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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액체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용기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

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사인파형(sinusoidal) 가진에 의한 슬로싱 및 공진 현

상에 관심을 가진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액체 용기를 빠르게 이송시킬 때 발생하는 슬로

싱을 이해하고 억제하고자 하였다. 즉, 사각 용기를 수평방향으로 빠르게 이송시킬 때 발생하는 2상 유

동을 수치해석으로 구한 후, 용기의 속도 프로파일(특히 가속 및 감속 시간)이 슬로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용기의 가감속 시간이 1차 모드 고유주기의 정수배가 될 때 슬로싱이 상당히 억제

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는 슬로싱 억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sloshing in a liquid container that is partially 
filled with liquid. Previous studies focused primarily on the sloshing and resonance caused by sinusoidal 
excitations, while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suppressing sloshing in a container that 
moves rapidly from a given point to another in industrial applications. To achieve this, we first numerically 
predict the two-phase flow induced by the horizontal movement of a rectangular container. Then we analyze 
the effects of container-velocity profile (in particular acceleration/deceleration duration) on sloshing. Results 
show that sloshing is significantly suppressed when the acceleration/deceleration duration is a multiple of the 
1st-mode natural period of sloshing.

†Corresponding Author, kdj@kumoh.ac.kr
Ⓒ 2016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기호설명 -

  : 물의 초기 수위

  : 유체의 압력

 : 유체의 속도 벡터 (  )

 : 직교 좌표계 (  )
 : 질량-스프링 진동계의 입력속도

 : 질량-스프링 진동계의 속도응답

 : 사인파형 가진의 진폭

  : 용기의 높이

  : 용기의 길이

 : 용기의 가속 및 감속 시간

 : 가속이 끝났을 때의 용기 속도

 tan : 용기의 수평방향 속도

 : 유체의 밀도

 : VOF 모델의 스칼라

  : 사인파형 가진의 주파수

  : 슬로싱의 고유진동수

 : 슬로싱의 1차 모드 고유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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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 system, computational domain 
and computational mesh

1. 서 론

액체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용기가 가속 

및 감속 운동을 하게 되면 용기 내의 액체가 출

렁거리는 현상인 슬로싱이 발생한다.(1~3) 슬로싱이 

발생하는 응용 예는 LNG 수송선, 액체 운반용 

탱크로리, 액체 음료의 생산공정 등 매우 다양하

다. 이러한 액체 운반 시스템에서 슬로싱이 발생

하면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성 및 조정 안정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용

기가 밀폐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

기 밖으로 액체가 흘러 나가 심각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슬로싱 현상을 정확히 이해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슬로싱은 외부 가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지진이나 

파도와 같이 외부 가진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로, 시스템의 설계자나 운영자가 외부 가진

을 원하지도 않고 제어할 수도 없다.(4,5) 반면, 두 

번째 유형에서는 액체 용기를 이송시키는 자동화 

공정에서와 같이 시스템의 운영자가 용기의 이송

을 위해 외부 가진을 공급한다. 따라서, 이 경우

에는 외부 가진이라기보다 시스템의 입력에 더 

가깝고, 용기의 속도 프로파일을 변형시킴으로써 

가진의 특성을 변형시킬 수 있다.(3)

위에 기술한 분류를 따르면 선행 연구자들은 

거의 대부분 전자의 슬로싱에 대해 연구를 수행

하였고, 특히 가진 주파수가 고유 진동수와 유

사할 때 발생하는 공진 현상의 이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액체 용기를 빠르게 

이송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후자의 슬로싱에 대

한 이해 및 이를 억제하려는 연구는 매우 부족

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액체 용기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빠르게 이송시킬 때 

발생하는 슬로싱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
히 용기의 가속 및 감속 시간이 슬로싱의 강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슬로싱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용기의 속도 프로파일을 잘 설

