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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iable sloshing assessment methods for LNG CCS(cargo containment system) are important to satisfy the structural strength 

of the systems. Multiphase fluid flow of LNG and Gas Compressibility may have a large effect on excited pressures and structural 

response. Impinging jet model has been introduced to simulate the impact of the LNG sloshing and analyze structural response of 

LNG CCS as a practical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 method. The practical method based on fluid 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is 

employed in order to evaluate the structural strength in actual scale for Mark III CCS. The numerical model is based on an Euler 

model that employs the CVFEM(control volume based finite element method). It includes the particle motion of gas to simulate not 

only the interphase interaction between LNG liquid and gas and the impact load on the LNG insulation box. The analysis results by 

proposed method are evaluated and discussed for an effectiveness of FSI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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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LNG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LNG 

선박의 건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박의 크기도 260K 이상

으로 형화되고 있고 LNG 운반선, FPSO, FSRU 등의 

새로운 선박이 건조되고 있다. 한 선박의 운항조건에 따라 

유체화물의 부분 재 조건과 고가 높은 운항 환경에서 운

용되고 있기 때문에 슬로싱 상에 의한 LNG 화물창의 구

조  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LNG 선박 건조 시 

설계단계에서 슬로싱 하 을 고려한 화물창 안 성 평가와 

이를 반 한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형 조선소들에서 LNG 선박이 건조되고 있지만 화

물창의 설계기술은 BV, ABS, LR, DNV와 같은 해외 선

과 GTT와 같은 화물창 제조사에 의하여 기술이 선도되고 있

으며, 해외 선 에서 개발한 슬로싱에 의한 안 성 단 기

법에 따라 화물창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Lee, et al., 

2011; Graczyk et al., 2006). LNG선 설계 단계에서 화

물창의 강도평가법은 크게 비교평가법과 직 평가법의 두 가

지 방법으로 구분된다(ABS, 2006; Lloyd, 2009). 비교평

가법은 기존 설계가 검증된 LNG 선박의 설계정보를 기 으

로 새로운 선박에 용하는 방법으로서 형화된 새로운 

LNG선의 화물창 설계에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직 평가

법은 새로운 선박의 LNG 탱크를 상으로 모형실험이나 수

치해석을 통해 슬로싱 압력을 산정하고, 이를 설계압력으로 

산정하여 화물창의 강도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 직 평가법에서 화물창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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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s of localized FSI model for 

sloshing assessment(Ito et al., 2008)

Fig. 2 Procedure of structural strength assessment of 

Mark III CCS for sloshing load

모형실험을 이용하여 슬로싱 압력을 계측하고 이 압력을 설

계  해석에 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상화한 후 구조 안

성 해석  평가를 수행한다(ABS, 2006; Graczyk and 

Moan, 2011). 그러나 이상화된 설계압력과 동  구조해석

을 통한 강도 평가를 수행할 경우 슬로싱 충격 하 의 유탄

성 효과를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단순화된 구조해

석 방법은 슬로싱 압력을 먼  구한 후 이를 단순화하여 구

조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체충격의 특성  화물창의 변

형으로 인해 유체의 거동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어

렵다. 한 모형실험을 이용한 구조강도 평가법은 일반 으

로 Froude 축척법을 이용하여 실선축척의 하 을 산정하는

데, 이는 유체의 특성이 배제되어 보수 인 평가를 할 수 있

기 때문에 화물창의 구조 설계의 우려가 있다(Nho et al., 

2011). 따라서 슬로싱 충격의 특성을 반 한 LNG 화물창

의 구조강도 평가를 해서는 유탄성 효과가 반 된 합리

인 평가가 필요하며 그 용방법은 유체구조 연성해석 방법

을 통한 구조강도 평가가 하다.

