디의 개수를 나타내며 K값이 8일때는 

사각형 모양의 요소, K값이 6일때는 삼각형 모양의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식 (2.15)와 식 (2.16)을 식 (2.14)에 대입하게 되면, 경계에 

대한 적분 방정식을 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속도 포텐셜을 얻을 수 

있다. 각 마디에서 법선방향 유체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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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2.17) 

 



32 

2.2.3 슬로싱 연성 운동방정식 

슬로싱에 의한 힘과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slosh ij ij ij jF A i B Cω ω ξ = + −   (2.18) 

 

위 수식에서 Aij와 Bij는 i-번째 운동방향의 부가질량과 감쇠력을 

나타내며 Cij는 복원력계수를 나타낸다. 슬로싱이 연성된 선박의 

운동은 아래와 같은 강체 운동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 }ext sloshM F Fξ = +  (2.19) 

 

[M]은 화물창 내부에 적재된 유체의 질량을 포함한 선박의 질량 

행렬을 나타낸다. 그리고 아래첨자로 표현된 ext와 slosh는 각각 

외부 입사파와 내부 슬로싱 유동에 의한 성분을 표시한다. 두 외력 

행렬은 모두 유체력 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파수영역에서 슬로싱이 연성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ext slosh ext slosh ext slosh

ex

M A A i B B C C

F

ω ω ξ−

=

 (2.20) 

 

{Fex}는 Froude-Krylov force, diffraction force와 같이 입사파에 의한 

외부기진력을 나타낸다. 점성에 의한 횡동요 감쇠를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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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선형 감쇠계수를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 )44 44 44, 442B M A Cγ ∞= +  (2.21) 

 

M44, A44,∞ 그리고 C44는 각각 관성질량 모멘트, 무한 주파수에서의 

부가 관성 모멘트, 그리고 횡동요의 복원력 계수를 나타낸다. 

감쇠계수 γ는일반적으로 0.05와 0.1 사이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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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 (SSR) 

2.3.1 매개변수 정의 

격렬한 슬로싱 유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가진 운동의 진폭과 

주파수이다. 특히 슬로싱 유동의 특성상 공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가진 주파수에 따른 슬로싱 유동의 심각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을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SSR)라고 하며, 

전후동요, 좌우동요, 횡동요, 종동요에 대해 각각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랜킨패널법으로 계산한 슬로싱 유동에서 슬로싱 심각성을 

대표할만한 매개변수는 매우 다양하며, 이중 하나의 지표를 

선택해야 한다. 

탱크 내부에 슬로싱 충격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자유수면의 격렬한 움직임이다. 이때, 탱크 내부의 유체는 높은 

에너지 혹은 속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슬로싱 심각성을 나타낼 

때, 에너지 관점에서 전역적(global) 개념의 슬로싱 심각성과 속도 

관점에서 국소적(local) 개념의 슬로싱 심각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매개변수들을 소개하며 슬로싱 심각성 

지표해석에 사용될 매개변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고려된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자유수면의 포텐셜 

에너지, 수직방향 운동에너지, 전체 운동에너지, 최대 수직방향 속도, 

최대 수평방향 속도, 그리고 최대 자유수면 높이 이다. 이를 전역적 

개념과 국소적 개념으로 나누어 요약한 것을 Fig. 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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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Candidate parameters for sloshing severity RAO (Zheng et al., 2013) 

 

전역적 관점에서 에너지를 계산할 때, 슬로싱 유동의 에너지 혹은 

탱크 자체의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수면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에너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운동에너지는 수직방향 

속도만이 고려된 운동에너지와 수평방향 속도도 같이 고려된 

운동에너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탱크 자체의 에너지는 내부 유체를 

강체로 가정하여 탱크와 같이 움직이는 에너지를 계산한다. 

슬로싱 유동이 격렬할 때 자유수면의 에너지가 높아짐과 동시에 

파가 생성되면서 강한 충격을 발생시킨다. 슬로싱 충격압력은 

대부분 국소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국소적 관점에서 유체의 

속도를 슬로싱 심각성의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수직방향속도, 최대 수평방향속도, 최대 자유수면 높이를 

슬로싱 심각성 지표의 후보로 선정하였다. 



36 

( ) 2

2
F

EP z
S

gSSR n dsρω ζ= ∫∫  (2.22) 

( ) 2

2
F

EKZ n
S

SSR dzdsρω = Φ∫∫  (2.23) 

( )
2

F

EK
S

SSR ds
n

ρω ∂Φ
= Φ

∂∫∫  (2.24) 

( ) [ ] 21
2EKTSSR Mω  = Ξ 

  (2.25) 

( ) ( )
MAXVZSSR Max

z
φ ω

ω
∂ 

=  
∂ 

 (2.26) 

( ) ( )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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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 ( ){ }MAXZETASSR Maxω h ω=  (2.28) 

 

위의 수식에서 nz는 자유수면에서 수직방향 단위벡터, ρ는 유체의 

밀도, g는 중력가속도, [M]은 유체를 담은 탱크의 질량 행렬(mass 

matrix), [Ξ]는 6자유도 변위 행렬, η는 자유수면 높이, ω는 가진 

주파수를 나타낸다. 에너지와 관련된 수식 (2.22)~(2.25)은 

자유수면을 나타내는 SF상에서 적분을 수행하여 하나의 파주기 

안에서 평균값을 취하여 구한다(Zheng et al., 2013).  위의 7가지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 후보들 중 가장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에 

적용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4.1장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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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 보정 

슬로싱 유동을 랜킨패널법으로 계산함에 따라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는 선형적인 결과만을 제공한다. 선형 이론에 기반함에 

따라, 슬로싱 심각성은 대부분 1차 공진 주파수에서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슬로싱 현상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적재 수심에서 soft-spring 현상이 발생하며 낮은 

적재 수심에서 hard-spring 현상이 발생한다. Soft-spring 현상이 

발생하면 1차 공진주파수보다 낮은 가진 주파수에서 큰 슬로싱 

유동이 발생하며, hard-spring 현상이 발생하면 1차 공진주파수보다 

높은 가진 주파수에서 큰 슬로싱 유동이 발생한다 (Faltinsen and 

Timokha, 2009). 

즉, 계산된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에 비선형성을 추가해야 

실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해석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선형성을 고려한 계산을 수행하기에는 

계산량이 막대하며 이 또한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별도로 수행하여 선형 

유동계산 결과와 실제 슬로싱 모형실험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살펴본다.  

선형 유동으로 계산된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를 SSRn, 보정된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를 SSRnew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이 보정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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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ew nSSR SSR ωα β γ

ω
 

= ⋅ + 
 

 (2.29) 

 

슬로싱 유동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수치적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과 실험적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이 대부분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치적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값이 실험적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값에 가까워지도록 보정을 수행하였다. 

보정을 수행할 때 응답진폭값의 확대/축소 (α), 가진주파수의 

확대/축소 (β), 그리고 가진주파수의 이동 (γ)을 수행한다. 

보정계수값 α, β, γ은 최소제곱법을 (least square method) 이용하여 

실험 값에 가깝도록 구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아래의 Fig. 2-6에 

예시로 나타내었으며, 이는 0.95H 적재수심, 전후동요, 큰 진폭 

규칙실험과 비교 및 보정을 수행한 것이다. 

 

 

Fig. 2-6 Modification of linear calculation, 0.95H, surge, large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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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슬로싱 심각성 지표 (SSI) 해석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는 1자유도 규칙운동을 기반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제 해상상태에서 6자유도 불규칙운동을 하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내부의 슬로싱 심각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동방향을 고려하여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를 중첩해야 

한다. 중첩 방식은 아래와 같다. 

 

( )
2

4
,

,
1

T j
new j

j j

MSSR SSR
A
ξ

ω
=

 
= ×  

 
∑  (2.30) 

 

SSRnew,j는 각 운동방향별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로, j값이 1, 2, 3, 

4일 때 전후동요, 좌우동요, 횡동요, 종동요를 나타낸다. ξT,j는 선박의 

탱크의 운동응답 진폭비를 나타내며, 이는 세장체이론 혹은 기타 

부유체 운동 해석기법을 통해 구한 선박의 운동응답에서 탱크의 

바닥 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여 좌표 변환해준 것이다. Aj는 SSRnew,j를 

계산 할 때 운동 방향별로 가진 시켜준 진폭을 나타낸다. 해당 

진폭의 값은 3.3.2절에 정리되어 나타나있다. MSSR은 모든 방향이 

중첩된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를 나타내며, LNG 운반선이 단일 

파고의 파도를 조우하였을 때의 주파수에 따른 슬로싱 심각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항 선박이 경험하게 될 해상상태의 

파스펙트럼(wave spectrum)과 MSSR을 선형 중첩하여 최종적인 

슬로싱 심각성 지표(Sloshing Severity Index, SSI)을 얻어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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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 ) ( )2SSI peak valueof S MSSRω ω ω= ⋅∆ ⋅  (2.31) 

 

위 수식에서 S(ω)는 파스펙트럼을, Δω는 미소 주파수간격을 

나타낸다. 슬로싱 충격압력이 주로 장시간 운동의 축적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공진이 맞아떨어지는 특정 시점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와 파스펙트럼을 선형 

중첩한 이후에 최대값을 지표로 이용하였다. 슬로싱 현상은 

비선형성이 매우 강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선형 

중첩을 가정하여 슬로싱 심각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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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 

3.1 슬로싱 연성 운동 실험 

3.1.1 실험 준비 

본 실험은 세장체 이론 검증 및 슬로싱 연성이 운동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선정된 모형은 1/100 

축척비의 LNG-FPSO 모델이며 이는 Nam et al. (2009)에 의해 실험이 

수행된 모형이다. LNG-FPSO 모델에 두 개의 슬로싱 모형 탱크가 앞, 

뒤로 설치되었으며, 실험에서 상하동요, 횡동요 그리고 종동요 

운동만을 고려하였다. 

LNG-FPSO 모형과 두 개의 탱크 모형의 주요치수를 Table 3-1에 

나타내었으며, 선체형상과 모형탱크의 사진을 Fig. 3-1에 도시하였다. 

그리고 계산에 사용된 격자의 모습을 Fig. 3-2에 나타내었다. 

 

 

Fig. 3-1 Experiment model of LNG FPSO and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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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NG-FPSO 

 

(b) Partially filled tank 

Fig. 3-2 Computational panels in numerical calculation 

 

Table 3-1 Main dimensions of LNG-FPSO and tanks 

LNG-FPSO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 m 285.0 

Breadth molded on water line (B), m 63.0 

Draught (T), m 13.0 

Displacement volume molded, m3 220,017.6 

Radius of gyration (Kxx, Kyy), m 19.45; 71.25 

Center of mass (KG), m 16.5 

Tank 

 FP Tank AP Tank 

Length, m 49.68 56.60 

Breadth, m 46.92 46.92 

Height, m 32.23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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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서울대학교 선형 수조 실험동에서 수행되었다. 수조의 

길이는 110 m, 폭은 8 m, 그리고 깊이는 3.5 m 이다. 조파기를 

이용하여 0.025 m 높이의 파를 생성하였으며, 세 가지 선수각 90°, 

120°, 180°에 대해 적재수심은 네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Table 3-2에 

정리하였다.  

 

Table 3-2 Loading condition of two tanks 

Loading No. FP Tank AP Tank 

1 Ballast Ballast 

2 0.20H 0.20H 

3 0.30H 0.30H 

4 0.55H 0.43H 

 

네 가지 적재수심 중 Ballast 조건의 경우에는 내부 슬로싱 유동이 

없기 때문에 슬로싱이 연성되지 않은 운동 결과를 보이며, 나머지 

적재수심에서는 슬로싱이 연성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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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실험 및 계산 결과 

주파수 영역에서 3차원 wave Green function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시간 영역에서 랜킨패널법에 기반한 WISH (Wave-Induced Ship 

motion and loads)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세장체 이론을 이용한 

결과와 실험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a) Loading 1                      (b) Loading 2 

 

(c) Loading 3                      (d) Loading 4 

Fig. 3-3 Roll motion RAO, 90° 

 

Fig. 3-3은 횡파 조건에서의 선박의 횡동요 운동응답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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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횡동요 운동응답을 도시한 이유는 횡파 조건에서 횡동요 

운동이 가장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세장체 이론에 기반한 계산은 

나머지 계산 기법과 실험값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극값 부근에서의 결과가 다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슬로싱 연성 효과로 인하여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하나의 극값이 

추가로 생성되는데, 높은 적재수심 조건에서 연성효과가 줄어들어 

극값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Loading 1                     (b) Loading 3 

 

(c) Loading 4                     (d) Loading 4 

Fig. 3-4 Roll and Pitch motion RAO,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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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는 사파 조건에서의 선박의 횡동요와 종동요 운동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세장체 이론에 기반한 계산은 나머지 계산 기법과 

실험값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극값 부근에서의 

결과가 다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횡동요 운동의 경우에는 

횡동요 감쇠에 민감하기 때문에, 극값을 맞추는 과정에서 감쇠계수 

γ를 0.055로 설정하을 경우 최적의 결과를 보였다. 

 

 

(a) Loading 1                      (b) Loading 1 

 

(c) Loading 3                      (d) Loading 3 

Fig. 3-5 Heave and Pitch motion RAO, 180° 

 

Fig. 3-5는 선수파 조건에서의 선박의 상하동요와 종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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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꺾이는 부분을 제외하면, 세장체 

이론에 기반한 계산은 나머지 계산 기법과 실험값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하동요와 종동요의 경우에는 횡동요와 

연성되기 때문에 탱크 내부에서 강한 슬로싱 유동이 발생하게 되면 

상하동요와 종동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비교적 작기 때문에 횡파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슬로싱이 연성됨에 

따라 운동응답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세장체 이론을 통해서 선박의 운동을 계산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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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슬로싱 모형실험 준비 

본 연구에서는 선형 유동계산을 수정하기 위하여 1자유도 규칙 

슬로싱 모형을 수행하며,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량의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한다. 슬로싱 모형실험들은 

모두 서울대학교에 수행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장비들은 6자유도 

운동동요기, 압력계측장비가 있다. 본 장에서는 해당 장비들에 대한 

소개를 한다. 

