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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FOAM의 Isosurface 기반 VOF 기법을 

이용한 슬로싱 유동 수치해석 연구

[국문 요약]

울산대학교 대학원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최 지 원

황산화물과 같은 배기가스의 감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LNG 연료가 선

박에서 중요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LNG 추진선의 연

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슬로싱 유동에 의한 충격하중은 탱크의 심각한 손상이나 파손

을 야기한다. 따라서 LNG 연료탱크의 설계단계에서 엄밀한 슬로싱 하중평가가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슬로싱 하중평가는 주로 실험으로 이루어지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선급 및 연구기관에서는 수치해석을 활용하고 있다. 하

지만 슬로싱 수치해석은 유동의 자유표면이 가지는 강한 비선형성으로 인해 수치적 

오류가 쉽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전산유동해석 프로그램인 OpenFOAM을 이용하여 volume 

of fluid(VOF) 기법으로 슬로싱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OpenFOAM의 VOF 기법에

서 경계면 예측을 위한 기존의 알고리즘인 multidimensional universe limiter for 

explicit solution(MULES) 기법은 상 경계면이 실제 유동과 다르게 번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osurface 기반의 개선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

써 보다 정확한 경계면 예측과 함께 슬로싱 유동 수치해석의 정확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SPHERIC 기구의 슬로싱 실험결과와 비교분석을 통

하여 isosurface 기반의 개선된 알고리즘인 isoAdvector 기법이 경계면 예측에 있어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검증하였다. 또한 멤브레인 타입의 실제 LNG 탱크 형상

에 대하여 규칙 운동 및 불규칙 운동 시나리오 조건에서 2D 및 3D 슬로싱 수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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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수행을 통하여, 최대하중 비율을 기반으로 한 비교평가에서도 isosurface 기반의 

isoAdvector 기법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슬로싱 하중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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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물질 수중오염물질 연안오염물질

이산화탄소(CO2),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 등

선박평형수, 오수, 

냉각수 등

침전물, 쓰레기, 

유류잔유물 등

Table 4 Pollutants emitted from ships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해사기구(internati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질로부터 전 세계 해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0년부터 해양오염 방지협약

(marine pollution treaty; MARPOL)을 채택하였고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감소를 추진해왔다. 또한 북미지역의 해역은 오염물질 배출통제해역

(emission control area; ECA)으로 설정되어 일반해역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해운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조선해양산업에는 환

경과 관련된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Table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오염물질 

중 황산화물의 경우에는 선박 배기가스로부터의 배출량이 전 세계 운송부문 배출량

에서 6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선박 배기가스의 70% 정도는 해안으로부

터 400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on agency; 

EPA)은 황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배기가스가 산성비를 유발하고 해안지역의 대기

를 오염시켜 해안지역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선박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의 경우, 현재는 선박의 연료유의 황홤유량을 3.5% m/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0.5% m/m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발틱해역, 북해해

역, 북미해역을 포함하는 배출통제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황함유량 0.1% 

m/m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사용되는 고유황유보다 가격이 50%정도 비싼 저유황유를 쓰는 방안이다. 저황유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선박 및 기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손쉬운 

방안이지만 연료비가 비싸 선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0년 이후에는 저

유황유의 수요가 증가하여 연료비가 더 비싸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두 번째는 기존의 고유황유를 사용하면서 탈황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를 설치

하는 방안이다. 스크러버는 고유황유의 사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투자비가 들어가

며 설치기간은 10개월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마지막은 LNG 추진선을 건조하는 것이다. 3가지 중 가장 친환경적인 방안이지만 

선박을 새로 건조해야하므로 거액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LNG 관련 인프라도 충

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LNG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고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단

점을 가진다.

저유황유, 스크러버, LNG 추진선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환경규제 대응에 있

어 정답은 없다. 규제 이후 저유황유, LNG 등과 같은 대체연료의 가격은 변동할 것

이고 선사의 운영방식, 운항해역, 선박의 크기, 운항일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

문에 가장 경제적인 방안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NG 추진

선은 환경규제 대응에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컨테이너선처럼 매 운

항마다 ECA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경우 LNG 추진선의 장점이 더욱 부각된다. 

스크러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ECA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고유황유를 저유황유

로 교체하여 해역에 진입하는데 교체에 많은 작업이 필요해 LNG 추진선보다 비효

율적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스크러버와 후처리장치(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의 장착선박도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후처리장치에 연비 및 공간이 필요하므

로 비효율성이 커지고 선사의 특성에 따라 LNG 추진선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로가 자주 변하는 벌크선이나 탱커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보다 후처리 장치 장착이나 LNG 추진선으로의 교체에 대하여 늦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컨테이너선에서의 LNG 추진선 운항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연료비와 효율성 등에 대해 제고되면서 컨테이너선보다 수년 늦은 시점에서 벌크선

과 탱커도 LNG 추진선에 대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해운 분석

기관 클락슨 리서치(Clocksons Research)의 분석[1]에 의하면 세계 LNG 추진선 발주

액은 Fig. 1과 같이 2018년에 121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137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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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recasts of world demand for LNG fueled ships[1].

LNG 추진선의 연료탱크 내에는 운항 중 연료의 부분적재 상태로 인해 슬로싱이 

발생한다. 슬로싱 현상은 용기 내의 액체가 부분적재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운동될 

때 자유표면이 변화하며 유동에 의해 용기 내벽에 충격하중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한다. LNG 연료탱크는 LNG의 매우 낮은 액화점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소재로 제작

되어 슬로싱 유동에 의한 충격 하중으로 탱크의 손상 또는 파괴 위험이 있다. 따라

서 LNG 탱크의 구조안정성 평가 시, 슬로싱에 의한 충격하중은 주요하중으로 구분

되고 선급 및 각 연구 기관에서는 슬로싱 하중평가를 위해 저마다의 절차를 가진

다.

슬로싱 하중평가를 위해 주로 실험이 사용되지만 슬로싱 실험의 경우 매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여 특정 선급 및 연구기관에서는 슬로싱 하중평가를 위해 전산유

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슬로싱 유동은 

강한 비선형성을 가져 수치해석 시 수치적 오류가 쉽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CFD 해석 프로그램인 OpenFOAM을 이용해 

volume of fluid(VOF) 기법 기반의 해석 솔버를 사용하여 슬로싱 수치해석을 검증하

고 isosurface 개념의 상 경계면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슬로싱 유동 해석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검증된 경계면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LNG 탱크 모형실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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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운동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해석을 수행했다. 해석 후에는, 실험과의 비교평

가법을 통해 해석 정확도를 확인하였고 현업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1.2 기존연구

슬로싱을 위한 다상유동 수치해석 기법은 크게 Eulerian 방식과 Lagrangian 방식으

로 나뉜다. Eulerian 방식에는 격자법이 대표적이며, Harlow와 Welch [2]가 발표한 

marker and cell(MAC) 기법, Hirt와 Nichols [3]가 발표한 volume of fluid(VOF) 기법, 

Sussman 등[4]이 발표한 level set(LS) 기법과 Yoon 등[5]이 발표한 CIP combined 

unified procedure(CCUP) 기법 등이 있다. 한편, Larangian 방식으로는 입자법이 대표

적이고, Monaghan [6]의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SPH) 기법, Koshizuka 등[7]

