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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액체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용기를 고속으로 이송시키면 슬로싱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이송 

및 조정 안정성을 위해 슬로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용기를 수평방향으로 이송시

킬 때 삼각형 속도 프로파일의 가속도 크기와 가감속 시간이 슬로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슬로싱의 1차 모드만을 고려하여 용기의 가감속 시간이 1차 고유 주기와 

일치할 때 슬로싱이 상당히 억제됨을 보고한 바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CFD 해석을 통해 슬로싱이 

최소가 되는 가감속 시간을 찾고, 1차 모드 이외에 고차 모드를 함께 고려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또한, 
질량과 스프링에 기반한 등가 모델을 이용한 해석을 수행하고 CFD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등가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Abstract: Suppression of sloshing is essential to achieve fast transportation and stable maneuvering of tanks 
partially filled with liquid. In this study,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acceleration magnitude and the acceleration duration of triangular velocity profiles on sloshing when a 
rectangular tank moves horizontally. We previously reported, based on only the first natural mode, that 
sloshing is significantly suppressed when the acceleration duration equals the first natural period of sloshing. 
On the other hand, the present CFD simulations find the best acceleration duration for minimum sloshing and 
explains the results considering higher modes as well as the first mode. We also perform the analysis using 
an equivalent model based on masses and springs, and evaluate its accuracy by comparing it with the CFD 
simulation results. 

- 기호설명 - 
  : 용기의 길이

 : 용기의 높이

 : 물의 초기 수위

 : 용기의 가속 및 감속 시간

max : 용기의 최대 속도

 : 슬로싱의 고유진동수(번째 모드)

 : 유체의 속도 벡터(  )

 : 직교 좌표계(  )

 : 유체의 밀도

  : 유체의 압력

 : VOF 모델의 스칼라

 : 유체의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외력

  : 용기의 이동거리(등가 모델의 입력)

 : 차 모드 질량의 이동거리(등가 모델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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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 system and computational domain

  : 차 모드 슬로싱의 질량

  : 차 모드 슬로싱의 스프링 상수

  : 차 모드 슬로싱의 감쇠계수

  : 오른쪽 벽의 수위 변화

 : 오른쪽 벽 수위의 RMS

1. 서 론

슬로싱이란 액체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용

기에 외부 가진이 가해짐으로써 액체가 출렁거리

는 현상을 의미한다.(1~3) 슬로싱 현상이 발생하는 

예로는 지진에 의한 저장탱크 내부의 액체 진동, 
항공기 또는 우주선 내부의 액체연료 진동, 액체 

음료의 제조 및 이송 공정에서 음료의 진동 등이 

있다. 이러한 슬로싱 현상은 액체 용기나 시스템

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조정 안정성을 떨어

뜨리므로, 슬로싱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슬로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지진이나 파도와 

같이 시스템 운영자가 제어할 수 없는 외부 가진

에 의한 슬로싱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졌다.(4,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액체 용기의 빠른 이송을 

위해 시스템 운영자가 능동적으로 외부 가진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슬로싱을 다루고 있

다. 따라서, 액체 용기를 이송하는 속도 프로파일

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속도 프로파일에 따라 

슬로싱을 증폭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다.(3,6)

하지만, 용기의 고속 이송에 의해 발생하는 슬

로싱을 제어하려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

다. 이 분야에 대한 유체역학자들의 선행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선행 기술로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용기의 속도 프로파

일을 입력성형이라는 제어이론을 적용하여 변형

시키는 방법이다.(3) 두 번째는 용기의 속도 프로

파일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슬로싱의 고유 진동수

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6) 선행 연구(6)의 

CFD 결과에 따르면, 용기를 이송시킬 때 용기의 

가감속 시간을 1차 고유 주기(0.819초)와 일치시

키면 슬로싱이 크게 억제되고, 가감속 시간이 더 

긴 1.0초일 때보다 잔류진동이 감소하였다. 하지

만, 슬로싱에는 1차 모드뿐만 아니라 고차 모드

가 함께 존재하므로, 슬로싱이 최소가 되는 가감

속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용기의 가감속 시간에 대한 파라미터 

연구를 수행하여 슬로싱이 최소가 되는 가감속 

시간을 찾고, 1차 모드 이외에 고차 모드를 함께 

고려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슬로싱이 포함된 기계 시스템의 진동 특

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주로 동역학 및 진동제어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비선형 운동 

