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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tions and drift forces of side-by-side moored FSRU and LNGC including the sloshing effect, were studied using experiments. The 
FSRU and LNGC contained LNG cargo tanks and the LNG sloshing could affect the motions and drift forces of the structures due to its coupling 

with floating body motion. The effect of coupling can vary with the LNG filling level, and the effect of the filling level was investigated. The cou-
pling effect was stronger at lower filling level. It was confirmed that longitudinal sloshing influenced the surge and surge mean drift force in head sea. In 
addition, gap flow affected the sway and mean drift forces. Sloshing attenuated the sway and yaw excited by gap flow in side‐by‐side configuration.

1. 서 론

최근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LNG 

선박의 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FSRU(Floating storage & 

regasification unit), RV(Regasification vessel)와 같이 형 화

물창을 갖는 새로운 개념의 선박이 등장하고 있다. 부유식 LNG 

구조물과 LNG 운반선 사이에서 수행되는 LNG 이송은 병렬배치

(Side-by-side) 는 직렬배치(Tandem)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해

상에서 LNG를 이송하기 해서는 -162°C의 온 LNG와 상온의 

외기 온도차를 차단할 수 있는 연 이송 이 필요하다. 온의 

연된 이송 의 취성 괴를 피하기 해서 이송 의 길이는 가능한 

짧아야하고, 따라서 병렬배치 는 근  직렬배치 상태에서 이송

을 해야 한다. 근  직렬배치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Clauss 

et al. 2010), 병렬배치 상태에서 LNG 하역  이송 연구가 보다 

많이 수행되고 있다. 두 부유체가 병렬배치되어 있을 때 유체역학

으로 요한 문제는 부유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틈새유동(Gap 

flow)과 선체운동에 기인한 화물창 내 LNG의 슬로싱이다.

병렬배치된 두 부유체의 운동응답에 한 연구는 오랫동안 

꾸 히 수행되어 왔다. 부유체와 슬로싱 연성에 한 문제도 선

박유체역학 분야의 오래된 연구주제이다. 몇 가지 를 들면 Hong 

et al.(2005), Hong et al.(2009), Jeong et al.(2010), Hansen et al. 

(2009)은 병렬배치된 부유체에 하여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통

해 부유체 운동, 틈새유동, 표류력, 계류시스템의 응답을 규명하

다. 한편, 부유체 운동과 슬로싱 연성에 한 표 인 연구

로는 Kim et al.(2007)의 비선형 횡동요 응답 연구, Rogne-

bakke and Faltinsen(2003)의 멀티 모달  모형실험 연구, 

Clauss et al.(2010)의 LNGC(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의 슬

로싱 연성 모형실험, Gaillarde et al.(2004)의 모형실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슬로싱을 포함한 병렬배치된 부유체에 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재까지 발표된 연구로 Lee et 

al.(2007, 2008)와 Cho et al.(2011, 2012), Cho(2012)의 논문을 들 수 

있다. Lee et al.(2008)은 횡   병렬배치된 FPSO(Floating produc-

tion storage and offloading)와 LNGC의 응답을 LNGC에 발생

하는 슬로싱을 포함하여 해석하 다. 한편 Cho(2012), Cho et al. 

(2011, 2012)은 병렬배치된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

tion unit)와 LNGC의 선형운동응답과 표류력을 슬로싱을 포함

한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으로 계산하 다. 슬로싱을 포함한 상

태에서 병렬배치된 부유체의 응답은 랑 입사각, 선수각 회  

여부, 슬로싱 조건, 부유체 틈새 간격, 병렬배치 계류 등 고려해

야하는 변수가 매우 많다. 이러한 변수를 모두 종합 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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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선수   

슬로싱을 포함한 병렬배치된 FSRU와 LNGC의 연성 운동, 표류

력  틈새유동에 한 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슬로싱과 틈새유

동에 의한 운동 특성을 고찰하 다.

2. 모형 실험

2.1 대상선

실험에 사용한 부유체는 FSRU와 LNGC이고, 주요 치수는 Table 

1과 2와 같다. FSRU에는 빌지킬이 있는데, 빌지킬의 길이는 180.5 

m, 폭은 1.25m, 연직 방향에 하여 45deg로 설치되었다. FSRU의 

길이는 315m, 폭은 53m이며, LNGC의 길이는 266m, 폭은 

43.4m이다. 모형선의 축척비는 1/60이다.