의 moving particle semi-implicit(MPS) 기법, Cundall [8]의 discrete element 

method(DEM) 기법과 Pan 등[9]의 direct simulation monte carlo(DSMC) 기법 등이 있

다. 입자법은 벽 근처에서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많은 수의 입자를 필요로 하여 

Eulerian 방식의 격자법에 비해 해석을 위한 계산비용이 방대한 단점을 가진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장기해석의 검증을 위해 해석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격자

법의 VOF 기법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반면, 격자법은 입자법과 달리 이류항

(advection term)이 존재하고 수치확산이 발생하여 질량보존 문제와 수치적 오류가 

발생하는 단점을 가진다. 그리고 VOF 기법은 한 격자 내에서의 체적비를 정확하게 

모사하지 못하여 상 경계면의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격자법 

및 VOF 기법의 검증과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Godderidge 등[10]은 VOF 기법의 격자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육면체 형상의 

탱크에서 측벽에 작용하여 기포를 포함하는 슬로싱 유동을 해석하였다. 해석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다양한 격자계를 적용하고 적재수심 및 슬로싱 주

기를 변화하며 해석 정확도를 관찰하였다. 해석 결과에서는 VOF 기법을 사용하여 

성긴 격자에서도 슬로싱 유동의 전반적인 거동을 관측하였으나 측벽에 작용하는 압

력은 조밀한 격자에서만 비교적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다. Hosain 등[11]은 SPH 기법

과 VOF 기법의 해석정도를 비교하고자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 형상 

탱크에서 슬로싱 유동을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VOF 기법이 SPH 기법

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수치해석이 실험보다 압력을 낮게 

예측하였고 해석조건에 따라 최대하중의 발생주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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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d [12]는 OpenFOAM을 사용하여 VOF 기법의 이류항 차분화 방법에 따른 해석 

정도를 비교하였다. 해석은 댐 파괴, 액적거동 등 다양한 다상유동 문제에서 진행되

었으며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MULES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검증하였으나 혼합 함수

를 적용하여 더욱 정교한 경계면 예측방안을 제시하였다. Roenby 등[13]은 MULES 

알고리즘이 경계면을 번지게 예측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정확한 경계면 모사

를 위해 isosurface 개념의 연산방법을 적용하여 개선된 알고리즘인 isoAdvector를 제

시하였다. 검증을 위해 액적거동모사를 진행하였고 격자와 Courant 수에 따른 

MULES와 isoAdvector 알고리즘의 해석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isoAdvector 알고리즘

의 적용으로 비교적 정확한 경계면 모사가 가능하였으며 MULES 알고리즘의 문제

점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soAdvector 알고리즘은 격자와 Courant 

수에 따른 민감도가 낮아 슬로싱과 같은 다상유동의 장기해석 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VOF 기법을 이용한 슬로싱 수치해석은 비록 성긴 

격자와 단순한 모델링을 사용한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유동 특성은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준다. 또한, 탱크 측면에서의 충격하중은 비록 국부적인 현상임에도 

수치기법을 통해 대체로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탱크 상부에

서 발생하는 충격 하중의 경우, 격자 및 시간 간격에 따라 계산되는 압력 값이 매

우 민감하게 변화한다. 또한, 공기의 압축성 효과 및 상변화 등과 같은 복잡한 물리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수치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더불어, 지나치

게 긴 계산 시간은 확률론적 해석에 수치기법을 적용하는 데 단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oAdvector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슬로싱 유동의 경계면을 

더욱 정교하게 예측하고 탱크 내의 측면부와 상부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의 해석 정

확도를 높이고 격자 및 Courant 수에 따른 isoAdvector 알고리즘의 강건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장기간 해석을 진행하고 통계적 후처리를 적용하여 슬로싱 유동의 불규

칙 특성을 정량화하고 VOF 알고리즘에 따른 해석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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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치해석 방법

2.1 다상유동 수치해석의 개요

다상유동에서는 각 상 사이에 경계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전산해

석 프로그램인 OpenFOAM을 사용하여 슬로싱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자유표면의 거

동을 모사하기 위해 Eulerian 방식을 채택하여 고정된 좌표계에서 유동의 거동을 예

측하였다. Eulerian 방식의 해석기법에는 상 경계면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체적비

를 이용하여 경계면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상 경계면의 직접계산방법은 외삽법을 통해 각 상의 경계면을 추적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경계면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의 쇄파나 공기층과 같이 물리적으

로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낮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상 경계면 직

접계산방법의 대안으로 체적비 계산방법이 있다. 체적비 계산방법은 해석의 매 시

간간격마다 각 상의 체적비를 계산하고, 얻어진 체적비를 바탕으로 격자 내에 존재

하는 경계면을 예측한다. 그러나 체적비 계산방법은 경계면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격자와 작은 시간간격을 필요로 하여 해석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

을 가진다. 복잡한 다상유동에 대해 효율적인 체적비 계산방법으로 VOF 기법이 제

시되었다.

VOF 기법은 모든 계산에 Eulerian 방식을 채택하여 체적비를 계산한다. 

OpenFOAM에서도 다상유동 해석을 위해 VOF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VOF 기법은 

각 격자 내에 존재하는 상의 체적비를 표현하기 위해 액체체적분율  라는 시간에 

대한 함수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상유동을 물과 공기로 이루어진 이상유동

으로 가정하고 수치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VOF 

기법에서 액체체적분율 가 1의 값을 가지면 한 격자가 모두 물로 채워져 있는 것

을 의미하며 0의 값은 모두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0과 1사이

의 값은 상의 경계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액체체적분율  는 하나의 

변수로서 다상유동을 포함하고 있는 격자의 유동 정보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물과 공기에 대한 밀도가 주어졌을 때, 한 격자 내의 밀도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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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방식으로 한 격자가 가지는 점성계수는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2)

2.1.1 지배방정식

수치해석 방법은 유체를 비압축성, 비점성유체로 가정하고 설명하였다. 검사체적

에 대한 질량보존방정식 또는 연속방정식은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 ∙    (3)

u 는 유속을 의미하며 운동량 방정식은 식 (4)와 같다.




∇ ∙  ∇ ∙ ∇ ∙ ∇ ∇   (4)

 는 압력,  는 응력 텐서, g 는 중력벡터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유동 해석기법

과 다르게 VOF 기법은 액체체적분율  에 대한 식 (5)와 같이 이송방정식을 추가

로 가진다.




∇ ∙    (5)

위 식의 좌변에서 두 번째 항은 이송항이다. OpenFOAM의 VOF 기법 기반 해석 

솔버는 이송항을 계산하기 위해 MULES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penFOAM-v1712의 interDyMFoam 솔버에 적용된 MULE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또한 MULES 알고리즘 대신에 isoAdvector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interIsoDyMFoam 

솔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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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 경계면 예측 알고리즘

VOF 기법의 단점은 격자 내에 존재하는 액체체적분율  가 평균값으로 계산되

어 상 경계면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다. 추가적인 경계면 해석 알고리즘 없

이는 자유표면에 해당되는 액체체적분율  값이 실제 경계면과 무관하게 분포한다. 

