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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well known the sloshing pressure has complex shape and various patterns. The pattern of sloshing pressure is 

variously characterized by the pressure amplitude, duration time and skewness. The structural response induced by the sloshing 

pressure is also affected by the pattern of sloshing pressure and the type of structural memb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response by the perspective view of categorized pattern, it is more efficient to make simple sloshing pressure pattern than 

to reflect the complex pressure history. In this study, the sloshing pressures obtained by the small scale model test are simplified 

with respect to their duration and skewness. Dynamic analyses of Mark-III LNG CCS are then parametrically performed with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types of sloshing impact. Meanwhile, the failure pressures given the duration and skewness are investigated 

after parametric calculations a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ssure parameters on the structur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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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NG(liquified natural gas) 화물은 -163°C의 냉온상

태를 유지하기 하여 방열시스템을 장착한 탱크에 재되어 

수송되며 LNG 방열시스템은 LNG와 가스의 냉온을 유지하

기 하여 얇은 멤 인과 plywood 그리고 R-PUF 

(reinforced poly urethane foam)와 perlite 등의 단열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한 방열시스템은 화물 운송 시 다

양한 하 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는데, 유체 화물 재상

태에서 선체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 하 이 표

인 설계 하 이다(Graczyk et al., 2011). 슬로싱 충격 

하 의 특성은 매우 짧은 순간에 극심한 압력을 가지고 작용

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방열시스템의 안 성 평가를 해 

필히 검토되어야 할 하 조건이다. 따라서 슬로싱 충격 하

을 설계에 반 하기 해 하 의 특성에 한 구조응답을 평

가할 수 있는 강도평가법 는 차를 개발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LNG 방열시스템의 강도평가에 한 연구는 슬로싱 충격 

하 에 한 구조거동에 을 맞춰 방열 의 강도평가 차

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Graczyk et al., 2006; Lee 

et al., 2006; 2011; Kim et al., 2007; 2010), 국제 선

(ABS, 2006; BV, 2011; LR, 2009; DnV, 2006) 

등 에서는 방열시스템 설계에 반 하기 한 평가 차를 

제시하 으며, 조선소에서도 LNG 방열시스템의 구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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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procedure of present approach

Fig. 2 Apparatus of model(Kim, 2010)

Fig. 3 Dimension of model(Kim, 2010)

를 평가하기 한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 다(Kim et al., 

2011; Nam et al., 2006; Ryu et al., 2009; Chun et 

al., 2011; Ito et al., 2008). 

LNG 방열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는 슬로싱 하 을 반 하

기 해서 일반 으로 기존의 LNG 방열시스템 설계와 비교

하여 설계하는 비교평가법(comparative approach) 는 

모형실험이나 슬로싱 수치해석법을 기반으로 하여 강도를 평

가하는 직 평가법(direct approach) 등이 사용되고 있다. 

직 평가법에서는 슬로싱 설계 하 을 계산하기 해 수치계

산 는 실험 등을 통해 슬로싱 하 을 산정하고 간략화된 

방열시스템 모델을 사용하여 구조거동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한 슬로싱 충격 하 의 유탄성 효과를 반 하기 해서 

유체구조 연성문제로서 정의하여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방 한 계산시간과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수치해의 불확실성 때문에 구조강도 평가에 직  용하기 

한 표 화된 모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LNG 선의 방열시스템의 기설계 시 용하

기 한 모형실험과 선형 동 구조해석을 사용한 간단한 평가

과정을 제안하 다. 슬로싱 충격 압력은 상승시간(rise time)

과 하강시간(decay time)으로 구성된 지속시간(duration 

time)과 최  압력(peak pressure)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ABS, 2006). LNG 방열시스템의 구조강도를 평가하기 

하여 슬로싱 충격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방열시스템 부

재들의 괴압력을 기 으로 강도평가를 수행하 다. 각 부재

들의 괴압력을 산정하기 하여 모형실험에서 획득된 슬로싱 

충격 압력의 특성을 악하여 방열시스템의 구조거동에 한 

선형 동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선형 동 구조해석은 슬로싱 

괴압력을 도출하기 하여 계통 인 구조해석(parametric 

FEA) 형태로 수행되었고, 슬로싱 충격 하 에 한 방열시스

템의 구조응답곡면(structural response surface)을 형태로 

산정되었다. 계통 인 구조해석은 슬로싱 충격하 의 선정에 

향을 미치는 최 압력(peak pressure), 충격 압력 지속시

간(duration time)  삼각화된 압력(triangular impulse)