방정식을 푸는 대신 진자 또는 스프링에 기반한 

간단한 등가 모델(equivalent mechanical model)을 

이용하여 슬로싱 현상을 근사적으로 모사하였

다.(1,7~9) 이 등가 모델들은 선형 가정에 기반을 하

고 있기 때문에 비선형성이 강한 슬로싱을 정확

히 모사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등가 

모델이 슬로싱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지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억제에 효과적인 용기의 속도 프로파일을 설계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간단한 등가 모델보다는 

비선형 지배방정식을 풀어 정확한 해를 먼저 구

한다. 삼각형 속도 프로파일의 가감속 시간이 슬

로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모드의 고유 

진동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질량-스프링에 

기반한 등가 모델을 이용하여 근사해를 구하고 

CFD 해와 비교함으로써, 등가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해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물이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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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locity profile of tank considered

채워져 있고 용기의 윗면은 공기 중에 개방되어 

있는 2차원 사각 용기를 고려하였다. 용기의 크

기는   m ,   m이며, 물의 초기 수위

()가 0.5m인 경우와 0.3m인 경우를 해석하였다. 

해석 및 분석을 위해 직교 좌표계( )를 정의하

였고, 와 는 각각 수평방향과 중력의 반대방향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은 삼각형 모양의 속

도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용기를 수평방향(축 방

향)으로 이송시키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즉, 정지

된 용기를 일정 시간() 동안 가속시킨 후 최대 

속도(max )에 도달하면,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감속시켜 정지시킨다. 일반적으로 용기의 가감속 

시간과 가속도 크기는 슬로싱의 강도에 크게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인자가 슬로싱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에

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가속도 크기를 

고정하고 가감속 시간만을 바꾸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일정한 거리를 이동시키기 위해 가감속 

시간과 가속도 크기를 모두 바꾸는 경우이다.
슬로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기 위해 용기에

서 발생하는 슬로싱의 고유진동수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처럼 2차원 사각 용

기에서 슬로싱이 발생하는 경우, 포텐셜 이론을 

이용하여 구한 고유 진동수는 다음 식과 같다.(1)

  tanh      
 (1)

여기서 은 모드 수, 은 번째 모드의 고유 

진동수, 는 중력가속도를 나타낸다. 식 (1)에 따

르면 용기 폭이 0.5 m이고 초기 수위가 0.5 m 및 

0.3 m일 때, 1차 모드의 고유 진동수는 각각 

1.247 및 1.221 Hz이다.

2.2 CFD 해석 방법

CFD 해석의 계산 영역은 물과 공기를 포함하

는 용기 내부이며, 용기 내의 유체 유동은 2차원, 
비점성,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물과 공기로 이루어진 2상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ANSYS Fluent의 VOF(Volume of Fluid) 모델

을 사용하였다. 용기가 가속 및 감속을 하므로 

정지된 관성 좌표계를 사용하면 해석 영역의 이

동으로 인해 해석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 따
라서, 많은 선행연구(10~12)에서와 마찬가지로 용기

에 고정되어 용기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비관

성 좌표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3)



 


    (4)

여기서, 와 는 직교 좌표계와 각 방향의 속도 

성분을 나타내고, 는 압력, 는 밀도, 는 VOF
모델의 스칼라이다. 밀도 는 물과 공기의 밀도

를 각각의 체적분율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아래 

식과 같다. 