비선형성이 강한 슬로싱 유동은 경계면에서 발생되는 오차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수치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VOF 기법이 개발된 이래로 더욱 정교한 경계면 예측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이 진

행되었다. OpenFOAM의 interFoam 해석 솔버에서는 multidimensional universe limiter 

for explicit solution(MULE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교적 정확한 경계면 모사가 가

능해졌다. 최근에는 isoAdvector 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interIsoFoam 해석 솔버에 

적용되었으나 슬로싱 유동 해석에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2.1 MULES

MULES 알고리즘은 경계면 주변에서의 수치적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식 (5)에

서 적분형태를 취하여 식 (6)과 같이 변형된다.






 



∙    (6)

 은 각 격자를 의미하며 는 격자를 구성하는 다수의 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 각 면의 수직방향을 뜻한다. 적분형태의 식 (6)은 이산화를 위해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Euler 기법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 항은 한 격자에서 모든 면의 총합으로 

표현되어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









∈




(7)

와 는 이송량을 의미하며  는 경계면에서는 1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서

는 0의 값을 가진다. 각 이송량은 식 (8), (9)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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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는 체적면 flux를 의미한다. 하첨자 f 는 한 면에서 측정되는 양을 의미하며 

upwind는 상류차분법이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하첨자 rf 로 표현된 체적면 flux는 

식 (10)와 같이 나타낸다.

 min


max






 


 ∙  (10)

 는 경계면이 번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계수이

다.  는 격자를 구성하는 면적 벡터이며  는 면 중심 접점에서 법석(normal) 벡

터이다.  는 식 (11)과 같이 주어진다.

 


 (11)

 과  는 현재 격자에서 유동이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상류, 하류에 있는 이

웃 격자를 의미한다.  는 제한자(limiter)이며 는 체적면 유량이 양일 때 1, 음일 

때 -1를 가진다. 경계면으로부터 떨어진 영역에서 - 가 0일 때, 식 (11)의 표기는 

 는 없어지며, 비교적 간단한 상류차분법이 이송항 계산에 사용된다.  가 1일 

때는 식 (7)이 고차함수가 되며 이송항은  과 압축항을 나타내는 

 로 구성된다. 고차 오더의 scheme은 경계면에서 더욱 정확한 물질

비를 계산하며 compression flux term은 표면에서 발생되는 수치적 오류를 감소시킨

다. 동시에 경계면에서 요구되는 계산비용이 절감되고 수치적 확산이 감소될 수 있

다.

2.2.2 isoAdvector

isoAdvector 알고리즘 [13]은 경계면을 포함하는 격자 내에서 더욱 정확한 경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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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위해 isosurface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한다. 시간  일 때 한 격자가 가지는 

체적비는 식 (12)와 같이 함수  로 표현된다.

 

 


 (12)

 는 격자 i의 체적을, 는 각각의 격자를 의미한다. 다음 시간대에서의 체적비

는 식 (13)과 같이 표현된다. 격자의 모든 면에서 계산된  의 flux는 시간에 의해 

적분된다.

∆  



∈




∆




 (13)

 는 격자  가 가지는 모든 면의 리스트이며,  는 격자로부터 바깥 영역으로 

나가는 양에 대한 방향을 나타낸다.  는 시간적분을 위한 변수이며  는 체적으

로부터 나가는 미분 면 벡터를 의미한다.  는  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1 또는 -1 값을 가진다. 식 (13)의 적분항은 ∆∆로 나타내어지며 

∆∆는 식 (14)와 같이 계산의 시간간격동안 격자 표면  를 지나는 flux를 

나타낸다.

∆∆ 


∆




 (14)

위에서 표현된 체적은 isoAdvector 알고리즘의 연산 순서에 의해 다시 평가되어진

다. 평가절차는 식 (15)과 같이 , ,  로 이루어진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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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 알고리즘

VOF 기법의 이송방정식과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에 

의해 이산화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방정식의 이산화를 위해 시간 항에서는 1차 

정확도의 Euler scheme, 공간 항에서는 2차 정확도의 Gauss linear scheme을 사용하였

다. 속도-압력 연성계산에서는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 알고리즘과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 알고리즘이 결

합된 P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PIMPLE 알고리즘을 이용한 수치해석 연산은 

Fig. 2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Fig. 2 PIMPLE algorithm including VOF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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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PHERIC 실험의 슬로싱 수치해석

3.1 실험개요

경계면 예측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SPHERIC 슬로싱 실험조건 [14]에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Fig. 3과 같이 높이 h = 508mm, 길이 L = 900mm, 폭 B 

= 62mm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탱크를 사용하였으며 측벽과 윗벽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Fig. 4 (a)와 같이 

낮은 적재율을 적용하여 Fig. 3의 1번 센서 위치에서 하중을 관측하였다. 두 번째 

조건은 Fig. 4 (b)와 같이 높은 적재율을 적용하여 Fig. 3의 2번 센서 위치에서 하중

을 관측하였다. 탱크에 적재된 19℃에서의 물 물성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3 Rectangular tank geometry for sloshing experiment 

a) 18%H b) 70%H

Fig. 4 Wave impact with each filling levels

   

적재 액체
밀도,

 [kg/m3]

점성계수, 

 [kg/m·s]

동점성계수, 

 [m2/s]

표면장력, 

 [kg/s2]

Water 998 8.94⨯10-4 8.96⨯10-7 0.0728

Table 5 Properties of water a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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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의 운동을 위해 1 자유도 Roll 운동(motion)을 적용했다. 운동주기  은 식 

(16)의 shallow water dispersion relation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운동

주기  는 최대 압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도록 적재율 18%에서는  의 85%만큼 

조정하였다. 적재율 70%에서는 계산된 값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적재율에 따른 운

동주기를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고 Roll 운동을 Fig. 5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16)

적재수심 [%H] 적재수심 [mm] 진폭 [deg] T1[s] T/T1

18 93 3.93 1.9171 0.85

70 355.3 3.90 1.1676 1.00

Table 6 Roll motions for each filling level

a) 18%H

b) 70%H

Fig. 5 Time history of roll motions for each fill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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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석조건

3.2.1 수치격자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위해 OpenFOAM의 blockMesh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Table 4와 같이 Coarse, Medium 및 Fine 총 3단계로 격자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모든 

격자는 정렬격자로 생성하였다. 예시로, 생성된 Coarse 격자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항목 Coasre Medium Fine

격자 수 (개) 5,600 14,000 39,200

기준 격자크기 (m) 0.018 0.013 0.009

Table 7 Grid systems for each case

Fig. 6 Grid system (Coarse)

3.2.2 기타 해석조건

슬로싱 유동은 특성에 따라 층류 혹은 난류로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Liu 등 

[15]의 논문을 참고하여 슬로싱 유동을 층류로 가정하고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슬로싱 유동의 강한 비선형성으로 인해 OpenFOAM의 adjustableTimeStep 기능을 사

용하여 Max. Co.(최대 Courant 수)를 지정하고 매순간마다 시간 간격(time step)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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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ax. Co.를 0.5와 1.0 두 가지 값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Max. Co.와 격자시스템을 조합하여 Table 5와 같이 6개의 해석조건을 구성하였다. 