Table 1 Particulars of FSRU

Loading condition Design

Lpp [m] 315.0

B [m] 53.0

Draft [m] 12.0

Displacement Total [m
3] 195,444

Roll natural Period [s] 18.60

Table 2 Particulars of LNGC

Loading condition Full Ballast

Lpp [m] 266 266

B [m] 43.4 43.4

Draft [m] 15.18 9.4

Displacement Total [m
3] 134,811 78591

Roll natural Period [s] 16.9 13.7

FSRU와 LNGC는 각각 LNG 화물창을 가지고 있다. 화물창 

모형은 각주형(Prismatic)으로 내부 유동을 찰하기 해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하 다. FSRU와 LNGC의 화물창 제원을 Table 3

과 4에 정리하 다. 화물창의 개수는 2개로 선수, 선미에 설치

하 고 그 치는 Table 3과 4에 나와 있다.

Table 3 Particulars and location of cargo tanks on FSRU

Length [m] 36.42

Breadth [m] 41.7

Height [m] 29.08

Upper chamber height [m] 9.58

Lower chamber height [m] 4.28

Upper chamber angle [deg] 45

Lower chamber angle [deg] 45

x Location from midship to 
tank front

Fore
[m]

122.67

After 82.17

z Location from base to tank 
bottom

Fore
[m]

5.77

After 5.68

 

Table 4 Particulars and location of cargo tanks on LNGC

Length [m] 44.8

Breadth [m] 31.44

Height [m] 27.84

Upper chamber height [m] 8.95

Lower chamber height [m] 4.09

Upper chamber angle [deg] 45

Lower chamber angle [deg] 45

x Location from midship 
to tank front

Fore
[m]

60.86

After 32.86

z Location from base to 
tank bottom

Fore
[m]

7.14

After 7.08

2.2 실험 방법

병렬배치된 두 부유체의 운동과 틈새유동, 슬로싱의 연성에 

한 연구를 해 두 부유체를 선형 스 링으로 각각 계류하여 

고정하 다. 두 부유체는 각각 계류되어 독립 으로 움직인다. 

이 때 LNGC는 FSRU의 우 에 치하고, 두 부유체 사이의 간

격은 4.5m이다(Fig. 1). 스 링의 강성은 123N/m로 동일하다. 

스 링은 부유체의 랑 운동을 구속하지 않고, 표류력에 의

해 부유체가 표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스 링의 강성은 부유체

의 후, 좌우동요 고유주기가 가장 긴 주기의 규칙 에 하여 

5배 이상 되도록 설정하 다(Pinkster, 1980). 선수 (180deg) 

에서 두 부유체의 운동, 각 부유체의 표류력 그리고 틈새유동을 

계측하 다.

Fig. 1 Side-by-Side located FSRU and LNGC including sloshing

Table 5 LNG filling ratio conditions

Condition
Filling ratio of 

FSRU [% of cargo 
tank height]

Draft
[m]

Filling ratio of 
LNGC [% of cargo 

tank height]

Draft
[m]

RS(Solid) 0 12.0 0 9.4

R1
(Berthing)

30 12.0 95 15.2

R2
(Transfer)

67.5 12.0 2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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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조건

실험 조건은 3가지로 액체 화물이 없는 조건(RS), 안 조건 

(R1), LNG 이송 조건(R2)을 선정하 다(Table 5). RS는 자유 수

면이 고정되어(Freezing) 유동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안 

조건 R1에서 각 화물창의 수 는 FSRU 30%, LNGC 95%, 이송 

조건 R2에서는 FSRU 67.5%, LNGC 20%이다. 화물창 내부 유

체로 물을 사용하 다. 화물창 내의 LNG는 온의 액체로 모

형실험에서 물성치를 상사할 수 있는 유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분의 슬로싱 모형실험에서 물을 내부 유체로 사용한다. 각 

조건에서 FSRU의 설계 흘수  주요목은 동일하다. 그러나 

LNGC는 RS, R2(20%) 조건에서 경하 흘수이고, R1(95%) 조건

에서는 만재 흘수가 15.2m이다. LNGC의 R1 조건은 만재 흘수

에 해당하고 모형선과 95%로 채워진 화물창의 무게만으로 흘

수가 15.2m가 된다. 따라서 R1 조건의 LNGC는 RS, R2(20%) 

LNGC와 다른 운동응답(횡동요, 상하동요, 좌우동요 등) 특성을 

보일 것이다.