          (5)

위 식에서 와 는 각각 물과 공기의 밀도를 

의미하며, 식 (4)의 는 물의 체적분율()이 되

도록 정의하였다.
한편, 식 (3)의 는 외력에 의한 가속도를 의

미하며, 본 연구처럼 병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여기서 중력을 나타내는 첫 번째 항의 는 dirac 

delta 함수이며, 관성력을 나타내는 두 번째 항의 

은 용기의 속도를 나타낸다. 용기가 수평방향으로

만 이동하는 경우,   ,   가 된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 수와 시간 간격은 해상도 

테스트(3.1절의     경우)를 통해 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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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quivalent mechanical model for sloshing

으며, 최종적으로 200×300개의 균일 격자에서 

0.001초의 시간 간격을 사용하였다. 각 방향으로 

격자 수를 50% 증가시킨 경우에는 오른쪽 벽 수

위 및 용기에 작용하는 수평방향 힘의 RMS(Root 
Mean Square) 값의 오차가 모두 1% 이내로 작았

다. 한편, 시간간격을 0.002초를 사용했을 때는 

수위 및 힘의 RMS 값이 모두 2%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해

석 방법의 타당성은 선행연구(6)에서 이미 확인하

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3 등가 모델

슬로싱의 동역학적 모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델로는 스프링 기반의 모델과 진자 기반의 모

델이 있다.(1,7~9)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 기반의 모

델을 고려하였고, Fig. 3과 같이 질량, 스프링, 감
쇠기로 구성된다. 는 정지해 있는 유체의 질량

을 나타내며,   및 은 각각 1차와 차 모드

로 진동하는 유체의 질량을 나타낸다. 마찬가지

로 과 은 각각 차 모드 진동에 대한 스프

링 상수와 감쇠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는 용기

의 이동거리로 시스템의 입력에 해당하며, 은 

차 모드 질량 의 이동거리로 출력에 해당한

다. 본 연구에서는 비점성 유동을 다루고 있으므

로   이며, 각 모드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

            (7)

  
  

        (8)

위의 식에서 은 차 모드의 고유 진동수로 

   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위는 용기에 대한 각 모

드 질량의 상대위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9) 
따라서, 오른쪽 벽의 수위변화  및 수위 변화

율 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과 같다.

  
 

∞

          (9)

    
 

∞

   (10)

이제, Fig. 2의 용기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슬

로싱의 해를 구해보자. 용기의 속도 를 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ax
     (11)

여기서 는 단위 램프함수를,   및 

 는 각각  및  만큼 지연된 단위 

램프함수를 나타낸다. 식 (8)을 이용하여 차 모

드 질량의 이동거리 및 속도 응답을 구하면 다음

과 같다.

    





max










 cos
  cos   
  cos   










 (12)

 




max










sin
 sin   
 sin   











     (13)

여기서 는 단위 계단함수를,   및 

 는 각각  및  만큼 지연된 단위 

계단함수를 나타낸다. 식 (12)를 식 (9)에 대입하

여 정리하면 오른쪽 벽의 수위를 구할 수 있다.

 



max


∞
















cos
cos
cos










  (14)

사각 용기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 경우, 홀수 차 모드만이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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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elocity profiles of tank with a constant 
acceleration

Fig. 5 Time history of water level at the right wall 
(CFD results for    m )

                 

Fig. 6 Instantaneous water-air interface when the 
water level at right wall is maximum

알려져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식 (14)에
서 홀수 차 모드만을 고려하였다.

3. 해석 결과

3.1 용기의 가속도 크기가 일정한 경우

이 절에서는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가속도

의 크기를  ms으로 고정하고, 가속 시간을 변

화시킴으로써 가속 시간이 슬로싱의 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CFD 해석 결과를 살펴보자. Fig. 5는 초

기 수위가 0.5 m이고, 가속 시간이 1차 모드 고유

주기 의 0.5, 0.75, 1배인 경우에 대해 오른쪽 

벽의 수위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세 경우 모두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가속 시간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즉, 가속 시간이 1차 

모드 고유주기와 일치할 때, 다른 두 경우와 비

교하여 수위 변화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용기가 정지한 후 오른쪽 벽의 수위가 최대인 

순간의 자유표면을 비교한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 경우, 오른쪽 벽의 수위가 다

