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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loshing Reduction of a Cargo Fuel Tank with Baffle 
Bo-Hyun Yoon1⋅Jun-Kyu Yoon1⋅Jong-Han Lim†

요  약 : 최근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운행시 외력에 의해 연료탱크 내의 유체가 출 거리는 슬로싱 상

으로 인하여 구조물 내부가 손상되어 큰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재연료의 슬로싱 향을 최소화하

기 해서 산유체역학 으로 유체의 거동을 정확히 해석하는데 무엇보다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DINA-CFD를 이용하여 Kia 론티어 Cargo용 연료탱크에 수직배 과 수평배 의 길이  개수에 

따른 유체유량  압력의 특성을 악하고, 코   언덕 주행시 슬로싱 감소를 해 해석하 다. 그 결과

로 슬로싱 감소효과를 해 배 의 최 길이는 수직배 의 경우 0.19 m, 수평배 의 경우 0.08 m로 나

타났다. 그리고 자동차주행 경우에 코 주행 시는 수직배 이 수평배 보다 슬로싱 감소효과를 보이는 반

면에, 언덕주행 시는 수평배 이 효과 이며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배 , 슬로싱 감, 유체유량, 산유체역학  

Abstract: Recently sloshing that fluid in fuel tank is undulating by the external force 

during motion of automobile, ship and aircraft is greatly affecting by damaging the 

inside of structure. It’s most important to precisely analyze the behavior of fluid b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or minimizing the effect of sloshing for the loaded fuel. 

This study characterized volume of fluid and pressure according to the length and 

number of vertical baffle and horizontal baffle in fuel tank for Kia Frontier cargo and 

analyzed for reduction of sloshing during driving on corner and hill by using 

ADINA-CF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optimum length for sloshing reduction shows 

0.19 m for vertical baffle and 0.08 m for horizontal baffle. And it shows that vertical 

baffle is better for the reduction effect of sloshing during driving on corners, on the 

other hand, horizontal baffle is effective and stable during driving on hills.

Key words: Baffle, Sloshing reduction, VOF (volume of fluid),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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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원 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1. 서  론 
최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기술개발 추

세로 고성능, 연비뿐 만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

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소음  진동으로서 

이에 한 여러 가지의 감 책을 해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에서 외력으로 인해 연

료탱크 내의 유체가 출 거리는 슬로싱 상은 탱

크 내의 자유표면을 갖는 유체의 비선형거동으로 

탱크 내의 구조물에 동  하 을 발생시키며, 심한 

경우 탱크벽면의 손 는 운반체의 조종성을 상

실하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슬로싱 

거동에 한 정확한 측을 통하여 이를 감소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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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연구가 실히 필요하다.

이에 한 연구동향으로서 Nakayama 등[1,2]

는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2차원 4각형 연료탱크 

내의 변형 슬로싱 문제를 해석하 으며, 

Greaves 등[3]은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을 이

용하여 변형 슬로싱을 효과 으로 해석하 고, 

Chen 등[4]은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2차원 4각

형 탱크 내에서 변형 슬로싱을 효과 으로 해석

하 으며, Silveira 등[5]은 배 의 깊이가 주어

졌을 때 배  폭의 변화에 따른 감쇠비와 진동수의 

변화에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국내에

서는 Yang 등[6]은 구형용기를 이용한 자유진동

실험과 강제진동실험을 통하여 액체 슬로싱 감쇠특

성을 실험 으로 연구하여 실제로 간단한 형태의 

슬로싱 감쇠기를 평면연삭기에 응용하여 감쇠기의 

성능특성을 조사하 고, Lee와 Cho[7]은 격막설

치에 따른 2차원 사각탱크 내에서 비선형 유체 슬

로싱에 한 격막의 향을 평가하여 자유표면운

동, 동압분포 등의 슬로싱 특성을 고찰하 다. 그 

외에도 유체의 슬로싱 상을 억제하기 한 방안

으로 여러 가지 배 을 선정하여 형상, 설치 높이 

 개구폭 등의 설계인자를 고려한 슬로싱 감연

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 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8-13]. 

본 연구에서는 ADINA-CFD를 이용하여 Kia 

론티어 Cargo용 연료탱크에 수직배 과 수평배

을 용하여 유체유량  압력의 특성을 악하

고, 코   언덕 주행시 슬로싱 감소효과를 고찰

하 다.

2. 연구방법
2.1 연료탱크의 모델링

슬로싱 해석을 하기 해서는 유체의 유동을 지

배하는 기본방정식에 한 이해가 요하다. 여기서 

기본방정식은 물리 인 기본법칙을 이용하여 압력, 

도, 속도와 온도를 미지수로 하는 미분방정식이며, 

이 때 가장 요한 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

식과 이 방정식의 비 성 극한 방정식인 Euler 방

정식이 있다. 