계함으로써 별도의 제어 장치 없이 슬로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

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고려한 액체 용기는 Fig. 1과 같이 

2차원의 사각 용기이며, 용기에는 물이 부분적으

로 채워져 있고 용기의 윗면은 공기 중에 개방되

어 있다. 해석을 위해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

였고, 와 는 각각 수평방향과 중력의 반대방향

을 나타낸다. 해석영역은 용기 내부에 위치한 물

과 공기를 모두 포함하며, 용기의 길이( )와 높

이( )는 각각  m와  m이다. 물의 초기 높

이()는  m이며, 물과 공기의 온도는 15℃로 

가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는 직사각형 모

양으로 와   방향으로 각각 50개와 160개를, 시
간 간격 는 0.005초를 사용하였다. 격자의 분

포는   방향으로는 균일하고   방향으로는 비균

일한 격자를 사용하여, 정재파(Standing wave) 형
태로 변하는 자유표면 근처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자를 분포시켰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 수와 시

간 간격은 3.3절의     경우에 대해 해상도 

테스트를 통해 결정하였다. 즉, 격자 수를 각 방

향으로 2배 사용한 경우와 0.0025초를 시간 간격

으로 사용한 경우를 추가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

어, 최대 왼쪽 수위는 두 경우 모두 3% 이내의 

오차를 가졌다.
본 연구에서 용기는 수평방향인 축 방향으로 

이송되며, 용기의 속도 프로파일로 Fig. 2와 같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용기를 

일정시간 가속시킨 후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

[Fig. 2(a)]이고, 두 번째는 일정시간 가속시킨 후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감속시켜 정지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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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Two different velocity profiles of tank; (a) 

acceleration + constant velocity, (b) 
acceleration + deceleration

[Fig. 2(b)]로 삼각형 형태의 속도 프로파일을 이

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이다.
용기의 이송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 유동은 2차

원, 비점성, 비압축성이라 가정하였고, 유체 유동

을 해석하기 위해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표면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VOF(Volume of fluid) 2상 유동

(Two-phase) 모델을 사용하였다. 용기가 가속 및 

감속을 하므로 정지된 관성 좌표계를 사용하면 

해석 영역의 이동으로 인해 해석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 따라서, 많은 선행 연구(6~8)에서와 마

찬가지로 용기에 고정되어 용기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비관성 좌표계를 사용하였고, 지배 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1)




 


 





  (2)



 


  (3)

여기서, 와 는 직교 좌표계와 각 방향의 속도 

성분을 나타내며, 는 밀도, 는 압력, 는 VOF
모델의 스칼라로 다음 식과 같다.

  

  (4)

위 식에서 하첨자 와 는 각각 물과 공기를 의

미한다. 한편, 식 (2)의 는 외력에 의한 가속도

를 의미하여 본 연구처럼 병진 운동을 하는 경우

에는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중력을 나타내는 첫 번째 항의 는 dirac 

delta 함수이며, 관성력을 나타내는 두 번째 항의 

은 용기의 속도를 나타낸다. 용기가 수평방향

으로만 이동하는 경우,    tan,   
가 된다.

3. 해석 결과

3.1 용기가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경우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두 지점 사이에서의 이

송 문제를 해석하기에 앞서, 수치해석 방법을 우

선 검증하였다. 두 지점 사이의 이송 문제에 대

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용기가 주기적

으로 진동하는 경우를 검증 문제로 채택하였다. 
즉, 용기가 수평방향으로 진동하며 cos의 

속도를 가지는 경우를 고려하였고, 여기서 는 

용기의 위치 변화 진폭을, 는 가진 주파수를 나

타낸다.
이 절에서는 용기의 길이가  m이고 물의 초

기 높이가  m인 경우를 해석하였다. 가진 주

파수 는 와 의 두 경우를 고려하

였는데, 는 1차 모드에 해당하는 고유 진동수

를 의미한다. 사각 용기의 수평방향 이송에 의한 

슬로싱의 경우,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포

텐셜 이론으로부터 얻은 1차 모드 고유 진동수는 

  tanh 로 나타낼 수 있다.(1) 

한편, 1차 모드 고유주기 은 가 된다. 

3.1절에서 사용된 격자수는 와   방향으로 각각 

100개와 120개이며, 는 0.005초이다.
Fig. 3은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왼쪽 벽면

에서의 수위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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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Comparison of the present (―) water level 
at the left wall with the potential solution 
(◯): (a)    ; (b)   

그림에는 검증을 위하여 비점성 유동을 가정한 

포텐셜 이론해(9)를 함께 도시하였는데, 수위 변화

( )의 이론해는 아래 식과 같다.