의 비 칭성(skewness) 등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선형 동

구조해석은 유체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슬로

싱 압력 충격하 이 가해졌을 때 험한 압력 요소를 추출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동 구조해석 후 방열시스템의 안 성 평

가를 해서 모형실험에서 구한 슬로싱 압력과 비교하여 단

한다. 여기서 단기 은 괴압력이며, 이는 LNG 방열시스

템의 괴 시 작용하는 최소 압력을 의미한다. Fig. 1에서 선

형 동 구조해석을 이용한 방열시스템의 안 성 평가과정을 

나타내었다.

2. 모델실험에서의 설계압력

슬로싱 압력 평가시 사용한 데이터는 Fig. 2와 Fig. 3에

서 보인 것과 같이 팔각형 형태의 LNG 탱크 모형이며 서울

학교 AMEC(Advance Marine Engineering Cent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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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Ship model HHI 140K LNG carrier

Filling level 10%

Motion Irregular motion

Simulation time 5 hours(real scale)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Kim, 2010)

Fig. 4 Example of pressure(kPa) history(Kim, 2010)

Fig. 5 Typical sloshing pressures 

Fig. 6 Overlapped significant sloshing pressures

Fig. 7 Simplified load pattern assumed from 

significant pressures

서 사용하여 계측한 결과이다. 실험은 50분의 1 축 에서 수

행하 으며,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다. 실험 데이터  

련된 슬로싱 압력은 수평 거동과 다양한 재조건을 상으

로 기록된 것이다(Kim, 2010). 모형실험 결과는 압력 형

을 결정하기 한 슬로싱 하  산정을 해서 사용되었기 때

문에 상세한 센서 형태  운동조건 등은 생략하 다. 

모형실험에서 계측된 슬로싱 압력 신호는 Fig. 4에서와 

같으며, 이를 분류한 슬로싱 충격압력 형은 Fig. 5에서와 

같다. 실험에서 측된 슬로싱 압력의 형태를 통계해석 는 

당한 하 평가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최  압력, 상승시간, 

지속시간  압력의 비 칭성으로 표 되었다. 슬로싱 충격 

압력에 한 구조거동의 특징을 정확히 분류하기 해서는 

실제의 복잡한 압력 이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간단한 압력 패

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6에서 보인 것과 같이 형 인 압력을 첩하여 나타내어 

모형 축척에서의 압력의 형태에 한 압력의 지속시간과 비

칭성의 범 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Duration time: 1/1000~1/100 sec

⦁Skewness: less than 2.0

모형 축척에서 산정된 값들은 Froude 상사법칙에 의해 

실선 축척으로 확장하여 구조해석에 용하 다. Froude 상

사법칙은 비압축성, 비 성, 표면장력이 없다고 가정하여 

용된 것이며, 일반 으로 최  압력 결정시에는 보수 인 결

과를 다고 알려져 있으나 슬로싱 설계압력 산정 시 일반

으로 사용된다. Froude 상사법칙의 압력과 지속시간은 다음 

식으로 표 된다.







 








(1)

여기서 , , 는 압력(pressure), 길이(length)  시

간(time)을 의미하며, 첨자 와 은 실제 축척과 모델 축

척을 각각 의미한다. 

구조해석은 모델실험에서 구한 지속시간을 식 (1)을 이용

하여 실선 축척으로 확장된 범 에서의 값을 반 하 으며 

Fig. 7과 같이 삼각형 형태의 압력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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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inite element model

Fig. 9 Boundary condition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Material properties
Plywood

(Orthotropic)

R-PUF

(Isotropic)

Mastic

(Isotropic)

Density(kg/m3) 710 120 1,500

Poisson’s ratio 0.3 0.3 0.8

Elastic Coefficient 

(MPa)

E1=E2=8,900

E3=520
84 2,880

Shear Modulus

(MPa)

G12=3,803

G13=G23=196
- -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analysis(ABS, 2006)