또한 경계면 예측을 위하여 MULES와 isoAdvector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해석조건

해석 Case
격자시스템 Max. Co.

1 Coarse 0.5

2 Coarse 1.0

3 Medium 0.5

4 Medium 1.0

5 Fine 0.5

6 Fine 1.0

Table 8 Analysis conditions for grid system and Max. Co. in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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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arse mesh

3.3 해석결과 (h = 18%H)

3.3.1 시계열 압력

적재수심 h = 18%H일 때 격자 및 Max. Co.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7에서는 Max. Co. = 0.5일 때 격자와 경계면 알고리즘에 따른 압력 결과를 비

교하였다.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격자가 성길수록 오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기 경계면 설정 시 적재율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경계

면 근처에서 격자가 충분치 않아서 생기는 오차이다. 반면, 격자가 조밀해질수록 압

력의 변동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슬로싱 유동

에서 발생되는 기포 및 쇄파에 대한 영향이 비압축성 유체에서는 고려될 수 없어 

격자가 조밀할 때 수치적 오류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확

인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압축성 유체로 가정하여 해석하였고 압력의 변동이 매우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압축성 유체의 해석은 해석시간이 비교적 오

래 걸려 장기간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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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edium mesh

c) Fine mesh

Fig. 7 Pressure history for h = 18%H with Max. Co. = 0.5

Fig. 8 Pressure history for h = 18%H using compressible solver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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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arse mesh

b) Medium mesh

c) Fine mesh

Fig. 9 Pressure history for h = 18%H with Max. Co. = 1.0

다음으로 Max. Co. = 1.0일 때 격자와 경계면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를 Fig. 9와 

같이 비교하였다. Max. Co. = 0.5일 때와 마찬가지로 격자가 성길수록 최대 압력의 

발생시점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Max. Co. = 1.0일 때의 결과에서는 격자가 

조밀하여도 비정상적인 압력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격자가 조밀하고 

Max. Co.가 작을수록 수치적 오류가 누적되고 압력 변동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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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최대 압력

수치해석으로 얻어진 최대 압력 크기를 100번 반복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Fig. 

10~11에 나타내었다. 두 개 그림에서는 반복실험의 최대 압력 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 편차는 유동의 강한 비선형성으로 인해 매 실험마다 조금씩 다른 크기

의 압력이 측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생순서에 따른 최대 압력 크기는 매 실험에

서 다른 경향을 보여 본 연구에서는 최대 압력의 크기만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 

Fig. 10에서는 Max. Co. = 0.5일 때 반복실험과 수치해석의 최대 압력 크기를 비

교하였다. 격자가 성길수록 수치해석의 최대 압력이 실험대비 작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격자가 조밀할수록 최대 압력이 실험과 유사하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석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 차이는 크게 확인할 수 없었다.

Fig. 11에서는 Max. Co. = 1.0일 때 최대 압력을 비교하였다. Max. Co. = 1.0일 때

에는 격자가 조밀하여도 수치해석에서 측정되는 최대 압력이 실험대비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알고리즘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Fig. 10~11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측벽에 작용하는 슬로싱 하중의 예측은 작은 Max. Co. 값과 조밀한 격

자 사용으로 실험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반면, Max. Co. 값이 큰 경우에는 격

자를 조밀하게 하여도 예측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Fig. 10 Peak pressure for h = 18%H with Max. Co. = 0.5



20

Fig. 11 Peak pressure for h = 18%H with Max. Co.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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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상 경계면

같은 해석조건에서, 경계면 예측 알고리즘에 따른 경계면 예측결과를 Fig. 12~16

에서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경계면 확인은 마지막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전후로 진행하였다. EXP. [14]는 실험결과를 나타내며 수치해석의 결과는 격자와 

Max. Co.의 조합으로 명시하였다.

Fig. 12는 7.2초에서의 유동장으로 유동이 아랫바닥면을 따라 왼쪽 측벽을 향해 

전달되는 과정이다. 전달되는 유동의 앞쪽을 보면 유동이 쇄파되어 기포가 형성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쇄파를 중점으로 수치해석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MULES 

알고리즘은 유동의 기포를 실험보다 크게 예측하고 있으며 isoAdvector 알고리즘은 

쇄파에 의해 생성되는 기포를 거의 예측할 수 없었다. 경계면 형성을 비교하면 

MULES 알고리즘은 경계면을 번지게 예측하여 isoAdvector 알고리즘에 비해 경계면 

예측이 일그러지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Fig. 13은 7.25초에서의 유동장으로 유동이 왼쪽 측벽에 부딪히는 시점(최대 압력 

발생시점 부근)이다. 7.2초의 유동장과 마찬가지로 MULES 알고리즘은 기포를 크게 

예측하였고 isoAdvector 알고리즘은 기포를 거의 예측하지 못했다. 경계면 형성 또한 

MULES 알고리즘의 번지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벽에 닿는 시점은 해석조건에 따

라 달랐는데 이는 격자에 따라 초기 경계면 설정이 달라지고 벽 부근에서의 경계면 

전달이 다른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Fig. 14는 7.3초에서의 유동장으로 유동이 왼쪽 측벽을 타고 윗벽을 향해 올라가

는 과정이다. 알고리즘에 따른 경계면 예측이 매우 달랐는데 MULES 알고리즘의 경

우 유동 내의 기포를 매우 크게 예측하였다. 반면, isoAdvector 알고리즘은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윗벽에 작용하는 하중을 해석할 때에

는 isoAdvector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측벽을 타고 올라가는 유동의 해석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Fig. 15~16은 7.35초와 7.4초에서의 유동장으로 유동이 왼쪽 측벽을 치고 윗벽을 

향해 튀는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MULES 알고리즘보다 isoAdvector 알고리즘이 우수

한 해석 정확도를 보였으나 유동에서 튀어져 나가는 물방울의 경우 두 알고리즘 모

두 해석이 불가능 하였다. 슬로싱 유동에서 튀어져 나가는 물방울의 경우 전체 유

동장과 최대 압력 예측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여 하중평가에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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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olume fraction fields for h = 18%H at 7.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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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olume fraction fields for h = 18%H at 7.2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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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olume fraction fields for h = 18%H at 7.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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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olume fraction fields for h = 18%H at 7.3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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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Volume fraction fields for h = 18%H at 7.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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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arse mesh

b) Medium mesh

3.4 해석결과 (h = 70%H)

3.4.1 시계열 압력

  적재수심 h = 0.70%H일 때 격자 및 Max. Co.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

다. Fig. 17에서는 Max. Co. = 0.5일 때 격자 별로 알고리즘의 압력 예측정도를 비교

하였다. 적재수심 h = 18%H일 때의 해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격자가 성길수록 최대 

압력 발생시점의 오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격자가 조밀해질수록 Fig. 