른 두 경우에 비해 눈에 띄게 낮고, 수면이 평평

하여 슬로싱이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 때 슬로싱이 크게 억제되는 이유

는 식 (14)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식 (14)의 

계수가 
에 반비례하므로, 수위 변화에 1차 모

드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며 모드의 차수가 증가

할수록 영향이 점차 감소한다. 만약 가 1차 모

드의 고유주기 과 일치하거나 정수배가 되면, 

 ≥  구간(용기가 정지한 이후)에서 1차 모드

의 세 항이 서로 상쇄되어 1차 모드의 잔류진동

이 사라진다. 하지만 1차 모드 이외의 고차 모드

에 의한 잔류 진동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수
위 변화가 완전히 영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다
수의 모드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슬로싱이 최

소가 되는 가 1차 모드 고유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Fig. 5와 Fig. 6에서   의 결과

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른 수위 변화와 수위의 

기울기가 매우 크므로 슬로싱이 강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식 (14)에서 만약 가 1차 모드의 

고유주기 의  배(은 정수)와 일치하

면 (예를 들어   ),  ≥  구간에서 1

차 모드의 세 항이 같은 위상으로 중첩된다. 따
라서, 1차 모드의 잔류진동이 최대가 되며 용기

의 속도를 설계할 때 이 경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Fig. 7은   ∼  s  구간의 수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FFT 분석을 한 결과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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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0.950 5.4
0.975 4.5
1.000 3.8
1.025 3.3
1.050 3.2
1.075 4.0
1.100 5.9

Table 1 Variation of RMS value of right-wall 
water level depending on acceleration time 
of tank

Fig. 7 FFT of water level at the right wall (CFD 
results for    m )

Fig. 8 RMS value of right-wall water level as a 
function of acceleration time of tank when 
the acceleration magnitude is constant 
(   m )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식 (14)를 이용하여 설명

한 것처럼 1차 모드(고유진동수    )의 

에너지가 다른 두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인 경우

에는   및 의 주파수에서 에너지가 크게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기의 가속 시간

을 조절함으로써 정지 후 잔류진동의 주파수별 

에너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 1차 모드

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슬로싱 제

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슬로싱이 최소가 되는 가속 시간을 찾기 

위해     근처에서 가속 시간을 바꾸어 가

며 추가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해석 결

과를 정리한 것으로 는   ∼  s  구간

에서 구한 오른쪽 벽 수위의 RMS 값을 나타낸

다. 해석 결과를 보면   일 때 

가 최소가 되며,   인 경우보다 약 

0.6mm 작은 값을 갖는다. 즉, 슬로싱이 최소가 

되는 가속 시간 (0.842초)은 1차 모드 고유주기

보다 5% 큰 값이 되며, 이는 (0.802초)보다 크

고 (0.924초)보다는 작은 값이다.     

근처에서는 1차 모드가 크게 감소하여 3차 모드

의 영향이 전체 슬로싱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

으로 커진다. 따라서, 슬로싱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 1차 모드의 최소가 아니라 1차 모드와 3차 

모드의 합이 최소가 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슬로싱이 최소가 되는 가속 시간 가 과 

(의 정수배) 사이에서 관찰된 것이다.

이제, 2.3절에서 설명한 등가 모델의 결과를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등가 모델의 정확성

을 평가하고자 한다. Fig. 8은 초기 수위가 0.5m
인 경우에 대해 오른쪽 벽 수위의 RMS를 

의 함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등가 모델의 결

과는 고려한 홀수 모드의 개수에 따라 1개, 2개, 
500개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모드의 개수가 1
개인 경우는 1차 모드만을, 2개인 경우는 1차와 

3차 모드를, 500개인 경우는 1차 모드부터 500개
의 홀수 모드를 고려하였다. 등가 모델과 CFD 
결과를 비교하면, 슬로싱이 최대 및 최소가 되는 

를 등가 모델이 전반적으로 잘 예측하지만, 

의 정량적인 예측은 한계를 보인다.