 

3.2.1 운동 플랫폼 

서울대학교 슬로싱 모형 실험 시설은 서로 다른 크기의 세 가지 

운동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운동 플랫폼은 6자유도 운동을 

모사하기 위해 6개의 액츄에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스튜어트(Stewart) 

타입의 운동 플랫폼이다. 스튜어트 타입의 운동플랫폼은 슬로싱 

모형실험에 주로 사용된다 (Gavory, 2005; Kim et al., 2017b; Malenica et 

al., 2017).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 플랫폼은 

동하중(dynamic load) 기준 1.5톤, 5톤, 10톤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불규칙한 6자유도 운동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다. 플랫폼의 입력과 출력 운동의 편차는 3% 미만이다(Kim, 2017). 

 본 연구에 사용된 운동 플랫폼은 적재하중 5톤의 중형 

플랫폼이다. 이 장비에 대한 사진은 Fig. 3-6에 나타내었으며, 운동 

플랫폼의 세부 성능은 Table 3-3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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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Stewart type motion platform (mid-size, 5-ton capacity) 

 

Tabl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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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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계측 장비 설치 

슬로싱 모형 실험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는 슬로싱으로 인한 

충격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을 수행할 때 충격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량의 동압 센서(dynamic pressure sensor)를 

설치하였다. 동압 센서는 키슬러사(Kistler Group)의 211B5 모델이며, 

이는 내장 증폭기를 사용하는 압전 센서(Integrated Circuit Piezoelectric, 

ICP)로 최대 계측 가능 압력은 6.8 bar 이고, 계측압력은 5V 전기 

신호로 출력된다. 센서의 직경은 5.54 mm이고,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센서의 사진과 성능을 Table 3-4에 정리하였다. 

 

Table 3-4 Sensor specification (KIS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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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싱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군집을 이루며 센서 패널 형태로 설치된다. 설치된 압력센서 패널의 

사진은 Fig.3-7에 나타내었다. 

 

 

(a) 3by3 panel      (b) 9by3 panel   (c) Sensor arrangement 

Fig. 3-7 Installation of pressure sensors 

 

국제 선급에서 제공하는 슬로싱 모형실험 절차에 의하면 (ABS, 

2006; BV, 2010; DNV, 2016; LR, 2009), 센서 설치 간격은 특정 면적 

안에 일정 수량 이상의 압력 센서들이 설치되도록 권고한다. 단위 

면적당 압력센서의 최소 수량의 개수는 선급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BV, 2010)의 절차를 따라 1.0 m2 당 4개의 

센서가 설치되도록 센서 간격을 설정하였다. 센서의 간격이나 

위치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슬로싱 모형실험의 경우에는 센서 중심간의 거리가 10.0 

mm가 되도록 배치한다. 그리고 내벽 모서리부터 센서까지의 거리는 

8.5 mm가 되도록 배치한다. 센서 패널 상에 센서가 배치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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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에 평면도로 나타내었다. 

압력센서를 설치한 이후에는 키슬러사의 1631ASP20 케이블을 

이용해 동사의 커플러에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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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5에 PXI-4495 장비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계측 압력 자료의 변환 및 저장은 동사의 Labview 

Professional 200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Table 3-5 PXI-4495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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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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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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로 계산할 수 있다.  

 

( ) ( ), ,
1

2 cos
N

k k e k e k k
k

H S thξ ω ω ω e φ
=

= ∆ +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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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 cosk e k k

U
g

ω ω ω β=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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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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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압력신호 후처리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탱크 벽면에 작용하는 유효한 

충격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사용할 유효한 충격을 global 

peak이라 정의한다. Global peak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압력 역치 (threshold pressure)와 시간창 (sampling 

time window)의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압력 신호 중 압력 역치 

이상의 값이 관측되는 신호를 극대값 (local maximum)으로 추출하고 

시간창 내에서 가장 큰 최대 충격압을 갖는 극대값이 global peak이 

된다. 이때 압력 역치의 설정시의 범위는 계측 시스템 상의 

노이즈나 아주 작은 슬로싱 충격압력은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그 크기를 너무 과하게 설정하면 일반적인 수준의 슬로싱 

충격압력도 추출하지 못하므로 적절한 값을 설정하여 통계해석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압력 

역치는 2.5 kPa 이며 시간창은 0.2 sec 이다(모형 스케일 기준).  

 

 

Fig. 3-8 Definition of global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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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데이터로부터 통계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추출된 

global peak들을 최대 충격압에 따라 내림차순 정렬할 필요가 있다. 

정렬 후 global peak의 충격압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1 2 1... n np p p p−> > > >  (3.3) 

 

여기서 n은 통계해석에 사용되는 global peak의 개수이다. 압력의 

크기들을 정렬한 후에 상위 1/k 극값 평균 (average of 1/k largest 

peaks), 상위 k개 극값 평균 (average of k largest peaks) 등의 

통계치들을 계산할 수 있다. 상위 1/k 극값 평균은 상위 1/k 그룹에 

속하는 극값들의 평균을 의미하고, 상위 k개 극값 평균은 k개의 

가장 큰 극값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avg.1/k largest
1

1 m

i
i

p p
m =

= ∑  (3.4) 

avg.k largest
1

1 k

i
i

p p
k =

= ∑  (3.5) 

 

여기서 n은 global peak의 개수, m은 상위 1/k 그룹에 속하는 global 

peak의 개수로 m=[n/k] 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의 경우, 500주기의 실험 동안 추출한 압력 극값 상위 

1/10의 평균을 슬로싱 하중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의 경우 실선기준 5시간의 실험 동안 추출한 압력 

극값들을 3변수 Weibull 분포함수에 근사하여 3시간 최대 슬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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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압력을 구하여 슬로싱 하중으로 선정하였다. 

3변수 Weibull 분포함수는 슬로싱 압력 극값 추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극치분포 함수이다. Global peak의 최대 충격압의 

누적확률분포를 Weibull 분포 함수의 누적확률분포에 근사한다. 3 

변수 Weibull 분포함수의 확률밀도함수 (PDF)와 누적확률밀도함수 

(CDF)는 다음과 같다.  

 

( )
x

xf x e

γ
δ

βγ δ
β β

  − − 
    −

=  
 

 (3.6) 

( ) 1
x

F x e

γ
δ

β

  − − 
   = −

 (3.7) 

 

변수 x의 범위는 δ ≤ p < ∞ 이다. δ는 위치모수 (location parameter), 

β는 척도모수 (scale parameter), γ는 형상모수 (shape parameter) 이다. 

각 모수는 모멘트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실험으로부터 얻은 

global peak의 샘플의 압력값의 평균(�̂�𝜇), 분산(𝜎𝜎�2), 와도(𝛾𝛾�1)의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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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를 추정한다. Global peak의 샘플의 압력값의 평균, 분산 와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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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i는 총 n개의 global peak 중 i번째 global peak의 최대 

충격압을 의미한다. Weibull 누적분포함수 모델의 평균, 분산, 와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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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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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여기서 Γ(x)는 델타 함수이다. 형상모수인 γ는 global peak 샘플의 

와도 𝛾𝛾�1와 모델의 와도 γ1를 일치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척도모수 

β는 샘플의 분산 𝜎𝜎�2와 모델의 분산 σ2을 일치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샘플의 평균 �̂�𝜇와 모델의 평균 μ를 일치시킴으로써 

위치모수 δ를 얻을 수 있다. Weibull 분포함수의 특수한 경우로 δ=0, 

γ=1 인 경우 그 형태가 지수함수와 같고, δ=0, γ=2인 경우 Rayleigh 

분포함수와 같다.  

실험 데이터를 Weibull 분포함수에 근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우선 슬로싱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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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압력값이 Pα를 초과할 확률 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exp pF p
γ

α
α

δ
α

β

 − 
 = − = −    

 (3.14) 

 

위 식을 풀면 Pα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1logp
γ

α δ β
α

  = +     
 (3.15) 

 

분포함수의 Extreme value 추정값들은 대개 시간단위에 기준하여 

계산된다. Extreme value가 계산되는 m시간 동안의 peak 샘플의 개수 

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600nmN
t

=  (3.16) 

 

Expected largest value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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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le extreme value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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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max logp N γδ β= +     (3.18) 

 

초과확률이 α인 design extreme value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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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형 유동 수정을 위한 규칙 슬로싱 모형 실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참조 탱크 (reference tank)를 선정하여 

다양한 적재수심에 대해서 1자유도 규칙 슬로싱 모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참조 탱크에 대한 선형 슬로싱 유동을 계산한 이후에,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슬로싱 현상의 특징을 알아보고 

보정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3.3.1 모형 탱크 및 압력센서 설치 

1자유도 규칙 슬로싱 모형에 사용된 모형 탱크는 Zheng et al. 

(2013)에서 사용한 모델이며, PRESLO-JIP(Joint Industry Project)의 

일환으로 제공받은 138K 급의 탱크이다. 슬로싱 모형실험을 위해 

아크릴로 제작된 1/50 축척비의 3차원 모형 탱크 사진을 Fig. 3-9에 

나타내었다. 아크릴판은 유탄성 효과에 의한 실험 결과 왜곡을 막기 

위해 35 mm 이상의 충분히 두꺼운 아크릴 판을 사용하였다. 또한, 

탱크의 안쪽 면에는 내부재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내부벽의 

주름(corrugation) 역시 모사하지 않고 제작하였다. 모형 탱크의 주요 

요목은 Table 3-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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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Front view (left) and side view (right) of 138K LNG carrier cargo 

hold model. 1/50 scale 

 

Table 3-6 Main dimension of model tank 

 Real scale (m) Model scale (mm) 

Length (L) 43.41 868.2 

Breadth (B) 38.00 760.0 

Height (H) 27.80 556.0 

Lower chamfer height (LH) 4.025 80.5 

Upper chamfer height (UH) 8.465 169.3 

 

  

(a) High fil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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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ow filling condition 

Fig. 3-10 Pressure sensor panel configuration 

 

압력 센서는 슬로싱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군집을 이루며 센서 패널 형태로 설치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압력 센서의 개수는 106개이며, 한정된 압력 센서 수량 내에서 최대 

슬로싱 충격압력을 검출해내기 위하여 압력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에 집중하여 센서들을 Fig. 3-10과 같이 설치하였다. 

적재수심 0.50H 이상의 높은 적재수심 실험의 경우에는, 탱크 

상단부 꼭지점, 탱크 상단부 사면 꼭지점, 격벽 상단부 꼭지점, 혹은 

탱크 측벽 상단부 꼭지점 부근에서 주로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Fig. 3-10 (a)와 같이 압력센서를 설치하였다. 반면, 

적재수심 0.50H 미만의 낮은 적재수심 실험의 경우에는, 탱크 측벽, 

격벽 하단부, 혹은 탱크 하단부 사면 꼭지점 부근에서 주로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Fig. 3-10 (b)와 같이 압력센서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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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 실험을 수행한 적재수심은 0.10H, 0.15H, 0.30H, 0.50H, 

0.70H, 0.90H, 0.95H로 총 일곱 가지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주로 

적재하는 양을 대부분 고려하였다. 운동방향은 슬로싱 유동을 주로 

발생시키는 전후동요, 좌우동요, 횡동요, 종동요 네가지 방향만을 

고려하였다. 적재수심과 운동방향이 정해지면, 이에 대한 공진 

주파수를 포함하여 장비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다양한 

주파수를 고려하여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가진 진폭은 운동방향별 

두 가지(3°세트, 6°세트)를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실험 

조건은 Table 3-7에 나타내었다. 단일 실험당 500주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탱크를 가진 하였으며, 모든 압력 센서에서 얻어낸 

슬로싱 충격압력들 중, 상위 1/10의 충격압력들을 평균 내어 슬로싱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Table 3-7 Test condition for regular sloshing model test 

Filling height 0.10H, 0.15H, 0.30H, 0.50H, 0.70H, 0.90H, 0.95H 

Motion Surge, Sway, Roll, Pitch 

Excitation amplitude 

Surge: 3% of tank length, 5% of tank length 

Sway: 3% of tank breadth, 5% of tank breadth 

Roll: 3°, 6° 

Pitch: 3°, 6° 

Excitation frequency About 10 frequencies near the resonance frequency 

Test duration 500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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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실험 결과 및 SSR 수정 

7 가지 적재수심과 4 가지 운동방향, 그리고 2 가지 진폭을 

고려한 총 56묶음의 규칙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각 

실험에서는 500 주기의 가진 동안 검출된 슬로싱 충격압력들 중 

상위 10%의 압력 극값의 평균을 해당 실험의 슬로싱 심각성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무차원화 하기 위하여, 3°실험 결과들은 3°실험 

결과 중 최대값으로 나누어 1 이하의 값으로 나타내었고, 6°실험 

결과들은 6°실험 결과 중 최대값으로 나누어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Fig. 3-11에 0.95H 적재수심에서 작은 진폭으로 가진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a) Surge                            (b) Sway 

  

(c) Roll                             (d) Pitch 

Fig. 3-11 Experimental result and SSR modification, 0.95H, 3° set 

 



65 

전후동요와 횡동요의 경우에는 공진영역 부근에서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종동요에서는 공진영역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슬로싱 충격압력을 통계처리 할 때, 상위 10% 압력극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상치 극값에 의해 통계값이 튀는 값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좌우동요 실험결과의 경우에는 장비의 운동성능 

한계로 인하여 높은 주파수영역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없었기에 

한정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실험결과뿐만 아니라 선형이론에 기반한 슬로싱 유동 계산 

결과도 파란 점선으로 도시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선형 슬로싱 유동 

계산 결과도 전체 계산결과 중 최대값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그리고 실험값에 맞도록 보정한 결과를 검은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값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과 하강을 하는 경향을 

보일 때 이를 온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면, 전후동요, 

횡동요, 종동요 실험결과는 온전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좌우동요 

실험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공진영역 부근에서 큰 슬로싱 충격압력을 보이는 

전후동요와 횡동요 실험결과의 경우에는 보정된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와 매우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동요 

실험결과에서 공진영역보다 큰 주파수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정된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와 실험 값들이 경향을 잘 따르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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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료가 부족한 좌우동요 실험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슬로싱 충격압력이 감소하는 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된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가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경향을 잘 따르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이러한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나, 대부분의 적재수심과 운동방향에 대한 

실험들이 온전한 실험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그럼에도 공진영역의 

실험값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적재 수심에 대한 실험 결과와 

보정된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 결과를 Figs. 3-12~3-17에 

나타내었다. 