3. 선형 동 구조응답 해석

3.1 유한요소모델

슬로싱 충격 압력에 의한 구조응답 해석은 물리 으로 유체

구조 연성 문제로 근해야 하나 방 한 계산시간과 수치 결과

에 한 불확실성 때문에 설계에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용 인 에서 단순화된 평가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방열시스템 설계 시 극한 슬로싱 압력을 구하는 것

에 국한하여 선형 동 구조응답 해석을 통해 슬로싱 압력하의 

구조거동을 구하 다. 구조해석은 다양한 충격압에 한 선형 

모델을 사용하 으며 Mark III 방열시스템에 해 수행하

다. 구조해석은 상용 코드인 MSC.Patran/Nastran을 사용

하여 수행하 다. 방열시스템의 유한요소모델은 plywood, 

R-PUF와 mastic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소의 분할은 8  

입체요소를 사용하고, 선 에서 권고하는 Mark III 유한요소 

모델의 요소크기에 따라 국부 인 변형을 검토하기 하여 

mastic과 하부 plywood는 5mm의 크기로 분할하 고, R-PUF

와 상부 plywood는 mastic 간격으로 2개 이상의 요소가 생성

될 수 있도록 하고 두께에서는 5개 이상의 요소가 생성되도록 

분할하여 총 68,800개의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 다

(ABS, 2006, DNV, 2006). 본 구조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 그 해의 타당성이 검토된 모델로서 동일한 모델

을 사용하 다(Yoo, et al., 2011).

하 조건은 Fig. 7과 같이 삼각형 형태의 하 이며, 10 

kPa의 단  최 압력을 가지며 모형실험에서 획득된 결과를 

기반으로 0.001~0.07sec의 지속시간과 0.2~1.9의 비 칭

성을 가지도록 선정하 다. 압력은 시간 이력의 효과만 고려

하 으며 슬로싱 압력의 공간  분포는 고려하지 않고 균일

한 압력으로 용하 다. Fig. 8과 Fig. 9에서는 Mark III 

방열시스템의 유한요소해석 모델과 경계조건을 보여주고 있

다. 구조해석 시 구조  감쇠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간 변

화에서 최  응력과 최  변형량을 검토하 다. 한 손상지

수(damage index)로 사용될 수 있는 처짐  응력에서 지

속시간과 비 칭성의 향을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삼각형 충격하 에 한 선형 구조 

동  해석응답을 수행하기 해서는 압력의 지속시간 13개의 

경우 그리고 압력의 비 칭성 19개의 경우인 총 247개 경우

에 해서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조해석을 한 

데이터 작성  실행 후 후처리 등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 따라서 기 방열시스템 구조해석 모델을 작성하고 

그 input data를 작성으로 각 압력 지속시간  비 칭성 

변화에 따라 자동 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작성하여 수행하 다.

사용된 재료 물성 데이터는 Table 2와 같이 ABS(2006)

에서 제안한 값을 사용하 으며, plywood는 이방성 재료로 

mastic은 등방성 재료로 이상화하 다. 

동  구조해석을 용하여 압력의 지속시간과 비 칭성을 

상으로 계통 인 구조해석을 수행했을 때 발생한 최  변

형량은 Table 3에서와 같이 정리하고 이를 3차원으로 가시

화 하면 Fig. 10에서와 같이 최  변 의 거동면(response 

surface)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형량 결과는 압력의 지속시간

이 상 으로 짧은 시간 에서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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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SK
0.001 0.002 0.003 0.004 0.005 0.008 0.010 0.020 0.030 0.040 0.050 0.060 0.070

0.2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1 -0.0094 -0.0103 -0.0125 -0.0146 -0.0138 -0.0136 -0.0135 -0.0133

0.3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1 -0.0095 -0.0104 -0.0126 -0.0143 -0.0136 -0.0130 -0.0126 -0.0123

0.4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1 -0.0095 -0.0105 -0.0126 -0.0138 -0.0133 -0.0123 -0.0120 -0.0119

0.5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6 -0.0106 -0.0126 -0.0132 -0.0129 -0.0119 -0.0118 -0.0119

0.6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7 -0.0107 -0.0125 -0.0128 -0.0124 -0.0117 -0.0118 -0.0117