먼저     근처를 살펴보면, 등가 모델에

서 1차 모드만을 고려하면   에서 슬로

싱이 최소가 된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모드를 고

려하면 슬로싱이 최소가 되는 가속 시간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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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MS value of water level at the right wall as a
function of acceleration time when the 
acceleration magnitude is constant (   m )

Fig. 10 Velocity Profiles of tank with a constant 
moving distance

Fig. 11 Time history of water level at the right 
wall (CFD results for    m )

진다. 예를 들어, 500개의 모드를 고려하면 

  에서 슬로싱이 최소가 되고 이러한 

특징은 CFD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등가 모델

의 수위 RMS를 보면 500개의 모드를 고려한 결

과보다 2개의 모드를 고려한 결과가 CFD 결과와 

더 잘 일치한다. 즉, 수위 RMS의 대소 관계를 보

면, Model(1차 모드만 고려) < CFD < Model(1차와 

3차 모드 고려) < Model(500개의 홀수 모드 고려)
이다. 따라서, 등가 모델의 식 (14)에서 3차 이상

의 고차 모드의 영향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된 것

으로 판단되며, 이는 나아가 식 (9)의 부정확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인 경우

를 살펴보면, 등가 모델의 모드 수에 따른 해석 

결과의 민감도가     근처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차 모드의 진동이 

지배적으로 커서 고차 모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이다. 한편, 등가 모델의 RMS 값
이 CFD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가 매우 큰데, 이
는 슬로싱이 심해져 비선형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 가정의 등가 모델이 부정확해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이 초기 수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 수위가 0.3m
인 경우를 추가로 해석해 보았다. Fig. 9는 오른

쪽 벽 수위의 RMS를 의 함수 형태로 나타

낸 것으로 등가 모델과 CFD 결과를 모두 나타내

었다. 초기 수위가 0.5m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

속 시간이 (은 정수) 근처에서 RMS가 최소

가 되며,    근처에서 RMS가 최대가 

된다. 등가 모델은 슬로싱이 최대 및 최소가 되

는 가속 시간을 잘 예측하지만, 수위의 RMS 값
은 정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슬로싱이 

최소가 되는 가속 시간 는 (0.845초)으

로 (0.819초)과 (0.924초) 사이에서 관찰되

었다.

3.2 용기의 이송거리가 일정한 경우

이제 Fig. 10과 같이 용기의 이송거리가 일정한 

조건에서 최적의 가속 시간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경우에는 가속 시간의 증감에 따라 가속도의 

크기가 같이 바뀌므로 두 인자가 서로 종속적이

다. 따라서, 최적의 가속 시간 및 가속도를 정하

는 것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Fig. 11은 CFD 결과로서 초기 수위가 0.5m이

고, 가속 시간이 1차 모드 고유주기의 0.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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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MS value of water level at the right wall 
as a function of acceleration time when the 
moving distance is constant (   m )

Fig. 13 RMS value of water level at the right wall 
as a function of acceleration time when the 
moving distance is constant (   m )

1.25배인 경우에 대해 오른쪽 벽의 수위 변화를 

나타낸다. 이송시간이 짧아질수록 동일한 거리를 

이송하기 위해 가속도가 증가해야 하므로, 슬로

싱이 더욱 심해질 거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인 경우가 

이송시간이 더 긴   의 경우보다 슬로

싱의 잔류 진동이 더 작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식 (14)를 다시 살펴보면, 가속도 크기(max)
와 함께 세 개의 cosine 항이 서로 상쇄되는지 여

부가 슬로싱의 강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즉,   인 경우에 1차 모드의 

진동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인 경

우보다 가속도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슬로싱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슬로싱이 최소 및 최대가 되는 가속 시간을 찾

기 위해 가속 시간을 바꾸어 가며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2는 초기 수위가 0.5 m일 때 

에 따른 오른쪽 벽 수위의 RMS 값의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등가 모델의 결과를 함께 표시

하였다. 여기서는 3.1절에서와 달리 가속도가 


에 반비례하므로 가속 시간을 증가시키면 가속도

가 감소함에 유의하기 바란다. 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근처에서 국소적으

로 최소가 되며,   와   근처에서 국

소 최대가 관찰된다. 즉, 슬로싱 억제를 위한 속

도 설계에 있어 가속도를 감소시키는 것보다 가

속 시간을 고유주기의 배수와 일치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가 최소가 되는 

조건은 3.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며,   일 때보다 가 약 0.8 mm 작다.

이제 등가 모델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속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가속도의 감소에 의해 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근처에

서 가 급격히 작아져 국소 최소가 되고, 

     근처에서는 국소 최대가 된다. 