이들 방정식에 1차원 는 2차원 문제에 한 

제한 인 해의 존재성  해의 성질들에 해서는 

일부 밝 져 있지만, 3차원에서의 이들 해의 존재

성  해석결과는 그리 많지 않으나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을 통해서 연료탱크의 슬

로싱 상에 의한 복잡한 유동장을 모델을 

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Figure 1은 ADINA-CFD를 이용하여 연료탱

크를 모델링한 것으로 연료탱크의 체 은 61.57ℓ

로 설정하 으며, Kia 론티어 Cargo용 연료탱

크 용량 60ℓ와 비슷한 모델링으로 약 2.62%의 

오차가 있으며 일반 으로 탱크의 용량이 공칭용량

보다 10%이상 여유 공간을 두기 때문에 모델링한 

연료탱크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1: Modeling of fuel tank

2.2 해석조건 

슬로싱 감소해석을 한 연료탱크의 제원과 해

석조건을 Table 1에서 나타내었으며, 특정조건을 

고정값으로 주어 해석의 오차를 이도록 하 다.

Figure 2는 해석시 주어진 자동차의 주행력을 

시간에 한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정지∼0.11  

구간에서는 0 N에서 0.03 N까지 일정하게 증가하

고, 0.11 ∼0.5  구간에서는 0.03 N에서 1.04 

N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하 다. 여기서 기울

기는 0∼0.11  구간에서 0.273이고, 0.11 ∼

0.5  구간에서는 2.6이다. 즉 0∼0.11  구간보

다 0.11∼0.5  구간이 약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

로 주행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빠른 속

도를 낼 수 없으므로 와 같은 가속도 구간을 설

정하 다. 일반 으로 슬로싱 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구간은 속도의 변화가 심한 구간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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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fuel tank and analysis

Item Specification

Volume 

Fuel 36.94ℓ

Air 24.63ℓ

Fuel tank 61.57ℓ

Physical
properties

Air 
density 1.205 kgm
viscosity ×  kgm․s

Fuel 
density 834.9 kgm
viscosity 0.002 kgm․s

Thickness of baffle    0.01 m

Driving velocity
Rapid accel. 
after 0.11 sec

Running time       0.5 sec

타난다. 따라서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출발 할 때나 

달리던 자동차가 정지를 할 때 가장 심하게 일어

난다. 상황은 다르지만 속도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

나는 슬로싱 상은 같은 형태를 나타남으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상에 해서만 해석하 다.

0.00

0.26

0.52

0.78

1.04

Fo
rc

e 
(N

)

0.0 0.1 0.2 0.3 0.4 0.5
Time (s)

Figure 2: The curve of force according to time

Table 2: Changed conditions of baffle

Item Range

Vertical baffle
0.05 ∼ 0.25 m

(range of 0.02 m) 

Horizontal baffle
0.06 ∼ 0.36 m

(range of 0.02 m) 

Table 2는 배  설치를 한 조건을 나타낸 것

으로 배 의 종류는 수직배 과 수평배 로 구분하

고, 두께는 0.01 m로 고정하 으며, 길이는 

0.02 m씩 변화시켜 가장 이상 인 길이를 찾도록 

해석을 하 다.

3. 결과  고찰
3.1 수직배 의 향

수직배 은 편의상 연료탱크의 상단 앙에 설치

하여 해석하 다. Figure 3은 배 이 없는 경우와 

수직배 을 0.02 m 씩 변화를 주어 부착하 을 때 

연료탱크를 Y축 단면을 앙으로 하고, 주행시간 

0.5 에서 3차원으로 해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그 결과로 배 이 없는 경우는 주행시간에 액체

가 탱크의 천정까지 솟구치는 충격 를 수반하는 

비선형 슬로싱 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한 배 의 길이가 변화함에 따라 슬로싱 상

이 조 씩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보통 수직

배 은 많은 량의 유체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을 

둘로 나 어 슬로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목

으로 활용한다. Figure 4와 Figure 5는 연료탱

크 앙부분의 우측 상단격자를 기 으로 하여 

유체유량(VOF)과 압력의 특성을 시간에 따라 나

타낸 결과이다. Figure 4(a)의 결과로 체로 배

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VOF의 변화량이 작아지

는 경향을 보이나, 좀 더 세 한 분석을 해 주행

조건 0.4∼0.5  구간만 확 한 Figure 4(b)의 결

과를 볼 때 어떤 특정길이 범 (0.09∼0.13 m)에

서는 다시 커지는 상이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

해 VOF의 변화폭은 배 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좋

은 것은 아니라는 을 알았다. 결론 으로 Figure 

3과 Figure 4의 결과를 볼 때 VOF의 변화량이 가

(a) No baffle (b) 0.05 m (c) 0.09 m

(d) 0.13 m (e) 0.19 m (f) 0.25 m

Figure 3: Simulation result with vertical b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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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ariations of volume for vertical b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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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ariations of pressure for vertical baffle