     

  

  

 

∞

sinsin
  

 
 

∞

  


sin sin

 

  


   







 


    
  tanh  

(6)

해석을 수행한 두 경우 모두 본 연구의 결과와 

이론해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Fig. 3(a)의 경우에는 맥놀이(beating)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맥놀이 현상의 주기에 해당하

0 1 2 3 4 5 6 7
0.25

0.3

0.35

0.4

t (sec.)

h
(m

)

ta = 0.6s
ta = 0.819s
ta = 1.0s

Fig. 4 Time history of water level at the left 
wall (acceleration + constant velocity)

Fig. 5 Instantaneous water-air interface when the 
water level at left wall is maximum

는 저주파수 성분인     를 본 연구 결

과가 잘 예측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해석 방법이 타당함

을 확인하였다.

3.2 용기가 가속 후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

이제, Fig. 2(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용기를 정

지상태에서 시간  동안 가속시킨 후 등속 운동

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3.2절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를  ms로 고정하고, 가속 시간 를 0.6, 
0.819, 1.0초 등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속 시간이 

슬로싱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
기서, 0.819초는 수평방향 이송에 따른 슬로싱의 

1차 모드 고유주기에 해당하기에 특별히 고려하

였다.
Fig. 4는 용기 왼쪽 벽면에서의 수위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가속 시간 에 따른 차이

를 보여준다. 가속도의 크기가 커질수록 슬로싱

의 강도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므로, 가속도의 크

기가 일정한 3.2절에서는 가속 시간에 따른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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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0.2

0.3

0.4

0.5

t (sec.)

h
(m

)

ta = 0.6s
ta = 0.819s
ta = 1.0s

Fig. 6 Time history of water level at the left wall 
(acceleration + deceleration)

싱의 차이가 크지 않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하
지만, 가속 시간이 0.819초인 경우가 다른 두 경

우와 비교하여 슬로싱이 크게 감소하여 수위의 

진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Fig. 5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등속 구간에서 왼쪽 벽면의 수위

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물과 공기의 분포를 나타

낸다. 다른 두 경우와 비교하여 가속 시간이 

0.819초인 경우에 왼쪽 수위가 가장 낮고 수면이 

평평하여 슬로싱이 크게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슬로싱 억제 효과는 가속 시간이 슬

로싱의 1차 모드 고유주기와 일치하거나 정수배

가 될 때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4
장에서 다룬다.

3.3 용기가 가속 후 감속하여 정지한 경우

마지막으로 Fig. 2(b)와 같이 용기가 가속 후 

감속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송되는 

경우를 고려하자.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은 로 

동일하며 용기의 속도 프로파일은 삼각형 모양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절에서는 산업현장의 설계 

문제로서, 2초 이내에 용기를  m  이송시키되 

용기가 정지한 이후에 액체의 잔류 진동을 최소

화하는 조건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 

변수에 해당하는 용기의 이송시간()으로 1.2초, 

1.638초, 2초의 세 경우를 고려하였고, 용기의 이

송시간이 슬로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이송시간이 1.638초인 경우는 가속 및 감속 

시간 가 슬로싱의 1차 모드 고유주기와 일치하

는 경우이며, 2초인 경우는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느린 이송에 해당한다.
Fig. 6은 용기 왼쪽 벽면에서의 수위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것으로 이송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이송시간이 짧아질수록 동일한 거리를 

이송하기 위하여 가속도의 크기가 커지고, 그 결

과 슬로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초기 가속구간에서는 

항상 맞지만, 용기가 정지한 이후의 잔류 진동에 

대해서는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가속구간(   s)에서는 이송시간이 짧을

수록 최고 수위가 증가하지만, 잔류 진동의 경우

에는 이송 시간에 따른 경향이 일정하지 않다. 
가 0.6초와 1.0초인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송시

간이 짧을수록 잔류 진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가 슬로싱의 고유주

기와 일치하는 경우(   s)의 잔류 진동이 

가장 느리게 이송하는 경우(   s)보다 더 작

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직관과는 차이가 나

는 결과이며,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4장에서 

다룬다.

