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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1
1노트 이상의 강한조류에서 오일펜스의 포집성능은 부유성
오염물질이 펜스하단으로 배수됨에 따라서 포집율이 낮아진다
(Milgram, 1977). 해양경찰은 주로 U자형태로 오일펜스를 예인
하여 기름을 모의고 회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오일펜스의 길이방향 중앙에서 가장 많이 유실된다.
오일펜스 중앙 만곡부는 오일펜스와 유체의 상대속도에 의
해 발생되는 압력과 난류, 와류에 의한 작용이 발생한다(나선
철, 2009).
이 연구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오일펜스의 예인지점 변화
만으로 수면 하 배수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강조류에서 수면하 차단의 효과의 극대화는 회수량을
높일 수 있고 해양오염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연구방법
해상에서 사용되는 커텐형 고형식 A형 오일펜스(수면하
30cm와 B형 오일펜스(수면하 40cm)의 20m
실물을 폭 10m, 수심 2m의 수조에서 속도
를 다르게 하여 30m를 각각 예인하여 부
유체의 유실정도를 측정하였다.
예인 포인트 명칭
또한 일반적인 B형 오일펜스의 구조변경 없이 예인포인트를
장력체(a), 발라스트(b), 둘다(a+b)로 다르게 하여 예인 높이의
변화에 따른 부유체의 유실정도를 측정하였다.

기의 어류용 사료) 1.4리터 2개을 오일펜스 중앙에 넓게 뿌리고
뜰채를 이용하여 다시 회수하여, 개수하였다.
시험안정성을 높이고자 예인속도 이외에 파도, 바람 등 외력
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부유체는 예인 전 중앙에 뿌린 후
1m*1m내외로 흩어지도록 한 후 예인을 시작하였다.

해양경찰훈련용 가상물질

유실되어 회수된 부유체

3. 결과 및 고찰
수면하 차단막의 길이가 각각 다른 2개의 오일펜스를 예인한
결과 1노트에서는 유실량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포집이 되
었으나 1.5노트에서는 많은 양의 부유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특히 수면하 길이가 짧은 A형에서 더 많이 유실되
었다.
또한 B형 오일펜스의 예인포인트를 다르게 한 예인결과, 장
력체부(a)는 1노트 이하에서는 유실이 거의 없었으나, 1노트이
상에서는 가장 많이 유실 되었고, 장력체와 발라스트 모두(a+b)
를 연결한 예인에서는 1노트 이하에서는 유실이 없었고, 1노트
이상에서도 장력체만 연결한 예인보다는 덜 유실됨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발라스트(b)만 연결한 예인에서는 1노트 이상, 이하
에서 모두 유실 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예인전차 이용 오일펜스 예인

부유체 회수 유실정도 측정

유실 양 비교를 위해 해양경찰 훈련용 가상오염물질(1cm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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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펜스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포집 할 경우 수면하 스커
트의 길이를 길게 하고, 예인시 1노트 이하에서는 장력체 연결
만으로 포집 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1노트이상의 속도로 예
인시에는 발라스트를 고정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포
집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