17의 c와 같이 압력 의 변동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예측되었다. 높은 적재율일 때 

최대 압력의 발생과 소멸은 낮은 적재율일 때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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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ne mesh

Fig. 17  Pressure history for h = 70%H with Max. Co. = 0.5

a) Coarse mesh

b) Medium mesh

  다음으로 Fig. 18에서는 Max. Co. = 1.0일 때 격자 별로 알고리즘에 따른 압력을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격자가 성길수록 최대 압력의 주기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29

c) Fine mesh

Fig. 18  Pressure history for h = 70%H with Max. Co. = 1.0

3.4.2 최대 압력

최대 압력의 크기를 100번 반복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Fig. 19 와 20에 나타내었

다. 낮은 적재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슬로싱의 강한 비선형성으로 인해 반복실험의 

최대 압력 범위가 넓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최대 압력 크기를 중점으로 비교하

였다.

Fig. 19에서는 Max. Co. = 0.5일 때 반복실험과 수치해석의 최대 압력 크기를 비

교하였다. MULES 알고리즘은 Coarse, Medium 격자에서 최대 압력을 매우 낮게 예

측하고 있으며 Fine 격자에서 실험과 유사한 최대 압력을 예측한다. 반면, 

isoAdvector 알고리즘은 Coarse, Medium 격자에서 최대 압력이 실험대비 낮게 예측

되었지만 MULES 알고리즘에 비하면 실험과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다. Fine 격자에

서는 실험과 비슷한 크기의 압력이 예측되었다.

Fig. 20는 Max. Co. = 1.0일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Max. Co.가 커짐에 따라 대부

분의 해석조건에서 최대 압력이 낮게 예측되었다. 하지만 isoAdvector 알고리즘은 

Fine 격자에서 실험과 비슷한 크기의 최대 압력을 예측할 수 있었다.

최대 압력 크기의 비교를 통해 윗벽에 작용하는 슬로싱 하중의 예측에는 

isoAdvector 알고리즘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높은 Max. Co. 및 성긴 격자에

서도 isoAdvector 알고리즘의 해석 정확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슬로싱 장기해석에는 isoAdvector 알고리즘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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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eak pressure for h = 70%H with Max. Co. = 0.5

Fig. 20 Peak pressure for h = 70%H with Max. Co.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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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상 경계면

경계면 예측 알고리즘과 해석조건에 따른 상 경계면의 해석 정확도를 Fig. 21~25

에서 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해석조건은 격자와 Max. Co.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적재수심 h = 18%H일 때와 다른 점은 윗벽에 작용하는 하중의 경우 초기 경계면 

설정에 따라 최대 압력 발생시점에 비교적 큰 오차를 가진다. 오차로 인한 경계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결과비교에서는 실험의 분석시점을 수치해석보다 0.1초 앞당

겼다.

Fig. 21은 실험이 5.35초, 수치해석이 5.45초일 때의 유동장으로 슬로싱 유동이 측

벽을 치고 난 직후이다. 측벽 주위의 유동장을 보면 MULES 알고리즘의 경우 해석

조건에 따라 경계면 양상이 매우 다르게 형성되었으며 실험과 다른 형태를 가진다. 

반면, isoAdvector 알고리즘은 해석조건이 변하여도 유동장은 유사하게 형성되었으며 

측벽 부근에서의 유동장은 실험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Fig. 22은 실험이 5.40초, 수치해석이 5.50초일 떄의 유동장으로 슬로싱 유동이 측

벽을 타고 윗벽을 향하는 시작점이다. Fig. 21에서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MULES 알

고리즘은 해석조건에 따라 경계면 양상이 다양했으며 실험과 비교적 다르게 형성되

었다. 반면, isoAdvector 알고리즘은 실험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Fig. 23는 실험이 5.45초, 수치해석이 5.55초 일 때의 유동장으로 슬로싱 유동이 

측벽에 닿기 직전 시점이다. 윗벽 하중을 생성하는 유동이 올라가며 측벽을 따라 

기둥형태가 되는데 MULES 알고리즘의 경우 해석조건에 따라 기둥의 굵기가 다르

며 기둥 내에 기포를 포함하여 유동의 높이가 윗벽에 하중을 가하기에 충분치 않았

다. 반면, isoAdvector 알고리즘의 경우 경우에 따라 유동의 높이가 낮긴 했지만 대

부분 실험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기둥의 굵기가 일정하게 예측되었다.

Fig. 24~25는 실험의 5.50, 5.55초, 그리고 수치해석의 5.60, 5.65초 일 때의 유동으

로 슬로싱 유동이 측벽을 따라 윗벽에 닿은 후 내벽의 반작용으로 유동이 반대방향

으로 튀는 시점이다. 실험에서와 같이 많은 물방울이 형성되는 시점이지만 수치해

석 결과에서는 물방울을 확인할 수 없었다. MULES 알고리즘의 경우 상 경계면이 

번지거나 유동 내의 기포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윗벽에 작용하기에 기둥의 굵기와 

높이가 충분치 않았으며 내벽의 반작용으로 굽어지는 경계면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

았다. 반면 isoAdvector 알고리즘은 해석조건이 변하여도 경계면 양상이 잘 예측되었

으며 유동이 윗벽까지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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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Volume fraction fields for h = 70%H (EXP. : 5.35s, CFD : 5.4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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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Volume fraction fields for h = 70%H (EXP. : 5.40s, CFD : 5.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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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Volume fraction fields for h = 70%H (EXP. : 5.45s, CFD : 5.5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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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Volume fraction fields for h = 70%H (EXP. : 5.50s, CFD : 5.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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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Volume fraction fields for h = 70%H (EXP. : 5.55s, CFD : 5.6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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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LNG 탱크 모형실험의 슬로싱 수치해석

4.1 실험개요

4.1.1 탱크 형상

본 연구에서는 LNG 탱크의 슬로싱 수치해석을 위해 현대중공업(주)의 슬로싱 실

험을 참고하였으며 실험은 Fig. 26과 같이 멤브레인(membrane) 타입의 탱크를 사용

하였다. 멤브레인 타입의 탱크는 상부 챔퍼(upper chamfer)와 하부 챔퍼(lower 

chamfer)가 존재하며 L은 탱크의 길이, H는 탱크의 높이, B는 탱크의 폭, 적재수심

은 h 로 표시하였다. 실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멤브레인 탱크를 사용하였고 Tank 

1과 Tank 2로 표기하여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 탱크의 상세한 제원과 실험결과의 정확한 수치는 연구지원기관인 현대중공업(주)

의 보안자료로 공개할 수 없음. 