유체구조 연성해석법은 유체의 유동과 구조물의 변형을 동

시에 해석함으로써 슬로싱 상을 가장 효과 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유체구조 연성해석 방법을 용한 

다양한 사례가 연구되고 있지만, 기본 으로 유체 유동의 해

석을 수치계산 방법에 의존하므로 해의 수렴성  결과의 정

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막 한 계산 시간

이 필요하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실 인 유체구조 연

성해석 방법을 해 모형실험과 유사하게 슬로싱 운동에 

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충격압력이 발생하는 국부 역을 

선정하여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한다(Ito et al., 2008, 

Wang et al., 2009). 슬로싱 해석은 2차원 는 3차원 형

상의 탱크를 상으로 해상 조건, 조우각, LNG 화물의 재

비율 등을 바탕으로 수행되고 탱크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상을 시뮬 이션 한다.

그리고 이때 최  압력이 발생하는 유체 충격 순간을 포착

하여 슬로싱 최 압력이 발생하는 부 를 심으로 Fig. 1에

서와 같이 국부모델을 작성하여 유체의 속도를 기조건으로 

용하여 강도평가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슬로싱 충격하 을 받는 LNG 화물창의 구

조 응답 평가를 한 유체구조 연성거동 해석 모델인 분사모

델에 해서 연구하 다. 분사모델은 모형실험을 상으로 

슬로싱 시뮬 이션을 진행하고, 슬로싱 시뮬 이션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유체 속도를 산정한

다. 산정된 유체속도는 모형 축척비에서 실선 축척비로 확장

하여 분사모델의 기조건으로 입력되고 입력된 속도에 한 

구조응답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Fig. 2에서는 슬로

싱 강도평가를 한 분사모델의 차를 보여주고 있다.

2. 슬로싱 시뮬 이션

2.1 모형실험 조건

LNG 화물창의 강도평가를 해서 직사각형 탱크의 2차원 

슬로싱 모형실험 결과가 사용되었다. 슬로싱 모형실험은 

우조선해양(DSME)에 의해 수행된 규칙운동을 하는 1/50 

축척비의 시험 결과  일부를 서울 학교 AMEC(Advance 

Marine Engineering Center)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었

다. 탱크의 형상  압력 계측 치는 Fig. 3에서와 같으며 

실험 데이터  련된 슬로싱 압력은 수평 거동과 30, 50, 

70, 80% 재조건을 상으로 기록된 것이다. 탱크의 운동

조건은 식 (1)에서와 같이 규칙 으로 좌우동요(sway) 운동

을 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기진 진동수()는 탱크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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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 configuration and geometry

Material 

properties

Air: Ideal gas(Compressible)

Water: Density = 997 kg/m
3

Dynamic viscosity = 8.89e-4(Incompressible)

Basic 

settings

Reference pressure: 1 atm

Buoyancy model: gravity in z direction 

(-9.81m/s
2
)

Reference density: 1.225 kg/m3(density of air)

Domain motion: stationary

Fluid 

model

Multiphase: homogeneous model

Free surface model: standard

Heat transfer: none

Turbulence: standard k-e with scalable wall 

Function

Domain 

initial 

conditions

Velocity component u, v, w: 0

Static pressure: hydraulic pressure of water at 

steady state

Volume fraction of air, water: dependent on 

filling ratio(50%)

Boundary 

conditions

Sway motion()

 = 20 mm,  = 5.39 rad/s

Solver

Timestep: 5/10,000 sec

Solver control

Min. coefficient loops: 1

Max. coefficient loops: 100

Residual target(RMS): 1e-4

Table 1 Model description and parameter

Fig. 4 CFD model for sloshing analysis of model test

된 유체화물의 고유진동수()인 식 (2)와 같이 계산되었다.

 ∙ (1)

  ∙∙

 (2)

여기서, 는 탱크의 재조건, 은 탱크의 길이를 나타낸

다. 모형실험 결과  수치시뮬 이션을 해서 검토한 조건

은, 50% 재조건을 가지고 슬로싱 하 이 가장 크게 발생

하는 경우인 운동주 수와 탱크의 공진수 수가 같을 때의 

결과를 이용하 다.