이러한 경향은 CFD 해석 결과와 유사하지만, 
의 정량적인 데이터는 CFD 결과와 다소 차

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 수위가 0.3 m인 경우에 대해 

CFD 및 등가모델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초기 수위가 0.5 m인 경우와 마

찬가지로 가     근처에서  국소 최소

가 되고,      근처에서는 국소 최대

가 된다. 등가모델이 슬로싱이 최소가 되는 가속 

시간의 결정에는 활용 가능하지만, 수위의 RMS 
값은 정확하지 않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3 고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등가 모델과 CFD
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질량-스프링 모델의 진동

은 1차원인데(  방향) 반해, 슬로싱은 2차원 현상

으로 수위 변화는   방향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모드에 해당하는 질량의   방향 진동이 수위 변

화에 미치는 효과를 표현한 식 (9)가 정확하지 않

다고 판단된다. 둘째, 등가 모델은 선형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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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지만 CFD 해석은 비선형성을 포함하고 있

어, 슬로싱이 심해지는 경우에 등가 모델과 CFD
의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첫 번째 오차원

인인 식 (9)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각 모드에 가

중치를 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 식 

(15)에서 가중치 이 모드 수 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

     (15)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비점성 유동을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등가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점성이 없는 경우를 먼저 다루

고자 했다. 만약 점성 유동을 고려하고자 하면, 
유체의 점성 효과를 하나의 변수(등가 모델의 감

쇠계수)로 모델링해야 한다. 하지만, 감쇠계수의 

모델링 자체가 하나의 큰 연구 주제이고 감쇠계

수의 모델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점성 유동에 대해 먼저 연구하

고자 했다. 둘째, 물과 같이 점성계수가 크지 않

은 경우에는 유체의 점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물
을 이용한 슬로싱 실험 결과(9)에 따르면, 슬로싱 

1차 모드의 감쇠비(damping ratio) 가 0.01로 작

은 값을 갖기 때문에 감쇠를 고려한 실제 고유 

진동수(   )가 비점성 이론의 진동수 

과 비교하여 약 0.5%로 차이가 매우 작다. 이

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비점성 유동에 초

점을 맞추었고, 실제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

영하기 위해 향후 3차원 용기에서의 점성 유동으

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각 용기를 수평방향으로 이송

시킬 때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을 CFD 및 등가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등가 모델로는 질

량과 스프링에 기반한 모델을 사용하였고, 1차 

모드뿐만 아니라 고차 모드의 영향을 함께 고려

하였다.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용기의 가감속 시

간이 슬로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슬로싱

이 최소가 되는 용기의 가감속 시간을 구하였다. 

또한, 등가 모델의 결과를 CFD 결과와 비교하여 

등가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용기의 속도

로는 삼각형 프로파일을 고려하였고, 설계의 구

속 조건으로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와 

이송거리가 일정한 경우를 고려하였다.
용기의 속도 프로파일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해

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기의 가속 

및 감속 시간이 슬로싱의 1차 고유주기의 정수배 

와 가까워지면 슬로싱이 상당히 억제된다. 반면, 
용기의 가감속 시간이 1차 고유주기의 ( )
배(은 정수) 근처가 되면 슬로싱이 매우 심해진

다. 이러한 사실은 가속도가 일정하거나 이송 거

리가 일정한 두 조건에서 모두 동일하게 관찰되

었다. 따라서, 액체 용기를 최대한 빠르게 이송시

키면서 슬로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속 시간

을 1차 고유주기와 가깝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슬로싱 현상은 1차 모드 이외에 고차 모

드가 함께 존재하므로 슬로싱이 최소가 되는 가

속 시간은 정확히 1차 고유주기와 일치하지는 않

는다. CFD 해석을 통해 밝혀낸 최적의 가속 시

간은 1차 고유주기보다 약간 크며, 과   사

이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등가 모델은 CFD 

해석 결과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다. 또한, 등가 모델은 용기의 가속 시간이 슬로

싱 강도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 특히 최적의 가

속 시간을 어느 정도 잘 예측하였다. 하지만, 수
위의 RMS 데이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는 모델에 사용된 식 

(9)의 부정확성 및 선형 가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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