Fig. 26 Geometry of LNG tank for slosh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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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하중평가 절차

선급과 실험기관에서는 실험을 위해 실선기준 5시간의 불규칙 운동을 적용하여 

엄밀한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실험에서는 선박의 운동특성과 

적재수심을 고려하여 북대서양 극한해상 상태를 모방하기 위해 6자유도 불규칙 운

동을 2,846초 동안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적재량에 따른 슬로싱 하중을 분석하기 위

해 총 4개의 적재수심(10%H, 70%H, 80%H, 95%H)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불규칙 

운동을 적용하여 장기간 실험을 진행하면 운동 특성에 따라 압력의 형태는 매우 불

규칙적이며 방대한 압력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하중평가에서는 필요한 압력을 

선별하고 선별된 압력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ABS, DNV, LR 및 

BV 등 각 선급 및 연구기관에서는 슬로싱 하중의 추정 방법과 하중평가 절차를 포

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16]. 일반적으로는 하중평가 절차를 위한 압력 선별에는 

peak over threshold(POT) 방법, 통계해석에는 Weibull 분포함수가 사용된다. POT 방

법과 Weibull 분포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가. Peak over threshold(POT)

POT 방법은 Fig. 27과 같이 슬로싱 하중을 선별하고 이상화된 삼각파 형태를 가

지게 된다. 슬로싱 하중은 실험 및 해석에서 얻어진 시계열 압력 중에서 기존에 정

해놓은 한계점(threshold)을 기준으로 선별된다. 하중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rising time), 소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decaying time)은 선별된 하중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중 크기의 반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전후 시간을 통해 계

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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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POT method 

POT 방법을 통해 선별된 슬로싱 하중은 구조강도 평가에 사용된다. 구조강도 평

가는 정적 구조강도 평가법과 동적 구조강도 평가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 구조

강도 평가법은 이상화된 슬로싱 해석결과에서 하중의 크기만을 이용하여 슬로싱 하

중을 단순한 정적 하중으로 가정하고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적 해석 방법은 

슬로싱 하중의 동적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보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제시된 허용 

기준을 만족하기 힘들다. 따라서 주로 슬로싱 하중이 발생하는 적재조건 및 발생지

점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반면, 동적 구조강도 평가법은 슬로싱 하중의 충격효과에 대한 LNG 탱크의 동적 

구조 응답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슬로싱 하중은 이상화된 삼각파 형태에 기반

하여 과 를 고려한 충격하중을 계산한다. 모형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슬로싱 

하중을 LNG 탱크의 구조강도 평가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수치해석의 경우에는 하중의 크기 및 발생시점에서 오차

가 쉽게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적 구조강도 평가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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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eibull 분포

특정 선급 및 연구기관에서는 슬로싱 실험에 불규칙 운동을 사용할 경우 선별된 

슬로싱 하중 데이터에 극치분포함수(extreme distributions function) 근사를 적용하며 

재현 기간(return period) 3시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추정한다. 불규칙 

운동의 해석에 있어 근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극치분포함수는 3변수 Weibull 분포 

함수이다. 3변수 Weibull 분포함수의 누적확률분포를 식 (17)과 같이 나타내었다.

  exp (17)

변수 의 범위는  ≤  ∞ 이다.  는 위치모수,  는 척도모수,  는 형상모

수이며, 각 모수는 모멘트 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모멘트 법에서는 실험으로

부터 얻은 압력의 평균, 분산, 와도의 세가지 모멘트를 모델 값들, 즉 분포함수의 

평균, 분산, 와도와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모수를 추정한다. Fig. 28은 원으로 표시된 

실험값(experiment)과 실험값에 Weibull 분포를 적용하여 얻어진 극치 분포 곡선

(fitted extreme distribution)을 예시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재현 기간인 3시간에 해당

되는 exceedance probability에서 극치 분포 곡선의 값을 읽어 들이고 그 값을 3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 간주하고 있다. 

Fig. 28 Weibul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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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석조건

4.2.1 수치격자

본 연구에서는 LNG 탱크의 모형실험과 같은 형상을 사용하였고 탱크의 2D, 3D 

형상에 대해 해석을 모두 진행하였다. Fig. 29에서는 보안을 위해 실제 현대중공업

(주)의 실험에 사용된 모형탱크 형상을 대신하여 OpenFOAM 튜토리얼의 슬로싱 탱

크 형상을 예시로 나타내었다. 3D 해석은 Fig. 29 (a)와 같이 멤브레인 형상을 그대

로 사용하며 2D 해석은 Fig. 29 (b)와 같이 탱크의 종단면(longitudinal), 횡단면

(transverse) 방향으로 나누어 해석을 진행하였다. 격자시스템은 본 논문의 3장에서 

사용한 Coarse 수준의 정렬격자로 생성하였다.

a) 3D geometry b) 2D geometry

Fig. 29 LNG tank geometry for numerical simulation 

4.2.2 기타 해석조건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위해 3D 형상, 2D 형상에 규칙 운동, 불규칙 운동 시

나리오를 각각 적용하였다. 형상과 운동 시나리오에 따른 수치해석 정도를 실험과 

비교평가법으로 확인하였다. 규칙 운동 시나리오는 LR선급의 Aquarius 툴을 이용해 

선박 및 탱크의 제원, 적재수심을 기반으로 생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100초 전후의 

규칙 운동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불규칙 운동 시나리오는 실험과 같은 조건을 적용

하여 2,846초의 운동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수치해석 조건은 3장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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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비교평가법

LNG 탱크의 설계 단계에서 강도평가법은 크게 비교평가법과 직접평가법으로 구

분된다. 비교평가법은 기존에 안정성이 검증된 LNG 탱크의 최대하중을 새로운 

LNG 탱크 설계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존의 탱크보다 형상이 많이 다르거

나 크기가 대형화된 경우 슬로싱 유동의 경향이 달라져 적용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직접평가법은 LNG 탱크를 대상으로 모형실험이나 수치해석을 통해 슬로싱 압력을 

산정하고, 이를 설계에 직접 반영하여 탱크의 하중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수치해석의 경우는 수치적 오류가 많아 직접평가법으로 하중평가를 수행하

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평가법을 적용하여 앞선 언

급했던 Tank 1와 Tank 2의 하중평가를 진행하였다. 해석에서는 실험과 마찬가지로 

Fig. 30과 같이 네 개의 적재수심을 적용하였다. 

a) Tank 1 b) Tank 2

Fig. 30 Comparative approach method

  해석 후에는 비교평가법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1) 실험에서 모든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Tank 2의 70%H 에서 최대하중이 발생하

였다. 적재수심에 따른 최대하중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Tank 2의 70%H에서 발

생하는 최대하중을 전체적으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하고 관찰하였다.