 

  

(a) Surge                         (b) Sway 

  

(c) Roll                         (d) Pitch 

Fig. 3-12 Experimental result and SSR modification, 0.90H, 3°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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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ge                              (b) Sway 

 

(c) Roll                               (d) Pitch 

Fig. 3-13 Experimental result and SSR modification, 0.70H, 3° set 

 

 

(a) Surge                            (b) Sway 

 

(c) Roll                             (d) Pitch 

Fig. 3-14 Experimental result and SSR modification, 0.50H, 3°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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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ge                              (b) Sway 

 

(c) Roll                              (d) Pitch 

Fig. 3-15 Experimental result and SSR modification, 0.30H, 3° set 

 

 

(a) Surge                              (b) Sway 

 

(c) Roll                              (d) Pitch 

Fig. 3-16 Experimental result and SSR modification, 0.15H, 3°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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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ge                              (b) Sway 

 

(c) Roll                              (d) Pitch 

Fig. 3-17 Experimental result and SSR modification, 0.10H, 3° set 

 

Figs. 3-12~3-17에서 일부 자료들은 두 개의 극대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값의 불완전함과 슬로싱 충격 

압력의 강한 비선형성에 의해 나타난 값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해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를 보정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이나 전체적인 경향성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없다.  

위에 나열한 총 28가지의 실험결과에 대해서 보정계수 묶음 (α, β, 

γ)들을 얻을 수 있었고, 6°실험의 경우에도 28가지의 보정계수 

묶음들을 얻을 수 있었다. 두 가지 진폭 이외에도 추가적인 진폭에 

대한 실험을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보정계수들을 얻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한정된 시간과 비용 내에서 실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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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진폭 실험 결과들만을 토대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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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업체 연계 불규칙 슬로싱 모형 실험 

본 연구의 목적은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이용하여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슬로싱 충격압력이 크게 발생할 

조건을 찾는 것이다. 이를 실제 슬로싱 모형 실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슬로싱 심각성 지표의 정확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슬로싱 심각성 지표의 검증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다양한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소개한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국내 조선소와 선급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수행한 PRESLO-JIP 슬로싱 모형실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체의 

액화천연가스 모형탱크의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슬로싱 

모형실험 장비가 설치된 이후부터 수행한 모형실험은 20건이 

넘으며, 단순한 멤브레인형 모형탱크부터 내부재를 구현한 모형탱크, 

혹은 액화천연가스 추진선박의 연료 탱크까지 다양한 형태의 

탱크에 대해서 슬로싱 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중,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슬로싱 

모형실험은 총 6 가지 이다. 이는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하는 

기반 실험이 액화천연가스 멤브레인형 화물창에서 수행되었기에 

비슷한 모형을 가진 탱크를 선정하고, 실험을 수행할 때 사용한 

선박의 운동응답 자료를 보유한 경우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선택한 탱크들은 138K부터 177K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72 

3.4.1 PRESLO-JIP 슬로싱 모형 실험 

3.4.1.1 실험 개요 

본 연구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진행되었던 PRESLO-

JIP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 PRESLO-JIP는 국제 및 국내 선급 

(ABS, ClassNK, KR)과 국내 조선소 (DSME, HHI, SHI, STX)의 지원을 

받아 슬로싱 심각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PRSELO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전에 소개된 규칙 슬로싱 모형 및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검증하기 위한 불규칙 슬로싱 모형을 수행하였다.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예측하는 PRESLO 프로그램과 

슬로싱 모형실험결과를 지원처에 배포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추가 

연구결과를 담은 최신 업데이트 버전 또한 배포되었다. 

 

 

Fig. 3-18 GUI of sloshing severity index calculation program PRES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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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실험 준비 

본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통해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초기 

단계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박 모델은 138K 

모델을 사용하여 선박의 운동응답을 전달받아 사용하였다. 화물창 

모델은 138K 모델을 사용하였고 제작된 모형탱크는 규칙 

모형실험에서 사용된 탱크와 동일하다. 압력센서의 위치도 규칙 

실험과 동일하게 높은 적재수심과 낮은 적재수심으로 나뉘어 

설치되었다. 

일반적인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의 경우에는 선수각에 따라 

1년주기 혹은 40년주기 파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행되나,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기의 파도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높은 적재수심에서는 0.95H, 0.70H, 0.50H 세 

가지가 고려되었으며, 사파에서 총 37 가지 조건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낮은 적재수심에서는 0.30H, 0.15H 두 가지가 

고려되었으며, 횡파에서 총 24 가지 조건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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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실험 결과 

각 운항 환경조건에서 수행한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들을 

실선기준 3시간 운항 중 최대 슬로싱 충격압력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높은 적재수심과 낮은 적재수심으로 나누어서 높은 적재수심 

실험들 중 최대값으로 높은 적재수심 실험결과를 무차원화 하여 

1이하의 값이 나오도록 하였고 낮은 적재수심 실험들 중 

최대값으로 낮은 적재수심 실험결과를 무차원화 하였다. 높은 

적재수심 결과를 Table 3-8에, 낮은 적재수심 결과를 Table 3-9에 

나타내었다. 

 

Table 3-8 PRESLO-JIP sloshing model test result, high filling condition 

Filling  
Depth 
(%H) 

Hd. 
(°) 

Tz 
(s) 

Hs 
(m) 

Maximum 
Pressure 
(p/pmax) 

Filling  
Depth 
(%H) 

Hd. 
(°) 

Tz 
(s) 

Hs 
(m) 

Maximum 
Pressure 
(p/pmax) 

95 150 6 3.5 0.652 70 150 10.5 15.2 0.746 
95 150 6 7.3 0.784 70 150 15 14.5 0.342 
95 150 7.5 3.5 0.358 50 150 6 3.5 0.043 
95 150 7.5 7.5 0.806 50 150 6 7.3 0.215 
95 150 7.5 11.1 1.000 50 150 7.5 3.5 0.117 
95 150 9 13.8 0.982 50 150 7.5 7.5 0.284 
95 150 10.5 3.5 0.293 50 150 7.5 11.1 0.413 
95 150 10.5 7.5 0.706 50 150 9 13.8 0.584 
95 150 10.5 11.5 0.749 50 150 10.5 3.5 0.000 
95 150 10.5 15.2 0.988 50 150 10.5 7.5 0.243 
95 150 12 15.8 0.791 50 150 10.5 11.5 0.374 
95 150 13.5 7.5 0.449 50 150 10.5 15.2 0.632 
95 150 13.5 11.5 0.608 50 150 12 15.8 0.692 
95 150 13.5 15.5 0.646 50 150 13.5 7.5 0.101 
95 150 15 7.5 0.271 50 150 13.5 11.5 0.219 
95 150 15 14.5 0.701 50 150 13.5 15.5 0.530 
70 150 6 7.3 0.364 50 150 15 7.5 0.101 
70 150 7.5 11.1 0.585 50 150 15 14.5 0.239 
70 150 9 13.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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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RESLO-JIP sloshing model test result, low filling condition 

Filling  
Depth 
(%H) 

Hd. 
(°) 

Tz 
(s) 

Hs 
(m) 

Maximum 
Pressure 
(p/pmax) 

Filling  
Depth 
(%H) 

Hd. 
(°) 

Tz 
(s) 

Hs 
(m) 

Maximum 
Pressure 
(p/pmax) 

30 90 6 5 0.343 30 90 15 7.4 0.345 
30 90 7.5 3.5 0.374 15 90 6 5 0.615 
30 90 7.5 8.3 1.000 15 90 7.5 3.5 0.614 
30 90 9 10.6 0.883 15 90 10.5 3.5 0.466 
30 90 10.5 3.5 0.198 15 90 10.5 5.5 0.459 
30 90 10.5 5.5 0.642 15 90 10.5 9.5 0.457 
30 90 10.5 9.5 0.906 15 90 10.5 11.8 0.307 
30 90 10.5 11.8 0.958 15 90 12 12 0.414 
30 90 12 12 0.848 15 90 13.5 3.5 0.531 
30 90 13.5 3.5 0.166 15 90 13.5 7.5 0.374 
30 90 13.5 7.5 0.725 15 90 13.5 11 0.435 
30 90 13.5 11 0.806 15 90 15 7.4 0.443 

 

높은 적재수심 실험결과에서는 같은 평균파주기에서 유의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운동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슬로싱 

충격압력이 커지는 경향을 잘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낮은 적재수심 

실험결과에서는 같은 평균파주기에서 유의파고가 증가함에도 

슬로싱 충격압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낮은 적재수심에서 가진운동이 커졌음에도 생성된 진행파가 탱크 

내부 벽에 충격을 발생하기 전에 파쇄됨에 따라 슬로싱 충격압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적재수심에서 종종 

발생되며, 이에 따라 불규칙 슬로싱 모형 실험 시 낮은 

적재수심에서는 파고민감도 실험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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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LNGC 슬로싱 모형 실험 

서울대학교에서는 국내 조선소들의 지원을 받아 150K부터 

177K까지 다양한 크기의 LNG 운반선의 모형탱크에 대해서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적선의 화물창에 

작용하는 최대 슬로싱 충격압력을 예측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는 155K, 160K, 150K, 177K 

화물창이다. 해당 모형탱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업의 보안상 

기입할 수 없으나, 실험 사진을 Fig. 3-19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형탱크는 팔각기둥 형태에 하단부사면의 길이가 짧고 

상단부사면의 길이가 긴 LNG 운반선의 일반적인 모양이다. 

 

  

(a) 150K                        (b) 1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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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60K                        (b) 177K 

Fig. 3-19 Model tanks for various size of LNG carrier 

 

실험조건은 각 LNG 운반선이 설계된 목적에 따라 정해지지만, 

대체로 선급에서 규정한 적재수심 범위 안에서 실험이 수행된다. 

아래의 Fig. 3-19는 LR(2009)에서 권고하는 LNG 운반선의 허용 

가능한 적재수심을 나타낸다. 0.10H 적재수심과 0.70H 적재수심 

사이로 적재할 경우, 슬로싱 유동이 격렬하게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측면 벽에 큰 충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Fig. 3-20 Membrane tank typical fill range (Image courtesy: L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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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슬로싱 모형 실험은 높은 적재수심의 경우 

0.70H, 0.80H, 0.95H 적재수심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며, 낮은 

적재수심의 경우 0.10H 적재수심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다. 압력 

센서는 슬로싱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에 군집을 

이루며 센서 패널 형태로 설치된다. 특히, 한정된 압력 센서 수량 

내에서 최대 슬로싱 충격압력을 검출해내기 위하여 압력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에 집중하여 센서들을 분포 시킨다. 

적재수심 0.50H 이상의 높은 적재수심 실험의 경우에는, 탱크 

상단부 꼭지점, 탱크 상단부 사면 꼭지점, 격벽 상단부 꼭지점, 혹은 

탱크 측벽 상단부 꼭지점 부근에 압력센서를 설치하였다. 반면, 

적재수심 0.50H 미만의 낮은 적재수심 실험의 경우에는, 탱크 측벽, 

격벽 하단부, 혹은 탱크 하단부 사면 꼭지점 부근에 압력센서를 

설치하였다. 

해양 환경조건은 최대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도록 선급에서 

권고한다. 아래 Fig. 3-21은 LR (2009)에서 권고하는 슬로싱 모형실험 

조건을 나타낸다. 선수각에 따라, 선박의 운동을 야기하는 해양파의 

발현빈도를 설정하고, 해당 발현빈도에서 다양한 평균파주기를 

고려한다. 선급에서 권고하는 평균파주기는 5.5s부터 15.5s까지 

1s간격이나, 이를 모두 고려한다면 실험조건수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주로 2s간격으로 실험을 하며 압력이 크게 나타난 조건들 

사이에서 1s간격으로 추가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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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Test conditions for sloshing model tests, recommended by LR (2009) 

 

하나의 해양 환경 조건에서는 실선기준 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탱크의 운동을 모사한다. 탱크의 운동을 시계열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동응답 진폭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료는 

기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 슬로싱 모형 실험을 수행한 이후에는 

압력신호를 후처리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압력센서에서 

검출한 슬로싱 충격압력 극값을 토대로 통계 처리하여 실선기준 

3시간에 해당하는 최대 슬로싱 충격압력을 구한다. 