2.2 슬로싱 수치해석

모형실험 시 발생하는 유체의 속도를 계산하기 해서 

VOF(volume of fluid) 기법을 이용한 수치해석법이 사용되

었다. 사용된 코드는 Finite element based volume of 

fluid method를 사용하는 상용 로그램인 ANSYS.CFX를 

사용하 다. 본 코드에서 사용되는 해석 방법은 질량, 운동량, 

에 지 보존 법칙을 계산하기 해서 Unsteady Navier- 

Stokes equation이 사용되며, 물과 공기의 다상유동 문제를 

풀기 해서 Inhomogeneous 근방법을 이용하여 수치계산

을 수행하 다. Inhomogeneous 근방법의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은 식 (3)과 식 (4)에서와 같으며, 각 

유체의 volume fraction()에 따라 각 유체별로 계산된다

(ANSYS, 2009).







   (3)




 


  (4)


















여기서, 는 유체의 속도 벡터이며 는 유체의 질량이다. 그

리고, 은 유체의 경계면에서의 질량 달(mass transfer)

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량이고, 은 각 유체의 경계면에서의 

운동량이며, 는 단 부피당 유체 에서 로의 질량 달

량(mass flow)이다.

CFD 해석에 사용된 모형실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Inhomogeneous 근방법의 수치모델을 작성하 다. 수치

모델에서는 물은 비압축성 유체, 공기는 압축성 유체로 정의

되었으며, 난류모델은 k-e 모델을 사용하 다. 슬로싱 수치

모델을 작성하기 해서 사용된 변수  해석조건은 Table 

1에서와 같으며 작성된 수치모델은 Fig. 4에서와 같다.

수치해석은 20  동안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각 센서에

서 발생한 압력을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수치해석동안 슬

로싱 충격이 발생하는 순간의 자유수면 거동은 Fig. 5에서와 

같으며 충격 후 물이 부서지는 상, 등이 표 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한 각 치에서의 압력을 비교하면 크게 

자유수면 아래에서는 Fig. 6에서와 같이 압력의 형태가 유동

에 의한 압력이 계측되고, 자유수면 에서는 Fig. 7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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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ee surface comparisons between experiment 

and CFD

Fig. 6 Comparisons of pressure histories measured 

on tank side wall and analyzed by CFD

Fig. 7 Comparisons of pressure histories measured 

on tank ceiling and analyzed by CFD

같이 슬로싱 충격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과 수치해석의 결과에서 압력신호의 상차이가 발생하

지만 그 크기  거동은 유사하게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서, 압력의 상차는 실험 시 용된 운동조건이 식 

(2)에 의해 계산된 고유진동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

에 발생한 오차로서 단된다.

2.3 유체 속도 산정

슬로싱 수치해석을 통해 각 센서의 치에서 계산된 유체

의 압력 이력  충격압력의 이력은 탱크의 천장 모서리 부

분인 C6~C9 센서 치에서 Fig. 8에서와 같이 계측되었

다. 이때 최  충격하 은 C7 센서 치에서 계측되었으며, 

이때 최  충격하 을 유발시키는 유체의 속도는 Fig. 9에서

와 같이 2.96m/s로 계산되었다. 계산된 유체 속도를 실선 

축척비의 유체구조 연성해석 모델에 용하기 해서 식 (5)

에서와 같이 Froude 축척법을 이용하여 실선축척으로 계산

하 다.

 × (5)

Fig. 8 Impact pressure histories at C6~C9 sensor

Fig. 9 Fluid velocity at the time Max. impact pressure

3. 유체구조 연성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사 모델을 용하기 해서 양방향 

유탄성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

다. 분사 모델은 Fig. 10에서와 같이 구조모델에 유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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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ructure model with fluid-impacted area 

from FSI analysis

Fig. 11 Schematic view of Mark III insulation panel 

(GTT, 2014)

Fig. 12 FE model of Mark II LNG CCS

을 정의하여 계산된 실선 축척의 유체속도를 기조건으로 

하여 구조 응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분사모델의 유체 역은 앞서 수행된 슬로싱 수치해석의 모

델과 동일한 유체모델을 작성되었으나, 실선 축척에서는 

LNG의 충격을 시뮬 이션하기 해 LNG와 gas로 유체 

역을 정의하 다. 이때 정의된 gas는 압축성 기체로 모델링 

되었다. 유체 역의 경계조건은 Fig. 10에서와 같이 벽에서 

기속도를 가진 유체가 Fluid column 형태로 유입되어 유

체구조 경계면에서 충격압력이 발생하도록 모델을 작성하

다. 유체 역에서의 두께()는 분사모델에 의해 생성된 

Fluid column의 높이로서 분사모델의 지속시간을 결정한다. 