장 작은 것은 배 의 길이가 0.19 m의 경우가 가장 

최 임을 나타내었다. 한  Figure 5(a)의 결과

로 배 의 길이가 가장 짧은 0.05 m 경우가 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배 의 길이가 0.13 m 이상의 

경우는 배 이 없는 경우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그리고 Figure 5(b)와 같이 그림을 확

하여 보면 배 의 길이가 0.13 m와 0.19 m의 

경우가 압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3.2 수평배 의 향

수평배 은 연료탱크의 좌우 양 끝에 배 을 설

치 하여 해석하 다. Figure 6과 Figure 7은 수

평배 을 0.02 m씩 변화를 주었을 때 해석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로 수평배 은 0.08 m 

이상의 길이가 되면 VOF의 변화량이 늘어나고 기

울기의 변화도 커지게 된다. 수평배 은 수직배

에 비해 압력이 낮았지만 배 의 길이가 길어질수

록 잔압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

고, 결과 으로 배 길

(a) No baffle (b) 0.06 m (c) 0.08 m

(d) 0.10 m (e) 0.18 m (f) 0.36 m

  

Figure 6: Simulation result with horizontal b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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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Variations of volume and pressure according to vertical baffl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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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ariations of volume and pressure for 
horizontal baffle

이는 0.08 m인 경우가 가장 안정하게 나타내었다. 

본 결과는 Kwack과 Ko[11]가 연구했던 최 길이

에서 슬로싱 감소를 보여  내용과 거의 일치함을 

보여줘 신뢰할 수가 있었다. 

3.3 배 의 수량  치에 따른 향

Figure 8과 Figure 9는 수직배 과 수평배

의 수량  치에 따라 해석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배 의 길이에 따른 변화는 앞에서 고찰한 바

와 같이 배 수 의 증가에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

기 때문에 표 값만 선정하여 비교하 다. 여기서 

임의로 수직배 은 0.09 m, 0.13 m, 0.19 m를 

표길이로 선정하 고, 수평배 은 0.08 m, 

0.20 m, 0.24 m를 표길이로 선정하 다.

그 결과로 Figure 8과 Figure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평배 의 경우가 수직배 의 경우보다

슬로싱 상이 히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해석시 최 길이를 기본 배 에서 가장 양호

한 수직배 인 경우에서 0.19 m, 수평배 인 경우

(a) 0.09 m (b) 0.13 m (c) 0.19 m

Figure 8: Analysis of vertical baffle with 2 pieces

(a) 0.08 m (b) 0.20 m (c) 0.24 m

Figure 9: Analysis of horizontal baffle with 4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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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Variations of volume and pressure according to horizontal baffle number

 

(a) VOF graph

0.0000

0.0002

0.0004

0.0006

0.0008

0.0010

0.0012

Pr
es

su
re

 ( P
a)

0.00 0.10 0.20 0.30 0.40 0.50

Time (s)

Horizontal baffle
Horizontal baffle+Vertical baffle

(b) Pressure graph

Figure 12: Variations of volume and pressure according to baffle location

에서 0.08 m로 선정하여 배 의 수를 증 하여 다

음과 같이 해석하여 비교하 다.

3.3.1 수직배 의 향 

Figure 10은 배 의 길이를 0.19 m로 하여 수

직배 의 개수를 1개와 2개를 용했을 때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배 의 개수를 증가할 때 

시간 경과후 오히려 VOF의 변화는 더욱더 커지

고, 잔압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배 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

라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으나 어느 시간 

경과 후, 즉 가속도 구간이후에는 빠른 압력감소로 

수평을 유지함으로써 슬로싱 감에 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3.2 수평배 의 향 

Figure 11는 배 의 길이를 0.08 m로 하여 수

평배 의 개수를 2개와 4개를 용했을 때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로 수평배 의 경우

가 수직배 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큰 폭으

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배 의 개수를 증

가한 4개로 했을 때는 거의 VOF와 압력의 변화는 

거의 없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평배 의 경우

가 수직배 의 경우보다 훨씬 효과 임을 알 수 있

었다.