❍ 슬로싱 고유 주기

각 조건에서 길이  폭 방향의 내부유동 고유 주기는 식(1)을 

이용하여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식(1)은 Fig. 2과 같이 화물창 

바닥 에 챔버가 있을 때 주기를 구하는 식이다(Flatinsen and 

Timokha, 2009). 각 하 조건에 해당하는 수 에서 FSRU와 

LNGC의 폭과 길이 방향에 한 첫 번째 고유 주기를 구하여 

Table 6과 7에 정리하 다. 

′ sinhB





 sinhB




B




(1)

Fig. 2 Nomenclature of prismatic tank

Table 6 Natural period of transverse sloshing

Filling ratio 
[%]

1st mode

Period [sec] Frequency [rad/s]

FSRU
30 9.67 0.65

67.5 7.75 0.82

LNGC
95 6.38 0.98

20 8.93 0.70

Table 7 Natural period of longitudinal sloshing

Filling ratio 
[%]

1st mode

Period [sec] Frequency [rad/s]

FSRU
30 8.61 0.73

67.5 7.10 0.89

LNGC
95 7.77 0.81

20 12.43 0.51

Table 8 Natural period of gap flow for gap distance 4.5 m

Mode
1st mode

Period [sec] Frequency [rad/s]

Piston 7.85 0.80

Transverse 2.28 2.76

Longitudinal 7.31 0.86

❍ 틈새유동 고유 주기

FSRU와 LNGC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틈새유동은 피스톤, 폭

과 길이 방향의 슬로싱 모드로 이루어진다. 틈새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주기는 Molin(2001)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틈새유동

의 주기는 Table 8과 같다.

3. 모형 실험 결과

병렬 배치된 FSRU와 LNGC가 선수방향으로 입사하는 백색 

소음 를 맞아 나타내는 운동응답을 계측하 다. 화물창의 내

부유동 조건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슬로싱이 없는 조건(RS), 

FSRU 30%-LNGC 95%(R1), FSRU 67.5%-LNGC 20%(R2) 수  

조건이다. Fig. 3, 4, 5, 6에서 실선은 FSRU, 선은 LNGC의 결

과를 나타낸다.

Fig. 3은 각 조건에서의 후동요 응답이다. RS 조건에서는 일

반 인 후동요를 나타내지만, R1과 R2에서는 슬로싱에 의해 

후동요 국부 최 치가 발생한다. R1에서는 주 수 0.75rad/s

에서 0.2m/m의 FSRU 후동요가 발생하고, R2에서는 주 수 

0.95rad/s에서 FSRU, 0.51 rad/s에서 약 0.5m/m의 LNGC 

후동요 국부 최 치가 발생한다. R2 조건에서 LNGC의 후동요 

국부 최 치는 슬로싱 고유주 수에서 발생하고, FSRU의 후동

요 국부 최 치는 슬로싱 고유주 수보다 큰 주 수에서 발생한다.

Fig. 4는 좌우동요 응답 결과이다. RS 조건에서는 틈새유동에 

의해 0.9rad/s에서 0.2m/m(LNGC), 0.1m/m(FSRU)의 국부 최

치가 발생한다. 틈새유동의 피스톤 모드 주 수는 0.80rad/s, 

슬로싱 모드 주 수는 0.86rad/s이다. 수치해석에 따르면 피스톤 

모드가 좌우동요를 발생시키지만, 실험에서 나타난 좌우동요는 

피스톤 모드와 슬로싱 모드의 향이다. 이는 선수동요 국부 최

치가 0.9rad/s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주

수 0.46rad/s에서 나타나는 LNGC 좌우동요는 횡동요와 연성되

어 나타나는 응답이다. R1 조건에서 주 수 0.69rad/s에서 나타나

는 FSRU의 좌우동요 국부 최 치는 횡방향 슬로싱(고유 주

수 0.65rad/s)에 의한 것이다. 한편 RS 조건, 주 수 0.9 rad/s

에서 나타났던 틈새유동에 의한 좌우동요는 R1 조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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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ge RAO of FSRU-LNGC for white noise in head sea