Fig. 3-22에 슬로싱 실험을 수행한 모든 환경조건에서 발생한 최대 

슬로싱 충격압력을 적재수심별로 정리하여 나타냈다. 이때, 모든 

실험 조건들의 최대 슬로싱 충격압력의 최대값으로 실험결과를 

무차원화 하여 정리하였다. 각 해양 환경조건의 세부적인 정보는 

기업체의 보안사항이므로 나타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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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0K                       (b) 155K 

 

(c) 160K                       (d) 177K 

Fig. 3-22 Sloshing model test results for various size of LNG carriers 

 

160K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0.30H 

적재수심에서의 슬로싱 충격압력은 나머지 적재수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발생한다. 높은 적재수심에서는 적재수심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0.10H 적재수심 결과는 대체로 낮은 슬로싱 

충격압력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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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FLNG 슬로싱 모형 실험 

본 슬로싱 모형실험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설비(Floating LNG, FLNG)의 화물창 내부 슬로싱 충격 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해당 탱크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Kwon et al. (2017)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단일 열로 설계된 FLNG 화물창이므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FLNG의 운용 특성상, 다양한 적재수심에서 해양파를 맞이하게 

되므로, Fig. 3-20에서 나타낸 위험 적재수심에서의 슬로싱 

충격압력을 완화 시키기 위하여 하단부 사면의 길이를 높이게 된다. 

하단부 사면이 위험 적재수심에서 슬로싱 충격압력에 미치는 

영향은 Park et al. (2015)와 Kim et al. (2017a)의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동이 하단부 사면을 타고 오르며 수직방향 운동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측면 벽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게 된다. 

이를 적용한 탱크 모델을 Fig. 3-23에 나타내었다. 

 

 

Fig. 3-23 Configuration of FLNG mode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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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적재수심을 포함하여 총 여섯 가지 적재 수심(0.10H, 0.20H, 

0.30H, 0.50H, 0.70H, 0.95H)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0.50H 

미만의 낮은 적재수심에서는 압력센서의 설치 위치를 일반적인 

LNG 운반선과 다르게 하였다. 높아진 하단부 사면으로 인하여 

수평방향 유동이 수직방향 유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단부 사면, 

혹은 탱크 천장까지도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도 압력센서를 설치하였다. 다양한 해양 환경 조건에 대해서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24에 나타내었다. 

 

 

(a) Overall                  (b) Maximum values 

Fig. 3-24 Sloshing model test result for FLNG 

 

FLNG 실험의 경우에는 Fig. 3-24 (a)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단부 사면의 영향으로 인하여 0.30H 적재수심에서의 충격압력이 

높은 적재수심에서의 충격압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였다. Fig. 

3-24 (b)에는 본 실험에서 수행한 두 가지 선수각 (210°와 2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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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적재수심별 최대값을 표시하였다. 이때, 사파 조건에서는 

확실히 0.95H 적재수심의 최대값과 0.30H 적재수심의 최대값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횡파 조건에서는 

여전히 0.30H 적재수심에서 월등하게 슬로싱 충격압력을 

발생시켰으나, 0.95H 적재수심에서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본 슬로싱 모형실험의 경우에는 이미 Kwon et al. (2017)에 의해 

슬로싱 심각성 지표 평가가 수행되었고, 슬로싱 모형실험결과를 

슬로싱 심각성 지표가 잘 예측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특정 적재수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Kwon et al. (2017)에서 사용한 슬로싱 

심각성 지표는 매개변수 최적화가 완벽히 진행되지 않았던 

값이었기에, 본 논문에서 매개변수 최적화를 수행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재차 적용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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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슬로싱 심각성 예측기법 적용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구하기 위해서 세장체 이론을 적용하여 

선박의 운동을 계산하고, 슬로싱 유동을 계산한 이후에 

해양파스펙트럼과 함께 중첩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슬로싱 

유동을 계산할 때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생성되는데, 이 중 어떤 

매개변수를 선택하여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나타낼 지 결정해야 

한다. 이는 수행한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 중, PRESLO-JIP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와 경향이 가장 잘 맞는 최적의 변수를 찾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최적의 변수를 찾은 이후에는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탱크에 대해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구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6 

가지의 탱크의 슬로싱 모형실험결과 중 압력이 가장 크게 발생한 

조건들이 슬로싱 심각성 지표로 산정한 슬로싱 위험군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슬로싱 심각성 지표의 정확도로 정량화 

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정확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하여 운동 

응답을 변형시켜 계산을 다시 수행하였다. 

슬로싱 심각성 지표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를 새로 설계하는 선박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LNG-FPSO 모델이 제시되었고, 슬로싱 연성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일 혹은 여러 개의 화물창 내부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구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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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SI 지표 최적화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매개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2.3.1절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슬로싱 

유동을 계산한 이후 슬로싱 심각성을 나타낼 매개변수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 후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하나는 3.3절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통하여 얻은 두 가지 

보정계수 묶음 (3°실험, 6°실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4.1.1 슬로싱 유동 지표 선택 

슬로싱 심각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변수로는 에너지 관점에서 

자유수면의 포텐셜 에너지, 수직방향 운동에너지, 전체 운동에너지, 

그리고 탱크 자체의 운동에너지가 있으며, 국소적 속도 관점에서 

최대 수직방향속도, 최대 수평방향속도, 그리고 최대 자유수면 

높이가 있다. 나열된 매개변수들은 적재수심과 운동방향에 따라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각 매개변수에 대해서 모든 적재수심과 

운동방향에서의 최대값으로 무차원화를 수행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탱크모델은 PRESLO-JIP 탱크이며, 그 중 0.95H 적재수심의 

전후동요와 좌우동요 결과를 Fig. 4-1에 에너지관점과 속도관점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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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ergy based SSR of surge motion 

 

(b) Velocity based SSR of surge motion 

 

(c) Energy based SSR of sway motion 

 

(d) Velocity based SSR of sway motion 

Fig. 4-1 SSR parameters for 0.95H filling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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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a)와 Fig. 4-1 (b)를 확인하였을 때, 전후동요 결과에서 

자유수면의 에너지, 탱크의 운동 에너지, 최대 속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 안에서의 세부 매개변수들은 비슷한 경향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탱크의 운동 에너지는 

공진영역과 상관없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동에너지가 

증가하였고, 이는 슬로싱이 공진 영역에서 크게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자유수면의 운동에너지와 최대속도 경향을 비교하였을 때는 

공진영역에서 비슷한 값을 가지지만, 공진영역보다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최대속도 값들이 자유수면의 운동에너지 값보다 높은 

값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좌우동요 결과를 나타낸 Fig. 4-1 (c) 

와 Fig. 4-1 (d)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나, 일부 매개변수들이 현저히 

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인다. 좌우동요에서는 최대 수평방향속도 

다른 변수들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유수면의 운동에너지도 같이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즉, 공진영역에서는 자유수면의 포텐셜에너지, 수직방향 

운동에너지, 최대 수직방향 속도, 최대 자유수면 높이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공진영역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는 에너지 기반 

계산보다 최대 속도 기반 계산이 더 높은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차이가 슬로싱 심각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PRESLO-JIP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에서 별도 

실험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비교를 수행한 조건들은 슬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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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 지표에 사용할 매개변수를 정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Table 4-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적재수심은 0.10H, 

0.15H, 0.70H, 0.80H, 0.95H가 고려되었으며, 적재수심에 조건번호를 

이어 붙여 (예: 적재수심 0.10H, case no.3=case103) 실험결과들과 SSI 

결과들을 Figs. 4-2~4-4에 도시하였다. 실험결과와 SSI 결과 모두 

최대값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Table 4-1 Test condition for SSI parametric study 

Case No. Tz (s) Hs (m) Heading (°) 

1 9.5 14.20 180 

2 7.5 10.91 180 

3 9.5 12.63 135 

4 7.5 9.51 135 

5 9.5 11.05 90 

6 7.5 8.10 90 

 

 

Fig. 4-2 Sloshing model test result 

 

 



89 

 

(a) Potential energy based SSI 

 

(b) Kinetic energy of vertical velocity based SSI 

 

(c) Kinetic energy based SSI 

Fig. 4-3 Energy based SSI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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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vertical velocity based SSI 

 

(b) Maximum horizontal velocity based SSI 

 

(c) Maximum free surface elevation based SSI 

Fig. 4-4 Velocity based SSI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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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에 나타낸 실험결과와 Fig. 4-3과 Fig. 4-4에 나타난 SSI 

결과와 가장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후보를 선택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경향은 에너지 기반 계산한 매개변수들끼리 비슷하며, 

마찬가지로 속도 기반 계산한 매개변수들끼리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때, 에너지 기반 계산들은 일부 값이 튀는 조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에서 매우 낮게 슬로싱 심각성을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적재수심 실험에서는 153번 조건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였고, 높은 적재수심 실험에서는 953번 조건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압력을 발생시켰다. 두 조건에 대해서 에너지 

기반 계산 결과는 매우 낮은 값을 보이는 반면 속도 기반 계산 

결과는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속도 기반 매개변수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대 수직속도 SSI의 경우 0.10H, 0.70H, 0.80H 적재수심에서 

실험값보다 높은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0.15H, 0.95H 

적재수심에서 적절히 예측하였다. 최대 수평속도 SSI의 경우에는 

부분 적재수심에서 좋은 정확도를 보이나, 0.95H 적재수심에서는 

낮게, 그리고 0.15H 적재수심에서는 높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최대 자유수면 높이 SSI의 경우 0.10H 적재수심부터 0.80H 

적재수심까지 적절한 예측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0.95H적재수심에서만 낮은 예측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슬로싱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최대 자유수면 높이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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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용된 지표에 

따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Figs. 4-5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최대 

자유수면 높이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EP                         (b) EKZ 

 

(c) EK                       (d) MaxVz 

 

(e) MaxVh                     (f) MaxZeta 

Fig. 4-5 Correlation between SSI and experiment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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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진폭에 따른 보정계수 선택 

최대 자유수면 높이로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를 구한 이후에, 

규칙실험결과를 토대로 진폭비를 수정하게 된다. 이때, 규칙실험은 

두 가지 3° 진폭과 6° 진폭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의 

보정계수 묶음을 얻게 된다. 따라서, 3° 진폭에 기반한 보정을 

수행할 지, 6° 진폭에 기반한 보정을 수행할 지 선택하고자 한다. 

결과를 비교할 모형실험은 3.4.1절에서 수행한 PRESLO-JIP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이며, Table 3-8과 Table 3-9에 그 결과가 나타나있다. 

그 중, 가장 첫 번째 조건 (0.95H, 150°, 6.0 s, 3.5 m)의 해석 절차를 

본 논문에 소개한다. 수치적인 계산에 쓰인 격자의 모습을 Fig. 4-

6(b)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구한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를 

Figs. 4-7~4-10에 나타내었다. 

 

 

(a) Experimental set-up       (b) Mesh for numerical approach 

Fig. 4-6 Configuration of tank filled up to 0.9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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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set excitation          (b) 6°set amplitude excitation 

Fig. 4-7 SSR calculation and modification of filling=0.95H, surge motion 

 

 

(a) 3°set excitation          (b) 6°set amplitude excitation 

Fig. 4-8 SSR calculation and modification of filling=0.95H, sway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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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set excitation          (b) 6°set amplitude excitation 

Fig. 4-9 SSR calculation and modification of filling=0.95H, roll motion 

 

 

(a) 3°set excitation          (b) 6°set amplitude excitation 

Fig. 4-10 SSR calculation and modification of filling=0.95H, pitch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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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산결과들을 식 (2.30)에 대입하면, 3° 진폭운동에 대한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MSSR3)와 6° 진폭운동에 대한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MSSR6)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Fig. 4-11에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슬로싱 심각성 응답진폭비에 운항 해상의 

파스펙트럼을 중첩시키면 Fig. 4-12와 같이 슬로싱 심각성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으며, 슬로싱 심각성 스펙트럼상에서 

최대값을 찾아 슬로싱 심각성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Fig. 4-11 Motion superposed sloshing severity RAO 

 

 

Fig. 4-12 Wave spectrum superposed sloshing severity RAO (Tz=6.0sec, 

Hs=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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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운항 환경 조건당 슬로싱 심각성 지표는 3° 진폭운동을 

기반으로 예측한 SSIs와 6° 진폭운동을 기반으로 예측한 SSIl 두 

가지로 얻을 수 있다. 실험값과 두 가지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적재수심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을 Figs. 4-13~4-17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를 정량화하여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를 Fig. 4-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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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I3 

 

 

(b) SSI6 

Fig. 4-13 Comparison between SSI and experimental result, 0.95H,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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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I3 

 

 

(b) SSI6 

Fig. 4-14 Comparison between SSI and experimental result, 0.70H,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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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I3 

 

 

(b) SSI6 

Fig. 4-15 Comparison between SSI and experimental result, 0.50H,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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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I3 

 

 

(b) SSI6 

Fig. 4-16 Comparison between SSI and experimental result, 0.30H,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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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I3 

 

 

(b) SSI6 

Fig. 4-17 Comparison between SSI and experimental result, 0.15H,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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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filling, SSI3              (b) High filling, SSI6 

 

 

(c) Low filling, SSI3               (d) Low filling, SSI6 

Fig. 4-18 Correlation between SSI and experimental result 

 

 

높은 적재수심의 결과를 정리한 Figs. 4-13~4-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SSI6 값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SSI3 값을 

사용하였을 때 실험값에 비교적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높은 적재수심에서의 규칙 슬로싱 모형실험 중에서 6° 진폭으로 

가진하였을 경우 3° 진폭에 비해 슬로싱 유동이 커진 운동진폭만큼 

격렬하지 않게 발생한다. 이는 높은 적재수심에서 자유수면의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Fig. 4-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형 중첩에 기반한 계산을 수행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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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주파수에 따른 경향성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3° 진폭 실험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낮은 적재수심의 결과를 정리한 Fig. 4-16와 Fig. 4-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재수심별 SSI3와 SSI6의 경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같은 해상상태에서 0.30H 적재수심의 실험값들이 0.15H 

적재수심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경향성을 SSI6이 잘 보여주고 있다. 