72 윤보 ․윤 규․임종한

1080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34권 제8호, 2010. 11

3.3.3 조합한 배 의 향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알아보기 하여 수평배

과 수직배 을 조합한 결과를 Figure 12에 나타

내었다. 그 결과로 조합한 배 의 경우가 수평배

의 경우보다 VOF  압력의 변화를 볼 때 오히려 

비효과 임을 알 수 있어 수평배  용만으로 슬

로싱 상을 이는데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주행방향의 향

3.4.1 코 주행의 향 

(a) 0.09 m (b) 0.13 m (c) 0.19 m

Vertical baffle with 1 piece

(d) 0.08 m (e) 0.20 m (f) 0.28 m

Horizontal baffle with 2 pieces  

Figure 13: Analysis of XY direction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baffle

Figure 13은 수직배  1개와 수평배  2개를 

용한 기본 배 의 경우에서 자동차가 코 주행 

시에 XY방향에 따른 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 결

과로 코 주행 시에는 배 의 향은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평배 은 연료탱크가 직진운동을 할 때 배

이 유동의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

이 더 크지만 연료탱크가 코 주행을 하는 경우에

는 배 이  아래로 움직이는 유동을 차단하는 기

능은 작고, 그림처럼 유동의 움직임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반 로 역으로 내려오는 유동을 다시 로 

올리기도 하여 체 으로 슬로싱을 크게 한다. 이

에 반하여 수직배 은 조  더 안정 인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따라서 코 주행 시에는 수직배 이 

수평배 보다 슬로싱 감소를 이는데 더 효과 이

라 할 수 있었다.

Figure 14와 Figure 15는 배 의 수량을 2배

로 증가시킨 수직배  2개와 수평배  4개를 용

(a) 0.09 m (b) 0.13 m (c) 0.19 m

Vertical baffle with 2 pieces

(d) 0.08 m (e) 0.20 m (f) 0.28 m

Horizontal baffle with 4 pieces

Figure 14: Analysis of XY direction according to 
vertical and horizontal b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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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Variations of volume according to vertical 
and horizontal baffle

한 경우에서 자동차가 코 주행 시에 XY방향에 따

른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로 기본 배 을 

용한 경우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수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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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Variations of volume with according to vertical and horizontal baffle 

2개를 용한 경우는 VOF의 변화를 감소시키는데 

효과 이었으며, 수평배  4개를 용한 경우는 

VOF의 발생을 지연시키는데 효과 이었다.

3.4.2 언덕주행의 향 

Figure 16과 Figure 17은 배 의 수량을 2배

로 증가시킨 수직배  2개와 수평배  4개를 용

한 경우에서 자동차가 언덕 경사각 30°주행 시에 

XZ방향 따른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a) 0.09 m (b) 0.13 m (c) 0.19 m

Vertical baffle with 2 pieces

(d) 0.08 m (e) 0.20 m (f) 0.28 m

Horizontal baffle with 4 pieces

Figure 16: Analysis of XZ direction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baffle

  그 결과로 Figure 17(a)의 수직배 은 VOF

의 발생지연과 가속도에 의한 기울기 변화에서 약

간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Figure 17(b)의 수평배

는 VOF의 변화가 모두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수직배 은 배 이 없을 경우와 비교

했을 때 다소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수평배

은 VOF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가속도

에 의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직배 보다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수직배 과 수평배 을 용하여 배

의 수량  치에 따라 연료탱크의 슬로싱 감

특성을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수직배 과 수평배 의 길이를 각각 0.02 

m씩 증가시켜가며 해석을 한 결과로 수직배 의 

최 길이는 0.19 m이고, 수평배 의 최 길이는 

0.08 m로 나타났다. 

(2) 수직배 은 자유표면의 유동이 좌우로 흐르

는 것을 방지하여 배 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작은 

유속을 갖게 하지만, 배 의 길이가 자유표면 근처

까지 커지기 에는 배 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3) 수평배 은 배 이 수면 근처에 있을 경우

에 슬로싱 감소효과는 우수하지만, 수면 아래로 

내려 갈수록 슬로싱 상이 격히 감소함을 나타

난다.

(4) 코  주행 시  기본 배 만 용했을 때 수

평배 보다 수직배 이 더욱 효과 이었으며, 배

의 수량을 증가시킬 경우 수직배 은 VOF의 변화

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수평배 은 

VOF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어 아주 효과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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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덕주행 시 수직배 은 VOF의 발생지연

과 가속도에 의한 기울기 변화에서 약간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수평배 는 VOF의 변화가 모두 0에 

가까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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