이는 앞서 계산된 Fig. 8의 최  유체 충격압력의 압력 이력

에서 압력의 상승시간으로 다음의 식 (6)과 같이 결정된다.

  × (6)

사용된 유체구조 연성해석 법은 유체 역과 구조 역을 양

방향 커 링 방법으로 연결시켜서 각 시간구간(timestep)마

다 유체구조 경계면에서 유체충격하 이 구조 역에 달되

고, 이로 인해 변형된 구조물의 변 와 함께 유체의 격자가 

변형되어 유체의 흐름을 변화시키면서 계산하는 기법이다. 

분사모델을 이용한 유체구조 연성해석 방법을 통해 평가된 

구조응답은 Fig. 2에서와 같이 그 결과가 failure criteria

를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 LNG 화물창의 안 성을 평가하

게 된다.

3.1 멤 인 형 Mark III 화물창 구조해석 모델

Mark III 형 LNG 화물창은 Fig. 11에서와 같이 thin 

corrugated 멤 인, plywood, R-PUF(Reinforced PUF) 

부재가 triplex 멤 인을 기 으로 1차 방벽과 2차 방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사모델을 이용한 강도평가 차에 용하기 한 구조해

석 모델은 화물창의 체 인 동  거동에 을 맞추어서 

두께가 얇은 멤 인 부재는 제외하고 응력이 주로 크게 발

생하는 Mastic과 R-PUF, Plywood에서의 응력  변형 거

동을 평가하 다. Fig. 12에서는 Mark III 유체구조 연성 

해석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Mark III 화물창은 25mm 크기의 3차원 solid 요소를 

사용하 다. 구조 모델의 경계조건은 Mark III 화물창의 측

면은 모두 칭조건을 용하 으며, mastic 부재는 선각구

조에 연결되어 있다. 선각구조의 구속조건은 격벽과 하는 

부분에서는 구속조건을 부여하고 부재가 연속되는 상부는 

칭조건을 부여하 다.

동  구조응답을 계산하기 한 지배방정식은 식 (7)에서

와 같고 해를 구하기 해서 implicit 방법인 Newmark 시

간 분법을 사용하 다.

  (7)

여기서, , , 는 각각 질량, 감쇄계수, 강성행렬을 나

타내면 는 외력 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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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eak over threshold method

Fig. 15 Sloshing impact pressure sorted by POT method

Fig. 16 Pressure comparison between FSI analysis 

and scaled up pressure of experimental value

3.2 Material property

LNG 화물창의 구조강도 평가를 해서는 방열 구조를 이

루는 각 부재에 한 구조 강도와 정 , 동  그리고 피로 하

에 한 극한 강도 등의 재료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화물창의 상온  온 상태의 여러 가지 재료 특성 정보는 그 

정보가 제한 이기 때문에 Table 2에서와 같이 선 에서 제시

한 자료를 기 으로 상온에서의 재료 특성을 용하 다(ABS, 

2006). 방열 시스템  R-PUF와 Mastic은 등방성 재료 특성

을 가지고 plywood는 이방성 재료 특성을 가지고 있다. 

Plywood R-PUF Mastic

Density(kg/m3) 710 120 1,500

Poisson’s ratio 0.17 0.18 0.3

Elastic modulus(MPa)
E1=E2=8,900

E3=520
84 2,880

Shear modulus(MPa)
G12=3,803

G13=G23=196
- -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Mark III CCS

4. 분사모델을 이용한 유체구조 연성해석

슬로싱 충격에 의한 멤 인형 Mark III LNG 화물창의 

강도 평가를 해서 분사모델을 이용한 유체구조 연성 해석 

방법을 제시하 다. 제시된 분사모델을 이용하여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 을 때, Fig. 13에서와 같이 충격이 발생

하는 순간의 유체의 흐름을 악하 으며 이때 발생하는 유

체 충격압력  구조응답에 해서 계산하 다.

