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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 위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42-1 동

건축규모 지상4층

건축면적 247m2 (75평)

연면적 770m2 (233평)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 구조

그림 2  실험 장비의 구성

그림 3  실험실 장비 전경

그림 4  소형장비(왼쪽)와 중형장비(오른쪽)

표 1 슬로싱 실험동 개요

1. 실험장비 개요

1.1 슬로싱 실험동 및 장비 구성

슬로싱 실험을 위한 실험동 건물을 2011년 말 완공하여 현

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실험동은 시뮬레이션테크, 국내 5개 

조선소 및 서울대학교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약 13억 원 

이 소요되었다.  그림 1은 슬로싱 실험동의 전경이다. 

그림 1  슬로싱 실험동 전경

슬로싱 실험동의 개요는 아래 표 1과 같다.

중형 장비의 운용을 위해 실험실 1, 2층을 통합하여 공간을 

마련하였고, 대형 장비를 위한 공간은 3층까지 통합하였다. 

슬로싱 실험 장비의 구성은 아래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

내었다. 압력 신호는 KISTLER 社의 압력 센서로 계측하며, 

coupler를 거쳐 NATIONAL INSTRUMENTS 社의 DAQ 장비로 

계측한다. 운동 강제 동요기는 SUNAEROSYS 社에서 제작한 

장비를 사용하며 별도의 제어 장치를 통해 구동한다. 

1.2 운동 강제 동요기

구축된 슬로싱 실험동에서는 1.5톤 용량의 소형 장비와 5톤 

용량의 중형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두 장비의 제원은 다음

과 같다.

특집

슬로싱 실험동 장비 구축 및
실험 현황 김용환, 안양준, 김경환, 김상엽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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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판 반경 1000 mm

상판 반경 553 mm

하부 조인트각 7.28 deg

상부 조인트각 8.15 deg

엑튜에이터 최소길이 1090 mm

엑튜에이터 스토로크 400 mm

최소높이 982.5 mm

최대높이 1465.9 mm

중립높이 1223.8 mm

Surge +348 mm / -370 mm

Sway +/- 326 mm

Heave +/- 242 mm

Roll +/- 26 deg

Pitch +26 deg / -27 deg

Yaw +/-34 deg

하판 반경 1700 mm

상판 반경 933 mm

하부 조인트각 14 deg

상부 조인트각 20 deg

엑튜에이터 최소길이 2506 mm

엑튜에이터 스토로크 1000 mm

최소높이 2436.3 mm

최대높이 2983.4 mm

중립높이 3530.6 mm

Surge +1080 mm / -1030 mm

Sway +/- 980 mm

Heave +/- 540 mm

Roll +/- 35 deg

Pitch +37 deg / -35 deg

Yaw +/-65 deg

그림 5 압력 센서 형상

그림 6 PXI-4495 (왼쪽)과 coupler (오른쪽)

표 2 소형장비 제원

표 3 중형장비 제원

1.4 압력 센서

현재 슬로싱 실험에 사용하고 있는 압력 센서는 KISTLER 

社의 211B5다. 슬로싱 압력을 계측할 수 있는 동압력 센서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본 실험동을 구축하며 이 압력센서들

에 대한 센서 비교 실험을 함께 진행하였다. 비교 실험 결과

를 통해 센서의 성능과 가격을 모두 고려하여 센서를 선택하

였다. 앞으로 실험을 진행하며 보유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

이다. 

1.5 Data 취득 장치 및 coupler

Data 취득을 위하여 NATIONAL INSTRUMENTS의 

PXI-4495 장비를 이용하였다. PXI-4495는 동시 16개 채널에 

대하여 최고 204.8kS/s로 sampling이 가능하며, 입력 가능한 

voltage의 범위는 -10~+10V 범위 이다. DC 커플 된 아날로

그 정보를 입력 받을 수 있으며 anti-aliasing filter가 장착되

어 있다. 