Fig. 4 Sway RAO of FSRU-LNGC for white noise in head sea

슬로싱에 의해 억제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슬로싱은 고유 주

수에서 좌우동요를 발생시키고, 틈새유동에 의한 좌우동요를 

억제하는 감쇠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R2 조건에서는 주 수 

0.88rad/s(FSRU) , 0.86rad/s(LNGC)에서 국부 최 치가 발생한

다. 이 때 FSRU의 횡방향 슬로싱의 고유 주 수는 0.82rad/s이

고 LNGC 횡방향 슬로싱의 고유 주 수는 0.70rad/s이다. 주

수 0.44rad/s에서 나타나는 LNGC 좌우동요는 횡동요 공진에 

의한 것이다.

Fig. 5 Roll RAO of FSRU-LNGC for white noise in head sea

Fig. 6 Yaw RAO of FSRU-LNGC for white noise in head sea

Fig. 5는 횡동요 응답 결과이다. RS 조건의 결과는 선수  조

건이지만, 병렬배치에 의한 틈새유동으로 인해 횡동요 국부 최

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주 수 0.47rad/s에서 LNGC 횡

동요가 2.9deg/m까지 발생한다. R1 조건에서는 LNGC의 횡동

요는 하 변화에 의해 주 수 0.36rad/s에서 약 1.2deg/m 크

기로 나타나고, 주 수 0.68rad/s에서 FSRU 횡동요가 작게 발

생한다. R2 조건에서 슬로싱에 의해 LNGC 공진 횡동요는 소폭 

감소하고 0.77rad/s에서 0.5deg/m의 횡동요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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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선수동요 응답결과로 좌우동요와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낸다. RS 조건에서 틈새유동에 의해 0.9rad/s에서 선수동요 

국부 최 치가 발생하고, R1 조건에서는 슬로싱에 의해 0.69rad/s

에서 FSRU 선수동요가, R2에서는 0.93 rad/s에서 FSRU 선수동

요 국부 최 치가 발생한다. 슬로싱은 틈새유동에 의한 좌우동요

를 억제하 지만, 틈새유동에 의한 선수동요는 슬로싱에 의한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은 슬로싱에 의해 발생하는 응답이 계

산된 슬로싱 고유 주 수보다 큰 주 수에서 나타나는 상이다. 

각 하 조건에서 주 수 차이는 Table 9와 10과 같고, 틈새유

동에 의해 발생하는 응답의 주 수 차이는 Table 11과 같다. 이러

한 주 수의 차이를 설명하기 해서는 슬로싱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를 살펴보아야 한다. 슬로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멘트

의 크기와 상은 van Daalen et al.(2001)이 모형시험과 COMFLO 

(CFD)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van Daalen의 결과에 의하

면 Fig. 7과 같이 슬로싱 모멘트의 상은 주 수에서 0deg이

다가, 슬로싱 고유 주 수에 가까워지면서 증가한다. 이 때 슬

로싱 고유 주 수에서 상은 약 -60deg이고, 고유 주 수의 1.2~ 

1.3배 정도 되는 주 수에서 상이 -90deg가 된다. 주 수가 

증가하면 상은 -180deg가 된다. 슬로싱 모멘트가 운동에 최

로 향을 주는 상은 -90deg이고, 이 때 주 수는 슬로싱 고유 

주 수보다 1.2~1.3배 정도 크다. 한 van Daalen은 상이 슬

로싱 탱크의 회  심과 슬로싱 탱크의 폭에도 향을 받음을 

확인하 고, 슬로싱 수 가 증가할수록 주 수 차이는 감소함을 

실험과 계산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슬로싱 수 가 커질수록 유

동이 작아지기 때문이며, 수 가 탱크 윗면까지 완 히 차거나, 

자유 수면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조건이 되면 RAO 국부 최

치는 슬로싱 고유 주 수에서 나타난다.