낮은 적재수심에서의 규칙 슬로싱 모형실험 중에서 6° 진폭으로 

가진하였을 경우, 슬로싱 유동이 커진 운동진폭만큼 격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낮은 적재수심에서는 자유수면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6° 진폭으로 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한 결과 

값은 선형중첩을 하기에 적절하다. 이는 Fig. 4-2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Fig. 4-18의 상관계수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높은적재수심의 경우에 

SSI3값을 사용하였고, 낮은 적재수심의 경우에 SSI6값을 사용하여 

슬로싱 심각성을 예측하였다. 

 

  

(a) 3° set, sway motion             (b) 6° set, sway motion 

Fig. 4-19 Free surface movement comparison, 0.95H fil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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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set, sway motion             (b) 6° set, sway motion 

Fig. 4-20 Free surface movement comparison, 0.30H fil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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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결과와 SSI 적용 결과의 비교 

슬로싱 심각성 지표 해석을 통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슬로싱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슬로싱 심각성 

지표와 관련된 다양한 매개변수들 중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 경향을 잘 따르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서로 다른 여섯 개의 탱크에 적용해 

보았다. 각 탱크는 국내 조선소의 지원을 받아 슬로싱 모형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액화천연가스를 138,000 m3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크기를 가졌다.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슬로싱 

심각성 예측 기법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여섯 개의 탱크의 모습을 Fig. 4-21에 나타내었다. 

Fig. 4-21 (a)는 탱크의 정면에서 본 모습이며, Fig 4-21 (b)는 탱크를 

측면에서 본 모습이다. 탱크의 정확한 치수는 기업 고유의 정보이기 

때문에, 탱크의 높이(h), 반폭(b), 길이(l)를 길이가 가장 긴 탱크의 

길이의 두 배 (2L)로 무차원화 하여 나타내었으며, 측면의 모습은 

범위로만 나타내었다. 

각 모형탱크별 슬로싱 모형실험 조건은 높은 적재수심과 낮은 

적재수심으로 나누어 Table 4-2에 정리하였다. 각기 다른 연구과제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운항 환경 조건에서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3.3절과 마찬가지로 슬로싱 충격압력 극값들을 통하여 

3시간 기준 최대 슬로싱 충격 압력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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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view                    (b) side view 

Fig. 4-21 Geometry of LNG cargo holds 

 

Table 4-2 Test condition for irregular sloshing model test 

Tank 

index 

High filling condition Low filling condition 

Number 

of cases 
Filling depth 

Number 

of cases 
Filling depth 

PRE. 37 0.95h, 0.70h, 0.50h 24 0.30h , 0.15h 

150K 102 0.95h , 0.80h, 0.70h 25 0.10h 

155K 24 0.95h, 0.90h 0 - 

160K 44 0.95h, 0.80h, 0.70h 32 0.30h, 0.15h, 0.10h 

177K 106 0.95h , 0.80h, 0.70h 34 0.10h 

FLNG 60 0.95h, 0.70h, 0.50h 44 0.30h, 0.20h, 0.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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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초기 SSI 적용 결과 

일반적으로 기업체 슬로싱 모형실험에서는 다양한 운항 환경 

조건에서 실선기준 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실험을 수행하고, 

그 중 최대 슬로싱 충격압력이 큰 일부 조건들을 설계조건 (design 

condition)으로 결정한다. 결정된 설계조건에 대해서는 5번의 추가 

반복실험을 하여 보다 통계적으로 수렴된 최대 슬로싱 충격압력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대부분의 경우 설계조건은 0.50H 적재수심 

이상의 높은 적재수심과 0.50H 적재수심 미만의 낮은 적재수심으로 

나누어 각각 최대 슬로싱 충격압력이 큰 상위 세 조건 이내로 

선정되며, 이는 탐색 단계 (screening phase)에서 실험 조건수의 10% 

이내의 수준이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 할 때, 탐색 

단계에서 슬로싱 충격압력이 낮게 예측되는 실험 조건들을 

제외하여 실험의 조건수를 절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슬로싱 심각성 

지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험을 수행했을 때 

압력이 가장 높게 나온 상위 10% 실험 조건들이 슬로싱 심각성 

지표가 나타내는 상위 n%의 조건들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n%를 제외한 (100-n)%의 조건들을 제외하고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0%의 조건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슬로싱 모형 실험을 수행했던 6 가지 

탱크에 대해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하고, 상위 50% 안에 

설계조건들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Fig. 4-2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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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에 PRESLO-JIP 불규칙 모형실험에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적용한 것을 나타내었다. 

 

 

Fig. 4-22 SSI result of PRESLO-JIP sloshing model test, high fil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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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SSI result of PRESLO-JIP sloshing model test, low filling condition 

 

위의 파 분산 도표에 나타낸 숫자는 해당 파 조건에서의 SSI값을 

나타내며, 굵은 글씨로 나타낸 값은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했던 조건들을 나타낸다. 그 중, 상위 50%의 조건들을 붉은색 

글씨로 나타냈으며, 슬로싱 충격압력 상위 10% 조건들을 붉은 

원으로 표시하였다. 높은 적재수심 결과에서 0.95H 적재수심, 

평균파주기 9.0 s, 유의파고 13.8 m 조건, 0.95H 적재수심, 평균파주기 

10.5 s, 유의파고 15.2 m 조건, 그리고 0.95H 적재수심, 평균파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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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s, 유의파고 15.8 m 조건이 슬로싱 충격압력 상위 10%로 

설계조건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해당 조건들은 모두 SSI값이 상위 

50%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낮은 적재수심 결과에서 0.30H 적재수심, 평균파주기 

7.5 s, 유의파고 8.3 m 조건과 0.30H 적재수심, 평균파주기 10.5 s, 

유의파고 11.8 m 조건이 슬로싱 충격압력 상위 10%로 설계조건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해당 조건들은 모두 SSI값이 상위 50%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높은 적재수심에서 

설계조건 세 개중 모든 조건이 SSI 상위 50%에 포함되었으므로 

정확도 100%, 낮은 적재수심에서 설계조건 두 개중 모든 조건이 

SSI 상위 50%에 포함되었으므로 정확도 100%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다섯 개의 탱크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계산을 수행하였고, 

적재 수심별, 슬로싱 심각성 지표 예측결과와 설계조건 포함 여부를 

Fig. 4-24와 Figs. 4-26~4-2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가위표는 슬로싱 

심각성 지표 하위 50% 조건들을 나타내며, 원은 슬로싱 심각성 

지표 상위 50% 조건들을 나타낸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실제 슬로싱 충격압력이 크게 발생한 설계조건을 나타내며 

검은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나머지 조건들을 나타낸다. 즉, 슬로싱 

충격압력이 크게 발생한 조건이 슬로싱 심각성 지표 상위 50%에 

포함되는 빨간색 원이 좋은 예측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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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filling condition          (b) Low filling condition 

Fig. 4-24 Prediction of sloshing severity, 150K LNGC tank 

 

Fig. 4-24 (a)는 높은 적재수심 실험으로 묶여 총 102 조건들의 

예측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큰 슬로싱 충격압력들은 0.80H 

적재수심 이상에서 발생하였고, 상위 10% 조건들이 모두 SSI 기준 

상위 50% 안에 포함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Fig. 4-24 

(b)에서 낮은 적재수심 결과들이 좋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위 10%조건으로 선정된 두 조건이 모두 슬로싱 심각성 지표 

기준으로 하위 50%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0.10H 적재수심에서 유동이 선수각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낮은 

적재수심에서 슬로싱 충격압력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를 확인하였다. 

가장 큰 슬로싱 충격압력을 발생시킨 조건을 Case 1, 두 번째 큰 

슬로싱 충격압력을 발생시킨 조건을 Case 2라고 할 때, Fig. 4-25에 

해당 조건들의 위치별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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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Fig. 4-25 Pressure distribution of 0.10H filling depth 

 

일반적으로 높은 적재수심에서는 선수파에 놓여 가진운동이 

종방향으로 지배적일 경우 그러한 영향이 압력분포에도 나타난다. 

일부 소용돌이 유동(swirling)이 발생하지만, 압력이 크게 발생하는 

위치는 주로 전후방향 탱크 상단부 꼭지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낮은 적재수심에서는 일방적인 종방향 가진운동이 아닌 이상, 

슬로싱 유동이 횡방향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상기의 

조건들이 150°로 입사하는 파에 놓여 종방향 운동이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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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을 하더라도 소용돌이 유동에 의해 측면 벽에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는 Fig. 4-25에도 나타내고 있으며, 

선형 유동을 운동방향에 따라 중첩시키는 본 예측기법으로 

모사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Fig. 4-26 Prediction of sloshing severity, 155K LNGC tank 

 

   

(a) High filling condition          (b) Low filling condition 

Fig. 4-27 Prediction of sloshing severity, 160K LNGC tank 

 



115 

155K 탱크 실험에서는 높은 적재수심에서만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0.90H와 0.95H 적재수심만 고려되었다. 0.90H 적재수심에서 

가장 큰 슬로싱 충격 압력들이 발생하였고, 슬로싱 심각성 지표 

상위 50%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0.95H 

적재수심에서도 높게 발생한 실험조건들이 대부분 슬로싱 심각성 

지표 상위 50% 안에 포함되어있다. 

160K 탱크 실험에서는 높은 적재수심에서 0.95H 적재수심의 

슬로싱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상위 50% SSI 수치들이 

0.95H 적재수심에 몰려있었으며, 설계조건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0.70H 적재수심의 대부분의 슬로싱 심각성이 낮게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설계조건으로 선정된 조건을 높게 평가하였다.  

 

 

 (a) High filling condition          (b) Low filling condition 

Fig. 4-28 Prediction of sloshing severity, 177K LNGC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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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filling condition          (b) Low filling condition 

Fig. 4-29 Prediction of sloshing severity, FLNG tank 

 

총 여섯 가지의 탱크에 대해서 슬로싱 심각성 지표가 예측할 수 

있는 정확도를 아래의 Table 4-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상위 10%의 설계조건들을 SSI 

지표 상위 50%가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일부 누락된 결과들을 

보이는 조건들이 있었다.  

 

Table 4-3 Accuracy of SSI applied prediction 

Tank No. PRE. 150K 155K 160K 177K FLNG 

High fill. 100% 100% 100% 100% 80% 83% 

Low fill. 100% 0% -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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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운동응답 변형 SSI 적용 결과 

위의 Table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탱크에서 슬로싱 

심각성 지표가 완벽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새로 설계된 

탱크에 대해서 기존의 SSI 예측 절차를 그대로 사용하면 

심각하게는 설계조건이 될만한 조건을 모두 누락할 확률이 있다. 

따라서, SSI 예측 절차를 강화하고자 일부 절차를 수정하여 계산을 

다시 수행하였다. 

수정 방향은 Diebold et al. (2013)의 연구에서 착안하여 슬로싱 

유동을 일으키는 주요 변수가 탱크의 가속도임에 집중하였다. 

기존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의 경우에는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와 선박의 운동을 중첩하는 과정에서 변위에 따라 증폭을 

하였다면, 해당 주파수에서 선박의 속도나 가속도에 따라 증폭을 

수행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선박의 운동응답에 가진 주파수를 

곱하여 선박의 속도응답을 구하거나, 가진주파수의 제곱을 곱하여 

선박의 가속도 응답을 구하여 기존의 운동응답을 대체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변형된 SSI의 정확도를 Table 4-4에 나타냈다. 

 

Table 4-4 Accuracy of (velocity/acceleration) based SSI applied prediction 

Tank No. PRE. 150K 155K 160K 177K FLNG 

(v) High fill. 100% 90% 100% 100% 100% 100% 

(v) Low fill. 100% 100% - 100% 100% 100% 

(a) High fill. 100% 90% 100% 100% 100% 100% 

(a) Low fill. 100% 100% - 66%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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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속도기반 혹은 가속도 기반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사용하였을 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50K 탱크의 높은 적재수심에서 

10개의 설계조건들을 모두 예측하였다면, 속도기반 계산에서는 

하나의 설계조건을 누락하였다. 

이를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변위기반 슬로싱 심각성 지표와 

속도기반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변위기반 슬로싱 심각성 지표로 계산한 상위 50% 조건들과 

속도기반 슬로싱 심각성 지표로 계산한 상위 50% 조건들을 

조합하면, 서로 누락시킨 설계조건들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FLNG 탱크의 높은 적재수심 실험결과를 들 수 

있다. Fig. 4-30에 적재수심별 예측 결과를 좌측에 변위기반 SSI, 

우측에 속도기반 SSI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도표에서 중심에 나타낸 값은 해양파의 입사각을 나타내며, 해당 

입사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평균파주기가 6.0s 부터 14.0s 까지 

증가하며, 중심에 가까울수록 높은 유의파고를 나타낸다. 해당 

조건에서 SSI 상위 50%로 예측되는 조건들을 O로 나타내었으며, 

하위 50%로 예측되는 조건들을 X로 나타내었다. 또한, 실제 

실험값이 높게 나온 조건들은 붉은 글씨로 나타내어 해당 조건이 

SSI 상위 50%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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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95H, motion based SSI        (b) 0.95H, velocity based SSI 

  

(c) 0.70H, motion based SSI        (d) 0.70H, velocity based SSI 

  

(e) 0.50H, motion based SSI        (f) 0.50H, velocity based SSI 

Fig. 4-30 Comparison with velocity based SSI results, FLNG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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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슬로싱 심각성 지표 결과를 혼합할 때, 한 쪽 

지표에서라도 슬로싱 위험군에 속한 조건을 결과적으로 위험군으로 

산정함에 따라, 모든 탱크에서 설계조건 예측정확도가 100%에 

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가지 SSI 를 조합함으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슬로싱 모형실험 조건의 개수가 줄어들게 된다. Fig. 