0.7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7 -0.0107 -0.0123 -0.0123 -0.0123 -0.0117 -0.0117 -0.0113

0.80 -0.0016 -0.0032 -0.0047 -0.0061 -0.0072 -0.0097 -0.0108 -0.0121 -0.0119 -0.0121 -0.0117 -0.0114 -0.0106

0.90 -0.0016 -0.0032 -0.0047 -0.0061 -0.0072 -0.0098 -0.0108 -0.0119 -0.0115 -0.0118 -0.0115 -0.0109 -0.0099

1.00 -.00016 -0.0032 -0.0047 -0.0061 -0.0072 -0.0098 -0.0107 -0.0116 -0.0113 -0.0117 -0.0112 -0.0102 -0.0089

1.10 -0.0016 -0.0032 -0.0047 -0.0061 -0.0072 -0.0097 -0.0107 -0.0117 -0.0115 -0.0118 -0.0112 -0.0095 -0.0081

1.20 -0.0016 -0.0032 -0.0047 -0.0061 -0.0072 -0.0097 -0.0107 -0.0120 -0.0117 -0.0121 -0.0110 -0.0087 -0.0075

1.3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7 -0.0106 -0.0122 -0.0121 -0.0123 -0.0104 -0.0084 -0.0069

1.4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6 -0.0105 -0.0124 -0.0127 -0.0125 -0.0103 -0.0084 -0.0068

1.5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2 -0.0095 -0.0104 -0.0126 -0.0132 -0.0130 -0.0106 -0.0086 -0.0067

1.6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1 -0.0095 -0.0103 -0.0127 -0.0136 -0.0133 -0.0114 -0.0089 -0.0076

1.70 -0.0016 -0.0032 -0.0047 -0.0060 -0.0071 -0.0094 -0.0101 -0.0128 -0.0138 -0.0135 -0.0120 -0.0098 -0.0086

1.80 -0.0016 -0.0032 -0.0047 -0.0059 -0.0070 -0.0093 -0.0100 -0.0128 -0.0140 -0.0136 -0.0123 -0.0104 -0.0103

1.90 -0.0016 -0.0032 -0.0047 -0.0059 -0.0070 -0.0091 -0.0098 -0.0127 -0.0141 -0.0135 -0.0125 -0.0109 -0.0116

Table 3 Maximum displacements obtained by FEA

Fig. 10 Response surface of maximum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duration time and skewness
Fig. 11 Maximum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duration time

Fig. 12 Maximum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skewness 

수 있으며 압력의 지속시간이 증가할수록 그 향이 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해당 지속시간에 한 압력의 

비 칭성에 한 향은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압력 형과 변형량의 상 계

구조해석의 결과에서 지속시간과 비 칭성에 한 구조응

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슬로싱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방

열시스템의 최 변 에서 압력의 지속시간과 비 칭성의 

향은 Fig. 11과 Fig. 12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때 구조해석 결과와의 연 성을 검토하기 해 충격압 

지속시간과 비 칭성을 최  변형량과의 분산도로 나타내면 

Fig. 13과 Fig. 14에서와 같다.

Fig. 13에서 압력 지속시간이 0.01  이하인 경우에 압

력의 비 칭성에 상 없이 상 으로 큰 변형량과 응력이 

나타나며, Fig. 14에서는 압력 지속시간과 변  사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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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variance between skewness and maximum 