211B5 센서의 bias voltage를 조절하기 위해 coupler를 사

용하였다. Coupler는 KISTLER 社의 제품을 이용하였으며, 

DAQ와 coupler의 모습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1.7 영상 장비 및 PIV 장비

현재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장비 및 PIV 장비까지 전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충격 압력이 발생하는 시간에

서의 압력 신호와 유체의 움직임을 동기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PIV를 위한 보유 레이저는 523 nm 파장의 연속형 고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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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혼합 가스를 이용한 실험 준비 과정

그림 10 센서, 소켓, 그리고 케이블의 연결

입 레이저로, 레이저의 모습과 PIV 촬영의 장비 구성은 그림 

7과 그림 8과 같다. 또한 본 장비를 활용한 PIV 실험과 동기

화의 예시는 아래 그림 9와 같다.

그림 7 연속형 고체타입 레이저

그림 8 연속 레이저를 이용한 

PIV 장비 구성 및 계측

그림 9 슬로싱 충격 압력과 영상장비의 동기화 예시

2. 슬로싱 실험기법

2.1 실험 준비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 정도 높은 실험을 위한 준비가 필요

하다. 압력 센서와 탱크를 유격 없이 단단히 고정하며, 센서가 

조밀하게 분포한 패널의 경우 황동 패널을 제작하여 탱크에 

부착한다. 센서와 케이블 역시 압력신호에 발생하는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결부를 단단히 고정한다. 그림 10은 모형 

탱크, 센서, 소켓, 그리고 케이블이 연결된 모습이다.

모형 탱크는 운동 강제 동요기에 올리기 전 약 하루의 시간

을 투자하여 수밀 여부를 확인하며, 혼합 가스를 사용한 실험

을 진행할 경우 기밀 여부도 같이 확인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ICP 센서가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험을 수행하

기 앞서 수온과 기온을 일치시키는 추가 작업을 진행한다. 

2.2 혼합 가스 실험

실제 LNG 선박의 화물창 환경 조건에 가까운 실험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 공기를 대신한 혼합 기체를 사용한 실험

도 진행하였다. 이 혼합 기체는 N2와 SF6가 특정 비율로 섞여 

있으며, 실제 LNG 선박 화물창의 메탄과 LNG의 밀도비와 실

험 환경에서의 액체와 기체의 밀도비를 유사하게 하기 위함이

다. 모형 탱크에 혼합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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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OE curve로 비교한 floating mat의 슬로싱 

억제 효과

2.3 실험 결과 분석

압력 신호 결과는 8 bit double binary 형식으로 저장되며 

데이터를 변환하는 별도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에 이용한

다. 슬로싱 현상이 1/1000 초 단위의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계측 원래 압력신호뿐만 아니라 smoothing 

기법을 적용한 압력신호에 대해서도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압력신호의 분석에서는 실험 수행 시 탱크 벽면에 작용하

는 유효한 충격을 선별하여 충격압력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

다. 현재는 모형 실험 기준으로 특정 threshold pressure와 

충격신호을 개별적으로 샘플할 시간범위(time window)를 설

정하여 기준이 되는 특정값 이상에서 관찰되는 신호를 유효한 

충격으로 정의하여 그 결과를 해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정의한 유효한 충격압력을 충격압력신호의 시계열 형상으

로 단순화하여 통계해석에 사용한다. 통계해석은 극한 통계에

서 주로 활용하는 Weibull 분포함수, Pareto 분포함수, 

Gumbel 분포함수 등을 사용한다. 

3. 실험 소개

실험동 건립 후 슬로싱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들을 수

행하였다. 특히 실험 방법 및 슬로싱 현상 해석의 고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

래와 같다.

3.1 Anti-Sloshing device 모형 실험

삼성중공업은 슬로싱 충격 압력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유 

표면의 움직임을 제한하고자 melamine foam을 이용한 

floating mat를 제안하였다. 

