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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최근, LNG 운반선의 탱크 용량이 점차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고 해상에서의 LNG 생산 및 저장을 위한 FLNG(LNG 

FPSO)의 발주/건조가 점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LNG선 

CCS(Cargo containment system)의 설계에 있어서도 탱크 내

부의 슬로싱에 의한 손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계 및 산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집

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슬로싱이나 슬래밍

과 같은 유체유동으로 인한 충격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아직 그 물리적 거동이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체유동의 엄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충격압

력을 계산하여 실선의 구조설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아직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밀한 이론적 수치적 해석법과 병

행하여 실험과 계측을 실시함으로써 슬로싱 충격압력의 시계

열과 함께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해석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ABS, DNV, LR 및 BV 등 각 선급에서는 

LNG CCS에 대한 슬로싱 충격압력의 추정 방법과 강도평가 

과정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각 조선사에서도 슬로싱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모형실험의 경우, 현재까지는 충격압력 추정을 위하여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실제 선체 설계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축척효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

아 있고, 더욱이 CCS의 구조 거동을 함께 평가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실선 계측법은 실험 자체의 어려움과 더불어 

비용, 인력, 소요기간 측면에서 볼 때 현실성 있는 대안은 아

닌 것으로 판단된다. CFD에 바탕을 둔 정밀 수치계산법 역시 

방대한 계산 및 전후처리 시간과 해의 신뢰도 문제 때문에 실

제 탱크 구조의 내 충격 설계에 그대로 활용되기에는 앞으로

도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LNG선 CCS 설계를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슬로싱 충격압력에 의해 발생되는 

CCS의 구조거동 예측 및 안전성 평가 과정에 대한 기술 수준

과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슬로싱에 의한 

유체충격압력의 추정법

2.1 유체 충격압력의 특성

LNG선 CCS의 동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서 유체충격압력의 시계열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은 필

수적이다. 

실제 실선의 CCS에서 충격 압력을 계측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기술적 난점으로 인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CFD를 비롯한 수치적 방법 역시 슬로싱 모드, 고유진동수, 자

유수면 형상 및 총 동유체력은 상당히 유사하게 추정 가능하

지만 압력분포의 추정은 아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

간적 분해능(resolution)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신뢰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모형실험의 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

다. 따라서 CCS설계를 위한 슬로싱 충격압력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은 축척 모형실험에서 얻어진다. 따라서 본 고에서도 

모형실험에 의한 슬로싱 충격압력 계측법에 대해서 개괄한다.

2.2 모형실험

슬로싱을 유발하는 LNG 탱크 내부의 유체 유동은 선체 운

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해상상태와 항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LNG선의 운동해석을 수행하고 탱크에 

과도한 동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운동 시계열을 추출한

다. 이를 기반으로 슬로싱 모형실험 장비(Fig.1)에서 

1/40~1/50 정도 축척의 모형탱크를 가진하여 이때 모형탱크

의 벽과 천장에서 발생되는 유체 충격압력을 압력 게이지로 

계측한다. 현재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지

만 모형실험을 통한 슬로싱 충격압력 추정법은 다음과 같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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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GTT 6 degrees of freedom sloshing test 
rig(Joannsen et al, 2011)

1) 기본적으로 축척 모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 결

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상사성과 함께 재료

적 시간적 축척을 합리적으로 구현해야 하며 축척효과에 대한 

정밀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슬로싱 현상 자체가 

워낙 물리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선시험이 

아닌 이상 관련되는 모든 물리량을 합리적으로 축척할 수 있

는 모형시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모형시험으로

부터 얻어진 압력은 실선 압력으로 변환하기 위해 Froude 압

력 축척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Froude 축척법칙은 jet형 

슬로싱 충격과 같은 비압축성 유체 충격에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슬로싱 충격 시 쇄파나 탱크 모서리 부근 처

럼 gas entrap 효과가 포함되면 유체와 탱크 벽체 사이에 같

힌 gas가 압축성 거동을 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Froude 축척은 충격 압력에 대해 너무 보수적인 

결과를 주게 되어 CCS를 너무 중구조로 설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Froude 축척법칙 이외에 압축성 유체에 대한 축적법

칙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더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으며, LR과 ABS 등 선급에서는 이와 같이 단순한 

Froude 축척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축척법칙의 개발 및 

사용이 검토되고 있다.