❍ van Daalen et al.(2001): Filled: Experiment, Blank: COMFLO

△: 8%(h/B=0.04), ≃ at    

Table 9 Difference between actual peak in RAO and natural 

sloshing frequency of 2BODY-R1 in head sea

Filling 
ratio [%]

Mode
Frequency Measured/

CalculatedCalculated Measured

FSRU 30
Longi 0.73 0.75 1.03

Trans 0.65 0.68 1.05

LNGC 95
Longi 0.81 - -

Trans 0.98 - -

Table 10 Difference between actual peak in RAO and natural 

sloshing frequency of 2BODY-R2 in head sea

Filling 
ratio [%]

Mode
Frequency Measured/

CalculatedCalculated Measured

FSRU 67.5
Longi 0.89 0.95 1.07

Trans 0.82 0.88 1.07

LNGC 20
Longi 0.51 0.51 1.00

Trans 0.70 0.77/0.85 1.10

Table 11 Difference between actual peak in RAO and natural fre-

quency of GAP flow

Mode
Frequency Measured/

CalculatedCalculated Measured

Longitudinal 0.85 0.90 1.06

Fig. 7 Phase angle for filling ratios (van Daalen et al., 2001)

□: 12%(h/B=0.06), ≃ at    

○: 16%(h/B=0.08), ≃ at    

◇: 20%(h/B=0.10), ≃ at    

병렬 배치에서 후동요 평균 표류력 결과는 Fig. 8(FSRU), 9 

(LNGC)와 같다. FSRU는 R1 조건에서 슬로싱에 의해 0.75rad/s

에서 후동요가 발생하며, 표류력은 0.75rad/s을 기 으로 양

쪽에서 약 45kN/m2 감소한다. LNGC는 R1 조건에서 후동요

와 표류력의 변화가 없다. R2에서는 슬로싱에 의해 FSRU와 LNGC 

후동요가 발생하지만, 표류력의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하 다.

좌우동요 평균 표류력 결과는 Fig. 10(FSRU), 11(LNGC)와 같

다. 좌우동요 표류력은 주 수 0.8rad/s부터 RS 조건에 비해 R1, 

R2의 표류력이 작게 나타난다. 이는 Fig.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R1과 R2의 좌우동요 응답이 RS에 비해 작기 때문에, 평균 표류

력의 1차 선형 운동 성분이 감소하기 때문임을 추정할 수 있다.

Fig. 8 Surge drift force of FSRU of 2BODY in hea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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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urge drift force of LNGC of 2BODY in head sea

Fig. 10 Sway drift force of FSRU of 2BODY in head sea

Fig. 11 Sway drift force of LNGC of 2BODY in head sea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을 고려한 병렬배치된 FSRU와 LNGC

의 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FSRU와 LNGC을 선형 스 링으로 

계류하고 LNG 화물창을 설치하여 슬로싱과 틈새유동이 운동과 

표류력에 주는 향을 살펴보았다. 슬로싱 공진에 의해 후동

요, 좌우동요, 횡동요가 발생하고, 이 때 슬로싱 공진 주 수보다 

조  높은 주 수에서 슬로싱에 의한 운동 응답 국부 최 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슬로싱 모멘트가 운동에 최 로 

향을 주는 상 -90deg가 슬로싱 고유 주 수의 약 1.2~1.4배

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수  에서 길이 방향의 틈새유동에 

의해 좌우동요, 선수동요가 발생하고, 슬로싱에 의해 후동요, 

좌우동요, 횡동요, 선수동요가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 다. 슬

로싱은 내부 수 에 따라 향의 정도가 다르며, 수 가 낮을수

록 슬로싱의 향이 크고, 틈새유동에 의한 좌우동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표류력 한 수 가 낮은(30%) 조건에서 슬로싱의 

향을 강하게 받는다. 선수  에서 슬로싱은 후동요, 좌우동

요, 횡동요, 선수동요에 향을 주고, 횡동요에 한 향은 미미하

다. 틈새유동은 좌우동요와 선수동요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유체가 터렛 계류되어 자유롭게 선수각 회 이 가능할 때, 

이러한 슬로싱과 틈새유동은 운동과 계류 하 에 향을  수 

있고, 선수각 회 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계류 

방법에 따라 슬로싱과 틈새유동의 향을 고려해야 부유체 운

동, 계류 하 , 작업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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