Fig. 13 Fluid flows and gas volume fractions of FSI 

model at each time

4.1 유체 충격 압력

분사모델에 의해 발생한 유체 충격 압력의 타당성을 비교 

검토하기 해서, 모형실험에서 발생한 충격 압력신호를 실

선축척비로 확장하여 그 값을 비교하 다.

모형실험의 충격 압력신호는 앞서 언 된 모형실험 결과 

 슬로싱 충격 압력이 발생하는 C6~C9 센서에서 계측된 압

력 신호를 상으로 Fig. 14에서와 같이 POT(Peak over 

threshold)을 이용하여 각각의 압력신호로 분류하고 슬로싱 

충격 압력을 Fig. 15에서와 같이 압력 최 값과 지속시간으

로 분류하 다(Kim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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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mastic 

members by FSI analysis

Fig. 17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Mark III CCS 

and structure member by FSI analysis

Fig. 18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Mark III CCS 

by FSI analysis

Fig. 19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plywood 

members by FSI analysis

Structural Members Max. Axial Stress(MPa)

Plywood(upper) 20.41

Plywood(lower) 56.44

R-PUF 2.16

Mastic 21.95

Table 3 Max. Axial Stresses by FSI analysis

분류된 모형실험 결과  최  압력값을 가지는 압력신호를 

상으로 그 신호를 Froude 축척법을 이용하여 실선 축척으

로 확장하고 그 압력신호를 분사모델의 압력신호와 비교하

다. 비교결과 Fig. 16에서와 같이 충격압력의 상승  하강시

간은 분사모델이 크게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으나, 발생한 최

압력은 약 1.2MPa로서 유사하게 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사모델을 용하 을 때 모형실험에서 계측된 압력

과 유사한 압력이 방열 에 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구조 응답 해석

분사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유체 충격 하 이 Mark III 

방열 에 가해졌을 때 선각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응답을 

Fig. 17과 같이 계산하고, 이때 Mark III 화물창에서 발생

하는 응력 분포는 Fig. 18에서와 같다. 한 plywood와 

mastic 부재들에서 발생하는 응력분포는 Fig. 19  Fig. 

20에서와 같으며, 각 부재에서 발생한 최  축응력은 Table 

3에 나열 하 다. 방열 의 각 부재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하부 

plywood 부재에서 56.44MPa로서 가장 크게 발생하 다.

5. 결    론

슬로싱 충격에 의한 멤 인형 LNG 화물창의 강도평가를 

해서 유탄성 효과를 고려한 유체구조 연성 해석모델에 해

서 연구하 다. 본 해석 방법은 모형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수

치해석  결과를 통해 수치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산된 유체 속도를 변수로하여 국부화된 유체구조 연성해석 

모델에 용하는 방법이다. 수치해석 기법은 슬로싱 상의 

다상유동 상을 시뮬 이션하기 한 Inhomogeneous 다상

유동 모델이며 그 결과는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검토된 유체모델을 기반으로 효율 인 유체구조 연성해석

을 한 분사 모델을 작성하 으며 제시된 방법으로 유체 충

격하 을 계산하고 계산된 압력이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모형실험결과의 압력과 비교하 다. 그 결과 압력의 최

값은 다소 높게 평가되기는 하 으나 압력의 상승시간  

감소시간은 슬로싱 충격하 과 유사하게 계산이 된 것을 확

인하 다. 마지막으로 분사모델을 이용한 멤 인형 LNG 

화물창의 구조응답을 계산함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사

모델의 LNG 화물창 강도평가 차에 용하기 한 가능성

에 해서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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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LNG 선박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하 은 다상유동  기체의 압축효과에 따라 CCS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구조응답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운동 시 LNG의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을 시뮬 이션하기 해

서 다상유동을 용한 수치해석 모델을 제시하 으며, 그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하 다. 한 효율 인 구조

응답 계산을 해 분사모델을 이용한 유체구조 연성해석 방법에 해서 검토하고 멤 인형 Mark III 화물창의 강도평가에 

용하여 LNG 화물창의 강도평가를 한 가능성을 검토하 다.

핵심용어 : 슬로싱, 다상유동, 유체구조 연성해석, 분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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