2) 모형실험에 사용되는 유체는 안전성과 초저온으로 인한 

난점 때문에 LNG를 직접 사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통상 상온

의 물이 사용되고 있다. ullage gas 역시 천연 가스가 아닌 공

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LNG 탱크와 비교하여 내부 유

동 유체의 비중 및 상변환 관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실험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3) 압력계측을 위한 게이지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압력의 피

크치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등 계측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4) 슬로싱 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투명한 아크릴제 탱크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열구조와 탱크 지지구조의 강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어 실제 탱크에서 발생하는 유탄성 거동

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다. 유탄성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가 

시도된 적은 있으나 탱크의 강성에 대한 정확한 축척이 고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적인 고찰에 그치고 있어 의미 있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5) 10kHz 이상의 sampling rate로 장시간 실험 결과를 취득해

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료저장 공간과 처리 시간이 필요하다.

2.3 대형 모형시험

축척모형시험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

한 실측 모형시험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2005년

부터 시작된 Sloshel project는 GTT, MARIN, Shell등의 기업

들과 ABS, DNV,　NK, BV, Lloyd 등 선급이 공동으로 참여한 

Joint industry project를 들 수 있다(Brosset et al, 2009). 이 

공동연구에서는 축척 모형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

제 크기의 CCS 방열구조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

양한 측면에서 슬로싱 현상에 대한 물리적 이해의 폭을 넓히

고자 하였다. Sloshel project의 가장 큰 특징은 통상 이루어

지고 있는 축척 모형실험에서 벗어나 Full scale CCS의 방열 

panel을 직접 이용한다는 점이다. 길이 240m, 깊이 7m, 폭 

5m의 대형 수로에서 다양한 형태의 단방향 진행파를 생성하

여 No96 방식 방열 박스에 부딪히는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

과를 계측하고 고찰하였다.

Fig.2 Test facility(Brosset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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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Generated flume(Brosset et al, 2009)

이를 통하여 유체 충격하중의 특성과 CCS 및 지지구조의 

구조 응답을 분석하고, CFD 및 FE 해석의 결과 검증을 위하

여 database를 구축함과 동시에 모형실험, CFD, FEA 등 기

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슬로싱 해석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평

가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들은 2009년 이후 매년 

ISOPE에서 독자 session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3. LNG 운반선 CCS 의 구조안전성 

평가

일단 모형시험으로부터 슬로싱 충격압력이 구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CCS의 구조해석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LNG선 

CCS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1) 정적 해석 : 슬로싱 압력을 단순한 정적 하중으로 가정

하여 구조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적용 하중은 모형실험 

및 CFD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최대 충격압력이 정적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CCS의 구조적 거동을 고찰한다. 

이 방법은 대체로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주기 때문에 허용 기

준을 만족하기 힘들며 주로 최대 응력 및 변형을 갖는 구역

(Critical location)을 찾는데 주목적이 있다.

2) 동적 과도응답 해석 : 슬로싱 압력에 의한 LNG 화물창의 

동적 구조 강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모형시험이

나 CFD 해석에서 얻어진 슬로싱 압력의 시계열(time history)

을 이용한다. 선형해석이라는 한계와 CCS의 유탄성 거동을 고

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모형시험 결과로 부터 최대 

응답을 주는 시점을 pre-screening 하는 과정에 유용하며 차

후 정밀 유탄성해석으로 결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유체-구조 연성해석(Fluid-structure Interface, FSI) :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적/동적 구조해석은 슬로싱 압력을 

먼저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

조의 변형이 충격압력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FSI 해석법은 유체의 유동과 구조물의 변형을 동시에 

해석함으로써 슬로싱 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체 유동의 해석을 

CFD법에 의존하므로 해의 수렴성 및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

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막대한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3.1 슬로싱 충격압력에 대한 구조응답 특성

실제 실선이나 모형실험에서 계측된 유체충격압력의 시계

열은 특성상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극히 높은 크기를 보이는 

고주파수의 noise가 포함되는 경향이 있고, 실험장비의 민감

도, 센서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달라지는 현

상을 보인다. CFD 등 수치해석에 있어서도 격자의 크기 및 

형상, 시간증분 등 수치해석 상의 여러 가지 인자들 또는 어

떤 수치해석 기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충격압력의 피크치를 구조설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 거동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요소