displacement versus duration time

Fig. 14 Covariance between DT and maximum 

displacement versus skewness

DT

SK
0.001 0.002 0.003 0.004 0.005 0.008 0.010 0.020 0.030 0.040 0.050 0.060 0.070

0.2 9.2 4.8 3.3 2.6 2.1 1.4 1.2 0.9 0.8 0.8 0.8 0.9 0.9

0.3 9.2 4.8 3.3 2.6 2.1 1.4 1.2 0.9 0.8 0.8 0.9 0.9 0.9

0.4 9.2 4.7 3.3 2.6 2.1 1.4 1.2 0.9 0.8 0.9 0.9 0.9 0.9

0.5 9.2 4.7 3.3 2.6 2.1 1.4 1.2 0.9 0.9 0.9 0.9 0.9 0.9

0.6 9.2 4.7 3.3 2.5 2.1 1.4 1.2 0.9 0.9 0.9 1.0 0.9 0.9

0.7 9.2 4.7 3.3 2.5 2.1 1.4 1.2 1.0 0.9 0.9 1.0 1.0 1.0

0.8 9.2 4.7 3.3 2.5 2.1 1.4 1.2 1.0 0.9 0.9 1.0 1.0 1.0

0.9 9.2 4.7 3.2 2.5 2.1 1.4 1.2 1.0 1.0 0.9 1.0 1.0 1.1

1 9.2 4.7 3.2 2.5 2.1 1.4 1.2 1.0 1.0 1.0 1.0 1.1 1.2

1.1 9.2 4.7 3.2 2.5 2.1 1.4 1.2 1.0 1.0 0.9 1.0 1.2 1.4

1.2 9.2 4.7 3.2 2.5 2.1 1.4 1.2 1.0 1.0 0.9 1.0 1.3 1.5

1.3 9.2 4.7 3.2 2.5 2.0 1.4 1.2 1.0 0.9 0.9 1.1 1.3 1.6

1.4 9.2 4.7 3.2 2.5 2.0 1.4 1.2 1.0 0.9 0.9 1.1 1.3 1.7

1.5 9.2 4.7 3.2 2.5 2.0 1.4 1.2 0.9 0.9 0.9 1.0 1.3 1.7

1.6 9.2 4.7 3.2 2.5 2.0 1.4 1.2 0.9 0.8 0.9 1.0 1.3 1.5

1.7 9.2 4.7 3.3 2.5 2.0 1.4 1.2 0.9 0.8 0.8 1.0 1.2 1.3

1.8 9.2 4.7 3.3 2.5 2.0 1.4 1.2 1.0 0.8 0.8 0.9 1.1 1.1

1.9 9.2 4.8 3.3 2.5 2.0 1.4 1.2 1.0 0.8 0.8 0.9 1.1 1.0

Table 5 Failure pressures(MPa) at mastic reciprocally estimated from FEA results res(MPa) at mastic reciprocally estimated 

from FEA results

Acceptance 

Criteria

Plywood Mastic

Vertical 

tension

Vertical 

compression
Shear

Every 

stress

Failure 

criteria 

Mises 

Stress

Mises 

Stress

Shear 

stress

Mises 

Stress

Allowable 

stress

90% of 

(18MPa)

90% of 

(1.8MPa)

90% of 

Max. shear 

stress

(2.52MPa)

90% of 

(13.5MPa)

Table 4 Acceptance criteria of plywood

분산도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압력의 비 칭성

이 0.01  이상의 구간에서는 압력의 크기와 상 없이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0.01  이하에서는 

구조응답에서 비 칭성의 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3.3 단열 시스템의 괴압력

실제 LNG 단열 시스템의 구조강도 평가는 LNG 탱크 내부

의 단열 시스템 설치 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damage 

index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형태에 한 체

구조에 한 평가는 실제 이지 않다. 한 단열 시스템의 

괴압력을 구하기 해 체 구조에 한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것 한 비경제 이기 때문에 단순화된 모델에 한 괴압력

과 damage index를 구할 수 있다(ABS, 2006). 

따라서 단열 시스템의 강도평가를 해서 슬로싱 충격 하

은 매우 짧은 하  지속시간을 갖는 슬로싱 충격 압력의 동  

특성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에서의 충격하 의 향이 충격 압

력의 크기와 지속시간  비 칭성으로 표 된다고 가정하고 

구조응답을 계산할 때 각각의 충격 압력의 향도는 응력의 크

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membrane, plywood 그리고 

mastic 부재들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

과압력을 구하기 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선형 탄성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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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ritical pressures at mastic for allowable 

stress(90% of ) and skewness

Fig. 16 Critical pressures at mastic for allowable 

stress(90% of ) and duration time

을 통해 방열시스템 각 부재들의 험 압력(critical pressure)

과 압력이 발생하는 치(critical position)를 단순하게 계산

할 수 있고, 기설계 단계에서 하 평가를 해 모형실험 결

과와 함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 이를 통해 식 (2)와 

같이 극한 손상조건(critical damage condition)의 역계산이 

가능하다.