4-30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총 60개의 실험 조건들 중, 25개의 

실험조건(41.7%)만을 절약할 수 있다. 각 모형 탱크별 탐색 

단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모형실험 조건의 비율을 아래의 Table 4-

5에 정리하였다. 두 가지 지표를 조합함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의 수가 50%이하로 최소 20.45%까지 나오게 된 것이지만, 전체 

탐색단계에서 해당 비율만큼의 실험조건 수를 확실히 생략하고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Table 4-5 Number of prescreened cases 

Tank No. PRE. 150K 155K 160K 177K FLNG 

High fill. 48.6% 33.3% 50% 40.9% 34% 41.7% 

Low fill. 45.8% 40.0% - 21.9% 4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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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SI 계산 프로그램 (PRESLO)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였고, 슬로싱 심각성 지표의 정확도를 검증하여 실제 슬로싱 

모형실험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PRESLO-JIP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하는 프로그램(PRESLO)을 개발하였고, 사용자가 쉽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GUI (Graphical User Interface)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선박의 형상 정보, 탱크의 형상 정보, 운항 환경 

조건, 및 기타 계산 조건들을 입력 받았을 때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하고, 그래프로 가시화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PRESLO 

프로그램은 PRESLO-JIP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국내 조선소 및 

선급에 배포되었으며, 최근 연구 진행사항들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버전이 배포되었다. 본 장에서는 PRESL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NG-FPSO 모델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4.3.1 PRESLO 프로그램 구성 

PRESLO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Fig. 4-31 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좌측 도표에 탱크 정보(Tank Data Set), 선박 형상에 대한 

정보(Ship Data), 그리고 운항 환경조건에 대한 정보 (Condition) 

버튼이 비치되어 쉽게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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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PRESLO program GUI 

 

탱크 정보에서는 탱크 내부 유체의 밀도, 슬로싱 감쇠계수를 

공통의 변수로 받게 되며 탱크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탱크의 형상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탱크의 형상은 길이, 폭, 높이, 

하단부 사면의 높이, 상단부 사면의 높이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적재수심에서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를 계산할 주파수 

범위와 간격을 설정하면 계산을 시작할 수 있다. 프로그램상에서 

Fig. 4-32과 같이 탱크의 형상, SSR 계산 결과와 그 때 사용된 

격자들을 모두 찾아 볼 수 있다. SSR 계산 결과는 선형 유동 계산 

결과와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수정한 결과를 모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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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figuration of tank    (b) Configuration of half mesh (0.50H) 

 

(c) Sloshing severity RAO of 0.50H, surge motion 

Fig. 4-32 Printing tank information in PRESLO GUI 

 

선박의 운동응답은 PRESLO 프로그램에 내제된 세장체이론 기반 

SNU-SLEND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거나,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선박의 운동응답을 입력 받을 수 있다. 만약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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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NDER 기능을 사용한다면, 선박의 형상정보 및 계산에 사용할 

정보들을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선수각 정보와 주파수의 범위 및 

간격을 입력하면 선박의 운동응답을 계산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운동을 계산할 때, 슬로싱이 연성된 운동응답을 계산할 수도 있다. 

선박의 운동응답을 계산한 이후에는 운항환경조건을 입력하여 

최종적인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운항 조건에는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해석할 탱크의 위치와 적재수심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파 스펙트럼은 ITTC 혹은 JONSWAP 스펙트럼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평균파주기와 유의파고의 범위 

및 간격을 설정하면 Fig. 4-33와 같이 파 분산도로 표시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얻을 수 있다. 

 

 

Fig. 4-33 Printing SSI in wave scatt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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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LNG-FPSO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 계산 

PRESL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NG-FPSO 모델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LNG-FPSO의 

선형은 Nam et al. (2009)에서, 화물창 모형은 Zheng et al. (2013) 에 

사용된 모델이며 선박의 치수는 Fig. 4-34에, 탱크의 치수는 Table 4-

6에 나타내었다. 

 

 

Fig. 4-34 Main dimension of LNG FPSO 

 

Table 4-6 Main dimension of cargo hold 

Length (L) Breadth (B) Height (H) 
Lower Chamfer 

Height (LC) 

Upper Chamfer 

Height (UC) 

38.32m 46.92m 32.23m 4.67m 9.4m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할 탱크는 선미부 탱크로 선정하였다. 

높은 적재수심에서는 0.90H, 0.70H, 0.50H를 고려하였으며, 낮은 

적재수심에서는 0.30H와 0.10H를 고려하였다. 높은 적재수심에서는 

주로 슬로싱 충격압력이 크게 발생하는 선수각인 150°의 입사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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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고, 낮은 적재수심에서는 90°의 입사파를 설정하였다. 다섯 

가지 적재수심에 대한 격자 모형과 탱크가 탑재된 선박의 모형을 

Fig. 4-35과 Fig. 4-36에 나타내었다. 

 

  

(a) 0.90H                        (b) 0.70H 

  

(c) 0.50H                (d) 0.30H (up), 0.10H (down) 

Fig. 4-35 Configuration of tank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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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 Location of target tank inside LNG-FPSO 

 

우선, 슬로싱에 독립적인 선박의 운동응답을 계산하였고, 

평균파주기는 3.5 s부터 17.5 s까지 1.0 s간격으로, 유의파고는 2.5 m 

부터 18.5 m 까지 1.0 m간격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다섯 가지 

적재수심에 대한 슬로싱 심각성 지표는 Figs. 4-37~4-38에 정리하였다. 

 

 

(a) 0.90H 

Hs (m)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2.5 0.04 0.09 0.15 0.18 0.33 0.48 0.59 0.66 0.70 0.72 0.73 0.73 0.74 0.75 0.76
3.5 0.06 0.13 0.21 0.26 0.47 0.68 0.83 0.93 0.99 1.01 1.02 1.02 1.04 1.05 1.07
4.5 0.08 0.17 0.27 0.33 0.60 0.87 1.06 1.19 1.27 1.30 1.31 1.31 1.34 1.36 1.37
5.5 0.09 0.20 0.33 0.40 0.74 1.07 1.30 1.46 1.55 1.59 1.60 1.60 1.64 1.66 1.68
6.5 0.11 0.24 0.39 0.48 0.87 1.26 1.54 1.72 1.83 1.88 1.90 1.89 1.93 1.96 1.98
7.5 0.13 0.28 0.45 0.55 1.00 1.45 1.77 1.99 2.11 2.17 2.19 2.18 2.23 2.26 2.29
8.5 0.14 0.31 0.51 0.62 1.14 1.65 2.01 2.25 2.39 2.45 2.48 2.48 2.53 2.56 2.59
9.5 0.16 0.35 0.57 0.70 1.27 1.84 2.24 2.52 2.68 2.74 2.77 2.77 2.82 2.86 2.90
10.5 0.18 0.39 0.63 0.77 1.41 2.03 2.48 2.78 2.96 3.03 3.06 3.06 3.12 3.16 3.20
11.5 0.19 0.42 0.69 0.84 1.54 2.23 2.72 3.04 3.24 3.32 3.35 3.35 3.42 3.46 3.50
12.5 0.21 0.46 0.75 0.92 1.67 2.42 2.95 3.31 3.52 3.61 3.65 3.64 3.72 3.76 3.81
13.5 0.23 0.50 0.81 0.99 1.81 2.62 3.19 3.57 3.80 3.90 3.94 3.93 4.01 4.07 4.11
14.5 0.24 0.54 0.87 1.06 1.94 2.81 3.42 3.84 4.08 4.19 4.23 4.22 4.31 4.37 4.42
15.5 0.26 0.57 0.93 1.14 2.08 3.00 3.66 4.10 4.37 4.48 4.52 4.51 4.61 4.67 4.72
16.5 0.28 0.61 0.99 1.21 2.21 3.20 3.90 4.37 4.65 4.77 4.81 4.81 4.91 4.97 5.03
17.5 0.29 0.65 1.05 1.28 2.34 3.39 4.13 4.63 4.93 5.05 5.10 5.10 5.20 5.27 5.33
18.5 0.31 0.68 1.11 1.36 2.48 3.58 4.37 4.90 5.21 5.34 5.40 5.39 5.50 5.57 5.64

Tz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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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70H 

 

 

(c) 0.50H 

Fig. 4-37 Wave scattered SSI value, high filling condition 

 

 

 

Hs (m)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2.5 0.02 0.11 0.29 0.36 0.37 0.48 0.54 0.56 0.55 0.53 0.50 0.47 0.46 0.45 0.43
3.5 0.02 0.15 0.40 0.51 0.52 0.67 0.76 0.79 0.77 0.74 0.70 0.66 0.64 0.63 0.60
4.5 0.03 0.20 0.52 0.65 0.67 0.86 0.98 1.01 1.00 0.95 0.90 0.85 0.83 0.80 0.78
5.5 0.04 0.24 0.63 0.79 0.82 1.05 1.20 1.24 1.22 1.16 1.10 1.04 1.01 0.98 0.95
6.5 0.05 0.29 0.74 0.94 0.97 1.24 1.41 1.46 1.44 1.37 1.30 1.23 1.20 1.16 1.12
7.5 0.05 0.33 0.86 1.08 1.12 1.44 1.63 1.69 1.66 1.59 1.50 1.42 1.38 1.34 1.30
8.5 0.06 0.37 0.97 1.23 1.27 1.63 1.85 1.91 1.88 1.80 1.70 1.61 1.56 1.52 1.47
9.5 0.07 0.42 1.09 1.37 1.42 1.82 2.06 2.14 2.10 2.01 1.90 1.80 1.75 1.70 1.64
10.5 0.07 0.46 1.20 1.52 1.56 2.01 2.28 2.36 2.32 2.22 2.10 1.99 1.93 1.88 1.81
11.5 0.08 0.50 1.32 1.66 1.71 2.20 2.50 2.59 2.55 2.43 2.30 2.18 2.12 2.05 1.99
12.5 0.09 0.55 1.43 1.81 1.86 2.39 2.72 2.81 2.77 2.64 2.50 2.37 2.30 2.23 2.16
13.5 0.10 0.59 1.55 1.95 2.01 2.59 2.93 3.03 2.99 2.85 2.70 2.56 2.48 2.41 2.33
14.5 0.10 0.64 1.66 2.10 2.16 2.78 3.15 3.26 3.21 3.07 2.90 2.75 2.67 2.59 2.50
15.5 0.11 0.68 1.77 2.24 2.31 2.97 3.37 3.48 3.43 3.28 3.10 2.94 2.85 2.77 2.68
16.5 0.12 0.72 1.89 2.38 2.46 3.16 3.59 3.71 3.65 3.49 3.30 3.13 3.04 2.95 2.85
17.5 0.12 0.77 2.00 2.53 2.61 3.35 3.80 3.93 3.87 3.70 3.50 3.32 3.22 3.13 3.02
18.5 0.13 0.81 2.12 2.67 2.76 3.54 4.02 4.16 4.09 3.91 3.70 3.51 3.40 3.30 3.19

Tz (s)

Hs (m)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2.5 0.01 0.07 0.17 0.36 0.63 0.83 0.96 1.01 1.03 1.01 0.97 0.92 0.88 0.82 0.78
3.5 0.02 0.09 0.24 0.50 0.88 1.16 1.34 1.42 1.44 1.41 1.36 1.29 1.23 1.15 1.10
4.5 0.02 0.12 0.31 0.64 1.13 1.49 1.73 1.83 1.85 1.82 1.75 1.66 1.58 1.48 1.41
5.5 0.03 0.14 0.38 0.79 1.38 1.82 2.11 2.23 2.26 2.22 2.13 2.03 1.93 1.81 1.72
6.5 0.03 0.17 0.45 0.93 1.63 2.15 2.49 2.64 2.67 2.62 2.52 2.40 2.28 2.13 2.04
7.5 0.04 0.20 0.52 1.07 1.89 2.48 2.88 3.04 3.08 3.03 2.91 2.77 2.63 2.46 2.35
8.5 0.05 0.22 0.58 1.22 2.14 2.82 3.26 3.45 3.49 3.43 3.30 3.13 2.98 2.79 2.66
9.5 0.05 0.25 0.65 1.36 2.39 3.15 3.65 3.85 3.90 3.83 3.69 3.50 3.33 3.12 2.98
10.5 0.06 0.27 0.72 1.50 2.64 3.48 4.03 4.26 4.31 4.24 4.07 3.87 3.68 3.45 3.29
11.5 0.06 0.30 0.79 1.65 2.89 3.81 4.41 4.67 4.72 4.64 4.46 4.24 4.03 3.78 3.60
12.5 0.07 0.33 0.86 1.79 3.14 4.14 4.80 5.07 5.14 5.04 4.85 4.61 4.38 4.11 3.92
13.5 0.07 0.35 0.93 1.93 3.39 4.47 5.18 5.48 5.55 5.45 5.24 4.98 4.73 4.43 4.23
14.5 0.08 0.38 1.00 2.08 3.65 4.80 5.57 5.88 5.96 5.85 5.63 5.35 5.08 4.76 4.54
15.5 0.08 0.40 1.07 2.22 3.90 5.13 5.95 6.29 6.37 6.25 6.02 5.71 5.43 5.09 4.86
16.5 0.09 0.43 1.14 2.36 4.15 5.46 6.33 6.70 6.78 6.66 6.40 6.08 5.78 5.42 5.17
17.5 0.09 0.46 1.20 2.50 4.40 5.80 6.72 7.10 7.19 7.06 6.79 6.45 6.13 5.75 5.48
18.5 0.10 0.48 1.27 2.65 4.65 6.13 7.10 7.51 7.60 7.46 7.18 6.82 6.48 6.08 5.79

Tz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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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0H 

 

(b) 0.10H 

Fig. 4-38 Wave scattered SSI value, low filling condition 

 

높은 적재수심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0.50H, 0.90H, 0.70H 순서로 

슬로싱 충격압력이 크게 예측되고 있다. 다양한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들 대부분 높은 적재수심에서는 0.90H 이상의 만재 