만을 분리하여 이상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하는 충격압력 피크치의 크기 자체가 실제 구조물의 

동적 응답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자세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Graczyk and Moan(2009)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슬로싱 

하중을 받는 Mark III 시스템의 구조응답 특성을 설명하였고, 

시간영역 직접적분법과 고유진동해석을 통하여 Mark III의 정

적 응답 및 동적 응답 형태의 각기 다른 패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노인식 등(2010, 2011)은 이러한 유체충격압력이 구

조물의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복잡

한 형태의 유체충격합력 시계열을 합리적으로 모델링하는 한

편, 비교적 정밀하게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러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충격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은 충격하중의 역적(impulse)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최대압력까지 초기 상승시간. 최대압력의 크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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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Synthesis of a pressure time history by unit 
triangular impulses 

강시간, 유지 시간, 소멸시간 등의 인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변

화하기 때문에 현재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2 선형 동적 과도응답 해석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SI법에 의한 구조응답 해석법은 

많은 비용과 인력, 소요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해의 신뢰성 문

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하여 방열 구조의 실제 구조설계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형실험 또는 실선 계측을 통해 얻은 data를 통하

여 얻어진 유체 충격 압력에 대한 구조 응답을 충격 압력의 

시계열에 의한 시간영역 과도응답해석으로 구하는 전통적인 

시도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초기 설계를 위한 

개략적인 응답 추정을 위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ABS(2009) 및 노인식 등(2011)이 제안한, 충격 압

력의 시계열을 여러 개의 삼각형 impulse로 분할하고, 하나의 

단위 삼각형 impulse에 대한 구조응답만을 구하여, 이를 조합, 

전체 충격 압력 시계열에 대한 해를 구하는 간이해석 방법은 

주목할 만하다(Fig.4, 5 참조). 시간영역 과도응답해석법이 FIS 

해석 기법에 비해 계산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방열 

panel을 3차원으로 상세히 모델링하였을 경우에는 자유도 수

가 굉장히 방대해져 계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LNG 화물창 내부에 작용하는 슬로싱 충격압력은 방열 

panel에 직접 작용하여 변형과 응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Fig.6에서 보는 것처럼 지지부가 되는 선체의 변형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방열 panel에 2차적인 응력을 발생시킨다. 결국 

방열 panel의 구조 응답은 직접적으로 방열 panel에 작용하

는 압력과 지지 구조의 변형에 의한 응력 영향의 합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Nho et. al.(2011)은 Mark III LNG 운반선 CCS의 유체충격 

응답을 간편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Fig.7과 같은 선측 구조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구조해석 모델링에 대한 해석 결과를 비

교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1) 방열 panel 의 거동은 Fig.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체의 

탄성지지 영향을 크게 받지만 선측구조의 전체적인 강성 분포

의 영향보다는 panel에 부착된 부분의 국부적 영향으로 한정

됨을 밝혔으며 따라서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의 범위를 Fig.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방열 panel 부근의 선체구조만을 모델링하

여도 충분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

실은 한 시점에서 압력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최대 압

력이 작용하는 지점 주위로 모델링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해

석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삼각형 응답함수를 이용한 간이 과도응답 해석법으로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CCS의 동적응답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격압력 시계열에서 관심 구간을 추출할 때, 전체 시

계열에 대하여 시간영역 동적 구조 응답을 바로 계산하여 그 

결과로부터 상세 해석이 필요한 구간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

   

Fig.5 Unit triangular impulse

 

Fig.6 Structure response of ins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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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Position of insulation panel & range of hull 

modeling

(a) Full model   

        

(b) Partial model with 3 web frame & 2 longi. space 

Fig.8 FE modeling of hull & insulation panel

Fig.9 Comparison of transient response result for 2 

pressure histories

3.3 유체-구조 연성해석법

슬로싱, 슬래밍과 같은 유체 충격에 의한 구조물의 동적 거

동을 정확히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 전

부터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와 유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구조의 변형을 무시하고 유

체 압력을 추정한 다음, 구해진 압력을 구조물에 적용시켜 해

를 구하는 2단계 해석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구조물

의 변형이 유체 압력장에 주는 영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정확한 해석 결과

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는 유체 하중과 구조물

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소위 유탄성 해석법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고 실제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LE(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방법