 × (2)

여기서 와 는 구조해석에서 발생하

는 최  응력과 강도 달계수(strength transferring coeffi-

cient)이다. 여기서 각 부재의 허용응력()을 용하면 

식 (3)과 같이 괴압력을 얻을 수 있다.

   (3)

괴압력()는 Table 4에서 기술한 방열시스템 재

료의 허용응력에 해당하는 극한 압력(critical pressure)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열시스템의 손상지수(damage index)는 

구조응답에서 충격에 한 향도를 검토하 을 때 괴압력

에 의해 표  가능하다. 이론 으로 손상지수는 충격 압력의 

크기와 구조물의 괴를 유발하는 충격 압력 최소값의 비로 

정의된다. 슬로싱 충격하 은 방열시스템의 상부 plywood에 

작용하여 R-PUF와 하부 plywood를 통해 mastic까지 달

되며, 이때 방열시스템의 각 재료에 한 극한상태가 검토된

다. plywood와 R-PUF의 경우 수직인장  압축응력 그리

고 단응력으로 단하고 mastic은 von-Mises 응력으로 

단된다. Table 5에서는 mastic 부재에 해서 식 (3)에 

용하 을 때 항복강도의 90%를 가지는 허용응력에 한 

괴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3.4 단열 시스템의 구조 안 성 평가

슬로싱 충격 압력의 지속시간  비 칭성의 향에 해

서 모형실험 결과를 상으로 일련의 선형 동 구조해석을 

수행하 고, 이를 통하여 구조응답을 계산하 다. 

방열시스템에서 안 성 단을 한 손상기 은 항복과 

괴로 단순히 분류될 수 있는데 mastic과 plywood의 괴모

드를 항복응력을 기 으로 가정하 다. 이때, mastic은 등방

성재료이므로 von-Mises 응력으로 단하 고, plywood는 

이방성재료이기 때문에 각 방향의 성분별 응력으로부터 단

하 다. 각 부재별로 안 성 단을 수행하여 Table 4에서

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기 으로 한 괴기 을 보여주고, 

Table 5는 mastic에서의 지속시간과 비 칭성에 한 괴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가시화하면 Fig. 15와 Fig. 16

에서와 같다. 

Table 6에서는 plywood에서 괴모드에 해당하는 괴압

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가시화 하면 Fig. 17에서와 같다.

LNG 단열 시스템의 강도는 시스템이 괴되기 까지 안

성을 유지될 수 있는 최 하 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슬

로싱 설계하  선정과정  LNG 단열 시스템의 강도평가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계통 인 구조해석을 통해서 

단순화될 수 있다.

본 과정을 통해 산정된 괴압력들에서 가장 작은 괴압

력이 LNG 단열 시스템에서의 표 인 괴압력으로 선정

될 수 있으며 이를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4)

계산 로 사용된 방열시스템에서는 plywood의 단 괴

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고, 이 값들이 방열시스템의 

괴압력이 된다. Fig. 18에서 Mark III 방열시스템의 지배

인 괴압력을 기 으로 방열시스템의 괴압력 곡선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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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ritical pressures at plywood for allowable 

shear stress of 90%×σY versus duration time

Fig. 18 Design reference of failure pressure Pfailure

DT=0.001 DT=0.005 DT=0.01 DT=0.05 DT=0.07

SK
Mastic

Plywood

(Vert.Comp)
Mastic

Plywood

(Vert.Comp)
Mastic

Plywood

(Vert.Comp)
Mastic

Plywood

(Vert.Comp)
Mastic

Plywood

(Vert.Comp)