4. 동역학 모델과의 상사성

유체가 진동하는 슬로싱 현상은 질량, 스프링  

등으로 구성된 고체 시스템의 진동과 매우 유사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슬

로싱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이러한 동역학 모델

이 사용되기도 하였다.(1,10,11) 4장에서는 용기의 가

속 및 감속 시간이 슬로싱의 고유주기와 일치할 

때 잔류 진동이 크게 감소하는 이유를 동역학 모

델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관련 문헌으로 

Hong & Bae(12)를 참고하기 바란다.
Fig. 7과 같이 질량과 스프링으로 구성된 진동

계를 고려해 보자. 여기서 는 위치결정 장치로

부터 진동계에 전달된 입력이고, 는 진동계의 

응답을 나타낸다. 이 진동계에 대한 운동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

        (7)

  
  

 (8)

여기서 진동계의 고유진동수는   이며, 

는 스프링 상수, 은 질량을 의미한다. 

우선 시스템의 입력속도에 해당하는 이 Fig. 

2(a)와 같다고 가정하면, 은 다음과 같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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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9)

여기서 는 단위램프 함수를,  는  만

큼 지연된 단위램프 함수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시스템의 속도응답은 다음과 같다.

    




sin sin   

  (10)

여기서 는 단위계단 함수를,  는  

만큼 지연된 단위계단 함수를 나타낸다. 식 (10) 
우변의 둘째 항과 셋째 항을 잘 살펴보면, 가 

고유주기   과 일치하면  ≥  구간

에서 두 항이 서로 상쇄되어     가 

된다. 즉, 입력속도가 영이 되면 속도응답 역시 

영이 되어 잔류 진동이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이
는 앞의 3.2절에서 가속시간을 고유주기와 일치

시킬 때 슬로싱의 잔류 진폭이 최소가 되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한편, 식 (10)을 잘 살펴보면 

가 고유주기의 정수배가 되어도 잔류 진동이 사

라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입력속도 이 Fig. 2(b)와 

같다면,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이에 대한 시스템의 속도응답은 다음과 같다.

    




sin sin   
 sin    

  (12)

식 (12) 우변의 둘째, 셋째, 넷째 항을 잘 살펴보

면, 가 고유주기 과 일치하거나 정수배가 되

면  ≥  구간에서 세 항이 서로 상쇄되어 

    가 된다. 즉, 입력속도가 영이 되

면 속도응답 역시 영이 되어 잔류 진동이 사라짐

을 알 수 있으며, 3.3절에서 가속 및 감속 시간을 

고유주기와 일치시킬 때 슬로싱의 잔류 진폭이 

최소가 되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Fig. 7 Dynamic model with a mass and a spring

  3.2절과 3.3절에서 가속 및 감속 시간이 1차 모

드 고유주기와 일치할 때, 슬로싱의 잔류 진폭이 

정확히 영이 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Fig. 7의 

진동계와 달리 슬로싱에서는 1차 모드 이외의 다

른 고차 모드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각 용기를 수평방향으로 이송

시킬 때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에 대한 수치해석

을 수행하여, 용기의 가감속 시간이 슬로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용기의 이송 방법으로

는 가속 후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와 가속 후 감

속하여 정지하는 경우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두 가지 이송 방법에서 동일하게 관찰된 중요

한 사실은 용기의 가속 및 감속 시간을 슬로싱의 

고유주기와 일치시킬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슬

로싱이 현저하게 억제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속도가 커지면 슬로싱이 더욱 심각해 

진다는 기존의 직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
냐하면, 첫 번째 이송 방법에서는 가속 시간과 

상관없이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였고, 두 번째 

이송 방법에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더 크더라도 

가감속 시간을 고유주기에 일치시킴으로써 슬로

싱을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기의 가속도 크기뿐만 아니라 가감

속 시간 또한 슬로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요약

할 수 있다. 특히 용기의 가감속 시간을 고유주

기 또는 고유주기의 정수배가 되도록 이송 시키

면, 슬로싱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슬로

싱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용기의 속도 프로파일

을 잘 설계한다면, 산업현장에서 추가적인 장치

의 설치 없이 슬로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삼각형 모양의 속도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용기를 이송시킬 때, 가속 시간과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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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실제 현장

에서 일반적으로 가감속 장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르게 이송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감속 시간을 가속 시간과 다르게 

설정하고자 하면, 가속 시간과 감속 시간 각각을 

고유주기의 정수배가 되도록 정해줌으로써 슬로

싱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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