에 기반한 MSC/DYRTAN, LS/DYNA-3D 등의 상용 

hydrocode들을 이용하여 수중폭발이나 슬로싱, 슬래밍 등의 

유체 충격력을 받는 구조물의 유탄성 해석에 적용하여 상당히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체 영역이 변

형 가능한 경계 즉 구조물과 접하는 경우 구조물의 형상을 통

상의 Lagrangian으로 표현하되 격자의 변형이 심한 유체영역

은 격자의 변형 효과를 고려한 지배방정식을 사용하여 ALE로 

정식화 한다. 유체 영역의 격자 변형이 극심한 유체충격 문제

에서 일반적으로 유체문제에 적용되고 있는 Eulerian 보다 자

유표면의 구현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

LS-DYNA code의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2

차원 탱크의 슬로싱 충격 응답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검증한 예를 Fig.10에 보였다(이상갑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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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periment                (b) ALE2D

Fig.10 Configuration of 2-D fluid sloshing behavior 

in sqare tank model

4. 재료 강도의 허용기준

CCS 구조설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구조

해석 결과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각 선급

에서는 허용응력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부재들의 설계기준을 제

시하고 있으나, 방열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모두 고도의 

비선형 재료특성과 다양한 파괴 모드를 보이고 있어 기존의 

허용응력 관점의 설계기준 만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는 변위 및 변형에 대한 설계기준

도 적용되고 있다. 결국 허용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실험이 동

반되어야 하므로 국내 주요 조선사에서는 자체 실험 등을 통

하여 변위 및 변형률에 의한 방열 재료들의 파괴기준을 설정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CCS의 강도평가 및 유체충

격압력의 계측을 위하여 실제 방열 구조에 대한 wet drop 

test 또는 dry drop test, 극저온에서의 피로강도실험 등이 시

도되고 있으나 많은 실험비용과 정확한 data를 얻기 위한 실

험상의 난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Fig.11 슬로싱 하중을 고려한 LNG CCS 구조 평가 절차(박종진, 한상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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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로싱 충격해석법의 국내외 현황

ABS, LR, DNV 등 선급에서는 자체적인 슬로싱 해석절차

를 제시하고 있고 해석 대상 선박의 하중 및 강도해석을 이 

표준 절차에 따라 직접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 불

규칙 해상상태에서의 선체 운동해석에서 출발하여 축척 모형

탱크의 슬로싱 실험이나 수치해석에 의해 탱크 내 유동을 해

석한 다음, 얻어진 충격 압력을 고려하여 CCS의 정적해석으

로부터 점차 비선형 유탄성 해석으로 고도화 되는 과정을 제

안하고 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과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자체적인 슬로

싱 해석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틀에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슬로싱 충격하중을 받는 LNG CCS의 구조 

응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격압에 의한 동적 유체-구조 연

성거동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CCS 전체 구조의 유탄성 

거동을 합리적이고 정도 높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

서는 없기 때문에 충격압력이 집중되는 부분구조의 거동평가

에 LS-DYNA, MSC/DYTRAN 등 상용 code를 적용하는 방안

이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삼성중공업

(주)에서 제안하고 있는 LNG CCS의 구조안전성 평가 절차를 

보였다(박종진, 한상민, 2009).

6. 결 론

슬로싱으로 인한 유체충격압력 추정법으로 부터 출발하여 

CCS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 과정에 대한 현 시점의 

연구동향을 개괄하였다.

슬로싱 충격하중을 CFD 등 수치해석 기법만으로 예측하기

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

에 현재까지는 주로 축척 모형실험에 의존하고 있다. 모형실

험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CCS가 받는 최대 충격압

력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를 예측하여 CCS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신뢰도 높은 수단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초기설계 단계에서는 축척모형 실험으로 얻어진 슬로싱 압

력 시계열 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선택하고 선체 및 방열구

조의 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 시간영역 동적 과도응답해석법

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응력이 집중되는 국부구조의 

설계를 위해서는 유탄성 거동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며 따라서 국부적인 유탄성 해석을 통한 LNG선 CCS의 설

계법이 각 선급 및 조선사에서 독자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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