Hs (m)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2.5 0.11 0.39 0.69 1.00 1.87 2.39 2.57 2.50 2.32 2.14 1.96 1.77 1.60 1.44 1.30
3.5 0.15 0.54 0.97 1.40 2.62 3.35 3.60 3.50 3.25 3.00 2.74 2.48 2.23 2.01 1.82
4.5 0.19 0.70 1.25 1.80 3.37 4.30 4.62 4.50 4.18 3.86 3.52 3.18 2.87 2.59 2.34
5.5 0.24 0.85 1.52 2.20 4.11 5.26 5.65 5.50 5.10 4.72 4.30 3.89 3.51 3.17 2.86
6.5 0.28 1.01 1.80 2.60 4.86 6.21 6.68 6.50 6.03 5.58 5.08 4.60 4.15 3.74 3.38
7.5 0.32 1.16 2.08 3.00 5.61 7.17 7.70 7.50 6.96 6.43 5.87 5.31 4.79 4.32 3.90
8.5 0.36 1.32 2.35 3.40 6.36 8.13 8.73 8.50 7.89 7.29 6.65 6.01 5.42 4.89 4.42
9.5 0.41 1.47 2.63 3.80 7.11 9.08 9.76 9.50 8.82 8.15 7.43 6.72 6.06 5.47 4.94
10.5 0.45 1.63 2.91 4.20 7.85 10.04 10.79 10.50 9.74 9.01 8.21 7.43 6.70 6.04 5.46
11.5 0.49 1.78 3.18 4.61 8.60 10.99 11.81 11.50 10.67 9.86 9.00 8.14 7.34 6.62 5.98
12.5 0.54 1.94 3.46 5.01 9.35 11.95 12.84 12.50 11.60 10.72 9.78 8.85 7.98 7.20 6.50
13.5 0.58 2.09 3.74 5.41 10.10 12.91 13.87 13.50 12.53 11.58 10.56 9.55 8.62 7.77 7.02
14.5 0.62 2.25 4.01 5.81 10.85 13.86 14.89 14.50 13.45 12.44 11.34 10.26 9.25 8.35 7.54
15.5 0.66 2.40 4.29 6.21 11.59 14.82 15.92 15.50 14.38 13.29 12.12 10.97 9.89 8.92 8.06
16.5 0.71 2.56 4.57 6.61 12.34 15.78 16.95 16.50 15.31 14.15 12.91 11.68 10.53 9.50 8.58
17.5 0.75 2.71 4.85 7.01 13.09 16.73 17.98 17.50 16.24 15.01 13.69 12.38 11.17 10.07 9.10
18.5 0.79 2.87 5.12 7.41 13.84 17.69 19.00 18.50 17.17 15.87 14.47 13.09 11.81 10.65 9.62

Tz (s)

Hs (m)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2.5 0.02 0.06 0.20 0.40 0.75 0.96 1.03 1.00 0.94 0.87 0.79 0.71 0.64 0.58 0.53
3.5 0.03 0.09 0.28 0.56 1.04 1.34 1.44 1.40 1.31 1.21 1.11 1.00 0.90 0.81 0.74
4.5 0.03 0.12 0.36 0.72 1.34 1.72 1.85 1.80 1.68 1.56 1.42 1.29 1.16 1.05 0.95
5.5 0.04 0.14 0.44 0.88 1.64 2.11 2.26 2.20 2.06 1.91 1.74 1.57 1.42 1.28 1.16
6.5 0.05 0.17 0.52 1.04 1.94 2.49 2.68 2.60 2.43 2.25 2.05 1.86 1.68 1.51 1.37
7.5 0.05 0.19 0.61 1.20 2.24 2.87 3.09 3.00 2.81 2.60 2.37 2.14 1.93 1.74 1.58
8.5 0.06 0.22 0.69 1.36 2.54 3.26 3.50 3.41 3.18 2.95 2.69 2.43 2.19 1.98 1.79
9.5 0.07 0.24 0.77 1.52 2.83 3.64 3.91 3.81 3.55 3.29 3.00 2.72 2.45 2.21 2.00
10.5 0.08 0.27 0.85 1.68 3.13 4.02 4.32 4.21 3.93 3.64 3.32 3.00 2.71 2.44 2.21
11.5 0.08 0.30 0.93 1.84 3.43 4.41 4.73 4.61 4.30 3.99 3.64 3.29 2.97 2.68 2.42
12.5 0.09 0.32 1.01 2.00 3.73 4.79 5.14 5.01 4.68 4.33 3.95 3.57 3.22 2.91 2.63
13.5 0.10 0.35 1.09 2.16 4.03 5.17 5.56 5.41 5.05 4.68 4.27 3.86 3.48 3.14 2.84
14.5 0.11 0.37 1.17 2.32 4.33 5.55 5.97 5.81 5.42 5.03 4.58 4.15 3.74 3.37 3.05
15.5 0.11 0.40 1.25 2.48 4.62 5.94 6.38 6.21 5.80 5.37 4.90 4.43 4.00 3.61 3.26
16.5 0.12 0.42 1.33 2.63 4.92 6.32 6.79 6.61 6.17 5.72 5.22 4.72 4.26 3.84 3.47
17.5 0.13 0.45 1.41 2.79 5.22 6.70 7.20 7.01 6.55 6.07 5.53 5.00 4.51 4.07 3.68
18.5 0.13 0.48 1.49 2.95 5.52 7.09 7.61 7.41 6.92 6.41 5.85 5.29 4.77 4.30 3.89

Tz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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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큰 슬로싱 충격압력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0.70H 보다 0.90H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가 높게 나온 것은 

일반적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의 모양임을 생각하였을 때 

경향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적재수심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 경향성은 Fig. 4-39와 같이 LR (2009)에서 제시한 

적재수심별 슬로싱 충격압력 추이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39 Sloshing pressure with respect to filling height (image courtesy: LR, 

2009) 

 

같은 조건에서 슬로싱이 연성된 경우의 슬로싱 심각성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0.90H 실험조건과 0.30H 실험조건을 선정하여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비교해보았다. 결과는 Fig. 4-4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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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90H 

 

 

(b) 0.30H 

Fig. 4-40 Sloshing coupled SSI result 

 

 

 

Hs (m)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2.5 0.06 0.07 0.13 0.17 0.32 0.47 0.57 0.65 0.69 0.71 0.72 0.72 0.74 0.75 0.76
3.5 0.08 0.10 0.18 0.24 0.45 0.66 0.80 0.91 0.97 0.99 1.01 1.01 1.03 1.04 1.06
4.5 0.11 0.13 0.24 0.31 0.58 0.84 1.03 1.17 1.24 1.28 1.29 1.30 1.32 1.34 1.36
5.5 0.13 0.16 0.29 0.38 0.71 1.03 1.26 1.42 1.52 1.56 1.58 1.59 1.62 1.64 1.66
6.5 0.15 0.19 0.34 0.45 0.84 1.22 1.49 1.68 1.80 1.85 1.87 1.87 1.91 1.94 1.97
7.5 0.18 0.22 0.40 0.52 0.97 1.41 1.72 1.94 2.07 2.13 2.15 2.16 2.21 2.24 2.27
8.5 0.20 0.25 0.45 0.59 1.10 1.59 1.95 2.20 2.35 2.41 2.44 2.45 2.50 2.54 2.57
9.5 0.22 0.28 0.50 0.66 1.23 1.78 2.18 2.46 2.62 2.70 2.73 2.74 2.80 2.83 2.87
10.5 0.25 0.30 0.55 0.73 1.36 1.97 2.41 2.72 2.90 2.98 3.02 3.03 3.09 3.13 3.17
11.5 0.27 0.33 0.61 0.79 1.49 2.16 2.64 2.98 3.18 3.26 3.30 3.31 3.38 3.43 3.48
12.5 0.29 0.36 0.66 0.86 1.62 2.35 2.86 3.24 3.45 3.55 3.59 3.60 3.68 3.73 3.78
13.5 0.32 0.39 0.71 0.93 1.75 2.53 3.09 3.49 3.73 3.83 3.88 3.89 3.97 4.03 4.08
14.5 0.34 0.42 0.77 1.00 1.88 2.72 3.32 3.75 4.01 4.12 4.17 4.18 4.27 4.33 4.38
15.5 0.37 0.45 0.82 1.07 2.01 2.91 3.55 4.01 4.28 4.40 4.45 4.47 4.56 4.63 4.69
16.5 0.39 0.48 0.87 1.14 2.13 3.10 3.78 4.27 4.56 4.68 4.74 4.76 4.86 4.92 4.99
17.5 0.41 0.51 0.92 1.21 2.26 3.28 4.01 4.53 4.83 4.97 5.03 5.04 5.15 5.22 5.29
18.5 0.44 0.54 0.98 1.28 2.39 3.47 4.24 4.79 5.11 5.25 5.31 5.33 5.44 5.52 5.59

Tz (s)

Hs (m)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2.5 0.14 0.54 0.98 1.08 1.17 1.86 2.20 2.27 2.18 2.02 1.85 1.67 1.51 1.36 1.23
3.5 0.20 0.76 1.37 1.51 1.64 2.60 3.08 3.17 3.05 2.83 2.58 2.34 2.11 1.90 1.72
4.5 0.26 0.97 1.76 1.94 2.11 3.34 3.96 4.08 3.92 3.64 3.32 3.01 2.71 2.45 2.21
5.5 0.31 1.19 2.15 2.37 2.58 4.08 4.84 4.99 4.80 4.45 4.06 3.67 3.31 2.99 2.70
6.5 0.37 1.40 2.54 2.81 3.05 4.82 5.72 5.89 5.67 5.26 4.80 4.34 3.92 3.53 3.19
7.5 0.43 1.62 2.93 3.24 3.52 5.57 6.60 6.80 6.54 6.07 5.54 5.01 4.52 4.08 3.68
8.5 0.48 1.83 3.32 3.67 3.99 6.31 7.48 7.71 7.41 6.88 6.28 5.68 5.12 4.62 4.17
9.5 0.54 2.05 3.71 4.10 4.46 7.05 8.35 8.61 8.28 7.69 7.01 6.35 5.72 5.16 4.66
10.5 0.60 2.27 4.10 4.53 4.93 7.79 9.23 9.52 9.16 8.50 7.75 7.01 6.33 5.71 5.15
11.5 0.65 2.48 4.49 4.97 5.39 8.54 10.11 10.43 10.03 9.31 8.49 7.68 6.93 6.25 5.65
12.5 0.71 2.70 4.88 5.40 5.86 9.28 10.99 11.33 10.90 10.12 9.23 8.35 7.53 6.79 6.14
13.5 0.77 2.91 5.27 5.83 6.33 10.02 11.87 12.24 11.77 10.93 9.97 9.02 8.13 7.34 6.63
14.5 0.82 3.13 5.66 6.26 6.80 10.76 12.75 13.15 12.65 11.74 10.71 9.68 8.74 7.88 7.12
15.5 0.88 3.35 6.05 6.69 7.27 11.51 13.63 14.05 13.52 12.55 11.44 10.35 9.34 8.42 7.61
16.5 0.94 3.56 6.44 7.12 7.74 12.25 14.51 14.96 14.39 13.36 12.18 11.02 9.94 8.97 8.10
17.5 0.99 3.78 6.83 7.56 8.21 12.99 15.39 15.87 15.26 14.17 12.92 11.69 10.54 9.51 8.59
18.5 1.05 3.99 7.22 7.99 8.68 13.73 16.27 16.77 16.13 14.98 13.66 12.36 11.14 10.05 9.08

Tz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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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싱 연성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Fig. 4-37 (a)와 Fig. 4-40 

(a)를 직접 비교하고, Fig 4-38 (a)와 Fig. 4-40 (b)를 직접 비교하면 

된다. 0.90H의 경우에는 슬로싱 연성으로 인하여 슬로싱 심각성 

추세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그 크기도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적재수심에서는 슬로싱 충격압력이 

대부분 탱크의 상단부 꼭지점에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선박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슬로싱 연성 

효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0.30H의 경우에는 슬로싱 연성으로 인하여 슬로싱 심각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최댓값으로 감소된 

비율을 확인해보면, 0.90H의 경우 (5.64-5.59)*100/5.64=0.9%감소, 

0.30H의 경우 (19.00-16.77)*100/19.00=11.7%감소로 열 배 이상의 

슬로싱 연성 효과를 받고 있다. 0.30H 적재수심은 매우 격렬한 

슬로싱 충격압력을 발생길 뿐만 아니라, 충격 발생 위치도 

측면벽이기 때문에, 횡동요 운동에 큰 저감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운항환경에서는 선박이 여러 개의 화물창을 보유하고 있고, 

각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연성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탱크를 모두 구현하고, 

0.30H로 모두 똑같이 적재하였다. 선박의 형상과 탱크의 형상은 

이전 계산과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Fig. 4-34와 같이 탱크들을 

배열하였다. GUI상에서 계산에 사용된 선형과 배치된 탱크의 모습을 

Fig. 4-41에 나타내었으며, 그에 따른 선미부 탱크의 슬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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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지표를 Fig. 4-42에 나타내었다. 