0.2 9.25 31.47 2.14 7.09 1.21 3.97 0.85 2.76 0.86 2.79

0.3 9.25 31.41 2.14 7.09 1.19 3.95 0.88 2.86 0.91 2.94

0.4 9.25 31.41 2.13 7.06 1.19 3.93 0.91 2.97 0.94 3.03

0.5 9.25 31.41 2.12 7.03 1.19 3.92 0.94 3.06 0.94 3.04

0.6 9.25 31.41 2.11 7.00 1.18 3.91 0.95 3.09 0.94 3.06

0.7 9.25 31.41 2.10 6.95 1.18 3.91 0.96 3.09 0.98 3.16

0.8 9.25 31.41 2.09 6.92 1.18 3.90 0.96 3.09 1.03 3.33

0.9 9.25 31.41 2.08 6.90 1.18 3.90 0.96 3.13 1.12 3.59

1.0 9.25 31.41 2.07 6.87 1.18 3.89 0.99 3.21 1.23 3.96

1.1 9.25 31.41 2.06 6.84 1.18 3.89 1.00 3.25 1.35 4.35

1.2 9.25 31.41 2.05 6.84 1.17 3.88 1.02 3.32 1.47 4.75

1.3 9.25 31.41 2.05 6.82 1.17 3.89 1.07 3.47 1.59 5.14

1.4 9.25 31.41 2.04 6.79 1.18 3.89 1.08 3.50 1.68 5.44

1.5 9.25 31.41 2.04 6.79 1.18 3.90 1.05 3.41 1.69 5.49

1.6 9.25 31.41 2.04 6.79 1.19 3.93 0.99 3.24 1.49 4.83

1.7 9.25 31.41 2.03 6.77 1.21 3.96 0.96 3.11 1.32 4.29

1.8 9.25 31.41 2.03 6.77 1.22 4.01 0.94 3.06 1.14 3.71

1.9 9.25 31.47 2.04 6.79 1.23 4.05 0.94 3.06 1.03 3.37

Table 6 Comparison of failure pressures(MPa) at mastic and plywood

내었다. 이 결과에서 충격하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압력의 비 칭성은 괴 압력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약 0.05  이후의 지속시간에서는 향이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열시스템의 안 성 평가를 해서 모형실험에서 계측된 

슬로싱 압력을 식 (1)에 의해 실선 축척비로 확장시키고. 

Fig. 18에서와 같이 선정된 슬로싱 충격 하 과 괴압력 

곡선을 비교하여 슬로싱 하 에 한 방열시스템의 안 성을 

단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은 제시된 강도평가 과정이 방열시스템의 구조응답 

에서 슬로싱 충격 압력의 다양한 라미터를 규명하기에

는 충분하지 않지만 선형 동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주어진 

압력의 최 값, 지속시간, 비 칭성의 충격 에 한 구조 안

성 평가에 주안 을 두고 기술하 다. 한 멤 인 구조

의 허용기 과 슬로싱 압력에 련된 간략화된 괴압력에 

해 검토하고, 슬로싱 충격 압력의 지속시간과 비 칭성으

로 특징 지워진 이상화된 삼각  형상의 압력을 고려한 일련

의 선형 동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기 으로 사용할 괴압력

을 도출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방열시스템 구조 요

소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한 괴 압력을 선정할 수 있고 

모형실험을 통한 슬로싱 압력과의 비교를 통하여 방열시스템

의 구조안 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기 해서 모

형실험을 통해 얻은 슬로싱 압력과 방열시스템의 일련의 강

도 평가를 통해 안 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마지

막으로 해석결과를 통해 방열시스템에서의 최  응력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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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순간의 충격하  하에서는 압력의 비 칭성 보다는 하

 지속시간에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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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LNG 방열 시스템의 선형 동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슬로싱 충격 압력을 구조해석에 용 시 사용되는 이상화된 삼각  

압력에 해서 검토하 다. 삼각  압력의 최 값, 지속시간, 비 칭성의 충격 에 한 구조 안 성 평가를 해서 멤

인 구조의 허용기 과 슬로싱 압력에 련된 간략화된 괴압력에 해 검토하고, 슬로싱 충격 압력의 지속시간과 비 칭성

으로 특징 지워진 이상화된 삼각  형상의 압력을 고려한 일련의 선형 동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기 으로 사용할 괴압력

을 도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서 방열시스템 구조 요소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한 괴 압력을 선정할 수 

있고 모형실험을 통한 슬로싱 압력과의 비교를 통하여 방열시스템의 구조안 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한 

해석결과를 통해 방열시스템에서의 최  응력은 매우 짧은 순간의 충격하  하에서는 압력의 비 칭성 보다는 하  지속시

간에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검토하 다. 

핵심용어 : LNG 화물창, 슬로싱 강도평가, 슬로싱 충격, 삼각 하 , 선형 동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