Floating mat를 이용한 실험에서 슬로싱 충격 압력이 변화

하였다. 충격 압력의 통계 해석 결과, 실험 조건으로 고려한 

그림 12 Floating mat 실험사진

대부분의 적재 수심과 해상 상태에서 충격 압력의 크기가 크

게 줄어들었다. 다만 floating mat가 압력 센서에 직접 충격을 

가하여 나타나는 신호가 발생하였다. 아래 그림 13에는 이 실

험 결과를 초과확률분포(POE curve)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floating mat의 슬로싱 억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a) 적재수심 95%H 조건

(b) 적재수심 70%H 조건

(c) 적재수심 30%H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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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FLNG 슬로싱 실험 사진

그림 15 160K LNGC의 적재수심 95%H (왼쪽)과 

15%H (오른쪽) 조건 실험 사진

그림 16 5시간 실험의 3hour weibull 압력값 비교

그림 17 붓스트랩 방법을 이용한 3hours Weibull 

압력값의 오차범위 추정

3.2 FLNG 슬로싱 모형실험

현대중공업의 FLNG에 대한 슬로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 사진은 아래 그림 14와 같다.

이 실험에서는 다양한 적재수심에 대한 FLNG의 슬로싱 하

중 대표값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현대중공업이 제안하는 

pre-screening 방법에 대한 검증을 병행하였다. 또한 단일 센

서와 패널을 함께 부착하여 패널에서 나타난 슬로싱 충격압력

에 대한 평균압력을 산출하여 슬로싱 충격 하중을 비교하였다. 

3.3 160K LNGC 슬로싱 모형실험

삼성중공업의 160K LNG 선박에 대한 슬로싱 실험을 수행

하였다. 다양한 적재수심과 해상상태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통

해 통계 해석을 거쳐 최대 슬로싱 하중이 발생하는 해상조건

을 도출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단일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모

두 패널을 부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슬로싱 충격 하중이 크게 발생한 실험조건

에 대해, 탱크 내부의 액체와 기체의 밀도비를 고려한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실제 LNG 선박 화물창의 메탄과 LNG의 

밀도비와 유사한 실험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혼합가스를 사용

하였으며, 혼합가스를 사용하였을 때의 슬로싱 충격 하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다.

3.4 Anti-Roll Tank 슬로싱 모형실험

횡동요 감쇄 탱크에서도 슬로싱 문제가 발생한다. 이 횡동

요 감쇄 탱크와 관련된 실험으로 삼성중공업의 passive 

flume-type의 횡동요 감쇄 탱크에 대한 모형 실험을 수행하

였다. 이 실험에서는 기존 탱크의 슬로싱 충격 하중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수평판, 수직판, 그리고 floating mat를 추가로 

탱크 내부에 장착하였을 때의 충격 하중을 비교하였다. 

기존 횡동요 감쇄 탱크에서 발생한 슬로싱 충격 하중과 비

교하여 내부 구조물이 있을 경우 그 충격 하중이 감소함을 실

험적으로 보여주었다.

3.5 불규칙파 실험 수렴도 검증

현재 슬로싱 실험은 실선 기준 5시간에 대한 모형 실험을 

수행한다. 하지만 5시간 조건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

에 이러한 5시간 실험을 40회 반복한 후 총 200시간의 실험

을 수행하였고, 각각의 경우 및 전체에 대한 통계해석을 통해 

압력예측치의 수렴도 검증을 시도하였다. 5시간 실험의 각 결

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조건의 5시간 실험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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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편차가 크다. 붓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누적 실험 시

간별 실험결과의 오차 범위를 추정하면 그림 17과 같다. 이 검

증 실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실선 기준 5시간 실험보다 장시간

의 슬로싱 실험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언

본 연구과제는 국내 슬로싱 실험기술들을 자립화하고 이로

부터 국내 조선소의 슬로싱 실험용역을 국산화하고, 향후 예

상되는 자체적인 LNG 화물창의 개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연구과제 기간동안 소형 및 중형 강제

동요기를 비롯하여 동압력 센서 및 압력계측 시스템, PIV 영

상시스템 등을 갖춘 고도의 실험시설이 구축되었으며, 향후 

더욱 대형화된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러한 장비의 구축

뿐 아니라, 실험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으며, 이미 국내 조선산업체의 슬로싱 실험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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