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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1

본 연구에서는 미래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 나노

기술이 어떻게 해양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였다. 친수발유 성

질을 가진 마이크로 나노 메쉬를 이용하여 물과 기름에 대

한 접촉각을 확인하여 유수분리(Oil water separation)에 적용

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이의 성질을 이용하여 유수분리의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해상에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수분리 기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용액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마이

크로 나노 금속 메쉬를 이용하여 물과 기름이 완벽히 분리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이크로 나노 금속 

메쉬는 화학적 용액 처리를 통하여 표면에 300nm급의 나노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용액 처리시 표면에 생성된 산소

기의 영향으로 친수성 성질을 가진다. 
제작된 친수발유성 마이크로 나노 금속 메쉬를 이용하여 

접촉각 측정기를 통하여 물과 다양한 종류의 기름에 대한 

접촉각 측정을 통하여 유수분리 장치의 적용범위에 대한 평

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기름접촉각의 경우 공기분위기 내에

서 측정이 어려우므로 물속에서 측정을 진행하여 결과를 나

타내었다.
또한, 바닷물에서의 마이크로 나노 금속 메쉬의 이물질 

막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바다환경에서의 적용가능성과 문제점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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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제작된 친수발유성 마이크로 나노 금속 메쉬의 Hole 직경

은 35um로 측정되었다. 나노구조물의 높이는 500nm, 폭은 

300nm로써 마이크로 메쉬 표면에 형성되어 친수성 성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물과 기름(경유, 중유, 벙커C유)에 대한 접촉각을 측정하

였을 때 물은 0℃의 접촉각을 나타내었으며 경유, 중유, 벙
커C유 순으로 158℃, 160℃, 160℃의 기름접촉각을 나타내었

다.
이를 바탕으로 물, 기름 분리 지그를 제작하여 실제 물, 

기름 흐름에서의 유수분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며 경유, 
중유, 벙커C유의 모든 기름에서 완전히 물과 기름이 분리됨

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벙커C유의 경우에는 분리후 점도가 

높아 메쉬를 오염시키는 결과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대

책으로 메쉬 표면에 오래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바닷물에서의 마이크로 나노 금속 메쉬의 이물질 막힘 정

도 실험에서는 바닷물의 플랑크톤의 영향으로 메쉬가 수분

내로 막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친수발유성의 마이크로 나노 금속 메쉬의 유수분리 및 실

제 바다환경에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일반 물과 기름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마이크로 나노 금속 메쉬가 물과 기름을 

완전히 분리하였다. 바닷물의 환경에서는 플랑크톤 및 바닷

물의 이물질이 메쉬의 Hole을 막음으로써 성능에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