2) 같은 적재수심에서 Tank 1의 최대하중에 대한 Tank 2의 최대하중 비를 계산하였

다. 계산된 비율을 사용하여 탱크 형상에 따른 경향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43

4.3 해석결과

4.3.1 2D 형상의 규칙 운동 해석

규칙 운동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D 형상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최대하중 

비율을 비교하였다. Fig. 30에서는 적재수심에 따른 최대하중 크기를 Tank 2의 

70%H에서 발생하는 최대하중 값으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Fig. 31 (a)는 Tank 1에서의 최대하중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적재수심에 따른 경

향을 보았을 때 실험은 80%H에서 최대하중이 예측되었다. MULES 알고리즘은 

70%H에서 최대하중이 관측되었고 10%H에서 최대하중을 크게 예측하여 실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반면 isoAdvector 알고리즘은 실험과 같이 최대하중을 80%H에

서 예측하고 있으며 경향 또한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31 (b)는 Tank 2에서의 최대하중 비율이다. 마찬가지로 MULES 알고리즘은 

최대하중을 80%H에서 예측하였고 isoAdvector 알고리즘은 실험과 같이 70%H에서 

최대하중을 예측했다. 하지만 Fig. 31의 (a)와 (b) 모두 95%H의 높은 적재율에서의 

비율이 실험 대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Fig. 32는 같은 적재수심에서의 Tank 1에 대한 Tank 2의 최대하중 비율을 나타내

었다. 그래프와 같이 MULES 알고리즘은 기준점을 기준으로 10%H의 비율을 제외

하면 모두 실험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isoAdvector는 적재수심에 따른 

비율 경향을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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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nk 1

b) Tank 2

Fig. 31 Peak pressure ratio with different filling levels for 2D regular motion 

Fig. 32 Peak pressure ratio of Tank 2 and Tank 1 for 2D regular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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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3D 형상의 규칙 운동 해석

규칙 운동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3D 형상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최대하중 

비율을 비교하였다. Fig. 32는 한 개의 탱크에서 적재수심에 따른 최대 압력 비율을 

Tank 2의 70%H에서 최대 압력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Fig. 33 (a)는 Tank 1에서의 최대하중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하중이 발생되는 

적재수심을 비교하면 MULES 알고리즘의 경우는 70%H, 실험과 isoAdvector 알고리

즘은 80%H에서 최대하중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적재수심에 따른 경향이 

isoAdvector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유사하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3 (b)는 Tank 2에서의 최대하중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하중이 발생되는 

적재수심은 실험과 두 알고리즘 모두 70%H로 확인되었다. 2D 해석 결과에 비해 오

차가 매우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3D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Fig. 34은 적재수심 별로 Tank 1에 대한 Tank 2의 최대하중 비율을 나타내었다. 

실험과 수치해석에 다소 오차가 있었으나 MULES 알고리즘에 비해 isoAdvector 알

고리즘의 적용으로 실험과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isoAdvector 알

고리즘의 경우 낮은 적재율인 10%H에서 오차가 컸는데 이는 3장에서 검증했던 낮

은 적재율에서의 수치해석 정확성 문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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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nk 1

b) Tank 2

Fig. 33 Peak pressure ratio with different filling levels for 3D regular motion 

Fig. 34 Peak pressure ratio of Tank 2 and Tank 1 for 3D regular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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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2D 형상의 불규칙 운동 해석

불규칙 운동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D 형상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최대하중 

비율을 비교하였다. Fig. 35는 한 개의 탱크에서 적재수심에 따른 최대 압력 비율을 

Tank 2의 70%H에서 최대 압력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Fig. 35 (a)는 Tank 1에서의 최대하중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하중이 발생되는 

적재수심을 비교하면 실험과 두 알고리즘의 모두 80%H에서 최대하중을 예측하고 

있다. 앞선 비교와 마찬가지로 낮은 적재율인 10%H에서 큰 오차를 보였다.

Fig. 35 (b)는 Tank 2에서의 최대하중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은 70%H에서 최

대하중이 관측되었지만 두 알고리즘은 모두 95%H에서 최대하중을 관측하고 있다. 

수치해석은 적재수심이 높아질수록 최대하중이 계속 커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실

험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Fig. 36은 적재수심 별로 Tank 1에 대한 Tank 2의 최대하중 비율을 나타내었다. 

실험과 수치해석에 다소 오차가 존재하였다. 특히, 적재수심 10%H와 95%H에서 오

차가 큰 것을 확인하였고 MULES 알고리즘과 isoAdvector 알고리즘 사이에는 큰 차

이가 없었다. 70%H와 80%H에서는 두 알고리즘 모두 실험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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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nk 1

b) Tank 2

Fig. 35 Peak pressure ratio with different filling levels for 2D irregular motion

Fig. 36 Peak pressure ratio of Tank 2 and Tank 1 for 2D irregular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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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3D 형상의 불규칙 운동 해석

규칙 운동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3D 형상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최대하중 

비율을 비교하였다.  Fig. 36은 한 개의 탱크에서 적재수심에 따른 최대 압력 비율

을 Tank 2의 70%H에서 최대 압력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Fig. 37 (a)는 Tank 1에서의 최대하중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적재수심에 따른 경

향을 보았을 때 실험과 수치해석 모두 80%H에서 최대하중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낮은 적재수심 10%H에서의 수치해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실험대비 낮은 비율을 예

측하였고 isoAdvector는 적재수심 95%H에서 비율을 비교적 작게 예측하였다.

Fig. 37 (b)는 Tank 2에서의 최대하중 비율이다. 실험은 70%H에서 최대하중을 관

측하였지만 수치해석의 두 알고리즘은 모두 95%H에서 최대하중을 예측했다. 하지

만 isoAdvector의 적용으로 실험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2D의 

95%H 결과에서 수치해석이 최대하중을 매우 크게 예측하였었는데, 3D 해석에서 

isoAdvector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Fig. 38은 적재수심 별로 Tank 1에 대한 Tank 2의 최대하중 비율을 나타내었다. 

2D 해석과 마찬가지로 실험과 수치해석에 다소 오차가 존재하였다. 특히, 적재수심 

10%H와 95%H에서 오차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적재수심 70%H와 80%H에서 

isoAdvector 알고리즘이 실험과 유사한 비율을 예측했지만 10%H와 95%H에서 오차

가 다소 존재하였다. 불규칙 운동 및 3D 해석에서도 발생하는 오차의 경우에는 탱

크 형상에 따른 우열비 비교 시, 각 탱크에서 발생된 오차가 누적되어 반영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적용된 3장에서의 Coarse 수준 격자는 불규칙 운동 및 

3D 해석에서 충분치 않은 것으로 추축되며, 낮은 적재수심에서의 오차를 줄이기 위

해 압축성을 고려한 해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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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nk 1

b) Tank 2

Fig. 37 Peak pressure ratio with different filling levels for 3D irregular motion

Fig. 38 Peak pressure ratio of Tank 2 and Tank 1 for 3D irregular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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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penFOAM의 VOF 기법을 이용해 슬로싱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상 경계면 예측을 위해 적용된 VOF 기법의 MULES 알고리즘은 경계면을 번지게 

예측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isosurface 기반의 isoAdvector 알고리

즘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은 SPHERIC 기구의 실험과 현대중공업(주)의 LNG 탱크 

모형실험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SPHERIC 기구 실험의 수치해석은 적재수심 18%H, 70%H 두 가지 조건에서 수행

되었다. 적재수심 18%H에서는 유동이 아랫바닥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쇄파가 형성

되고 측벽에서 최대하중이 발생한다. 수치해석 결과로는 두 알고리즘 모두 실험보

다 낮게 압력을 예측하였으나 조밀한 격자와 낮은 Max. Co.의 조합에서 실험과 유

사한 크기의 압력을 예측할 수 있었다. 상 경계면 분석에서는 MULES 알고리즘의 

경우 쇄파영역의 기포를 실험대비 매우 크게 예측하였고 isoAdvector 알고리즘은 기

포를 거의 예측하지 못하였다. 알고리즘에 따른 해석 정확도의 차이는 적재수심 

70%H에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70%H와 같이 높은 적재율에서는 슬로싱 유

동이 측벽을 타고 올라가 윗벽에서 최대하중이 발생한다. MULES 알고리즘의 경우 

조밀한 격자와 낮은 Max. Co.에서만 다소 유사한 결과이나 오차가 발생했다. 반면, 

isoAdvector 알고리즘은 Max. Co. = 0.5일 때 모든 격자에서 실험과 유사한 크기의 

최대하중을 예측하였고 Max. Co. = 1.0일 때에는 격자를 조밀하게만 형성하면 최대

하중 예측이 가능했다. 