 

 

Fig. 4-41 Location of 5 cargo tanks inside LNG-FPSO 

 

 

Fig. 4-42 Sloshing of 5 tanks coupled SSI result, 0.30H 

 

 

Hs (m)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2.5 0.22 0.81 1.38 1.47 1.35 1.28 1.20 1.09 1.02 0.95 0.87 0.80 0.73 0.68 0.69
3.5 0.31 1.14 1.93 2.06 1.89 1.79 1.68 1.52 1.43 1.33 1.22 1.11 1.02 0.95 0.96
4.5 0.40 1.46 2.48 2.65 2.43 2.30 2.16 1.96 1.84 1.70 1.57 1.43 1.31 1.22 1.23
5.5 0.48 1.79 3.03 3.24 2.96 2.81 2.64 2.40 2.24 2.08 1.92 1.75 1.61 1.49 1.51
6.5 0.57 2.11 3.58 3.83 3.50 3.32 3.12 2.83 2.65 2.46 2.26 2.07 1.90 1.76 1.78
7.5 0.66 2.44 4.13 4.42 4.04 3.84 3.60 3.27 3.06 2.84 2.61 2.39 2.19 2.03 2.06
8.5 0.75 2.76 4.69 5.01 4.58 4.35 4.08 3.70 3.47 3.22 2.96 2.70 2.48 2.30 2.33
9.5 0.84 3.09 5.24 5.60 5.12 4.86 4.56 4.14 3.88 3.60 3.31 3.02 2.78 2.58 2.60
10.5 0.93 3.41 5.79 6.19 5.66 5.37 5.04 4.57 4.28 3.98 3.66 3.34 3.07 2.85 2.88
11.5 1.01 3.74 6.34 6.78 6.20 5.88 5.52 5.01 4.69 4.36 4.00 3.66 3.36 3.12 3.15
12.5 1.10 4.06 6.89 7.37 6.74 6.39 6.00 5.44 5.10 4.74 4.35 3.98 3.65 3.39 3.43
13.5 1.19 4.39 7.44 7.96 7.28 6.90 6.48 5.88 5.51 5.11 4.70 4.29 3.94 3.66 3.70
14.5 1.28 4.71 7.99 8.55 7.82 7.42 6.96 6.32 5.92 5.49 5.05 4.61 4.24 3.93 3.97
15.5 1.37 5.04 8.54 9.14 8.35 7.93 7.44 6.75 6.33 5.87 5.40 4.93 4.53 4.20 4.25
16.5 1.45 5.36 9.10 9.73 8.89 8.44 7.92 7.19 6.73 6.25 5.75 5.25 4.82 4.47 4.52
17.5 1.54 5.69 9.65 10.32 9.43 8.95 8.40 7.62 7.14 6.63 6.09 5.57 5.11 4.75 4.80
18.5 1.63 6.01 10.20 10.91 9.97 9.46 8.88 8.06 7.55 7.01 6.44 5.88 5.41 5.02 5.07

Tz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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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탱크에서 슬로싱을 연성하였을 때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와 다섯 개의 탱크에서 슬로싱을 연성하였을 때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슬로싱 

심각성이 가장 크게 예측되는 평균파주기가 짧은 영역으로 크게 

이동하였으며, 지표의 최대 수치도 35% 가량 줄어들었다. 탱크에 

적재한 량에 따른 슬로싱 연성효과와 적재한 탱크의 개수에 따른 

슬로싱 연성효과가 잘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PRESLO 프로그램이 

슬로싱 연성효과도 적절히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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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내부 화물창의 슬로싱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빠르고 효율적인 

예측을 위하여 선박의 운동은 세장체 이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슬로싱 유동은 랜킨패널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선형 이론에 기반한 랜킨패널법 결과에 비선형성을 더하기 위하여 

일련의 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값에 맞춰진 보정 

계수들을 얻을 수 있었다. 보정된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와 

지정 탱크의 운동 응답 진폭비, 그리고 운항 환경조건의 해양파 

스펙트럼을 선형 중첩하여 최종적으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할 수 있었다. 

슬로싱 심각성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참조 탱크에 대한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를 포함하여 총 6 가지 다른 탱크의 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검증은 슬로싱 심각성 지표가 특정 

해상상태에서 슬로싱 위험군에 속하는지, 비위험군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증을 수행한 이후에는 LNG FPSO 

모델에 해당 절차를 도입하여, 슬로싱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슬로싱 연성효과까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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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형상, 화물창의 위치, 화물창의 

형상, 그리고 운항 환경조건으로부터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장체 이론을 통하여 선박의 

운동 응답 진폭비를 구하였고, 이로부터 화물창의 운동 응답 

진폭비를 구할 수 있다. 화물창의 형상에 따라 랜킨 

패널법으로 구한 슬로싱 유동이 결정되며, 실험적으로 

비선형성을 추가하여 화물창의 운동 응답 진폭비, 해양파 

스펙트럼과 중첩하여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계산한다. 

 

- 슬로싱 유동에 대한 선형해석 결과에 대하여 비선형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량의 규칙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보정계수들을 구하였다. 특히, 전후동요, 좌우동요, 횡동요, 

종동요 운동에 대해 3° 실험과 6° 실험 결과들로부터 두 

세트의 보정계수들을 구하였다. PRESLO-JIP 탱크의 불규칙 

실험결과와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적재수심 실험의 경우 3° 진폭 슬로싱 심각성 지표가 경향을 

잘 따랐으며 낮은 적재 수심 실험의 경우 6° 진폭 슬로싱 

심각성 지표가 경향을 잘 따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본 연구 기법은 규칙 슬로싱 모형실험을 수행할 때 두 가지의 

진폭만을 고려한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운동 진폭에 따라 다른 보정계수를 사용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진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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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여 보정계수 자료를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검증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의 

모형탱크에서 실제로 수행한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에 

적용하였다. 슬로싱 심각성이 낮게 예측되는 비위험군은 전체 

슬로싱 심각성 지표 중 하위 50%로 설정하였으며, 설계 

조건은 전체 실험 결과들 중 충격압력 상위 10%로 

설정하으며, 검증 결과로부터 일부 탱크 형상에서 설계 조건 

일부가 슬로싱 비위험군으로 속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 운동응답에 기반한 지표 이외에도 속도 및 가속도에 기반한 

슬로싱 심각성 지표들도 정의하여 보았다. 두 지표 모두 

개별적으로 완벽한 예측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기존의 변위 기반 슬로싱 심각성 

지표와 속도 기반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혼합하여 슬로싱 

비위험군을 완벽히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절차를 통하여 LNG 

FPSO 모델에 적용하여 슬로싱이 연성된 심각성 지표를 

예측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의 기법은 향후 슬로싱 모형실험의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형실험에서 고려될 

해양조건의 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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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법은 LNG 운반선의 

초기설계 단계에서도 적용되어 슬로싱의 위험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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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연구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용된 슬로싱 모형실험 데이터의 보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규칙슬로싱 모형실험은 오직 두 가지 진폭에 대해서만 수행되었고, 

가진주파수의 범위도 장비의 운용하중 한계에 의해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성능이 더욱 뛰어난 운동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진폭에 대한 규칙슬로싱 모형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세밀한 

보정계수 묶음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증에 

사용된 불규칙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들은 모두 실선기준 5시간 

실험에서 3변수 Weibull 분포함수를 통해 얻어낸 통계압력으로, 

통계치에 대한 수렴성이 부족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 해석이나 극치분포함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슬로싱 심각성 지표를 최적화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에너지에 대한 

지표와 세 가지 속도에 대한 지표만을 사용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물리적인 지표를 통해 슬로싱 

심각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증에 사용된 실험 

데이터의 양을 증가 시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지정한 지표보다 

정확도가 높은 지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슬로싱 연성효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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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LNG-FPSO 모델에 슬로싱 연성효과를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고,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슬로싱 연성효과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연구이지만, 본 계산 결과는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슬로싱 연성효과까지 고려된 

슬로싱 심각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적절한 검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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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Prediction Method for Sloshing 
Severity inside LNG Cargo 

 

Jieung Kim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introducing how to predict sloshing severity inside LNG 

cargo hold. Owing to increasing demand of eco-friendly energy source, LNG 

related ships such as LNG carrier, LNG FPSO, or LNG fueled ship are getting 

bigger and popular. In order to keep LNG as a liquid state, cargo hold should 

maintain temperature under -163°C and insulation panels are installed inside 

the cargo hold to do so. As LNG is partially filled inside huge cargo, sloshing 

phenomenon occurs and it might cause severe sloshing impact pressure which 

could bring structural failure of cargo containment system. Therefore, 

sloshing impac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design of LNG cargo hold. 

Since sloshing phenomenon has highly nonlinear characteristics, there is a 

limitation to predict sloshing flow by numerical approach. Thus, most of the 

sloshing loads are estimated by sloshing model test, and it has been carried 

out in a procedure defined from various classifications and ITTC.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ed sloshing model test facility and conducted out 

plenty of sloshing model tests with the support of domestic shipbuilding 

companies. Generally, each model tank requires numerous test conditions 

considering operation condition and environment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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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prediction method of sloshing severity inside LNG cargo is 

presented. The procedure enables to predict sloshing severity when main 

dimensions of tank and ship, location of tank, and environment condition are 

given. First of all, ship motion is analyzed by strip theory and linear sloshing 

flow is calculated by Rankine panel method. In order to consider nonlinearity 

of sloshing flow, regression has carried out using regular sloshing model test 

result. Finally, Sloshing Severity Index (SSI) can be obtained by superposing 

ship motion, sloshing flow, and wave spectrum. 

Validation of such prediction method was made by comparing with several 

sloshing model test results. The model tests from 6 different tanks are used in 

this research, and figured out whether high SSI value ensures high sloshing 

impact pressure. SSI value makes it possible to prescreen test cases which are 

not likely to generate high sloshing impact pressure. By saving those test 

cases, sloshing model test can be focused on critical conditions. 

 

 

Keywords: Sloshing, Sloshing model test, Strip theory, Rankine panel 
method, Sloshing severity index, Sloshing load prediction 
 
Student Number: 2013-21064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

	2. 슬로싱 심각성 지표 (SSI) 해석
	2.1 부유체 운동 해석: 세장체 이론
	2.1.1 운동 방정식
	2.1.2 선박 운동 해석 기법
	2.1.3 스트립 이론
	2.1.4 수치해석 기법

	2.2 슬로싱 선형 유동 해석: 랜킨 패널법
	2.2.1 슬로싱 유동 모델링
	2.2.2 수치해석 기법
	2.2.3 슬로싱 연성 운동방정식

	2.3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 (SSR)
	2.3.1 매개변수 정의
	2.3.2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 보정

	2.4 슬로싱 심각성 지표 (SSI) 해석

	3.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
	3.1 슬로싱 연성 운동 실험
	3.1.1 실험 준비
	3.1.2 실험 및 계산 결과

	3.2 슬로싱 모형실험 준비
	3.2.1 운동 플랫폼
	3.2.2 계측 장비 설치
	3.2.3 운동 시계열 생성
	3.2.4 압력신호 후처리

	3.3 선형 유동 수정을 위한 규칙 슬로싱 모형 실험
	3.3.1 모형 탱크 및 압력센서 설치
	3.3.2 실험 조건
	3.3.3 실험 결과 및 SSR 수정

	3.4 기업체 연계 불규칙 슬로싱 모형 실험
	3.4.1 PRESLO-JIP 슬로싱 모형 실험
	3.4.2 LNGC 슬로싱 모형 실험
	3.4.3 FLNG 슬로싱 모형 실험


	4. 슬로싱 심각성 예측기법 적용
	4.1 SSI 지표 최적화
	4.1.1 슬로싱 유동 지표 선택
	4.1.2 진폭에 따른 보정계수 선택

	4.2 실험결과와 SSI 적용 결과의 비교
	4.2.1 초기 SSI 적용 결과
	4.2.2 운동응답 변형 SSI 적용 결과

	4.3 SSI 계산 프로그램 (PRESLO)
	4.3.1 PRESLO 프로그램 구성
	4.3.2 LNG-FPSO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 계산


	5. 결론
	6. 향후 연구
	참고 문헌


<startpage>5
1. 서론 9
 1.1 연구 배경 9
 1.2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 15
2. 슬로싱 심각성 지표 (SSI) 해석 18
 2.1 부유체 운동 해석: 세장체 이론 21
  2.1.1 운동 방정식 22
  2.1.2 선박 운동 해석 기법 24
  2.1.3 스트립 이론 26
  2.1.4 수치해석 기법 27
 2.2 슬로싱 선형 유동 해석: 랜킨 패널법 28
  2.2.1 슬로싱 유동 모델링 28
  2.2.2 수치해석 기법 30
  2.2.3 슬로싱 연성 운동방정식 32
 2.3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 (SSR) 34
  2.3.1 매개변수 정의 34
  2.3.2 슬로싱 심각성 응답 진폭비 보정 37
 2.4 슬로싱 심각성 지표 (SSI) 해석 39
3.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 41
 3.1 슬로싱 연성 운동 실험 41
  3.1.1 실험 준비 41
  3.1.2 실험 및 계산 결과 44
 3.2 슬로싱 모형실험 준비 48
  3.2.1 운동 플랫폼 48
  3.2.2 계측 장비 설치 50
  3.2.3 운동 시계열 생성 53
  3.2.4 압력신호 후처리 54
 3.3 선형 유동 수정을 위한 규칙 슬로싱 모형 실험 60
  3.3.1 모형 탱크 및 압력센서 설치 60
  3.3.2 실험 조건 63
  3.3.3 실험 결과 및 SSR 수정 64
 3.4 기업체 연계 불규칙 슬로싱 모형 실험 71
  3.4.1 PRESLO-JIP 슬로싱 모형 실험 72
  3.4.2 LNGC 슬로싱 모형 실험 76
  3.4.3 FLNG 슬로싱 모형 실험 81
4. 슬로싱 심각성 예측기법 적용 84
 4.1 SSI 지표 최적화 85
  4.1.1 슬로싱 유동 지표 선택 85
  4.1.2 진폭에 따른 보정계수 선택 93
 4.2 실험결과와 SSI 적용 결과의 비교 106
  4.2.1 초기 SSI 적용 결과 108
  4.2.2 운동응답 변형 SSI 적용 결과 117
 4.3 SSI 계산 프로그램 (PRESLO) 121
  4.3.1 PRESLO 프로그램 구성 121
  4.3.2 LNG-FPSO의 슬로싱 심각성 지표 계산 125
5. 결론 135
6. 향후 연구 139
참고 문헌 14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