LNG 탱크 모형실험의 수치해석은 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Tank 1과 Tank 2 두 가

지 형상의 탱크와 규칙 및 불규칙 운동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적재수심

은 10%H, 70%H, 80%H 및 95%H, 총 4개로 설정하였고 결과는 적재수심에 따른 최

대하중 비율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규칙 운동의 경우에는 isoAdvector를 적용하여 

기존의 MULES 알고리즘보다 실험과 더 유사한 최대하중 비율 및 경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 다만 10%H와 95%H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존재했다. 낮은 적재수심인 

10%H에서의 오차는 검증단계에서 확인된 측벽에 작용하는 쇄파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적재수심인 95%H에서의 오차는 

규칙 운동 시나리오의 생성과정에서 운동이 잘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불규

칙 운동에서 결과를 확인하였다. 불규칙 운동의 2D 해석에서는 Tank 1의 결과는 

10%H, Tank 2의 결과는 80%H 및 95%H 적재수심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앞

선 규칙운동 시나리오 결과와 달리 Tank 2의 높은 적재수심에서는 최대하중의 큰 

비율이 예측되었는데, 이는 2D 해석에서의 경우에는 3D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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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문제로 보인다. 3D 해석에서는 2D 해석 결과와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isoAdvector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경향을 더욱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적재율과 높은 적재율에서의 해석 정확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는 isoAdvecto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슬로싱 수치해석의 정확성을 향

상시켰다. 특히, 탱크 상부에 작용하는 슬로싱 하중의 경우에는 isoAdvector 알고리

즘의 정교한 경계면 묘사로 측벽을 타고 올라가는 물기둥의 해석 정확도가 향상되

었다. 실제 LNG 탱크의 최대하중이 상부에서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면, isoAdvector 

알고리즘의 적용이 실제 현상을 분석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LNG 탱크의 

모형실험에서 또한 isoAdvector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실험과 유사한 비율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낮은 적재율에서 비교적 큰 오차를 보였다. 이는 검증단계에서 확인

되었던 측벽에 작용하는 하중의 해석 정확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비록 높은 적재율에서 최대하중이 주로 발생하지만 낮은 적재수심에서도 엄밀히 구

조강도 안정성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압축성을 고려한 경계면 예측 알고리즘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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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y of Sloshing Flow 

using VOF Method based on Isosurface in OpenFOAM

Abstract

Choi, Ji Won

Department of Convergence Technology for Heavy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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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ncreasing demand for reduction of pollutant emission such as sulfur oxides(SOx)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LNG fuel is attracting much attention as one of the 

promising solution in ship. However, the impact load induced by the sloshing occurring 

in the LNG fuel tank may cause severe structural damage and breakage of the tank.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evaluate the sloshing load at the design stage of 

LNG fuel tank. Although this sloshing load assessment is mainly conducted through 

model tests, the required cost and time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b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echnique. However, numerical analysis of sloshing flow has still many 

difficulties due to strong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free surface behaviors.

In this study, numerical analysis of sloshing flow was performed by using two 

interface capture techniques of volume of fluid(VOF) method in OpenFOAM. One is a 

multidimensional universe limiter for explicit solution(MULES), which is a conventional 

algorithm in OpenFOAM, and the other is isoAdvector scheme based on isosurface. 

Validation tests using SPHERIC model showed that isoAdvector scheme improves 

accuracy with a sharper interface, while MULES demonstrates smearing problems when 

predicting the phas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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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numerical simulations of 2D and 3D sloshing in an actual  

membrane-type LNG tank were carried out under the conditions of regular motion and 

irregular motion scenario. From the comparative evaluation based on the maximum load 

ratio, it is confirmed that the isoAdvector scheme produces higher performance.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기존연구

	제 2 장 수치해석 방법
	2.1 다상유동 수치해석의 개요
	2.1.1 지배방정식

	2.2 상 경계면 예측 알고리즘
	2.2.1 MULES
	2.2.2 isoAdvector

	2.3 해석 알고리즘

	제 3 장 SPHERIC 실험의 슬로싱 수치해석
	3.1 실험개요
	3.2 해석조건
	3.2.1 수치격자
	3.2.2 기타 해석조건

	3.3 해석결과 - h18%H
	3.3.1 시계열 압력
	3.3.2 최대 압력
	3.3.3 상 경계면

	3.4 해석결과 - h70%H
	3.4.1 시계열 압력
	3.4.2 최대 압력
	3.4.3 상 경계면


	제 4 장 LNG탱크 모형실험의 슬로싱 해석
	4.1 실험개요
	4.1.1 탱크 형상
	4.1.2 하중평가 절차

	4.2 해석조건
	4.2.1 수치격자
	4.2.2 기타 해석조건
	4.2.3 비교평가법

	4.3 해석결과
	4.3.1 2D 형상의 규칙 운동 해석
	4.3.2 3D 형상의 규칙 운동 해석
	4.3.3 2D 형상의 불규칙 운동 해석
	4.3.4 3D 형상의 불규칙 운동 해석


	제 5 장 결  론


<startpage>12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기존연구 4
제 2 장 수치해석 방법 6
  2.1 다상유동 수치해석의 개요 6
   2.1.1 지배방정식 7
  2.2 상 경계면 예측 알고리즘 8
   2.2.1 MULES 8
   2.2.2 isoAdvector 9
  2.3 해석 알고리즘 11
제 3 장 SPHERIC 실험의 슬로싱 수치해석 12
  3.1 실험개요 12
  3.2 해석조건 14
   3.2.1 수치격자 14
   3.2.2 기타 해석조건 14
  3.3 해석결과 - h18%H 16
   3.3.1 시계열 압력 16
   3.3.2 최대 압력 19
   3.3.3 상 경계면 21
  3.4 해석결과 - h70%H 27
   3.4.1 시계열 압력 27
   3.4.2 최대 압력 29
   3.4.3 상 경계면 31
제 4 장 LNG탱크 모형실험의 슬로싱 해석 37
  4.1 실험개요 37
   4.1.1 탱크 형상 37
   4.1.2 하중평가 절차 38
  4.2 해석조건 41
   4.2.1 수치격자 41
   4.2.2 기타 해석조건 41
   4.2.3 비교평가법 42
  4.3 해석결과 43
   4.3.1 2D 형상의 규칙 운동 해석 43
   4.3.2 3D 형상의 규칙 운동 해석 45
   4.3.3 2D 형상의 불규칙 운동 해석 47
   4.3.4 3D 형상의 불규칙 운동 해석 49
제 5 장 결  론 5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